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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티켓 가격

개·폐막식

10,000원

심야상영

12,000원

폐막식
(오정아트홀, 소향관 중계)
일반상영
(ScreenX 포함)

‘패밀리 존’ 섹션 상영

할인 안내

8,000원

※ 한 영화당 1인 4매까지 예매가능
※ 온라인 매진작의 경우 상영 당일 일부 현장석을
티켓부스에서 선착순 판매
※ 야외 상영작은 무료 관람

Ticket
Information

3,000원

Discounts

온라인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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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안내

예매기간

개 · 폐막식 예매 | 7월 3일(월) 14:00 ~ 매진 시까지

예매방법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해당 영화 상영 전날 자정까지 예매 가능

일반 예매 |

7월 5일(수) 14:00~7월 22일(토) 24:00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프리미엄 초대권, 비판홀릭 BLUE, 하나멤버스 쿠폰

티켓수령

〮정
 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로 티켓발권이 불가하오니
예매번호(SMS, 예매확인증, 모바일 예매내역 페이지)를 반드시 지참하고 부스 방문
〮 온라인 예매자의 경우 티켓 발권 없이 모바일 티켓으로 상영관 바로 입장 가능

Family Zone

KRW 3,000

KRW 6,000

Preschool children / People aged over 65 years or older / Disabled citizens
KRW 2,000 discount for a qualified person and one accompanying person
〮 Except for OpeningㆍClosing ceremony

KRW 2,000 discount per member for a Group between 15 – 50 people
〮 General Screening only

〮 Not applicable for 18 and 19 rated films.

〮 Online sold out films are no longer eligible for group discount.

※ All discounts are applied only when the requirements are proved with certificates at the Box offices.
※ Not applicable to online reservation. Only one kind of discount is applied at a time.
※ Films in “Family zone” section are not subject to discount.

HANA
MEMBERS
Coupon

HANAMEMBERS Coupon

Online
reservation

Availability

* 당일 상영작 온라인 예매 불가

결제수단

KRW 12,000

※ Tickets

for the ‘Online sold out films’ are available
at the Box offices on the same day of the
screening on first-come, first-served basis.
※ Free admission for Outdoor Screenings.

Group Discount

※ 모든 할인은 현장 티켓부스에서 신분증 및 해당 증명서 지참 시에만 적용 가능
※ 온라인 예매 및 중복할인 불가
※ ‘패밀리 존’ 섹션 상영작 할인 불가
하나멤버스 쿠폰
해당 쿠폰 소지자에 한해 ‘하나멤버스’ 앱 내쿠폰함에서 확인 가능
〮 일반상영(ScreenX 포함) 및 ‘패밀리 존’ 섹션에 한하여 예매 및 발권 가능
〮 개ㆍ폐막식, 심야상영 제외
〮 발권된 티켓은 취소 불가

Midnight Screening

※ You can purchase up to 4 tickets per film.

〮 Preschool children are allowed to ‘G’ rated films only.

단체관람
한 영화당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단체 1인당 2,000원 할인
〮 일반상영작만 가능 (‘18/19세 이상 관람가’ 등급, 온라인 매진작 제외)

하나멤버스
쿠폰 안내

KRW 10,000

Closing Ceremony
KRW 8,000
(Ojeong Art Hall, Sohyanggwan)
General Screening
(ScreenX included)

6,000원

미취학 아동/ 경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동반 1인까지 2,000원 할인
〮 개ㆍ폐막식 제외
〮 미취학 아동은 ‘전체관람가’ 등급만 입장 가능

Opening / Closing Ceremony

Newly joined users to HANAMEMBERS application can claim a coupon for a festival screening.

〮 Application coupon holders can check their coupon on ‘My Coupon’ section within the application.
〮 Not applicable to use for Opening 〮 Closing ceremonies and Midnight screenings.
〮 Once a ticket is issued, it is final and irreversible. Not subject to cancel.

Reservation Login the official website. Online reservation is available until the day before the
Payment

* 복합결제 불가 / 사랑티켓, 도서 〮 문화상품권 등 기타 결제수단 사용 불가

Opening · Closing Ceremony | Mon, July 3 14:00 Until sold out

General Screening | Wed, July 5 14:00 ~ Sat, July 22 24:00
screening.

Credit card

To Issue Ticket 〮 Tickets booked online can be picked up at the Box offices with your reservation number
(SMS, certificate of reservation or mobile reservation page, etc)

〮 Mobile tickets could be used at the entrance without issuing a feasible ticket

Admission with mobile ticket

‘모바일 티켓’을 이용한 상영관 바로 입장 안내
〮 상영관 입장 시 자원활동가에게 모바일 티켓 제시
〮 모바일 티켓은 모바일 공식 홈페이지(m.bifan.kr)에서 확인 가능
〮 현장 티켓부스에서 미리 발권한 경우, 모바일 티켓으로 상영관 바로 입장 불가
〮 모바일 티켓을 캡쳐한 사진 또는 이미지를 이용한 상영관 바로 입장 불가

〮 Show your mobile ticket to the volunteers at each theater.

〮 Mobile tickets are available on the official mobile website (m.bifan.kr).

〮 Once the mobile ticket is issued at the Box Office, it is no longer available for usage.

〮 Any deformation of a mobile ticke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creen captured image or a copy
of it will not be accepted at the ent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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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et Information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현장 예매

예매기간

예매방법
결제수단

개막식 예매 | 7월 13일(목) 15:00 ~ 21:00
〮 부천시청 티켓부스만 운영
〮 개막식 티켓 발권 및 구매만 가능

On-site
Reservation

일반 예매 | 7월 14일(금) ~ 7월 23일(일) 09:00 ~ 21:30
〮 CGV부천/송내솔안아트홀은 7월 20일(목)까지만 운영
〮 오정어울마당 오정아트홀, 소사어울마당 소향관은 7월 21일(금) 까지만 운영
〮 심야상영 시 부천시청 티켓부스는 자정(24:00)까지 연장 운영
〮 영화제 기간 내 현장 티켓부스에서 발권 및 예매 가능
〮 티켓 현장 구매는 해당 영화 상영 5분 전까지 가능

신용카드, 현금, 티켓교환권, 프리미엄 초대권, 비판홀릭 BLUE/RED, 하나멤버스 쿠폰
* 복합결제 불가 / 사랑티켓, 도서 〮 문화상품권 등 기타 결제수단 사용 불가

취소기간

해당 영화 상영 시작 1시간 전까지 취소 가능

유의사항

〮 예매 후 발권된 티켓은 현장 티켓부스에서만 취소 가능, 해당 티켓 반드시 지참
〮 부분취소 불가, 결제(건) 일괄 취소 후 재결제 필요

취소수수료 상영 당일 티켓 취소 시, 건당 1,000원 부과

Cancellation
Policy

사전에 입장해주세요.

Cancellation is available until 1 hour to the scheduled screening.

Cancellation KRW 1,000 per ticket will be charged for the day of scheduled screening.
* Free of charge until the day before the scheduled screening.
Fee
〮 Please visit Box Offices for a cancellation on issued tickets.

〮 Cancellation unit is per “purchase” and no partial cancellation is possible.

Notice

(2 tickets) and book another ticket.

Community

On the official website and at each Box Office, there are boards to exchange tickets

Exchange

run by the audience. The festival is not liable for any possible frauds might have been

for Ticket

상영관 입장은 관람등급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 전체관람가 - 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관람 가능
〮 12/15세 이상 관람가 - 미취학

아동(8세 미만)은 관람할 수 없으며, 12/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관람 가능
〮 18/19세 이상 관람가 - 티켓 소지와 보호자 동반 관계 없이 18세 미만 청소년은 관람 불가
(연령조건을 만족하여도 고등학교 재학생은 관람 불가)

amongst people who could not make to cancel or change their tickets autonomously
aroused in the process of ticket exchange amongst its holders.

On-time screening policy will be applied during the festival.
Early entrance is highly recommended and for late entrance, designated seats could not be guaranteed.
Admission is strictly restricted according to the film rating.
〮 G: General - 8 years old or younger children should be accompanied by their guardians.

〮 12/15: Under 12/15 not admitted - Preschool children (younger than 8 years old) are not admitted,
teenagers under 12/15 years old (older than 8 years old, born before 2011) should be accompanied
by their guardians.
〮 18/19: Under 18/19 not admitte - A ticket holder must be older than 18/19 years old. And even he/she
is older than 18/19 years old, secondary school students cannot be admitted.
All the audience must hold proper tickets at the entrance.
〮 Mobile tickets could be used at the entrance without issuing a feasible ticket.

다른 관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은 반입이 제한됩니다.
〮 모든 상영관 주류 반입 불가
〮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영화관 매점에서 판매하는 메뉴만 반입 허용
〮 부천시청 어울마당, 판타스틱 큐브, 송내솔안아트홀, 오정어울마당 오정아트홀, 소사어울마당
소향관은 뚜껑이 있는 생수만 반입 가능

Limited access to foods and beverages in the theater
〮 No alcoholic beverages are allowed.
〮 For Multiplex theaters, menus sold from Multiplex-run shops can be admitted into the theater.
〮 All foods and drinks except water with the lid is not permitted at Main Theater (CH), Fantastic Cube
(FC), Songnae Solan Art Hall (SS), Ojeong Art Hall (OA), Sohyanggwan (SH).

영화 상영 시작 후 상영관 내에서 사진/비디오 촬영은 불가합니다.

Photography and/or video recordings are strictly prohibited during screenings.

모든 관객들의 편안한 영화 관람을 위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티켓 안내

Availability

i.e. if you bought 2 tickets and needs to cancel 1 ticket; cancel all the whole purchase

모든 관객은 반드시 티켓을 소지하셔야 상영관 입장 및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예매자의 경우 티켓 발권 없이 모바일 티켓으로 상영관 바로 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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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dit card, Cash(KRW)

Notice

* 상영 전날까지 취소수수료 없음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 정시 이후 입장 시 지정 좌석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Payment

※ Festival is not responsible for any replacement and/or refunds of a ticket from which might
have been caused from a ticket holder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damage, traffic tie-up,
mistaken venue and time information, etc.

티켓 나눔터 취소/환불을 하지 못한 관객들 간에 자율적으로 티켓을 교환할 수 있는 장소
〮 공식 홈페이지 및 현장 티켓부스 티켓 나눔터에서 이용 가능

관람 시
유의사항

Opening ceremony | Thu, July 13 15:00 - 21:00
〮 Only one Box Office is available at Bucheon City Hall.
〮 Limited to Opening ceremony tickets only for the day.
General screening / Midnight screening | 09:00 - 21:30, Fri, July 14 - Sun, July 23
〮 Screenings at CGV Bucheon (HYU3,4,5,6,7) and Songnae Solan Art Hall (SS) is
available till Thursday, July 20th.
〮 Ojeong Art Hall (OA) and Sohyang-gwan (SH) is available till Friday, July 21st.
〮O
 n the dates of midnight screening, Box office at Bucheon City Hall be open till 24:00

Reservation 〮 Tickets can be purchased and reserved at the Box office during the festival period.
〮 On-site ticket purchase is available 5 minutes to the scheduled screening.

※ 개인 사정에 의한 재발권 및 환불 불가(분실, 훼손, 교통 정체, 상영관 및 시간 착오 등)

취소 안내

Availability

Please turn off your cell phone for the screenings.
※ Volunteers are doing their best to provide best festival experiences to the audience.
Thank you in advance for your kind understanding toward possible delays and/or inconveniences.

※ 영화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자원활동가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서툴고 부족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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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가이드 Schedule Guide
시간표 보는 법 How To Read
상영관

시작시간

코드번호

상영작 국문 제목
상영작 영문 제목

상영시간 / 페이지번호 / 등급

Thr

Code

Start Time

등급 Rates

Ⓖ 전체 관람가

⑫ 12세 이상 관람가
⑮ 15세 이상 관람가
⑱ 18세 이상 관람가
Ⓧ 청소년 관람 불가

General

Under 12 not admitted
Under 15 not admitted

개막식 / 개막작 Opening Ceremony + Opening Film

LS

City Hall,
Lawn
Square

Under 18 not admitted

폐막식 / 폐막작 Closing Ceremony + Closing Film

CH

001 19:30
개막식 + 개막작 <7호실>
Room No,7
94min / 42p / ⑮

City Hall,
Main
Theater
(2F)

Under 19 not admitted

Title(Korean)
Title(English)

Time / Page Number / Rate

안내 Notice

프리미어 정보 Premiere Status
WP 월드 프리미어
IP

AP

상영관 Theaters

KP

CH

부천시청 어울마당

Bucheon City Hall, Main Theater(2F)

LS

부천시청 잔디광장

Bucheon City hall, Lawn Square

FC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현대백화점 중동점 U-PLEX

*Hyundai Department Jungdong Store U-PLEX

CGV부천 3 관

CGV Bucheon 3

HYU 5

CGV부천 5 관

CGV Bucheon 5

HYU 4
HYU 6
HYU 7

CGV부천 4 관
CGV부천 6 관
CGV부천 7 관

CGV Bucheon 6
CGV Bucheon 7

CGV부천역 1 관

CGV Bucheon Station 1

BST 3

CGV부천역 3 관

CGV Bucheon Station 3

BST 4
BST 5

CGV부천역 2 관
CGV부천역 4 관
CGV부천역 5 관

GV(관객과의 대화)는 게스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프리미어
한국 프리미어

Asian Premiere

GV(Guest Visit) is subject to change.

Korean Premiere

NAFF 잇프로젝트 지원작

NAFF It Project selection

ScreenX 상영

ScreenX Screening

‘Save Energy, Save Earth’
영화상 후보작

‘Save Energy, Save Earth’
Film Award
nominees

CGV Bucheon Station 2
CGV Bucheon Station 4
CGV Bucheon Station 5

SS

송내솔안아트홀

Songnae Solan Art Hall

OA

오정어울마당 오정아트홀

Ojeong Art Hall

SH

소사어울마당 소향관

Sohyanggwan

상영시간표 가이드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World Premiere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International Premiere

아이콘 Icons

CGV Bucheon 4

BST 1
BST 2

20

Bucheon City Hall, Fantastic Cube(1F)

HYU 3

816 19:00
폐막식 + 폐막작 <은혼>
Gintama
131min / 44p / Ⓖ

Save Energy, Save Earth 영화상(상금 500만원)
Save Energy, Save Earth Award(KRW 5,000,000)

영화를 통해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미래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된 상으로, 관객투
표를 통해 Save Energy, Save Earth 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영화 1편을 선정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후원으로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만원이 수여된다.
Supported by Korea Energy Agency, Save Energy, Save Earth Film Award is to encourage low energy consumption
and energy efficient culture. Selected by audiences’ votes, this award is given to an either feature or short film that
is best representing ‘Save energy, Save earth’ spirit, awarded with KRW 5,000,000 cash prize.
21

Schedule Guide

LS
City Hall,
Lawn
Square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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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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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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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T3
CGV
Bu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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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T2
CGV
Bucheon
Station 2

BST1
CGV
Bucheon
Station 1

HYU7
CGV
Bucheon 7
(Hyundai
U–PLEX)

HYU6
CGV
Bucheon 6
(Hyundai
U–PLEX)

HYU5
CGV
Bucheon 5
(Hyundai
U–PLEX)

HYU4
CGV
Bucheon 4
(Hyundai
U–PLEX)

HYU3
CGV
Bucheon 3
(Hyundai
U–PLEX)

FC
City Hall,
Fantastic
Cube(1F)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20:30

야외상영
Outdoor
Screening

10:00

10:00

7/14 Fri
12:00

12:00

은하철도의 밤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
108min / 149p / Ⓖ

149

몬스터 프로젝트
The Monster Project
103min / 72p / ⑱

105 11:00

어느날
*One Day
114min / 61p / ⑮

104 11:00

바람의 색
Colors of Wind
119min / 79p / ⑮

103 11:00

11:00

접속
The Contact
106min / 116p / ⑮

102 11:00

파크
Parks
118min / 82p / Ⓖ

101 11:00

11:00

GV

13:00

13:00

GV

15:00

스톰: 위대한 여정
Storm Letters of Fire
105min / 91p / Ⓖ

118 14:00

농담 재즈 4G
Joking Jazz 4G
114min / 143p / ⑮

117 14:00

해피 헌팅
Happy Hunting
92min / 69p / ⑱

116 14:00

애니멀즈
Animals
95min / 78p / ⑮

115 14:00

더 워먼
The Woman
101min / 135p / ⑱

114 14:00

잃어버린 형제
The Lost Brother
112min / 71p / ⑱

113 14:00

14:00

마이 엔젤
Angel
79min / 77p / ⑮

112 14:00

GV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2
Korean Fantastic: Shorts 2
89min / 64p / ⑮

111 14:00

누명
Strangled
120min / 49p / ⑱

110 14:00

소울 메이트
Soul Mate
110min / 84p / Ⓖ

109 14: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
Fantastic Short Films 1
87min / 95p / ⑮

108 14:00

GV

GV

15:00

커먼 웰스
Common Wealth
110min / 124p / ⑮

107 14:00

7호실
Room No.7
94min / 42p / ⑮

106 14:00

14:00

GV

GV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16:00

16:00

GV

GV

GV

[ * ] 표시가 있는 작품은 영자막 없이 상영됩니다.

깊은 밤 갑자기
Suddenly in Dark Night
100min / 149p / ⑮

150

양말 먹보 휴고
Oddsockeaters
83min / 90p / Ⓖ

131 17: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2
Fantastic Short Films 12
84min / 106p / ⑮

130 17:00

배드 블랙
Bad Black
68min / 67p / Ⓖ

129 17:00

타이거걸
Tiger Girl
90min / 85p / ⑱

128 17:00

심야상영
Midnight
Screening

24:00

18:00

GV

수퍼 부모 보호자
The Super Parental Guardians
114min / 144p / ⑮

127 17:00

테러파이브
Terror 5
79min / 74p / ⑱

126 17:00

17:00

미트볼 머신
Meatball Machine
90min / 151p / ⑱

125 17:00

마녀 사냥꾼
Witching and Bitching
115min / 125p / ⑱

124 17:00

68 킬
68 Kill
93min / 47p / ⑱

123 17:00

대 기억술사
Battle of Memories
119min / 78p / ⑮

122 17:00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1
Korean Fantastic: Shorts 1
90min / 63p / ⑮

121 17:00

어미
*Mother
100min / 135p / ⑱

120 17:00

GV

18:00

밀양
Secret Sunshine
141min / 119p / ⑮

119 17:00

17:00

20:00

GV

항문남녀
Assholes
74min / 93p / Ⓧ

150

22:00

[ * ]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로우
*Raw
99min / 73p / ⑱

GV

GV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인생
Accidental Family
93min / 89p / Ⓖ

146 20:00

리플레이스
Replace
101min / 73p / ⑱

145 20:00

화이트 킹
The White King
89min / 86p / ⑮

144 20:00

히든 리저브
Hidden Reserves
96min / 80p / ⑫

143 20:00

GV

GV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
Fantastic Short Films 2
84min / 96,97p / Ⓖ

142 20:00

낯설지만 진실된
Strange but True
90min / 85p / ⑱

141 20:00

21:00

앳 스테이크
At Stake
106min / 78p / ⑮

140 20:00

나는 변태다
Hentaida
87min / 48p / ⑱

139 20:00

빌로우 허 마우스
Below Her Mouth
94min / 93p / ⑱

138 20:00

20:00

Films marked with

GV

GV

미트볼 머신: 고도쿠
Meatball Machine: Kodoku
100min / 72,151p / ⑱

137 20:00

아웃도어 비긴즈
Outdoor Begins
92min / 58p / ⑱

136 20:00

22:00

제인 도
The Autopsy of Jane Doe
86min / 67p / ⑱

134 21:00

21:00

800블렛
800 Bullets
124min / 124p / ⑮

135 20:00

메가토크
Mega Talk
60min / 152p

150

19:00

19:00

LS
City Hall,
Lawn
Square

SS
Songnae
Solan
Art Hall

BST5
CGV
Bucheon
Station 5

BST4
CGV
Bucheon
Station 4

BST3
CGV
Bucheon
Station 3

BST2
CGV
Bucheon
Station 2

BST1
CGV
Bucheon
Station 1

HYU7
CGV
Bucheon 7
(Hyundai
U–PLEX)

HYU6
CGV
Bucheon 6
(Hyundai
U–PLEX)

HYU5
CGV
Bucheon 5
(Hyundai
U–PLEX)

HYU4
CGV
Bucheon 4
(Hyundai
U–PLEX)

HYU3
CGV
Bucheon 3
(Hyundai
U–PLEX)

FC
City Hall,
Fantastic
Cube(1F)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11:00

검은 숲 속으로
Into the Forest
103min / 48p / Ⓖ

205 10:30

야외상영
Outdoor
Screening

20:30

GV

GV

12:00

슈팅걸스
Shooting Girls
97min / 91p / ⑫

268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3
Fantastic Short Films 13
84min / 107p / ⑮

212 10:30

이단자들
The Heretics
87min / 70p / ⑱

211 10:30

12:00

GV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4
Fantastic Short Films 14
88min / 108p / ⑮

210 10:30

루시드 드림
* Lucid Dream
101min / 60p / ⑮

209 10:30

바람의 색
Colors of Wind
119min / 79p / ⑮

208 10:30

11:00

설녀
Snow Woman
95min / 84p / ⑫

207 10:30

3월의 라이온 전편
March Comes In Like a Lion
135min / 81p / Ⓖ

10:00

GV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85min / 51,52p / ⑱

204 10:30

체리 리턴즈
Cherry Returns
89min / 68p / ⑮

203 10:30

이어도
Ieoh Island
110min / 134p / ⑱

202 10:30

너의 이름은.
Your Name.
107min / 142p / ⑫

201 10:30

206 10:00

10:00

7/15 Sat
14:00

15:00

GV

GV

생쥐야 어딨니?
Owls & Mice
80min / 90p / Ⓖ

225 13:00

고양이처럼
Are We Not Cats
78min / 67p / ⑱

224 13: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Fantastic Short Films 15
82min / 109p / ⑮

223 13:00

가짜들
Pretenders
102min / 83p / ⑮

222 13:00

유령 병원
Ghost Hospital
104min / 145p / ⑮

221 13:00

14:00
220 13:00
인질의 극
Play of Hostage
115min / 58p / ⑱

13:00

뱀파이어 여친 길들이기
Vampire Clean Up Department
94min / 86p / ⑫

219 13:00

GV

GV

GV

3월의 라이온 후편
March Goes Out Like a Lamb
140min / 82p / Ⓖ

218 13:00

디어 시스터
Dearest Sister
100min / 47p / ⑮

217 13:00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92min / 53,54p / ⑱

216 13:00

커피 느와르: 블랙 브라운
Coffee Noir: Black Brown
110min / 57p / ⑮

215 13:00

피도 눈물도 없이
No Blood No Tears
120min / 117p / ⑱

214 13:00

17:00

GV

GV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GV

19:00

GV

GV

GV

GV

GV

68 킬
68 Kill
93min / 47p / ⑱

블랭크 13
Blank 13
72min / 89p / Ⓖ

250 18:00

원 데이
One Day
130min / 143p / Ⓖ

249 18:00

GV

GV

GV

22:00

GV

[ * ]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미트볼 머신: 고도쿠
Meatball Machine: Kodoku
100min / 72,151p / ⑱

269

사미블러드
Sami Blood
110min / 90p / ⑫

265 20:30

항문남녀
Assholes
74min / 93p / Ⓧ

264 20:30

오디션
Audition
115min / 135p / ⑱

263 20:30

균열
Rift
111min / 84p / ⑮

262 20:30

더 빨리 푸시캣, 죽여라...
Faster Pussycat! Kill!...
83min / 134p / ⑱

261 20:30

제너레이션 B
Generation B
136min / 79p / ⑱

260 20:30

21:00

연기의 중력
The Gravity of Acting
96min / 57p / Ⓧ

259 20:30

몬 몬 몬 몬스터
Mon Mon Mon Monsters
110min / 49p / ⑱

258 21:00

몬스터 프로젝트
The Monster Project
103min / 72p / ⑱

257 20:00

공범자들
Criminal Conspiracy
120min / 60p / ⑮

GV

22:00

미르싼
Miruthan
106min / 72p / ⑮

255 21:00

256 20:30

야수의 후예
Heirs of the Beast
80min / 126p / ⑮

254 20:00

20:00

Films marked with

21:00

미인어
The Mermaid
100min / 139,140p / ⑫

253 20:00

20:00

싸이코패스
Psychopaths
85min / 73p / ⑱

269

부산행 - ScreenX 상영
Train to Busan - ScreenX Version
118min / 138p / ⑮

248 18:00

데이브 미로 만들다
Dave Made A Maze
81min / 79p / ⑮

247 18: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Fantastic Short Films 11
89min / 105p / ⑮

246 18: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Fantastic Short Films 3
87min / 97,98p / Ⓖ

245 18:00

18:00

버드샷
Birdshot
116min / 68p / ⑮

244 18:00

사월의 끝
The End of April
120min / 57p / ⑱

243 18:00

숲속의 부부
THE END
105min / 48p / Ⓧ

242 18:00

려행
Ryeohaeng
86min / 58p / Ⓖ

19:00

241 18:30

스페셜토크
Special Talk
60min / 152p

18:00

[ * ] 표시가 있는 작품은 영자막 없이 상영됩니다.

24:00

심야상영
Midnight
Screening

팀 탈러, 웃음을 팔아버린 소년
The Legend of Timm...
102min / 89p / Ⓖ

239 15:30

올웨이즈 샤인
Always Shine
86min / 77p / ⑱

238 15: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6
Fantastic Short Films 16
80min / 110p / ⑮

237 15:30

하이퍼솜니아
Hypersomnia
82min / 70p / ⑱

236 15:30

코드네임: 콜드워
Cold War 2
110min / 140p / ⑮

235 15:30

85min / 68p / ⑱

Better Watch Out

234 16:00

16:00

GV

블러드랜드
Bloodlands
82min / 47p / ⑱

232 16:00

GV

269

GV

무현, 두 도시 이야기: Final Cut
Moo-hyun, Tale of Two Cities - Final Cut
130min / 60p / ⑮

231 15:30

건망촌
The Village of No Return
116min / 86p / Ⓖ

230 15:30

일로순풍
Godspeed
112min / 69p / ⑮

229 16:00

수리세 + 파랑새
Surise + Parangsae
63min / 130p / ⑫

제일브레이크
Jailbreak
92min / 70p / ⑮

15:00

17:00

야수의 날
The Day of the Beast
115min / 124p / ⑱

227 16:00

16:00

228 15:30

233 15:00

GV

가려진 시간
Vanishing Time: A Boy Who Returned
129min / 61p / ⑫

213 13:0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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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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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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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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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eon 7
(Hyundai
U–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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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eon 6
(Hyundai
U–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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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eon 5
(Hyundai
U–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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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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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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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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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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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
City Hall,
Fantastic
Cube(1F)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11:00

GV

여죄수 사소리 1 - 701호...
*Female Prisoner No.701...
87min / 134p / ⑱

303 10:30

GV

12:00

14:00

GV

14:00

GV

GV

로비와 토비의 환상 여행
Robby and Toby's Fantastic Voyager
106min / 90p / Ⓖ

324 13:00

프리벤지
Prevenge
88min / 72p / ⑱

323 13:00

잃어버린 형제
The Lost Brother
112min / 71p / ⑱

322 13:00

화이트 킹
The White King
89min / 86p / ⑮

321 13: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
Fantastic Short Films 2
84min / 96,97p / Ⓖ

320 13:00

테러파이브
Terror 5
79min / 74p / ⑱

319 13:00

13:00

GV

15:00

15:00

16:00
GV

78/52

GV

GV

GV

GV

17:00

19:00

GV

GV

GV

GV

로우

GV

22:00

GV

GV

GV

22:00

110min / 89p / Ⓖ

*My Uncle

우리 삼촌

365 20:30

광대를 위한 슬픈 발라드
The Last Circus
107min / 125p / ⑱

364 20:30

끊지마
Don't Hang Up
83min / 69p / ⑱

363 20:30

#놀람주의
#Screamers
85min / 67p / ⑮

362 20:30

걸프롬예스터데이
The Girl from Yesterday
124min / 80p / ⑫

361 20: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9
Fantastic Short Films 9
91min / 103p / ⑫

360 20:30

21:00

먹거나 먹히거나
Dog Eat Dog
93min / 68p / ⑱

359 21:00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My Tomorrow, Your Yesterday
111min / 82p / ⑫

358 20:30

불면의 저주
The Sleep Curse
101min / 73p / ⑱

357 20:30

싸이코 4
Psycho IV
96min / 150p / ⑱

356 20:30

내일부터 우리는
Green Fever
110min / 60p / ⑫

355 20:30

퍼펙트 크라임
The Perfect Crime
105min / 125p / ⑱

354 20:30

99min / 73p / ⑱

* Raw

353 20:30

21:00

[ * ]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20:00

GV

20:00

Films marked with

포이 에: 시대를 넘은...
Poi E: The Story of...
94min / 82p / Ⓖ

350 18:00

잠 못 들게 하는 영화 1
Films to Keep You Awake
78min / 125p / ⑮

349 18: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7
Fantastic Short Films 7
88min / 101p / ⑮

348 18:00

제일브레이크
Jailbreak
92min / 70p / ⑮

347 18:00

바르셀로나 사랑을 꾸미다
Barcelona: A Love Untold
131min / 144p / ⑮

346 18:00

시리얼 맘
Serial Mom
95min / 135p / ⑫

19:00

해피 헌팅
Happy Hunting
92min / 69p / ⑱

345 18:00

18:00

GV

344 18:30

하이퍼솜니아
Hypersomnia
82min / 70p / ⑱

343 18:00

토터스의 여행
Journey of the Tortoise
81min / 81p / ⑱

342 18:00

싸이코
Psycho
109min / 150p / ⑱

341 18:00

싱크로나이자
Synchronizer
83min / 74p / ⑮

340 18:30

벗어날 수 없는
The Endless
111min / 48p / ⑱

339 18:00

18:00

[ * ] 표시가 있는 작품은 영자막 없이 상영됩니다.

스톰: 위대한 여정
Storm Letters of Fire
105min / 91p / Ⓖ

336 15:30

패셔니스타
Fashionista
110min / 69p / ⑱

335 15: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0
Fantastic Short Films 10
88min / 104p / ⑱

334 15:30

아래층 사람들
The Tenants Downstairs
120min / 141p / ⑱

333 15:30

왓츠 위드 러브 2
What's With Love 2
124min / 146p / ⑮

332 15:30

관종
Like Me
84min / 71p / ⑱

331 15:30

16:00

OTT 플랫폼 강연
OTT Platform Lecture
120min / 162p / Free Admission

16:00

열혈남고
Fist & Faith
100min / 79p / ⑮

330 15:30

히든 리저브
Hidden Reserves
96min / 80p / ⑫

329 15:30

91min / 77,150p / ⑮

328 15:30

GV

메가토크
Mega Talk
60min / 152p

17:00

반도에 살어리랏다
I'll Just Live in Bando
85min / 58p / ⑮

327 16:00

캐리
Carrie
98min / 134p / ⑱

326 15: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Fantastic Short Films 4
86min / 98,99p / ⑮

325 15:30

VR 패널토크
VR Panel Talk
120min / 162p / Free Admission

14:00

카페 6
At Café 6
103min / 141p / ⑫

318 13:00

왕이 된 남자
Rey
90min / 49p / ⑫

317 13: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Fantastic Short Films 8
69min / 102p / ⑮

316 13:00

어둔 밤
Behind the Dark Night
117min / 57p / ⑮

315 13:00

글로리아
Gloria
123min / 134p / ⑮

314 13:00

쇼크 웨이브
Shock Wave
119min / 84p / ⑮

313 13:00

13:00

무현, 두 도시 이야기: Final Cut
Moo-hyun, Tale of Two Cities - Final Cut
130min / 60p / ⑮

368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7
Fantastic Short Films 17
96min / 111,112p / Ⓖ

312 10:30

애니멀즈
Animals
95min / 78p / ⑮

311 10:30

킬링 그라운드
Killing Ground
89min / 81p / ⑮

310 10:30

원 데이
One Day
130min / 143p / Ⓖ

309 10:30

카사블랑카 대소동
Headbang Lullaby
111min / 80p / ⑮

308 10:30

11:00

어쩌다 암살클럽
Kills on Wheels
105min / 71p / ⑫

307 10:30

야외상영
Outdoor
Screening

20:30

12:00

몽키킹 2: 서유기 여정의 시작
Monkey King Part 2
119min / 139p / ⑫

306 10:30

블랙 할로우 케이지
Black Hollow Cage
105min / 47p / ⑱

305 10: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6
Fantastic Short Films 6
80min / 100,101p / ⑫

10: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5
Fantastic Short Films 5
85min / 99,100p / Ⓧ

302 10:30

도쿄 구울
Tokyo Ghoul
118min / 74p / ⑮

301 10:30

304 10:00

10:00

7/16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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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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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5
CGV
Bucheon 5
(Hyun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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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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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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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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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Hall,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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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F)

10:00

10:00

7/17 Mon
12:00

GV

13:00

GV

GV

마이 스투피드 보스
My Stupid Boss
100min / 146p / ⑮

412 11:00

배드 블랙
Bad Black
68min / 67p / Ⓖ

411 11:00

집으로 가는 길
Way Back Home
131min / 120p / ⑮

410 11:00

잉크의 맛
A Taste of Ink
80min / 85p / ⑱

409 11:00

GV

12:00

낯설지만 진실된
Strange but True
90min / 85p / ⑱

408 11:00

11:00

유괴의 진실
Kahaani 2
127min / 81p / ⑫

407 11: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
Fantastic Short Films 1
87min / 95p / ⑮

406 11:00

파크
Parks
118min / 82p / Ⓖ

405 11:00

13:00

가려진 시간
Vanishing Time: A Boy Who Returned
129min / 61p / ⑫

404 11:00

사월의 끝
The End of April
120min / 57p / ⑱

403 11:00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 I Wish I Had a Wife
106min / 117p / ⑮

402 11:00

3월의 라이온 전편
March Comes In Like a Lion
135min / 81p / Ⓖ

401 11:00

11:00

15:00

15: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Fantastic Short Films 3
87min / 97,98p / Ⓖ

425 14:00

설녀
Snow Woman
95min / 84p / ⑫

424 14:00

GV

내 마음의 풍금
The Harmonium in My Memory
132min / 116p / Ⓖ

423 14:00

가짜들
Pretenders
102min / 83p / ⑮

422 14:00

올라 볼라
Ola Bola
113min / 147p / Ⓖ

421 14:00

카사블랑카 대소동
Headbang Lullaby
111min / 80p / ⑮

420 14:00

14:00

68min / 70p / ⑱

Kfc

419 14:00

더바
The Bar
102min / 126p / ⑮

418 14:00

끊지마
Don't Hang Up
83min / 69p / ⑱

417 14:00

몬 몬 몬 몬스터
Mon Mon Mon Monsters
110min / 49p / ⑱

416 14:00

악녀
The Villainess
129min / 59p / ⑱

415 14:00

피도 눈물도 없이
No Blood No Tears
120min / 117p / ⑱

414 14:00

3월의 라이온 후편
March Goes Out Like a Lamb
140min / 82p / Ⓖ

413 14:00

14:00

16:00

마스터클래스
Master Class
60min / 152p

16:00

18:00

18:00

GV

GV

GV

[ * ] 표시가 있는 작품은 영자막 없이 상영됩니다.

블랭크 13
Blank 13
72min / 89p / Ⓖ

436 17:00

해피엔드
Happy End
99min / 117p / ⑱

435 17: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4
Fantastic Short Films 14
88min / 108p / ⑮

434 17:00

47미터 다운
47 Meters Down
87min / 77p / ⑮

433 17:00

쿤판
Khun phan
105min / 143p / ⑮

432 17:00

올웨이즈 샤인
Always Shine
86min / 77p / ⑱

431 17:00

17:00

인질의 극
Play of Hostage
115min / 58p / ⑱

430 17:00

블랙 할로우 케이지
Black Hollow Cage
105min / 47p / ⑱

429 17:00

인터체인지
Interchange
103min / 80p / ⑮

428 17:00

이어도
Ieoh Island
110min / 134p / ⑱

427 17:00

어느날
*One Day
114min / 61p / ⑮

426 17:00

17:00

GV

GV

22:00

[ * ]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팀 탈러, 웃음을 팔아버린 소년
The Legend of Timm...
102min / 89p / Ⓖ

450 20:00

깊은 밤 갑자기
Suddenly in Dark Night
100min / 149p / ⑮

449 20:00

이단자들
The Heretics
87min / 70p / ⑱

448 20:00

마이 엔젤
Angel
79min / 77p / ⑮

447 20:00

천하대전: 왕좌의 전쟁
Tam Cam - The Untold Story
115min / 145p / ⑫

446 20:00

보돔호수 캠핑괴담
Lake Bodom
85min / 71p / ⑫

445 20:00

20:00

라스트 쇼
Tap: The Last Show
133min / 85p / Ⓖ

444 20:00

너의 이름은.
Your Name.
107min / 142p / ⑫

443 20:00

숲속의 부부
THE END
105min / 48p / Ⓧ

442 20:00

메가토크 x 김혜리의 필름클럽
Mega Talk x Kim Haeri's Film Club
90min / 152p

20:00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85min / 51,52p / ⑱

441 20:00

GV

21:00

100min / 135p / ⑱

* Mother

어미

440 20:00

먹거나 먹히거나
Dog Eat Dog
93min / 68p / ⑱

439 2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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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0:00

7/18 Tue
12:00

GV

12:00

걸프롬예스터데이
The Girl from Yesterday
124min / 80p / ⑫

512 11:00

커피 느와르: 블랙 브라운
Coffee Noir: Black Brown
110min / 57p / ⑮

511 11:00

라스트 쇼
Tap: The Last Show
133min / 85p / Ⓖ

510 11:00

비혼의 아내
The Unmarried Wife
130min / 144p / ⑮

509 11:00

#놀람주의
#Screamers
85min / 67p / ⑮

508 11:00

11:00

인어공주
My Mother, The Mermaid
110min / 118p / Ⓖ

507 11:00

신 고질라
Shin Godzilla
120min / 142p / ⑫

506 11:00

뱀파이어 여친 길들이기
Vampire Clean Up Department
94min / 86p / ⑫

505 11:00

121min / 118p / ⑱

*You're My Sunshine

너는 내 운명

504 11: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3
Fantastic Short Films 13
84min / 107p / ⑮

503 11:00

수리세 + 파랑새
Surise + Parangsae
63min / 130p / ⑫

502 11:00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인생
Accidental Family
93min / 89p / Ⓖ

501 11:00

11:00

GV

13:00

13:00

15:00

양말 먹보 휴고
Oddsockeaters
83min / 90p / Ⓖ

524 14:00

토터스의 여행
Journey of the Tortoise
81min / 81p / ⑱

523 14:00

펀치 더 클락
Punch the Clock
100min / 83p / ⑫

522 14:00

어둔 밤
Behind the Dark Night
117min / 57p / ⑮

521 14:00

아래층 사람들
The Tenants Downstairs
120min / 141p / ⑱

520 14:00

제너레이션 B
Generation B
136min / 79p / ⑱

519 14:00

14:00

버드샷
Birdshot
116min / 68p / ⑮

518 14:00

부산행
Train to Busan
118min / 138p / ⑮

517 14:00

캐리
Carrie
98min / 134p / ⑱

516 14:00

하녀
The Housemaid
106min / 119p / ⑱

515 14:00

려행
Ryeohaeng
86min / 58p / Ⓖ

514 14:00

16:00

GV

GV

16:00

18:00

아키라
*Akira
124min / 149p / ⑱

525 17:00

17:00

GV

GV

GV

[ * ] 표시가 있는 작품은 영자막 없이 상영됩니다.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
Fantastic Short Films 2
84min / 96,97p / Ⓖ

536 17:00

잠 못 들게 하는 영화 1
Films to Keep You Awake
78min / 125p / ⑮

535 17:00

벗어날 수 없는
The Endless
111min / 48p / ⑱

534 17:00

93min / 78p / ⑱

Bitch

533 17:00

위선
Hyprocrisy
95min / 147p / ⑫

532 17:00

GV

18:00

무뢰한
The Shameless
118min / 120p / ⑱

531 17:00

17:00

85min / 68p / ⑱

Better Watch Out

530 17:00

마녀 사냥꾼
Witching and Bitching
115min / 125p / ⑱

529 17:00

보돔호수 캠핑괴담
Lake Bodom
85min / 71p / ⑫

528 17:00

87min / 134p / ⑱

*Female Prisoner No.701...

여죄수 사소리 1 - 701호...

527 17:00

아웃도어 비긴즈
Outdoor Begins
92min / 58p / ⑱

526 17:00

촬영 감독의 영상언어 세미나
D.O.P’s Visual Language Seminar
180min / 157p / 무료입장 Free Admission

15:00

15:00

철도비호
Railroad Tigers
124min / 83p / ⑮

513 14:00

14:00

21:00

GV

GV

GV

22:00

22:00

[ * ]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사미블러드
Sami Blood
110min / 90p / ⑫

551 20:00

균열
Rift
111min / 84p / ⑮

550 20:00

누명
Strangled
120min / 49p / ⑱

549 20:00

동정의 밤
The Night of the Virgin
117min / 93p / ⑱

548 20:00

수퍼 부모 보호자
The Super Parental Guardians
114min / 144p / ⑮

547 20:00

GV

GV

GV

21:00

91min / 77,150p / ⑮

78/52

546 20:00

20:00

인터체인지
Interchange
103min / 80p / ⑮

545 20:00

나는 변태다
Hentaida
87min / 48p / ⑱

544 20:00

빌로우 허 마우스
Below Her Mouth
94min / 93p / ⑱

543 20:00

디어 시스터
Dearest Sister
100min / 47p / ⑮

542 20: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2
Fantastic Short Films 12
84min / 106p / ⑮

541 20:00

119min / 120p / ⑱

*Countdown

카운트다운

540 20:00

옥자
Okja
118min / 151p / ⑫

539 2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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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12:00

앳 스테이크
At Stake
106min / 78p / ⑮

601 11:00

11:00
GV

12:00

더 빨리 푸시캣, 죽여라...
Faster Pussycat! Kill!...
83min / 134p / ⑱

611 11:00

인어공주
My Mother, The Mermaid
110min / 118p / Ⓖ

610 11:00

쇼크 웨이브
Shock Wave
119min / 84p / ⑮

609 11:00

매직키드보보
BoBoiBoy: The Movie
103min / 147p / Ⓖ

608 11:00

랜덤 라이브
Random Lives
107min / 83p / ⑮

607 11:00

11:00

루시드 드림
*Lucid Dream
101min / 60p / ⑮

606 11:00

몽키킹 2: 서유기 여정의 시작
Monkey King Part 2
119min / 139p / ⑫

605 11: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Fantastic Short Films 4
86min / 98,99p / ⑮

604 11:00

내일부터 우리는
Green Fever
110min / 60p / ⑫

603 11: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
Fantastic Short Films 1
87min / 95p / ⑮

602 11:00

환상영화학교 오픈 피칭
Fantastic Film School Open Pitching
154p / 무료입장 Free Admission

10:00

10:00

7/19 Wed

13:00

13:00

15:00

로비와 토비의 환상 여행
Robby and Toby's Fantastic...
106min / 90p / Ⓖ

624 14:00

인질의 극
Play of Hostage
115min / 58p / ⑱

623 14: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0
Fantastic Short Films 10
88min / 104p / ⑱

622 14:00

데이브 미로 만들다
Dave Made A Maze
81min / 79p / ⑮

621 14:00

바르셀로나 사랑을 꾸미다
Barcelona: A Love Untold
131min / 144p / ⑮

620 14:00

GV

15:00

유괴의 진실
Kahaani 2
127min / 81p / ⑫

619 14:00

14:00

왕이 된 남자
Rey
90min / 49p / ⑫

618 14:00

GV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My Tomorrow, Your Yesterday
111min / 82p / ⑫

617 14:00

관종
Like Me
84min / 71p / ⑱

616 14:00

더 워먼
The Woman
101min / 135p / ⑱

615 14:00

남과 여
A Man and A Woman
115min / 121p / ⑱

614 14:00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Cutting the Sorrow With...
98min / 130p / ⑱

613 14:00

대 기억술사
Battle of Memories
119min / 78p / ⑮

612 14:00

14:00

16:00

16:00
GV

[ * ] 표시가 있는 작품은 영자막 없이 상영됩니다.

생쥐야 어딨니?
Owls & Mice
80min / 90p / Ⓖ

636 17:00

광대를 위한 슬픈 발라드
The Last Circus
107min / 125p / ⑱

635 17:00

고양이처럼
Are We Not Cats
78min / 67p / ⑱

634 17:00

애니멀즈
Animals
95min / 78p / ⑮

633 17:00

GV

18:00

밀정
The Age of Shadows
140min / 138p / ⑮

632 17:00

킬링 그라운드
Killing Ground
89min / 81p / ⑮

631 17:00

17:00

리플레이스
Replace
101min / 73p / ⑱

630 17:00

카페 6
At Café 6
103min / 141p / ⑫

629 17:00

검은 숲 속으로
Into the Forest
103min / 48p / Ⓖ

628 17:00

일로순풍
Godspeed
112min / 69p / ⑮

627 17:00

멋진 하루
My Dear Enemy
123min / 119p / ⑫

626 17:00

한국 영화 정책 포럼
Korean Film Policy Roundtable
120min / 157p

16:30

18:00

옥자
Okja
118min / 151p / ⑫

625 17:00

17:00

21:00
GV

GV

21:00

GV

GV

22:00

22:00

[ * ]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포이 에: 시대를 넘은...
Poi E: The Story of...
94min / 82p / Ⓖ

651 20:00

68min / 70p / ⑱

Kfc

650 20:00

체리 리턴즈
Cherry Returns
89min / 68p / ⑮

649 20:00

타이거걸
Tiger Girl
90min / 85p / ⑱

648 20:00

숲속의 부부
THE END
105min / 48p / Ⓧ

647 20:00

제인 도
The Autopsy of Jane Doe
86min / 67p / ⑱

646 20:00

20: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4
Fantastic Short Films 14
88min / 108p / ⑮

645 20:00

블러드랜드
Bloodlands
82min / 47p / ⑱

644 20: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7
Fantastic Short Films 17
96min / 111,112p / Ⓖ

643 20:00

오디션
Audition
115min / 135p / ⑱

642 20:00

반도에 살어리랏다
I'll Just Live in Bando
85min / 58p / ⑮

641 20:00

109min / 116p / ⑱

* A Promise

약속

640 20:00

68 킬
68 Kill
93min / 47p / ⑱

639 2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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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Hall,
Main
Theater
(2F)

10:00

10:00

7/20 Thu
12:00

12:00

슈팅걸스
Shooting Girls
97min / 91p / ⑫

752 11:00

47미터 다운
47 Meters Down
87min / 77p / ⑮

711 11:00

펀치 더 클락
Punch the Clock
100min / 83p / ⑫

710 11:00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92min / 53,54p / ⑱

709 11:00

GV

GV

GV

걸프롬예스터데이
The Girl from Yesterday
124min / 80p / ⑫

708 11:00

열혈남고
Fist & Faith
100min / 79p / ⑮

707 11:00

11: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6
Fantastic Short Films 6
80min / 100,101p / ⑫

706 11:00

블랙 할로우 케이지
Black Hollow Cage
105min / 47p / ⑱

705 11:00

랜덤 라이브
Random Lives
107min / 83p / ⑮

704 11:00

121min / 118p / ⑱

* You're My Sunshine

너는 내 운명

703 11:00

카운트다운
*Countdown
119min / 120p / ⑱

702 11:00

바람의 색
Colors of Wind
119min / 79p / ⑮

701 11:00

11:00

화이트 킹
The White King
89min / 86p / ⑮

712 14:00

14:00

13:00

15:00

GV

스톰: 위대한 여정
Storm Letters of Fire
105min / 91p / Ⓖ

723 14:00

일로순풍
Godspeed
112min / 69p / ⑮

722 14:00

협녀, 칼의 기억
Memories of the Sword
121min / 121p / ⑮

721 14:00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2
Korean Fantastic: Shorts 2
89min / 64p / ⑮

720 14:00

앳 스테이크
At Stake
106min / 78p / ⑮

719 14:00

GV

15:00

미르싼
Miruthan
106min / 72p / ⑮

718 14:00

14:00

소울 메이트
Soul Mate
110min / 84p / Ⓖ

717 14:00

나는 변태다
Hentaida
87min / 48p / ⑱

716 14:00

벗어날 수 없는
The Endless
111min / 48p / ⑱

715 14: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7
Fantastic Short Films 7
88min / 101p / ⑮

714 14: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9
Fantastic Short Films 9
91min / 103p / ⑫

713 14:00

판타스틱 마케팅 펀딩
Fantastic Marketing Funding
120min / 158p / Free Admission

13:00

13:00

GV

16:00

16:00

18:00

GV

GV

[ * ] 표시가 있는 작품은 영자막 없이 상영됩니다.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Fantastic Short Films 3
87min / 97,98p / Ⓖ

735 17:00

싸이코패스
Psychopaths
85min / 73p / ⑱

734 17:00

프리벤지
Prevenge
88min / 72p / ⑱

733 17:00

블러드랜드
Bloodlands
82min / 47p / ⑱

732 17:00

코드네임: 콜드워
Cold War 2
110min / 140p / ⑮

731 17:00

건망촌
The Village of No Return
116min / 86p / Ⓖ

730 17:00

17:00

아웃도어 비긴즈
Outdoor Begins
92min / 58p / ⑱

729 17:00

미인어
The Mermaid
100min / 139,140p / ⑫

728 17:00

도쿄 구울
Tokyo Ghoul
118min / 74p / ⑮

727 17: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Fantastic Short Films 8
69min / 102p / ⑮

726 17:00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1
Korean Fantastic: Shorts 1
90min / 63p / ⑮

725 17:00
GV

18:00

선택
The Road Taken
108min / 130p / ⑮

724 17:00

17:00

21:00

GV

GV

21:00

GV

22:00

22:00

[ * ]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은하철도의 밤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
108min / 149p / Ⓖ

749 20:00

연기의 중력
The Gravity of Acting
96min / 57p / Ⓧ

748 20:00

비혼의 아내
The Unmarried Wife
130min / 144p / ⑮

747 20:00

어쩌다 암살클럽
Kills on Wheels
105min / 71p / ⑫

746 20:00

설녀
Snow Woman
95min / 84p / ⑫

745 20:00

93min / 78p / ⑱

Bitch

744 20:00

20:00

일급기밀
The Discloser
95min / 131p / ⑱

743 20:00

어둔 밤
Behind the Dark Night
117min / 57p / ⑮

742 20:00

검은 숲 속으로
Into the Forest
103min / 48p / Ⓖ

741 20:00

싱크로나이자
Synchronizer
83min / 74p / ⑮

740 20: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Fantastic Short Films 11
89min / 105p / ⑮

739 20:00

이태원 살인사건
Where the Truth Lies
116min / 131p / ⑮

738 20:00

20:00

Films marked with

19:00

19:00

10:00

10:00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BST5
CGV
Bucheon
Station 5

BST4
CGV
Bucheon
Station 4

BST3
CGV
Bucheon
Station 3

BST2
CGV
Bucheon
Station 2

BST1
CGV
Bucheon
Station 1

FC
City Hall,
Fantastic
Cube(1F)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24:00

Midnight
Screening

심야상영

7/22 Sat

BST5
CGV
Bucheon
Station 5

BST4
CGV
Bucheon
Station 4

BST3
CGV
Bucheon
Station 3

BST2
CGV
Bucheon
Station 2

BST1
CGV
Bucheon
Station 1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7/21 Fri
12:00

GV

GV

929
동정의 밤
The Night of the Virgin
117min / 93p / ⑱

양말 먹보 휴고
Oddsockeaters
83min / 90p / Ⓖ

907 11:00

디어 시스터
Dearest Sister
100min / 47p / ⑮

906 11:00

신 고질라
Shin Godzilla
120min / 142p / ⑫

905 11:00

왓츠 위드 러브 2
What's With Love 2
124min / 146p / ⑮

904 11:00

버드샷
Birdshot
116min / 68p / ⑮

903 11: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9
Fantastic Short Films 9
91min / 103p / ⑫

902 11:00

GV

12:00

철도비호
Railroad Tigers
124min / 83p / ⑮

901 11:00

11:00

블랭크 13
Blank 13
72min / 89p / Ⓖ

805 11:00

소울 메이트
Soul Mate
110min / 84p / Ⓖ

804 11:00

왕이 된 남자
Rey
90min / 49p / ⑫

803 11: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5
Fantastic Short Films 5
85min / 99,100p / Ⓧ

802 11: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Fantastic Short Films 4
86min / 98,99p / ⑮

801 11:00

11:00

929
불면의 저주
The Sleep Curse
101min / 73p / ⑱

13:00

13:00

15:00

GV

929
쿠소
Kuso
105min / 93p / Ⓧ

배드 블랙
Bad Black
68min / 67p / Ⓖ

914 14:00

파크
Parks
118min / 82p / Ⓖ

913 14:00

악녀
The Villainess
129min / 59p / ⑱

912 14:00

매직키드보보
BoBoiBoy: The Movie
103min / 147p / Ⓖ

911 14:00

사미블러드
Sami Blood
110min / 90p / ⑫

910 14:00

마이 스투피드 보스
My Stupid Boss
100min / 146p / ⑮

909 14:00

은혼
Gintama
131min / 44p / Ⓖ

908 14:00

14:00

몬스터 프로젝트
The Monster Project
103min / 72p / ⑱

810 14:00

마이 엔젤
Angel
79min / 77p / ⑮

809 14:00

히든 리저브
Hidden Reserves
96min / 80p / ⑫

808 14:00

GV

15:00

쿤판
Khun phan
105min / 143p / ⑮

807 14:00

관종
Like Me
84min / 71p / ⑱

806 14:00

14:00

GV

16:00

16:00

18:00

18:00

[ * ] 표시가 있는 작품은 영자막 없이 상영됩니다.

균열
Rift
111min / 84p / ⑮

921 17:00

깜짝상영 2
Surprise Screening 2

920 17:00

깜짝상영 1
Surprise Screening 1

919 17:00

농담 재즈 4G
Joking Jazz 4G
114min / 143p / ⑮

918 17:00

포이 에: 시대를 넘은...
Poi E: The Story of...
94min / 82p / Ⓖ

917 17:00

위선
Hyprocrisy
95min / 147p / ⑫

916 17:00

누명
Strangled
120min / 49p / ⑱

915 17:00

17:00

펀치 더 클락
Punch the Clock
100min / 83p / ⑫

815 17:00

올웨이즈 샤인
Always Shine
86min / 77p / ⑱

814 17:00

리플레이스
Replace
101min / 73p / ⑱

813 17:00

데이브 미로 만들다
Dave Made A Maze
81min / 79p / ⑮

812 17:00

끊지마
Don't Hang Up
83min / 69p / ⑱

811 17:00

17:00

817 20:00

20:00

21:00

21:00

22:00

22:00

[ * ]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이단자들
The Heretics
87min / 70p / ⑱

928 20:00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2
Korean Fantastic: Shorts 2
89min / 64p / ⑮

927 20:00

제인 도
The Autopsy of Jane Doe
86min / 67p / ⑱

926 20:00

항문남녀
Assholes
74min / 93p / Ⓧ

925 20:00

110min / 89p / Ⓖ

* My Uncle

우리 삼촌

924 20: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Fantastic Short Films 11
89min / 105p / ⑮

923 20:00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92min / 53,54p / ⑱

922 20:00

20:00

Films marked with

19:00

패셔니스타
Fashionista
110min / 69p / ⑱

821 20:00

빌로우 허 마우스
Below Her Mouth
94min / 93p / ⑱

820 20:00

몬 몬 몬 몬스터
Mon Mon Mon Monsters
110min / 49p / ⑱

819 20:00

쿠소
Kuso
105min / 93p / Ⓧ

818 20:00

해피 헌팅
Happy Hunting
92min / 69p / ⑱

폐막식 + 폐막작 <은혼>
Closing Ceremony + Closing Film - Gintama
131min / 44p / Ⓖ

816 19:00

19:00

10:00

12: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3
Fantastic Short Films 13
84min / 107p / ⑮

1007 11:00

제일브레이크
Jailbreak
92min / 70p / ⑮

1006 11:00

싸이코패스
Psychopaths
85min / 73p / ⑱

1005 11:00

올라 볼라
Ola Bola
113min / 147p / Ⓖ

1004 11:00

인터체인지
Interchange
103min / 80p / ⑮

1003 11:00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85min / 51,52p / ⑱

1002 11:00

3월의 라이온 전편
March Comes In Like a Lion
135min / 81p / Ⓖ

1001 11:00

11:00

13:00

15: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Fantastic Short Films 15
82min / 109p / ⑮

1014 14:00

91min / 77,150p / ⑮

78/52

1013 14:00

먹거나 먹히거나
Dog Eat Dog
93min / 68p / ⑱

1012 14: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0
Fantastic Short Films 10
88min / 104p / ⑱

1011 14: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5
Fantastic Short Films 5
85min / 99,100p / Ⓧ

1010 14:00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1
Korean Fantastic: Shorts 1
90min / 63p / ⑮

1009 14:00

3월의 라이온 후편
March Goes Out Like a Lamb
140min / 82p / Ⓖ

1008 14:00

14:00

7/15
Sat

7/14
Fri

OA
Ojeong
Art
Hall

SH
Sohyang
gwan

OA
Ojeong
Art
Hall

SH
Sohyang
gwan

11:00

11:00

12:00

12:00

14:00

14:00

47미터 다운
47 Meters Down
87min / 77p / ⑮

226 13:00

13:00

13:00

15:00

15:00

18:00

천하대전: 왕좌의 전쟁
Tam Cam - The Untold Story
115min / 145p / ⑫

1021 17:00

#놀람주의
#Screamers
85min / 67p / ⑮

1020 17:00

17:00
101917:00
813
깜짝상영
판타스틱 1단편 걸작선 6
Surprise Screening
Fantastic
Short Films
16
80min / 100,101p / ⑫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7
Fantastic Short Films 7
88min / 101p / ⑮

1018 17:00

고양이처럼
Are We Not Cats
78min / 67p / ⑱

1017 17: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Fantastic Short Films 8
69min / 102p / ⑮

1016 17:00

로우
*Raw
99min / 73p / ⑱

1015 17:00

17:00

18:00

17:00

19:00

19:00

19:00

21:00

21:00

잉크의 맛
A Taste of Ink
80min / 85p / ⑱

267 20:30

하녀
The Housemaid
106min / 119p / ⑱

21:00
266 20:30

22:00

22:00

22:00

[ * ]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20:00

밀정
The Age of Shadows
140min / 138p / ⑮

148 20:00

93min / 78p / ⑱

Bitch

147 20:00

20:00

미르싼
Miruthan
106min / 72p / ⑮

1028 20:00

하이퍼솜니아
Hypersomnia
82min / 70p / ⑱

1027 20:00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My Tomorrow, Your Yesterday
111min / 82p / ⑫

1026 20:00

공범자들
Criminal Conspiracy
120min / 60p / ⑮

1025 20:00

동정의 밤
The Night of the Virgin
117min / 93p / ⑱

1024 20: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2
Fantastic Short Films 12
84min / 106p / ⑮

1023 20:00

도쿄 구울
Tokyo Ghoul
118min / 74p / ⑮

1022 20:00

20:00

Films marked with

인어공주
My Mother, The Mermaid
110min / 118p / Ⓖ

252 18:00

스캔들 - 조선남녀상열지사
Untold Scandal
124min / 118p / ⑱

251 18:00

18:00

우리 삼촌
*My Uncle
110min / 89p / Ⓖ

133 17:00

시리얼 맘
Serial Mom
95min / 135p / ⑫

132 17:00

17:00

[ * ] 표시가 있는 작품은 영자막 없이 상영됩니다.

집으로 가는 길
Way Back Home
131min / 120p / ⑮

16:00

16:00

Sohyanggwan | Ojeong Art Hall

16:00

240 15:30

소사어울마당 소향관 | 오정어울마당 오정아트홀

BST5
CGV
Bucheon
Station 5

BST4
CGV
Bucheon
Station 4

BST3
CGV
Bucheon
Station 3

BST2
CGV
Bucheon
Station 2

BST1
CGV
Bucheon
Station 1

FC
City Hall,
Fantastic
Cube(1F)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7/23 Sun

7/21
Fri

7/20
Thu

7/19
Wed

7/18
Tue

7/17
Mon

7/16
Sun

OA
Ojeong
Art
Hall

SH
Sohyang
gwan

OA
Ojeong
Art
Hall

SH
Sohyang
gwan

OA
Ojeong
Art
Hall

SH
Sohyang
gwan

OA
Ojeong
Art
Hall

SH
Sohyang
gwan

OA
Ojeong
Art
Hall

SH
Sohyang
gwan

OA
Ojeong
Art
Hall

SH
Sohyang
gwan

11:00

11:00

11:00

11:00

11:00

11: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18:00

유령 병원
Ghost Hospital
104min / 145p / ⑮

18:00

18:00

18:00

18:00

[ * ] 표시가 있는 작품은 영자막 없이 상영됩니다.

17:00

무뢰한
The Shameless
118min / 120p / ⑱

737 17:00

토터스의 여행
Journey of the Tortoise
81min / 81p / ⑱

736 17:00

17:00

낯설지만 진실된
Strange but True
90min / 85p / ⑱

638 17:00

접속
The Contact
106min / 116p / ⑮

637 17:00

17:00

공범자들
Criminal Conspiracy
120min / 60p / ⑮

538 17:00

랜덤 라이브
Random Lives
107min / 83p / ⑮

537 17:00

17: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Fantastic Short Films 15
82min / 109p / ⑮

438 17:00

19:00

Kfc

21:00

21:00

21:00

21:00

20:00

21:00

남과 여
A Man and A Woman
115min / 121p / ⑱

751 20:00

잃어버린 형제
The Lost Brother
112min / 71p / ⑱

750 20:00

20:00

Films marked with

22:00

22:00

[ * ]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폐막식(이원생중계) + 은혼
Closing Ceremony(simultaneous live) + Gintama
131min / 44p / Ⓖ

823 19:00

GV

22:00

22:00

22:00

22:00

무현, 두 도시 이야기: Final Cut
Moo-hyun, Tale of Two Cities - Final Cut
130min / 60p / ⑮

653 20:00

테러파이브
Terror 5
79min / 74p / ⑱

652 20:00

20:00

싱크로나이자
Synchronizer
83min / 74p / ⑮

553 20:00

사월의 끝
The End of April
120min / 57p / ⑱

552 20:00

20:00

글로리아
Gloria
123min / 134p / ⑮

452 20:00

체리 리턴즈
Cherry Returns
89min / 68p / ⑮

21:00

멋진 하루
My Dear Enemy
123min / 119p / ⑫

367 20:30

68min / 70p / ⑱

366 20:30

451 20:00

20:00

20:00

폐막식(이원생중계) + 은혼
Closing Ceremony(simultaneous live) + Gintama
131min / 44p / Ⓖ

822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아키라
* Akira
124min / 149p / ⑱

352 18:00

제너레이션 B
Generation B
136min / 79p / ⑱

18:00
351 17:30

437 17:00

17:00

가려진 시간
Vanishing Time: A Boy Who Returned
129min / 61p / ⑫

338 15:30

해피엔드
Happy End
99min / 117p / ⑱

17:00

Sohyanggwan | Ojeong Art Hall

33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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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7호실

쇠락해 가는 상권에서 DVD방을 운영 중인 두식(신하균)은 파리만 날리는 DVD방을 아

청년세대의 고용불안을 다룬 장편 데뷔작 <10분>(2013)을 연출하여

르바이트생 태정(도경수)에게 맡겨 두고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꾸려가지만 아르바이트

부산영화제 뉴커런츠부문 관객상 수상, 2014년 베를린영화제 포럼부

비도 못 주는 처지이다. 하루빨리 약간의 권리금이라도 남기고 DVD방을 처분하는 게

문 초청, 타이베이영화제 신인부문 대상을 수상하여 기대를 모았던 이

목적인 두식.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여러 가지 일에 엮인 태정은 어떤 ‘비밀’을 DVD

용승 감독의 두 번째 작품. <7호실>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약자들이 각

Korea | 2017 | 94min | WP | ⑮

방 7호실에 숨기게 되고, 두식은 새로운 아르바이트생 조선족 출신 한욱(김동영)을 고

자도생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스릴러와 액션을 가미한 블랙코미

106 CH

용한다. 성실하고 싹싹한 한욱이 출근하면서 갑자기 DVD방이 활기를 띠고, 덩달아 가

디로 풀어냈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616명의 투자자가 모일 만큼 큰

게를 넘겨 받으려는 사람도 나타나 모든 것이 잘 풀려 가려는 찰나 예기치 못한 사건으

기대와 호응을 받고 있는 작품.

로 두식 또한 7호실에 무언가를 숨기게 된다. 두 개의 비밀을 숨기게 된 7호실을 둘러싸

Room No.7 is the second feature of Director Lee Yong-seung.
His directorial debut feature which dealt with unstable
employment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10 minutes (2013),
received an Audience Award from the New Currents section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Best New Talent
section at the Taipei Film Festival. It was also featured in the
Berlin Film Festival, Forum section. This movie is a dark comedy
that depicts the struggles and survival of the weaklings in the
era of neo-liberalism with action and thrills. Audiences have high
expectations for this film, as can be seen from its 616 investors
via crowd funding.

Room No.7

7/14 14:00 GV

고 몰락해 가는 자영업자와 힘겹게 살아가는 청년의 고군분투가 펼쳐진다.

Doosik(Shin Hakyun) runs a small DVD screening shop at a once-prosperous
shopping center that is now run-down. However, the sales are not too great,
so he lets his part-timer take care of his shop and barely makes a living by
providing a chauffeur service. Sometimes he doesn't make enough to pay
the part-timer, Taejung(Do Kyungsoo). Doosik wants to sell the shop as soon
as possible, even if that means he doesn’t get much in return. Taejung, while
getting involved in many different incidents trying to repay his student loan,
hides a ‘secret’ in room number 7 of the shop. Doosik hires a new parttimer, Hanwook (Kim Dongyoung), a Korean ethnic from China. Because of his
diligence and friendliness, the shop begins to bustle with customers, and a
person who wants to buy the shop appears, so everything seems to be going
well. However, due to an unexpected turn of events, Doosik ends up hiding
something in room number 7 as well. As the story goes on, a fierce struggle
between a declining entrepreneur and a struggling young man surrounding
room number 7 will begin to unravel.
42

개막작

43

Opening Film

이용승 LEE Yong-seung

1980년생. 중앙대학교 영화학과와 단국대 영화콘텐츠 전
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눈치게임>(2008), 〈덤벼라 세
상아〉(2009) 등의 단편을 연출했다. <런던유학생 리차드>
(2010)는 미쟝센단편영화제 비정성시부문 최우수작품상
을 수상했다. 청년세대의 고용불안을 담아낸 장편 데뷔작
<10분>(2013)은 부산영화제 뉴커런츠부문에 소개되어
KNN관객상과 국제영화평론가협회상을 수상했다. <7호
실>은 그의 두 번째 장편이다.
Born in 1980, Lee Yong-seung graduated from Chung-ang
University and Dankook graduate school. He has directed
short films such as Vasco’s World (2009), Richard, the Elite
University Student from London (2010). His directorial debut
feature, 10 minutes (2013), which covers the employment
instability of the young generation was introduced to the
New Currents section of 2013 BIFF, and won the KNN Award
and the FIPRESCI Award. Room No.7 is the director's second
feature film.

폐막작 Closing Film

은혼

Gintama

Japan | 2017 | 131min | KP | Ⓖ
816 CH

7/21 19:00

822 SH

7/21 19:00

823 OA

7/21 19:00

908 CH

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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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작

10여 년간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던 소라치 히데아키의 개그 만화를 원작으로 한 실사

주연인 긴토키에는 오구리 슌, 신파치에는 스다 마사키, 카구라에는

영화. 막부와 신선조, 유신지사들이 활약하던 시대에 난데없이 외계인이 등장하여 새로

'천년 아이돌'로 불리는 하시모토 칸나가 황당한 코믹 연기를 펼치고

운 시대가 개막된 평행우주가 <은혼>의 무대다. 일본 역사나 대중문화에 관심 있는 이

나가사와 마사미, 오카다 마사키, 야기라 유야, 도모토 츠요시 등의

라면 들어봤을 이름을 조금씩 바꾼 인물들이 등장하여 그야말로 황당무계한 이야기와

스타들도 조연으로 기꺼이 참가했다. 감독은 <바람의 검심> 같은 대

농담을 마구 펼쳐나간다. 병맛 만화의 전통이 유구한 일본에서도 사무라이 활극과 SF,
만담 등을 종횡무진하는 만화는 거의 없었다. 또한, 일본의 만화 원작 실사영화는 사실

작으로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농을 던졌다. 감독은 <변태 가면> 1, 2

적인 드라마를 제외하면 성공작이 드물었다. 특히 거대한 가상의 세계를 그린 만화

<은혼>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꿋꿋하게 병맛 노선을 견지하며 만화

원작의 영화화는 실패의 지름길이었다. 그런 점에서 블록버스터 <은혼>은 새로운 도전

원작 실사영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새로운 일본의 블록버스

이자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멋지게 성공을 거둔 영화로 남을 것이다.

터, 만화 원작 영화의 전범이 될 수 있는 작품이다.

Gintama is a live-action film based on the most popular comic cartoon from
the last 10 years, which was authored by Sorachi Hideaki. A parallel universe
caused by a sudden, random appearance of extraterrestrial creatures in the time
when the shogunate, shinsengumi samurais, and Ishin-shishi still existed, is
the main setting of Gintama . Some twist of historical figures, that anyone who’s
interested in Japanese history or pop culture might have heard of, appear and
tell nonsensical tales and jokes. Though Japan is famous for its long history
of ludicrous comics, there have been very few comics that dealt with samurai
action, sci-fi, and gags. Also, not many live action movies based on comics
have enjoyed success besides realistic dramas. It would have been a foolproof
path to failure especially if the original comic dealt with an imaginary world on
an enormous scale. Considering all these factors, Gintama , a blockbuster liveaction film, will be remembered as a success, even though it took on a new and
reckless challenge.

Oguri Shun stars as the main Gintoki, Suda Masaki as Shinpachi,
the ‘once-in-a-thousand-years’ idol star Hashimoto Kanna as
Kagura. Other top actors including Nagasawa Masami, Okada
Masaki, Yagira Yuuya, and Domoto Tsuyoshi joined the team to take
on supporting roles without hesitation. The director, commenting on
the eagerness of the actors in joining the film, joked that the actors
probably had mistaken the movie for a big-name show like Rurouni
Kenshin . Director Fukuda Yuichi is a maestro of ludicrous movies,
and his famous works include Hentai Kamen Volumes 1 and 2,
and Joshizu . Even while directing a masterpiece title like Gintama ,
he did not lose his ludicrous spirit, and successfully adapted the
original comic into a well-made live-action film. Gintama will be a
new blockbuster in Japan, and will become a textbook example of
a comic-based film.

와 <여자들> 등 병맛 영화로 위세를 떨쳤던 후쿠다 유이치. 대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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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Film

후쿠다 유이치 FUKUDA Yuichi

1968년 일본 토치기현 오야마시 출생. 세이죠대학교 경
제학부를 졸업했다. 영화 감독은 물론 드라마 감독, 시나
리오 작가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영화 〈변태 가면>(2013), <여자들>(2014), <변태 가면2:
잉여들의 역습>(2016) 등이, 드라마로는 <용사 요시히코
와 마왕의 성>(2011) 등이 있다. <변태 가면> 1, 2는 부천
영화제에 모두 초청되어 장편 경쟁부문과 월드 판타스틱
레드 섹션에서 상영되었다.
Born in 1968, Japan, Fukuda Yuichi graduated from Seijo
University. He is an active film and drama director and also
a writer. He directed HK: Forbidden Super Hero (2013),

HK2: The Abnormal Crisis (2016) and a TV drama, The Hero
Yoshihiko and the Demon King's Castle (2011). Both of his
HK series had been officially invited to BIFAN.

부천 초이스: 장편

68 킬

USA | 2017 | 93min | AP | ⑱
트렌트 하가
Trent HAAGA

68 Kill

제경쟁 부문이며, 새로움과 창조성을 선정기준으로 한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기존의 가치관을 전복시키는 새로운 시선,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스타일, 상업영화 시장에서 관습화된 장르 문법에 대한 도전과 실험을 보여 주는 작

269 CH

7/15 24:00

639 CH

7/19 20:00 GV

칩과 그의 여자친구 라이자는 그녀의 돈 많은 슈가대디를 등쳐먹을 계획
을 세운다. 칩은 남자의 집을 털기 위해 잠입에 성공하지만 라이자의 행동
이 너무 이상하다! 여러 트로마 영화에서 배우와 작가로 활약한 트렌트 하

Bucheon Choice: Features

부천 초이스는 전 세계 장르영화의 새로운 경향과 미래의 장르 거장을 발견하기 위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국

123 HYU5 7/14 17:00

가 감독이 선보이는 제대로 미친 영화.

Chip's girlfriend Liza had the perfect plan to rip off her rich sugar
daddy, but things started going wrong as soon as they were inside
the rich man's house. For Chip it was only the beginning of the
longest, most terrifying ride of his life.

블랙 할로우 케이지
Black Hollow Cage

Spain | 2017 | 105min | AP | ⑱
사드락 곤살레스-페레욘
Sadrac GONZÁLEZ-PERELLÓN

305 HYU5 7/16 10:30
429 HYU5 7/17 17:00 GV
705 HYU6 7/20 11:00 GV

숲 속 외딴 집에서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 소녀는 어느 날 나무 숲 사이

품들을 선보인다. 장편 부문은 국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한 2개 부문과, 관객 투표를 통한 관객상을 시상한다.

에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미스터리한 장치를 발견한다. SF 소재를 차분하
고 서정적인 영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 서서히 드리워지는 서스펜스가 끝

의 에너지로 가득한 전규환 감독의 신작 <숲속의 부부>, 올해 트라이베카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장르영화계의 신

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한다.

올해 부천 초이스에는 알바니아 최초의 호러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의 참신한 11편의 영화가 포진해 있다. 특유

A girl who lives secluded in a house in the woods with the only
company of her father and a wolfhound finds among the trees a
mysterious cubic device with the ability to change the past. This
lyrical sci-fi serenely builds up the suspense until the very end.

진 듀오 저스틴과 애런의 <벗어날 수 없는>, 과거로 향하는 관문을 찾은 외로운 소녀의 서정적인 SF <블랙 할로우 케

이지>, 허구보다도 더 판타지 같은 실존 인물을 다룬 실험적 작품 <왕이 된 남자>, 올해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관객
상을 수상한 소심한 남자의 불운기 <68 킬>, 범인을 잡았지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연쇄살인을 다룬 헝가리판 살인의

추억 <누명>, 자연을 배경으로 아버지와 두 아들 사이의 불안과 공포를 그려낸 서늘한 가족 스릴러 <검은 숲 속으로>,
평화로만 가득할 것 같은 라오스에서 온 여인들의 사랑과 질투 그리고 호러 <디어 시스터>, 다 함께 망해버리기를 원
하는 소년들의 끔찍한 일상을 그린 괴물 퇴치기 <몬 몬 몬 몬스터> 등 다채로운 장르영화의 향연이 펼쳐진다.

Bucheon Choice is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category of BIFAN that focuses on discovering new

블러드랜드
Bloodlands

Albania, Australia | 2017 | 82min | AP | ⑱
스티븐 카스트리시오스
Steven KASTRISSIOS

232 HYU6 7/15 16:00
644 HYU6 7/19 20:00 GV
732 BST3 7/20 17:00 GV

알바니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두 집안의 피에 젖은 복수극이 산악지역

trends of genre films all over the world and talented people for the future. The selection standard for

의 작은 마을에 펼쳐진다.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분노에 짓눌린 어머니,

Bucheon Choice is novelty and creativity. It selects and shows perspectives that overthrow the current

반항적인 자식들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와 알바니아 자연의

films that show a challenging and experimental spirit against what has become the custom in the

호러 영화.

신비로운 분위기는 영화에 예술적인 아우라를 씌워준다. 알바니아 최초의

values people naturally learn through everyday life, unique style that cannot be found elsewhere, and

There is a modern family in Albania who has a generational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their teenage children. One day, a mysterious
clan comes to prey on them and they must unite to survive.

commercial film market. This category gives out two awards based on the evaluation of international
juries and an Audience Award based on a vote by the audience.

For this year, Bucheon Choice has selected 11 original films from various countries, including the first
horror film of Albania. Various films will be introduced such as THE END by the unique and energetic

director Jeon Kyuhwan, The Endless by Aaron Moorehead and Justin Benson - the new rising duo of the

film industry that caused a sensation in Tribeca - Black Hollow Cage , the sentimental sci-fi film about a
brittle-hearted girl and her fears, Rey , the experimental film based on a real man that seems more unreal

디어 시스터

Dearest Sister

Laos, France, Estonia |
2016 | 100min | KP | ⑮
마티 도 Mattie DO

217 HYU5 7/15 13:00
542 HYU4 7/18 20:00 GV
906 BST4 7/22 11:00

시골에서 도시로 온 여인이 외국인과 결혼한 친척 언니의 집에 살게 된다.

than a fictional character, 68 Kill , the film about a timid hapless man that won the Audience Award at

언니의 돈에 손을 대다 들킨 그녀는 하녀 취급을 받게 되고, 눈 수술을 한

SXSW Film Festival, Strangled , the Hungarian version of a murder mystery where a series of murders

언니를 간호하다가 결국 선을 넘어 버린다. 조금씩 증폭되어가는 연인의

between a father and his two sons that is set in nature, Dearest Sister , a film about love, jealousy, and

A village girl travels to the city to care for her rich cousin who has
lost her sight. When the poor girl realizes that her cousin is receiving
messages from the spirits that allow her to win the lottery, she has to
choose between her cousin and her desires.

keep happening even after the killer is caught, Into the Forest , a creepy thriller about the fear and anxiety

질투심과 분노를 독특하게 그려낸 공포영화.

horror about two women from Laos, and Mon Mon Mon Monsters , a horrid monster killing film about the
daily lives of boys that want to bring the world to an end.
46

부천초이스 장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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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eon Choice: Features

숲속의 부부
THE END

Korea | 2017 | 105min | WP | Ⓧ
전규환
JEON Kyuhwan

242 HYU4 7/15 18:00 GV
442 HYU5 7/17 20:00
647 BST2 7/19 20:00 GV

세상 끝에 내몰려 스스로 붕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몬 몬 몬 몬스터

報告老師！怪怪怪怪物！
Mon Mon Mon Monsters

The Endless

검은 숲 속으로
Into the Forest

학생은 요괴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 사라진 요괴를 찾아 또 다른 요괴가

논란을 일으켜온 전규환 감독의 신작으로 故 김성민 배우의 유작이기도

나타나 그들 주변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하기 시작한다.

하다.

Shu-Wei Lin, a super nerd in the class gets teased and harassed
all the time by classmates. One day he gets into trouble and gets
assigned to community service with three bullies from class. They
get more and more twisted as they get involved with a monster.

USA | 2016 | 111min | AP | ⑱
애런 무어헤드, 저스틴 벤슨
Aaron MOORHEAD, Justin BENSON

339 CH

7/16 18:00 GV

534 BST4 7/18 17:00 GV
715 HYU5 7/20 14:00

왕이 된 남자
Rey

317 HYU5 7/16 13:00
Chile, France, Netherlands,
Germany, Qatar | 2017 | 90min | AP | ⑫ 618 HYU7 7/19 14:00 GV
닐스 아탈라 Niles ATALLAH
803 BST3 7/21 11:00 GV

한 여행자가 세상의 끝에 다다랐다. 독립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남미의 끝

은 두 형제는 생각보다 정상적인 그곳의 모습에 혼란에 휩싸인다. 최근 장

언저리에서 여행자는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다. 1860년대 '오를리 앙투완

르 영화계에서 재능을 알린 듀오 저스틴과 애런이 함께 연출한 세 번째 장

드 투낭'이란 미친 프랑스 탐험가의 실화로 스스로 헌법을 만들고 국가를

편으로 영화 속 진실을 찾아 나선 두 형제를 직접 연기했다.

건설한 그는 원주민들을 통합하여 통치자로 선출된다. 실존했으나 허구같

Two brothers return to the cult they fled from years ago to discover
that the group's beliefs may be more sane than what they once
thought. This haunting movie is the 3rd feature film by the talented
directing duo, who also star as truth-seeking brothers.

은 한 개척자의 이야기.

Japan | 2016 | 87min | KP | ⑱
안자이 하지메
ANZAI Hajime

139 HYU6 7/14 20:00
544 HYU6 7/18 20:00 GV
716 HYU6 7/20 14:00

A man travelled to the end of the world. There, at the tip of recently
independent South America, he founded his kingdom. This French
adventurer, Orllie-Antoine de Tounens, managed to unite the natives
and was chosen to become their ruler.

누명

Strangled

Hungary | 2016 | 120min | AP | ⑱
아르파드 소프시츠
Arpad SOPSITS

110 HYU5 7/14 14:00
549 BST4 7/18 20:00 GV
915 CH

7/22 17:00

어쩌다 비주류 포크 가수가 되었고, 결혼도 하여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만

1960년대 헝가리의 작은 마을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연쇄살인 사건을 배

그의 내면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욕망이 숨어 있다. 그의 성벽을 아는 유

경으로 한 싸이코 스릴러. 젊은 여인이 참혹한 변사체로 발견된 후 죄 없

일한 여인만이 구원이지만 그것조차도 한때의 일탈일 뿐이다. 하지만 모든

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그가 종신형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일어나는 연쇄

것이 붕괴할 위기에 몰리자 그의 변태력이 폭발한다.

살인은 마을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다. 헝가리판 살인의 추억.

Although living a seemingly ordinary life , an unknown desire
lurks inside a folk singer. The one woman who is his only exit is
also merely a deviation. When everything goes awry, the man's
perversion explodes.

Based on real events, this psycho-thriller is set in the provincial
Hungary of the 1960s. A psychotic killer continues to slaughter
young women while an innocent man is wrongly accused . A
determined detective arrives on the scene and soon becomes
obsessed with the case.

France, Sweden | 2016 | 103min | AP | Ⓖ
질 마르샹
Gilles MARCHAND

205 HYU5 7/15 10:30
628 HYU5 7/19 17:00 GV
741 HYU5 7/20 20:00 GV

직장을 팽개친 채 두 아들을 데리고 숲 속으로 캠핑을 떠난다. 그러나 기
이한 행동을 보이는 아빠에게 아이들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캠핑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데… 신비로운 능력을 지닌 소년의 시점으로 그려지
는 서늘한 가족심리 스릴러.

부천초이스 장편

819 BST3 7/21 20:00

고등학교의 불량학생들이 도시에 출몰하는 요괴를 생포하여, 아지트에 가
두고 학대하기 시작한다. 그들의 학대는 점점 심해지고, 이지메를 당하던

톰과 벤은 엄마를 떠나 스웨덴에 혼자 살고 있는 아빠를 찾아오고, 아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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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HYU4 7/17 14:00

인행각을 통해 그린 작품. 매 작품마다 파격적인 표현과 거센 에너지로

오래전 사이비 집단에서 탈출한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다시 그곳을 찾

나는 변태다
Hentaida(I Am a Pervert)

258 HYU6 7/15 21:00 GV

환상 속 살인마가 되어버린 한 남자의 혼란을 금기를 넘어선 적나라한 살

A man is a murderer in his head and he is losing himself by actually
killing people. Posthumous work by actor Kim Sung-min.

벗어날 수 없는

Taiwan | 2017 | 110min | KP | ⑱
구파도 九把刀
Giddens KO

Tom and his brother haven’t seen their father for a long time. They
travel to Sweden where he lives, to spend the summer holidays.
Tom is anxious about meeting his father, and his father convinces
Tom that he has the gift of seeing things that others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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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eon Choice: Features

부천 초이스: 단편
Bucheon Choice: Shorts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아인슈타인 - 로젠의 다리
Einstein - Rosen

Ⓖ 204 HYU4 7/15 10:30 GV
⑱
441 HYU3 7/17 20:00 GV
1002 FC

7/23 11:00

Spain | 2016 | 9min | KP
올가 오소리오 Olga OSORIO

1982년 여름. 어린 테오는 형 오스카에게 웜홀의 위치를 알아냈다고 주장하고, 형은
코웃음을 친다. 그리고 어른이 된 두 형제. 같은 장소에서 테오는 웜홀을 통해 시간을
가로질러 튀어 나온 축구공을 보여준다. 어린시절의 상상력과 과학적 이론에 대한
따뜻한 농담.

작품상, 심사위원상, 관객상 등 총 3개 부문에 걸쳐 시상하는 국제 경쟁부문 부천 초이스: 단편에는 모두 12편의 작

Summer of 1982. Teo claims he has found a wormhole. His brother Oscar
does not believe him - at least not for now.

품들이 선정되었다. 어린 시절의 상상력과 과학적 이론에 대한 따뜻한 농담 <아인슈타인 - 로젠의 다리>, 정체 불명의
트럭에 쫓기는 한 여성의 숨막히는 16분을 단 한 컷으로 따라가는 <3.16>, 요양병동을 배경으로 인간의 비틀린 욕망
을 초자연적이고도 공포스럽게 그려낸 <버스데이>,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쥘 순간의 유혹에 빠진 현금수송원의 심리를

감각적인 연출로 긴장감 가득하게 보여주는 <그린>, 중요한 발표를 앞 둔 회사원의 강박과 악몽 같은 하룻밤을 그린 <
헬렌>, 올해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14플러스 특별언급작 캐나다 애니메이션 <스닙> 등 작품 하나하나가 보여주는

완성도와 독특한 스타일은 긴장과 공포, 환상이 가득한 판타스틱 단편의 특별함을 실감케 할 것이다. 또한 흑백의 수
묵화풍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스타일이 돋보이는 대만 · 일본 합작 애니메이션 <백색 터널>, SNS라는 가상의 공간을

3.16

Poland | 2016 | 16min | AP
나탈리아 시비츠카 Natalia SIWICKA

16.03

안개 낀 이른 아침, 한 여인이 차를 몰고 한적한 길을 달린다. 길가에 놓인 나무를 치

통해 연결된 사람들의 온정이 따스한 위로를 전해주는 마카오 작품 <크래쉬>, 그리고 <곡성>의 단편 버전이라 할 만

우느라 잠시 멈췄을 뿐이었던 평범한 아침 드라이브는 갑자기 그녀의 뒤를 쫓는 트

한 강렬한 단편 <저 사람>과 몸을 씻는 공간인 목욕탕과 영혼의 죄를 씻는다는 관념적 의미를 연결시킨 <목욕> 등 두 편

럭으로 인해 악몽으로 변한다. 집을 나서는 첫 장면부터 상영시간 내내 한 컷으로 모

핀란드산 감성 액션영화 <바이올린>, 저주받은 전자 기타의 ‘제목처럼’ 무차별한 살인행각을 보여주는 <데스 메탈>도

On a foggy morning, a girl drives through villages, fields, and into the forest.
On the road, she sees a truck approaching from behind all of a sudden and
then everything turns into a nightmare.

의 한국 영화들은 아시아 영화의 현재와 관심사를 확인케 할 것이다. 무술감독 출신의 감독이 직접 출연하고 연출한

든 것을 담아내는 카메라, 그리고 마지막 반전까지 놀라운 긴장감으로 가득한 영화.

절대 놓칠 수 없는 작품.

Twelve films are chosen in the Bucheon Choice: Shorts for the award of three prizes including Best Short
Film, Jury’s Choice for Short Film, and Audience Award for Short Film. Films in this section include:

Einstein - Rosen , a warm comedy on childhood imagination and scientific theory; 16.03 , a film that
follows the urgent 16 minutes of a woman being chased by an unknown truck; Birthday , a short which

supernaturally and fearfully portrays a distorted desire of human beings at a recovery unit of a hospital;

버스데이
Birthday

자매 중 한 명의 100살 생일을 알게 된 간호사는 생일 선물을 훔치기로 한다. 요양병

temptation of earning a huge amount of cash; Helen , a film about a nightmarish night of a business

동을 배경으로 한 뒤틀린 욕망과 기이한 하룻밤.

person with a presentation to give the day after; and SNIP , a Canadian animation that received a Special

An abusive nurse hates old people than anything else. One day, she discovers
that one old lady has just turned one-hundred years old: there must be a
birthday present somewhere… that will change their lives forever.

Mention Award at Berlin Film Festival Generation 14+. The unique style of each film as well as their

completeness will enable the audience to feel the uniqueness of fantastic short films filled with tension,
Other films include White Tunnel , a collaboration between Taiwan and Japan with a unique, black-

and-white oriental brushstroke; and Crash , a Macau-produced film that provides a warm solace with

its depiction of people's kindness through social media. There are two Korean movies including Him , a

fierce short film which will be regarded as the short version of The Wailing ; and The Bath , in which the

목욕

The Bath

새벽 두 시가 되면 문을 여는 이상한 목욕탕이 있다. 매표원은 홀로 흐느끼며 앉아있
상적인 개념을 응축적으로 풀어낸 수작. 건조하고 담담한 영상미가 돋보인다.

the soul are connected. Such films will open the eyes of the audiences to see the current trend of Asian

Two o'clock. The public bath is open. A woman working there decides to
kick out a girl who is crying alone. The film's visual style is reminiscent of
Taiwanese films from the 90's.

movies. A Finnish action movie, Violin , which was directed by a martial-arts director who also starred

in the film, as well as Death Metal , which is a movie that depicts an indiscriminating murder revolving
around a cursed electric guitar while featuring fierce metal music, should not be missed as well.
부천 초이스: 단편

Korea | 2017 | 11min | WP
한아름 HAN Ah-reum

는 소녀를 오늘은 꼭 보내기로 결심한다. 몸을 씻는 행위와 공간을 통해 생과 사의 추

concept of a bathhouse - a communal place where people wash their bodies - and washing the sin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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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딴 요양원 야간근무 간호사. 환자들의 약을 뺏어 먹고 학대하는 그녀가 사실
가장 싫어하는 것은 노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싫은 것은 12호실 세 자매. 그날 밤,

Green , a movie sensibly describing the mind of a cash transporting clerk who's about to fall into the

horror, and fantasy.

Italy | 2017 | 15min | WP
알베르토 비아바튼 Alberto VIAVATT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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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eon Choice: Shorts

바이올린
Violin

Finland | 2017 | 12min | IP
라민 소랍 Ramin SOHRAB

늦은 밤 카페에 상처투성이 남자가 찾아온다. 주인은 음식을 내주고 남자는 돈 대신
가방을 맡기고 가지만 괴한들이 들이닥쳐 가방을 빼앗아가는데... 가방을 찾기 위한
남자의 마지막 결전이 시작된다. 무술감독이기도 한 감독이 직접 연기하고 연출한
핀란드산 감성 액션영화.

Late at night, a man in pain comes to a café and leaves his suitcase for a
meal just for a second instead of money. However, burglars steal it and the
man starts chasing them.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그린

Ⓖ 216 HYU4 7/15 13:00 GV
⑱
709 BST3 7/20 11:00
922 CH

7/22 20:00

Mexico | 2016 | 22min | AP
알론소 루이즈팔라시오스 Alonso RUIZPALACIOS

Green

중무장한 채 매일 거액의 현금을 옮기는 수송차를 운전하는 남자. 동료들이 현금을
가지러 간 사이 차에 홀로 남은 그는 갑자기 어떤 충동에 사로잡힌다. 좁은 차 안에
갇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임계점에 도달한 주인공의 긴장감과 압박감이 스타일리시
한 화면 속에 그려진다.

백색 터널 白色隧道
White Tunnel

Ariel, a father to be and taciturn security guard who transports other people’s
millions every day, has found out a miraculous flaw in the system that creates
an opportunity to steal the fortune he is guarding and not to get caught.

Taiwan, Japan | 2016 | 22min | KP
치엔 란-치, 창 친-웨이 簡嵐淇, 張晉維 CHIEN Lan-chi, CHANG Chin-wei

4월의 어느 날, 택시운전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묘소를 찾는 네 명의 형제를 태운
다. 묘지를 뚫고 나온 나무를 대충 베다 말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는 형제들. 택시운전
수는 이상한 목소리를 듣는다.

There is an April day with inconsistent weather. A taxi driver, four passengers,
sisters and brother are going to visit their mother. Chaos is in silence, in their
minds, on the road…

저 사람
Him

Korea | 2017 | 20min
김연조 KIM Yunjo

아내가 두 남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남편은 아내가 강간범으로 지목한 사내들을 죽
이기 시작한다. “저 사람! 저 사람!” 누군가의 삶이나 배경은 중요치 않다. 그저 분노
할 대상이 필요할 뿐이다.

A man's wife was raped by two men. In a fit of rage, he kills the man the wife
pointed out as she yells to the third man, “That guy!”

데스 메탈

Death Metal

USA | 2016 | 5min | AP
크리스 매킨로이 Chris MCINROY

열정은 있지만 재능이 없는 주인공은 유산으로 내려오는 악마의 기타를 받게 된다.
꼭 지켜야 할 수칙 따윈 귓등으로 흘려들은 그. 금기를 어긴 그와 함께 말 그대로 ‘죽
음의 메탈’이 시작된다. 황당무계한 설정과 이야기 전개에 경악의 웃음을 그칠 수 없
는 작품.

Hero with no talent inherited a guitar of the devil and he breaks its taboo
without any reserve. And literally, ‘death metal’ begins.

스닙

Canada | 2016 | 15min | AP
테릴 칼더 Terril CALDER

SNIP

소설가 조셉 보이든의 내레이션과 독특한 스타일을 통해 캐나다 기숙학교의 폐해와
어두웠던 역사를 보여주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올해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14
플러스 특별언급작.

This film cuts up colonial Canadian histories by telling a story of survival
amidst the country's genocide of Indigenous children. Annie and Gordon
travel back in time to save Charlie and Niska, trapped in a nightmare reality
designed to eradicate their culture.
52

부천 초이스: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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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eon Choice: Shorts

헬렌

USA | 2016 | 8min | WP
에밀리 델 Emily DELL

Helen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며 밤을 새우게 된 헬렌은 발표를 망쳐 동료들의 비웃음을 살
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다. 직장인 그리고 조직생활에서 맞이하는 여성의 악
몽과 강박을 공포 장르로 풀어낸 작품.

Helen stays up all night for a big presentation . She is terrified that her
colleagues will laugh at her if she messes up. The nightmare and duress that
Helen faces in her working life are depicted in this horror film.

크래쉬 撞牆
Crash

Macau | 2016 | 22min | KP
콩 칭회이 孔慶輝 HONG Hengfai

결혼도 하지 않고 치매에 걸린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중년의 최씨는 어머니가 행방
불명되자 수소문 끝에 SNS에 사연을 올린다. 이윽고 많은 관심과 위로를 받게 된 최
씨는 점점 더 SNS에 빠져들게 되는데…

CHOI discovers that his mother with advanced dementia has gone missing.
He asks around to search for her, but to no avail. He then puts up a post on a
social networking site. In just one night, his post attracts attention from many
people online. He then finds himself getting addicted to SNS more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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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이스: 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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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eon Choice: Shorts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 경쟁
어둔 밤

Behind the Dark Night

Korean Fantastic: Features

는 다양한 장르를 망라한 <아웃도어 비긴즈>, 3천만원의 초저예산으로 교수사회로 대변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중년남성

다운 다큐멘터리 <려행> 역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된다.

커피 느와르: 블랙 브라운
Coffee Noir: Black Brown

으로 엉뚱한 발상과 강인한 여성 캐릭터가 중심이 된 아기자기한 액션이

새롭게 편집한 <무현, 두 도시 이야기: Final Cut>과 공영방송의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담은 최승호 감독의 신작 다큐멘터

인상적이다.

리 <공범자들> 등 커다란 반향을 일으킬 두 편의 강력한 다큐멘터리도 월드 프리미어로 소개된다. 한국 영화에서 보다 폭넓고

The law against coffee threatens to close down Ju-won starts a
movement against Kim’s family and big bro. The novel idea behind
the plot along with its female hero stand out in this film.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가장 장르적인 영화부터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까지 다채로운 영화들을

section starting from this year. While the Competition section is focused on limited major genres that go with the
major flow of Korean films, this Featured section is to feature some unique films with the intention of looking

사월의 끝

The End of April

blood splatter movie, sex comedy, and musical, and I'll Just Live in Bando , a comedy/short animation with an

extremely low production cost of KRW 30,000,000 that whimsically portrays the unfairness of this society as well
as the crisis of middle-aged men in academia, will be shown. Also, The Villainess , a female action movie featured

injustice in a world where coffee is banned, will present the audience with the joy of discovering the fun of
non-fiction, and fantasy, by Director Im Heung-soon - the first artist to receive the Silver Lion Award at Venice

Biennale in 2015. Along with these films, BIFAN features a selection of movies that are worth attention and
discussion, though these movies were not successful due to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commercial movies.

연기의 중력

The Gravity of Acting

552 SH

7/18 20:00

Korea | 2016 | 96min | KP | Ⓧ
정근웅
CHUNG Geunwoong

259 HYU7 7/15 20:30 GV
748 BST5 7/20 20:00

항상 성현의 뒤를 쫓아다니는 태식이 이 소식을 듣게 되자 성현은 불안해

web dramas, will be featured at BIFAN as well. Not to be forgotten are the world premieres of two powerful

지기 시작한다. 약자에게 더욱 잔인한 현실을 비판하는 작품으로, 영화를

documentaries, Moo-hyun, Tale of Two Cities - Final Cut , which is an edited version of the widely loved version

관통하는 거친 에너지와 극단으로 치닫는 인물들이 처한 곤경은 출구 없는

that was in theaters last year, and Criminal Conspiracy , a newly created documentary by Director Choi Seungho,

현실 그 자체이다.

containing a story about the past 10 years. With the earnest hope that Korean movies will venture into different

Sung-hyun receives a movie offer. Tea-sik, who has shared the
stage with him for ten years, shakes with anxiety after hearing the
news.

genres and attempts, BIFAN will feature diverse movies including traditional genre movies, animations, and even
documentaries.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403 HYU3 7/17 11:00 GV

10년 동안 같은 무대에 선 연극배우 성현에게 영화 출연제의가 들어온다.

Moreover, the world premiere of Green Fever , a web drama from Director Yoon Seong-ho who is a pioneer of

56

243 HYU6 7/15 18:00 GV

Hyunjin, a test taker, moves into an old apartment. There are strange
sounds from next door where a strange boy named Hyunggu lives.
One day, Hyunggu and his mother are cruelly murdered.

in this year's Cannes Midnight Screening, as well as Coffee Noir: Black Brown , starring a woman fighting against
Also, BIFAN will feature the world premiere of Ryeohaeng , a beautiful documentary that is a mixture of fiction,

Korea | 2016 | 120min | IP | ⑱
김광복
KIM Kwang-bok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현진은 낡은 아파트로 이사 온다.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옆집, 현진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이상한 동네 청년 형구.
그러던 어느 날 형구와 모친이 잔인하게 살해되는 일이 발생한다.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각박한 현실에 대한 불안과 반복되는 비극을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를 통해 풀어낸 작품.

for hidden gems while also continuing to try diverse genres. Films including Outdoor Begins , a mixture of a

different genres, ranging from comedy, horror, thriller, and action.

511 BST4 7/18 11:00 GV

리와 빅브로의 공격에 맞선다. <사돈의 팔촌>을 만든 장현상 감독의 신작

<내일부터 우리는>의 극장판도 최초로 공개한다. 더불어 지난해 개봉돼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작품에 미공개 인터뷰 등을 더해

increased number and range of films, BIFAN created a Featured section in addition to the existing Competition

215 HYU3 7/15 13:00 GV

원은 커피 한 잔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카페 직원들을 훈련시켜 김씨 패밀

'웹드라마'라는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제작 및 상영 방식을 모색하며 백합물에서 일가를 이루고 있는 윤성호 감독의 웹드라마

Last year, Korean Fantastic: Features was newly established to discover and support Korean genre films. With the

Korea | 2017 | 110min | WP | ⑮
장현상
CHANG Hyun-sang

커피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주원이 운영하는 카페도 문을 닫아야 한다. 주

이와 함께 상업 영화의 배급구조에서 크게 흥행하진 못했으나, 다시금 주목하고 이야기 해보아야 할 개봉작들을 초청하였다.

망라했다.

742 HYU6 7/20 20:00 GV

Inspired by Christopher Nolan, members of a movie viewing club
decide to make a movie. They shoot the whole process and record
it for a limited edition DVD. It is a super hero movie called The Dark
Night.

한 장르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작품들을 찾고자 했다. 선혈이 낭자하는 스플래터 무비와 섹스코미디, 뮤지컬에 이르

베니스비엔날레미술전에서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은사자상을 수상했던 임흥순 감독의 픽션과 논픽션, 판타지가 뒤섞인 아름

521 BST3 7/18 14:00 GV

'Dark Night!' 꿈만은 원대한 할리우드 키드들의 영화를 향한 포복절도할
고군분투기. 감독의 단편 <회상, 어둔 밤>의 장편 버전이다.

서는 이미 한국 주류영화의 흐름 속에 들어 왔지만 여전히 몇몇 한정된 장르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그 안팎에서 여전히 다양

르: 블랙 브라운> 등은 코미디에서 호러, 스릴러, 액션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를 만나는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다. 또한 2015년

315 HYU3 7/16 13:00 GV

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를 만들기로 한다. 이름하여 ‘어둔 밤’, 그러니까

확대하여 경쟁부문 외에 비경쟁 초청부문을 신설하고, 보다 다양한 장르와 내용의 작품을 대거 소개할 예정이다. 경쟁부문에

화제를 모았던 본격 여성 액션영화 <악녀>, 커피 금지령이 내려진 세상에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여성이 주인공인 <커피 느와

Korea | 2017 | 117min | WP | ⑮
심찬양
SHIM Chanyang

영화감상 동아리 '리그 오브 쉐도우' 멤버들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같

지난해 한국 장르영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응원하기 위해 신설된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부문. 올해부터는 그 편수와 범위를

의 위기를 코미디 장르로 풀어낸 장편 애니메이션 <반도에 살어리랏다>, 그리고 올해 칸영화제 미드나잇스크리닝에 초청되어

Korean Fantastic: Features –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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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에 살어리랏다

I'll Just Live in Bando

Korea | 2017 | 85min | AP | ⑮
이용선
LEE Yongsun

327 HYU3 7/16 16:00 GV
641 HYU3 7/19 20:00

악녀

The Villainess

Outdoor Begins

어린 시절부터 킬러로 길러져 국가 비밀조직의 살인병기가 된 여성의 삶
과 복수를 그린 영화. 한국 영화에서는 드물게 시도되는 본격 여성 액션영

3천만원의 초저예산으로 제작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부조리한 사회를

화로, 일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도입부부터 마지막까지 강렬한 에너지와

향한 짙은 풍자와 저예산의 한계를 극복한 재치 넘치는 연출이 돋보인다.

날것의 액션으로 내달린다. 2017 칸영화제 미드나잇스크리닝 초청작.

2017 안시애니메이션영화제 초청작.

The film follows the tragic life of a woman raised to become a killer
for the country. She starts taking revenge. Selected for Midnight
Screening section of the Cannes Film Festival.

Korea | 2017 | 92min | KP | ⑱
임진승
LIM Jinseung

136 HYU3 7/14 20:00 GV
526 HYU3 7/18 17:00 GV
729 HYU7 7/20 17:00 GV

한 살인극을 피 튀기는 스플래터 호러와 섹스코미디, 뮤지컬에 이르는 다
양한 장르로 풀어낸 저예산 장편. 공포와 황당한 웃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배우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열연이 인상적이다.

Brutal killings occurs at the campsite over a cursed mask. From
horror and sex comedy to musical, Outdoor Begins attracts the
audience covering all kinds of genres.

Play of Hostage

Korea | 2017 | 115min | WP | ⑱
채승철
CHE Seungchul

220 BST1 7/15 13:00 GV
430 HYU7 7/17 17:00 GV
623 BST5 7/19 14:00 GV

한 남자가 은행에 들어와 싸구려 빗을 판다. 다른 날, 빗 대신 권총을 들고
온 남자는 은행강도로 돌변하고 직원과 손님들은 인질이 된다. 하지만 어
쩐 일인지 인질을 잡고 있는 범인은 그가 아닌 대부계 과장이다. 은행강도
와 인질과 인질범, 그들에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A man walks into the bank and sells the cheap comb. On another day,
man grabs a gun instead of the comb and threatens people. But oddly,
a manager of the bank is holding hostages with him together.

려행

Ryeohaeng

Korea | 2016 | 86min | WP | Ⓖ
임흥순
IM Heung-soon

241 HYU3 7/15 18:30 GV
514 HYU3 7/18 14:00

가깝지만 갈 수 없는 곳. 북한을 탈출해 이곳 서울에 도착하기까지 탈북
여성들의 과거와 현재의 여정을 픽션, 판타지가 뒤섞인 독특한 형식으로
그린 시(詩)적 다큐멘터리. 2015년 한국 최초로 베니스비엔날레미술전에
서 은사자장을 수상한 <위로공단> 임흥순 감독의 신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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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912 BST3 7/22 14:00 GV

행운이 동시에 찾아오지만, 정의와 현실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다.

캠핑장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저주받은 가면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잔혹

인질의 극

415 HYU3 7/17 14:00

아무도 써주지 않는 중년 배우 오준구. 드라마 오디션과 교수 자리 제안의

Nobody has any interest in an actor Oh Jun-gu. One day, he’s been
offered a job as a professor and an audition for drama. And he is
standing at the crossroad of justice and reality.

아웃도어 비긴즈

Korea | 2017 | 129min | ⑱
정병길
JUNG Byung-gil

A group of women climbs a summer mountain situated in South
Korea . They are refugees who have settled into South Korean
society after fleeing from North Korea . For them , climbing the
mountains has been an unavoidable journey for survival - a matter
of life and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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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 초청
공범자들

Criminal Conspiracy

Korean Fantastic: Features

Korea | 2017 | 120min | WP | ⑮
최승호
CHOI Seung-ho

어느날
256 HYU4 7/15 20:30 GV

One Day

워있는 자신을 보게 된 미소. 미소는 유일하게 자신을 보는 강수에게 마지
막 소원을 들어달라 한다. 다른 세계에 속한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사랑
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방법을 배워간다.

Miso sees herself in a comatose state after a car accident. She asks
her husband Gangsoo, the only person who can see her, to grant
her last wish. The two people learn how to love and how to say
goodbye.

Choi Seong-ho’s new documentary film. Public Broadcasting has
changed over the last ten years and now it is on the wrong track.

355 HYU3 7/16 20:30 GV
603 HYU4 7/19 11:00

가려진 시간

Vanishing Time: A Boy Who Returned

있을지도 모른다.

One day, a boy disappeared and returns as an adult. There is just
one girl who believes him. The film combines a crime plot with
fantasy. Maybe there kids out there who are still trying to come
back home.

The members of the Jin Entertainment are struggling for protecting
their star. The 12 episodes of the web drama series will be screened
at once for this showing.

209 BST2 7/15 10:30
606 HYU7 7/19 11:00

대호는 3년 전 일어났던 아들의 납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꿈을 통해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 범인을 추적한다. ‘자각몽’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미
스터리 스릴러와 연결한 신선한 발상, 꿈과 현실을 오가는 구조, 초반 극
적 긴장감이 돋보이는 김준성 감독의 장편 데뷔작.

Journalist Dae-ho, a specialist that uncovers corruption scandals
involving conglomerates, chases his son’s abductor through lucid
dreaming.

Moo-hyun, Tale of Two Cities – Final Cut

Korea | 2017 | 130min | WP | ⑮
전인환
JEON Inhwan

231 HYU5 7/15 15:30 GV
368 LS

7/16 20:30

653 OA

7/19 20:00

두 개의 도시, 두 명의 무현. 故 노무현 대통령과 그에 관한 시사만화를 그
렸고, 2016년 여수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백무현의 이야
기. 영화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꿈꿨던 이들에 관
해 말한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미공개 인터뷰 등 새로운 장면을 포함해
재편집한 버전으로 BIFAN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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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Stories about the late President Roh Moo-hyun and Baek Moo-hyun
- a man who once lost a congressional election - are intersecting and
touching each other. This documentary tells a story about two men that
dreamed about living in a country where the people come first.

7/16 15:30

404 HYU4 7/17 11:00

간이 가려진 채 멈춰진 세상. 그곳에서 아이들은 여전히 돌아오려 애쓰고

을 최초 상영한다.

무현, 두 도시 이야기: Final Cut

7/15 13:00 GV

338 OA

머 오랫동안 모두를 무겁게 누르던 ‘세월호’에 관한 기억을 소환시킨다. 시

고 있는 윤성호 감독의 신작으로, 웹으로 공개된 12부작을 묶은 극장 버전

Lucid Dream

213 CH

‘아동유괴’라는 범죄물과 판타지 장르를 결합시킨 이 영화는 장르의 틀 너

버들의 고군분투기를 그린 웹시트콤. 웹드라마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

Korea | 2016 | 101min | IP | ⑮
김준성
KIM Joon-sung

Korea | 2016 | 129min | ⑫
엄태화
UM Tae-hwa

어느 날 사라졌다가 어른이 되어 나타난 소년과 그를 유일하게 믿는 소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소속 스타를 지키기 위한 영세 기획사 진엔터 멤

루시드 드림

7/17 17:00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은 보험회사 과장 강수. 교통사고 후 혼수상태로 누

뷰를 통해 고발하는 강렬한 다큐멘터리로, 세계 최초로 공개된다.

Green Fever

426 CH

7/18 17:00

져버린 한국 공영방송의 지난 시간과 그 주범들을 자료 화면과 관련 인터

Korea | 2017 | 110min | WP | ⑫
윤성호
YOON Seong-ho

104 BST5 7/14 11:00

1025 BST2 7/23 20:00

538 OA

<자백>을 만든 최승호 감독의 신작.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완전히 달라

내일부터 우리는

Korea | 2017 | 114min | IP | ⑮
이윤기
LEE Yoo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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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1

⑮ 121 HYU3 7/14 17:00 GV
725 HYU3 7/20 17:00 GV

Korean Fantastic: Shorts 1
낙진

Down Fall

1009 FC

7/23 14:00

Korea | 2017 | 30min | IP
권혁준
KWON Hyukjun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로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양강. 기영은 방사능에
오염된 양강의 흙을 인근 도시 공사장에 몰래 팔아가며 살아간다. 오염된
땅에서의 탈출을 꿈꾸며 생존을 위해 선택지 없이 걸어가는 지친 청년들
은 지금을 사는 세대에 관한 초상이다.

Yanggang -myeon becomes an abandoned area after a nuclear
accident. Ki-young manages to survive by selling radioactive soil.

그 카페

The Café

Korea | 2017 | 9min | WP
김아영
KIM A-young

가족을 위해 여름 쓰레기 공장에 취직한 소녀. 그곳의 사람들은 열심히 돈

지난해 새롭게 신설된 한국 단편 경쟁부문인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올해에는 총 816편의 한국 단편이 출품되어 치

을 모아 겨울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 오염된 지

열한 경합을 벌였다. 영화감독 김태희, 영화평론가 김형석, 서울국제초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손광수 3인의 예심위

구에서의 고달픈 삶. 소중한 사람을 잃고 마지막 절실한 소망마저 짓밟힌

박해지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다양한 스타일과 영화적 재미, 관객과의 교감을 놓치지 않고자 한 작품들을 선정하는

Twenty-year old ‘Ga,’ who is the eldest daughter of her family,
gets a job at a waste disposal plant. After the sudden death of a
significant person in her life, Ga goes to a café alone.

원이 전 작품을 세심하게 살폈으며 오랜 회의를 거쳐 총 8편의 경쟁작을 선정했다.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갈수록 각

주인공에게 ‘그 카페’는 위안을 준다.

데 예심위원들의 의견이 모였다. 군대와 같은 사회적 공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혹은 스스로
에 대한 고찰을 다룬 <가해자>와 <손의 무게>, <진동>, 붕괴된 가족과 위기의 아버지를 다룬 황당무계하고도 신선한

접근 <오징어>, ‘학교괴담’의 모든 요소를 훌륭하게 버무린 <전학생>, 오래된 사랑과 현재의 삶을 직시하는 청춘들의
진솔한 고백 <퍼펙트 마라톤>,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한 예견을 통해 현재의 고단한 삶을 바라본 <낙진>과 애니메

이션 <그 카페>까지 총 8편의 작품들이 그 주인공이다. 사회드라마에서 호러, 코미디, SF와 애니메이션까지, 그 문제
의식만큼이나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이 올해 BIFAN을 찾는 관객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학생

A Transfer Student

시라는 전학생 예림을 질투하여 학교에 나쁜 소문을 퍼뜨린다. 소문은 삽
시간에 퍼져 나가지만 시라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진다. 여학

This year, a total of 816 Korean short films competed for the Korean Fantastic: Shorts, a section that

교를 떠도는 괴담과 소문, 질투와 저주 같은 익숙한 장르적 장치들의 노련

was established last year. Three primary jury members including Director Kim Taehee, film critic Kim

한 조율이 돋보이는 공포 영화.

Hyungseok, and Son Kwangsoo - the programmer for the International Extreme-Short Image & Film

Si-ra is jealous of Ye-rim and spreads a nasty rumor about her
in school. This horror film handles themes about gossip, ghosts,
curses, and jealousy with ease.

Festival - thoroughly examined all movies submitted and came up with eight finalists for the competition

after a long debate. The films that the jury focused on portrayed diverse societal problems and expressed
the raw reality of the heartless world. These films did so while delivering a diverse theatrical style and
communicating with the audience. Eight films are featured in this section, including: The Offender , a film

that deals with the violence and self-reflection in social settings like the military and human relationships;

Squid , a silly and ingenious approach in depicting a broken family and a father in crisis; A Transfer

Korea | 2017 | 23min | WP
전희욱
CHUN Hee-wook

퍼펙트 마라톤

Perfect Marathon

Korea | 2016 | 28min | IP
박윤진
PARK Yunjin

사귄 지 1000일 된 커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이별을 위해 마

Student , a horror story set in a school which contains every element of such a school series; Perfect

라톤 대회에 참가한다. 지금을 사는 청춘들이 전하는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

Marathon , a truthful confession from youngsters looking at their past loves as well as their current lives;

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그들이 말하는 진실과 거짓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the animated film The Café . Two other films titled Weight of the Hand and Vibration are also films in

A couple have been dating for 1000 days, like a long marathon. And
they are going to break up now. A documentary about young lovers.

Down Fall , a film looking at present suffering through the lens of the prophecy of a dystopic future; and

이 시대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this section. Films encompassing many styles and genres ranging from social drama, horror, comedy,
sci-fi, and animation, are waiting for the audiences at BIFAN this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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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antastic: Shorts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2

⑮ 111 HYU6 7/14 14:00 GV
720 BST3 7/20 14:00 GV

Korean Fantastic: Shorts 2
진동

Vibration

927 BST4 7/22 20:00

Korea | 2016 | 14min
조바른
JO Bareun

중국인 이민자 왕노인은 아내의 죽음 이후 외롭고 적적한 나날을 보낸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내의 방에서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발견하면서 그
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다. 대사 한 마디 없이 진동음으로만
채워진 러닝 타임은 간결하고 무시무시한 동시에 감동적이다.

After his wife’s death, Wang is left all alone. While he disposes of
her belongings, he finds something special. A secret of his dead
wife strikes him to his very core.

가해자

The Offender

Korea | 2017 | 19min | WP
김현일
KIM Hyun-il

동성애 혐의로 영창을 다녀온 승민은 부대원들의 멸시에 시달린다. 자신
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혼혈 후임병에게 동질감을 느끼지만 현실은 그들에
게 대립만을 강요한다. 명령과 복종, 획일적인 가치만이 존재하는 군대에
서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절망에 관한 묵직한 고찰.

Seung-min was suspected of being homosexual and scorned by all.
He identifies with a junior soldier, Yoon-ha. In the army, minorities
suffer from the violence.

오징어

Korea | 2016 | 23min | KP
이상학 LEE Sanghak

Squid

선주는 아들, 딸과 함께 바다로 떠나는 중이다. 가족간의 폭로와 언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름마저 바닥나고 차까지 멈춰 선다. 최악의 하루, 그
끝에서 그들은 또 다른 가족의 모습을 만난다. ‘한국 중년 남성의 위기’라
는 조금은 진부한 소재를 신선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하게 포착한 코미디.

Sun-ju is going to the beach with her daughter and son. Their car
suddenly runs out of gas and stops while the family is arguing with
each other. At the end, the family members see a new side to their
family. Worst day ever!

손의 무게

Weight of the Hand

Korea | 2017 | 33min | WP
이수아
LEE Sooah

육교 아래로 몸을 던진 여고생. 남자친구가 그 모습을 목격한다. 무엇이
소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일까. 거머쥔 두 손의 무게는 사랑의 무게일
까, 사랑이라는 이름의 상처일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고통의 기
억을 추억으로 포장하며 살아간다.

A high school girl falls from a pedestrian overpass and dies while
her boyfriend witnesses everything that happ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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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Fantastic: Shorts

월드 판타스틱 레드

#놀람주의
#Screamers

USA | 2016 | 85min | AP | ⑮
딘 매튜 로날즈
Dean Matthew RONALDS

362 BST3 7/16 20:30 GV
508 BST1 7/18 11:00
1020 BST4 7/23 17:00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무서운 영상에 오래전 실종됐던 여성이 출연
하자 인터넷 업체는 영상을 수사하기로 한다. 곧 수사가 시작되고 영상에
출연했던 인물의 비밀이 드러나자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World Fantastic Red

못하는데...

When an internet company decides to investigate a series of
'Screamer' videos that seem to be starring a missing woman from
a decade ago, they are confronted with havoc and hell they could
never have expected from a figure that is the featured ‘Screamer.’

고양이처럼

Are We Not Cats

USA | 2016 | 78min | AP | ⑱
산더 로빈
Xander ROBIN

224 BST5 7/15 13:00
634 BST4 7/19 17:00
1017 BST1 7/23 17:00

하룻밤 사이에 직장과 여자친구를 모두 잃고 새 출발을 다짐한 남자가 있

전 세계 판타스틱 영화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19회까지의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는 작년 20회 영화제의 섹션 재편

다. 그의 계획은 자신만이 가진 은밀한 습관을 공유하고 있는 한 여자를

컬러를 직관적으로 레드와 블루로 구분한 것이다. 월드 판타스틱 레드는 피튀기는 액션, 소름 돋는 호러, 심장이 쫄깃

무엇일까?

작업을 통해 두 개의 컬러로 구분되었다. 이는 관객들이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판타스틱 영화의 장르 및 톤과

만나면서 흥미로운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들의 비밀스러운 습관은 과연

한 스릴러들이 포진한 장르영화 마니아들을 위한 섹션이다.

After losing his job, girlfriend, and apartment in a single day, a young
man attempts to restart his life, but is diverted when he meets a
woman who shares his strangest habit; an inclination for eating hair.

리얼리티 TV 스태프의 괴물 인터뷰기 <몬스터 프로젝트>의 월드 프리미어를 비롯하여, 채식주의자 자매가 고기 맛을

보게 되면서 벌어지는 파국을 그려 칸과 토론토 관객을 경악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로우>, 신원불명의 젊은 여성의
사체를 둘러싼 충격적인 비밀을 그린 <제인 도>, 처형된 죄수의 원혼이 부른 싸이코 살인마 이야기 <싸이코패스>, 인

간을 기계 괴물로 바꿔버리는 외계인에 맞서 싸우는 중년 남자의 스플래터 호러 <미트볼 머신: 고도쿠>, 인육을 먹고
사는 구울과 인간의 양립 가능성이란 질문을 던지며 아오이 유우의 새로운 면을 보여 주는 <도쿄 구울>, 캄보디아에

서 찾아온 열혈 액션 <제일브레이크> 등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버릴 31편의 화제작과 신작들을 초청 상영한다. 월드
판타스틱 레드 부문의 아시아 영화를 대상으로 EFFFF 심사위원단이 EFFFF 아시아 영화상을 시상한다.

제인 도

The Autopsy of Jane Doe

UK, USA | 2016 | 86min | KP | ⑱
안드레 외브레달
André ØVREDAL

134 CH

7/14 21:00

646 BST1 7/19 20:00
926 BST3 7/22 20:00

시체 부검소를 운영하는 부자는 사망 경위가 불분명한 여자 시체의 부검
을 의뢰받는다. 젊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체는 깨끗해 보이는 외관과

World Fantastic Cinema, which displayed a panorama of fantastic films from all around the world up

는 다르게 해부를 할수록 기이한 내상들이 발견된다. 그들은 사체가 지닌

audience to make a decision, films are divided into Red and Blue depending on the genre, tone, and the

Cox and Hirsch play father and son coroners who receive a mysterious
homicide victim with no apparent cause of death. As they attempt
to identify the beautiful young ‘Jane Doe’ they discover increasingly
bizarre clues that hold the key to her terrifying secrets.

비밀에 접근할수록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히는데…

until the 19th film festival, was divided into two sections at the 20th edition. To make it easier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lms. World Fantastic Red is a section for those who love blood-spattering action,
creepy horror, and heart-pumping thriller films.

Not only will The Monster Project - an interview of a monster by a reality TV staff - be making a world

premiere, but 31 new and popular films will be shown. These include Raw , the film about vegetarian

sisters who get a taste of meat and end up coming to ruins that shocked the audiences in Cannes and
Toronto; The Autopsy of Jane Doe , a film about the shocking secret about the body of an unidentified
young woman; Psychopaths , the story about a psycho killer and the vindictive spirit of an executed

배드 블랙

Bad Black

Uganda | 2016 | 68min | AP | Ⓖ
나브와나 I.G.G.
Nabwana I.G.G.

129 BST4 7/14 17:00 GV
411 BST4 7/17 11:00 GV
914 BST5 7/22 14:00

2015년 <누가 캡틴 알렉스를 죽였나>가 전 세계에 배급되면서 화려하게

prisoner; Meatball Machine: Kodoku , the splatter horror film about a middle-aged man that fights

이름을 알린 나브와나 I.G.G. 감독이 <배드 블랙>으로 돌아왔다! 카체이싱,

against an alien that turns humans into monster machines; Tokyo Ghoul , that questions the possibility of

무협, 액션과 CG 장면까지 써가며 각종 장르를 맥락 없이 넘나든다. 묘한
쾌감과 웃음을 선사하는 근본을 찾기 힘든 코믹 잡종 액션 영화.

blooded action film from Cambodia to scare the summer heat away. The EFFFF jury members will be

Shot over 5 years in the slums of Uganda with a budget of $65, this
movie is an action love story about a hapless American doctor who
becomes the Schwarzenegger of Uganda.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ghouls while showing off a novel side of Aoi Yu; and Jailbreak , a hot-

awarding the European Fantastic Film Festivals Federation (EFFFF) Asian Film Award to one of the Asian
films in World Fantastic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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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Fantastic Red

Better Watch Out
Better Watch Out

Australia, USA | 2016 | 85min | AP | ⑱
크리스 페코버
Chris PECKOVER

234 BST1 7/15 16:00
530 HYU7 7/18 17:00

크리스마스이브, 교외의 한 주택. 베이비시터와 아이만 남아있는 집으로

버드샷

Birdshot

체리 리턴즈 那年夏天你去了哪裡
Cherry Returns

먹거나 먹히거나
Dog Eat Dog

끊지마
Don't Hang Up

월드 판타스틱 레드

363 BST4 7/16 20:30 GV
417 HYU5 7/17 14:00
811 BST1 7/21 17:00

아무에게나 장난 전화를 걸고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브래디와 샘, 모

누군가 침입한다. 하지만 그녀는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로 정신이 팔려있

슬리. 어느 날 그들은 자신에게 걸려온 장난 전화를 받게 되고, 이 전화를

다.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장르 영화의 관습을 잘 이용한 엔터테

끊으면 처참한 일들이 벌어질 것임을 곧 깨닫는다. 함부로 장난 전화를 걸

이닝한 호러 영화.

면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과 함께.

On a quiet suburban street, a babysitter must defend a twelve-yearold boy from intruders, only to discover it's far from a normal home
invasion, or is it a home invasion after all? A cynic black comedy
that is a mixture of Home Alone and Funny Games .

Brady, Sam, and Mosley like to make prank calls to unsuspecting
victims and post videos of them online for maximum humiliation.
Soon they find themselves on the other side of a call, and the
evening turns increasingly bloody as their unknown assailant ramps
up a prank of their own.

Philippines, Qatar | 2016 | 116min | KP | ⑮ 244 HYU7 7/15 18:00
518 HYU7 7/18 14:00 GV
미카일 레드
Mikhail RED
903 BST1 7/22 11:00

패셔니스타
Fashionista

USA | 2016 | 110min | AP | ⑱
사이먼 럼리
Simon RUMLEY

335 BST5 7/16 15:30
821 BST5 7/21 20:00

농부의 딸 마야는 삼림보호구역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필리핀 독수리를 의

텍사스에서 남편과 함께 중고 의류 숍을 운영하는 에이프릴은 남편의 외

도치 않게 죽인다. 경찰이 야생동물의 죽음을 파헤쳐 갈수록 숨겨진 사실

도를 발견하고 분노에 휩싸인다. 그녀는 판매할 옷을 불태우고 근사한 외

들이 점점 더 드러나는데...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박력 있는 연출로 충격

모의 남자와 바람도 피우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는 분노는 옷을 향한 기이

적인 사회적 이슈를 드러낸 미카일 레드 감독의 두 번째 장편.

한 집착으로 발전한다.

Maya, farmer’s daughter, mistakenly shoots and kills a critically
endangered and protected Philippine Eagle. As local authorities
begin the investigation, they discover horrific crimes…

A woman co-owns a vintage clothing store in Austin, Texas with
her husband. When she discovers he is having an affair, she has
an affair herself with a suave, mysterious pick-up from a bar, who
turns out to be way more dangerous than she ever bargained for.

Hong Kong, China | 2017 | 89min | KP | ⑮ 203 HYU3 7/15 10:30
451 SH
7/17 20:00
주준 周隼
Chris CHOW
649 BST4 7/19 20:00

일로순풍 一路順風
Godspeed

Taiwan | 2016 | 112min | KP | ⑮
청몽홍 鍾孟宏
CHUNG Mong-Hong

229 HYU3 7/15 16:00
627 HYU4 7/19 17:00
722 BST5 7/20 14:00

유괴된 후 10년간 사라졌던 체리가 돌아온다. 그리고 사건에 얽힌 사람들

나도우는 고액의 아르바이트에 맛을 들였는데 그건 바로 한 명의 고객을 위

이 하나둘 죽어간다. 체리를 납치한 범인은 누구이며, 연쇄 살인범은 과연

한 스페셜 택배. 택시를 타고 배달을 하던 어느 날, 손님에 대해 지나치게 관

누구일까. 10년의 시차를 두고 벌어진 사건은 한 가족을 비극의 소용돌이

심이 많은 택시기사와 단지 택배 알바일뿐인 그는 배신과 암투가 얽힌 마

로 밀어 넣는다.

약 거래에 엮이게 된다. 인간적인 캐릭터 묘사가 돋보이는 새로운 스타일

Cherry is found by police 10 years after being kidnapped. But her
reappearance leads to a series of suspicious murders and the discovery
of a long-hidden secret.

의 갱스터 무비.

USA | 2016 | 93min | AP | ⑱
폴 슈레이더
Paul SCHRADER

359 HYU7 7/16 21:00
439 CH

7/17 20:00

1012 BST3 7/23 14:00

Na Dow is a private courier. One day, he delivers a simple package
to a close friend of his boss, but this ‘simple’ mission turns out to be
much more complicated and dangerous than he thought…

해피 헌팅

Happy Hunting

USA | 2017 | 92min | AP | ⑱
조 디이츠, 루이 깁슨
Joe DIETSCH, Louie GIBSON

116 BST4 7/14 14:00 GV
344 HYU7 7/16 18:30 GV
817 BST1 7/21 20:00

감옥에서 갓 출소한 트로이와 디젤, 매드독.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싶은 그

알코올 중독자 떠돌이 워렌은 궁핍한 베드포드 지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들에게 납치 청부 의뢰가 들어오고, 그들은 이 건을 마지막으로 범죄에서

운이 나쁘게도 이 지역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고급 취미생활(?)을 위해

손 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일에 착수한다. <택시 드라이버>와 <성난 황소>

부랑자들을 모으던 중이었는데… 그는 마을에서 무사히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의 각본가로 명성을 떨친 폴 슈레이더의 신작.

Warren is an alcoholic drifter on his way down to Mexico, when he
becomes stranded in Bedford Flats, an impoverished dust bowl.
Unfortunately for Warren, it turns out that the town’s pastime is
rounding up drifters and hunting them as part of an elaborate
sporting event.

Three men are out of prison and now have the task of adapting
themselves to civilian life. Troy, the leader seeks a simple clean life;
Diesel misses his crime days; Mad Dog is possessed by true demons
within. They will do one last job together.
68

USA | 2016 | 83min | AP | ⑱
알렉시스 바이스브레트, 데미안 메이스
Alexis WAJSBROT, Damien M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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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자들

The Heretics

Canada | 2017 | 87min | AP | ⑱
챠드 아치발
Chad ARCHIBALD

211 BST4 7/15 10:30
448 BST4 7/17 20:00
928 BST5 7/22 20:00

어쩌다 암살클럽
Kills on Wheels

Hypersomnia

Jailbreak

Kfc

졸리카와 바바는 만화를 공동 창작하며 일상을 보내는 20대 청년이다. 장
애를 안고 사는 그들은 하체가 마비되어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전직 소방

살아남은 한 신도에게 납치를 당하고, 그는 그녀의 안에서 악마의 씨앗이

관 루파조프를 만나고 강인한 그의 모습에 매혹된다. 하지만 세르비아 갱

자라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단으로부터 암살 의뢰를 받은 루파조프는 두 소년을 가담시키는데… 그
끝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

Argentina | 2016 | 82min | AP | ⑱
가브리엘 그리에코
Gabriel GRIECO

236 BST3 7/15 15:30 GV
343 HYU6 7/16 18:00 GV
1027 BST4 7/23 20:00

Two disabled teenagers team up for a living. They meet a wheelchaired
hitman and attracted to his tough outfit. The director was inspired
from his own experiences as a volunteer for the disabled.

보돔호수 캠핑괴담
Lake Bodom

월드 판타스틱 레드

445 BST1 7/17 20:00 GV
528 HYU5 7/18 17:00 GV

노라와 이다는 동급생 아테와 엘리아스를 따라 캠핑에 나선다. 그들이 텐

허설 도중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 밀레나는 인신매매 소굴에 납치

트를 친 장소는 다름 아닌 1960년 네 명의 십대들이 잔인하게 난자당한

되어 끔찍한 학대와 고문을 당한다. 연기와 꿈, 현실이 계속 자리바꿈하는

보돔호수. 캠핑괴담으로 전해 내려온 이 미제 사건의 실제 장소로 캠핑을

가운데, 밀레나의 공포와 절망은 점점 현실로 다가온다.

온 그들은 한 명씩 살해당하는데… 흔한 슬래셔 영화의 공식같다고 생각
하는 순간, 사건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Cambodia | 2016 | 92min | KP | ⑮
지미 헨더슨
Jimmy HENDERSON

233 HYU7 7/15 15:00 GV
347 BST3 7/16 18:00 GV
1006 BST4 7/23 11:00

Four teenagers were stabbed to death while sleeping in their tent
at Lake Bodom in 1960. Now, a group of teenagers arrives at the
same campsite, hoping to solve the murder by reconstructing it
minute by minute.

관종

Like Me

USA | 2017 | 84min | IP | ⑱
로버트 모클러
Robert MOCKLER

331 BST1 7/16 15:30
616 HYU5 7/19 14:00
806 BST1 7/21 14:00

암살 위협을 받고 있는 범죄자를 다른 감옥으로 옮기는 단순한 임무를 맡

키야는 사람들의 관심이 고프다. 그녀는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 찍은 비디

은 경찰 특수부대원. 하지만 잠시 머물던 감옥에서 죄수들이 폭동을 일으
켜 모든 것을 장악하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다. 게다가 그를 살해하려는

오를 SNS에 올려 일약 스타가 되고, 우쭐해진 그녀는 선을 넘는 상황을
연출하기에 이른다. 감각적인 화면 속 극단으로 치닫는 주인공의 심리가

여성 범죄조직원들까지 들어오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된다.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

Four Special Task Force Officers are sent to the notorious prison to
escort a criminal, but this simple mission will turn into chaos as the
prisoners take over the prison. Trapped in the building, our heroes
have to fight for survival, or die trying.

A reckless loner, desperate for human connection, sets out on
a crime spree that she broadcasts on social media. Her reality
quickly splinters into a surreal nightmare as her exploits spiral out
of control. An off-beat, cynic commentary of today’s SNS-based
culture.

366 SH

7/16 20:30

419 HYU7 7/17 14:00
650 BST5 7/19 20:00 GV

잃어버린 형제

The Lost Brother

하노이를 배경으로 식인을 일삼는 일가족의 범죄 행각이 그려진다. 거리

70

Finland | 2016 | 85min | AP | ⑫
타넬리 무스토넨
Taneli MUSTONEN

연기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여배우 밀레나는 연극의 주연을 맡게 된다. 리

Vietnam | 2016 | 68min | KP | ⑱
레빈장
LE Binh Giang

Kfc

746 BST3 7/20 20:00

신도들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다. 몇 년 후, 십대가 된 글로리아는

Milena is chosen as the starring actress. When Milena begins to
work on the play, something strange begins to happen to her. What
is initially believed to be a sleep disorder, slowly will become a
hidden truth.

제일브레이크

307 HYU7 7/16 10:30

악마 숭배자들에게 납치된 글로리아는 눈을 뜨자 목을 베인 채 죽어있는

A cult kidnaps a young girl and sacrifices themselves by the locust
moon. The girl awakes, surrounded by corpses. Years later, the
locust moon rises again and the girl is captured by a surviving cult
member, informing her that a demon has been growing inside all
these years.

하이퍼솜니아

Hungary | 2016 | 105min | KP | ⑫
아틸라 틸
Attila TILL

Argentina, Uruguay, Spain, France |
2017 | 112min | AP | ⑱
이스라엘 아드리안 카에타노 Israel Adrián CAETANO

113 BST1 7/14 14:00
322 BST4 7/16 13:00
750 SH

7/20 20:00

백수로 살아가던 세타르티는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깡촌 라파치토로

에서 사람을 납치하여 해부하고, 식인을 하는 의사가 있다. 의사의 아들은

온다. 마을 유지로 행세하는 두아르테는 보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거리에서 만난 아이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 식인을 하며

해주겠다며 세타르티에게 접근하고 둘은 어두운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

잔인한 범죄를 자행하는 동료가 된다.

러나 두아르테는 작은 마을의 무법자, 세상 나쁜 악당 중의 악당이었다.

Vu wanted to kill Map to avenge his girlfriend who was killed in a
tragic car accident and raped when she was dead. The rapist and
killer was Map’s father, but there was a another mastermind behind
the whole incident.

Cetarti travels to Lapachito, a solitary town in the Chaco province. At
Lapachito, he meets Duarte and forms a strange alliance to process
and cash the insurance money. That place with no law, he becomes
entangled in Duarte’s shady business.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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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트볼 머신: 고도쿠
Meatball Machine: Kodoku

Japan | 2017 | 100min | AP | ⑱
니시무라 요시히로
NISHIMURA Yoshihiro

137

HYU4 7/14 20:00 GV

269

CH

7/15 24:00

싸이코패스

Psychopaths

몬스터 프로젝트

The Monster Project

Prevenge

72

월드 판타스틱 레드

BST5 7/20 17:00

7/15 24:00

1005 BST3 7/23 11:00

생명체가 나타난다. 암에 걸려 자포자기했던 중년의 샐러리맨은 암세포가

그의 저주 때문일까, 그의 죽음 후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살인마로 돌

기생충을 죽이는 바람에 돌연변이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유지하게

변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한다. 강렬한 록 사운드와 곳곳에 녹아 있는 B급
영화의 오마주가 70년대 호러 영화의 무드를 멋지게 재현한다.

India | 2016 | 106min | KP | ⑮
샥티 사운더 라잔
Shakti Soundar RAJAN

255 HYU3 7/15 21:00
718 BST1 7/20 14:00
1028 BST5 7/23 20:00

At his execution, a serial killer curses of violent chaos his death
will bring. Soon we see psycho killers with grotesque masks; an
escaped crazy woman living in a 1950s fantasy world; a would-be
victim who is more than a match for her attacker; and a sleezy cop
looking for them all.

로우

France | 2016 | 99min | KP | ⑱
줄리아 뒤쿠르노
Julia DUCOURNAU

Raw

150 CH

7/14 24:00

353 CH

7/16 20:30

인도에서 좀비가 나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을

7/23 17:00
부모와 언니까지 가족 모두가 채식주의자인 저스틴은 언니 알렉스가 다니

지키기 위해 악전고투하는 상황은 똑같지만, 인도 영화에서 뮤지컬이 빠

는 대학교의 수의학과에 입학한다. 억지로 동물의 내장을 먹어야만 하는

질 수 없다. 뮤지컬과 멜로 영화, 가족 영화, 액션 영화에 좀비가 등장하는,

혹독한 신고식 이후 저스틴은 자신도 모르게 고기에 대한 강렬한 식욕을

신기하지만 그럴듯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느끼게 되는데… 칸과 토론토의 관객들을 경악과 충격에 빠뜨렸던 감독의

What would happen if zombies went on the attack in India ?
Musicals are essential to Indian films; even for one that is about a
desperate struggle to save family and loved ones. A romantic action
movie about families that features a novel, and yet plausible story
involving zombies.

피에 젖은 데뷔작.

USA | 2017 | 103min | WP | ⑱
빅터 마티유
Victor MATHIEU

105 SS

7/14 11:00

257 HYU5 7/15 20:00 GV
810 BST5 7/21 14:00

1015 CH

Everyone in Justine's family - including Justine herself - is a vegetarian.
When Justine undergoes a carnivorous hazing ritual at vet school,
an unbidden taste for meat begins to grow in her.

리플레이스
Replace

Germany, Canada | 2017 | 101min | AP | ⑱ 145 BST5 7/14 20:00 GV
630 HYU7 7/19 17:00
노버트 킬
Norbert KEIL
813 BST3 7/21 17:00

마약 중독자였던 브라이언은 친구들과 다큐멘터리를 기획한다. 그들은 악

젊고 아름다운 키라는 희귀한 병으로 피부가 급속히 노화되고 바스러지기

령이 머무는 낡은 집에서 자신이 몬스터라고 주장하는 세 인물을 인터뷰

시작한다.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그녀는 다른 사람의 피부로 대체할 수

하기로 한다. 곧 카메라가 켜지고 그들이 목격한 건 현실의 그것이 아니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그것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는데… 카메라 속 차원이 다른 공포가 스크린을 엄습한다.

Young and beautiful Kira is afflicted with a strange disease: her
skin starts to age rapidly, dry out and crumble away. When she
discovers that she can replace her own skin with somebody else's,
she chooses to do so under any given circumstances.

A recovering drug addict takes a job with a documentary crew who
plans to interview three subjects who claim to be real life monsters.
What he and the crew experience are like nothing of this world and
they must fight for survival.

프리벤지

CH

734

사형 전 소름 끼치는 저주를 퍼붓고 죽음을 맞이한 희대의 살인마 래리.

Mysterious objects invade the earth. They attach as parasites to
human beings and change them to hideous monsters (Necro-borg).
The Necro-borg fights each other until one dies. Yuji and Kaoru get
caught up in this horrific battle. What will their fate be?

Miruthan

269

인간의 몸에 들어가 기생을 하며 숙주를 돌연변이로 만들어버리는 외계

되고, 돌연변이들과의 처절한 전투를 시작한다.

미르싼

USA | 2017 | 85min | AP | ⑱
미키 키팅
Mickey KEATING

UK | 2016 | 88min | KP | ⑱
앨리스 로우
Alice LOWE

323 BST5 7/16 13:00
733 BST4 7/20 17:00

불면의 저주 失眠
The Sleep Curse

Hong Kong | 2017 | 101min | KP | ⑱
허먼 여우 邱禮濤
Herman YAU

357

HYU5 7/16 20:30

929

CH

7/22 24:00

7개월째 임신 중인 미망인 루스. 그녀는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도 오빠도 잠을 자지 못하는 병에 걸려 죽었고, 자신도 같은 병이라

광적인 살인을 저지른다.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그녀는 더 자주, 더 잔인하게

고 믿는 여인이 있다. 병의 원인을 찾던 의사는 단순한 유전병이 아니라

살육을 자행하는데... 배우이자 감독인 앨리스 로우는 실제 임신한 몸으로

일제 시대의 비극적인 사건에 얽힌 저주라고 확신한다. <인육만두>를 만

주인공 루스를 연기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들었던 허먼 여우가 다시 선사하는 멋진 고어 장면을 만날 수 있다.

Widow Ruth is seven months pregnant when she, believing herself
to be guided by her unborn baby, embarks on a homicidal rampage,
dispatching anyone who stands in her way. A tour-de-force
performance by the director who also stars while she was actually
pregnant.

A woman believes that she has the same insomnia that killed her
father and brother. The doctor thinks that it is a sleep curse, and not
merely a hereditary disease. As a film made by the director of The
Untold Story , imposing hard gore scenes can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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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로나이자
Synchronizer

Japan | 2017 | 83min | KP | ⑮
만다 쿠니토시
MANDA Kunitoshi

340 HYU3 7/16 18:30
553 OA

7/18 20:00

740 HYU4 7/20 20:00 GV

사람과 동물, 사람과 사람의 뇌파를 동기화하는 실험을 불법으로 자행하
는 하세가와는 자신의 실험을 통해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를 치료하고
자 한다. ‘뇌파동기화’라는 독특한 소재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의 욕
망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고령화 사회에 대한 SF적 비전을 담은 만다 쿠
니토시 감독의 신작.

Takashi Hasegawa is conducting unauthorized research on how to
synchronize brainwaves of humans and animals. One day, he thinks
he may be able to cure his mother with dementia in this way.

테러파이브
Terror 5

Argentina | 2016 | 79min | KP | ⑱
세바스티앙 롯스테인, 페데리코 롯스테인
Sebastian ROTSTEIN, Federico ROTSTEIN

126 BST1 7/14 17:00
319 BST1 7/16 13:00
652 SH

7/19 20:00

재난, 학교괴담, 복수, 살육, 스너프 무비. 5가지 도시 괴담이 부에노스아
이레스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개인의 절망에서 사회적인 분노에 이르기까
지, 공포와 잔혹으로 얼룩진 기괴하고 초현실적인 도시의 콜라주.

Based on urban legends, five events are depicted in one night and
the film's characters face fear in various ways. A surrealistic urban
collage composed of personal despair and social outrage.

도쿄 구울

Tokyo Ghoul

Japan | 2017 | 118min | AP | ⑮
하기와라 켄타로
HAGIWARA Kentaro

301 CH

7/16 10:30

727 HYU5 7/20 17:00
1022 CH

7/23 20:00

인간과 공존하며, 인간을 먹이로 하는 구울. 대학생인 카네키는 구울의 먹
이가 될 뻔했다가 겨우 살아나지만 구울로 변해버린다. 인간과 공존하기
위해 규칙을 만든 구울과 구울을 사냥하려는 정부조직과의 처절한 대결이
벌어진다.

In Tokyo, man-eating monsters called 'Ghouls' run rampant. The
populace has become fearful of these creatures. Ordinary university
student Kaneki meets a girl named Rize. Little does he know that this
encounter will drastically alter his dest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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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미터 다운

47 Meters Down

UK | 2017 | 87min | KP | ⑮
조하네스 로버츠
Johannes ROBERTS

226 SH

7/15 13:00

433 BST3 7/17 17:00
711 BST5 7/20 11:00

멕시코로 휴가를 떠난 두 자매는 들뜬 마음으로 케이지 다이빙에 도전한
다. 하지만 케이지가 끊어지면서 자매는 깊은 바다로 곤두박질치고, 상어
가 우글거리는 바닷속에서 남은 건 제한된 양의 산소뿐. 심해 속 아찔한

World Fantastic Blue

공포가 눈과 마음을 서늘하게 한다.

Two sisters travel to Mexico for an adventurous vacation, including
scuba diving in their protective cage. Their worst fears become a
reality when the cage breaks away from their boat, sending them
plummeting to the ocean floor with limited oxygen and sharks
lurking around.

78/52

USA | 2017 | 91min | AP | ⑮
알렉산더 O. 필립
Alexandre O. PHILIPPE

78/52

328 HYU4 7/16 15:30 GV
546 BST1 7/18 20:00 GV
1013 BST4 7/23 14:00

<점쟁이 문어 파울의 일생>, <최신좀비가이드> 등 기상천외한 다큐멘터
리로 장르 영화 팬들에게 이름을 알려온 알렉산더 O. 필립 감독이 이번엔
히치콕의 <싸이코>를 선택했다. 전설적인 샤워신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이 작품을 먼저 본 후, 특별상영되는 <싸이코>, <싸이코 4> 감상을 추천.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는 작년 제20회 영화제의 섹션 재편 작업을 통해 두 개의 컬러로 구분되었다. 월드 판타스틱 블

An unprecedented look at the iconic shower scene in Alfred
Hitchcock's Psycho , the ‘Man behind the Curtain,’ and the screen
murder that profoundly changed the course of world cinema. It
features testimonies from the leading actors and filmmakers today.

루에서는 헤모글로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즐길 수 있는 SF, 판타지, 코미디, 드라마 등 레드에서 조여든 심장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줄 39편의 세계 장르영화가 마련되어 있다.

영화사에서 손꼽는 명장면 중 하나인 <싸이코> 샤워신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선댄스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78/52>와

특별상영되는 히치콕 감독의 원전 <싸이코>, 믹 개리스 감독의 <싸이코 4>를 함께 보기를 추천한다. 시간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만난 남녀의 간절한 사랑 이야기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홍콩 터널을 파괴하려는 테러 집단과의
대결을 그린 홍콩 액션 블록버스터의 최전선 <쇼크 웨이브>, 사라진 장애인 딸과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어머니의

지워진 과거를 찾아가는 세련된 인도 스릴러 <유괴의 진실>, 절망에 빠진 예술가의 초상을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려
낸 <데이브 미로 만들다> 등 다채로운 영화들이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 그리고 흥겨움을 선사해 줄 것이다.

올웨이즈 샤인
Always Shine

복잡한 심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파국으로 치닫는다.

Best friends Anna and Beth take a weekend trip to Big Sur, hopeful to reestablish a bond broken by years of competition and jealousy. Tensions
mount, however, leading to an unexpected yet inevitable confrontation,
changing both of their lives forever with dire consequences.

are allergic to hemoglobin can enjoy. A total of 39 films that will help you relax after all the frightening
experience at World Fantastic Red will be shown.

The various films of World Fantastic Blue including My Tomorrow, Your Yesterday , a desperate love story
of a man and woman that meet at the crossing of time; Shock Wave , a Hong Kong action blockbuster

814 BST4 7/21 17:00

가까워질 수 있을까? 칙 플릭처럼 경쾌하게 시작된 이야기는 주인공들의

introduces international films that include sci-fi, fantasy, comedy, and drama genres that even those that

shower scene which is one of the most iconic scenes in the film history, along with Hitchcock’s original

431 BST1 7/17 17:00

서히 멀어지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주말여행을 떠난다. 둘은 다시

World Fantastic Cinema was divided into two sections from the last edition. World Fantastic Blue

Psycho and Psycho IV by Mick Garris.

238 BST5 7/15 15:30

한때 절친이었던 배우 지망생 안나와 베스는 한 명이 잘 나가게 되면서 서

월드 판타스틱 블루 섹션 초청작 중 넷팩 심사위원이 뽑은 최고의 아시아 작품에 넷팩상이 수여된다.

We recommend you to watch 78/52 , the sensational documentary at Sundance about Hitchcock’s

USA | 2016 | 86min | KP | ⑱
소피아 타칼
Sophia TAKAL

마이 엔젤
Angel

Belgium, France | 2016 | 79min | AP | ⑮ 112 HYU7 7/14 14:00
447 BST3 7/17 20:00 GV
해리 클레븐
Harry CLEVEN
809 BST4 7/21 14:00 GV

마술사였던 연인이 흔적 없이 사라진 뒤 루이스는 그의 아이를 낳는다. 엔

about fighting against a terrorist group that tries to destroy a tunnel in Hong Kong; Kahaani 2 , the Indian

젤이라 이름 붙인 이 아이는 놀랍게도 투명인간이었다! 거친 바깥세상으

thriller film about a mother that loses her memory from a car accident and her disabled daughter

로부터 엔젤을 보호하기 위해 루이스는 그의 존재 자체를 숨기지만, 엔젤

illustrated with a vivid imagination, will bring the audience tears, laughter, and excitement. Network for

카메리마쥬영화제 신인촬영상을 수상했다.

that has gone missing; and Dave Made A Maze , a comic film about the portrait of an artist in despair

은 눈먼 소녀 마들렌을 만나게 되는데… 줄리엣 반 도마엘이 촬영을 맡아

After her partner mysteriously disappears, Louise brings into the
world a little boy whom she names Angel and who possesses an
amazing peculiarity: he is invisible.

the Promotion of Asian Cinema (NETPAC) jury members will select the best Asian film for the NETPAC
Award out of the films in World Fantastic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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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즈
Animals

앳 스테이크
At Stake

대 기억술사 记忆大师
Battle of Memories

B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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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BST3 7/14 14:00
311 BST4 7/16 10:30
633 BST3 7/19 17:00

바람의 색

Colors of Wind

Japan, Korea | 2016 | 119min | WP | ⑮
곽재용
KWAK Jae-yong

103 BST1 7/14 11:00 GV
208 BST1 7/15 10:30 GV
701 CH

7/20 11:00

아름다운 스위스의 한적한 시골길. 지붕이 열린 차를 타고 낱말 게임에 열

과거의 기억을 잃어버린 료는 사랑했던 여인이 떠난 것을 알게 된다. 자신

중하던 안나와 닉은 갑자기 튀어나온 양을 치게 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과 똑같이 생긴 마술사가 홋카이도에서 실종된 것을 알고서는 그곳으로

안나는 크게 다친다. 자신이 죽인 양을 요리 재료로 배달시킨 닉에게 안나

향한다. 마술사를 사랑했던 여인이 자신의 연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료

는 기겁을 하고, 이로부터 기이한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는데…

는 마술을 배워 그의 뒤를 따른다. 두 개의 인격과 환상, 마술을 넘나드는

A collision with a sheep on a country road initiates a whole series
of weird and unsettling experiences for Anna and Nick which
ultimately leave them both incapable of being certain exactly where
they are.

이야기.

Indonesia | 2017 | 106min | IP | ⑮
크리스토 다마르 알람
Krishto DAMAR ALAM

140 HYU7 7/14 20:00
601 CH

7/19 11:00 GV

719 BST2 7/20 14:00 GV

Yuri leaves Ryo with mysterious words . Ryo goes to Hokkaido
knowing that his doppelganger magician is missing. Ryo realizes
Yuri was also the magician’s lover and he learns magic. The story
that crosses over two identities, illusion and magic.

데이브 미로 만들다
Dave Made A Maze

USA | 2017 | 81min | AP | ⑮
빌 워터슨
Bill WATTERSON

247 BST3 7/15 18:00 GV
621 BST3 7/19 14:00
812 BST2 7/21 17:00

아버지가 중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된 네 명의 형제는 돈을 구하기 위해

그럴듯한 작품 하나 만들지 못한 아티스트 데이브는 뭔가를 해보겠다는

고군분투한다. 폭력조직의 돈을 훔치기도 하고, 연인이 출전한 여성 격투

생각에 꽂혀 거실에 거대한 요새를 만든다. 재활용 박스와 보잘것없는 재

기 시합에 도박을 걸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 실패한 형제들은 결국 은행을

료로 만든 요새는 실제 미로가 되고, 그의 친구들은 실종된 데이브를 찾기

털기로 결심한다.

위해 미로 안으로 들어간다.

Four brothers cannot afford the medication fee for their father who
needs to be hospitalized. They struggle here and there to collect
money, but their situation is getting worse and worse. The brothers
eventually come up with a daring decision.

Dave, an artist who has yet to complete anything significant in his
career, builds a fort in his living room out of pure frustration, only to
wind up trapped by the fantastical pitfalls, booby traps, and critters
of his own creation.

China | 2017 | 119min | KP | ⑮
레스티 첸 陳正道
Leste CHEN

122 HYU4 7/14 17:00 GV
612 CH

7/19 14:00

열혈남고 青禾男高
Fist & Faith

China | 2017 | 100min | KP | ⑮
지앙 조우위엔 蔣卓原
JIANG Zhuoyuan

330 HYU6 7/16 15:30 GV
707 BST1 7/20 11:00

2025년. 이혼을 결심한 작가는 아내와의 추억을 지우는 수술을 받으면서

1932년 만주국. 수컷월드 청화남고는 중국인과 일본인이 함께 다니면서

타인의 기억이 뒤섞이는 부작용과 함께 살인극에 휘말린다. 소설 속 환상

부터 매일이 싸움판인데, 그들 앞에 이쁘고, 이뿌고, 여교사가 부임한다.

의 기억인가? 경찰은 작가를 범인으로 의심한다. <대 최면술사>로 화어전

그녀를 위해서라면… 그 시절, 우리들의 스타일리시한 열혈 청춘 코믹 활극.

영 스타덤에 오른 레스티 첸 감독의 미스터리 연작.

<콩>, <그레이트 월>, <퍼시픽 림>의 ‘장 티엔’과 화어전영 핫 이슈 ‘오우

In 2025, a memory-manipulation operation has been popularized all
over the world. Jiang Feng, a writer, erases the memory of his wife.
But when he tries to recover the lost memories, he finds himself in
the mind of a serial killer.

하오’. 둘의 엔딩은?

USA | 2017 | 93min | KP | ⑱
마리아나 팔카
Marianna PALKA

B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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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 Austria, Poland |
2017 | 95min | AP | ⑮
그레그 즐린스키 Greg ZGLINSKI

147 SH

7/14 20:00

533 BST3 7/18 17:00
744 BST1 7/20 20:00

Set during the 1930s after the Japanese invasion of Manchuria,
high school kids separate the area and fight day after day . A
beautiful teacher starts for her new post in Cheonghwa man high
school and things getting change since then.

제너레이션 B
Generation B

Belgium | 2017 | 136min | WP | ⑱
피터 폰 헤이스
Peter Van HEES

260 BST1 7/15 20:30
351 SH

7/16 17:30

519 BST1 7/18 14:00

엄마의 마음을 몰라주는 네 명의 아이들과 바람피우는 남편 그리고 자살

미래의 벨기에는 실업률 70%. 얹혀살던 여자친구 집에서 쫓겨난 무능한

시도 실패까지. 극단적인 스트레스에 몸도 마음도 지쳐버린 질은 동네를

요나스는 이상한 회사의 텔레마케터가 되고, 회사 숙소에서 무정부주의자

배회하는 개를 보고 광견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들과 만난다. 세대 갈등과 소비주의, 타인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를 소재로

상황에 가족들은 어쩔 줄 모르지만, 그녀는 계속 개로 살기로 한다.

그려낸 디스토피아적 코미디.

A housewife snaps under crushing life pressures and assumes
the psyche of a vicious dog. Her philandering husband is forced to
become reacquainted with his four children and sister-in-law as
they attempt to keep the family together during this bizarre crisis.

70% unemployment, Belgium in the future, Jobless Jonas gets a
job as a telemarketer in the weird company. And he encounters
anarch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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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프롬예스터데이

The Girl from Yesterday

카사블랑카 대소동
Headbang Lullaby

히든 리저브

Hidden Reserves

인터체인지

Inter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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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 2017 | 124min | WP | ⑫
판 기아 낫 린
PHAN Gia Nhat Linh

361 BST2 7/16 20:30
512 BST5 7/18 11:00
708 BST2 7/20 11:00

토터스의 여행

Journey of the Tortoise

Japan | 2016 | 81min | IP | ⑱
나가야마 타다시
NAGAYAMA Tadashi

342 HYU5 7/16 18:00 GV
523 BST5 7/18 14:00
736 SH

7/20 17:00

날마다 말썽만 피우던 고등학생이 전학 온 여학생을 짝사랑한다. 아무 관

사고로 어머니가 죽은 후 소원해진 가족이 있다. 아버지는 거북이를 키우

심 없는 것 같았던 여학생이 언젠가부터 그에게 점점 다가온다. 하지만 그

며 애정을 쏟고 있다. 어느 날, 가족이 여행을 떠난다. 아들은 엉망진창인

에게는 어린 시절 짝사랑했지만 마음조차 전하지 못한 채 떠나버린 첫사

가족을 보며 반항을 하고, 기이하게 구성된 가족은 서로 불만을 토로하며

랑이 있다.

싸우고 또 화해한다.

A teenage boy causes problems on an everyday basis. He falls in
love with a transfer student and becomes close to her, but he keeps
thinking about his first love from early childhood that he couldn't
confess his feelings to.

One day, Jiro’s missing brother Shintaro suddenly appears with his
fiancée and the family including their father and his pet turtle go on
a trip for wedding ceremony. The journey goes reckless and another
purpose of the journey gradually comes to light.

Morocco, France, Qatar, Lebanon |
2017 | 111min | AP | ⑮
히샴 라스리 Hicham LASRI

308 BST1 7/16 10:30
420 BST1 7/17 14:00

유괴의 진실
Kahaani 2

India | 2016 | 127min | KP | ⑫
수조이 고쉬
Sujoy GHOSH

407 HYU7 7/17 11:00
619 BST1 7/19 14:00

1986년 포르투갈을 상대로 기적적인 월드컵 우승을 일궈낸 모로코. 이를

하반신 마비인 딸이 유괴된 것을 알게 된 싱글맘이 차에 치여 의식을 잃는

계기로 국왕 핫산 2세의 카사블랑카 방문이 예정되고, 국왕의 차량이 지

다. 뺑소니를 수사하던 경찰은 그녀가 수배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

날 길 위로 몰려드는 정부 측 지지자와 정치범 가족, 그리고 그 가운데에

한 그녀의 일기를 읽게 된 경찰은 과거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진상도

선 한 남자. 과연 국왕은 언제쯤 도착할 것인가.

알게 된다. 인도 상업영화의 최전선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

Casablanca, 1986, the day after the World Cup has been won. An
official arrives to protect the Royal procession from families of
political prisoners. Can the King be kept safe?

Vidya and her daughter Mini live peacefully together until Mini
is kidnapped and Vidya falls into a coma after a tragic accident.
Inspector Inderjeet, who arrives at the hospital to investigate the hit
and run case, discovers Vidya’s suspicious past.

Austria, Switzerland, Germany |
2016 | 96min | KP | ⑫
발렌틴 히츠 Valentin HITZ

143 BST3 7/14 20:00 GV
329 HYU5 7/16 15:30 GV
808 BST3 7/21 14:00

킬링 그라운드
Killing Ground

Australia | 2017 | 89min | AP | ⑮
데미안 파워
Damien POWER

310 BST3 7/16 10:30
631 BST1 7/19 17:00

죽음을 보장하는 보험을 들지 않은 이는 죽어서도 에너지와 장기 활용을

외딴 지역으로 캠핑을 떠나온 한 커플. 그들은 이미 자리를 잡은 텐트 하

위해 자원화되는 무자비한 미래 사회. 죽음 보험을 파는 빈센트는 죽음의

나를 발견하지만, 사람의 흔적이라곤 없다. 다른 캠핑족이 도착하는 가운

권리를 위해 싸우는 저항세력인 리사를 만나고 신분 상승만을 좇던 자신
에게 회의를 느낀다. 완벽히 통제된 차가운 미래 사회에 대한 섬뜩한 경고.

데, 그들은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고 불길함에 휩싸이는데… 데뷔작이
라고 믿기 힘든 완성도 높은 연출을 보여주는 작품.

Vienna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privileged elite who can
afford death insurance dominating the majority who can’t. One day,
insurance agent Vincent meets the activist Lisa, and something
strikes him.

When a young urban couple decide to go camping, they arrive at
their isolated destination to discover another tent already set up,
but no sign of its owners. With other campers at large, the couple’s
discovery of a wandering child sets off a terrifying chain of events.

428 HYU3 7/17 17:00 GV
Malaysia, Indonesia |
545 HYU7 7/18 20:00
2016 | 103min | KP | ⑮
다인 이스칸다르 사이드 Dain Iskandar SAID 1003 BST1 7/23 11:00

3월의 라이온 전편

March Comes In Like a Lion

Japan | 2017 | 135min | KP | Ⓖ
오오토모 케이시
OHTOMO Keishi

206 HYU6 7/15 10:00
401 CH

7/17 11:00

1001 CH

7/23 11:00

범죄사진 촬영가 아담은 기괴한 살인 장면을 목격하고 일을 그만둔다. 곧

가족을 잃고 홀로 살아가는 소년이 프로 장기 기사가 된다. 그리고 세 자매

비슷한 살인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그는 사건에 전설 속 생명체와 주

를 만나면서 가족과 우정, 사랑에 대한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허니와 클

술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독특한 소재와 신비로운 분위기의 판타

로버>의 우미노 치카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3월의 라이온>은 새로운 가

지 스릴러로, 2013년 NAFF 지원작으로 제작되었다.

족의 풍경을 보여준다.

A forensics photographer lured into a world of shamans and mystic
creatures while helping his detective friend investigate a series of
macabre murders. A competition film at 2016 Locarno Film Festival
and an official selection to 2013 NAFF It Project.

A boy who became an orphan at a young age becomes a professional
shogi player. After meeting three sisters, he has learned the meaning
of family, friendship and love. Based on Umino chika's manga, the film
shows a new type of a family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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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라이온 후편

March Goes Out Like a Lamb

Japan | 2017 | 140min | KP | Ⓖ
오오토모 케이시
OHTOMO Keishi

218 HYU6 7/15 13:00
413 CH

7/17 14:00

1008 CH

7/23 14:00

가짜들

Pretenders

프로 장기 기사 키리야마와 세 자매가 함께한 시간만큼 그의 상처는 회복

구가 소유한 바닷가의 고급 별장을 빌려 힐링 여행을 온다. 그들이 바다에

하는 키리야마 앞에 세 자매를 버린 아버지가 나타나 평온한 일상을 휘젓

서 수영을 하는 사이 자신들의 짐을 뒤적이던 커플을 발견하지만, 오히려

는데… 키리야마와 세 자매에게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의 종착지.

그들을 별장으로 초대하는데… 바닷가 별장과 단 네 명의 배우만으로도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를 만들어낸 발로 투믈라 감독을 주목하자.

Japan | 2016 | 111min | AP | ⑫
미키 타카히로
MIKI Takahiro

358 HYU6 7/16 20:30
617 HYU6 7/19 14:00
1026 BST3 7/23 20:00

Juhan, a naff journalist, and Anna, who had an abortion, take a trip
to a beach house to rest. They catch a couple going through their
belongings while they're swimming, but instead of chasing them
away, Juhan and Anna invite the couple to join them.

펀치 더 클락

Punch the Clock

포이 에: 시대를 넘은 우리 노래 이야기
Poi E: The Story of Our Song

월드 판타스틱 블루

522 BST4 7/18 14:00
710 BST4 7/20 11:00
815 BST5 7/21 17:00

브라질리아의 특허등록사무소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느리기로 악명

트를 하던 타카토시는 에미가 다른 세계에서 왔음을 알게 된다. 에미가 온

이 높다.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싸이코 보스는 특허 등록이 신청된 타임머

지구는 타카토시의 지구와 반대로 시간이 흐른다. 시간이 교차하며 잠시

신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브라질에서 온 빈티지 SF 코미디.

밖에 만날 수밖에 없는 애절한 사랑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

In a forgotten corner of the vast Brazilian bureaucracy, a psychotic
boss uses a time machine to enslave his lazy employees and
increase productivity.

101 HYU3 7/14 11:00
405 HYU5 7/17 11:00
913 BST4 7/22 14:00 GV

철도비호 铁道飞虎
Railroad Tigers

China | 2016 | 124min | KP | ⑮
딩 셩 丁晟
DING Sheng

513 CH

7/18 14:00

901 CH

7/22 11:00

도쿄 기치조지의 이노카시라 공원 개장 1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영

일본의 중국 침략이 한창이던 1940년대를 배경으로, 일본군에 맞서는 철

화. 준은 아버지의 옛 연인을 찾으러 온 하루를 도와주다가 40년 전 만들

도 노동자들의 활약을 그린 액션 영화. 성룡이 열차 강도단을 이끄는 리더

어진 노래를 알게 된다. 원곡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로 페스티벌에 나가게

로 등장하여 1980년대 대인기였던 성룡 특유의 액션 영화를 연상시키는

된 준, 그리고 아버지의 추억을 보게 된 하루의 환상적인 여름 이야기.

활기차고 유머러스한 액션을 선보인다.

A film for the centenary year of Inokashira Park in Kichijoji, Tokyo.
When Jun tries to help Haru find her dad's ex-girlfriend, he discovers a
song written 40 years earlier. A fantastic summer story of Jun and
Haru about the song and memories.

In 1940s China , a small group of guerrilla fighters , called the
Railroad Tigers, are trying to blow up Hanzhuang Bridge to cut off
the distribution of Japanese army supplies across China. But this
plan runs into danger when their leader is caught.

New Zealand | 2016 | 94min | KP | Ⓖ
테아레파 카히
Tearepa KAHI

350 SS

7/16 18:00

651 SS

7/19 20:00

917 BST1 7/22 17:00

랜덤 라이브

Random Lives

Japan | 2016 | 107min | IP | ⑮
제제 타카히사
ZEZE Takahisa

537 SH

7/18 17:00

607 BST1 7/19 11:00
704 HYU5 7/20 11:00

뉴질랜드 최고의 대중가요 ‘포이 에’의 전설을 다룬 다큐멘터리. 마오리족

야간 버스에 대형사고가 나면서 많은 사상자가 생긴다. 사고에서 극적으로

의 문화가 바탕이 된 ‘포이 에’가 어떻게 탄생하였고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버스를 놓쳐 결과적으로 목숨을 구한 사람들의

여 널리 사랑받게 되었는지가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진다. 마오리어로 된

갈등과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결국 인간은 언제나 죽음과 직면하

가사 내용이 나오는 엔딩 크레딧에서는 모든 사람이 뭉클해질 것이다.

고 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한다.

‘Poi E,’ a simple song, is New Zealand’s unofficial national anthem.
With humor and energy, the movie tells the story of how that iconic

After a tragic bus accident, survivors and the bereaved are gathering
to share their painful stories. As they go through several sessions,
the atmosphere of the meeting gets rougher and rougher…

song gave pride to generations of New Zeala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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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 2016 | 100min | AP | ⑫
산티아고 델라페
Santiago DELLAPE

스무 살 타카토시는 전철에서 에미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매일 만나 데이

Japan | 2017 | 118min | KP | Ⓖ
세타 나츠키
SETA Natsuki

Parks

442 BST3 7/17 14:00

별 볼 일 없는 저널리스트 유한과 낙태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안나는 친

On the subway, Takatoshi falls in love with Emi. While on a date, he
finds out that she comes from a different world. The time in Emi’s
world flows backwards. What will happen to their love when they
can only be together for a short time?

파크

222 BST3 7/15 13:00

되어 간다. 올해도 명인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한 사자왕 토너먼트를 준비

The time spent between professional shogi player Kiriyama and
his three sisters help to heal his wounds. As he prepares to secure
another win in an upcoming tournament, the father who left the
three sisters appears and disturbs the peace.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My Tomorrow, Your Yesterday

Estonia, Lithuania, Latvia | 2016 |
102min | KP | ⑮
발로 투믈라 Vallo TOO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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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

Iceland | 2017 | 111min | AP | ⑮
엘링거 토로드센
Erlingur THORODDSEN

Rift

쇼크 웨이브 拆彈專家
Shock Wave

설녀

Snow Woman

소울 메이트 七月與安生
Soul 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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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BST3 7/15 20:30
550 BST5 7/18 20:00
921 BST5 7/22 17:00

낯설지만 진실된

Strange but True

Mexico | 2017 | 90min | AP | ⑱
미셸 립케스
Michel LIPKES

141 BST1 7/14 20:00 GV
408 BST1 7/17 11:00 GV
638 OA

7/19 17:00

늦은 밤 헤어진 남자친구 에이나의 전화에 불길함을 느낀 군나는 황급히

조나단과 예시는 환경미화원으로 함께 일하며 사랑하는 사이지만, 멕시코

집을 나선다. 한적한 별장에서 홀로 근신하고 있던 에이나는 아무 일 없다

시티에서 나오는 한도 끝도 없는 쓰레기 더미에서 현금이 가득한 주머니

는 듯 군나를 맞이하지만, 군나는 점차 기이한 상황과 마주한다. 아이슬란

를 찬 시체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변한다. 멕시코시티의 밑바닥 인생들

드에서 온 서늘한 퀴어 스릴러.

을 그린 흑백 영상은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잔혹하다.

Months after they broke up, Gunnar receives a strange phone call
from his ex-boyfriend, Einar. He sounds distraught, like he's about to
do something terrible to himself. Gunnar drives up to the secluded
cabin under a glacier where Einar is holed up and soon discovers
that there's more going on than he imagined.

Street cleaner Jonathan and Yesi love each other and dream of a
better life. But everything’s changed after they stumble upon the
corpse of a man that hides a wad of cash.

Hong Kong | 2017 | 119min | KP | ⑮
허먼 여우 邱禮濤
Herman YAU

313 CH

7/16 13:00

609 BST3 7/19 11:00

라스트 쇼

Tap: The Last Show

Japan | 2017 | 133min | KP | Ⓖ
미즈타니 유타카
MIZUTANI Yutaka

444 HYU7 7/17 20:00
510 BST3 7/18 11:00

폭탄 처리반의 정반장은 7년 전 잠입수사에서 강도 사건의 주범을 놓친

한때 전설적인 탭 댄서였던 와타리는 이제 다리도 불편하고 늘 술에 취해

다. 다시 돌아온 범인은 홍콩 터널과 인질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며 동료

있다. 마지막으로 탭 댄스의 안무를 맡게 된 와타리는 젊은 댄서들과 삐걱

를 되돌려달라고 요구한다. 홍콩 영화 전성기의 느낌이 충만한 액션 블록

거리면서도 과거의 열정을 되찾게 된다. 10시즌이 넘게 만들어진 <파트너>

버스터.

의 명배우 미즈타니 유타카의 감독 데뷔작.

When a terrorist who specializes in explosives takes hold of an
underground tunnel, he threatens to kill hostages if his demands
are not met.

Legendary tap dancer Watari is now crippled and always drunk. As
he choreographs his final show, he rediscovers his passion even
when his relationship with the young tap dancers is on the rocks.
The actor of Partner , Mizutani's debut film.

Japan | 2016 | 95min | IP | ⑫
스기노 키키
SUGINO Kiki

207 HYU7 7/15 10:30 GV
424 BST5 7/17 14:00 GV
745 BST2 7/20 20:00

잉크의 맛

A Taste of Ink

France | 2016 | 80min | AP | ⑱
모건 시몬
Morgan SIMON

267 OA

7/15 20:30

409 BST2 7/17 11:00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설녀 이야기. 산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남자가 설녀

온몸 절반에 문신을 새긴 펑크락 싱어 뱅상. 겉모습과 달리 속은 여린 그

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다. 얼마 뒤, 외지에서 온 여인과 결혼한 남자는

에게 홀로된 아버지는 질책만 할 뿐이다. 아버지의 연인이 집으로 들어 온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간다. 설녀에게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기 전까

어느 날, 그녀를 사이에 두고 부자간에 애증과 질투의 긴장감이 감도는

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독특하게 그려낸 영화.

데... 펑크락과 촌스러운 벽지의 간극을 절묘한 연출력으로 엮어낸 그럴듯

A man lost in the mountains is saved by Yuki-onna(Snow Woman).
Shortly after, the man gets married and happily lives with his
family, until his remark of Yuki-onna. This film uniquely portray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s.

한 막장 드라마.

China, Hong Kong |
2016 | 110min | KP | Ⓖ
증국상 曾國祥 Derek TSANG

109 HYU4 7/14 14:00 GV
717 HYU7 7/20 14:00
804 BST4 7/21 11:00

Vincent has a soft heart, contrary to the tough looks, but his father
always gives him the cold shoulder. One day, Vincent starts having
an affair with his stepmother.

타이거걸

Tiger Girl

Germany | 2017 | 90min | AP | ⑱
제이콥 라스
Jakob LASS

128 BST3 7/14 17:00
648 BST3 7/19 20:00

모범생 치위에와 말광량이 안셩은 함께 자라며 모든 것을 공유해 온 절친

경찰 시험에 낙방한 후 사설 경호훈련을 받고 있는 바닐라는 어느 날 자유

한 사이다. 하지만 둘의 우정은 지아밍과의 만남으로 어긋나고 마는데…

분방한 매력의 타이거를 만난다. 소극적이기만 했던 바닐라는 일탈의 해

<나의 소녀시대>의 향수와 <첨밀밀>의 회한이 느껴지는 애틋한 드라마로,

방감에 젖어 들고 통제 불능한 상태가 된다. 타이거를 연기한 마리아 빅토리

주연 산드라 마와 저우동위는 금마장 여우주연상을 함께 수상했다.

아 드라거스의 강렬한 매력과 마지막 두 주인공의 개싸움이 압권이다.

July and Ansheng become best friends despite their opposite
personalities. However, due to a twist of fate, they fall in love with
the same man and this tragedy becomes a long goodbye…

Tiger who gets what she wants is intrigued by Vanilla, who does
not even know what she wants and just desperately tries to belong.
Tiger teaches her to bite, and Vanilla tastes 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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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파이어 여친 길들이기 救殭清道夫
Vampire Clean Up Department

Hong Kong | 2017 | 94min | KP | ⑫
얀 박 윙, 치우 신 항 甄柏榮, 趙善恆
YAN Pak Wing, CHIU Sin Hang

219 HYU7 7/15 13:00
505 HYU5 7/18 11:00

뱀파이어에게 물려도 감염되지 않는 특이 체질인 팀은, 비밀 조직 ‘뱀파이
어 청소부’ 요원에 특채로 들어간다. 그는 작전에서 여성 뱀파이어 서머에
게 우연히 키스해 그녀를 인간으로 돌아오게 만든다. 그는 서머와 몰래 연
애를 하는 동시에 인류를 위협하는 뱀파이어 우두머리와 맞서야 한다.

Tim is a special vampire hunter of Vampire Clean Up Department .
During the execution of mission, he met a female vampire Summer
and since then, his fate as a vampire hunter has changed…

건망촌 健忘村

The Village of No Return

Taiwan, China | 2017 | 116min | KP | Ⓖ
진옥훈 陳玉勳
CHEN Yu-Hsun

230 HYU4 7/15 15:30
730 BST1 7/20 17:00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 기억을 조정할 수 있는 마술사가 찾아온다. 마을 사
람들의 나쁜 기억을 지워주던 마술사는 그들 모두의 기억을 바꿔 자신이
마을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심을 갖는다. 중국의 문화혁명을 은유하며
정치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질문하는 풍자 코미디 영화.

Once upon a time, in a remote and isolated village in China, the
villagers were caught up in the everyday conflicts and complicated
relationships. One day, a strange man visits this village with a
mysterious machine and everything changes.

화이트 킹

The White King

UK | 2016 | 89min | AP | ⑮
알렉스 헬프레흐트, 요르그 티텔
Alex HELFRECHT, Jörg TITTEL

144 BST4 7/14 20:00 GV
321 BST3 7/16 13:00 GV
712 CH

7/20 14:00

28개 언어로 번역된 디스토피아 소설 원작의 SF 영화. 전체주의 국가에서
성장한 소년 드쟈타가 아버지를 찾아 나서면서 겪는 성장기로, 최근 세계
적인 정치 흐름 때문인지 영화의 이야기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데뷔
작이라 믿기 힘든 수준급의 스토리 전개와 캐릭터 묘사가 돋보인다.

Djata is a care-free 12-year-old growing up in a brutal dictatorship
shut off from the outside world. When the government imprisons his
father, Peter, and Djata and his mother Hannah are labeled traitors,
the boy will not rest until he sees his father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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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인생
Accidental Family

France | 2016 | 93min | AP | Ⓖ
제라르 쥐노
Gérard JUGNOT

146 SS

7/14 20:00

501 CH

7/18 11:00

전직 레이싱 드라이버인 로익은 이제 운전 대신 차를 팔고 있다. 그는 아
들을 차 사고로 잃고,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젊은이를 찾아 나서는데,
그가 만난 이는 내일이 없는 듯 살아가는 망나니 위고. 과연 둘은 가족이

Family Zone

될 수 있을까? 배우이자 감독인 제라르 쥐노가 연출과 주연을 맡은 온 가
족을 위한 가슴 따뜻한 코미디.

Loic, a former race car driver sells cars instead of driving. He starts
seeking out the man who received his son’s heart transplant and
finally meets Hugo, only to find out that he’s a bastard.

블랭크 13
Blank 13

Japan | 2017 | 72min | KP | Ⓖ
사이토 타쿠미
SAITOH Takumi

250 SS

7/15 18:00

436 SS

7/17 17:00

805 BST5 7/21 11:00

13년 전 실종된 아버지가 3개월 뒤 죽을 운명으로 나타난다. 도박 빚으로
온 가족을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후 사라진 아버지의 죽음을 보는 심정은
복잡하다. 장례식장에는 겨우 10여 명이 찾아오지만, 그들이 말해주는 아
버지에 대한 추억은 아들에게 새로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A missing dad of 13 years who left his family in huge debt returns
as a terminally ill patient given only 3 months to live. Only a dozen
people attend the funeral, but their memories of him change the
son’s thoughts about his dad.

BIFAN의 미래 관객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족과 함께 볼 판타스틱 영화로 구성되는 패밀리 존은 지난해 20회를 맞
아 BIFAN의 프로그램 섹션을 재편하면서 부활했다. 올해는 특히 패밀리 전용관을 운영하고 패밀리 섹션 입장권을 할인
하여 가족 관객들이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게 하였으며, 지난해에 이어 부천지역 어린이들로 구성된 어린이 심사
단이 패밀리 존 상영작 가운데 최고의 작품에 BIFAN 어린이심사단상을 수여한다.

가족 뮤지컬 <생쥐야 어딨니?>, 잃어버린 양말 한 짝들이 사실은 양말 먹보의 소행이라는 판타지 애니메이션 <양말 먹보

휴고>, 생계를 위해 악마에게 웃음을 팔아버린 소년의 이야기 <팀 탈러, 웃음을 팔아버린 소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소
년의 어드벤처 <스톰: 위대한 여정> 등이 어린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팀 탈러, 웃음을 팔아버린 소년
The Legend of Timm Tyler or The Boy
Who Sold His Laughter

프랑스의 유명 배우이자 감독인 제라르 쥐노가 감독, 주연한 가족드라마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인생>과 21세기의 바람

Films including Owls & Mice, a family musical; Oddsockeaters, a fantasy animation telling a story about little

홀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팀의 낙은 아빠와 함께 경마장에 가는 것. 하지만

Timm Tyler is poor, but he laughs a lot and he looks so charming.
One day, the world’s richest man makes the boy a dubious offer:
if Timm agrees to sell him his laugh, he’ll win every bet he ever
makes in the future.

revived section from the 20th year of BIFAN, as the program sections were reconstructed. This year, a specific

film among the Family Zone films by their direct popular vote.

7/17 20:00

이길 수 있게 해 준다는 한 신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Family Zone, consisting of fantastic films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can watch with their familes, is a

consist of children from Bucheon area, will award the BIFAN Children's Jury Award to the most outstanding

7/15 15:30

450 SS

떠나 버린다. 홀로 경마장에서 베팅을 하던 팀은 웃음을 팔면 어떤 베팅에도

기고 울릴 것이다.

section, families will be able to comfortably enjoy movies. Continuing on from last year, Children's Jury, which

239 SS

아빠는 새엄마와 형을 집으로 맞아들인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로 세상을

직한 어른은 어떤 사람인지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는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의 <우리 삼촌>은 어른과 아이들을 함께 웃

theater will be designated as a family-exclusive theater, and by offering discounts on the tickets to the family

Germany | 2017 | 102min | KP | Ⓖ
안드레아스 드레센
Andreas DRESEN

우리 삼촌
My Uncle

Japan | 2016 | 110min | KP | Ⓖ
야마시타 노부히로
YAMASHITA Nobuhiro

133 OA

7/14 17:00

365 SS

7/16 20:30

924 BST1 7/22 20:00

평범한 유키오의 가족 중 철학 강사인 삼촌은 돈도 못 벌고, 연애도 못 하

creatures eating socks being the cause of lost socks; The Legend of Timm Tyler or The Boy Who Sold His

고 얹혀살면서 말썽만 부린다. 유키오의 엄마가 소개해준 에리에게 반한

Laughter, a film about a boy who sold his laughter for living; and Storm Letters of Fire, an adventure of a boy

삼촌은 그녀가 살고 있는 하와이로 향한다. 한심한 어른이었던 삼촌이지

Accidental Family, a family movie directed and starring Gérard Jugnot, a famous French actor and director,

Yukio’s uncle, a lecturer on philosophy, is the dork in his family.
He lives off his family and continues to stir trouble. One day, he
develops a crush on Eri and goes to Hawaii to follow her. Yukio
discovers new sides to his uncle during their journey.

named Storm to save his father, will be featured to attract the hearts of young audiences.

만 유키오와 동행한 삼촌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as well as My Uncle by Yamashita Nobuhiro, which shows a model adult of the 21st century, would appeal to
both children and adult audiences, making them laugh and cry throughout the sh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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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말 먹보 휴고
Oddsockeaters

Czech Republic, Slovakia, Croatia |
2016 | 83min | KP | Ⓖ
갈리나 미클리노바 Galina MIKLINOVA

131 SS

7/14 17:00

524 SS

7/18 14:00

907 BST5 7/22 11:00

슈팅걸스

Shooting Girls

Owls & Mice

에 설상가상 팀의 주축인 스트라이커마저 전학을 가버리는데... 과연 13명

진 한 짝 양말만 먹는 삼촌 패거리와 달리 양쪽 양말을 모두 갖고 싶어 하

의 소녀들과 감독은 전국대회 여왕기에서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는 시드 패거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휴고 또한 이에 휘말린다.

The Samrye Girl’s Middle School soccer club always loses. There’s
no sufficient support for the club and to make matters worse, the
main striker transfers to another school. Would it be feasible to
make a miracle happen at the National Convention?

Netherlands | 2016 | 80min | KP | Ⓖ
시몬 반 뒤셀도르프
Simone VAN DUSSELDORP

225 SS

7/15 13:00

636 SS

7/19 17:00

스톰: 위대한 여정

Storm Letters of Fire

한 모험에 휩싸인다. 중세의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원본 편지를 사수하
기 위한 소년, 소녀의 흥미로운 여정.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며 진실을 찾

인정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경쾌하게 다룬 작품. 용감한 주인공 소녀가

아가는 과정을 통해 용기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특히나 매력적이다.

Storm is a son of the printer who secretly prints banned texts.
Unintentionally, Storm becomes the object of a headhunt for an
important letter by Martin Luther. Storm fights to save his father
from death and for everyone’s freedom.

Germany | 2016 | 106min | Ⓖ
볼프강 그루스
Wolfgang GROOS

324 SS

7/16 13:00

624 SS

7/19 14:00

로봇의 우정과 모험, 그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소수자들을 통해 세상의
모든 편견과 경계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가족영화.

One day, robot Robby enters into a life of the most creative little
boy, Toby. Robby has been separated from his robot parents when
his spaceship crashed. Toby decides to offer his help and the two of
them become friends.
Sweden, Denmark, Norway |
2016 | 110min | KP | ⑫
아만다 커넬 Amanda KERNELL

265 SS

7/15 20:30

551 SS

7/18 20:00

910 BST1 7/22 14:00

엘르 마리아는 순록을 키우며 살아가는 스칸디나비아 렙랜드의 원주민 사
미족 소녀. 1930년대 인종차별과 과학적 인종주의로 박해 받던 엘르는 새
로운 삶을 꿈꾸며 도시로 탈출한다. 이제 그녀는 가족과 자신의 정체성을
버린 채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름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 받던 한
소녀의 가슴 아프고 아름다운 성장드라마.

Elle Marja, a reindeer-breeding Sámi girl, is exposed to the racism
of the 1930's and race biology examinations at her boarding school.
She starts dreaming of another life in the city.
패밀리 존

7/14 14:00
7/16 15:30
7/20 14:00

아이들이 모험을 통해 진정한 우정의 의미와 생명의 소중함, ‘서로 다름’을

어 바다와 대륙, 북극을 넘나드는 환상적인 모험에 나선다. 왕따 소년과

90

118 SS
336 SS
723 SS

스톰은 아버지가 금지된 문서를 비밀리에 인쇄하다 잡혀가면서 예상치 못

그들은 행방불명 된 로비의 부모를 찾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발명품을 만들

Sami Blood

Netherlands, Belgium, Luxembourg |
2017 | 105min | AP | Ⓖ
데니스 보츠 Dennis BOTS

한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괴짜로 보일지라도 각자의 개성으로 충만한 네

괴짜 발명가 소년 토비는 우주여행 중 불시착한 로봇 로비를 만나게 된다.

사미블러드

7/20 11:00 GV

만년 꼴찌 삼례여중 축구부. 변변한 지원도 없고, 교체선수도 부족한 실정

Meral tries to make new friends, but it is harder than expected. At
home she befriends a little mouse, which she calls Peepeep. An
owl catches her little mouse, and she goes on a journey to find the
mouse. She finally understands what friendship is all about.

Robby and Toby's Fantastic Voyager

7/15 20:30

752 SS

버지가 돌아가신 뒤 삼촌인 ‘왕초’ 아래서 사촌 형제들과 살게 된다. 버려

캠핑장에서 올빼미에게 물려간 생쥐를 되찾기 위해 아이들이 모험을 시작

로비와 토비의 환상 여행

268 LS

양말 먹보는 양말을 먹고 사는 요정 같은 존재들이다. 주인공 휴고는 할아

Oddsockeaters are small invisible creatures, responsible for socks
that go missing when we only have one left from a pair. But unlike
them, Seed’s gang wants to have a pair. In the end, they began their
fight between two sets of values.

생쥐야 어딨니?

Korea | 2017 | 97min | WP | ⑫
배효민
BAE Hyo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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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남녀
Assholes

USA | 2016 | 74min | AP | Ⓧ
피터 백
Peter VACK

150 CH

7/14 24:00

264 BST5 7/15 20:30 GV
925 BST2 7/22 20:00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심한 중독 증상을 치료 중인 아다와 애런은 정신
과 상담을 기다리던 중에 서로를 만나게 된다. 그들은 사랑에 빠지고 서로
의 ‘그곳’을 탐닉하기 시작한다. 인간 본연의 모습까지도 사랑하는 조금 다

Forbidden Zone

른(?) 취향을 가진 연인들의 이야기.

Adah and Aaron are recovering addicts who are struggling to stay
sober. After meeting in their psychoanalyst’s waiting room, they fall
in love, relapse on poppers, and become the biggest assholes in
New York City. What follows thereafter… you must see it to believe it.

빌로우 허 마우스

Below Her Mouth

Canada | 2016 | 94min | KP | ⑱
에이프릴 뮬렌
April MULLEN

138 HYU5 7/14 20:00 GV
543 HYU5 7/18 20:00 GV
820 BST4 7/21 20:00

지붕 수리공으로 일하는 레즈비언 달라스. 쉽게 여자를 만나고 헤어지던
그녀는 어느 날 재스민을 만나고, 자신의 성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는
재스민은 약혼자와 달라스 사이에서 방황하게 된다. 배우이기도 한 에이프릴
뮬렌 감독의 센세이션한 연출과 주인공들의 눈부신 미모가 돋보이는 작품.

Dallas is a lesbian who has always been in open relationships. But
one day, she meets Jasmine and they fall in love with each other
upon first sight. This leads to Jasmine getting confused about her
sexual orientation.

쿠소

USA | 2017 | 105min | AP | Ⓧ
플라잉 로터스
Flying Lotus

Kuso

818 BST2 7/21 20:00
929 CH

7/22 24:00

로스앤젤레스에 지진이 난 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이야기를
방송하기 시작한다. 플라잉 로터스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뮤지션 스티븐
앨리슨이 연출한 장편 데뷔작으로, 지저분하고 고약한 스토리들이 관객의
인내를 시험한다. 올해 선댄스영화제 최고 문제작.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금기에 도전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영화들을 위한 섹션이다. 배우이기도 한 에

The bizarre , mutated survivors of Los Angeles 's nightmarish
earthquake broadcast their stories on a makeshift network of
discarded televisions . Director Steven Ellison , better known to
the public as the incredible musician Flying Lotus, has given the
millennium a movie guaranteed to melt minds.

이프릴 뮬렌 감독의 센세이션한 연출과 배우들의 눈부신 미모가 돋보이는 <빌로우 허 마우스>는 파격적인 레즈비언 섹

스신이 화제가 될 작품이다. 불편함과 역겨움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지 그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적이고 모험적인
영화 <항문남녀>, 어리숙하지만 귀여운 동정남 니코의 죽기보다 힘든 새해맞이 이야기를 그린 코믹 호러 <동정의 밤>, 뮤

지션이자 화가인 플라잉 로터스의 초현실주의적인 실험작 <쿠소>에 이르기까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아니면 극
장에서 만나기 힘든 작품들이 관객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Forbidden Zone is a place for extreme and dangerous films that challenge taboos and pose a problem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Below Her Mouth, a film by director and actress April Mullen, will claim its fame with

동정의 밤

The Night of the Virgin

Spain | 2016 | 117min | KP | ⑱
로베르토 산 세바스티앙
Roberto SAN SEBASTIAN

548 BST3 7/18 20:00 GV
929 CH

7/22 24:00

1024 BST1 7/23 20:00

순진하고 어리숙한 니코는 새해맞이 파티에서 어떻게든 동정을 면해 보려

a sensational display, striking beauty of the starring actresses, and an extraordinary lesbian sex scene. Movies

고 발버둥 친다. 그러던 중 매혹적인 중년의 여인이 그를 유혹하고, 그녀의

such as Assholes will push the audience to the limits of their tolerance for discomfort and disgust. The Night

아파트에 따라간 니코는 상상조차 못했던 고생을 겪으며 아파트를 빠져나

Year’s Eve. Lastly, Kuso, a controversial, surrealistic, and experimental film from director Flying Lotus - who

At a New Year’s Eve party, Nico sets out ready to lose his virginity at all
costs that same night and his gaze crosses a cunning and attractive
mature woman. What promised to be an epic sexual debut full of lust
and lack of restraint ends up turning into his worst nightmare.

of the Virgin, a comic horror movie, describes a naive, but rather adorable virgin guy named Niko and his New

갈 수도 없는 기구한 상황에 처하는데…

is also a musician and a painter - is another movie that awaits the audiences. These films will challenge the
audiences, as these films wouldn't be in the theaters if it were not for BI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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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Fantastic Short Films

짧아서 더욱 좋은 영화들. 장면 하나, 대사 하나만으로 충격과 반전을 주는 촌철살인의 미학부터 짧은 시간 안에 긴 여운
을 전해주는 단편영화만의 매력을 보여준다. 관객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1개국 84편의 작품
들이 상영될 올해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역시 그 이름에 걸맞은 판타스틱하고 흥미진진한 작품으로 가득하다.

소녀의 절망이 판타지로 표현된 <까악까악>, 브루나이에서 온 공포영화 <사라지는 아이들>, 반전 코믹호러 <노스리치 호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
Fantastic Short Films 1
유령이야기

The Art of Not Appearing

인터뷰 – 사죄의 날

Interview: Sorry Day

러>, 낯선 존재에 대한 공포를 그려낸 <림보>, 오래전 마치지 못한 책을 죽어서도 쓰고 있는 남자의 이야기 <유령이야기> 등
의 영화들은 한 편 한 편 발견의 기쁨을 줄 것이다. 올해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 <방문자>나 스타일리시한 스

페인 단편 <네로>처럼 삶과 죽음, 선과 악의 의미에 대한 상념들을 던져주는 작품들도 포진해있다. <부기스>, <수혈> 등
가까운 미래사회에 대한 불길한 예견을 담은 SF 영화들과 <클랜징 아워>, <함께하자>, <귀신병동> 같은 ‘무서운 영화’들
도 놓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작품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범죄자의 시선을 담은 듯 시작해, 그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나타낸 <그

날 밤 갑자기>, 영화 만들기에 관한 ‘병맛’ 코미디 <김앤장> 등을 비롯해 왕따, 가족, 실업, 소수자 등 지금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장르를 통해 담아낸 영화들과 함께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합의

Agreement

Shorties, but goodies. Here, we’ve got short masterpieces that would bring about some shock and
plot twist with just one scene and just one word, or that would leave a long lasting impression by

the condensed energy in the short-timed film. With these charms, Fantastic Short Films were greatly

loved by the audiences visiting BIFAN. With the participation of 84 films from 21 countries, we’ve got

many intriguing and ‘fantastic’ movies, as the name Fantastic Short Films suggests. Films such as Caw ,
expressing a girl’s despair in a fantasy, More Vanishing Children, a spooky horror movie from Brunei,

The Northleach Horror , a comedy-horror with an unexpected twist, LIMBO , a film artistically depicting a

fear for the unknown being, as well as The Art of Not Appearing , a story about a ghost who continues to

50
50

year’s collection of Fantastic Short Films. Such films include One Night, Suddenly , which starts in the
perspective of a criminal then ‘suddenly’ turns into an action that punishes the criminal, and Kim and

P
P

Korea | 2016 | 10min | AP
배기원 BAE Kiwon

늦은 밤, 한적한 식당에 괴한들이 쳐들어온 사건에 대해 기자는 이웃 사람들을 인터
뷰한다. 단순한 탐사보도 시퀀스의 재연이라기에는 너무나 의미 있는 액션의 진일
보. 영화는 내내 새롭고 실험적이며 도전적이다.
Late at night, burglars broke into a restaurant. A reporter is conducting
interviews. The film exceeds expectations, outdoing a form of investigation
focused program.

Korea | 2016 | 24min | IP
이태진 LEE Taejin

세영은 합의를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과연 이것은 무엇에 대한 합의인가?’, ‘왜
세영은 이렇게까지 합의를 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세영
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Sae-young is doing her best to reach an agreement on things. But suddenly,
she is struck with questions. ‘What am I doing this for?’ ‘Why am I trying so
hard to reach an agreement?’

아름다운 안드로이드 소녀가 있다. 그녀에게 계속 기억을 이식시키는 과학자 ‘P’. 기
억과 망각에 대한 동화적이고 초현실적인 SF.
To unburden himself from his feeling of guilt, scientist ‘P’ transfers a traumatic
memory to an android robot girl. A surreal stream of consciousness that
contains memories, conversations and the most important question of all.

are by dealing with hazing, family, unemployment, minorities, and all sorts of the problems that we are
facing now.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기억도 나지 않는 오랜 옛날 미처 끝내지 못한 책을 죽어서도 쓰고 있는 남자. 그리고
여전히 한 남자만을 사랑하는 여자. 죽어서도 이승과의 연을 끊지 못하고 있는 두 사
람은 서로의 삶을 돌아본다.
After years of lonely obsession, two ghosts cross paths, and are forced to
reconsider their reasons for haunting.

Germany | 2017 | 20min | WP
마르쿠스 하니쉬 Marcus HANISCH

Jang , a ludicrous movie about moviemaking, and the films which will allow us to look back at wher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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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way, USA | 2016 | 14min | KP
페르닐레 리베달 헬레빅 Pernille RIVEDAL HELLEVIK

A fifty year old man has a wife and child overseas while he stays behind to
finance his child's education. A film about a lonely man who finds himself
pushed out of the center of his job, family, and life.

Cow's Eye , a film received a Jury Award from the Sundance Film Festival, as well as Nero , a Spanish short
such as The Cleansing Hour, Commune , and The Dark Ward . Korean films are also prominent in this

602 HYU3 7/19 11:00

아이와 아내를 미국에 보내고 홀로 남은 주인공. 유학비와 월세, 부모님 용돈까지 챙
기기 힘들어 동네 헬스 트레이너로 취직하지만 젊은 트레이너에게 밀린다. 직장과
가정,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버린 중년 가장의 쓸쓸한 일상. 배우 차인표의 연출 데뷔작.

message on life, death, and the meaning of good and bad, including And the Whole Sky Fit in the Dead

nightmarish near future society including The Boogeys and Arterial , and even some of the ‘scary films’,

406 HYU6 7/17 11:00 GV

Korea | 2017 | 19min | WP
차인표 CHA Inpyo

write a book that it wasn’t able to finish, are some of the delightful ones to discover. Films have a deeper
film also invite the audiences. They also should not miss out on SF movies expressing their concerns on

⑮ 108 HYU3 7/14 14: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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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
Fantastic Short Films 2
내가 살아가는 법

The Way of My Life

원더케이
Wonder – K

도식

Scheme

장롱면허

The Novice

심심(深心)

The Realm of Deepest Kn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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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BST2 7/14 20:00 GV
320 BST2 7/16 13:00 GV
536 SS

7/18 17:00 GV

벨빌

Belle Ville

Japan | 2017 | 13min | WP
안도 케이야 ANDO Keiya

지난 10년, 모두가 포기하라 했지만 결코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하지만 마침내
자신에게는 그 어떤 재능도 없음을 깨닫게 된 바로 그 순간, 기적처럼 그녀가 나타났다.
A man had been chasing his dream for over 10 years without a day off. But
he recently discovered that he has no talent. At that moment, the abyss of
despair starts to consume him.

Korea | 2016 | 5min | WP
김공명 KIM Gongmyung

연료 부족으로 우주에 고립된 덕희와 죠스. 어떻게든 본부에 연락하려는 죠스와 달
리 덕희는 송신기로 음식을 증폭시키는 엉뚱한 발명품만 만든다. 죠스는 이런 덕희
가 마냥 답답하기만 하다. 과연 이 둘은 지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Deep in space, Jaws and Deok-hui are in a drifting spaceship due to a fuel
shortage. Jaws tries to contact the headquarters to survive but Deok-hui has
already used the transmitter for his silly invention. Can they ever get back to
Earth?
Russia | 2016 | 7min | WP
바딤 비네르 Vadim VINER

건축가의 도면이 만들어 낸 모델과 현실 세계가 씨실과 날실처럼 뒤섞인다. 시각적
트릭이 돋보이는 판타지영화.
In a reality created by the architect, events unfold which follow their own
logic. However, everything changes when the architect becomes a participant
of the events. Now he is in danger, and there is only one way to be saved – to
control his own thoughts.

Korea | 2017 | 29min
박근범 PARK Geunbeom

어린 동생 경석을 데리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가야 하는 장롱면허 경태. 아버지의
차를 타고 도로에 들어서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한편 경태가 자리를 비운 사이
경석은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된다.
Inexperienced driver Gyeong-tae takes his younger brother Gyeong-suk from
Daejeon to Seoul. He tries his best, but it’s more difficult than he expected.
When Gyeong-tae is gone for a moment, Gyeong-suk gets a call about their
father being hospitalized.
Korea | 2017 | 4min
김승희 KIM Seunghee

역경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이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닿고자 한다. ‘교감’이라는 관
념적 테마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이미지화한 작품. 개성적인 작화는 물론 음악과 편
집까지, 그 자체로 ‘원 맨 밴드’ 같은 영화.
One person tries to look deep into another’s soul in a time of adversity. The
film expresses the theme of communication.

France, Korea | 2016 | 26min | KP
정원희 JUNG Wonhee

한국인이 운영하는 파리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조선족 불
법체류자. 쌍둥이 동생이 무사히 파리로 와서 자신에게 여권을 바꿔주기를 절박하게
기다리지만, 사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In Paris, an illegal Chinese-Korean worker is waiting for her twin sister coming
from China, with whom she intends to trade places with. But on D-Day,
nothing goes as planned.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Fantastic Short Films 3
까악까악
Caw

Ⓖ 245 BST1 7/15 18:00 GV
425 SS

7/17 14:00

735 SS

7/20 17:00

Canada | 2017 | 16min | AP
제레미 루터 Jeremy LUTTER

늘 배낭을 멘 채 절대로 내려놓지 않는 한 소녀가 있다. 도대체 왜 배낭을 내려놓지
않을까? 소녀의 절망이 판타지로 표현된 수작.
A shy teenager falls in love with the strange new girl at school, who always
wears a mysterious red backpack.

큐피드

Korea | 2016 | 8min | WP
이도희 LEE Dohee

Cupid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이어주는 담당 큐피드가 있다. 케이트의 담당 큐피드는 케이트와
꼭 어울릴 남자를 발견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큐피드의 화살은 엉뚱한 곳을 향해
날아간다. ‘큐피드의 화살’과 인연에 관한 깜찍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애니메이션.
The cupid who's in charge of Kate is a perfectionist. He tries to connect Kate
with a man that he approves of, but the man never appears. In the end, he
finally gets to find the perfect man for Kate.

사라지는 아이들

More Vanishing Children

Brunei | 2017 | 15min | IP
압둘 자이니디 Abdul ZAINIDI

실제로 실종된 아이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풀어낸 브루나
이에서 온 독특한 공포영화.

Story of disappearance based on real cases in Brunei that unfold in a
documentary style story in four chapters.

지우개 전쟁
Eraser W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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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 2016 | 11min | IP
아키라 AKIRA

가레스가 사는 별을 누군가 계속해서 파괴한다. 살아남은 자들은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나서는데... 중학생이 연출한 SF 단편 애니메이션.
The home planet of Gareth has been destroyed by somebody. The surviving
warriors become vagrants to find a new home, however... A short SF animation
film directed by a middle school boy.

변성기

Almond: My Voice is Breaking

미망인

The Widow

어느 날 갑자기 변성기가 찾아오면서 지승은 합창단 솔로 파트에서 밀려날 위기에
처한다. 영화는 ‘변성기’라는 소년의 육체적 변화를 통해 ‘성장’을 이야기한다. 몸의
변화가 주는 묘한 스릴, 두려움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가운데, 소년은 조금씩 어른이
되어간다.
Ji-seung is in danger of losing his solo part in the chorus because of his
changing voice. The film tells the story of growth, depicting one boy’s physical
changes into becoming a man.

철사인간의 최후

Down to the Wire

알

The Egg

스포주의

Spoiler Alert

98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Light My Fire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장례를 마친 희진은 "서해바다에 뿌려달라."는 남편의
유언에 바다에 도착한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바다. 인생이 한없이 슬픈 것도 또
행복한 것도 아님을 담담하게 서술하는 작품. 배우 유다인의 천연덕스러운 연기가
돋보인다.
Hee-jin goes to the sea to follow her husband’s will that says, “Cremate my
body and scatter the ashes in the Yellow Sea.” The film tells a narrative about life
in a calm manner on the Yellow Sea where the tide is coming in and going out.
⑮ 325 CH

7/16 15:30 GV

604 HYU5 7/19 11:00
801 BST1 7/21 11:00

Spain | 2016 | 12min | KP
후안 카를로스 모스타자 Juan Carlos MOSTAZA

철사로 만든 인간들이 살고 있는 어느 곳. 아버지와 딸이 사는 곳에 한 남자가 도착한
다. 철사인간들이 벌이는 살인과 범죄, 목숨을 건 숨막히는 추격전.
Somewhere in a world settled by people made of wire, a stranger arrives to a
ghost town where the only inhabitants are a man and his daughter...

Israel | 2016 | 20min | AP
나다브 디렉토어 Nadav DIREKTOR

노아는 엄마가 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유산을 하
게 되자 다급해진 노아는 기묘한 방법으로 아이를 구하게 되는데…
All that Noa wants is to become a mother. But when her husband leaves on
a business trip, she has a miscarriage. Too afraid to tell her husband the bad
news, Noa resorts to desperate measures to have a baby.

Korea | 2017 | 16min | WP
김경윤 KIM Gyung-yoon

만화방에서 ‘스포일러’를 당한 주연은 스포일러 범인을 찾는 추리를 시작한다. 엉뚱
하며 재치 넘치는 그래픽과 깨알 같은 잔재미, 예상치 못했던 단서들을 통해 심각한
범죄(?) 중 하나인 ‘스포일러’에 대해 말하는 경쾌한 코미디.
After Ju-yeon unwittingly reads a spoiler left by someone in a comic book
store, she goes on a search to track the culprit behind the spoiler. A charming,
witty, and imaginative comedy.

Korea | 2016 | 18min | WP
남궁민 NAMKOONG Min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의 비밀을 파헤치며 벌어지는 범죄 수사 스릴러. 인물들의 심
리, 동선과 대사를 통해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한다. 영화 초반 던져졌던 상황과 대사
들이 맞춰지면서 서서히 결말이 다가온다. 배우 남궁민의 연출 데뷔작.

Detective Shin becomes the star of his department when he is tasked with
investigating a bizarre murder. On the eve of solving the most important case
of his career, his mind is pre-occupied with finding his lost zippo lighter…

부기스

Korea | 2017 | 23min
최청일 CHOI Cheong-il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Fantastic Short Films 4

라이트 마이 파이어

Korea | 2017 | 14min
박준호 PARK Joonho

The Boogeys

Canada, USA | 2017 | 20min | WP
산자이 샤르마 Sanjay F. SHARMA

황폐한 지구가 ‘부기스’라 불리는 외계인들에 의해 지배받는 근미래. 경관 출신 소매
치기인 남자는 우연히 부기스에게 팔려간 아이를 찾게 된다. 미래사회에 대한 실감
나는 설정과 아트워크, 특수효과가 돋보이는 스페이스 서부극.

Set in a near future where Earth has been turned into a ghetto by an alien
species, our story follows Jack, a pickpocket as he tracks down a missing
child about to be sold to an alien overlord.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5
Fantastic Short Films 5

능력소녀

Superpower Girl

F**king 버니
Fucking Bunnies

귀신병동

The Dark 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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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 FC

7/16 10:30 GV

802 BST2 7/21 11:00 GV
1010 BST1 7/23 14:00

Korea | 2017 | 24min
김수영 KIM Sooyoung

전교 1등의 능력소녀 공미나. 존재감 제로의 무능력소녀 맹주리. 이 둘에게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능력이 찾아온다. 이토 준지의 만화를 연상시키는 독보적이고 강렬한
이미지의 십대 소녀들이 만나는 아름다운 잔혹 동화.
A story about a top student named Mi-na and an inferior student named Ju-ri.
One day, both of them suddenly get tremendous capabilities.

Finland | 2017 | 17min | AP
티무 니우카넨 Teemu NIUKKANEN

평범한 중산층 중년 남성의 옆집에 사탄 분장을 한 사탄 숭배 섹스 광신도가 이사를
오면서 그의 평온한 삶에 혼란이 찾아온다. 올해 선댄스영화제 화제의 단편작.
Raimo is a 49-year-old man who plays squash by himself and likes his life as
it is - steady. The status quo is shaken when a sex cult moves next door to
Raimo.

Japan | 2016 | 11min | KP
하라다 마도카 HARADA Madoka

모두 다 잠든 밤, 한 병실의 비상벨이 울리지만 깊이 잠든 간호사는 소리를 듣지 못한
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도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병실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
서 벌어지는 단순하지만 소름 끼치는 공포체험.
In a hospital at the dead of night, an old woman rings the nurse call button,
but the nurse doesn't notice. After the woman passes away, the nurse is
terrified of the woman's grudge.

에디 테이블의 신비한 모험
The Absence of Eddy Table

그날 밤 갑자기
One Night, Suddenly

기이한 숲에서 길을 잃은 에디 테이블은 풍만한 몸매의 신비로운 소녀들을 발견하
지만, 곧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그를 쫓기 시작한다. 캐나다 만화가 데이브 쿠퍼의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하여 그로테스크한 세계관이 돋보이는 애니메이션.
Eddy Table, who gets lost in a strange forest, meets mysterious girls. But soon
he starts being chased by unidentified monsters. This short animation film
shows a grotesque view of the world.

Korea | 2016 | 21min | WP
김태동 KIM Taedong

희생자를 찾아 밤거리를 배회하는 살인자. 세 명의 여대생과 중년의 여주인이 있는
허름한 술집에 들어선 그는 과연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독특한 공간 구성과 스타일
리시한 화면, 예측불허의 캐릭터 그리고 부조리한 상황 속에 영화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Su-young is a murderer seeking out a victim at night. He finds three female
university students and a middle-aged woman at a bar. Can he accomplish
what he set out to do?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6
Fantastic Short Films 6
142B의 호랑이

The Tiger of 142B

시시콜콜한 이야기

Norway | 2016 | 12min | AP
룬 스파안스 Rune SPAANS

Trivial Matters

Fantastic Short Films 7

수혈

Arterial

1019 BST3 7/23 17:00

클랜징 아워

The Cleansing Hour

France, Greece | 2016 | 30min | KP
콘스탄티나 캇츠마니 Konstantina KOTZAMANI

LIMBO

열두 명의 소년들이 특이한 외모를 지닌 한 소년을 ‘죽음’이라 부르며 멀리하고, 소년
들은 흰고래의 사체를 발견한다. 낯선 존재에 대한 공포를 신비롭고 아름다운 영상
으로 그려낸 작품.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goat. The wolves shall live with the lambs.

치석

Korea | 2017 | 7min | WP
신후승 SHIN Hooseung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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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앉아서 여장을 하던 태훈은 무심코 받은 전화 때문에 몰카범으로 몰
린다.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구분짓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사
회적 차별과 그 안에서 고통 받는 개인 혹은 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
Tae-hoon is dressed up as a woman in the ladies room. After answering the
phone carelessly, he is suspected of secretly taking photos. The movie depicts
the discrimination minorities can face when using a public bathroom.

1018 BST2 7/23 17:00

France, Taiwan | 2017 | 30min | IP
올리비에 마르세니 Olivier MARCENY

USA | 2016 | 19min | AP
데미안 레벡 Damien LEVECK

대역 배우를 내세워 악령을 쫓는 가짜 의식을 치르는 인터넷 방송으로 인기몰이 중
인 랜스와 드류.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또 한 번의 가짜 엑소시즘이 전송되려는 그
때,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Korea | 2017 | 11min | IP
염지희 YEOM Ji-hee

Plaque

치석 제거를 위해 치과를 찾은 여성. 하지만 그녀가 치과를 찾은 데에는 또 다른 이유
가 있는 것 같다. 어느새 잔뜩 쌓인 치석처럼 이미 끝나버린 관계 끝에 남아버린 마음
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절차와 과정 역시 필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A story about a dental hygienist and a patient who wants to get her teeth
cleaned. But it seems that she has another reason for visiting. Maybe she
wants to have no regrets.

And the young boy will lead them. 12+1 kids and the carcass of a whale
washed ashore…

HELLO

714 HYU4 7/20 14:00 GV

Two failed filmmakers have found success running a webcast that streams
LIVE exorcisms , which are not real . When they broadcast another ‘faux
exorcism’, they are faced with a strange situation.

unsettles the residents of Block 142B.

림보

⑮ 348 BST4 7/16 18:00 GV

인간의 피와 장기가 밀거래되는 근미래. 돈을 구하기 위해 피를 팔려던 소녀는 그로
인해 쫓기게 된다. 현재의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은 배경 속에 펼쳐지는 디스토피아
적 미래에 관한 어둡고 절망적인 SF 느와르.
In a world where human blood and organs are currency, a girl is on the run
after trying to sell her blood. A sci-fi noir about a dystopic future set in a
backgound that isn't particularly different from the present.

706 HYU7 7/20 11:00

142B 동에 사는 백수 청년은 뜻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142B 동에서 일어나
는 의문의 살인사건은 그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데…
Everything has not turned out just as a young unemployed wished. As he
struggles to cope with his fragile state of mind, a mysterious serial killing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영화감독 지망생 도환은 한 모임에서 은하를 알게 된다. 그녀
의 도움으로 조금씩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된 그는 은하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또다
시 상처받을까 두렵다. 배우 엄태구의 설레는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로맨틱 코미디.
Do-hwan, who is suffering because of his ex-girlfriend, attends a freelancer’s
gathering and gets to know a strange but attractive girl named Eun-ha. They
have feelings for each other, but he’s afraid of getting hurt again.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7

⑫ 304 HYU4 7/16 10:00 GV

Singapore | 2016 | 11min
헨리 주앙, 해리 주앙 Henry ZHUANG, Harry ZHUANG

Korea | 2017 | 32min | IP
조용익 JO Yongik

의자 위 여자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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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17 | 28min | WP
박준영 PARK Junyoung

가끔 걸려오는 사회복지사의 전화와 TV 외엔 혼자 하루를 보내야 하는 꽃님은 구석
에 놓인 안마의자에 앉는다. 고령화 사회, 외롭게 살아가는 독거노인 문제와 사회적
무관심에 대한 씁쓸하고도 가슴 아픈 드라마. 중견배우 이용녀의 무표정한 듯 홀로
된 삶의 쓸쓸함을 담은 얼굴이 인상적이다.
Kkot-nim spends the entire day without human interaction, aside from the
occasional calls from a social worker and the TV. A story about an aging
society and the societal indifference to senior citizens who live alone.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Fantastic Short Films 8
노스리치 호러

The Northleach Horror

⑮ 316 HYU4 7/16 13:00 GV
726 HYU4 7/20 17:00
1016 FC

7/23 17:00

Scotland, UK | 2016 | 14min | AP
데이빗 케언스 David CAIRNS

1941년, 언어학자 맥휘티는 죽은 이의 영혼을 포획할 수 있는 기계에 잡힌 스파이의
언어를 해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유령과 대적한다. 하지만 실험실은 대혼란에 빠
지는데… 신선한 아이디어와 다이나믹한 전개, 반전이 번뜩이는 코믹호러.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9
Fantastic Short Films 9
명령

Gusla or the Spirits

2박3일

2Nights 3Days

미아

France | 2016 | 9min | KP
아드리엔 노왁 Adrienne NOWAK

아드리엔은 폴란드에 살고 있는 할머니와 친척들을 방문한다. 가족의 뿌리와도 같은
부엌에서 파이를 만들어 먹으며 고향의 오래된 이야기를 듣는다. 자유로운 이미지의
변형과 개성적인 작화가 인상적인 작품.
Adrienne goes back to Poland, where she was born, to see her grandmother
and ask her family about communism. In her aunt and uncle’s cozy kitchen,
she will learn about communist spirits.

Korea | 2016 | 29min | IP
조은지 CHO Eunji

남자친구 민규의 이별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지은은 민규의 집에서 2박 3일을 보
낸다. 영화는 현실과 감정의 간극을 인정할 수 없는 지은의 마음과 민규의 가족을 연
결시키며 관계와 이별에 관해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Ji-eun, who can’t believe her boyfriend has dumped her, decides to stay for
two nights and three days at her ex-boyfriend’s house. The film explores
relationships and breakups.

Spain | 2017 | 17min | AP
알렉스 가르코트 Alex GARGOT

Amo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인간의 지능과 신체기능 실험을 하고 있던 남자. 하지만 그의
실험은 함께 지내고 있는 미아로 인해 위기에 봉착한다. 소녀와 여인 사이, 아슬아슬
한 긴장감으로 다가오는 미아는 그의 욕망일까, 안드로이드의 진화일까.
An android programmer, obsessed with replicating human anatomy and
intelligence, will be led to the darkest corners of his own mind by 'Mia,' his
domestic companion android.

Order

간밤에 꾼 꿈
A Dream

정중지와: 우물 안 개구리
Kids in the Woods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They Are, Like Us.

House Hunting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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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FC

7/22 11:00 GV

의무경찰로 입대한 민규는 시위 진압 명령을 받게 된다. 한 사건으로 인해 숨진 연인
과 그녀의 죽음을 규탄하는 시위에서 마주하게된 그녀의 아버지와 민규를 둘러싼 비
극을 그린 영화는 다큐멘터리와 픽션, 현실과 판타지를 오가며 현재 한국의 비극적
상황을 애도한다.
Conscripted policman Min-kyu is ordered to suppress a protest. This movie depicts
a tragic story about his lover and her father who dies by an incident.

복덕방

102

713 HYU3 7/20 14:00

Korea | 2017 | 19min | WP
박성호 PARK Seongho

In 1941, a linguist Enzo McWheattie is summoned for the machine which is
designed to summon the spirits of dead British spies so he can debrief them. He
tries to interpret the dead voice, but an unpleasant surprise awaits the team.

구슬라

⑫ 360 BST1 7/16 20:30 GV

Fantastic Short Films

Korea | 2016 | 13min | WP
정가영 JEONG Ga-young

재헌은 은선에 관한 꿈을 꾸고, 누구의 꿈인지 모를 꿈을 통해 서로의 은밀한 욕망을
거침없이 내보인다. 저마다의 꿈이 적나라하게 부딪치며 욕망의 근저를 탐색하는 블
랙코미디. 감독의 개성이 살아있는 나른하고 엉뚱한 단편.
Film director Jae-hun had a dream about actress Eun-seon. Movie characters
manifest their secret desires through the dreams.

Korea | 2016 | 12min | WP
권현석 KWON Hyunseok

진욱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얻은 마법의 카드로 그림 카드가 걸린 도박판을 휩쓴다.
하지만 진욱은 희철과의 한판 승부에서 모든 것을 빼앗긴다. <타짜>를 연상시키듯
진지하고도 허세 가득한 아이들의 카드 게임 장면은 단연 압권이다.
Jin-wook sweeps the gambling world with his magic card. However, he loses
the big match and blows everything leading him to struggle desperately. The
card game scene reminds us of the Korean film, The War of Flower .

Korea | 2017 | 17min | WP
심지환 SHIM Jihwan

수풀이 우거진 강가. 그리고 병원 병실. 별 상관없어 보이던 두 개의 공간은 덕배와
민정을 통해 하나로 연결된다. 의식과 무의식, 현실과 환상의 대립과 아련한 연결은
마치 ‘포스트 세월호’ 시대의 징후처럼 다가온다.
A riverbank within a thick forest and a hospital room . These unrelated
places are connected through Duk-bae and Min-jung.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fantasy and reality.

Korea | 2017 | 30min | IP
최병권 CHOI Byungkwon

재광이 일하는 부동산에 전 여자친구 현경이 남자친구 데이빗을 데리고 찾아온다.
세 사람은 현경과 데이빗이 살 집을 찾아 나선다. 집을 구할 때처럼, 사람도 꼼꼼하게
찬찬히 보지 않으면 진면모를 알 수 없다.
Jae-gwang is a real estate agent. One day, his ex-girlfriend Hyung-gyeong
brings her new boyfriend David to Jae-gwang's office. They’re looking for a
place for Hyung-gyeong and David. Like finding a house, we can’t get to know
someone if we don't take a close look.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0
Fantastic Short Films 10
대구에서

In to From

그린라이트

Green Light

스테이시와 외계인

Stacey and the Alien

네로

⑱ 334 BST4 7/16 15:30 GV
622 BST4 7/19 14:00
1011 BST2 7/23 14:00

Korea | 2017 | 40min | WP
서정신우 SEOJUNG Sinwoo

시를 쓰고 있는 희를 찾아온 옛 애인 유정. 시인을 꿈꾸며 서로 사랑했던 둘 사이에
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의 감정이 남아있다. 시를 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듯 보이
는 여자는 남자의 비극을 예견하며 슬픔에 잠긴다.
Hee is staying at a shabby motel to write poems, but is struggling to write.
One day Yu-jung, her old lover, visits the motel to meet her. A story about
what you need to write.

Korea | 2016 | 16min
김성민 KIM Seongmin

핵전쟁 이후,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지구. 홀로 살던 마리는 로봇 병사
M626을 발견하며 삶에 변화가 생긴다. 놀라운 비주얼과 기술적 완성도의 3D 애니
메이션으로, 소녀와 기계 인간의 관계를 통해 암울한 미래에 대한 예견을 담은 작품.
With the ecosystem destroyed after a nuclear war, Mari, a survivor, does all
she can to rebuild. When she stumbles upon a robot soldier in an abandoned
city, everything changes.

Belgium | 2016 | 15min | AP
넬슨 폴플리에 Nelson POLFLIET

스테이시는 언젠가부터 이웃이나 친구 누구하고도 어울리지 않는다. 엄마만이 그의
유일한 말상대이지만 사실 엄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세상
에서 살고 있는 그는 어느 날 숲에서 이상한 존재를 발견한다.
Stacey can't handle the loss of her mother. She decides to keep her mother's
body hidden from the world and tries to hold on to the illusion. By doing this,
they can keep on spending their lives together.

Spain | 2017 | 17min | IP
루빈 스타인 Rubin STEIN

Nero

저널리스트 알마는 비밀리에 대통령을 인터뷰하러 간다. 어둠 만이 가득한 병실에서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누워 있는 그. 그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간 화재는 사고
인 것인가, 로마를 불태웠던 폭군 네로가 그랬듯 그 자신의 의지인 것인가.
Alma, a Spanish journalist, is carried to the secret place where the President
is hidden after a tragic terrorist attack to his family.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Fantastic Short Films 11
마태복음 19장 14절
MATHEW 19:14

드립 드롭
Drip Drop

모세

923 FC

7/22 20:00

Russia | 2017 | 30min | IP
알렉산더 도모가로프 주니어 Alexandr DOMOGAROV (jr.)

아이들에게 악령이 들렸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여교사의 환상과 파멸을 그린 공포
영화. 안경 너머 아이들을 훔쳐보다 악령을 발견하고는 점점 미쳐가는 교사의 광기
와 무표정한 얼굴의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공포가 인상적인 단편.
A teacher of junior classes suspects her students of being demon-possessed.
She is trying to solve the mystery to save them. But every day the number of

Sweden | 2016 | 8min | AP
조나 닐슨 Jonna NILSSON

물이 나오지 않는 집에서 한 방울씩 물이 새어 나온다. 그리고 그 물은 살아있다.
A woman returns home only to realize there is no water in the house. But later
that night, the water returns in the form of a steady drip and it’s alive.

Japan | 2017 | 5min | IP
니시무라 요시히로 NISHIMURA Yoshihiro

Moses

<미트볼 머신: 고도쿠>의 니시무라 요시히로와 친구들이 원전 이후 일본의 미래와
평화를 기원하며 부르는 노래. ‘영화 만드는’ 소노 시온이 아닌 ‘노래하는’ 소노 시온
의 모습도 만날 수 있다.

Japanese cult filmmaker Nishimura Yoshihiro and his friends sing after the
nuclear disaster in prayer for the future of Japan and peace. Audiences can
meet the singing Sono Sion in the film instead of the filmmaker Sono Sion.

애드립
Adlip - Improvisation

Aged 30 Years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739 HYU3 7/20 20:00

monsters increases…

30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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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17 | 16min | WP
허준석 HEO Joonseok

연인과의 이별을 애써 모른 척하고 있던 우진은 그녀에게 새 남자가 생겼음을 알게
된다. 현장을 목격한 우진은 속내를 표현하지 못한 채 오디션장에 들어선다. 배우가
연기를 통해 전달하는 감정의 실체, 그것은 모두 허구이기만 한 걸까?
Woo-jin, who is an actor, doesn't want to accept the fact that he and his
girlfriend have broken up. After hearing about her new lover, he goes out
looking for her, but is unable to say anything when he finds her. He leaves for
an audition with his unexpressed emotions.
Korea | 2016 | 30min | WP
엄준호 UM Junho

위태로운 관계 속 옥선과 무진. 옥선은 관계회복을 위한 기회를 엿보지만, 상황은 예
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30년 묵은 관계를 깰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을까. 그
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돌아가는 것이 옳다.
Oak -sun and Mu -jin find themselves in a fragile relationship . Oak -sun
looks for a chance to restore their relationship, when things work out in an
unexpected way.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2
Fantastic Short Films 12
심연의 소리

Sound from the Deep

⑮ 130 BST5 7/14 17:00 GV
541 HYU3 7/18 20:00
1023 FC

7/23 20:00

Finland | 2017 | 29min | IP
요나스 알로닌, 안티 락소 Joonas ALLONEN, Antti LAAKSO

바닷속 깊은 곳의 자원을 찾아 북극해를 항해하는 과학자들간의 진실과 과학자로
서의 양심을 향한 갈등과 음모를 담은 작품. 뛰어난 완성도와 긴장감이 인상적이다.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3
Fantastic Short Films 13
노다지

Bonanza

An international research group is searching for natural resources from the
Arctic Ocean. They pick up a strange underwater sound from far north, and
start to follow it to the uncharted waters.

503 HYU3 7/18 11:00 GV
1007 BST5 7/23 11:00

Korea | 2017 | 25min | WP
박상훈 PARK Sang-hun

전 재산을 탕진하고 10년 만에 가족에게 돌아온 장피논은 건실한 삶을 꿈꾸지만,
노다지에 대한 욕망이 그의 가슴 한쪽에서 커진다. 한국 근대 문학에서 그대로 튀
어나온 것 같은 인물들의 거친 욕망과 배우들의 열연, 강렬한 영상이 주는 원초적
인 에너지로 가득한 작품.
Jang-pinon, who returns to his family after losing his entire fortune, has
made up his mind to have a stable life. However, the desire for gold grows

in his mind…

소음

Korea | 2017 | 11min | WP
최훈태 CHOI Huntae

Noise

나는 명왕성이 다시 행성이 됐으면 좋겠어
I Want Pluto to be a Planet Again

일상의 모든 소리가 걷히고 홀로 남은 선영의 귀에서는 벽장 안의 기괴한 소음이 들
리기 시작한다. ‘사운드 미스터리 호러’라 부를 만한 새로운 방식의 실험적 장르 영화
로 <연애담>의 이상희가 주연을 맡았다.
Sun-young hears freaky noises coming from the closet when she’s left alone.
This experimental genre film could be considered a 'sound mystery horror.'

두렵지 않아

Ain't Got No Fear

쿡쿡쿡

Cook Cook Cook

영자의 전성시대
Yeong-Ja’s Hey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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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 2016 | 10min | AP
미카일 카리키스 Mikhail KARIKIS

영국 켄트 지역 그레인 섬의 공장 늪 지대 인근에서 한 무리의 소년들이 자신들의 운
명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노래하며 성장해 가는데...
Around the industrial area of Isle of Grain, a bunch of boys grow up with great
expectations of their future.

Korea | 2016 | 11min | WP
송성도 SONG Sungdo

240세 생일을 맞은 왕의 영생을 위해 요리를 바치는 요리사들. 도망치기 바쁜 특별
한 식재료와 그것을 쫓는 요리사 세 명의 솜씨 자랑이 잔혹하고도 우스꽝스럽게 펼
쳐진다. B급 영화의 상상력이 빛을 발하는 발랄한 잔혹 판타지 애니메이션.
Rabbit run! The world's best chefs will catch you! You are a special food for
the sick king. Run! Run! Run!

Korea | 2016 | 23min | WP
황시영 HWANG Siyoung

영자는 카페 사장 종인을 자신의 옛사랑으로 오인한다. 현실과 망상을 구분 못 하는
영자는 끊임없이 종인을 찾아와 결혼을 종용한다. 아직은 자신의 전성시대가 끝나지
않았다 믿는 영자. 한 여성의 비극적인 삶을 아우르는 영화.
Young-ja mistakes the owner of the café, Jong-in, for her past lover. She
confuses fantasy with reality and keeps coaxing him to marry her. The film
follows Young-ja and her tragic life.

France | 2016 | 12min | KP
마리 아마초켈리-바르사크, 블라디미르 마부니아-쿠카
Marie AMACHOUKELI-BARSACQ, Vladimir MAVOUNIA-KOUKA

기계가 아닌 인간의 육체를 가진 마커스. 이미 자신과 다른 곳에 있는 여성을 향한 대
책 없는 사랑을 그린 스타일리시한 애니메이션.
A transhumanist romance in the near future. A young boy of modest origins,
Marcus, an H- , falls madly in love with an H+.

님머

Nimmer

Think dif²erent
Think dif²erent

Belgium | 2016 | 16min | AP
리븐 반호브 Lieven VANHOVE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리는 세상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커플. 남편은 아내를 구하려 하
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무너진다. 흑백의 화면과 라이브액션, 그리고 3D를 결합해 만
든 독특한 이미지가 세상 끝의 절박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The fragile world of a couple is torn apart. In a lighthouse on a falling cliff, a
wife keeps sending her husband her sadness through birds. The husband in a
half-broken house is looking for the ultimate solution to save his wife.

Korea | 2017 | 6min | WP
서진석 SEO Jin-seok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지하철 보따리 상인들의 모습을 스티브 잡스와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빗대어 풀어낸 작품. 아무리 좋은 옷과 화려한 공간에서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먹는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
Comparing a peddler in the subway with Steve Jobs and a composer. No

human can ever be free from the necessity of food even if they wear good
clothes and work at the perfect place.

사창리

Sachan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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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17 | 25min | IP
오세인 OH Sein

여자친구와 막 헤어진 군인 윤석은 영화과 학생 선영의 부탁으로 헤어진 군인 연기
를 하게 된다. 영화 속 상황과 윤석의 처지가 묘하게 얽히면서 윤석은 또다시 짧은 사
랑과 이별을 경험하는 스스로를 반추한다.
Private first class Yoon-suk and his girlfriend Mi-jin have just broken up. In an
odd twist of fate, Yoon-suk meets Sun-young - a student majoring in film who asks him if he can play the role of a man who has just been dumped.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4
Fantastic Short Films 14
함께하자

Commune

콜

434 BST4 7/17 17:00
645 HYU7 7/19 20:00

UK | 2016 | 16min | AP
토마 페레 Thomas PERRETT

런던의 한 낡은 집을 관리하게 된 남자. 그날 밤, 그는 지켜야 할 것은 집이 아닌 자
신임을 알게 된다. 폐쇄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밤의 시간, 누군가 당
신을 그곳으로 초대한다.
As a new guardian of a rundown London house, a man soon realizes he
needs to protect himself . A malevolent dark cult from the past resides
within the building, hunting for new members and stopping at nothing to
make you join them.
Korea | 2017 | 25min
박지은 PARK Ji-eun

Call

요령 좋은 대리기사 강우는 특유의 넉살로 다수의 단골을 두고 있다. 어느 날, 단골의
전화를 받고 나간 그는 살인범으로 의심되는 남자와 불편한 동행을 하게 된다. 그날
겪은 일은 강우를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Kang-woo, a driver for hire, accompanies a strange man whom he suspects is
a killer. The event gives him an opportunity to change himself, but he doesn't.
He does what is necessary for his survival.

프랑소와가 떠난 다음 날

The Day After Francois Left

플라스틱 러브
Plastic Love

누렁이들
Mongr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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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17 | 6min | WP
조정윤 JO Jung-yoon

머리카락이 세 올밖에 남지 않은 주인공 만식. 오늘따라 세차게 불어오는 강풍 속에
서 그는 과연 소중한 머리칼을 지켜낼 수 있을까?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한 한 남자의
분투와 스릴로 가득 찬 6분. 웃픈 상황임에도 폭소를 금할 길이 없다!
This is a story about a man who has only three strands of hair. He has to go to
work right now, but it’s too windy outside. Let’s see if he can keep his hair!

Korea | 2017 | 12min | WP
권항 KWON Hang

휴대폰은 자신의 주인인 은수와 은수의 사랑을 사랑한다. 생각해보면 휴대폰만큼 우
리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모든 것이 순간적인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픈 사랑에 관한 짧은 이야기.
A cell phone loves both its master Eun-su and her love. Is there anyone else
who can understand us as much as our cell phone does? A story about true
love.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Fantastic Short Films 15
김앤장

Kim & Jang

438 OA

7/17 17:00

1014 BST5 7/23 14:00

Korea | 2017 | 18min | IP
김영석 KIM Young-seok

김은 모아놓은 쿠폰으로 치킨을 먹기 위해 장의 집으로 쳐들어간다. 뜬금없이 펼
쳐지는 반전과 반복을 통해 코미디 장르의 법칙 혹은 영화 만들기의 과정을 보여
주는 코미디. 부조리한 상황을 끝까지 밀어붙여 나름의 스타일을 만들어 내는 감
독의 패기가 사랑스러운 작품.
Kim rushes into Jang’s home to use a coupon for free chicken. The film's

director is adept at using principles of the comedy genre and displays his
own unique style of filmmaking.

방문자

And the Whole Sky Fit in the Dead Cow's Eye

취급주의

Keep Out of Children’s Reach

Chile, USA | 2016 | 18min | AP
프란시스카 알레그리아 Francisca ALEGRIA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들이 죽어 나가고 있는 작은 마을. 그로 인해 절망하며 나간 아
들을 초조하게 기다리던 노인에게 오래전 죽은 동료가 찾아온다. 삶과 죽음에 관한
상념, 신비로운 분위기, 아름다운 영상이 돋보이는 단편.
In a small village of Chile, there’s an old lady, named Emeteria. One day, she
is visited by the ghost of her patron, whom she believes is coming to take her
to the afterlife.

Venezuela | 2017 | 10min | WP
구스타보 산체스 Gustavo SANCHEZ

불길하고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한 집. 세바스찬은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숨겨 놓은 쥐
약을 꺼낸다. 아이의 손에 들어간 독약, 그 집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Sebastian is a 7-year-old kid with macabre intentions. He walks into a room

and manages to get his hands on something that could help him get through
an evil plan to destroy happiness.

동승(同乘)

Ride Together

Korea | 2017 | 29min | IP
가성문 KA Sungmoon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하는 나운은 폐가에 갇힌 개를 구조하러 갔다 개에게 물려 죽어
가는 독거노인을 구하게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인은 다시 폐가로 이송되고 나
운은 여전히 노인의 편에 서려 하지만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된다. 나운
은 대의와 신념, 이상과 현실의 딜레마에 빠진다.
Na-un, who is working for an animal rights group, goes to an abandoned
house to rescue a dog. However, when he arrives, he finds an old man in
critical condition after being bitten by a dog.

⑮ 223 BST4 7/15 13: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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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17 | 36min | WP
한지수 HAN Jisu

동갑내기 민구와 태식은 외딴 시골 계곡에서 정체불명의 여인을 차에 태우게 된다.
질투와 배신감이라는 어두운 감정은 두 남자와 한 여자를 둘러싼 비극을 헤어날 길
없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순환시킨다.
Min-gu and Tae-sik take a mystery woman for a ride in their car. Jealousy and
betrayal drive them to a deep tragedy.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6 – ScreenX
Fantastic Short Films 16 – ScreenX
집으로

The Way Home

티비 첼로
TV Cello

페노미나

Phenomena

엄마

⑮ 237 BST4 7/15 15:30 GV

Korea | 2016 | 13min | WP
연상호 YEON Sangho

의문의 좀비 바이러스로 폐허가 된 텅 빈 도시. 좀비구역의 생필품을 조달하기 위
해 제비뽑기로 선택된 20대 남자와, 들어가기를 자처한 40대 남자. <부산행>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의 목숨을 건 귀환 로드무비!
A zombie virus is wiping out the city. A young man chosen by drawing
straws, and another man in his 40s who volunteers himself are going to the
zombie area for securing daily necessities.

Korea | 2017 | 24min | WP
소재영 SOH Jae

1967년 뉴욕, 한국인 예술가 준은 미국인 첼리스트 매디와 함께 혁명적 공연으로 미
국 예술계에 폭풍을 몰고 오고, 그 둘의 관계는 역사를 바꾼다.
In 1967, New York. Korean artist Jun and American cellist Maddie broke onto
the art scene with the fabulous work. And their relationship changed the
history.

Korea | 2017 | 25min | WP
홍두현 HONG Doohyun

곤충과의 교감 능력을 타고난 나루, 그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오랜 학대를 받았다는
것을 잘 아는 다미는 나루를 만나러 예전에 살던 마을로 향한다.
Na-ru who has a special power to communicate with insects, has been
abused by her father. One day, Dami goes to meet Na-ru.

Korea | 2015 | 14min | WP
홍성훈 HONG Sunghoon

Umma

병실 안, 중년의 남자는 임종을 앞둔 엄마를 돌본다. 남자는 병간호를 하다 잠이 들
고, 꿈 속에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젊은 시절 엄마를 만나게 되는데...
A man has a dream while nursing his mother who is on the verge of death. In
his dream, the man goes back to his childhood to meet his young mother.

볼트: 체인시티

VOLT: CHAIN CITY

Korea | 2017 | 4min | IP
이현석 LEE Hyunsuk

플럭스의 단서를 찾기 위해 플럭스 타워가 있는 체인시티로 향하는 볼트. 하지만 REMAIN의 추격자 아베로에스가 볼트를 맹렬히 쫒는다.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7 제7기 BIFAN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 콜렉션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643 HYU5 7/19 20:00

Fantastic Short Films 17 The 7th BIFAN Youth Film Academy Collection
오늘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Today, I'm Dead

에어로, 빅
Aero, Bics

Korea | 2017 | 23min | WP
Mentor 정재훈 감독

Team 1 천준호, 박수빈, 도민재, 주지은, 조용윤, 김지은
CHEON Junho, PARK Subin, DO Minjae, JU Jieun,
CHO Yongyun, KIM Jieun

4일 후의 미래를 들려주는 라디오를 가진 준우. 미래의 죽음을 피해보려고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죽음을 앞둔 건우는 여자친구 수현과 헤어지려고 하는데…
Jun-woo has a radio that tells about what will happen in four days. He wants
to avoid his impending death, but it’s not easy. As he is faced with his death,
Jun-woo intends to break up with his girlfriend, Su-hyun.
Korea | 2017 | 10min | WP
Mentor 김동명 감독

Team2 이준섭, 이은수, 양혜진, 이민혁, 김세민, 한진혁
LEE Junseob, LEE Eunsoo, YANG Hyejin,
LEE Minhyeok, KIM Semin, HAN Jinhyeok

태권도장에서 놀림을 당하던 희묵은 엄마의 권유로 에어로빅을 다니게 된다.
우연히 시작하게 된 에어로빅은 희묵의 주변을 변화시킨다.
Hee-muk's mother recommends that he start taking an aerobics class after
he gets teased at a taekwondo studio. When Hee-muk follows his mother's
recommendation, things change around him.

같은 하루

Day Again

망상

Illusion

Team3 서희림, 박우성, 박희영, 장현조, 장준혁, 배정혁
SEO Heerim, PARK Woosung, PARK Heeyoung,
JANG Hyunjo, JANG Junhyeok, BAE Jeonghyeok

학교, 집, 학원 밖에 모르던 은우. 학교를 가는 길에 일탈을 하게 되고 또래 친구를
만나게 된다.
School, home, private lessons... Eun-wo seems to have gotten into a rut.
One day, he deviates and meets a friend.

Team 4 조세연, 노금정, 박찬현, 김난수, 정선아, 김수연
JO Seyeon, NOH Keumjung, PARK Chanhyeon,
KIM Nansoo, JUNG Sunah, KIM Suyeon

거울 속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만 같은 도현.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거울
을 쳐다보는 건 무섭기만 하다.
Do-hyun has always felt like someone in the mirror is staring at him .
Even after starting high school, he is still afraid of looking in the mirror.

술

Vicious 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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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17 | 12min | WP
Mentor 김한울 감독

Korea | 2017 | 12min | WP
Mentor 이현빈 감독

There is the explorer who is crossing the edge of space and time to save
family and friends. There is the drone who has human feeling and empathy.
The explorer and drone, they will realize their power and fight against Abyss.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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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17 | 17min | WP
Mentor 백재호 감독

Team 5 류호철, 박대원, 변예지, 유수빈, 이어진, 최유진
RYU Hochul, PARK Daewon, BYUN Yeji, YOO subin,
LEE Eojin, CHOI Yujin

매일 아버지의 술 심부름을 하는 소은. 가슴 속의 답답함을 풀 곳을 찾지 못하고 지
내는데….
So-eun’s father always has her running to the store to buy his liquor. Her
mind wanders.

Imagine
Imagine

되돌아가더라도
Re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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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17 | 10min | WP
Mentor 한동혁 감독

Team 6 김한결, 김지용, 신상훈, 안시은, 정수민, 정윤지
KIM Hangyeol, KIM Jiyong, SHIN Sanghoon,
ANN Sieun, JEONG Soomin, JEONG Younji

기타 연주가 삶의 낙인 동훈.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타리스트를 꿈꾸지만 쉽
지 않다.
Playing the guitar is the joy of Dong -hoon 's life . He dreams of being a
guitarist although everyone is against it, but it's not easy.

Korea | 2017 | 12min | WP
Mentor 박현영 감독

Team 7 이유진, 표지아, 김규희, 김지혜, 나수민, 장현진
LEE Yoojin, PYO Jia, KIM Gyuhui, KIM Jeehye,
NA Sumin, CHANG Hyunjin

약속에 밥 먹듯이 지각하고 점점 무심해지는 남자친구에게 지쳐가는 지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카드를 줍게 되는데…
Ji-hye’s boyfriend is late and is becoming indifferent toward her. She picks
up a card one day which allows her to go back to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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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연에 접속하다

CONTACT,
JEON DO-YEON

Contact, JEON Do-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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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언제쯤 이 배우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될까요?” 봉준호 감독이 했던 이 말은 어쩌면 지금부터 우리가 만나
볼 그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1997년 <접속>과 함께 한국 영화 속으로 무심히 걸어 들어온
배우 전도연. 그로부터 20년의 시간 동안 그는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 17편의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는 동안 단
한 번도 같은 모습을 반복한 적이 없었다. 스크린 데뷔작 <접속>(1997)부터 <남과 여>(2016)까지 17편의 굵직한 필모
그래피로 한국 영화계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던 그. 그가 걸어왔던 시간은 90년대 이후 한국 영화가 만들어왔
던 빛나는 시간이기도 했다. 제21회 BIFAN에서는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는 전도연 배우의 그동안의 행보와 그와
함께 발전해 왔던 한국 영화의 지난 20년을 반추해보는 조금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영화배우 전도
연’의 시작이 된 <접속>이 제1회 BIFAN에서 상영되며 서로의 출발을 같이했다는 점은 영화제와 배우로서도 조금은
특별한 인연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접속>부터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인 <밀양>을 비롯해
<피도 눈물도 없이>, <인어공주>, <멋진 하루>, <하녀>, <무뢰한> 등 배우 전도연의 연기 인생을 망라하는 17편 전작이
상영될 예정이다. 영화 상영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 기자회견, 기념책자 발간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마련했다. 한국의
국제영화제로서는 처음으로 한 배우의 전작을 상영하는 이번 특별전은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되며,
한국 평단을 대표하는 평론가이자 감독인 정성일이 객원프로그래머로 기획부터 참여해 더욱 의미와 무게를 더하
고 있다. 지금까지 20년의 시간 동안 한국 영화에 17번의 다채로운 인장을 새겨 넣은 배우 전도연, 그와 접속하는
이번 특별전과 함께 그의 새로운 18번째의 인장과 또 다른 20년의 출발을 기대해 본다.

"When are we going to be able to see everything from this actress?" What Director Bong Joon-ho said
would be the most symbolic comment on the person that we are about to meet. Since Jeon Do-yeon
silently walked into the Korean film scene with The Contact in 1997, she has never looked the same in
any of the seventeen films that she has starred in as an actress for the past 20 years. From her debut, The
Contact in 1997, and to the most recent work, A Man and A Woman released in 2016, she has maintained
her extraordinary presence in the Korean film scene, and she has been a part of some of the proudest
moments in Korean film history since the 1990s.
For the 21st BIFAN, we would like to have a special featuring section to honor Jeon Do-yeon and her 20th
year since her debut, as well as to look back over the past 20 years of Korean films that have developed
along with her filmography. Considering that The Contact , which marks the debut of Actress Jeon Doyeon, was featured in the very first BIFAN and marked the beginning of BIFAN, makes this program
all the more special. In the special program, all 17 films encompassing the acting career of Jeon Doyeon, including The Contact , Secret Sunshine , which won her the award for Best Actress at the 2007
Cannes, as well as No Blood No Tears , My Mother , The Mermaid , My Dear Enemy , The Housemaid ,
and The Shameless . Diverse events including a talk session with the audience, press conference, and
the publishing of a commemorative book will be prepared along with the movie showing. This special
featuring, which is the first Korean film festival to feature all the works of an actor, is co-presented by
Korean Film Archive. The participation of Jung Sung-il, a renowned director and critic in Korea, in the
organization of this guest program, adds weight and significance to this event.
In this special featuring of 'contacting' Actress Jeon Do-yeon, who has carved seventeen unique marks
in the history of Korean films, we have great expectations for her 18th mark as well as for her new
beginning in the next 20 years of her career.
115

* 이 특별전은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됩니다.
Contact, JEON
Do-yeon
* This
special program is co-presented by the Korean Film Archive.

접속

The Contact

Korea | 1997 | 106min | ⑮
장윤현
CHANG Yoon-hyun

102 HYU7 7/14 11:00
637 SH

7/19 17:00

해피엔드

Happy End

A Promise

내 마음의 풍금

The Harmonium in My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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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SH

7/16 15:30

435 BST5 7/17 17:00

전도연의 영화 데뷔작. 초창기 컴퓨터 통신 세대의 새로운 풍속을 배경으

마치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선입관을 부숴 버리려고 결심을 한 듯 전도연

로 온라인에서의 인연이 오프라인에서 수없이 스쳐 지나간 우연과 겹쳐지

은 젊은 남자와 불륜에 빠져 남편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아내가 된다.

면서 멜로드라마의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한석규는 이 영화에서 그의

백수 남편 최민식의 무시무시한 괴연이 전도연을 위협할 때 모골이 송연

경력 중 가장 멜랑콜리한 연기를 보여준다. 1990년대 멜로영화의 한 정점

해질 것이다.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초청작.

과의 만남.

Jeon Do-yeon plays the part of a wife who is murdered by her
husband after she 's caught having an affair . It will make your
hairs stand on end when you see her husband's eyes filled with
murderous intent. The film was invited to Cannes Film Festival.

Jeon Do-yeon’s debut film. Set in the early computer generation,
character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online and offline by destiny
or chance. One of the greatest movies about love.

약속

Korea | 1999 | 99min | ⑱
정지우
JUNG Ji-woo

Korea | 1998 | 109min | ⑱
김유진
KIM Yoo-jin

640 FC

7/19 20:00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I Wish I Had a Wife

Korea | 2001 | 106min | ⑮
박흥식
PARK Heung-sik

402 FC

7/17 11:00

병원에 실려 온 젊은 조폭 두목은 자신의 담당 여의사와 마주치는 순간 이

거의 아무 사건도 생기지 않는 일상생활 속 멜로드라마로의 초대. 만년 말

만남이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폭력적인 영화가 마치 자

단 은행원 봉수에게 맞은편 건물 보습 학원 강사 원주는 마음을 두고 있지

신을 정화하듯이 순애보 이야기로 변신할 때 ‘연기 귀신’인 박신양과 전도

만 전할 방법이 없다. 설경구와 전도연은 디테일 속에서 마음을 표현하며

연은 눈물 연기로 대결을 펼치기 시작한다.

마음을 적셔간다. 전도연과 박흥식 감독의 첫 번째 영화.

A gang boss who is taken to the hospital falls in love with his
doctor at first sight. The violent movie changes to a deeply touching
melodrama as a result of their love.

Love always comes to visit us unexpectedly. Newly employed Sul
Kyoung-gu has feelings for his private instructor, Jeon Do-yeon. The
more they get to know each other, the more they fall in love.

Korea | 1999 | 132min | Ⓖ
이영재
LEE Young-jae

423 BST4 7/17 14:00

피도 눈물도 없이

No Blood No Tears

Korea | 2002 | 120min | ⑱
류승완
RYOO Seung-wan

214 FC

7/15 13:00

414 FC

7/17 14:00

시골 마을학교에 부임한 새 선생님과 동료 여교사, 그리고 17세 학생 홍연

한국 최고의 ‘다찌마와리’ 감독이 되겠다고 결심한 류승완은 두 번째 영화

의 순진무구한 삼각관계가 시작된다. 홍연은 짝사랑하는 선생님과 여선생

로 모두가 생각지 않았던 여자 2인조 하드보일드 액션을 ‘무지막지’하게

님의 사랑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한다. 한 마디로 순진무구. 이병헌과 연기

진행한다. 그리고 전도연과 ‘선배’ 이혜영은 투견장을 무대로, 온몸으로 악

한 첫 번째 영화.

당들과 개싸움처럼 한판 붙는다. 놀랄만한 장면이 즐비하다.

Suha comes to a rural school as a new teacher . Hongyeon , a
17-year-old high school senior, experiences heartache seeing Suha
and Eunhee in love. The three get more and more involved in a love
triangle.

Determined to become the best action film director in Korea ,
Director Ryoo Seung-wan shot hard-boiled action scenes for his
second film. Lee Hye-young and Jeon Do-yeon have a death match
against villains at a dog fighting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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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JEON Do-yeon

스캔들 - 조선남녀상열지사
Untold Scandal

인어공주

My Mother, The Mermaid

너는 내 운명

You’re My Sunshine

Korea | 2003 | 124min | ⑱
이재용
E J-yong

251 SH

7/15 18:00

밀양

Secret Sunshine

전도연에 접속하다

119 CH

7/14 17:00

쇼데를로 드 라클로가 17세기 프랑스 귀족들의 세계를 무대로 쓴 궁정풍

전도연에게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밀양으로 이사 온 신애

연애 서간체 소설 『위험한 관계』를 조선 시대로 옮겨와 각색한 연애 내기

는 애지중지하던 아들을 유괴당한다. 아들은 시체가 되어 돌아오고 범인

에 관한 심리전. 모두가 존경하는 수절과부 숙부인은 조씨 부인과 조원이

은 잘 아는 이웃이다. 인간의 용서라는 문제에 하느님은 개입할 수 있을

노리는 희생양이 된다. 조선 시대 사극영화의 새로운 판본.

까. 그 곁에 종찬이 그저 마음을 담아 말없이 그녀를 지켜본다.

The movie is adapted from Choderlos de Laclos’s romance novel,
Les Liaisons dangereuses . Set in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Madam Joh and Jo-won engage in a high stakes game of seduction
and love involving the Lady Sue, who has remained chaste since
her husband's death.

Jeon Do-yeon won the Best Actress award at Cannes for this film.
Shin-ae and her only child move to Miryang. Suddenly, her son is
abducted and found dead. Jong-chan stays by her side in silence,
hoping for a better future. A masterpiece by Lee Chang-dong.

Korea | 2004 | 110min | Ⓖ
박흥식
PARK Heung-sik

252 OA

7/15 18:00

507 HYU7 7/18 11:00
610 BST4 7/19 11:00

멋진 하루

My Dear Enemy

Korea | 2008 | 123min | ⑫
이윤기
LEE Yoon-ki

367 OA

7/16 20:30

626 HYU3 7/19 17:00

티격태격 싸우다 못해 가출해버린 아버지를 찾아 스무 살 나영은 고향 제

일 년 전에 빌려가고 안 갚은 돈 350만원을 받기 위해 헤어진 남자친구를

주도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타임슬립 하여 젊은 날의 엄마와 그 앞에 나타

찾아나서는 희수. 그사이에 결혼하고 두 달 만에 이혼한 다음 인생 바닥에

난 젊은 우편배달부의 첫사랑의 광경과 마주하게 된다.

몰린 남자 병운. 두 사람은 경마장에서 마주쳐 ‘구질구질’하지만 화창한 겨울

Twenty-year-old Nayeong returns to her hometown to look for her
father who has disappeared. By entering her father's home, she is
somehow transported back in time to when her parents' relationship
was just beginning.

날 하루를 함께 보낸다. 전도연과 하정우는 마치 재즈 세션처럼 앙상블 연기

Korea | 2005 | 121min | ⑱
박진표
PARK Jin-pyo

504 HYU4 7/18 11:00
703 HYU4 7/20 11:00

를 보여준다.

Hee-Su meets her ex-boyfriend Byung-Woon by chance and demands
repayment for the money she loaned him. Byung-Woon doesn’t have the
money to pay her back, but he has other girlfriends that would give him
the money. They set out together to retrieve the money.

하녀

The Housemaid

Korea | 2010 | 106min | ⑱
임상수
IM Sang-soo

266 SH

7/15 20:30

515 HYU4 7/18 14:00

시골 마을 순진한 노총각 석중은 동네 순정다방에 새로 온 아가씨 은하를

한국 영화의 고전 김기영의 1960년 동명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 은이는

만나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한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행복한 절반. 은하

거대한 부르주아 저택에 하녀로 들어와서 주인에게 겁탈당해 임신을 하지

는 자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곁을 떠나고 석중은 ‘운명 같은’

만 중절하고 아이를 잃은 후 복수를 시작한다. 바로크풍의 무대와 기괴한

사랑을 찾아 나선다. 마지막 면회실 장면은 누구라도 울릴 것이라고 장담

분위기의 괴작. 칸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할 수 있다.

A remake of a 1960 Korean classic film of the same title. Hoon seduces
his housemaid, leading to her becoming pregnant. When she is forced
to eliminate the pregnancy, she decides to avenge the death of her
baby. This film was selected for the competition section at Cannes.

Farmhand Seok-Jung confesses his love for Eun-Ha, and they get
married. After Eun-Ha finds out that she is infected with HIV, she
leaves her husband. Seok-Jung scours the country looking for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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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07 | 141min | ⑮
이창동
LEE Cha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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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트다운

Countdown

집으로 가는 길

Way Back Home

Korea | 2011 | 119min | ⑱
허종호
HEO Jong-ho

540 FC

7/18 20:00

702 HYU3 7/20 11:00

The Shameless

고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무협 영화. 한때 같은 대의를 지녔으나 야망 때
문에 월소를 배신한 유백과 그 과정에서 부모를 잃은 자식 홍이가 쉴 틈

있는 차하연을 찾아낸다. 교활한 하연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면 간을 내

없이 칼부림을 하며 서로 얽히고 설킨다. 전도연이 이병헌과 공연한 두 번

주겠다고 조건을 건다. 토론토영화제 초청작.

째 영화이자 박흥식 감독과의 세 번째 영화.

Jeon Do-yeon's second hard-boiled film. At the hospital, Geonho is
diagnosed with liver cancer and can find only one donor Hayeon in
prison. She agrees to be a donor but under one condition. This film
was invited to the Toronto Film Festival.

A martial arts movie set in the Goryeo Period. Yoobaek who is the
betrayer, Wolso who tries to stop him, and a young woman who sets
out to revenge the betrayal and the death of her mother, all struggle
together for their own reasons.

Korea | 2013 | 131min | ⑮
방은진
PANG Eun-jin

240 SH

7/15 15:30

410 BST3 7/17 11:00

남과 여

A Man and A Woman

Korea | 2016 | 115min | ⑱
이윤기
LEE Yoon-ki

614 HYU3 7/19 14:00
751 OA

7/20 20:00

오를리 공항에서 평범한 가정주부 송정연은 마약 운반범으로 체포되어 카

핀란드 국제학교에 아이들 부모로 각자 방문했던 상민과 기홍은 서로에게

리브해 연안의 마르티니크 교도소에 수감된다. 아무 힘없는 남편은 아내

이끌려 짧은 사랑의 시간을 보내고 그저 꿈결처럼 헤어진다. 일상으로 돌아

를 석방시키기 위해 756일간 백방으로 뛴다. 2004년 10월 30일에 일어

온 지 8개월 뒤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감정의 흔들림을 깨

난 실화를 옮긴 영화. 전도연은 절망적인 상황에 믿을 수 없는 리얼리티를

닫는다. 꿈결 같은 풍경과 일상 안으로의 침잠이 이어지는 멜로드라마.

부여한다.

Two strangers drop their kids off at a pickup area for a children's camp
in Helsinki, Finland. They fall in love, have a romantic relationship for
a short time, and then leave each other. Eight months later, they meet
again.

Korea | 2015 | 118min | ⑱
오승욱
OH Seung-uk

531 BST1 7/18 17:00
737 OA

7/20 17:00

락한 마담 혜경에게 자신을 숨기고 다가가 정보를 얻으려다 서로에게 감
정이 이끌린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끝까지 감상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완성한 하드보일드 멜로드라마.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초청작.

Jaegon the detective is being pressured to close a murder case.
He approaches a bar hostess named Hyegyeong for a clue, and
they grow fond of each other. This film premiered at the Un Certain
Regard section of Cannes.

전도연에 접속하다

721 BST4 7/20 14:00

사내 건호는 자신에게 장기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감옥에

조폭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형사 정재곤은 용의자의 정부이자 이제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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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ies of the Sword

Korea | 2015 | 121min | ⑮
박흥식
PARK Heung-sik

전도연의 두 번째 하드보일드 영화. 간암 판정을 받은 냉혹한 채권추심원

At the Paris airport , housewife Jung - yeon is suspected of
transporting large amounts of cocaine into the country, and is
arrested. After her arrest in Martinique, her harrowing struggle to
find her way back home begins.

무뢰한

협녀, 칼의 기억

ÁLEX DE LA IGLESIA:
EL MAESTRO CINEASTA
FANTASTICO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판타스틱 영화의 거장
Álex DE LA IGLESIA: El Maestro Cineasta Fantastico

스페인 장르 영화 애호가들에게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라는 이름은 전설과 같다. <야수의 날>(1995)을 통해 관객
들의 ‘오감을 자극한’ 이후로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감독은 폭발적인 연출 스타일과 엽기적인 유머 감각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스페인의 아카데미상인 고야상에서 여러 차례 수상의 영예를 누린다. 이런 그를 위해 수많은 영화 전문

가들과 학자들은 ‘대중적인 독창성’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기도 하였다. 올해 BIFAN에서는 언급한 작품을 비롯
하여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감독의 대표 영화 <커먼 웰스>, <800블렛>, <퍼펙트 크라임>, <광대를 위한 슬픈 발라드>,
<마녀 사냥꾼>과 최신작 <더 바>를 상영한다. 또한 그의 첫 단편 영화 <칵테일 살인마>, TV 영화로 제작된 <잠 못 들게

하는 영화 1 - 아기의 방>, <야수의 날> 2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야수의 후예>를 아시아 최초로 상영한다.

For those aficionados of Spanish genre films, the name ‘Álex de la Iglesia’ is something of a legendary.

Since his ‘assault on senses’ The Day of the Beast (1995), Mr. de la Iglesia has demonstrated his explosive
directing style and a gift for ghoulish humor in his films, while winning countless Goya Awards(Spanish

equivalent of The Oscars) that a special term ‘the popular auteur’ was coined just for him by numerous
film professionals and scholars alike. BIFAN is proud to present several of his landmark films, including
previously mentioned titles, in addition to Common Wealth, 800 Bullets, The Perfect Crime, The Last

Circus, Witching and Bitching and his latest, The Bar . Also being screened on a big scree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re his first-ever short film Murderous Mirindas and his made-for-TV movie Films to Keep

You Awake: The Baby’s Room , as well as a commemorative documentary Heirs of the Beast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Day of the Bea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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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특별전은 주한 스페인 대사관과 시체스 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 This special program is sponsored by the Embassy of Spain in Seoul
and SitgesCineasta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Álex DE LA IGLESIA: El Maestro
Fantastico

칵테일 살인마

Murderous Mirindas

야수의 날

The Day of the Beast

Spain | 1991 | 12min | AP | ⑮ * 이 작품은 <야수의 날>에 앞서 상영됩니다.
* T his short film will be played before the screening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of The Day of the Beast.
Álex DE LA IGLESIA

퍼펙트 크라임

The Perfect Crime

800블렛

800 Bullets

124

7/16 20:30

야심 넘치는 세일즈맨 라파엘은 승진 기회를 두고 경쟁하다 그만 동료를

을 지불하라고 하자 그는 바텐더를 총으로 쏘고 겁에 질린 손님이 미린다

죽이게 된다. 그는 비밀을 묻어버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세상에 완벽

를 서빙하기 시작한다. 한국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글레시아 감독의 단

한 범죄란 없다! 감독의 장기인 블랙 코미디와 스릴을 절묘하게 버무린 걸

편으로 특유의 기발한 유머와 호러 취향이 100% 발현된 작품.

작 중 한 편.

In a near-empty bar, a man asks for a Mirinda. He refuses to pay
and shoots the bartender when pressed, then orders another patron
to keep serving him Mirindas. The first film by Alex signaling his
unique mix of absurdity, comedy and horror.

An ambitious salesman will do anything for that big promotion he's
been chasing, but inevitably he will learn there is no such thing
as the perfect crime. The film that typifies the classic formula of
comedy and thriller often seen in Alex’s films.

Spain | 1995 | 103min | ⑱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Álex DE LA IGLESIA

227 CH

7/15 16:00 GV

잠 못 들게 하는 영화1 - 아기의 방

Films to Keep You Awake: The Baby's Room

Spain | 2006 | 78min | AP | ⑮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Álex DE LA IGLESIA

349 BST5 7/16 18:00
535 BST5 7/18 17:00

크리스마스 이브, 강력한 악의 탄생을 예지한 가톨릭 신부인 앤젤은 데스

완벽하게 개조된 오래된 저택에 한 부부가 갓난아이와 함께 이사를 온다.

메탈 팬인 호세와 저명한 초자연현상 연구가 카반과 함께 팀을 이루어 세

집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에 아이의 방에 모니터를 설치한

계의 종말을 막고자 한다.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휩쓸며 이글

부부는 아이의 요람 곁을 맴도는 누군가의 존재를 확신한다. TV 영화로 제
작된 이글레시아 감독의 정통 호러.

A Catholic priest teams up with a Black Metal fan and an Italian
connoisseur of the occult, to prevent the birth of the beast and the
end of the world.

Common Wealth

354 FC

한 남자가 손님이 드문 바에 들어와 미린다를 주문한다. 바텐더가 음료 값

레시아 감독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작품.

커먼 웰스

Spain, Italy | 2004 | 105min | ⑱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Álex DE LA IGLESIA

Spain | 2000 | 110min | ⑮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Álex DE LA IGLESIA

107 FC

7/14 14:00

A couple with a newborn settles at a fully renovated old house. They
check the baby monitor in the nursery every night and will soon
discover someone else lives in this house, whose presence can be
felt right beside their baby's cradle.

광대를 위한 슬픈 발라드
The Last Circus

Spain, France | 2010 | 107min | ⑱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Álex DE LA IGLESIA

364 BST5 7/16 20:30
635 BST5 7/19 17:00

부동산에서 일하는 훌리아는 최근 한 노인이 죽은 빈 아파트에서 거액의

슬픈 광대 하비에와 웃는 광대 세르지오, 그리고 아름다운 나탈리아를 둘

돈을 발견한다. 그녀는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거란 행복한 꿈에 젖지만, 주민

러싼 사랑과 폭력과 광기의 이야기. 전쟁 이후 사회의 부조리를 감독 특

들은 그녀가 돈을 독차지하게 두지 않는다. 발표 당시 20개 이상의 상을

유의 개성 있는 연출로 그려내며 그를 거장의 반열에 오르게 한 걸작이다.

휩쓸었던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감독의 대표작.

2010년 베니스영화제 골든오셀라 각본상, 은사자상 수상작.

The accidental discovery of a big fortune hidden in the apartment of
a deceased man will fill the heart of a real estate agent with greed
and dreams of a luxurious life, but the neighbors think otherwise.

A young trapeze artist must decide between her lust for Sergio, the
Happy Clown, or her affection for Javier, the Sad Clown, both of
whom are deeply disturbed.

Spain | 2002 | 124min | ⑮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Álex DE LA IGLESIA

135 FC

7/14 20:00

마녀 사냥꾼

Witching and Bitching

Spain, France | 2013 | 115min | ⑱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Álex DE LA IGLESIA

124 HYU6 7/14 17:00
529 HYU6 7/18 17:00

한때 할리우드 유명 서부극에도 출연했지만 이제는 초라한 영화 세트장에

금붙이를 털어 도주하던 호세와 안토니오 일행. 경찰을 피해 우연히 찾아

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액션 공연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스턴트맨 훌

간 곳은 하필 마녀들이 살고 있는 악명 높은 저택이다. 마녀의 제물로 바

리안. 가족과 연락을 단절한 채 살아가는 그의 앞에 어린 손자인 카를로스

쳐질 황당한 상황에 처한 그들은 과연 마녀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마녀

와 매정한 며느리 라우라가 찾아온다.

들에게 잡힐 것인가!

Julián is an ex-stuntman of American Westerns, now reduced to
stunt gigs on a decaying set. His grandson runs away and joins him.
When his estranged daughter-in-law, moves to destroy them, he
fights back the only way he knows how.

Clumsy pawnshop robbers are on the frantic run from the Police and
unknowingly stop at the notorious witch village of Zugarramurdi.
Facing the unexpected and the occult, they must learn to save the
world from the next witch apocalypse!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판타스틱 영화의 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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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수의 후예

Heirs of the Beast

Spain | 2016 | 80min | AP | ⑮
디에고 로페스, 다비드 피사로
Diego LOPEZ, David PIZARRO

254 FC

7/15 20:00

이글레시아 감독의 이름을 세계적으로 알린 영화 <야수의 날> 20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 그의 팬이라면 놓쳐선 안 될
매력적인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는 이 영화는 이글레시아 감독의 강력한
요청으로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되었다.

A documentary for the 20th anniversary of The Day of the Beast
which put Álex de la Iglesia’s name on the global film scene. The
production personnel recall via archives and interviews what
happened before and after the premiere.

더바

The Bar

Spain, Argentina | 2017 | 102min | ⑮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Álex DE LA IGLESIA

418 HYU6 7/17 14:00

마드리드 광장의 한 카페. 이곳에 함께 있던 각양각색의 사람들은 몇 시간
안에 자신의 목숨이 좌지우지될 놀라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정교한 플롯
과 놀라운 긴장감으로 올해 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에서 큰 화제를 모은
이글레시아 감독의 최신작.

A bunch of motley customers at a downtown Madrid café in the
centre of Madrid bear witness to an astonishing incident that will
determine the course of the subsequent few hours in their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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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넘어선 영화: 홍기선

HONG KI SEON:
THE CINEMA BEYOND
SUPPRESSION

HONG Ki-seon: The Cinema Beyond Suppression

영화 한 편으로 불온사상 전파의 주동자가 되고 감옥까지 갔던 감독. 그럼에도 평생 영화를 통해 현실의 모순과 부조

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감독. 지난해 12월, 그의 네 번째 장편 <일급기밀>의 촬영을 마친 3일 뒤 갑작
스럽게 세상을 떠난 故 홍기선 감독은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선명한 사회의식으로 세상과 맞서고자 했던 영화인이었

다. 올해 BIFAN에서는 1980년대 서울대 영화제작서클 얄라셩과 서울영화집단, 장산곶매 등에서 활동하며 독립영화
사의 전설적인 시작을 열었고, 상업영화계로 들어선 이후에도 언제나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려
했던 故 홍기선 감독의 자취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특별전은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주최하여 80년대 한국독립영화사의 전설적인 작품인 <수리세>와 <파랑

새> 8mm 원본 필름을 2K 디지털 리마스터링하여 최초 공개할 예정이다. 8mm 독립영화를 디지털 리마스터링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며, 무엇보다 <파랑새> 원본 8mm필름은 홍기선 감독이 살아생전 한국영상자

료원에 기증했던 것으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하겠다. 이와 함께 미완의 유작이자, 방산비리 문제를 스릴러를 통
해 풀어낸 <일급기밀> 또한 그의 유지를 받든 동료 영화인들에 의해 완성되어 영화제 기간 중 세계 최초로 공개될 예
정이다. 그 누구도 소외 받는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계를 꿈꾸며 억압과 부조리가 창궐하는 시대의 망령을 담고자

했던 감독, 영화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그리고자 했던 그의 여정은 영화를 영화 자체로만 말하지 못하게 했던 엄혹한
시대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동시에 가장 비현실적인 것이기도 했다.

There was a director who had become a threat to society, and was incarcerated because of a film he

never stopped to shout out to the world about the contradictions and unfairness of the reality through
his movies. Director Hong Ki-seon, who suddenly died three days after he finished filming The Discloser ,

his 4th flim as well as his posthumous work, had stood against the world with his sharp social awareness

throughout his movie career. Director Hong Ki-seon was a legendary figure in independent film industry

in Korea. He is considered one of the founders of the independent film industry due to his activities in
filmmaking club Yalasyung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Visual Collective, and so forth. Even after
he began his career in commercial films, he had always remembered the neglected, the forgotten ones,

and had portrayed their stories through his movies. This year, BIFAN prepared a special tribute section for
late Director Hong Ki-seon featuring his films as well as his past steps. In collaboration with Korean Film
Archive, the 2K digital remastered version of Surise and Parangsae , legendary films depicting the Korean

Independent cinema movement in the 80s, will be premiered. This is the first time to digitally remaster
8mm independent films, and it is more meaningful since the director himself donated the original 8mm

film to the Korean Film Archive during his lifetime. His journey to expose the specter of oppression and
unfairness, as well as to portray his belief and hope for the world with justice where no one is being left

out through his films are not only the most realistic endeavor, but also the most unrealistic one in the
harsh era where films were not allowed to exist and speak of the society ‘as-is.’
* 이 특별전은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주최로 진행됩니다.
* This special program is co-presented by the Korean Film Archive.

수리세

Korea | 1984 | 31min | ⑫
홍기선
HONG Ki-seon

Surise

228 FC

7/15 15:30

502 FC

7/18 11:00

세 번째 시선: 나 어떡해

If You Were Me 3: An Ephemeral Life

전남 구례의 농민 수세현물납부 투쟁에 관한 다큐멘터리. 농민들의 인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옴니버스 영화 <세 번째 시선> 중 한 편. 어머

뷰와 사건의 재현을 통해 농민들의 투쟁을 재구성하였다. 그동안 8mm
원본 필름만이 존재했으나 이번 특별전을 통해 최초로 디지털 리마스터링

니의 부음을 듣고도 집에 가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화를 바탕으

버전이 공개된다.

A part of the If You Were Me 3 series. A temporary worker cannot go
home although he has received the news of his mother’s death.

로 한 영화로 정진영, 오지혜 등이 출연했다.

Reframing the farmers’ movement in Jeollanam-do Province with
a reconstruction of interviews and events. World Premiere of the
digitally remastered version.

파랑새

Parangsae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Cutting the Sorrow With a Knife Stuck in the Chest

선택

The Road Taken

Korea | 2006 | 17min | ⑫ * 이 작품은 <이태원 살인사건>에 앞서 상영됩니다.
* T his short film will be played before the screening
홍기선
of Where the Truth Lies.
HONG Ki-seon

Korea | 1986 | 32min | ⑫
홍기선, 이효인, 이정하
HONG Ki-seon, YI Hyo-in, LEE Jungha

228 FC

7/15 15:30

502 FC

7/18 11:00

이태원 살인사건

Where the Truth Lies

Korea | 2009 | 99min | ⑮
홍기선
HONG Ki-seon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극화한 감독의

불온사상 전파를 이유로 연출자들이 검거 되었으나 혐의를 찾을 수 없자

세 번째 장편. 당시 수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전

사전심의 없는 불법상영을 이유로 구속됐다. 일명 ‘파랑새 사건’으로 불리며

대미문의 실제 사건을 극화함으로써 감독은 사법 체계의 허점과 사회적

억압된 시대에 탄압 받았던 대표적인 독립영화로 꼽히는 작품.

분위기를 비판적으로 담고자 했다.

Film About the miserable reality of farmers. Directors are arrested
for illegal screening. One of the legendary films that was oppressed
by the age of repression. World Premiere of the digitally remastered
version.

Hong Ki-seon’s third feature based on an infamous Itaewon murder
case in 1997. A boy is found stabbed to death in the restroom
of a restaurant. But prime suspect is released despite numerous
testimonies.

Korea | 1992 | 98min | ⑱
홍기선
HONG Ki-seon

613 FC

7/19 14:00

일급기밀

The Discloser

Korea | 2016 | 95min | WP | ⑱
홍기선
HONG Ki-seon

743 HYU7 7/20 20:00

광주를 다룬 최초의 영화 <오! 꿈의 나라> 이후 상업영화권에서 만든 감독의

강직한 성품의 국방부 항공부품 구매과장 박대익 중령. 전투기 조종사가

장편 데뷔작. 제작, 연출, 각본을 맡았으며 노예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선

시험 비행 도중 사고를 당하자 비리조사에 착수하고, 결국 거대한 비리를

원들의 의지와 참혹한 현실을 다뤘다. 홍기선 감독은 이 작품으로 백상예

발견한다. 내부고발을 결심한 대익은 방송국 보도국의 열혈기자 정숙을

술대상과 한국영화평론가협회에서 시나오리오상, 감독상을 수상했다.

만나 군납 비리를 폭로하지만, 오히려 역공을 당한다. 지난해 12월 촬영

A man accepts a job on a shrimp fishing boat unaware that he is
being set up for slave labor along with the rest of the crew of social
outcasts. He struggles to escape from the misery.

종료 후 작고한 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

Korea | 2003 | 108min | ⑮
홍기선
HONG Ki-seon

724 FC

Captain Gang has died in a test flight accident. Dae-ik discovers
a huge corruption scandal while trying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He reports it to a journalist Jung-sook, but things changed in
unexpected ways.

7/20 17:00

교도소 내부와 4인용 방을 오가며 정치적 외압과 회유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한 주인공을 통해 감독은 인간의 존엄성과 신념에 대해
이야기한다.

Kim Sunmyung, a man with communist beliefs who refused to
recant his ideals, would ultimately serve more than 45 years in
prison. Based on a true story, the film tells of personal conviction
and dignity.
현실을 넘어선 영화: 홍기선

7/20 20:00

농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다룬 작품. 당시 농민들에게 20여 차례 상영되면서

45년을 감옥에서 보냈던 비전향 최장기수 김선명의 실화를 다룬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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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여자들:
괴물 혹은 악녀

Terrible Women: Monsters and Villainess

Horror films were often treated as a genre that represent B-rated commercial movies and for those with
cheap taste. What's worse for the horror films was the criticism from Western feminists, claiming that the
women in horror films were always depicted as weak victims making the movie misogynistic. However,
the socio-cultural and feminist approaches on the social sub consciousness underlying horror films

restored the once-tainted name of the horror films by mirroring the subconscious fear of the society
through depicting female monsters as objects to be feared, thus showing a subversive story.

In the films in this special program, especially among the films that depict female monsters as horrifying

objects, the films that depicted femininity as a gender as a fundamental reason of horror, such as

menstruation, female reproductive ability, fear of womb, and the fear of motherhood, but not as a
secondary object of fear or a castrated male monster, are chosen. One of the earlier works of Brian
공포영화는 종종 값싼 취향이나 저급한 상업영화를 대변하는 장르처럼 취급되었고, 서구의 초기 페미니스트들은
공포영화 속 여성이 늘 약한 희생자로 묘사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공포영화가 여성혐오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포영화의 밑바닥에 깔린 무의식에 대한 문화 · 사회학적 접근과 페미니즘적 접근은, 공포의 대상으로서의
여성 괴물이 그 사회가 가진 무의식적 공포를 반영하며, 전복적인 스토리를 보여 줌으로써 공포영화의 문화적 지위
를 회복하게 해 주었다.

이 특별전에서는 공포의 대상으로 그려진 여성 괴물을 다룬 영화들 중에서도 이차적인 공포의 대상이나 거세된 남
성으로서의 괴물이 아니라, 월경이나 여성의 재생산성, 자궁에 대한 공포, 어머니로서의 지위가 가지는 공포 등 여성

성 자체가 공포의 주요한 본질적 요소가 되는 영화들을 선택하였다. 브라이언 드 팔마의 초기작 <캐리>는 여성의 피

가 갖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초월적 힘을 그리며, <더 워먼>의 여성 괴물은 완전히 문명을 벗어난 존재이자 자연에 속

한 존재로 그리며, 문명에 속한 남성의 폭력성과 그 대물림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 작품이다. 시대를 앞서간
김기영 감독의 모든 영화 속에서 여성의 지위는 공포와 반문명적인 힘을 지닌 존재로 그려지는데, 그 중에서 <이어도
>를 오랜만에 다시 보는 기회를 갖는다.

De Palma, Carrie , expresses not only the fear that the women's blood instills, but also its transcending
power. The female monster that appears in The Woman is depicted as a total outsider of the civilized

society as well as the one belonging to Mother Nature, strengthening the film's poignant criticism on the
violence of ‘civilized men’ as well as the succession of such violence. All films directed by Kim Ki-young,
which is regarded as futuristic, depict women as fearful beings with anti-civilizational power. One of these

movies, Ieoh Island will be shown here again, and its criticism toward civilization becomes apparent not
only in the depiction of the female characters, but throughout the story.

The fear of motherhood is interestingly shown in the film Mother , a terrible story of vengeance about

a woman looking for her daughter - a victim of human trafficking - and Serial Mom , a black comedy
horror by John Waters, which portrays a double-irony of a model mother and serial killer, who punishes
criminals that cross the line of social norms.

Also, women who get their revenge through punishing the insane male power were portrayed through
the keyword, ‘Evil Woman.’ These evil women can be seen in the fierce heroines of Faster Pussycat! Kill!

모성의 공포는 인신매매를 당한 딸을 찾아 나선 엄마의 처절한 복수극 <어미>,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이들을 단죄하

Kill! by Russ Meyer which also inspired Tarantino's Death Proof , as well as Gloria , a textbook movie that

그리고 미친 남성 권력을 응징하고, 복수하는 여성의 모습을 ‘악녀’라는 주제를 통해 골랐다. 타란티노의 미완의 리메

Also, among Asian horror films, Audition by Miike Takashi, a movie that has inspired many horror films

는 모범어머니-연쇄살인마의 이중성을 그린 존 워터스의 호러 블랙코미디 <시리얼 맘>에서 흥미롭게 드러난다.

이크 프로젝트이자 <데쓰 프루프>에서 경배를 표한 러스 마이어의 <더 빨리 푸시캣, 죽여라 죽여> 속 과격한 주인공
들과, 추격 스릴러에 큰 영감을 준 교과서적 작품 <글로리아>를 만나보자.

아시아 호러 중에서도 독보적인 여성 캐릭터로 수많은 호러영화에 영감을 주었던 미이케 다카시의 <오디션>, 그리고
도에이 나쁜 여자 시리즈의 대표작 <여죄수 사소리 1 - 701호 여죄수 사소리>를 골랐다.

더불어 전도연 데뷔 20주년 특별전 ‘전도연에 접속하다’에 초청한 <피도 눈물도 없이>, 월드 판타스틱 레드의 <프리

벤지 > , 故 김영애의 강렬한 여성캐릭터가 압권인 <깊은 밤 갑자기>, 김옥빈이 온몸을 던진 액션 연기가 돋보이는
<악녀> 또한 이 특별전과 연관 지어 볼 것을 권한다.

오늘날 곳곳에서 페미니즘 논쟁이 활발하다. 이 속에서 ‘무서운 여자들: 괴물 혹은 악녀’는 문화적으로 페미니즘 담론

을 더 풍성하게 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여성 괴물과 못된 여성에 대한 흥미로운 부대행사인 ‘메가토크:
강한 여자, 못된 여자, 무서운 여자’도 놓치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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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pired many of the chase-thriller films.

with its exquisite female character, as well as one of the most famous works among the Toei Badass
women series, Female Prisoner No. 701 Scorpion , were chosen.

In addition, it would be interesting to watch other new films in different sections through the lens of the

subject, ‘Terrible Women: Monsters and Villainess.’ Our recommendations include the female character
in No Blood No Tears , which was invited to the special programs for 20-years debut of Jeon Do-yeon,
'Contact, JEON Do-yeon,' Suddenly in Dark Night , a horror film starring the late actress Kim Young-ae,
and The Villainess , which shows an intense action scene performance by Kim Ok-bin.

Nowadays, discussions on feminism are more active than ever. In the midst of such discussions, ‘Terrible

Women: the strong, the monstrous, and the badass’ is expected to make the feminist discussion more
robust cul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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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빨리 푸시캣, 죽여라 죽여
Faster Pussycat! Kill! Kill!

USA | 1965 | 83min | ⑱
러스 마이어 Russ MEYER

611 BST5 7/19 11:00

사막의 한적한 도로에서 카레이싱을 펼치고 하이힐로 남근을 후려 차는 세상 과격한

이어도

Ieoh Island

Gloria

중년의 커리어 우먼 홍(윤여정)은 딸 나미(전혜성)의 대입 뒷바라지에 열성적이다.

Hong is a working mom who does her best to take care of her daughter, Nami.
One day Nami is kidnapped and sold to a brothel by the illegal mobs. She is
rescued but eventually kills herself because of the trauma. Hong decides to
kill the mobs.

이토 순야 ITO Shunya

303 HYU3 7/16 10:30
527 HYU4 7/18 17:00

시리얼 맘

Serial Mom

USA | 1994 | 95min | ⑫
존 워터스 John WATERS

로 규범을 어기는 자들. 분리수거 위반, 주차선 넘기, 비디오테이프 감지 않고 반납하

한 <여죄수 사소리>는 이후 <수라설희>등 ‘여성 잔혹 복수극’에 큰 영향을 주었다.

기 등 사소한 생활 규범의 위반에도 그녀의 응징은 매우 단호하고 창조적이다. 존 워

주연을 맡은 카지 메이코의 스타일리시한 연기가 일품.

터스의 가장 대중적인 호러 블랙코미디.

After murdering her betrayed lover, Matsu was sent to a female prison and
suffered hellish pain. After suffering patiently, Matsu eventually decides to
get revenge on all the men that made her pain.

Typical middle class housewife Beverly Sutphin hardly can't stand rule violations, even
trivial ones. Not separating garbage, not parking within the lines... these kinds of minor
issues keep irritating Beverly. John Waters's most popular black horror comedy.

326 FC

7/16 15:30

516 HYU5 7/18 14:00

오디션

Audition

Japan | 1999 | 115min | ⑱
미이케 다카시 MIIKE Takashi

263 BST4 7/15 20:30
642 HYU4 7/19 20:00

42세 아오야마는 아내감을 찾기 위하여 오디션을 열고, 신비롭고 순종적인 24세 아

력이 깨어난다. 광신도 어머니는 신의 이름을 빌어 캐리를 억압하고, 그녀를 따돌려

사미에게 빠진다. 뒤늦게 아오야마가 아들 딸린 홀아비임을 알게 된 아사미는 그를

단체 기합을 받던 동급생들은 캐리에게 복수를 계획하는데… 소설가 스티븐 킹과

처절한 방법으로 응징한다. 미이케 다카시의 초기 히트작이자 독보적인 여성 캐릭터

감독 브라이언 드 팔마를 일약 대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걸작.

로 수많은 호러 영화에 영감을 준 작품.

Carrie White, a shy and friendless teenager, is repressed by her domineering and
religious mother. When she gets her first period, her superpower wakes up along with
her blood. Carrie’s classmates make plans to harass her, but things take a wild turn.

Aoyama opens an audition to find his new wife. He falls in love with a mysterious,
obedient 24-year-old woman named Asami. Asami later discovers that Aoyama is
a single father, and she plans to get revenge on him in a cruel way.

Korea | 1977 | 110min | ⑱
김기영 KIM Ki-young

202 FC

7/15 10:30

427 FC

7/17 17:00

‘이어도’라는 관광 호텔을 짓기 위해 이어도행 배타기 행사를 벌였던 선우현. 당장 뱃

Ⓒ BASARA PICTURES INC. All Right Reserved.

더 워먼

The Woman

USA | 2011 | 101min | ⑱
럭키 맥키 Lucky MCKEE

114 BST2 7/14 14:00
615 HYU4 7/19 14:00

성공한 변호사 크릭은 야만적 종족의 최후 생존 여성을 문명인으로 교화시키겠다는

머리를 돌리라 항의하던 제주 기자 천남석은 배 위에서 실종되고 선우현은 살인 혐

그릇된 결심을 한다. 선댄스영화제에서 영화를 보다 뛰쳐나온 중년 남성이 ‘불태워

의를 받다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난다. 기자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파랑도를 찾은 그

없애야 할 영화’라고 항의했던 문제의 영화. 문명에 속한 남성의 폭력성과 그 대물림

는 기이한 인물들을 마주치는데… 시대를 앞서간 김기영 감독의 문명 비판적 작품.

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는 작품.

A family man and lawyer Christopher Cleek must do what he can to protect his
family when he comes into contact with a feral woman living in the woods near his
isolated country home. He attempts to civilize the one last remaining barbarian.

USA | 1980 | 123min | ⑮
존 카사베티스 John CASSAVETES

314 FC

7/16 13:00

452 OA

7/17 20:00

의 표적이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추격 스릴러의 효과가 몇 배로 커진다는
교훈을 주는 교과서적 작품!

무서운 여자들: 괴물 혹은 악녀

7/14 17:00

345 BST1 7/16 18:00

이상적인 중산층 가정의 아름다운 주부 비벌리. 상냥한 그녀가 참지 못하는 것은 바

게 맡기게 된다. 잭의 일가족 몰살로 어쩔 수 없이 필을 떠안게 된 글로리아는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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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SH

결국 자신을 지옥으로 내몬 남자들을 향해 복수의 길을 택한다. 만화를 원작으로

마피아 회계담당 잭은 여섯 살 난 아들 필을 통해 조직의 장부를 이웃인 글로리아에

image courtesy of Park Circus/Sony

7/17 20:00

을 택한다. 어미는 인신매매단을 응징하기 위해 딸을 위한 복수의 칼을 든다.

Seon Woohyeon plans on developing a resort on Ieoh island. On the way to
Ieoh island, a reporter Cheon Namseok disappears on the boat and Woohyeon
is suspected of murdering him.

글로리아

7/14 17:00

440 FC

Three wild go-go dancers live life in the devastated desert. They come across
Linda, kidnap her and hold her for ransom. They begin scheming on an old
man to find the location of the cash, but they don't realize that he has vicious
intentions of his own.

캐리 화이트는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초경을 하고, 피를 보는 동시에 숨어 있던 초능

CARRIE © 1976 METRO-GOLDWTN-MAYERSTUDIOS INC...
All Rights Reserved

Mother

120 FC

딸을 늦게 데리러 간 어느 날, 나미는 인신매매를 당하고 무참한 유린 끝에 자살의 길

USA | 1976 | 98min | ⑱
브라이언 드 팔마 Brian DE PALMA

Carrie

Korea | 1985 | 100min | ⑱
박철수 PARK Chul-soo

이자 <데쓰 프루프>에서 경배를 표한 작품.

배신한 연인을 살해한 죄로 감옥에 갇힌 사소리는 강간과 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캐리

어미

이 60년대 언니들은 지금 봐도 매력적이다. 타란티노의 미완의 리메이크 프로젝트

여죄수 사소리 1 - 701호 여죄수 사소리 Japan | 1972 | 87min | ⑱
Female Prisoner No.1 701 Scorpion

261 BST2 7/15 20:30

Gloria is asked to protect Philip, a young boy who lives next to her. His family
is killed and Gloria has no choice but to take care of him. Philip has a book
that the mobs want, resulting in a 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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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오브 아시아

BEST OF ASIA

Best of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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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오브 아시아

베스트 오브 아시아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산업 프로그램인 ‘메이드 인 아시아’의 영화 상영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주류 영화산업을 진단하고, 아시아 영화산업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에 목적을 둔 메이드 인 아시아와 연
계되어 진행된다. 베스트 오브 아시아는 전년도 아시아 지역 주류 영화의 전반적인 취향과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 중

국, 홍콩, 대만,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지역 10개국에서 흥행한 최고의 자국
영화를 선보인다. 올해 BIFAN에서 주목할 작품으로는 2016년 한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끈 <부산행>, 중국 박스오피

스를 정복한 주성치 감독의 <미인어>, 할리우드 영화의 공세를 이겨내고 태국에서 대성공을 거둔 2016년 흥행작 <농
담 재즈 4G> 등이 있다.

Best of Asia is an accompanying program of Made in Asia, one of the key components of BIFAN Industry
Gathering(B.I.G) that was created with an aim of examining the main points of Asian mainstream film

industry, as well as further developing and strengthening its network. Best of Asia showcases the top
domestic films from ten Asian territories from the past year, reflecting the general taste and trend of

mainstream films from those territories, including Korea, China, Hong Kong, Taiwan, Japan, Thailand,
The Philippines, Vietnam, Indonesia and Malaysia. Films such as Train to Busan , a top popular draw of
Korea in 2016; The Mermaid , a Stephen Chow film that conquered the Chinese box-office; Joking Jazz

4G , a smash hit from Thailand that withstood the barrage of Hollywood films to become the no. 2 box-

office hit of 2016; with immense success in North America, Oceania and China, will be highlighted at this
year’s BI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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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오브 아시아: 한국 Best of Asia: Korea
전체 극장 매출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한국 영화
의 매출은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다. 온라인 영화 시장이 꽤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해외 수출액도 늘어나는 등 한국 영화 산
업은 작년 한 해 동안 전반적으로 긍정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
가된다. 그러나 독립영화 혹은 중소예산 영화들이 대부분 흥
행에 실패한 가운데, 메이저 투자배급사를 등에 업은 영화들이
박스오피스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다. 이러한 양극화는 한국 영화가 예술성 또는 대중성을 추구하
는데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부산행

Train to Busan

The overall box-office figure of 2016 did not increase
drastically from 2015, yet it showed a healthy increase
in receipts for Korean films. Online platform grew
considerably as a major screening mode, while the
total export revenue also increased, all pointing
to the overall positive results for the Korean film
industry. The worries linger, however, with only major
investment-distribution titles dominating the boxoffices, while other independent works mostly fail.
Such polarization may bring the negative effect to both
artistic and commercial successes of Korean films.

Korea | 2016 | 118min | ⑮
연상호
YEON Sangho

248 BST4 7/15 18:00
517 HYU6 7/18 14:00

베스트 오브 아시아: 중국 Best of Asia: China
2016년 중국 영화산업은 영화개발과 제작, 영화관 설립 등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해외 영화시장 진출과 신기술
의 도입도 한층 활발해졌다. 작년 10억 위안을 돌파한 영화는
9편이고, 그 중 중국 영화는 6편에 달한다. 자국 영화 <미인어>
는 33억 9,320만 위안의 수입을 올려 2016년 전체 박스오피
스 1위를 차지했고, 역대 박스오피스 최고 기록도 경신했다.
<몽키킹 2: 서유기 여정의 시작> 역시 대단한 성적을 거두었다.
기획력의 향상, 스토리텔링의 강화, 다양한 영화 장르와 스타
일이 공존하게 된 것 또한 중국 영화의 수준이 한층 높아진
이유이다.

미인어 美人鱼
The Mermaid

The Age of Shadows

베스트 오브 아시아

253 CH

7/15 20:00

728 HYU6 7/20 17:00

아름다운 인어 산산은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개발하려는 젊은 사업가

유일하게 안전한 도시 부산으로 가기 위해 사람들은 열차에 몸을 싣는다.

류헌을 죽이기 위해 미인계로 접근한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만난 그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형 좀비 장르의 가능성을 보여준 연상호 감독
*7/15 18:00 상영은 ScreenX로 상영됩니다.
의 첫 실사영화.

들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만다. 주성치 특유의 유머와 따뜻함이 녹아있는

Written and directed by Yeon Sangho who is well known for critical
animated film The King of Pigs . When a train to Busan is overrun by
zombies, people must work together to save everyone onboard.

Xuan's reclamation project threatens the livelihood of the mermaids.
Other mermaids send Shan to tempt Xuan and kill him. But they fall
in love instead. Unfortunately, the mermaids are hunted by a hidden
organization and Xuan has to save Shan.

Korea | 2016 | 140min | ⑮
김지운
KIM Jeewoon

148 OA

7/14 20:00

632 BST2 7/19 17:00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은 경성으로 폭탄을 들여오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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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Hong Kong | 2016 | 100min | ⑫
주성치 周星馳
Stephen CHOW

전국으로 확산된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긴급재난경보령이 선포된 가운데

2016년 중국 최고의 화제작.

* 7/15 18:00 screening will be screened in ScreenX (no subtitles).

밀정

In 2016, there were continuous growth in the film
creation, production, movie theatre construction
and the development in overseas market, while new
technology became more active. Out of 9 movies that
exceeded 1 billion yuan, 6 were Chinese films. The
Mermaid earned 3.339 billion yuan, making a new
record for the box office history. Monkey King Part 2 was
also immensely successful. Improved level of creativity,
strengthened storytelling capabilities, and diversified
genres and styles steadily made improvements for the
Chinese cinema as well.

몽키킹 2: 서유기 여정의 시작
西游记之孙悟空三打白骨精
Monkey King Part 2

China | 2016 | 119min | ⑫
소이 청 鄭保瑞
Soi CHEANG

306 HYU6 7/16 10:30
605 HYU6 7/19 11:00

삼장법사는 불경을 얻기 위해 서역으로 길을 떠난다. 오행산에 500년간

들을 쫓는 일본 경찰도 비밀리에 상해로 모인다. 조선인 출신의 일본 경찰

갇혀 있던 손오공과 사오정, 저팔계가 삼장법사의 여정에 합류하지만, 사

이정출은 의열단의 뒤를 캐기 위해 리더 김우진에게 접근하는데, 그들은

악한 요괴 백골정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서는데… 손오공과 백골정을 연기

서로의 정체를 알면서도 속내를 감춘 채 가까워진다.

한 곽부성과 공리의 매력이 가득한 몽키킹 그 두 번째 시리즈.

The 1920, Korea has fallen under Japanese rule. Lee Jungchool,
a Korean police captain in the Japanese police force, is given a
special mission to infiltrate the armed resistance fighting for Korean
independence.

When a travelling monk is stranded in a wasteland, he meets the
Monkey King who committed a big crime and is locked up in a
mountain. The Monkey King must escort him across the land to
retrieve sacred scriptures and protect him from an evil d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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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오브 아시아: 홍콩 Best of Asia: Hong Kong

베스트 오브 아시아: 대만 Best of Asia: Taiwan

코드네임: 콜드워 寒戰2

아래층 사람들 樓下的房客

변화 속에서 잃어버린 산업. <코드네임: 콜드워>는 6,620만
홍콩달러로 홍콩 영화 사상 역대 최대 수익을 기록한 반면,
다른 자국 영화들은 전년도에 비해 약세를 보인 해였다. 보통
열 편이 넘는 영화가 흥행 지표라 여겨지는 천만 홍콩달러를
넘는데, 2016년에는 오직 여섯 편의 자국 영화만이 그 기록을
넘어섰다. 젊은 영화 제작자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해 였다는 것이 그나마 긍정적인 점으로 꼽힌다.

Cold War 2

미인어 美人鱼
The Merm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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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dustry Lost In Transition. Despite Cold War 2 set
a new record for the highest grossing local film of all
time with HK$66.2 million, local films on the whole
saw weaker performances last year. Only six local
films broke the HK$10 million mark – a low, but now
widely accepted mark for success – whereas more
than ten local films broke that mark in previous years.
What’s positive is the fact it was the year that younger
filmmakers shone for their time in the spotlight.

Hong Kong, China | 2016 | 110min | ⑮
렁록만, 써니 럭 梁樂民, 陸劍青
LEUNG Lok Man, Sunny LUK

235 BST2 7/15 15:30
731 BST2 7/20 17:00

대만 영화는 대담한 시도를 했던 2015년과 달리, 2016년에
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이고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많은 인기
를 끌었던 ‘코믹 파워’ 스타일의 영화가 관객들에게 외면받았
으며, 이는 이러한 장르 영화들 대부분이 기술이나 소재, 시나
리오 등의 발전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대만 영화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하지만 <아래층 사람들>이 과감하게 새로운
장르를 시도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으며, 인터넷소설 작가
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오자운은 첫 장편영화 <카페 6>를 통해
자신의 소설을 스크린에 옮겨 박스오피스 히트를 기록하였다.

The Tenants Downstairs

Unlike 2015, Taiwan film industry was rather conservative
in 2016, with so-called ‘comedic skits-style’ films
losing at the box-office, as most of these genre films
revealed the lack of development in technology,
materials, and scenarios - a solemn warning to the
industry. However, The Tenants Downstairs boldly
tried a new genre at the domestic market, while
Neal Wu, who transformed from Internet writer to
a director, adapted his novel to the movie screen
successfully via his first feature film At Café 6 .

Taiwan | 2016 | 120min | ⑱
아담 추웨이 崔震東
Adam TSUEI

333 BST3 7/16 15:30
520 BST2 7/18 14:00

전대미문의 테러 진압작전 ‘콜드워’가 종료되고, 경찰 처장 라우는 테러범

빌딩의 임대주 얌은 세입자들을 몰래 감시한다. 세입자 잉그루는 그런 얌

을 검거한다. 하지만 배후 세력들이 희대의 납치 사건을 일으켜 테러범의

에게 단순히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세입자들의 규제를 풀어주는 능

석방을 요구하는데... 곽부성, 양가휘, 주윤발 등 중화권 최고 스타들이 펼

동적인 임대주가 되어볼 것을 제안한다. 대체 아래층 사람들에게 무슨 일

치는 카리스마 대결이 볼만하다.

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Sean Lau becomes the Police Commissioner after a successful
rescue operation. When his wife and daughter are kidnapped, Sean
has to seek help from Waise Lee to return to his job to help saving
Sean’s wife and child.

As a peeping–tom landlord Yam observes his tenants, a mysterious
tenant named Yingru suggests him to be more than just a passive
witness and to take control to free his tenants from all their
restraints. What’s happening with the tenants?

China, Hong Kong | 2016 | 100min | ⑫
주성치 周星馳
Stephen CHOW

253 CH

7/15 20:00

728 HYU6 7/20 17:00

카페 6 六弄咖啡館
At Café 6

Taiwan | 2016 | 103min | ⑫
오자운 吴子云
Neal WU

318 HYU6 7/16 13:00
629 HYU6 7/19 17:00

아름다운 인어 산산은 그들이 살고 있는 터전을 개발하려는 젊은 사업가

동급생인 관민록과 심예는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지만, 심예의 긴 유

류헌을 죽이기 위해 미인계로 접근한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만난 그

학생활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둘은 그들 사이의 먼 거리를 극복하

들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만다. 주성치 특유의 유머와 따뜻함이 녹아있는

고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말할 수 없

2016년 중국 최고의 화제작.

는 비밀> 제작진의 첫사랑 이야기.

Xuan's reclamation project threatens the livelihood of the mermaids.
Other mermaids send Shan to tempt Xuan and kill him. But they fall
in love instead. Unfortunately, the mermaids are hunted by a hidden
organization and Xuan has to save Shan.

Ms. Liang enters a coffee shop called ‘Café 6.’ The owner shares a
story of his time back in 1996. Teenagers share a good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 but as their graduation day draws near , they
wonder if they can still stay committed with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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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오브 아시아: 일본 Best of Asia: Japan
일본 영화는 63.1%가 넘는 시장 점유율로 자국의 박스오피스
를 장악했다. 신카이 마코토의 <너의 이름은.>을 비롯해 자
국 영화 상위 열 편 중 여섯 작품이 애니메이션인데, <신 고
질라>와 <명탐정 코난> 등 대다수 흥행작이 일본 TV방송국
과 메이저 영화사들의 영화인 점은 아쉽다. 독립영화는
여전히 제작과 배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금도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너의 이름은.
Your Name.

신 고질라

Shin Godzilla

Japanese films dominated the box-office with
over 63.1% market share. Animations led the way
totaling 6 titles in the top ten domestic films released
list, including Your Name . by Shinkai Makoto.
Unfortunately, most of these along with other major
releases (such as Shin Godzilla and Detective Conan )
are also the products of TV networks and other major
media companies. Independent films continue to
struggle to find enough funding resources/screening
outlets, but the recent success of crowd-funding is a
welcome trend.

Japan | 2016 | 107min |⑫
신카이 마코토
SHINKAI Makoto

201 CH

7/15 10:30

443 HYU6 7/17 20:00

베스트 오브 아시아: 태국 Best of Asia: Thailand
2016년 10월 13일 국왕 푸미폰 아둔야뎃의 서거로 작년 태
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침체기를 겪었다. 할리우드 작품이
다시 태국에서 강세를 보였고, 자국 영화는 고작 12.5%의 점
유율을 기록하였다. 오직 두 태국 영화만이 1억 바트(330만
달러)를 넘어선 수익을 올리며 상업적으로 흥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 한 작품은 <농담 재즈 4G>로 평단의 혹평과
는 달리 관객의 입소문을 타고 흥행하여 전체 박스오피스 중
2위의 매출을 기록하였다.

농담 재즈 4G

Joking Jazz 4G

2016 was not a good year for entertainment industry
in Thailand with the death of King Bhumibol
Adulyadej on 13th October. Hollywood once again
dominated the market with local films only taking
in 12.5% of total market share. Only 2 Thai films
were considered commercially successful with over
100,000,000 Baht (3,300,000 USD). One of these was
Joking Jazz 4G , although not a favorite of film critics,
the film received words of mouth from audiences
outside Bangkok and became the no. 2 grossing film.

Thailand | 2016 | 114min | KP | ⑮
아논 밍콴타
Arnon MINGKWANTA

117 BST5 7/14 14:00 GV
918 BST2 7/22 17:00

꿈의 스위치를 누르면 서로의 몸이 뒤바뀐다! 타키와 미츠하는 이것이 꿈이

재즈는 어지러운 속세를 버리고 승려가 되기로 결심한다. 타투를 한 힙스

아닌 현실임을 깨닫고 가까워진다. 그들 앞에 놓인 잔인한 운명을 딛고,

터 승려 재즈는 농담과 유머를 이용해 사람들을 교화한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며

재즈가 사원에서 자취를 감추고 친구들은 걱정에 잠기는데... 그는 도대체

신카이 마코토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알린 작품.

어디로 사라진 걸까?

Taki and Mitsuha are living separately until randomly waking up in
each other’s body. They must adjust their lives around each other
and build a connection by leaving notes. They wish to finally meet,
yet something stronger than distance keeps them apart.

Jazz uses his way of joking and humor to teach and help people
especially teenagers around him. One day, monk Jazz has disappeared
from a temple without a trace and worried his friends to look for
him. Where’s he gone?

Japan | 2016 | 120min | ⑫
안노 히데아키, 히구치 신지
ANNO Hideaki, HIGUCHI Shinji

506 HYU6 7/18 11:00
905 BST3 7/22 11:00

원 데이

One Day

도쿄 앞바다에 괴수가 등장한다. 핵폐기물을 먹고 자란 이 전대미문의 생
물체에게는 탱크도 포탄도 통하지 않는다. 진화를 거듭하는 고질라를 향

Thailand, Japan | 2016 | 130min | KP | Ⓖ 249 BST5 7/15 18:00
309 BST2 7/16 10:30
반종 피산다나쿤
Banjong PISANTHANAKUN

괴짜로 소문난 IT업계 종사자 덴차이는 같은 회사 직원인 누이를 짝사랑
한다. 단 하루만이라도 그녀와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염원하던 덴차이. 신

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데…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는 인기를 자랑하는 고질라 시리즈, 12년 만의 신작.

에게 간절한 소원이 닿은 모양인지 누이는 불의의 사고로 하루 동안의 기

An unknown accident occurs in Tokyo Bay 's Aqua Line , which
causes an emergency cabinet to assemble. All of the sudden, a
giant creature immediately appears, destroying town after town
with its landing reaching the capital. This mysterious giant monster
is named ‘Godzilla.’

Denchai, a geeky IT officer, risks everything to be with his dream
girl , Nui , a pretty marketing officer , by pretending to be her
boyfriend after Nui suffers temporary memory loss disorder called
TGA, which lasts for just one day.

억을 잃게 되는데…

쿤판

Khun phan

Thailand | 2016 | 105min | KP | ⑮
콩키앗 콤시리
Kongkiat KOMESIRI

432 BST2 7/17 17:00
807 BST2 7/21 14:00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혼란스러운 시기, 쿤 판은 섬을 점령한 무리들을
소탕하기 위해 비밀리에 임무를 진행한다. <슬라이스>, <테이크 미 홈>
등 호러 영화로 이름을 알린 콩키앗 콤시리 감독의 반가운 신작.

A story about a police officer named Khun Phan, who is on an
undercover mission during World War II to take down a governor of
an island, a place where everyone there is considered band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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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오브 아시아: 필리핀 Best of Asia: The Philippines

베스트 오브 아시아: 베트남 Best of Asia: Vietnam

수퍼 부모 보호자

천하대전: 왕좌의 전쟁
Tam Cam - The Untold Story

ABS-CBN 방송국이 소유한 영화 사업부이자 필리핀 최대의
미디어 그룹인 스타시네마가 자국 영화 흥행 순위 1-3위를
포함해 가장 많은 수의 영화를 제작하며 필리핀의 우수한
독립영화들 사이에서도 선전했으며, 이는 코미디와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판타지가 여전히 인기 장르라는 것을 반영하
는 결과이다. 하지만 2016 칸영화제 출품작인 브릴란테 멘도
자 감독의 <마’로사> 와 2017 베니스영화제 수상작인 라브
디아즈 감독의 <떠나간 여인>은 모두 뛰어난 내러티브로 주목
을 받은 독립영화로, 인기 장르영화들의 강세 속에서도 필리핀
독립영화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The Super Parental Guardians

In 2016, despite having many independently
produced well-meaning films, Star Cinema, the
film arm of ABS-CBN Broadcasting Corporation and
the largest multimedia and telecommunications
conglomerates in the country was rather the most
prolific with the top three domestic films under its
belt. Undoubtedly, comedy, rom-com and fantasy
were still the main attractions. However, 2016 Cannes
entry Ma’ Rosa by Brillante Mendoza and 2017 Venice
winner Ang Babaeng Humayo by Lav Diaz, were both
indies with out-of-the-box narratives.

Philippines | 2016 | 114min | AP | ⑮
조이스 베르날
Joyce BERNAL

127 BST2 7/14 17:00
547 BST2 7/18 20:00

절친 사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녀의 아이들을 맡게 된 게이 맨 아키.

바르셀로나 사랑을 꾸미다
Barcelona: A Love Untold

작년 베트남의 총 231편에 달하는 개봉작 중 자국 영화는
18%에 해당하는 41편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여섯 작품
이 증가한 수치이나, 자국 영화의 흥행 수입은 실제로 줄어
들어 우려를 낳기도 했다. CJ는 몇몇 베트남 영화를 전폭적으
로 지원하며 흥행 순위 10위 안에 올려놓기도 하였다. 자국
영화 중 흥행 1위는 여배우에서 감독으로 전향한 응오 탄 반의
<천하대전: 왕좌의 전쟁>이 차지했다.

The Unmarried Wife

1021 BST5 7/23 17:00

성군이 다스리던 평화로운 황실. 왕의 병세가 약화되자 왕세자 히우롱의
짝을 찾기 위해 축제를 열고 그는 아름다운 땀과 사랑에 빠진다. 한 편 이
웃 국가의 도발로 전쟁이 벌어지고 총독의 계략으로 히우롱은 위기에 처

Custody to Megan and Erine was given to Arci just before the
death of his best friend Sarah. Paco, the children’s uncle, has no
choice but to live and get along with Arci. The craziest and greatest
adventure of their lives will now embark!

하는데.

Philippines | 2016 | 131min | AP | ⑮
올리비아 라마산
Olivia LAMASAN

346 BST2 7/16 18:00
620 BST2 7/19 14:00

Our heroine Tam is a beautiful child, a daughter to the first wife.
However, after her mother dies, her father marries another woman
bringing a baby girl named Cam, whose looks always deemed as
inferior to that of Tam’s.

유령 병원

Ghost Hospital

Vietnam | 2016 | 104min | IP | ⑮
보 탄 호아
VO Thanh hoa

221 BST2 7/15 13:00 GV
437 SH

7/17 17:00

엘리는 여자친구의 죽음 이후 바르셀로나로 터전을 옮긴다. 미아는 바르

장사가 잘되는 한 병원이 있다. 환자들로 문전성시인 이곳의 영업 전략은

셀로나에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엘리는 여자친구와 닮은 미아를 애

바로 귀신 환자들만 받는다는 사실! 젊은 의사가 유령 병원에 부임하며 벌

써 외면하지만, 미아는 그에게 사랑을 느낀다. 바르셀로나를 둘러싼 두 젊

어지는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그린 호러 코미디.

은이의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

A horror comedy about a young doctor taking a new post, only to
learn that the patients who passed away may not have left after
all. Just like living people, ghosts go as well and such place is the
Ghost Hospital.

Philippines | 2016 | 130min | AP | ⑮
마리요 델로스 레이예스
Maryo DELOS REYES

509 BST2 7/18 11:00
747 BST4 7/20 20:00

을 선택할지 고민한다. 그녀는 결국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랑
인 브라이언과의 관계도 이어나가기로 결심한다.

A story of Anne and Geoff navigated its way around a convoluted
plot via flashbacks. They first fall in love; only to end up being
trapped in a marriage suffocating the joy out of them and finding
comfort through various illicit affairs.
베스트 오브 아시아

446 BST2 7/17 20:00

범인을 쫓는 파코까지 가세한다. 필리핀에서 날아온 유쾌한 코미디.

앤은 파국으로 치닫는 결혼 생활을 지속할지 눈앞에 나타난 새로운 사랑

144

Vietnam | 2016 | 115min | ⑫
응오 탄 반
NGO Thanh Van

하루아침에 변해버린 그의 인생에 아이들의 삼촌이자 누이 사라를 죽인

Ely is in Barcelona to study but can’t get over his past love. He then
meets Mia, a girl who sees Spain as a fresh start. Together they go
on a journey to find the answers to their lifelong questions.

비혼의 아내

In 2016, 41 Vietnamese films were released,
accounting for the 18% of 231 total film released.
This is 6 film increases from 2015. However, there’s a
concern as the box-office revenue from the domestic
films actually declined from a year ago. Korea’s CJ
has once again placed films in the top ten, having
fully financed several Vietnamese productions. The
domestic box-office champ, however, belongs to Tam
Cam - The Untold Story by Ngo Thanh Van, a former
actress-turned-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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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오브 아시아: 인도네시아 Best of Asia: Indonesia

베스트 오브 아시아: 말레이시아 Best of Asia: Malaysia

왓츠 위드 러브 2

올라 볼라

CJ와 롯데의 투자로 인한 인도네시아 내 영화관 증가, 조코
위도도 신임 대통령의 경제 개혁 등에 힘입어 인도네시아
영화는 10개의 자국 영화가 1백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전체 흥행 수입의 33%를 차지했다. 리리 리자 감독의 <왓츠
위드 러브 2>와 우피 아비안토 감독의 <마이 스투피드 보스>
는 흥행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흥행을 거둔 자국
영화들이 유명한 배우가 등장하는 코미디나 로맨스 드라마로
국한되어 있어 장르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 작년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의 유일한 흠이다.

What's With Love 2

마이 스투피드 보스
My Stupid Boss

With increases in theaters with Korean CJ and Lotte
entering the industry, combined with innovative
reforms on commercial fields by the new president
Joko Widodo, the Indonesian film industry gained a
respectable 33% share of the total box-office, with 10
domestic films reaching 1 million spectators. Two of
the biggest draws were What’s With Love 2 by Riri Riza
and My Stupid Boss by Upi Avianto. Lack of variety
was the only blemish, as local comedies and romantic
dramas with well-known faces dominated.

Indonesia | 2016 | 124min | KP | ⑮
리리 리자
Riri RIZA

332 BST2 7/16 15:30
904 BST2 7/22 11:00

할리우드 영화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인도와 인도네
시아 영화가 말레이시아의 박스오피스 매출에서 가장 큰 증가
율을 보였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7백만 수익을 넘어선 자국
영화가 소폭 증가한데 반해, 총 자국 영화 숫자가 82편에서 46
편으로 줄어든 것은 급하게 만든 조악한 영화 대신 공들여 제
작한 웰메이드 영화가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겠다. 그 중 치우 컹 관 감독의 <올라 볼라>와 시엄술 유소
프 감독의 <위선>, 니잠 라작 감독의 애니메이션 <매직키드보
보>가 나란히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Ola Bola

Compared to 2015, 2016 saw a small increase in
domestic films at the box-office with over 7 million
receipts. Although Hollywood productions still
overwhelmed the box-office, the biggest increases were
from Indian and Indonesian films. The local production
was decreased from 82 in 2015 to 46 in 2016, this was a
sign of healthy, well-made films being released instead
hastily-made low quality ones. Among the best were
Ola Bola by Chiu Keng Guan, Hyprocrisy by Syamsul
Yusof and an animation, BoBoiBoy: The Movie by Nizam
Razak.

Malaysia | 2016 | 113min | KP | Ⓖ
치우 컹 관
CHIU Keng Guan

421 BST2 7/17 14:00
1004 BST2 7/23 11:00

14년 전 친타와 랑가는 연인이었지만 갑자기 랑가의 행방이 묘연해지면

말레이시아 축구의 황금기였던 1980년대를 배경으로 올림픽 승리를 거

서 연락이 끊긴다. 긴 세월이 지나고 재회한 둘은 다시 연인이 되기에는

머쥐기 위한 다문화 축구팀의 고군분투 이야기를 앵글에 담았다. 말레이

서로가 너무 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2002년 큰 사랑을 받았던 <친

시아 최대 흥행작 <여행>을 연출한 치우 컹 관 감독이 그려낸 감동과 승리

타에게 무슨 일이?>의 속편.

에 대한 기록.

Cinta and Rangga were separated 14 years ago, but are now reunited.
Will this be their second chance to rekindle the romance they had?
But their lives are not as simple as they used to be. What is up with
them this time?

Inspired by Malay national football team, which successfully entered
the 1980 Summer Olympics. Ola Bola is an uplifting fictional tale
about an unlikely multicultural team of footballers, who have to
overcome their disagreements and personal struggles for a chance
at the international success.

Indonesia, Malaysia | 2016 |
100min | KP | ⑮
우피 아비안토 UPI Avianto

412 BST5 7/17 11:00
909 FC

7/22 14:00

위선

Hyprocrisy

Malaysia | 2016 | 95min | KP | ⑫
시엄술 유소프
Syamsul YUSOF

532 BST2 7/18 17:00
916 FC

7/22 17:00

사장은 앞뒤가 꽉 막힌 황소고집의 결정체다. 이 남자의 신조는 바로 “사

불행한 사고로 아내를 잃은 의사 아담. 아내의 죽음 이후 사람들을 치료하

장의 말은 언제나 옳다.” 그의 비서 다이아나는 매일 그와 대립하며 인내

기를 거부해온 그는 마리아라는 여자를 치료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어지

심을 시험한다. 불합리하고 덜떨어진 사장과 그의 밑에서 고통받는 직원

는 기묘한 사건들은 그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오랜만에 만나는 말레이

들의 웃픈 이야기.

시아 호러.

A story of an absurd boss and his employees. Bossman has own
company in Kuala Lumpur. His first principle of management is
“Bossman is Always Right.” His secretary Diana’s daily confrontation
and her patience are all put to the test.

Adam is a Muslim medical practitioner, who is unable to accept the
fact that his wife no longer exist in this world. Later on, he agrees to
treat a depressed woman named Maria, but strange and unsettling
things start to happen.

매직키드보보

BoBoiBoy: The Movie

Malaysia | 2016 | 103min | Ⓖ
니잠 라작
Nizam RAZAK

608 BST2 7/19 11:00
911 BST2 7/22 14:00

초능력 소년 보보와 로봇 오초봇은 세상에 둘도 없는 절친이다. 어느 날
오초봇이 외계 악당들에게 납치되고 친구를 구하기 위해 보보와 친구들은
모험을 떠난다.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귀여운 꼬마 영웅 캐릭터들의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A group of alien treasure hunters has arrived on earth and
kidnapped Ochobot in order to use him to locate an ancient and
powerful Sfera Kuasa hiding on earth. Their journey will take them
on an adventure filled with action, comedy, and beautiful locales.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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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밤 갑자기

Suddenly in Dark Night

Korea | 1981 | 100min | ⑮
고영남
GO Yeong-nam

150 CH

7/14 24:00

449 BST5 7/17 20:00

선희는 남편이 촬영해온 필름에서 이상한 목각 인형을 발견한 후 남편이
데려온 무당의 딸 미옥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힌다. 고립된 집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초자연적인 공포와 광기를 다룬 한국 공포영화 걸작으로, 한국

Special Screening

영상자료원과 함께 디지털 리마스터링 및 사운드 복원한 버전이 최초 공
개된다. 故 김영애의 깨질 듯 섬세한 아름다움이 인상적인 작품.

After finding a creepy doll from her husband’s roll of film, Sun-hee
seethes with jealousy over the girl that he brings home, Mi-ok - a
shaman's daughter.

* 이 작품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한국영상자료원이 공동복원한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상영 됩니다.
* This film was digitally remastered by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and the Korean Film Archive.

올해 BIFAN에서는 조금은 남다른 영화적 경험들을 전해 줄 작품들을 특별상영의 형식으로 소개한다. 먼저 만나볼
작품은 바로 봉준호 감독의 화제의 영화 <옥자>. 칸영화제를 통해 오랫동안 베일 속에 감춰진 정체를 처음으로 드러
낸 <옥자>는 봉준호 감독이 이전 작품들을 통해 산발적으로 보여왔던 환경과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견의 집대성과도
같은 작품이다. 과학을 빌미로 생명 창조라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려는 인간과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피조물, 그 사
이에서 인간다움이란 과연 무엇일까?

최근 <옥자>를 둘러싼 보다 큰 화두는 극장‧온라인 동시 개봉이라는 새로운 상영 방식에 대한 도전에 있을 것이다.
어쩌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영화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는 그 시작을 목도하고 있는

은하철도의 밤

Night on the Galactic Railroad

Japan | 1985 | 108min | KP | Ⓖ
스기이 기사부로
SUGII Gisaburo

149 LS

7/14 20:30

749 SS

7/20 20:00

<은하철도 999>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를 원작으로
한 걸작 애니메이션. 어머니와 단 둘이 살아가던 소년 조반니가 우주로 떠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기차에 올라탄 후 겪게 되는 모험을 환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와 함께 <아키라>, <은하철도의 밤>, <깊은 밤 갑자기>와 같은 전설적인 작품들이 디지털 복원본으로 BIFAN을 찾아

Giovanni is a boy from a poor family, who delivers papers to feed his
sick mother. He gets on a train to space and undergoes a fantastic
adventure. A masterpiece that has its origins in the similarly titled
fairytale by Miyazawa Kenji.

온다. 특히, <깊은 밤 갑자기>는 한국영상자료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진행하였으며, BIFAN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알프레드 히치콕 불멸의 걸작 <싸이코>의 그 유명한 '샤워신'을 집요하게 해부한 <78/52>는 영화광들에겐
말 그대로 발견의 기쁨을 전해 줄 것이다. '당연히(!)' 히치콕의 <싸이코>도 관객을 찾는다. 이와 함께 일본 사이버펑
크 영화의 대표작 <미트볼 머신>(2005)과 2017년 리메이크작 <미트볼 머신: 고도쿠> 연속상영 역시 놓칠 수 없다.

In this year's BIFAN, a set of unique films that will give the audience quite a unique experience will

be presented in the Special Screening. First to be presented is Okja , the well-known film of Director

Bong Joon-ho. Okja is a mysterious film that was unraveled at Cannes Film Festival, and is essentially
a collection of prophecies for the environment and the future of mankind that has been shown in his
previous movies sporadically. Between men, who want to challenge God in the name of science, and

the created beings who are more humanlike than their human creator, the movie questions what

humanity would truly be. However, the biggest controversy around Okja would be its new attempt to

release through online and physical theaters at the same time. Maybe, films in the traditional sense, are

아키라

Japan | 1988 | 124min | KP | ⑱
오토모 가츠히로
OTOMO Katsuhiro

Akira

7/18 17:00

츠히로의 전설적인 작품을 디지털 리마스터링한 버전. 2019년의 신도쿄

of such change. Also, along with Okja , many legendary movies including Akira , Night on the Galactic

를 배경으로 초능력과 인체실험 등 사이버펑크의 세계를 놀라운 영상으로

Railroad , and Suddenly in Dark Night , will be remastered and featured. Co-presented by the Korean Film

표현해낸 걸작이다.

Archive, the remastered version of Suddenly in Dark Night will be open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Thanks to Otomo Katsuhiro, the power of Japanese anime has
covered the entire world. Alongside Ghost in the Shell (1995), Akira
is a legendary film that depicts a cyber-punk world - 2019 Neo
Tokyo. Meet the Akira that has been digitally remastered.

at this year’s BIFAN. 78/52 - a film that tenaciously digs into the famous shower scene in Psycho , the

timeless masterpiece by Alfred Hitchcock - and Psycho will be shown together. Also, audiences shouldn't

miss out on the Meatball Machine (2005), and its 2017 remake, Meatball Machine: Kodoku , one of the
best Japanese cyber punk movies.
특별상영

7/16 18:00

525 CH

<공각기동대>와 함께 일본 애니메이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린 오토모 가

transforming much faster than people may have imagined, and we could well be watching the begi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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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creening

싸이코

USA | 1960 | 109min | ⑱
알프레드 히치콕
Alfred HITCHCOCK

Psycho

싸이코 4

Psycho IV

341 HYU4 7/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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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영

125 HYU7 7/14 17:00 GV

<미트볼 머신: 고도쿠>의 오리지널. 외계생명체가 나타나 인간의 육체를

주인 노만 베이츠의 도움으로 방을 얻은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샤워를

장악하고 모든 것을 죽여버리는 설정은 같다. 다만 주인공은 20대의 젊은

하다가 실종된다. 설명이 필요 없는 서스펜스 스릴러의 걸작.

이다. <철남> 등 사이버펑크 영화의 영향을 받아 인간과 기계가 하나로 합

On the run after having stolen a large amount of money from her
employer, Marion gets lost and decides to stay at a motel for the
night. She soon finds out just how deadly of a mistake it was to
choose this motel.

쳐지는 기괴한 풍경을 잘 그려낸 수작.

USA | 1990 | 96min | ⑱
믹 개리스
Mick GARRIS

356 HYU4 7/16 20:30

Yoji and Sachiko become intimate with each other because of
their secrets. One day, mysterious objects invade the earth and
everything changes. Now, our two lovers have to survive in this
chaotic world. Will they succeed?

미트볼 머신: 고도쿠
Meatball Machine: Kodoku

Japan | 2017 | 100min | AP | ⑱
니시무라 요시히로
NISHIMURA Yoshihiro

137 HYU4 7/14 20:00 GV
269 CH

7/15 24:00

인간의 몸에 들어가 기생을 하며 숙주를 돌연변이로 만들어버리는 외계

지 않은 아이가 자신의 다중인격장애를 물려받을까 공포에 휩싸인다. 주

생명체가 나타난다. 암에 걸려 자포자기했던 중년의 샐러리맨은 암세포가

인공이 싸이코로 성장하는 과정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심리를 담

기생충을 죽이는 바람에 돌연변이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의식을 유지하게

고 있는 이 작품은 <싸이코>의 골수팬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

되고, 돌연변이들과의 처절한 전투를 시작한다.

Norman Bates is invited to share memories of mom with a radio
talk show host, but the ‘Psycho’ fears that he may kill again for
his beloved, who is impregnated with his child. Norman cannot let
another psycho loose in the civilized world.

Mysterious objects invade the Earth. They attach themselves as
parasites to human beings and change them to hideous monsters
(Necro-borg). The Necro-borgs fight each other until one of them
dies. Yuji and Kaoru get caught up this horrific battle. What will their
fate be?

USA | 2017 | 91min | AP | ⑮
알렉산더 O. 필립
Alexandre O. PHILIPPE

78/52

Meatball Machine

Japan | 2005 | 90min | KP | ⑱
야마구치 유다이
YAMAGUCHI Yudai

거액의 돈을 들고 도주한 마리온은 낡은 모텔로 몸을 피한다. 친절한 모텔

노만 베이츠는 자신을 학대했던 어머니에 대해 회상하던 중 아직 태어나

78/52

미트볼 머신

328 HYU4 7/16 15:30 GV
546 BST1 7/18 20:00 GV
1013 BST4 7/23 14:00

옥자

Korea, USA | 2017 | 118min | ⑫
봉준호
BONG Joon-ho

Okja

539 CH

7/18 20:00

625 CH

7/19 17:00 GV

<점쟁이 문어 파울의 일생>, <최신좀비가이드> 등 기상천외한 다큐멘터

글로벌 기업 미란도의 '슈퍼돼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창조된 옥자. 10년

리로 장르 영화 팬들에게 이름을 알려온 알렉산더 O. 필립 감독이 이번엔

동안 가족이 된 강원도 산골 소녀 미자는 어느 날 사라져버린 옥자를 찾아

히치콕의 <싸이코>를 선택했다. 전설적인 샤워신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서울에서 뉴욕으로 모험을 떠난다.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옥자의 따스한

이 작품을 먼저 본 후 <싸이코>, <싸이코 4>를 감상할 것을 추천한다.

눈동자는 우리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 하다.

An unprecedented look at the iconic shower scene in Alfred
Hitchcock's Psycho , the ‘Man behind the Curtain,’ and the screen
murder that profoundly changed the course of world cinema. It
features testimonies from the leading actors and filmmakers today.

Okja, a massive animal which is created by conglomerate Mirando
Corporation, has been Mija’s best friend for ten years. One day, after
Okja's disappearance, Mija sets out on a rescue 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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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Screening

토크 프로그램 Talk Program
메가토크 | 접속하라 전도연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전도연 배우의 스크린 데뷔 20주년 기념 특별전의 일환으로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인 <밀양>
상영 후 관객과의 만남을 갖는다.
일시 7월 14일(금) 17:00 <밀양> 상영 후
게스트 전도연(배우), 이창동(감독) 외

장소 부천시청 어울마당
진행 김혜리(영화평론가, 작가)

메가토크 | 강한 여자, 못된 여자, 무서운 여자

물리적인 힘으로 거침없이 남성권력을 후려갈기거나, 불온한 괴물성을 통해 가부장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여자들이 여기
있다. <글로리아>, <더 빨리 푸시캣, 죽여라 죽여>의 배드애스와 <캐리>, <이어도>의 여성괴물이 그들이다. 이 길들여지지
않은 여자들에 대해서 탐구해본다.
일시 7월16일(일) 17:30
게스트 손희정(문화평론가), 조혜영(영화평론가)

장소 판타스틱 큐브
진행 김영덕(BIFAN 프로그래머)

마스터클래스 |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판타스틱 영화의 거장

현대 장르영화 거장이자 ‘대중적인 작가’로 칭송받는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 감독이 올해 부천영화제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
을 찾는다. 신작 <더 바> 상영 후 이어질 마스터클래스에서는 이글레시아 감독과 아주 특별한 게스트들이 참석하여 그의 작
품 세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일시 7월 17일(월) 14:00<더 바> 상영 후
게스트 알렉스 데 라 이글레시아(감독)

장소 CGV부천 6관
진행 남종석(B.I.G 프로그래머)

마스터클래스 | 믹 개리스의 소설 원작을 각색한 사례 – 스티븐 킹 원작의 <샤이닝> 미니 시리즈

호러 영화 마스터로 불리는 믹 개리스는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세계적인 소설 작가 스티븐 킹과의 공동작업으로 성공적인 작
품들을 만들어왔다. 킹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미니 시리즈 <샤이닝> 또한 합작의 결과이다. 같은 원작을 각색하여 만들어진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과 항상 비교되어 온 미니시리즈 <샤이닝>을 사례로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각색에 대해 이야
기한다.
일시 7월 18일(화) 16:00~18:00
게스트 믹 개리스(감독)
*무료 입장

장소 송내어울마당 채움늘
진행 남종석(B.I.G 프로그래머)

메가토크×김혜리의 필름 클럽

인기 팟캐스트 ‘김혜리의 필름 클럽’이 BIFAN을 찾아 공개방송을 가진다. <씨네21> 김혜리 기자 특유의 촉촉하면서도 날카
로운 분석과 배우 임수정의 감성토크, 최다은 PD의 음악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자리. 봉준호 감독의 화제작 <옥자>에 관한 흥
미롭고 꼼꼼한 대화를 나눈다.
일시 7월17일(월) 20:00~21:30
게스트 임수정(배우), 최다은(SBS라디오 PD)

장소 CGV부천 4관
진행 김혜리(영화평론가, 작가)

스페셜토크 | 독립영화의 <파랑새>를 찾아서

평생동안 사회적 불의에 맞선 영화를 만들고자했던 故홍기선 감독을 추모하며 8mm 독립영화<수리세>, <파랑새>의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을 최초 공개하고 한국 독립영화의 시작과 홍기선 감독을 회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시 7월 15일(토) 15:30 <수리세>, <파랑새> 상영 후
게스트 추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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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프로그램

장소 판타스틱큐브

Mega Talk | Contact, JEON Do-yeon

Part of special program which celebrates Ms. Jeon Do-yeon’s 20th anniversary of her debut, she will meet the audience
after the screening of Secret Sunshine which made her the laureate of Best Actress Award at the 60th Cannes Film Festival.
Date& Time July 14(Fri) 17:00 After Secret Sunshine
Guest JEON Do-yeon(Actress), LEE Chang-dong(Director)

Venue Bucheon City Hall, Main Theater(2F)
Moderator KIM Haeri(Film Critic, Writer)

Mega Talk | Terrible Women: the strong, the monstrous, and the badass

Here they are…! Thumping on male authority with overwhelming physical force without hesitation, or having patriarchs
trembled in fear with their thunderous monster-like presence; such as badass characters in Gloria and Faster Pussycat! Kill!
Kill! and monstrous-female characters in Carrie and Ieoh Island. With two distinguished culture and film critics, it will be a
session where we do research on those untamed women characters.
Date& Time July 16(Sun) 17:30
Guest Jay SOHN(Critic), CHO Hye-young(Film Critic)
*Interpretation services will be provided.

Venue Bucheon City Hall, Fantastic Cube(1F)
Moderator Ellen KIM(Programmer, BIFAN)

Master Class | Álex DE LA IGLESIA: El Maestro Cineasta Fantastico

A one of a kind, up close and personal meeting with one of the grandeurs of modern genre films all the way from Spain, who is
called ‘the popular auteur’. Taking place right after the screening of his latest film, The Bar with appearances by special guests.
Date& Time July 17(Mon)14:00 After the screening of The Bar
Guest Álex DE LA IGLESIA(Director)

Venue CGV Bucheon 6(Hyundai U-PLEX)
Moderator Jongsuk Thomas NAM
(B.I.G Programmer)

Master Class | Mick GARRIS on Book Adaptation - Stephen KING's The Shining , A Mini-Series

An award-winning screenwriter/director/producer, Mick Garris prolific career has spanned for more than 4 decades. His close
friendship with the world-famous writer Stephen King has resulted in countless successful collaboration, including the duo’s
take on King’s classic novel, The Shining. On Tuesday, July 18th, Mr. Garris will appear in person to give an in-depth account
on this collaboration, which will always be compared to the 1980 version by Stanley Kubrick.
*Free admission
Date& Time July 18(Tue) 16:00~18:00
Guest Mick GARRIS(Director, Producer, Screenwriter)

Venue Songnae Chaeumneul
Moderator Jongsuk Thomas NAM
(B.I.G Programmer)

Mega Talk x KIM Haeri 's Film Club

Top-rated podcast ‘KIM Haeri’s Film Club’ goes to public at BIFAN. Kim Haeri’s signature warm yet sharp analysis, Lim Soojung’s specialty in touching people’s emotions and a final touch from Choi Da-eun’s music story enriches the show. A special
edition at BIFAN, an interesting and meticulous conversation about Okja, director BONG Joon-ho’s latest work and a hot
potato in film industry, is waiting for the audience.
*No English interpretation provided/Free admission
Date& Time July 17(Mon) 20:00~21:30
Guest LIM Soo-jung(Actress), CHOI Da-Eun(SBS Radio PD)

Venue CGV Bucheon 4(Hyundai U-PLEX)
Moderator KIM Haeri(Film Critic, writer)

Special Talk | Searching for ‘Bluebird’ in independent cinema

In memory of the late director Hong Ki-seon with his life-long effort to shoot films fighting against the social unfairness,
BIFAN presents digitally re-mastered version of Surise and Parangsae for the first time.After its screening, a special
opportunity is waiting for the audience to recall the very beginning of Korean independent cinema and the late director.
Date& Time July 15(Sat) 15:30 After Surise and Parangsae
*Guest: To be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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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Program

Venue Bucheon City Hall, Fantastic Cube(1F)

B.I.G BIFAN Industry Gathering

B.I.G

BIFAN Industry Gathering

게 도입되고 있는 신기술을 조망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확대 강화한 산업프로그램이다.

genre films by developing various types of infrastructure in order to keep pace with the continuous progress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산업프로그램(BIFAN Industry Gathering, 이하 B.I.G)은 한국 영화산업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

고 아시아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장르영화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 구축을 꾀하는 한편, 새롭
B.I.G는 한국 영화산업의 각 부문과 공조하여 한국 영화산업의 지지대가 될 코리아 나우, 아시아 주류 영화산업의 흐름을 짚

어 보고 아시아 영화산업을 이끄는 각국 프로듀서의 교류를 위한 메이드 인 아시아, 장르영화의 제작과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
을 위한 아시아 판타스틱영화제작 네트워크(NAFF), 그리고 영화산업의 신기술과 미디어를 소개하는 뉴미디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BIFAN Industry Gathering (hereafter B.I.G) is an expanded industry program that was launched in 2016 with a

number of goals in mind: to promote the balanced growth of Korea's film industry, to boost the production of
of Asia's film industry, and to survey new technologies being introduced in the industry. B.I.G is composed of
four industry programs: Korea Now, which provides support to the Korean film industry by cooperating with

the various sectors of the domestic film industry; Made in Asia, which was created to investigate the trends in
Asia's mainstream film industry and to facilitate the interaction between Asia's leading producers;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NAFF), which aims to promote the production of genre films and to discover new projects
and talents; and lastly, New Media, which introduces new technology and media within the film industry.

SF 판타스틱 포럼

7.14(금)

한국영화의 밤

베스트 오브 아시아 런천

7.15(토)

메이드 인 아시아 포럼

아시아공동제작 활성화 포럼

B.I.G 개막 리셉션&아시아 영화의 밤
NAFF 프로젝트 비즈니스 미팅

7.16(일)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베트남 피칭&런천
VR 패널토크

OTT 플랫폼 강연

BIFAN 시나리오 쇼케이스
베트남 리셉션

NAFF 프로젝트 비즈니스 미팅

7.17(월)
7.18(화)

12:30 - 14:00
14:00 - 15:30
16:00 - 17:30
19:00 - 21:00
09:00 - 18:00
11:30 - 14:00
14:00 - 16:00
16:00 - 18:00
16:00 - 18:00
19:00 - 21:00
09:00 - 18:00

판타지아 가든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고려호텔 3층 그랜드볼룸
고려호텔 3층 그랜드볼룸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고려호텔 3층 그랜드볼룸

고려호텔 3층 그랜드볼룸

판타스틱 마케팅펀딩

16:30 - 18:30
13:00 - 15:00

판타스틱큐브
판타스틱큐브
판타스틱큐브
판타스틱큐브

7.10(월) -

영화제작가 캠프

09:00 - 18:00

부천콘텐츠센터

7.13(목) -

NAFF 환상영화학교

10:00 - 18:00

송내어울마당 채움늘,

7.14(금) -

VR 체험관

10:00 - 19:00

부천시의회 갤러리

7.13(목)
7.19(수)
7.22(토)
7.23(일)

7.20(목) 7.2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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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유BI무FAN-멘토스쿨 프로젝트

10:00 - 15:00
09:00 - 21:00
09:00 - 16:30

4F Koryo Hotel

July 15(Sat)

Best of Asia Luncheon

12:30 - 14:00

4F Koryo Hotel

판타스틱큐브

부천콘텐츠센터
판타스틱큐브

Korean Film Night

Made in Asia Forum

Case Study : Asian Co-production
July 16(Sun)

B.I.G Opening Reception & Asian Film Night
NAFF Project Business Meeting

Project Spotlight Vietnam Pitching & Luncheon
VR Panel Talk

OTT Platform Lecture

BIFAN Scenario Showcase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19:00 - 21:00
10:00 - 12:00

14:00 - 16:00

CGV부천 7

NAFF 시상식 / B.I.G 폐막 리셉션
한국영화 정책 포럼

SF Fantastic Forum

CGV부천 7

고려호텔 3층 그랜드볼룸

15:00 - 18:00

July 14(Fri)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09:00 - 12:00

NAFF 환상영화학교 오픈 피칭

7.20(목)

20:00 - 22:00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NAFF 프로젝트 비즈니스 미팅
촬영감독의 영상언어 세미나

7.19(수)

14:00 - 16:00

July 17(Mon)
July 18(Tue)

July 19(Wed)
July 20(Thu)

Vietnamese Reception

NAFF Project Business Meeting

20:00 - 22:00
14:00 - 15:30
16:00 - 17:30
19:00 - 21:00
09:00 - 18:00
11:30 - 14:00
14:00 - 16:00
16:00 - 18:00
16:00 - 18:00
19:00 - 21:00
09:00 - 18:00

Fantasia Garden
4F Koryo Hotel
4F Koryo Hotel
3F Koryo Hotel
3F Koryo Hotel
4F Koryo Hotel

CGV Bucheon 7
CGV Bucheon 7
4F Koryo Hotel
4F Koryo Hotel
3F Koryo Hotel

NAFF Project Business Meeting

09:00 - 12:00

3F Koryo Hotel

NAFF Awards / B.I.G Closing Reception

19:00 - 21:00

3F Koryo Hotel

D.O.P’s Visual Language Seminar

NAFF Fantastic Film School Open Pitching
Korean Film Policy Roundtable
Fantastic Marketing Funding

15:00 - 18:00
10:00 - 12:00
16:30 - 18:30
13:00 - 15:00

Fantastic Cube
Fantastic Cube
Fantastic Cube
Fantastic Cube

July 10(Mon) -

Filmmakers’ Workshop

09:00 - 18:00

Bucheon Contents
Center

July 13(Thu)-

NAFF Fantastic Film School

10:00 - 18:00

Songnae Eoul Madang
Chaeumneul ,

July 14(Fri) -

VR (Virtual Reality) Experience

10:00 - 19:00

Bucheon City
Council Gallery

July 13(Thu)
July 19(Wed)
July 22(Sat)

July 23(Sun)
July 20(Thu)
July 21(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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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phone Short Filmmaking Project

BIFAN Industry Gathering

10:00 - 15:00
09:00 - 21:00
09:00 - 16:30

Fantastic Cube

Bucheon Contents Center
Fantastic Cube

B.I.G BIFAN Industry Gathering

코리아 나우 Korea Now

2014년 이후 한국 영화산업은 2조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영화관에서 발생한 매출은 76.7%로 절대적이며, 부가 시

장의 매출은 18%에 불과하다. 이러한 산업의 불균형은 영화 규모에서도 반영된다. 메이저 투자배급사의 고예산 상업영화가 10% 대
의 안정적 수익률을 기록하는 반면, 중 · 저예산 영화와 독립영화의 수익률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도전과 협력이라는 화두로

신설된 섹션 ‘코리아 나우’는 이 같은 맥락 속에서 올해도 한국 영화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정부 아래서 영화인 블랙리스트 사건, 부산영화제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영화계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어떤 행보를 취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진행될 것이다. 각 직능 단체와 공조하는 사업은 보다 발전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직능 단체와 BIFAN의 사업은 올해부터 한국 영화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국의 사드 미

사일 한반도 배치로 중국과의 외교 분쟁은 한 · 중 영화산업의 교류, 나아가 한국과 아시아의 영화 교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코리아 나

아시아공동제작
활성화 포럼

Case Study:
Asian
Co-production

have been recording stable earnings of approximately 10%, while the earnings for low and mid-budget films have been
worsening continuously. Korea Now, which was launched last year to focus on the topics of 'challenge' and 'cooperation,'

will operate under the same context this year and place the greatest emphasis on promoting the balanced growth of Korea's
film industry. Additionally, after struggling under the previous government administration with incidents such as the

government's blacklist of artists and the matter involving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re will be a discussion

about the next step that the Korean film industry should take under the new administration. Since last year, BIFAN has been

cooperating with functional organizations, and is looking forward to producing practical results that will be of help to the
Korean film industry this year. Meanwhile, the diplomatic dispute between Korea and China over the placement of the THAAD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and for the exchange of ideas.

영화제작가
캠프
Filmmakers’
Workshop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영화제작자 교육 캠프. 영화제작자/프로듀
서들을 위한 영화 전문교육 캠프를 개최하여 30인의 참가자와 함께 영화 제작 과정의 최신 트렌드 이해 및 교
류의 장을 마련한다.

일시 7월 10일(월) - 7월 13일(목) 장소 부천콘텐츠센터 공동주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Co-hosted by the Kore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and the Producers Guild of Korea, Filmmakers'
Workshop is a training camp for filmmakers. This professional training camp for filmmakers/
producers will be open to 30 participants who will have the chance to learn about the newest trends in
filmmaking, and will also have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and exchange.

BIFAN
시나리오
쇼케이스

SF 판타스틱
포럼
SF Fantastic
Forum

SF 신작을 선보이고 있는 웹툰 작가 윤태호, 각종 문학상을 휩쓸고 있는 SF 소설가 장강명과 함께 원천 콘텐츠

의 SF적인 상상력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여러 매체의 특징에 따라 변주되는 지점을 모색한다. 장르 문학에 도
전하는 창작자들과 콘텐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일시 7월 14일(금) 14:00~16:00 장소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공동주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서울SF아카이브

Joined by webtoon writer YOON Taeho - whose newest webtoon is a work of science fiction - and
winner of multiple literary awards SF novelist JANG Gangmyeong , the forum will be looking into how
the imaginative aspects of science fiction found in original contents vary depending on the kind of
medium they are presented in (e.g. film, drama, webtoons). The forum is intended to be a place where
the future of contents can be discussed with creators of genre literature.
Date July 14(Fri)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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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Venue 4F Koryo Hotel Bucheon

One of the goals of B.I.G is to establish concrete plans for film projects/collaborations and a system for
cooperation by facilitating interaction between Asian filmmakers. With 2017 being the 10th anniversary
of NAFF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co-producers of Asian films from Taiwan, Hong Kong,
and Vietnam have been invited to examine case studies of Asian co-production, and to discuss future
prospects.
July 15(Sat) 16:00~17:30

Venue 4F Koryo Hotel Bucheon

한국 시나리오 작가들의 당면 과제인 오리지널 시나리오 창작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젝트
피칭행사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산업적 기능 및 한국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경쟁력 증대에 이바지한다.

BIFAN
Scenario
Showcase

일시 7월 16일(일) 16:00~18:00 장소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공동주최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Korean screenwriters are confronted with an urgent problem in regards to creating original screenplays,
as well as in introducing their projects successfully overseas. The BIFAN Scenario Showcase's goal is to
help Korean screenwriters enhance their competitive edge and to bolster BIFAN's industrial function
through this project pitching event.
Date July 16(Sun) 16:00~18:00

Venue 4F Koryo Hotel Bucheon

Co-presenter Screenwriters Guild of Korea

촬영감독의
영상언어
세미나

최근 한국영화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영상표현과 시도에 대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는 신진 촬영감독들의 입

D.O.P’s
Visual Language
Seminar

The D.O.P's Visual Language Seminar presents the perspectives of leading directors of photography
relating to the new forms of visual expression and experimentation that can be seen in recent Korean
films. The seminar will focus on new interpretations and expressions of visual language, and will also
discuss the future outlook for Korean cinematography.

장과 견해를 들어보고자 한다. 영상언어의 새로운 해석과 표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나아가 한국영화 촬영의
전망을 함께 이야기한다

일시 7월 18일(화) 15:00 ~ 18:00 장소 판타스틱큐브

Date

July 18(Tue) 15:00~18:00

Venue Fantastic Cube

Date July 10(Mon) - July 13(Thu) Co-presenters Kore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Producers Guild of Korea
Venue Bucheon Contents Center

장소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Co-presenter Kore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Producers Guild of Korea, Chinese Film Market

missil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created obstacles for interactions between the film industries of not only the two countries,

but also between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Despite these adverse conditions, Korea Now is determined to create various

제작 영화 관계자들을 초청해 아시아의 공동제작 사례연구와 미래전망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Date

Since 2014, the Korean film industry has recorded sales of approximately two trillion won. However, 76.7% of these
such as these are also reflected in the scale of movies. High-budget films distributed by agencies with major investors

구축하고자 한다. NAFF(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10회를 맞아 대만,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공동
일시 7월 15일(토) 16:00~17:30 공동주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화어전영시장

우’는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sales were generated in theaters, and a mere 18% of the sales came from supplementary markets. Industry imbalances

BIFAN 기간 동안 아시아 영화인 교류를 통해서 향후 구체적인 영상프로젝트 합작 및 활동 계획과 협력방안을

한국영화
정책 포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영화계는 새로운 영화진흥위원회 구성과 영진위원장 선임을 기다리고 있다. 새 시대를 맞
아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상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점검해보고, 상생할 수 있는 한국영화 정책을 모색한다.
일시 7월 19일(수) 16:30~18:30 장소 판타스틱큐브 공동주최 한국독립영화협회

With the recent establishment of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t is predicted that change is on the horizon
for the entire cultural sector and for film policies. After suffering the most damage from the artist blacklist
drawn up b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the film industry is await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Film Council (KOFIC) and for the appointment of KOFIC's new director. The Korean Film Policy Roundtable
will examine KOFIC's new status and its policies, and will also look into Korean film policies that would be
beneficial for everyone in the industry.
Date July 19(Wed) 16:30~18:30
Venue Fantastic 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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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resenter Cinematographers Guild of Korea

문재인 정부 출범을 맞아 문화 분야 전반과 영화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Korean Film
Policy
Roundtable

Co-presenter Producers Guild of Korea, Seoul SF Archive

공동주최 한국영화촬영감독조합

BIFAN Industry Gathering

Co-presenter The Association of Korean Independent Film & Video

B.I.G BIFAN Industry Gathering
유BI무FAN 멘토스쿨
프로젝트

양일간 시민참여로 진행되는 스마트폰 단편 영화 제작 프로그램이다

일시 7월 20일(목) - 09:00~21:00 장소 부천콘텐츠센터, 판타스틱큐브 공동주최 한국영화감독조합
7월 21일(금) - 09:00~16:30

Smartphon
Short
Filmmaking
Project

The Smartphone Short Filmmaking Project will invite the public to participate in creating a short film
using a smartphone over a period of two days.

판타스틱
마케팅펀딩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된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개봉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Fantastic
Marketing
Funding

Fantastic Marketing Funding is a program that targets Korean films that have been invited to
BIFAN, with the goal of helping to procure marketing funds needed for the film's release through
crowdfunding. Co-presented by the crowdfunding company Wadiz, this offline presentation about film
investment gives Korean films a chance to be released in theaters, and provides an opportunity for
investors to invest in Korean genre films.

Date July 20(Thu) 09:00~21:00

Co-presenter Directors Guild of Korea

July 21(Fri) 09:00~16:30

Venue Bucheon Contents Center, Fantastic Cube

조달하기 위한 행사다. 한국영화에는 개봉 기회 제공, 투자자들에게는 한국 장르영화에 대한 투자 기회마련을
목표로 하는 오프라인 영화 투자 설명회. 크라우드펀딩 업체 와디즈가 함께 한다
일시 7월 20일(목) 13:00~15:00 장소 판타스틱큐브 공동주최 와디즈

Date July 20(Thu) 13:00~15:00

메이드 인 아시아

Venue Fantastic Cube

메이드 인 아시아는 할리우드를 제치고 세계 최대 영화시장
이 된 아시아 주류 영화산업의 핵심을 진단하고 네트워크 강
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기획이다. 메이드 인 아시아는 영화제
의 특별전 베스트 오브 아시아 (Best of Asia)를 비롯하여 아
시아 영화산업 트렌드를 진단하는 아시아 영화산업 포럼과
아시아 프로듀서들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BIFAN
이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아시아 영화산업 프로그램이다.
판타스틱영화제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과 미래
의 거장을 ‘발견’한다면, 베스트 오브 아시아는 각국 영화관
객과 마켓의 선택을 받은 현재의 주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판타스틱영화가 이미 ‘하위문화Subculture’가 아니라
주류 문화가 된 현실을 반영한다.
메이드 인 아시아는 아시아 영화산업의 최신 흥행작을 한자
리에 모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주
도적 프로듀서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일정

7월 15일(토) - 7월 18일(화)

참가국 한국, 중국, 홍콩, 대만, 일본,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Co-presenter Wadiz

Made in Asia

Made in Asia examines the core factors behind how
the mainstream Asian film market has managed to
beat out Hollywood in becoming the largest global
film market, while also striving for the strengthening
and development of production networks. BIFAN's
Made in Asia is the world's first Asian film industry
program, and is made up of two components: a forum
that looks into the ongoing trends within the Asian
film industry - beginning with the film festival's special
program, Best of Asia - and a networking program
for Asian producers. If the purpose of a genre film
festival is to 'discover' the newest styles in filmmaking
and the up-and-coming masters of genre films, Best
of Asia's purpose is to show the current mainstream
trends that have been selected by the audiences and
movie markets of different countries. This shows that
genre films have already crossed over from being a
subculture to being part of the mainstream film culture.
Not only does Made in Asia offer a chance for audiences
to see the newest hit films from the Asian film industry,
but it also acts as a stepping stone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twork for Asia's leading producers.

NAFF

2008년 장르영화의 제작과 발전을 위해 기획된 아시아 판
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이하 NAFF)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대표 영화
산업 프로그램으로 10년 동안 영화 제작 지원과 교육, 교류
와 글로벌 네트워크의 장으로써 장르영화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2017년 10회를 맞이한 NAFF는 아시아를 넘어 시체스영화
제 피치박스, 노르딕 장르 인베이전을 통한 전세계 장르영화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올해는 남미와 아시아
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남미 최대의 판타
스틱영화 마켓인 벤타나 수르(Ventana Sur)의 장르영화 산
업프로그램인 블러드 윈도우(Blood Window)의 프로젝트
를 소개하는 섹션도 신설된다.
기간

7월 15일(토) - 7월 18일(화)

장소

고려호텔, 송내어울마당 채움늘,

후원

영화진흥위원회, 홍콩국제영화제 H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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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부천콘텐츠센터, 판타스틱큐브

대만금마장영화제, 상하이국제영화제,

SIFF 프로젝트, 로마영화제 뉴시네마 네트워크,
노르딕 장르 인베이전, 일본 TIFFCOM,

홍콩 CreateHK, 싱가포르 iMDA, 베트남 영화 협회,
협찬

대만 가오슝 필름 아카이브, 아르헨티나 블러드 윈도우

DHL, 오로라미디어홀딩스, 시체스국제영화제,
(주)더컬러, 웨이브랩, 모네프

The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hereafter NAFF)
was launched in 2008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genre film production and development, and has
become BIFAN's representative film industry program.
For the last 10 years, it has been continuously receiving
love and support from genre film professionals
for being a platform for film production support,
education, and global exchange/networking.
Entering its 10th edition in 2017, NAFF has been
looking beyond just Asia, and has been working
to boost the worldwide genre film market via the
Sitges Pitchbox and the Nordic Genre Invasion.
Also, in order to promote the active exchange and
collaboration between Asia and South America, NAFF
will be creating a new section this year to introduce
a project for Blood Window - a genre program for
South America's largest film market, Ventana Sur.
Date

Venue

7. 15 (Sat) - 7.18 (Tue)
Fantastic Film School 7.13 (Thu) - 7.19 (Wed)
Koryo Hotel Bucheon,
Songnae Eoul madang Chaeumneul,
Bucheon Contents Center, Fantastic Cube

Supported by KOFIC,

HAF at the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PP at the Taipei Golden Horse Film Festival,
SIFF Project at the Shangh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ew Cinema Network at Rome Film Festival,
Nordic Genre Invasion (NGI), TIFFCOM at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reateHK, infocomm
Media Development Authority (iMDA) in Singapore,
Vietnam Cinema Association (VCA), Kaohsiung Film
Archive, Blood Window
Supported by DHL, Aurora Media Holdings, Sitges Internatioal Film
Festival of Catalonia, The COLOR, Wave Lab, Moneff

잇 프로젝트

잇 프로젝트는 2008년 NAFF에서 시작한 세계 최초의 판타스틱영화 프로젝트 마켓이다.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전도유망한 판타스틱영화를 발굴하여, 선정된 프로젝트의 감독 및 프로듀서와 국내외 영화산업 관계자 간
의 1 대 1 비즈니스 미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인 투자유치와 공동제작의 장을 마련하고 활발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15개국 16편의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비즈니스 미팅과 네트워킹 행사 등 다양
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도모한다.
심사위원 | 제프리 챈 (중국, 보나필름그룹 COO, 디스트리뷰션워크샵CEO) 믹 개리스 (미국, 프로듀서, 감독, 작가)

It Project

김태완 (한국, 프로듀서) 스텐-크리스티안 살루비어(에스토니아, 오리 필름 파트너)

Launched under NAFF in 2008, It Project is the world’s first-ever project market to focus exclusively on genre
films. It seeks out promising fantastic films from all over the world - with a focus in particular on films from the
Asian region. It provides an opportunity for the directors and producers of the selected films to have one-on-one

business meetings with film industry professionals from all over the world, which could lead to production, potential

investment, and global networking. This year, 16 projects from 15 countries have been selected. The business
meetings and the networking event aim to facilitate a more active and practical business networking environment.

Date July 15(Sat) - July 18(Tue)

Participatilng Countries Korea, China, Hong Kong,
Taiwan, Japan, Thailand, Philippines, Vietnam,
Indonesia, Malaysia

환상영화학교 7월 13일(목) - 19일(수)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Jury | Jeffrey CHAN (China - COO of Bona Film Group, CEO of Distribution Workshop)
Mick GARRIS (USA - Producer, writer, and director)

Lewis KIM (Korea- Producer)

Sten-Kristian SALUVEER (Estonia - Partner, Oree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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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베트남

매해 아시아의 한 국가를 선정하여 그 나라의 장르 프로젝트를 엄선,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베트남

Project
Spotlight
Vietnam

Project Spotlight chooses an Asian country every year to highlight, and carefully selects and

영화협회(VCA)의 협력으로 베트남의 장르영화를 집중 조명한다.
역대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선정국

말레이시아(2016), 중국(2015), 태국(2014), 필리핀(2013), 인도네시아(2012), 일본(2011), 대만(2010),
싱가포르(2009), 중국(2008)

introduces genre projects from the chosen country. This year, the spotlight is on Vietnam's genre
films in cooperation with Vietnam Cinema Association(VCA)
Highlighted Countries in Project Spotlight history

Malaysia (2016), China (2015), Thailand (2014), The Philippines (2013), Indonesia (2012), Japan (2011),
Taiwan (2010), Singapore (2009), China (2008)

환상영화학교

세계의 떠오르는 영화인들이 참가하는 장르영화 제작 교육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 최근 뉴미디어 산업의 발전
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영화 제작 환경에 맞추어 전 세계 각 분야 영화산업 전문가들의 영화 제작 전반에 걸
친 강의와 마스터 클래스, 팀별 워크숍을 통한 팀 피칭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
2017 환상영화학교 강사진 (성 알파벳순)
샤키드 버렌슨

탐 다비아

믹 개리스

앤더슨 레

노르딕 장르
인베이전

북유럽 장르영화 프로듀서들을 위한 영화 마케팅, 배급, 공동작업 플랫폼이며 비영리 기관인 ‘노르딕 장르 인베

Nordic Genre
Invasion

The Nordic Genre Invasion (NGI)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is also a platform for film marketing, distribution, and

Fantastic
Film
School

빈센트 응오

Sur)의 장르영화 산업프로그램인 블러드 윈도우(Blood Window)의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Window - a genre film industry program from Ventana Sur, South America's largest fantastic film market - will be
introduced this year.

Fantastic Film School(FFS) is a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for fantastic film professionals at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NAFF) presented by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BIFAN). Fantastic Film School has provided filmmaking know-how from renowned experts of the
international film industry with focusing on the core process of filmmaking reflecting the rapid
change in current genre filmmaking trends.
2017 Fantastic Film School Lecturers (In Alphabetical order)
Shaked BERENSON

시네메이븐 최고경영자

- 쇼어라인엔터테인먼트 이전 부사장

Tom DAVIA

- <어프렌티스>(2016), <아 위 낫 캣츠>(2016), <라 그랑하>(2015) 프로듀서

프로듀서, 감독, 작가

Mick GARRIS

- <언브로큰>(2014) 총괄 프로듀서

- TV 시리즈 <백 오브 본즈>(2011), <마스터즈 오브 호러> (2005) 등 프로듀서

하와이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Anderson LE

올드포토필름스 프로듀서

- <비트코인을 잡아라>(2016), <할로우>(2014) 프로듀서

아이반호픽쳐스 프로덕션 개발 부서 수장, 아시안 필름 총괄

Katherine LEE

- <디어리스트>(2014), <드래곤>(2011), <줄라이 랩소디>(2002) 등
공동 제작, 배급 및 판매 담당

스타디움미디어 창립자 및 최고경영자

co-produce with Asian production companies.

In order to facilitate an active exchange and collaboration between South America and Asia, a project from Blood

- 미국제작자조합, 독립영화&TV연합 이사회 회원

미치 말론

project market. This year, the three projects that have been selected for this section are films that have the potential to

Blood
Window

- <레드콘-1>(2017), <엔터테인먼트>(2015), <터보 키드>(2015) 등 프로듀서

코지프로덕션스 파트너, 프로듀서

collaboration for Northern European producers. NGI's projects are introduced at NAFF, as it is Asia's representative

남미와 아시아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남미 최대의 판타스틱영화 마켓인 벤타나 수르(Ventana

에픽픽쳐스그룹의 공동 창립자, 프로듀서

마이크 마카리

와 공동제작 가능성이 있는 세 편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블러드 윈도우

유오펜드미유오펜드마이패밀리(YOMYOMF) 인 하우스 프로듀서
캐서린 리

이전’의 프로젝트를 아시아의 대표 판타스틱영화 프로젝트 마켓인 NAFF에서 소개한다. 올해는 아시아 제작사

Mike MACARI

- <컴펄전>(2016), <식스 소울스>(2010), <링>(2002)등 프로듀서

Mitch MALLON

- 라이노엔터테인먼트, 워너뮤직그룹, 이미지엔터테인먼트 이전 시니어 매니저
얼리라이저스필름 창립자 및 회장,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

- <핸콕>(2008) 시나리오 작가

Vincent NGO

- 리들리 스콧, 토니 스콧 감독의 프리 프로덕션 시나리오 닥터
- TV 영화 <피어레스>(2004) 제작 총괄 프로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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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founder of Epic Pictures Group, Producer
- Producer of Redcon-1 (2017), Entertainment (2015), Turbo Kid (2015) and etc.
- Board member of PGA and IFTA
Founder and CEO of Cinemaven, Producer
- Previous vice president at Shoreline Entertainment
- Producer of El Aprendiz (2016), Are We Not Cats (2016), La granja (2015)

Producer, Director, Writer
- Executive producer of Unbroken (2014)
- Producer of whole series of Bag of Bones(2011), Masters of Horror (2005) and etc.
Director of programming at Hawaii Film Festival
Producer at Old Photo Films
In-house producer at You Offend Me You Offend My Family
- Producer of Bitcoin Heist (2016). Hollow (2014),

Head of Production & Development, Executive vice president of Asian film
at Ivanhoe Pictures
- Co-production, distribution and sales of Dearest (2014), Dragon (2011),
July Rhapsody (2002) and etc.

Partner at Koji Productions, Producer
-Producer of Compulsion (2016), Six Souls (2010), The Ring (2002), and etc.
Founder and CEO of Stadium Media
- Previous

senior manager at Rhino Entertainment, Warner Music Group,
and Image Entertainment
President and Founder at Early Risers Films, Screenwriter, producer
- Screenwriter of Hancock (2008)
- Pre-production scenario doctor for Ridley Scott and Tony Scott
- Executive Producer of Fearless (2004)

B.I.G BIFAN Industry Gathering

뉴미디어 New Media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보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은 영화 기술 혁신과 진보의 동력이 되어 왔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하 VR)은 이러한 영상기술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임에 틀림없다. 인간 시지각의 한계치에 가까운 경험을 전하는 VR
은 많은 영화 영상 제작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올해 칸영화제에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의 VR영화 <Carne y
Arena>가 초청됐고, 베니스영화제가 VR 경쟁 부문을 올해부터 신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산업적으로도 VR은 중요한 의
미를 갖고 있다. VR은 한계에 봉착한 영상 가전업계의 새로운 돌파구이며, 게임, 테마 파크, 레크리에이션 등의 산업에서도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올해 BIFAN은 VR의 영화미학적, 산업적 의미를 동시에 탐구하고자 한다.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VR영화를 통해 VR이 영화라는 매체에 제공하는 새로운 문법과 기술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VR 활용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산업적 의미를 점검할 계획이다.

The desire for vivid visual contents has become a motivating force behind the innovation and progress of motion
picture technology. Virtual reality, or VR, is undoubtedly an important focal point in the development of such
technologies. Virtual reality holds the attention of many filmmakers for its ability to present an experience that
approaches the threshold of human visual perception. Alejandro González IÑÁRRITU's VR movie, Carne y Arena, was
invited to the Cannes Film Festival this year, and the Venice Film Festival will be introducing a VR competition section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Virtual reality also holds significance in terms of industry. It represents a new breakthrough
for the home electronics industry - which had been facing limitations in terms of growth - and has been emerging as
a source of hope for the gaming, theme park, and recreation industries.
This year, BIFAN intends to delve into the significance of VR in terms of both film aesthetics and its impact on the
industry. New Media will explore VR's potential for the medium of film by looking at VR movies that have been
made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It will also examine VR's industrial significance by studying
the various ways that the technology has been used.

VR 체험

일시 7월 14일(금) - 22일(토) 10:00~19:00 / 7월 23일(일) 10:00~15:00

VR
Experience

Date July 14(Fri) - July 22(Sat) 10:00~19:00 / July 23(Sun) 10:00~15:00

장소 부천시의회 갤러리

Venue Bucheon City Council Gallery

VR 패널토크

비약적인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VR(Virtual Reality)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를 활용한 콘텐츠가 더
욱 요구되고 있다. 기술기반 형식의 VR매체가 영화와 결합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VR
Panel Talk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VR (virtual reality) technology, it has been increasingly receiving more attention,

OTT 플랫폼
강연

OTT
Platform
Lecture

일시 7월 16일(일) 14:00~16:00 장소 CGV부천 7

and more contents are now wanting to make use of the technology. The VR panel talk looks into potential
storytelling methods that can combine films with the technology-based VR medium.
Date July 16(Sun) 14:00~16:00

Venue CGV Bucheon 7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OTT(Over The Top)플랫폼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OTT 플랫
폼 ‘넷플릭스’는 단순한 유통망에 그치지 않고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으로 경쟁력과 파급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시장도 신흥 OTT 강자들의 자체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활기를 띠고 있다. 스타디움 미디어(Stadium Media)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미치 말론(Mitch MALLON)이 디지털 콘텐츠 25년차의 노하우를 제시한다.
일시 7월 16일(일) 16:00~18:00 장소 CGV부천 7

OTT(Over The Top) platforms that are unrestricted by time and location are dominating the content market.

Netflix, the most widely recognized example of an OTT platform, has gone beyond being a mere distribution

network; its competitive edge and sphere of influence seems to increase daily with the help of its original
contents. Up-and-coming OTT platforms are experiencing a boom in the domestic market as well. Stadium

Media's creator and CEO Mitch MALLON will be on hand during the lecture to share his 25 years of knowledge
and experience within the field of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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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July 16(Sun) 16:00~18:00

Venue CGV Bucheo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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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행사 및 전시 Special Events & Exhibition

황당무‘개’ 푸로젝트

황당무‘개’ 플레이 그라운드

〮 날짜 7월 14일(금) - 7월 20일(목)

〮 날짜 7월 14일(금) - 7월 16일(일) 11:00~18:00

황당무계한 녀석들이 펼치는 상상 이상의
관객 이벤트
〮 장소 영화제 행사장 전 지역

〮 내용 황당무‘개’와의

게임을 통해 다양한 상품과 황무박
스의 힌트를 받자! 자원활동가가 직접 찾아가는 적

부천시청의 푸른 잔디광장 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 이벤트
〮 장소 부천시청 잔디광장

〮 내용 열어라

황무박스, 손안에 포토월, 보드게임,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참여이벤트

극적인 관객 이벤트

영화 · 드라마 OST 공연

전도연, 17개의 우주

〮 날짜 7월 16일(일) 19:00~20:30

〮 날짜

문화특별시 부천의 대표 콘텐츠인 영화와
음악의 융합
〮 장소 부천역 마루광장

〮 내용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한국 영화 · 드라마 OST를
뮤지션의 설명과 함께 즐기는 미니 콘서트

배우 전도연이 걸어온 20년 간의 발자취를
한 자리에서 만나 볼 수 있는 특별 전시
7월 14일(금) - 7월 23일(일) 11:00~20:00

〮 장소 부천시청 어울마당 입구

〮 내용 전도연

주연작 17개의 스틸컷과 포스터,
스페셜 영상 전시

Nonsense Project

An audience event put on
by an absurd crew that goes above and
beyond the imagination.
〮 Date

July 14 (Fri) - July 20 (Thu)

〮 Venue All festival venues

〮 Details Take photographs and enjoy mini games with

VR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
〮 일시 7월 14일(금) - 7월 22일(토) 10:00~19:00
7월 23일(일) 10:00~15:00

〮 장소 부천시의회 갤러리

164

특별 행사 및 전시

Play a variety of games on Bucheon City
Hall's lawn square!
〮 Date

Movie & Drama OST Concert

A fusion of music and movies
- the main contents of the cultural city
of Bucheon.
〮 Date

July 16 (Sun) 19:00~20:30

〮 Venue Bucheon Station, Maru Square

〮 Details A mini concert to enjoy OSTs from beloved
Korean movies and dramas along with

VR Experience

Experience the marvels of Virtual
Reality(VR).
〮 Date

July 14 (Fri) - July 22 (Sat) 10:00~19:00 /
July 23 (Sun) 10:00~15:00

〮 Venue Bucheon City Council Lobby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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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4 (Fri) – July 16 (Sun) 11:00~18:00

〮 Venue Bucheon City Hall, Lawn Square

〮 Details Open the Hwangmoo Box, Photo Wall

in My Hand, board games, face painting, etc.

BIFANIANs (volunteers).

explanations from musicians.

VR 체험

Nonsense Play Ground

17 Films of JEON Do-yeon

A special exhibition showcasing Actress
Jeon Do-yeon's history from
the past 20 years.
〮 Date

July 14 (Fri) – July 23 (Sun) 11:00~20:00

〮 Venue In front of Bucheon City Hall, Main Theater (2F)
〮 Details Still Photos and posters from 17 films starring
Jeon Do-yeon as the leading role,
and a special video exhibition.

페스티벌 맵 & 셔틀버스 Festival Map & Shuttle Bus
7월 14(금) / 7월 17일(월)~23(일) July 14(Fri) / July 17(Mon)~23(Sun)
Koryo Hotel
Bucheon
상동역

Ojeong Art Hall

부천시청역

Bucheon City Hall
Station

3

부천
종합터미널

부천시청

현대 U-PLEX 중동점 Bucheon City Hall
CGV Bucheon
Hyundai U-PLEX

Bucheon City Hall

10 : 30

10 : 32

10 : 48

11 : 08

11 : 10

15 : 40
16 : 10
16 : 30
18 : 00
18 : 20
19 : 00
19 : 20

10 : 12
13 : 02
13 : 22
15 : 22
15 : 42
16 : 12
16 : 32
18 : 03
18 : 23
19 : 03
19 : 23

10 : 28
13 : 14
13 : 34
15 : 38
15 : 58
16 : 28
16 : 48
18 : 23
18 : 43
19 : 23
19 : 43

7월 15일(토)~16(일) July 15(Sat)~16(Sun)
CGV 부천

송내역

부천역

1
중동역

Songnae Station

부천콘텐츠센터

Bucheon Contents Center

정기노선 정류소 위치 안내
부천시청: 부천시청 후문 앞

CGV부천: 현대백화점 중앙광장 앞
CGV부천역: 한림빌딩 앞

Jung-dong
Station

송내어울마당
솔안아트홀(4F), 채움늘(B1)

Songnae Eoul Madang
Solan Art Hall(4F), Chaeumneul(B1)

소사어울마당
소향관

16 : 20
16 : 40
17 : 00
17 : 20
17 : 40
19 : 00
19 : 20
19 : 40
20 : 00

노선안내 Shuttle Bus Route

CGV부천
부천시청
CGV부천역
CGV부천
부천시청
CGV Bucheon
Bucheon City Hall
CGV Bucheon Station

CGV Bucheon

Bucheon City Hall

※ 솔안아트홀, 오정아트홀, 소향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Shuttle bus service is not available for Songnae Solan Art Hall (SS), Ojeong Art Hall (OA), and Sohyang-gwan (SH).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is highly recommended to have access to these screening 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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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 맵 & 셔틀버스

19 : 47
20 : 07

CGV 부천

20 : 20

09 : 42
10 : 12
11 : 52
12 : 12
12 : 32
12 : 42
14 : 22
14 : 42
15 : 02
15 : 12
16 : 23
16 : 43
17 : 03
17 : 23
17 : 43
19 : 03
19 : 23
19 : 43
20 : 03
20 : 23

09 : 54
10 : 24
12 : 08
12 : 28
12 : 48
12 : 58
14 : 38
14 : 58
15 : 18
15 : 28
16 : 43
17 : 03
17 : 23
17 : 43
18 : 03
19 : 23
19 : 43
20 : 03
20 : 23
20 : 43

10 : 08
10 : 38
12 : 28
12 : 48
13 : 08
13 : 18
14 : 58
15 : 18
15 : 38
15 : 48
17 : 07
17 : 27
17 : 47
18 : 07
18 : 27
19 : 47
20 : 07
20 : 27
20 : 47
21 : 07

유의사항 Caution

※ 교통상황에 따라 차량 운행시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날짜 별 운행시간이 상이하오니 상단의 시간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Shuttle bus schedules are approximate and subject to change according to the traffic condition.
※ Schedule may vary based on dates. Kindly find time tables for more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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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50
19 : 10
19 : 50
20 : 10

부천시청
10 : 30

15 : 10

CGV Bucheon Station: In front of the Hallim Building

19 : 07

17 : 10

10 : 28

15 : 00

CGV Bucheon: Central square (Hyundai Department Store)

18 : 47

16 : 50

10 : 14

14 : 40

Bucheon City Hall: Rear entrance

17 : 08

16 : 20

10 : 02

14 : 20

Shuttle Bus Stops

16 : 48

16 : 00

10 : 00

12 : 40

Sohyanggwan

16 : 18

13 : 50

Bucheon City Hall

12 : 30

Bucheon
Station

15 : 58

13 : 30

CGV Bucheon

12 : 10

3

13 : 48

CGV Bucheon Station

11 : 50

CGV Bucheon Station

CGV 부천역

13 : 28

10 : 50

Bucheon City Hall

10 : 10
CGV부천역

부천
시민운동장

부천시청

10 : 48

CGV Bucheon

09 : 40

부천
대학교

부천시청

CGV Bucheon

15 : 20

부천 중앙공원

CGV 부천

CGV Bucheon Station

13 : 20

Jungdong Store

CGV 부천역

Bucheon City Hall

13 : 00

롯데
백화점
중동점

부천시청

CGV Bucheon

10 : 10

춘의역

신중동역

1

CGV부천

CGV 부천

오정어울마당
오정아트홀

고려호텔

Festival Map & Shuttle Bus

10 : 10
10 : 40
12 : 30
12 : 50
13 : 10
13 : 10
13 : 20
15 : 00
15 : 20
15 : 40
15 : 50
17 : 10
17 : 30
17 : 50
18 : 10
18 : 30
19 : 50
20 : 10
20 : 50
21 : 10

색인 Index
0-10
67

#놀람주의

100

142B의 호랑이

51

3.16

102

2박3일

105

30년 산

82

3월의 라이온 후편

81
77
95
47

124
A-Z

63

800블렛

Bitch

Imagine
P

Think dif²erent

61

가려진 시간

83

가짜들

103

간밤에 꾼 꿈

86

건망촌

80
48
67
60
71

가슴에 돋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가해자

같은 하루

걸프롬예스터데이
검은 숲 속으로
고양이처럼
공범자들
관종

125

광대를 위한 슬픈 발라드

99

귀신병동

102
84
63

구슬라
균열

그 카페

100

그날 밤 갑자기

104

그린라이트

53

168

끊지마

7호실

Kfc

111

까악까악

나는 변태다

70

64

69

48

HELLO

130

97

68 킬

50

100

ㄱ

99

나는 명왕성이 다시 행성이

F**king 버니

107

깊은 밤 갑자기

107

99

95

149

47미터 다운

Better Watch Out

112

ㄹ

김앤장

ㄴ

68
78

글로리아

109

3월의 라이온 전편

77, 150 78/52
42

134

그린

색인

82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
됐으면 좋겠어

117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121

남과 여

116

내 마음의 풍금

85
96
60

낙진

낯설지만 진실된
내가 살아가는 법
내일부터 우리는

118

너는 내 운명

104

네로

142
107
102
143
108
49
99

107
ㄷ

78

너의 이름은.
노다지

노스리치 호러
농담 재즈 4G
누렁이들
누명

능력소녀

님머

대 기억술사

104

대구에서

134

더 빨리 푸시캣, 죽여라 죽여

126
135
53
79
96
74

더바

더 워먼

데스 메탈

데이브 미로 만들다
도식

도쿄 구울

109

동승

112

되돌아가더라도

105

드립 드롭

93

106
47

동정의 밤

두렵지 않아

디어 시스터

85

라스트 쇼

83

랜덤 라이브

58
90
73
60
73

100
ㅁ

라이트 마이 파이어
려행

로비와 토비의 환상 여행
로우

루시드 드림
리플레이스
림보

125

마녀 사냥꾼

77

마이 엔젤

111

망상

146
105
147

마이 스투피드 보스
마태복음 19장 14절
매직키드보보

86

뱀파이어 여친 길들이기

96

51

버스데이

74

68
48
97
98
71

138

부산행

47

블랙 할로우 케이지

73
89
47

144
93

90

목욕

72

몬스터 프로젝트

49
139
120
103

몬 몬 몬 몬스터

몽키킹 2: 서유기 여정의 시작
무뢰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60

무현, 두 도시 이야기: Final Cut

98

미망인

72
102

미르싼
미아

139, 140 미인어
151

미트볼 머신

119

밀양

72, 151 미트볼 머신: 고도쿠
138
ㅂ

밀정

79

바람의 색

52

바이올린

109

방문자

144
58
67
52

바르셀로나 사랑을 꾸미다

반도에 살어리랏다
배드 블랙
백색 터널

불면의 저주
블랭크 13

블러드랜드

비혼의 아내

빌로우 허 마우스

97

사라지는 아이들

57

사월의 끝

107
89
90

사미블러드
사창리

생각해 보면 아름다운 인생
생쥐야 어딨니?

130

선택

131

세 번째 시선: 나 어떡해

106

소음

84
84
64

설녀

소울 메이트

은하철도의 밤

101

의자 위 여자

134

이어도

118

인어공주

싸이코패스

58

볼트: 체인시티

149

73

부기스

명령

51

보돔호수 캠핑괴담

싱크로나이자

싸이코

150

99

103

모세

변성기

유령 병원

150

ㅇ

ㅅ

105

벨빌

145

심연의 소리

복덕방

110

먹거나 먹히거나
멋진 하루

벗어날 수 없는

심심

106

103

68

119

버드샷

싸이코 4

141

아래층 사람들

51

아인슈타인 - 로젠의 다리

아웃도어 비긴즈

149

아키라

98

알

59
78

악녀

애니멀즈

105

애드립

124

야수의 날

116

약속

78

126
90
61
57

앳 스테이크

야수의 후예

엄마

111

에어로, 빅

어쩌다 암살클럽

에디 테이블의 신비한 모험
여죄수 사소리 1

- 701호 여죄수 사소리

57

연기의 중력

130

수리세

106

영자의 전성시대

101

수혈

135

오디션

144
111
48
91
53

쇼크 웨이브

수퍼 부모 보호자
술

숲속의 부부
슈팅걸스
스닙

118

스캔들 - 조선남녀상열지사

91

스톰: 위대한 여정

104
98

스테이시와 외계인
스포주의

135

시리얼 맘

142

신 고질라

101

169

시시콜콜한 이야기
Index

79

111
64

열혈남고

올웨이즈 샤인

89

왓츠 위드 러브 2
왕이 된 남자

이태원 살인사건
인질의 극

인터뷰 - 사죄의 날
인터체인지

71

잃어버린 형제

69
85
ㅈ

125
53

일로순풍

잉크의 맛

잠 못 들게 하는 영화1
- 아기의 방
장롱면허
저 사람
전학생

116

접속

79

제너레이션 B

103
67
70
97
64

110
120

정중지와: 우물 안 개구리
제인 도

제일브레이크
지우개 전쟁
진동

집으로

집으로 가는 길

145

천하대전: 왕좌의 전쟁

98

철사인간의 최후

68

109
101

철도비호

체리 리턴즈

취급주의
치석

ㅋ

원더케이

120

카운트다운

124

칵테일 살인마

원 데이

147

위선

81

이단자들

우리 삼촌

143
96

은혼

일급기밀

83

올라 볼라

유령이야기

131

오징어

77
49

80

ㅊ

옥자

146

95

오늘은 내가 죽는 날입니다

151
147

58

63

손의 무게

84

131

어둔 밤

110
134

70

96

어느날
어미

100

44

양말 먹보 휴고

135
71

95

유괴의 진실

80

141

카사블랑카 대소동

카페 6

색인 Index
134

캐리

57

커피 느와르: 블랙 브라운

커먼 웰스

0-10
67

#Screamers

140

코드네임: 콜드워

102

2Nights 3Days

93

쿠소

95

50

124
108

콜

106

쿡쿡쿡

97

큐피드

143
54

101
81
ㅌ

쿤판

크래쉬

클랜징 아워

킬링 그라운드

85

타이거걸

81

토터스의 여행

74
110
89
ㅍ

테러파이브
티비 첼로

팀 탈러, 웃음을 팔아버린 소년

130

파랑새

69

패셔니스타

82
63

51
77
47

800 Bullets

A
100

Absence of Eddy Table, The

105

Adlip - Improvisation

138

Age of Shadows, The

89

111
105
95

Alone

퍼펙트 마라톤

102

Amo

77

108

플라스틱 러브

펀치 더 클락

포이 에: 시대를 넘은 우리 노래 이야기
프리벤지

피도 눈물도 없이

109
78
95

항문남녀

117

해피엔드

144

121

협녀, 칼의 기억

80
170

화이트 킹

히든 리저브
색인

Art of Not Appearing, The

Audition

93

86

Are We Not Cats

135

78

B
67

헬렌

Animals

At Café 6

함께하자

해피 헌팅

Angel

141

93

108

합의

And the Whole Sky Fit
in the Dead Cow's Eye

Arterial

하녀

하이퍼솜니아

Always Shine

101

119

54

My Voice is Breaking

101

67

69

Akira

파크

프랑소와가 떠난 다음 날

95

Agreement
Almond:

108

70

Aged 30 Years

98

149

77

ㅎ

Aero, Bics

Ain't Got No Fear

페노미나

117

Accidental Family

106

110
72

68 Kill

124

퍼펙트 크라임

82

47 Meters Down

77, 150 78/52

125
83

16.03

67

Assholes
At Stake

Autopsy of Jane Doe, The
Bad Black

126

Bar, The

51

Bath, The

78
57
97
93
171

Barcelona: A Love Untold
Battle of Memories

Behind the Dark Night
Belle Ville

Below Her Mouth
Index

68

Better Watch Out

51

Birthday

68
78
47
89
47

Birdshot

E
98

Egg, The

Bitch

57

End of April, The

Black Hollow Cage
Blank 13

Bloodlands

147

BoBoiBoy: The Movie

99

Boogeys, The

107
C
63

Bonanza

Café, The

108

Call

97

Caw

134
68

Carrie
Cherry Returns

124

Common Wealth

116

Contact, The

120
54
60
97

130

Commune

Cook Cook Cook
Countdown
Crash

Criminal Conspiracy
Cupid

Cutting the Sorrow With

a Knife Stuck in the Chest

D
99

Dark Ward, The

111

Day Again

47

Dearest Sister

79

124
53

Dave Made A Maze

Day of the Beast, The
Death Metal

131

Discloser, The

69

Don't Hang Up

68
63
98

103
105

F
69

134
134
125
79
99

44

Cold War 2

106

97

Colors of Wind

140
108

48

G
79

Cleansing Hour, The

79

48

Coffee Noir: Black Brown

101
57

51

Dog Eat Dog
Down Fall

Down to the Wire

Dream, A

Drip Drop

145
80

Einstein - Rosen
END, THE

Endless, The
Eraser Wars
Fashionista

Faster Pussycat! Kill! Kill!

Female Prisoner
No.701 Scorpion
Films to Keep You Awake:
The Baby's Room
Fist & Faith

Fucking Bunnies
Generation B

Ghost Hospital
Gintama

Girl from Yesterday, The

134

Gloria

57

Gravity of Acting, The

69
53
60

Godspeed
Green

Green Fever

104

Green Light

H
117

Happy End

102

69

116
80

Gusla or the Spirits

Happy Hunting

Harmonium
in My Memory, The
Headbang Lullaby

126

Heirs of the Beast

100

HELLO

70

Heretics, The

54
48
80
53

103
119
70

147

Helen

Hentaida(I Am a Pervert)
Hidden Reserves
Him

House Hunting

Housemaid, The
Hypersomnia

Hyprocrisy

색인 Index
I
107
117
134
131
58

I Want Pluto to be
a Planet Again

I Wish I Had a Wife
Ieoh Island

If You Were Me 3:
An Ephemeral Life

I'll Just Live in Bando

111

Illusion

104

In to From

112
80
95
48
J
70

143
81
K
81

109
70

Imagine

Interchange

Interview: Sorry Day
Into the Forest
Jailbreak

Joking Jazz 4G

Journey of the Tortoise
Kahaani 2

Keep Out
of Children's Reach
Kfc

143

Khun phan

81

Killing Ground

103
71

109
93
L
71

125
89
99
71

Kids in the Woods
Kills on Wheels

Kim & Jang
Kuso

Lake Bodom

Last Circus, The

Legend of Timm Tyler or
The Boy Who Sold
His Laughter, The
Light My Fire
Like Me

100

LIMBO

60

Lucid Dream

71

M
121
81

172

Lost Brother, The

Man and A Woman, A

March Comes In Like a Lion
색인

82

105
151

March Goes Out Like a Lamb

MATHEW 19:14

Meatball Machine

72, 151 Meatball Machine:
Kodoku
121

Memories of the Sword

72

Miruthan

108

Mongrels

72

Monster Project, The

139, 140 Mermaid, The
49

139
60
97

Mon Mon Mon Monsters

Monkey King Part 2

Moo-hyun, Tale of
Two Cities - Final Cut

More Vanishi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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