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Contents

	 티켓 안내	 14	 Ticket Information

	 상영시간표	 18	 Screening Schedule

	 아이콘	 29	 Icons

	 	

	 개막작	 30	 Opening Film

	 폐막작	 31	 Closing Film

	 부천 초이스: 장편	 32	 Bucheon Choice: Features

	 부천 초이스: 단편	 35	 Bucheon Choice: Shorts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37	 Korean Fantastic: Features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41	 Korean Fantastic: Shorts

	 월드 판타스틱 레드	 42	 World Fantastic Red

	 월드 판타스틱 블루	 49	 World Fantastic Blue

	 패밀리 존	 56	 Family Zone

	 금지구역	 58	 Forbidden Zone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60	 Fantastic Short Films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75	 JUNG Woo-sung: The Star, the Actor, the Artist

	 3X3 EYES: 호러 거장, 3인의 시선	 78	 3X3 EYES: A Special Program Featuring, 
	 	 	 	 Three Horror Masters And Their Eyes

	 시간을 달리는 여자들: SF영화에서의 여성의 재현	 80	 The Women Who Leapt Through Tim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Sci-Fi Films

	 베스트 오브 아시아	 82	 Best of Asia

	 특별상영	 84	 Special Screenings

	 (주)인디스토리 20주년 특별상영, 갓 스물! 판타스틱 전력질주	 85	 Special Screenings to Celebrate INDIESTORY’s 20 Years, 
	 	 	 	 Just Turned 20! Fantastic at Full Speed

	 	

	 토크 프로그램	 90	 Talk Programs

	 페스티벌 맵 & 셔틀버스	 92	 Festival Map & Shuttle Bus

	 색인	 94	 Index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할인 안내

미취학 아동 할인 48개월 이상 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2014년 7월생부터 2011년생까지)
· 		 동반 1인까지 2,000원 할인
· 		 미취학아동(8세미만)은 ‘전체관람가’ 등급만 관람 가능 

48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 		 한 좌석에 보호자와 동반 착석 시 무료 관람 가능 (별도 좌석 제공 없음)
· 		 48개월 미만의 자녀 1인에게 별도 좌석 구입 시 미취학 아동 할인 요금 부과(동반 1인 포함)

경로 (만65세 이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동반 1인까지 2,0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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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예매 및 중복 할인 불가
※ 		미취학 아동/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할인은 현장 티켓부스에서 해당 증명서 지참 시에만 적용
※ 개 · 폐막식, 심야패키지, ‘패밀리 존’ 섹션 제외한 모든 상영작 할인 가능

현장 예매

개 · 폐막식 예매 일반 예매

예매 기간 7. 12(목) 15:00 ~ 21:00
· 		 부천시청 티켓부스만 운영
· 		 ‘개막식+개막작’ 예매 티켓 발권만 가능

7. 13(금)	~ 7. 15(일) 09:00 ~ 21:30 
7. 16(월)	~ 7. 20(금) 10:00 ~ 21:30
7. 21(토)	~ 7. 22(일) 09:00 ~ 21:30
· 		 7. 17(화) 한국만화박물관 티켓부스 미운영
· 		 송내솔안아트홀은 7. 20(금)까지만 운영
  (송내솔안아트홀 티켓부스 운영시간은 홈페이지 참고)
* 심야상영 시 부천시청 티켓부스는 자정(24:00)까지 연장 운영

예매 방법 영화제 기간 내 각 상영관 ‘현장 판매 창구’에서 발권 및 예매 가능
※ 티켓 현장 구매는 해당 영화 상영 시작 시까지 가능
※ 자세한 사항은 BIFAN2018 공식홈페이지 티켓안내 ‘현장 티켓부스’ 운영시간 참조

온라인 예매

개 · 폐막식 예매 일반 예매

예매 기간 6. 26(화) 14:00 ~ 해당 상영 전날 자정 6. 28(목) 14:00 ~ 7. 21(토) 24:00

예매 방법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해당 영화 상영 전날 자정까지 예매 가능
 ※ 당일 상영작 온라인 예매 불가

티켓 가격

구분 개‧폐막식 일반상영 심야상영 심야패키지 ‘패밀리 존’ 섹션

가격 12,000원 6,000원 12,000원 20,000원 3,000원

※ 한 영화당 1인 4매까지 예매 가능
※ 온라인 매진작의 경우, 상영 당일 일부 현장석을 티켓부스에서 선착순 판매
※ 		심야패키지는 7월 13일(금) 심야상영에 한하여 진행 (심야패키지: 심야상영 관람+기념품 제공)

DISCOUNT INFORMATION

Children Between 
48 Months and 
7 Years of Age

Discount for children between 48 months and 7 years of age 
(date of birth must fall between 2011 and July 2014.)
· 		 Discount of KRW 2,000 for child and one accompanied guest.
· 		 Children under 7 years of age will only be admitted into films with a G (General Audiences) rating.

Senior citizens / 
People with
disabilities / 
National honorees

Discount of KRW 2,000 for senior citizens (65 and over) / people with disabilities / 
national honorees and one accompanied guest.

Groups Discount of KRW 2,000 per person for groups with 15-50 people 
· 		 For general screening tickets only (does not apply to films rated 18/19 and over or for tickets that 
sell out online).

※ 		Not applicable to online reservation. You can't take multiple discounts at one ticket.
※ 		Must show identification and relevant documentation to be eligible for the discount. 
※ 		No discount available for openingㆍclosing ceremonies and films in the 'Family Zone' section

ON-SITE RESERVATION

Opening‧Closing Ceremony General Screening

Period July 12(Thu.) 15:00 ~ 21:00
· 		 Only the Bucheon City Hall box office will be 
open for the opening ceremonies.

· 		 The box office is only for the issuance of reserved 
opening ceremony ticket.

July 13(Fri.)	 ~ July 15(Sun.)	09:00	~ 21:30
July 16(Mon.)	~ July 20(Fri.)	 10:00	~ 21:30
July 21(Sat.)	 ~ July 22(Sun.)	09:00	~ 21:30 
· 		 Korea Manhwa Museum box office will be closed 
on July 17(Tue.)

· 		 Songnae Solan Art Hall box office operate only 
until July 20(Fri.) 

※ 		The Box office of Bucheon City Hall is open until 24:00 for 
Midnight screenings.

How to Purchase Tickets may be purchased and picked up at the box offices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 film festival
※ On-site tickets for a movie may be purchased until the movie's start time.
※ Please refer to the BIFAN2018 Office Website for details. 

ONLINE RESERVATION

Opening · Closing Ceremony General Screening

Period June 26 (Tue.) 14:00 ~ until midnight 
of the day before the screening date

June 28 (Thu.) 14:00 ~ July 21 (Sat.) 24:00

How to Purchase Purchases can be made through the official homepage until midnight of the day before a movie's 
screening date. Registration is required.	 ※ Same day ticket purchases cannot be made online.

TICKET PRICES

Category Opening · Closing 
Ceremony

General 
Screening

Midnight 
Screening

Midnight Screening 
Package

'Family Zone' 
Section Screening

Price KRW 12,000 KRW 6,000 KRW 12,000 KRW 20,000 KRW 3,000

※ You may purchase up to 4 tickets per individual screening, per order.
※ 		In case online tickets are sold out, tickets will be on sale to first comers at the box offices on the screening day.
※ 		The midnight screening package will be available for the midnight screening on July 13 (Fri). 
     (Midnight Screening Package: 3 Midnight movie screening + Special gift set)

티켓 안내14 Ticket Information 15



예매 유의사항
· 		 각 상영관 현장 티켓부스에서 예매번호(SMS 예매확인증, 모바일 예매내역페이지)확인 후 발권
  ※ 정보통신법 개정으로 티켓 발권 시 개인정보 확인용으로 주민등록번호 이용 불가

· 		 온라인 예매자의 경우 티켓 발권 없이 ‘모바일 티켓’ 확인 후 상영관 바로 입장 가능

· 		 온라인 매진작의 경우 상영 당일 현장 티켓부스에서 선착순 판매

· 		 티켓 현장 구매는 해당 영화 상영 시작 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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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티켓을 이용한 ‘상영관 바로 입장’ 안내
· 		 상영관 입장 시 자원활동가에게 모바일 티켓 제시

· 		 모바일 티켓은 BIFAN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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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ㆍ폐막식의 경우 모바일 티켓을 이용한 입장 불가(티켓부스에서 티켓 발권 필요)

심야패키지

대상 7월 13일(금) 심야상영 관람객

가격 1인당 20,000원 (온라인/현장 예매 모두 가능)

이용방법 상영관 입장 시, 티켓 제시 → ‘심야패키지’ 확인 후 기념품 수령

유의사항 · 배지, 티켓교환권 예매 및 발권 불가
· 		프리미엄 초대권, 비판홀릭의 경우 기존 심야상영과 동일하게 예매 가능 (단, 패키지(기념품 제공) 혜택 없음 / 영화관람만 가능) 

CANCELLATION GUIDE

Period Cancellation can be made up to one hour before the relevant screening.

Cancellation Fee If a cancellation is made on the screening date, a fee of KRW 1,000 will be added per cancellation.
· 		 A fee will not be added if the cancellation is made on the day before the screening date.

Remarks · 		 Partial cancellations are not allowed. If you wish to make a partial cancellation, you must cancel the 
ticket and make a new purchase.

· 		 Tickets that have been issued after purchase can only be canceled at the box offices. The ticket that you 
wish to cancel must be presented 

· 		 	Tickets that have passed the expiry date for cancellations/refunds will not be eligible for cancellations/
refunds.

· 		 	If tickets must be refunded due to circumstances on behalf of the festival, a 100% refund will be given at 
the box offices (only for ticket holders).

RESERVATION NOTICE
· 		 	Tickets may be picked up after the reservation number (SMS reservation confirmation, mobile reservation confirmation page)   	
 has been confirmed at the box offices.

· 		 After purchasing your ticket online, you may enter the theater with your 'mobile ticket' without having a physical ticket issued. 
· 		 If online tickets are online sold out, tickets will be on sale to first comers at the box offices on the screening date
· 		 On-site tickets for a movie may be purchased until the movie's start time.
· 		 Tickets will not be reissued and refunds will not be given for issues that arise due to personal circumstances 
  (e.g. lost tickets, damaged tickets, traffic delays, going to the wrong theater, mistaking the movie time, etc.).

ENTERING THE THEATER WITH A MOBILE TICKET
· 		 Mobile tickets must be shown to a festival volunteer before entering the theater.
· 		 Mobile tickets may be checked via the Mobile Ticket page on the BIFAN2018 mobile site (m.bifan.kr).
· 		 If you have already been issued a physical ticket at the ticket booth, you will not be allowed entrance into the theater with a 
mobile ticket.

· 		 A photo or an image of the mobile ticket will not be accepted.
· 		 A mobile ticket cannot be used to gain entrance to the openingㆍclosing ceremonies (physical ticket must be issued at the ticket 
booth).

MIDNIGHT SCREENING PACKAGE

Who's Eligible? For viewing audiences of the midnight screening scheduled for July 13 (Fri.)

Price KRW 20,000 per person 

How to Use After presenting your ticket to enter the theater, you will receive your souvenir once your ticket is 
confirmed to be a 'Midnight Screening Package' ticket.

취소/환불 안내

취소 시간 해당 영화 상영 시작 1시간 전까지 취소 가능

취소수수료 상영 당일 티켓 취소 시, 건당 1,000원 부과
‧상영 전날까지 취소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부분취소 불가(한 결제 당 일괄 취소 후 재결제 필요)
‧		예매 후 발권된 티켓은 현장 티켓부스에서만 취소 가능, 해당 티켓 반드시 지참
   		 (단, 티켓교환권, 프리미엄 초대권으로 발권 받은 티켓은 취소 불가)
‧		티켓 수량/상영작/좌석/결제수단 등 변경을 위한 취소라도 취소수수료 부과
‧취소 가능 시간이 지난 티켓 취소/환불 불가
‧		영화제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영화제 기간 현장 티켓부스에서 100% 환불(단, 티켓소지자에 한함)

티켓나눔터 ‧		취소/환불을 하지 못한 관객간에 자율적으로 티켓을 교환 할 수 있는 장소
‧공식홈페이지 및 현장 티켓부스 ‘티켓나눔터’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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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ScreeningSchedule

상영시간표18

City Hall,
Lawn
Square

City Hall,
Main
Theater (2F)

City Hall,
Main
Theater (2F)

City Hall,
Main
Theater (2F)

시간표�보는�법 How to Read

심야상영  Midnight Screening

개막식  Opening Ceremony

등급 Rate

상영관 Theaters

SO2 CGV소풍 2관 CGV Sopoong 2
SO3 CGV소풍 3관 CGV Sopoong 3
SO4 CGV소풍 4관 CGV Sopoong 4
SO5 CGV소풍 5관 CGV Sopoong 5
SO6 CGV소풍 6관 CGV Sopoong 6

*상영관�위치는 92, 93페이지에서�확인하실�수�있습니다. Please check page 92, 93 for festival map.

SS 송내�솔안아트홀 Songnae Solan Art Hall

MM 한국만화박물관 Korea Manhwa Museum

7/13 Fri 24:00 13일의�금요일, 잠들지�마라  Friday the 13th, Never Sleep Again

153     
리벤지

CH

CH

 

108min / 33p / ⑱ 
Revenge

153 
맨디

121min / 59p / ⑱
Mandy

153 
지옥 인간

86min / 84p / ⑱ 
From Beyond

7/14 Sat

7/14 Sat

24:00 라틴�장르영화�부흥회  ¡Vamos! ¡Latin Genre Films!

7/12 Thu 20:00

001
개막식 + 언더독

LS

30p / Ⓖ 
Opening Ceremony + Underdog

코드번호 시작시간 GV 
상영작 국문제목

상영관

상영시간 / 페이지번호 / 등급
상영작 영문제목

Code Start Time GV 
Title(Korean)

Theater

Time / Page Number / Rate
Title(English)

265 
카니발 클럽

 

81min / 79p / ⑱ 
The Cannibal Club

City Hall,
Lawn
Square

City Hall,
Lawn
Square

야외상영  Outdoor Screening

7/13 Fri 20:30

FREE
대관람차

LS

LS

110min / 38p / ⑫
The Goose Goes South

7/14 Sat 20:30

FREE
원컷 오브 더 데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95min / 46p / ⑫ 
One Cut of the Dead

265 
거주자

89min / 78p / ⑱
The Inhabitant

265 
에피쿠엔 잔혹사

98min / 48p / ⑱ 
What the Waters Left Behind

265 
공포의 침입자

87min / 48p / ⑮
Terrified

City Hall,
Fantastic
Cube (1F)

FA

24:00 호러�마니아를�위한�특별�심야�상영  Special Screening for Horror Maniacs

심장으로�돌진하는�살인�모기와의�혈투 Bloody Battle with Mosquitos Rushing into your Heart!

266 
뱀파이어

 

101min / 79p / ⑱ 
Lifeforce

266 
공포의 휴가길

121min / 89p / ⑱
The Hills have Eyes

266 
마틴

91min / 79p / ⑱ 
Martin

CH

7/21 Sat 24:00

957 
칼+심장

 

110min / 59p / ⑱ 
Knife + Heart

957 
살인 모기의 습격

85min / 45p / ⑫
Killer Mosquitos

957 
창살 속의 혈투

132min / 58p / ⑱ 
Brawl in Cell Block 99

Ⓖ  전체�관람가  General
⑫  12세�이상�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⑮  15세�이상�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⑱ 18세�이상�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  청소년�관람�불가  Under 19 not admitted

프리미어�정보 Premiere Status

GV(관객과의�대화 / Guest Visit)는�게스트�사정에 
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GV(Guest Visit) is subject to change.

관객과의�대화 Guest Visit

WP 월드�프리미어 World Premiere
IP 인터내셔널�프리미어 International Premiere
AP 아시아�프리미어 Asian Premiere
KP 한국�프리미어 Korean Premiere

CH 부천시청�어울마당 City Hall, Main Theater(2F)
FA 부천시청�판타스틱큐브 City Hall, Fantastic Cube(1F)
LS 부천시청�잔디광장 City Hall, Lawn Square

BU3 CGV부천 3관 CGV Bucheon 3

BU4 CGV부천 4관  CGV Bucheon 4
BU5 CGV부천 5관 CGV Bucheon 5
BU6 CGV부천 6관 CGV Bucheon 6
BU7 CGV부천 7관 CGV Bucheon 7
BU8 CGV부천 8관 CGV Bucheon 8

7/13 Fri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MM
Korea 
Manhwa 
Museum

SO2
CGV
Sopoong 2

SO3
CGV
Sopoong 3

SO4
CGV
Sopoong 4

SO5
CGV
Sopoong 5

SO6
CGV
Sopoong 6

BU3
CGV
Bucheon 3

BU4
CGV
Bucheon 4

BU5
CGV
Bucheon 5

BU6
CGV
Bucheon 6

BU7
CGV
Bucheon 7

BU8
CGV
Bucheon 8

SS
Solan 
Art hall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101 10:30 
아수라

Asura: The City of Madness
136min / 77p / ⑱

105 12:30 
특수부대 전랑 2
Wolf Warriors II
123min / 82p / ⑮

109 12:00 GV
요정

The Tokoloshe
91min / 54p / ⑫

113 11:00  
복수 원정대

The Revenger Squad
110min / 83p / Ⓖ

117 11:30 
신과함께–죄와 벌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139min / 82p / ⑫

121 11:30 
무타푸카즈

Mutafukaz
93min / 46p / ⑱

125 11:00  
마고가 마고를 만났을 때
When Margaux Meets Margaux
97min / 55p / ⑮

129 10:30  
화성의 유령들

Ghosts of Mars
98min / 81p / ⑱

133 11:00 
화성에서 온 침입자

Invaders from Mars
120min / 79p / ⑫

103 15:30 
비트 + 메가토크

Beat + Mega Talk
113min+Talk / 75p / ⑱

107 17:30 
기담

Epitaph
98min / 39p / ⑮

111 17:00 GV
메이페어

Mayfair
90min / 52p / ⑮

115 16:30 GV
백색밀실

White Chamber
89min / 55, 81p / ⑮

119 17:00 GV
밤의 문이 열린다

Ghost Walk
90min / 32p / ⑮

127 16:30 
방화

Youth
135min / 55p / Ⓖ

131 15:00 GV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87min / 36p / ⑮

135 17:00 
빙과

Hyouka: Forbidden Secrets
114min / 51p / ⑮

102 13:20
태양은 없다

City of the Rising Sun
108min / 75p / ⑱

106 15:00 
바스터즈

The Bastard and the Beautiful World
105min / 49p / ⑫

110 14:30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Mad Max: Fury Road 
120min / 81p / ⑮

114 13:30 GV
신을 죽여라

Killing God
92min / 45p / ⑱

122 14:00 GV
킬러, 그녀

Yaru Onna–She's a Killer–
84min / 48p / ⑮

126 14:00 
정글 히어로

Tombiruo
92min / 54p / Ⓖ

130 12:30 
델마

Thelma
116min / 54p / ⑮

134 14:30 
워킹 데드 나잇

The Night Eats the World
93min / 46p / ⑫

108 20:00 
맘&대드

Mom & Dad
83min / 46p / ⑱

112 20:00
고독한 늑대의 피
The Blood of Wolves
126min / 42p / ⑮

116 20:00 GV
퍼스트본

Firstborn
90min / 44p / ⑫

120 20:30 GV
복수자

A Vigilante
91min / 34p / ⑱

124 20:00 
나이트메어

A Nightmare on Elm Street
91min / 78p / ⑱

128 19:30 GV
한여름의 판타지아

A Midsummer's Fantasia
97min / 85p / Ⓖ

132 18:30 GV
우리 집
Our House
80min / 53p / Ⓖ

136 19:30 GV
최저

The Lowlife
120min / 45p / Ⓧ

104 19:30  GV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99min / 35p / ⑱

137 10:30  
소년범의 일기

Diary of My Mind
70min / 50p / ⑮

141 11:30  
두 소녀

Thoroughbreds
92min / 54p / ⑱

145 11:00  
핀쿠션

Pin Cushion
89min / 53p / Ⓖ

149 19:30 GV
언더독

Underdog
100min / 30p / Ⓖ

150 17:00 GV
소년 탐정

Young Detectives
95min / 57p / Ⓖ

143 17:00 
나쁜상사

Bad Boss
103min / 38p / ⑱

147 15:00 GV
살인멧돼지

Boar
96min / 43p / ⑱

138 12:30 GV
서유복요편

Journey to the West: The Demons Strike Back
109min / 82p / ⑮

142 14:00 GV
안나와 종말의 날
Anna and the Apocalypse
107min / 49p / ⑱

146 13:00 
왼편 마지막 집
The Last House on the Left
84min / 78p / ⑱

151 20:30 GV
오늘도 위위

The Journey of the 12 Cats
70min / 56p / Ⓖ

139 16:30
사탄의 숭배자 + 마스터클래스

Satan's Slaves + Master Class
106min+Talk / 47, 83p / ⑮

144 19:30 GV
폐쇄병동

The Closed Ward
111min / 38p / ⑮

148 19:00 GV
한 형제의 은밀한 계획

Brothers' Nest
98min / 50p / ⑮

140 20:30 GV
뷰티풀 뱀파이어

Beautiful Vampire
72min / 39p / Ⓖ

(ScreenX)

118 14:30 
어두움

The Dark
95min / 32p / ⑱

 *  *

[ * ] '태양은 없다' 상영(102) '비트' 상영(103)은 영어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No English subtitles are available for 'City of the Rising Sun' (102) and 'Beat' (103) screenings.



7/15 Sun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MM
Korea 
Manhwa 
Museum

SO2
CGV
Sopoong 2

SO3
CGV
Sopoong 3

SO4
CGV
Sopoong 4

SO5
CGV
Sopoong 5

SO6
CGV
Sopoong 6

BU3
CGV
Bucheon 3

BU4
CGV
Bucheon 4

BU5
CGV
Bucheon 5

BU6
CGV
Bucheon 6

BU7
CGV
Bucheon 7

SS
Solan 
Art hall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301 10:00
잠자는 미녀의 한계

The Limit of Sleeping Beauty
89min / 33p / ⑮

309 11:00
인디스토리 단편 1
INDIESTORY Shorts 1
64min / 87p / ⑮

313 10:30
마신자 2 - 빨간 옷 소녀의 비밀

The Tag-Along 2
107min / 83p / ⑮

318 10:00 GV
체인지오버

The Changeover
95min / 50p / ⑫

323 10:00 GV
메이페어

Mayfair
90min / 52p / ⑮

328 10:00
스텝포드 와이브스

The Stepford Wives
110min / 80p / ⑮

333 10: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7
Fantastic Short Films 7
71min / 63p / ⑫

338 10:30
정글 히어로

Tombiruo
92min / 54p / Ⓖ

343 10: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7
Fantastic Short Films 17
73min / 70p / ⑱

348 10: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5
Fantastic Short Films 5
66min / 62p / ⑮

353 10: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9
Fantastic Short Films 9
73min / 64p / ⑫

302 12:00
호랑이는 겁이 없지

Tigers are Not Afraid
83min / 34p / ⑫

13:00
럭키호러퀴즈쇼

Lucky Horror Quiz Show
40p

FREE 12:30
메가토크:인디스토리 20주년

Mega Talk:INDIESTORY 20 Years
90p

314 12:40 GV
오늘도 평화로운

Super Margin
90min / 40p / ⑮

319 12:30 
악령의 화가

Don't Leave Home
87min / 51p / ⑫

324 12:30 GV
라이브하드

Live Hard
100min / 38p / ⑮

329 12:2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2
Fantastic Short Films 12
68min / 66p / Ⓖ

334 12:30 GV
귀신온천여관

Secrets in the Hot Spring
110min / 53p / Ⓖ

339 12:50
옆자리 괴물군

My Little Monster
105min / 52p / Ⓖ

344 13:00 GV
동물 안락사

Euthanizer
85min / 44p / ⑮

349 12: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Fantastic Short Films 4
73min / 62p / ⑱

354 12: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3
Fantastic Short Films 13
73min / 66p / ⑫

357 12:00
스파이 캣
Marnie's World
87min / 57p / Ⓖ

303 14:00 GV
다이너마이트 스캔들

Dynamite Graffiti
138min / 58p / ⑮

306 15:20 GV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The Merciless
120min / 40p / ⑱

310 15:20
타워, 눈부신 날
Tower. A Bright Day
106min / 34p / ⑮

315 15:30 GV
밤의 문이 열린다

Ghost Walk
90min / 32p / ⑮

320 15:00 GV
딥

Deep
86min / 37p / ⑱

325 15:2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Fantastic Short Films 3
73min / 61p / ⑮

330 15:00 
써니를 찾아서

Sunny
110min / 47p / ⑮

335 15:30
죽음을 부르는 밤
Dead Night
82min / 44p / ⑱

340 15:00 GV
소년 탐정

Young Detectives
95min / 57p / Ⓖ

345 15:30 GV
법사

Wizard
81min / 55p / ⑮

350 15:00 GV
오늘도 위위

The Journey of the 12 Cats
70min / 56p / Ⓖ

FREE 15:00 
메가토크:장르를 달리는 여성 영화인

Mega Talk : Female Filmmakers
90p 

358 14:00
요묘전: 레전드 오브 더 데몬 캣
Legend of the Demon Cat
129min / 56p / ⑫

304 17:30 GV
가비지

Garbage
105min / 59p / ⑮

307 18:30 GV
나쁜상사

Bad Boss
103min / 38p / ⑱

311 18:00 GV
퍼스트본

Firstborn
90min / 44p / ⑫

316 18:10
새벽 3시

3AM Part 3
101min / 42p / ⑮

321 17:30 GV
한 형제의 은밀한 계획

Brothers' Nest
98min / 50p / ⑮

326 18: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6
Fantastic Short Films 6
75min / 63p / ⑱

331 17:30
성스러운 것
The Sacrament
90min / 33p / ⑫

336 17:30
작년 겨울, 너와 이별

Last Winter, We Parted
118min / 52p / ⑮

341 17:40 GV
염력

Psychokinesis
101min / 40p / ⑮

346 18: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6
Fantastic Short Films 16
71min / 68p / ⑮

351 17: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
Fantastic Short Films 2
71min / 61p / ⑱

355 17:30  
더블 데이트 대소동

Double Date
90min / 44p / ⑱

359 17: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1

Fantastic Short Films 21
89min / 74p / Ⓖ

305 20:30
창살 속의 혈투

Brawl in Cell Block 99
132min / 58p / ⑱

308 21:00 GV
원컷 오브 더 데드(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One Cut of the Dead
95min / 46p / ⑫

312 20:50
세인트 아가타

St. Agatha
98min / 47p / ⑱

317 20:20 GV
백색밀실

White Chamber
89min / 55p, 81p / ⑮

322 20:30 GV
우리 집
Our House
80min / 53p / Ⓖ

327 20:30 
바이러스 트로피칼

Virus Tropical
96min / 54p / ⑮

332 19:30
불량소녀

Jailbait
96min / 83p / ⑮

337 20:00 GV
아임 크레이지

I'm Crazy
86min / 52p / Ⓖ

342 20:30 GV
카불에 헤비메탈을!

RocKabul
90min / 53p / ⑫

347 20: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8
Fantastic Short Films 18
70min / 71p / ⑱

352 20:00 GV
살인멧돼지

Boar
96min / 43p / ⑱

356 19:30 GV
대관람차

The Goose Goes South
110min / 38p / ⑫

7/14 Sat
10:00 12:00 13: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11:00 14:00

201 10:00 
파딜 형님 2
Big Brother Fadil 2
95min / 83p / ⑫

206 16:00 
인디스토리 단편 3 + 메가토크

INDIESTORY Shorts 3 + Mega Talk
50min+Talk / 88p / ⑮

207 10:30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Maquia: When the Promised Flower...
115min / 56p / ⑫

213 12:30 
카니바

Caniba
90min / 58p / ⑱

218 12:4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Fantastic Short Films 11
69min / 65p / ⑮

223 12:40 
지붕 위의 모험

Look Up
90min / 33p / ⑫

212 10: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Fantastic Short Films 8
70min / 64p / ⑱

217 10:00
율레니아

Eullenia
127min / 51p / ⑮

222 10:30 
거리의 래퍼

Respeto
96min / 33p / ⑫

214 15:20  
세인트 아가타

St. Agatha
98min / 47p / ⑱

219 15: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0

Fantastic Short Films 20
76min / 72p / ⑱

224 14: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
Fantastic Short Films 1
69min / 60p / ⑫

215 18: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Fantastic Short Films 15
72min / 68p / ⑮

220 17: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9
Fantastic Short Films 19
70min / 72p / ⑮

225 17:00 GV
논스톱: 다마스커스 타겟

Damascus Time
113min / 50p / ⑫

216 20:30 
금남의 집
The Misandrists
91min / 59p / ⑱

221 20:00 GV
극한캠프

Ruin Me
87min / 47p / ⑱

226 20:00 GV
리벤지

Revenge
108min / 33p / ⑱

228 12:30 GV
하쿠나 마타타 폴레 폴레

Hakuna Matata Pole Pole
97min / 40p / Ⓖ

233 12:30 
에어리언

Alien
117min / 80p / ⑮

227 10:20 
블루 마이 마인드

Blue My Mind
97min / 50p / ⑮

232 10:00 
섹스미션

Sexmission
116min / 80p / ⑮

229 15:30 
새드 뷰티

Sad Beauty
92min / 33p / ⑱

234 15:00 
더 크리미널 마인드

The Liquidator
124min / 45p / ⑮

230 17:30 GV
삼촌

The Uncle
100min / 38p / ⑱

235 17:30 
비스트

Beast
107min / 32p / ⑮

231 20:20 GV
신을 죽여라

Killing God
92min / 45p / ⑱

236 20:30 GV
도축업자, 창녀 그리고 외눈박이 남자

The Butcher, the Whore and...
105min / 43p / ⑱

238 12:30 
맘

Mom
146min / 45p / ⑱

243 13:00 GV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87min / 36p / ⑮

237 10:30 
비밀의 가족

The Mysterious Family
93min / 46p / ⑮

242 10:00 GV
반드시 크게 들을 것
Turn It Up To 11
93min / 86p / ⑮

239 15:2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4
Fantastic Short Films 14
69min / 67p / ⑮

244 15:4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0
Fantastic Short Films 10
70min / 65p / ⑱

240 17:40 GV
불량가족, 행복의 맛
Goodbye, Grandpa!
104min / 51p / ⑮

245 18:00 GV
아임 크레이지

I'm Crazy
86min / 52p / Ⓖ

241 20:30 GV
행복의 나라

Land of Happiness
86min / 38p / ⑱

246 20:30 GV
세 친구

Braid
93min / 43p / ⑱

248 12:30 GV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99min / 35p / ⑱

253 13:50 GV
청춘빌라 살인사건

Dogs in the House
93min / 37p / ⑮

247 10:00 GV
카불에 헤비메탈을!

RocKabul
90min / 53p / ⑫

252 10:30 GV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Korean Fantastic: Shorts
120min / 41p / ⑱

249 15:20 GV
로메르를 찾아서

Looking for Rohmer
83min / 52p / Ⓖ

254 16:20 
보안관

The Ranger
80min / 46p / ⑱

250 17:40 GV
공포학원

The Blue Choker
104min / 43p / ⑫

255 18:00 GV
데스트랩

The DMZ
93min / 37p / ⑮

251 20:30 GV
그녀에게는 죄가 없다

The Hungry Lion
78min / 51p / ⑮

256 20:30 GV
요정

The Tokoloshe
91min / 54p / ⑫

258 12:40 GV
인디스토리 단편 2
INDIESTORY Shorts 2
79min / 88p / ⑱

263 15:30 
자연의 반란

ZOOks
97min / 57p / Ⓖ

257 10:30 
굶주린

Ravenous
100min / 47p / ⑫

262 13:00  
수파 모도

Supa Modo
74min / 57p / Ⓖ

259 15:20
핀쿠션

Pin Cushion
89min / 53p / Ⓖ

260 17:30 
똥개

Mutt Boy
101min / 76p / ⑮

261 20:00 
부동산

The Real Estate
88min / 53p / ⑱

203 14:00  GV
폐쇄병동

The Closed Ward
111min / 38p / ⑮

209 16:00 
인 더 더스트

Just a Breath Away
89min / 52p / ⑮

202 12:00 
업그레이드

Upgrade
100min / 48p / ⑱

208 13:00 GV
안나와 종말의 날
Anna and the Apocalypse
107min / 49p / ⑱

204 17:10 
메르살

Zapped
169min / 84p / Ⓖ

210 18:00 
킬러, 그녀

Yaru Onna -She's a Killer-
84min / 48p / ⑮

205 20:30
칼 + 심장

Knife + Heart
110min / 59p / ⑱

211 20:00 GV
곤지암

Gonjiam: Haunted Asylum
94min / 39p / ⑮

FA
City Hall, 
Fantastic 
Cube(1F)

MM
Korea 
Manhwa 
Museum

SO2
CGV
Sopoong 2

SO3
CGV
Sopoong 3

SO4
CGV
Sopoong 4

SO5
CGV
Sopoong 5

SO6
CGV
Sopoong 6

BU3
CGV
Bucheon 3

BU4
CGV
Bucheon 4

BU5
CGV
Bucheon 5

BU6
CGV
Bucheon 6

BU7
CGV
Bucheon 7

SS
Solan 
Art hall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 * ] '비밀의 가족' 상영(237)은 영어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똥개'는 무료로 상영됩니다.

'The Mysterious Family' screening (237) dose not provide English subtitles. Free admission for 'Mutt Boy' screening.

 * 



7/17 Tue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FA
City Hall, 
Fantastic 
Cube(1F)

SO2
CGV
Sopoong 2

SO3
CGV
Sopoong 3

SO4
CGV
Sopoong 4

SO5
CGV
Sopoong 5

SO6
CGV
Sopoong 6

BU3
CGV
Bucheon 3

BU4
CGV
Bucheon 4

BU5
CGV
Bucheon 5

BU6
CGV
Bucheon 6

BU7
CGV
Bucheon 7

SS
Solan 
Art hall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501 14:00
요묘전: 레전드 오브 더 데몬 캣
Legend of the Demon Cat
129min / 56p / ⑫

508 13:00 GV
라이브하드

Live Hard
100min / 38p / ⑮

511 11: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Fantastic Short Films 8
70min / 64p / ⑱

502 17:00
비밀의 가족 
The Mysterious Family
93min / 46p / ⑮

509 16: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8
Fantastic Short Films 18
70min / 71p / ⑱

512 14:00 
타워, 눈부신 날
Tower. A Bright Day
106min / 34p / ⑮

515 13: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Fantastic Short Films 4
73min / 62p / ⑱

518 12:30 GV
카니발 클럽

The Cannibal Club
81min / 43p / ⑱

521 11:30 GV
하쿠나 마타타 폴레 폴레

Hakuna Matata Pole Pole
97min / 40p / Ⓖ

525 14:00 
지옥 인간 + 메가토크

From Beyond + Mega Talk
86min+Talk / 84p / ⑱

527 12:00 
인 더 더스트

Just a Breath Away
89min / 52p / ⑮

530 13:00
시체들의 새벽

Dawn of the Dead
127min / 79p / ⑱

533 13:30
사탄의 숭배자

Satan's Slaves
106min / 47, 83p / ⑮

537 13:30
어둠의 사투

Monkey Shines
115min / 79p / ⑱

540 14:30
스파이 캣
Marnie's World
87min / 57p / Ⓖ

541 17: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9
Fantastic Short Films 9
73min / 64p / ⑫

536 11: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Fantastic Short Films 11
69min / 65p / ⑮

524 11:00 GV
죽음을 부르는 밤
Dead Night
82min / 44p / ⑱

503 19:30 
맘

Mom
146min / 45p / ⑱

510 19:00
퍼스트본

Firstborn
90min / 44p / ⑫

513 17:00 
곤지암

Gonjiam: Haunted Asylum
94min / 39p / ⑮

516 16:30 
악령의 상자, 에즈라

EZRA
145min / 44p / ⑫

519 15: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5
Fantastic Short Films 5
66min / 62p / ⑮

522 15:30 
어두움

The Dark
95min / 32p / ⑱

528 16:00 GV
원컷 오브 더 데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One Cut of the Dead
95min / 46p / ⑫

531 16: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9

Fantastic Short Films 19
70min / 72p / Ⓖ

534 17:00
업그레이드

Upgrade
100min / 48p / ⑱

538 16:30
그녀에게는 죄가 없다

The Hungry Lion
78min / 51p / ⑮

514 20:00 
부동산

The Real Estate
88min / 53p / ⑱

517 19:30 GV
행복의 나라

Land of Happiness
86min / 38p / ⑱

520 19:30 GV
오늘도 평화로운

Super Margin
90min / 40p / ⑮

523 19:30 
마담 뺑덕

Scarlet Innocence
112min / 76p / ⑱

526 20:00 
딥

Deep
86min / 37p / ⑱

529 19:00 GV
청춘빌라 살인사건

Dogs in the House
93min / 37p / ⑮

532 19:30 GV
법사

Wizard
81min / 55p / ⑮

535 20:00 GV
공포의 침입자

Terrified
87min / 48p / ⑮

539 19:00
인디스토리 단편 3
INDIESTORY Shorts 3
50min / 88p / ⑮

507 20:30 
극한캠프

Ruin Me
87min / 47p / ⑱

506 17:30 GV
세 친구

Braid
93min / 43p / ⑱

 * 

[ * ] '비밀의 가족' 상영(502)은 영어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The Mysterious Family' screening (502) dose not provide English subtitles.

505 14:00 
무사

The Warriors
155min / 76p / ⑮

504 11:00 
이웃집 좀비

The Neighbor Zombie
89min / 85p /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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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11:00 GV
귀신온천여관

Secrets in the Hot Spring
110min / 53p / Ⓖ

404 13:00 GV
인디스토리 단편 1 
INDIESTORY Shorts 1
64min / 87p / ⑮

405 16:00 GV
이웃집 좀비

The Neighbor Zombie
89min / 85p / ⑮

406 19:00
시체들의 새벽

Dawn of the Dead
127min / 79p / ⑱

407 12:00 
빙과

Hyouka: Forbidden Secrets
114min / 51p / ⑮

409 17:30 
불량가족, 행복의 맛
Goodbye, Grandpa!
104min / 51p / ⑮

408 14:30 
무사

The Warriors
155min / 76p / ⑮

410 20:00 
유령

Phantom, The Submarine
103min / 75p / ⑫

411 12:30 
그날, 바다

Intention
110min / 77p / ⑮

414 14:30 GV
로메르를 찾아서

Looking for Rohmer
83min / 52p / Ⓖ

417 11:30
새드 뷰티

Sad Beauty
92min / 33p / ⑱

421 13:00 GV
삼촌

The Uncle
100min / 38p / ⑱

413 20:00 
지붕 위의 모험

Look Up
90min / 33p / ⑫

416 19:30 GV
가비지

Garbage
105min / 59p / ⑮

419 17:00 
두 소녀

Thoroughbreds
92min / 54p / ⑱

423 19: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4

Fantastic Short Films 14
69min / 67p / ⑮

412 16:00 GV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Korean Fantastic: Shorts
120min / 41p / ⑱

415 17:00 
델마

Thelma
116min / 54p / ⑮

418 14: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

Fantastic Short Films 2
71min / 61p / ⑱

422 16:00 GV
호랑이는 겁이 없지

Tigers are Not Afraid
83min / 34p / ⑫

420 20:00 
워킹 데드 나잇

The Night Eats the World
93min / 46p / ⑫

424 14:00  
비스트

Beast
107min / 32p / ⑮

427 11:00 
체인지오버

The Changeover
95min / 50p / ⑫

431 11:00 GV
논스톱: 다마스커스 타겟

Damascus Time
113min / 50p / ⑫

426 19:30 
창살 속의 혈투

Brawl in Cell Block 99
132min / 58p / ⑱

429 16:00 
1984년, 여름

Summer of '84
105min / 47p / ⑮

433 17:00 
강철비

Steel Rain
139min / 77p / ⑮

425 17: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
Fantastic Short Films 1
69min / 60p / ⑫

428 13:30 
심리의 숲
The Axiom
98min / 42p / ⑮

432 14:30 
벼룩 잡는 사무라이

Flea-picking Samurai
110min / 51p / Ⓧ

430 19:00 
도축업자, 창녀 그리고 외눈박이 남자

The Butcher, the Whore and the One-Eyed Man
105min / 43p / ⑱

434 20:00 
옆자리 괴물군

My Little Monster
105min / 52p / Ⓖ

435 13: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0

Fantastic Short Films 10
70min / 65p / ⑱

438 13:30  
더 크리미널 마인드: 공공의 적
The Liquidator
124min / 45p / ⑮

441 14:00 
보이즈 크라이

Boys Cry
96min / 50p / Ⓖ

444 18:00 
수파 모도

Supa Modo
74min / 57p / Ⓖ

437 20:00 
살인 모기의 습격

Killer Mosquitos
85min / 45p / ⑫

440 20:30 
디 엔드?

The End?
98min / 44p / ⑮

443 20:00 GV
파닥파닥

PADAK
78min / 85p / ⑫

436 15:30 GV
11월

November
115min / 53p / ⑮

439 16:30 GV
다이너마이트 스캔들

Dynamite Graffiti
138min / 58p / ⑮

442 17:00  
복수자

A Vigilante
91min / 34p / ⑱

445 20:00 
자연의 반란

ZOOks
97min / 57p / Ⓖ

402 15:00 
슈퍼히어로 조쉬

Bhavesh Joshi Superhero
153min / 49p / ⑫

403 19:00 
악령의 상자, 에즈라

EZRA
145min / 44p /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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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14:00 
바스터즈

The Bastard and the Beautiful World
105min / 49p / ⑫

703 14:00 
리튼

Written
87min / 86p / ⑮

706 14:00 
인 더 더스트

Just a Breath Away
89min / 52p / ⑮

709 13:00 
살인멧돼지

Boar
96min / 43p / ⑱

712 13:00 
심리의 숲
The Axiom
98min / 42p / ⑮

705 19:30 
내 머리 속의 지우개

A Moment to Remember
144min / 76p / ⑫

708 20:00 
뱀파이어

Lifeforce
101min / 79p / ⑱

714 19:30 GV
슬럼가 대습격

Buy Bust
123min / 43p / ⑮

702 17:30 
불한당 + 메가토크

The Merciless + Mega Talk
120min+Talk / 40p / ⑱

704 17:00 
반드시 크게 들을 것
Turn It Up To 11
93min / 86p / ⑮

707 17:00 
방화

Youth
135min / 55p / Ⓖ

710 17:00 
오컬트 볼셰비즘 + 마스터클래스

Occult Bolshevism + Master Class
72min+Talk / 84p / ⑫

713 16: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Fantastic Short Films 4
73min / 62p / ⑱

711 20:30 
블루 마이 마인드

Blue My Mind
97min / 50p / ⑮

715 13:00 GV
라이브하드

Live Hard
100min / 38p / ⑮

718 12:00 
지붕 위의 모험

Look Up
90min / 33p / ⑫

717 19:00 
살인 모기의 습격

Killer Mosquitos
85min / 45p / ⑫

720 17:00 
인디스토리 단편 2
INDIESTORY Shorts 2
79min / 88p / ⑱

716 16:00
다이너마이트 스캔들

Dynamite Graffiti
138min / 58p / ⑮

719 14:30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99min / 35p / ⑱

721 19:30 GV
거리의 래퍼

Respeto
96min / 33p / ⑫

722 14: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Fantastic Short Films 15
72min / 68p / ⑮

725 12:00 GV
밤의 문이 열린다

Ghost Walk
90min / 32p / ⑮

724 19:30 
슈퍼히어로 조쉬

Bhavesh Joshi Superhero
153min / 49p / ⑫

727 20:00 GV
써니를 찾아서

Sunny
110min / 47p / ⑮

723 17: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

Fantastic Short Films 2
71min / 61p / ⑱

726 15:30 
더 크리미널 마인드: 공공의 적 
The Liquidator
124min / 45p / ⑮

728 12:30 
1984년, 여름

Summer of '84
105min / 47p / ⑮

732 13: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6

Fantastic Short Films 6
75min / 63p / ⑱

730 18:00 
보이즈 크라이

Boys Cry
96min / 50p / Ⓖ

734 20:00 
맨디

Mandy
121min / 59p / ⑱

729 15:00 
벼룩 잡는 사무라이

Flea-picking Samurai
110min / 51p / Ⓧ

733 16:00 GV
고독한 늑대의 피
The Blood of Wolves
126min / 42p / ⑮

731 20:00 
디 엔드?

The End?
98min / 44p / ⑮

735 13:30 GV
율레니아

Eullenia
127min / 51p / ⑮

738 12:30 
왼편 마지막 집
The Last House on the Left
84min / 78p / ⑱

741 17: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3
Fantastic Short Films 13
73min / 66p / ⑫

737 19:30 GV
새드 뷰티

Sad Beauty
92min / 33p / ⑱

740 19:30 GV
대관람차

The Goose Goes South
110min / 38p / ⑫

736 17:00 
리벤지

Revenge
108min / 33p / ⑱

739 15:30 
새벽 3시

3AM Part 3
101min / 42p / ⑮

742 20:00 
자연의 반란

ZOOks
97min / 57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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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11:30 
마고가 마고를 만났을 때
When Margaux Meets Margaux
97min / 55p / ⑮

603 19:00 GV
슬럼가 대습격

Buy Bust
123min / 43p / ⑮

605 20:00
체인지오버

The Changeover
95min / 50p / ⑫

602 16:00 
맘&대드

Mom & Dad
83min / 46p / ⑱

604 14: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0

Fantastic Short Films 20
76min / 72p / ⑱

606 11:00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Maquia: When the Promised Flower Blooms
115min / 56p / ⑫

609 13:30 
카불에 헤비메탈을!

RocKabul
90min / 53p / ⑫

612 11: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7

Fantastic Short Films 17
73min / 70p / ⑱

608 20:00 
내 머리 속의 지우개

A Moment to Remember
144min / 76p / ⑫

611 19:30
금남의 집
The Misandrists
91min / 59p / ⑱

614 16:30 
정글 히어로

Tombiruo
92min / 54p / Ⓖ

607 17:00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THE GOOD, THE BAD, THE WEIRD
130min / 76p / ⑮

610 16:30 
카니바

Caniba
90min / 58p / ⑱

613 14:00 GV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Korean Fantastic: Shorts
120min / 41p / ⑱

615 19:30 
더블 데이트 대소동

Double Date
90min / 44p / ⑱

616 12:00 
델마

Thelma
116min / 54p / ⑮

620 14:00 
무타푸카즈

Mutafukaz
93min / 46p / ⑱

623 14:00 GV
잠자는 미녀의 한계

The Limit of Sleeping Beauty
89min / 33p / ⑮

626 13:00
요정

The Tokoloshe
91min / 54p / ⑫

618 17:00 
바이러스 트로피칼

Virus Tropical
96min / 54p / ⑮

622 19:00 GV
거리의 래퍼

Respeto
96min / 33p / ⑫

625 19:30 
소년범의 일기

Diary of My Mind
70min / 50p / ⑮

628 20:00 
백색밀실

White Chamber
89min / 55, 81p / ⑮

617 14: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Fantastic Short Films 3
73min / 61p / ⑮

621 17: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6

Fantastic Short Films 16
71min / 68p / ⑮

624 17:00 GV
오늘도 위위

The Journey of the 12 Cats
70min / 56p / Ⓖ

627 16:30 GV
뷰티풀 뱀파이어

Beautiful Vampire
72min / 39p / Ⓖ

619 20:00 
공포학원

The Blue Choker
104min / 43p / ⑫

629 11:00 
화성에서 온 침입자

Invaders from Mars
120min / 79p / ⑫

633 13:00 GV
데스트랩

The DMZ
93min / 37p / ⑮

636 11:30 
잠식

Sultry
96min / 54p / ⑮

639 11:30 
감시자들

Cold Eyes
118min / 76p / ⑮

631 16:30 
최저

The Lowlife
120min / 45p / Ⓧ

635 19:30 GV
거주자

The Inhabitant
93min / 45p / ⑮

641 17:00 
유리고코로

Yurigokoro
128min / 48p / ⑮

630 13:30 GV
성스러운 것
The Sacrament
90min / 33p / ⑫

634 16:00 
에피쿠엔 잔혹사

What the Waters Left Behind
98min / 48p / ⑱

637 14:00
호랑이는 겁이 없지 + 메가토크

Tigers are Not Afraid + Mega Talk 
83min+Talk / 34p / ⑫

640 14:00 GV
악령의 화가

Don't Leave Home
87min / 51p / ⑫

632 20:00 
칼 + 심장

Knife + Heart
110min / 59p / ⑱

638 19:30 
복수자

A Vigilante
91min / 34p / ⑱

642 20:00 
이튼 얼라이브

Eaten Alive
91min / 79p / ⑮

643 15: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7
Fantastic Short Films 7
71min / 63p / ⑫

644 18: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2
Fantastic Short Films 12
68min / 66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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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11:30 
요묘전: 레전드 오브 더 데몬 캣 
Legend of the Demon Cat
129min / 56p / ⑫

905 10:30 
파닥파닥

PADAK
78min / 85p / ⑫

910 10:30 
맘

Mom
146min / 45p / ⑱

903 17:00 
맘&대드

Mom & Dad
83min / 46p / ⑱

907 15: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6
Fantastic Short Films 16
71min / 68p / ⑮

912 16:30 GV
아수라

Asura: The City of Madness
136min / 77p / ⑱

902 14:30 
안나와 종말의 날
Anna and the Apocalypse
107min / 49p / ⑱

906 13:00 GV
리튼

Written
87min / 86p / ⑮

911 13:30 
슈퍼히어로 조쉬

Bhavesh Joshi Superhero
153min / 49p / ⑫

904 19:00 
시크릿 슈퍼스타

Secret Superstar
150min / 31p / Ⓖ

908 17:30 
심리의 숲
The Axiom
98min / 42p / ⑮

913 20:30 
나쁜상사

Bad Boss
103min / 38p / ⑱

909 20:00 
마틴

Martin
91min / 79p / ⑱

914 11:30
1984년, 여름

Summer of '84
105min / 47p / ⑮

918 11: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7

Fantastic Short Films 7
71min / 63p / ⑫

923 11:00 
삼형제

Jai Lava Kusa
158min / 84p / ⑮

916 16:30 
섹스미션

Sexmission
116min / 80p / ⑮

920 15:3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Fantastic Short Films 3
73min / 61p / ⑮

925 18: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8

Fantastic Short Films 18
70min / 70p / ⑱

915 14:00 
마고가 마고를 만났을 때
When Margaux Meets Margaux
97min / 55p / ⑮

919 13:00 
핀쿠션

Pin Cushion
89min / 53p / Ⓖ

924 15:00 
깜짝상영 1
Surprise Screening 1

917 19:00 GV
써니를 찾아서

Sunny
110min / 47p / ⑮

921 18:00 
가비지

Garbage
105min / 59p / ⑮

926 20:00 
카니발 클럽

The Cannibal Club
81min / 43p / ⑱

922 20:30 
세 친구

Braid
93min / 43p / ⑱

927 11:00 
스텝포드 와이브스

The Stepford Wives
110min / 80p / ⑮

932 10:30 
스파이 캣
Marnie's World
87min / 57p / Ⓖ

936 10: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9
Fantastic Short Films 19
70min / 72p / Ⓖ

929 16:00 
작년 겨울, 너와 이별

Last Winter, We Parted
118min / 52p / ⑮

933 15:20
죽음을 부르는 밤
Dead Night
82min / 44p / ⑱

928 13:30 
귀신온천여관

Secrets in the Hot Spring
110min / 53p / Ⓖ

958 12:30 GV
소년 탐정

Young Detectives
95min / 57p / Ⓖ

937 13:00 
메이페어

Mayfair
90min / 52p / ⑮

930 18:40 
비밀의 가족

The Mysterious Family
93min / 46p / ⑮

934 18:00 
새벽 3시

3AM Part 3
101min / 42p / ⑮

939 17:30 
두 소녀

Thoroughbreds
92min / 54p / ⑱

931 20:30 
금남의 집
The Misandrists
91min / 59p / ⑱

935 20:30 
보이즈 크라이

Boys Cry
96min / 50p / Ⓖ

940 20:00 
더블 데이트 대소동

Double Date
90min / 44p / ⑱

941 11:00 
최저

The Lowlife
120min / 45p / Ⓧ

945 10:30 
우리 집
Our House
80min / 53p / Ⓖ

949 11: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9

Fantastic Short Films 9
73min / 64p / ⑫

953 11:00 
로메르를 찾아서 
Looking for Rohmer
83min / 52p / Ⓖ

943 17:00 
벼룩 잡는 사무라이

Flea-picking Samurai
110min / 51p / Ⓧ

947 16:00 
어두움

The Dark
95min / 32p / ⑱

951 15:30 GV
고독한 늑대의 피
The Blood of Wolves
126min / 42p / ⑮

955 16:30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87min / 36p / ⑮

942 14:00
배드 지니어스

Bad Genius
130min / 83p / ⑮

946 12:30 
수상작 상영 2
Awarded Title 2

950 13:00 
바스터즈

The Bastard and the Beautiful World
105min / 49p / ⑫

954 13:00 
타이거는 살아있다

Tiger is Alive
158min / 84p / Ⓖ

944 19:30 
수상작 상영 1
Awarded Title 1

948 20: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0

Fantastic Short Films 20
76min / 72p / ⑱

952 20:00
업그레이드

Upgrade
100min / 48p / ⑱

956 18:30 
악령의 상자, 에즈라

EZRA
145min / 44p / ⑫

938 15:30 
극한캠프

Ruin Me
87min / 47p / ⑱

[ * ] '비밀의 가족' 상영(930)은 영어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The Mysterious Family' screening (930) dose not provide English subtitles.

 * 

7/20 Fri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FA
City Hall, 
Fantastic 
Cube(1F)

MM
Korea 
Manhwa 
Museum

SO2
CGV
Sopoong 2

SO3
CGV
Sopoong 3

SO4
CGV
Sopoong 4

SO5
CGV
Sopoong 5

SO6
CGV
Sopoong 6

BU3
CGV
Bucheon 3

BU4
CGV
Bucheon 4

BU5
CGV
Bucheon 5

BU6
CGV
Bucheon 6

BU7
CGV
Bucheon 7

SS
Solan 
Art hall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FREE 14:00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남북영화

Stepping-Stones to Reunification: North and South Korean Films
120min / 77p 

801 19:00
폐막식 + 시크릿 슈퍼스타

Closing Ceremony + Secret Superstar
31p / Ⓖ

802 13:30
유리고코로

Yurigokoro
128min / 48p / ⑮

805 12:30
악령의 화가

Don't Leave Home
87min / 51p / ⑫

808 12:00 GV
잠자는 미녀의 한계

The Limit of Sleeping Beauty
89min / 33p / ⑮

811 13:00
한여름의 판타지아

A Midsummer's Fantasia
97min / 85p / Ⓖ

815 12:30 GV
성스러운 것
The Sacrament
90min / 33p / ⑫

819 12:30 GV
딥

Deep
86min / 37p / ⑱

822 14:30
동물 안락사

Euthanizer
85min / 44p / ⑮

825 12:30 
염력

Psychokinesis
101min / 40p / ⑮

828 14:20 GV
데스트랩

The DMZ
93min / 37p / ⑮

831 13:00
이튼 얼라이브

Eaten Alive
91min / 79p / ⑮

834 13:30 
공포의 휴가길

The Hills have Eyes
89min / 78p / ⑱

837 14: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1

Fantastic Short Films 21
89min / 74p / Ⓖ

814 10:30
한 형제의 은밀한 계획

Brothers' Nest
98min / 50p / ⑮

803 17:00
바이러스 트로피칼

Virus Tropical
96min / 54p / ⑮

806 15:00 GV
오늘도 평화로운

Super Margin
90min / 40p / ⑮

809 15:00 GV
폐쇄병동

The Closed Ward
111min / 38p / ⑮

812 16: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7
Fantastic Short Films 17
73min / 70p / ⑱

816 15:30 GV
뷰티풀 뱀파이어

Beautiful Vampire
72min / 39p / Ⓖ

820 15:30 GV
청춘빌라 살인사건

Dogs in the House
93min / 37p / ⑮

823 17:00 
11월

November
115min / 53p / ⑮

826 16:00 
블루 마이 마인드

Blue My Mind
97min / 50p / ⑮

829 17:30 
부동산

The Real Estate
88min / 53p / ⑱

832 15:30 GV
타워, 눈부신 날
Tower. A Bright Day
106min / 34p / ⑮

835 16:30
법사

Wizard
81min / 55p / ⑮

838 17: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
Fantastic Short Films 1
69min / 60p / ⑫

804 20:00 
무타푸카즈

Mutafukaz
93min / 46p / ⑱

807 19:30
카니바

Caniba
90min / 58p / ⑱

810 19:30 
신을 죽여라

Killing God
92min / 45p / ⑱

813 19:00 
보안관

The Ranger
80min / 46p / ⑱

817 20:30 
소년범의 일기

Diary of My Mind
70min / 50p / ⑮

821 19:30 
작년 겨울, 너와 이별

Last Winter, We Parted
118min / 52p / ⑮

824 20:00 
잠식

Sultry
96min / 54p / ⑮

827 19:30 
강철비

Steel Rain
139min / 77p / ⑮

830 20:00 
공포의 침입자

Terrified
87min / 48p / ⑮

833 20:00 
디 엔드?

The End?
98min / 44p / ⑮

836 19:30 
굶주린

Ravenous
100min / 47p / ⑫



아이콘
Icons

예측하기 힘든 버라이어티한 내용과 실험적인 비주얼로 그동안 영화 선택에 어려움을 겪으셨을 관객분들을 위해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과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아이콘을 리뉴얼하여 새롭게 선보입니다.다양한 취향 및 최신 유행을 반영한36개의 키워드와 웹툰작가 도나스의 감각적인
그림체로 재탄생한 아이콘은 관객 여러분들의 색다른 영화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Ifyouhaveexperienceddifficultiespickingamovietowatchamongwidevarietyofcontentsandexperimentalvisualsoftheselected
titles,these36iconswillhelpyoutofindyourfavoritefilms.Weannounceswithdelighttherevivaloftheiconswhichwerebeloved
fromourpasteditions.36iconsbasedonkeywordswhichencompassdiversepreferencesandup-to-datetrendwererenewedin
collaborationwithDONA$,webtoonartist,whoiswellknownforhisuniquesenseindepictingdetails.Pleaseenjoyawholenew
guideforyourmoviechoice.

밀실
Claustrophobia

초능력
Psychic

식인
Cannibal

마약
Drugs

섹스
Sex

악령
Evil Spirit

좀비
Zombies

로봇
Robots

괴물
Monsters

SF
Sci-Fi

히어로
Heroes

뱀파이어
Vampires

외계인
Aliens

성기노출
Full Frontal

누드
Nudity

장기
Organs

LGBTQ
LGBTQ

깜짝놀람
Screamer

사후세계
Life After Death

시체애호
Necrophilia

고문
Torture

시네마스코프
Cinemascope

싸이코패스
Psychopath

하드고어
Hardgore

스포츠
Sports

코미디
Comedy

눈물
Tears

미녀
Bombshell

미남
Pin-up Boy

음악 & 춤
Music & Dancing

로맨스
Romance

가족
Family

버디무비
Buddy Movie

스쿨걸
Schoolgirl

액션
Action

걸 파워
Girl's Power

ICON

29Icons

7/22 Sun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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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 Hall, 
Fantastic 
Cube(1F)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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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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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Sopoong 2

SO3
CGV
Sopoong 3

SO4
CGV
Sopoong 4

SO5
CGV
Sopoong 5

SO6
CGV
Sopoong 6

BU3
CGV
Bucheon 3

BU4
CGV
Bucheon 4

BU5
CGV
Bucheon 5

BU6
CGV
Bucheon 6

BU7
CGV
Bucheon 7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1001 11:00
비스트

Beast
107min / 32p / ⑮

1005 11:00 
하쿠나 마타타 폴레 폴레

Hakuna Matata Pole Pole
97min / 40p / Ⓖ

1009 11:30 
옆자리 괴물군

My Little Monster
105min / 52p / Ⓖ

1013 12:00
워킹 데드 나잇

The Night Eats the World
93min / 46p / ⑫

1017 11:00 
11월

November
115min / 53p / ⑮

1021 10: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4
Fantastic Short Films 14
69min / 67p / ⑮

1025 11: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6

Fantastic Short Films 6
75min / 63p / ⑱

1029 13: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5

Fantastic Short Films 5
66min / 62p / ⑮

1033 10:30 
잠식

Sultry
96min / 54p / ⑮

1036 11:0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3
Fantastic Short Films 13
73min / 66p / ⑫

1040 11:30 
수상작 상영 3
Awarded Title 3

1044 12:00
불량가족, 행복의 맛
Goodbye, Grandpa!
104min / 51p / ⑮

1048 11:00 
수파 모도

Supa Modo
74min / 57p / Ⓖ

1002 13:30 
논스톱: 다마스커스 타겟

Damascus Time
113min / 50p / ⑫

1006 14:00 
어둠의 사투

Monkey Shines
115min / 79p / ⑱

1010 14:00 GV
그날, 바다

Intention
110min / 77p / ⑮

1014 14: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2
Fantastic Short Films 12
68min / 66p / Ⓖ

1018 14:00
아임 크레이지

I'm Crazy
86min / 52p / Ⓖ

1022 13: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Fantastic Short Films 8
70min / 64p / ⑱

1026 14:00 
세인트 아가타

St. Agatha
98min / 47p / ⑱

1030 15:30 
사탄의 숭배자

Satan's Slaves
106min / 47, 83p / ⑮

1034 13:00
깜짝상영 3
Surprise Screening 3
120min / p

1037 13:00
빙과

Hyouka: Forbidden Secrets
114min / 51p / ⑮

1041 14:00
방화 
Youth
135min / 55p / Ⓖ

1045 15:00
동물 안락사

Euthanizer
85min / 44p / ⑮

1049 13:00 
킬러, 그녀

Yaru Onna -She's a Killer-
84min / 48p / ⑮

1003 16:30 
곤지암

Gonjiam: Haunted Asylum
94min / 39p / ⑮

1007 16:30 
공포학원

The Blue Choker
104min / 43p / ⑫

1011 17:30 
화성의 유령들

Ghosts of Mars
98min / 81p / ⑱

1015 17:00 
깜짝상영 2
Surprise Screening 2

1019 16:30 
수상작 상영 4
Awarded Title 4

1023 15: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0
Fantastic Short Films 10
70min / 65p / ⑱

1027 17:00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Fantastic Short Films 11
69min / 65p / ⑮

1031 18:20 
보안관

The Ranger
80min / 46p / ⑱

1035 16:30 
굶주린

Ravenous
100min / 47p / ⑫

1038 16:30 
감시자들

Cold Eyes
118min / 76p / ⑮

1042 17:30
거주자

The Inhabitant
93min / 45p / ⑮

1046 17:30 
깜짝상영 4
Surprise Screening 4

1050 15:30
삼촌

The Uncle
100min / 38p / ⑱

1004 19:00 
맨디

Mandy
121min / 59p / ⑱

1008 19:00 
에어리언

Alien
117min / 80p / ⑮

1012 20:00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THE GOOD, THE BAD, THE WEIRD
130min / 76p / ⑮

1016 20:00 
도축업자, 창녀 그리고 외눈박이 남자

The Butcher, the Whore and the...
105min / 43p / ⑱

1020 19:30
유리고코로

Yurigokoro
128min / 48p / ⑮

1024 19:00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Mad Max: Fury Road
120min / 81p / ⑮

1028 19:3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Fantastic Short Films 15
72min / 68p / ⑮

1032 20:30
비트

Beat
113min / 75p / ⑱

1039 20:00 
그녀에게는 죄가 없다

The Hungry Lion
78min / 51p / ⑮

1043 19:30 
나이트메어

A Nightmare on Elm Street
91min / 78p / ⑱

1047 20:00 
에피쿠엔 잔혹사

What the Waters Left Behind
98min / 48p / ⑱

1051 18:00
율레니아

Eullenia
127min / 51p / ⑮

[ * ] '비트' 상영(1032)은 영어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Beat' screening (1032) does not provide English subtitles.

 *



개막작30

주인에게 버려져 하루아침에 유기견이 된 뭉치는 폐허가 된 재개발 지역에 숨어 사는 짱아 일행을 만나게 된다. ‘기다리
라’는 주인의 거짓말을 믿고 싶었지만 결국 버려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뭉치는 짱아들과의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어
느 날 숲속에서 야생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밤이 일행을 만나게 된다. 도시의 편리함에 익숙한 짱아 일행과 야생의 습
성을 지키려는 밤이 일행,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이들은 철거와 잔혹한 개 사냥꾼을 피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는 ‘그곳’을 향해 모험을 떠나게 된다. 위험천만한 도로와 날카로운 철조망을 넘고 개 사냥꾼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 조
금씩 조금씩 북쪽 방향으로 향하는 그들은 아름다운 풀밭과 반딧불만이 가득하다는 ‘그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언더독>은 제목 그대로 주류가 아닌 소외된 이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세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감동과 대중적 
재미를 선사한다. 모든 폭력과 반목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자연과 행복만이 가득한 유토피아를 향해 가는 개들의 여정 
과 그들이 목도하는 풍경은 그 자체로 이념과 경계, 차이를 넘어 전쟁을 불식시키고 평화를 향해가고 있는 최근의 현실
을 예견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하다.

Abandoned dog Moong-chi runs into a dog called Jjang-ah and his pack, which hide in a derelict re-devel-
opment area. Moong-chi wants to believe his owner’s last words to him, “Wait for me!” but finally accepts 
the reality of being abandoned and gets used to living with Jjang-ah and his pack. One day he comes across 
another lead dog called Bam-i and his pack, which live wild in the woods. Jjang-ah’s pack are used to the con-
venience of the city but Bam-i and his lot try to stay wild; both are dogs with different lifestyles and they go on 
adventures to ‘The Place’ where every dog can live happily away from the demolition and brutal dog hunt-
ers. Crossing busy roads, jumping barbed wire fences and hiding from the tenacious dog hunters, they slowly 
head north. Will they arrive in ‘The Place’ which is full of beautiful fields and fireflies without any danger?
As the title suggests, this film delivers both deep emotions and a sense of fun through a group of alienat-
ed characters in their journey to find a beautiful world together. The Underdog showcases a new realm of 
Korean feature animation both in subject matter and expression. The dogs’ journey to their utopia, and the 
scenery they witness on the way foresee the recent reality that war has ended and is heading for peace.

Korea | 2018 | 100min | WP | Ⓖ
오성윤, 이춘백 
OH Sung-yun, LEE Chun-baek

언더독 
Underdog

149 BU8 7/13 19:30 GV

오성윤, 이춘백
<언더독>(2018)은 한국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 성적을 기록
한  <마당을 나온 암탉>(2011)을 만든 오성윤 감독이 이춘백 
감독과 협업하여 만든 두 번째 작품이다. 성인 애니메이션 
<누들누드2>(1999), <고인돌>(2000)을 제작한 이춘백 감독
이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참여하고, 극장판 애니메이션  <아기
공룡 둘리-얼음별 대모험>(1996)을 기획, 제작한 오성윤 감
독이 연출을 맡았다.

애드바이트 찬단
1987년, 인도 뭄바이 출생. <허니문 트래블 Pvt.Ltd.>(2007)
의 조연출로 영화 커리어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발리우드 히
어로>(2009)에서 조연출, <도비 가트>(2010)에서는 캐스팅 
디렉터이자 후반작업 총괄로 경력을 쌓아왔다. <시크릿 슈퍼
스타>(2017)는 직접 각본과 연출을 맡은  감독 데뷔작이다.

OH Sung-yoon, LEE Choon-baek
The Underdog (2018) is the second project that Lee 
and Oh collaborated after their first project Leafie, a 
Hen into the Wild (2011) which marked a record high box 
office in Korean animation history. Lee, known for Nudl-
Nude 2 (1999), Goindol (2000) participated as animation 
director and Oh as director who has produced A Little Di-
nosour Doolie - The Adventure of Ice Planet (1996) where 
he took part in from development stage.

Advait CHANDAN
Born in Mumbai, India in 1987. He started his career 
in film Honeymoon Travels Pvt.Ltd (2007) as third as-
sistant director and also participated in the short film 
Positive in the same year. Continually, he did work as 
a assistant director in Bollywood Hero (2009) and as a 
casting director, post production supervisor in Dhobi 
Ghat (2010). Secret Superstar is his debut movie as a 
writer and director.

개막작 Opening Film 폐막작 Closing Film

14살 소녀 인시아는 가수가 되고 싶은 것이 꿈이다. 그녀의 어머니는 딸의 꿈을 이루어 주고 싶지만 폭력적이고 지극
히 가부장적인 아버지는 인시아가 그저 빨리 결혼하여 평범하게, 아니 한 남자의 소유물로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노
래를 부르고 싶던 인시아는 얼굴을 가리고 노래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린다. 그 영상은 화제가 되고, 소녀의 꿈이 이
루어질 순간이 다가온다. 하지만 아버지는 막무가내. 어머니에 이어 인시아의 인생마저 파괴하려 든다. 
<시크릿 슈퍼스타>는 <당갈>(2016)에 이어 인도에서 살아가는 여성의 힘든 현실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영화다. 다
시 아미르 칸이, 여성에게 분명하게 손을 내밀고 있다. 아미르 칸은 쇠락한 가수이자 프로듀서로 등장한다. 인시아
에게 그녀가 일어서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사회와 세상은 그 얼마나 어리석은가. 인도의 현실을 담아낸 <시크릿 슈퍼스타>의 풍경은 구체적인 상황은 다
르지만, 여성에게 억압적인 사회라는 지점에서 한국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 <시크릿 슈퍼스타>는 세련되게 여성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인시아와 여성에게 공감하며 눈물 흘리고 박수치게 만든다. 유감없이 인도영화의 저력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14-year-old Insia dreams of becoming a singer. Her mother wants to help her achieve this, but her fa-
ther is an extremely patriarchal and violent man: he wants her to get married soon and live an ordinary 
life as another man’s possession. Insia uploads a video clip of her singing with her face covered. Her 
video goes viral and it looks like her dream is going to come true, but her father will not change his 
mind; he even tries to destroy Insia’s life and her mother’s.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Dangal (2016), Secret Superstar touchingly depicts the hard life of women 
in India. Playing a failing singer and producer, Aamir Khan encourages Insia to go her own way. How 
ridiculous is a society where people have to give up their dreams solely because they are women? This 
scene in Secret Superstar is very much a reality in India, but it’s not far away from how it is in Korea too, 
as Korean society is also oppressive for women. Secret Superstar speaks out about women’s reality in a 
refined manner, inspiring viewers both to cry and applaud, empathizing with Insia and women around 
the world. It also demonstrates the power of Indian film to the full.

India | 2017 | 150min | KP | Ⓖ
애드바이트 찬단 
Advait CHANDAN

시크릿 슈퍼스타  
Secret Superstar

904 CH 7/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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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이스
Bucheon Choice
전 세계 장르영화의 새로운 경향과 떠오르는 재능에 주목하는 부천 초이스: 장편 섹션. 올해 여성영화인들의 약진이 눈에 띄는 가운데, 상업영화 위주의 산업 구조 
속에서 독립적인 제작과 창조적 실험정신을 보여주는 12편의 장편 경쟁작을 엄선하였다.
부천 초이스: 단편 섹션에서는 압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다양한 스타일과 주제의식으로 장르적 쾌감을 선사하고 강렬한 이야기를 담아낸 단편들을 선보인다. 
강한 주제의식을 담아낸 블랙코미디는 물론 B급 감성 넘실대는 독특한 스타일의 B무비에 이르기까지, 오직 BIFAN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단편 12편을 엄선하였다.
With the views subverting the values and the talents creating new styles, Bucheon Choice: Features invites twelve films that challenge the genre conven-
tions. This year’s Bucheon Choice finds amazing advance of female directors, and the growth of independent production system in the genre film industry. 
This year’s Bucheon Choice: Shorts invites short films that put a powerful story in compressed time and space. The twelve selected shorts presenting 
various styles and themes offer the pleasure specific to the genre or new interpretation beyond genre stereotypes.

235 SO6 7/14 17:30 
424 SO6 7/16 14:00 
1001 CH 7/22 11:00 

UK | 2018 | 107min | KP | ⑮
마이클 피어스 
Michael PEARCE
작은 섬 그리고 보수적인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고립되
어 지내는 몰. 그런 그녀가 그 어떠한 속박도 없이 자유
롭게 살아가는 남자 파스칼을 만나서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쇄 살인 사건
의 용의자로 파스칼이 체포되고 난 뒤 그녀의 어떠한 선
택이 당연한 것일까? 

A troubled young woman falls for a mysterious 
outsider who empowers her to escape from her op-
pressive family. When he comes under suspicion for 
a series of brutal murders she vigorously defends 
him and finds out what she is truly capable of.

비스트
Beast

Austria | 2018 | 95min | AP | ⑱
저스틴 P. 랭 
Justin P. LANGE

118 SO4 7/13 14:30 
522 SO6 7/17 15:30 
947 BU5 7/21 16:00 

식인을 하는 구울인 10대 소녀 미나는 자신의 출신 성분
을 저주하고 부정한다. 그럼에도 그녀는 방금 숲 속에서 
남자 한 명을 먹어 치웠다. 그리고 그 남자가 납치해 온 
눈이 먼 소년 알렉스를 바라본다. 눈이 멀어 자신을 볼 
수 없는 소년을 소녀는 바라본다.   

Mina is a teenage undead ghoul cursed to haunt 
her childhood home in the woods, killing and 
devouring those entering it. She discovers Alex, 
a victim kidnapped and blinded by the man she 
just devoured, and begins to feel compassion 
towards the boy.

어두움 
The Dark

Korea | 2018 | 90min | WP | ⑮
유은정 
YU Eun-jeong

119 SO4 7/13 17:00 GV
315 SO3 7/15 15:30 GV
725 BU3 7/19 12:00 GV

도시 외곽, 공장에서 일하며 홀로 살아가던 혜정은 어
느 날 밤 자신의 방에서 유령이 되어 눈을 뜬다. 하루하
루 거꾸로 흘러가는 유령의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구하
고자 하는 혜정은 살아있을 때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
의 상처와 슬픔을 엿보게 되고 서로의 죽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Hye-jeong works in a factory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All she wants is to live alone in peace. 
One night, however, she finds she has become a 
ghost. As a ghost, she goes back in time, day by 
day, and tries to keep out of harm’s way.

밤의 문이 열린다 
Ghost Walk

Bucheon Choice

301 CH 7/15 10:00 
623 SO6 7/18 14:00 GV
808 SO3 7/20 12:00 GV

Japan | 2017 | 89min | KP | ⑮
니노미야 켄 
NINOMIYA Ken
10년째 마술사의 조수로 일하는 29살의 아키는 오디션
에서 프로듀서의 눈에 들어 마침내 스타가 된다. 하지만 
그게 정말일까? 과거와 현재, 현실과 망상 그리고 악몽
이 뒤섞인 아키의 현실은 카오스가 된다. 2015년 유바
리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은 중편을 셀프 리
메이크한 장편 데뷔작.

Magician’s assistant Aki has lost the will to live. 
Feeling empty inside, she fakes being hypno-
tized on stage, and in the blurred line between 
reality and illusion, she drifts into her only beau-
tiful memory: time spent with her lover.

잠자는 미녀의 한계 
The Limit of Sleeping Beauty

223 SO4 7/14 12:40 
413 SO2 7/16 20:00 
718 SO5 7/19 12:00 

222 SO4 7/14 10:30 
622 SO5 7/18 19:00 GV
721 SO5 7/19 19:30 GV

Italy | 2017 | 90min | KP | ⑫
풀비오 리술레오 
Fulvio RISULEO
빵가게에서 일하는 테코는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
상하게 날아가는 갈매기를 발견한다. 갈매기에 이끌려 
옆집 옥상으로 넘어간 테코는 가면 쓴 아이들을 비롯한 
수상한 “옥상 사람들”을 만난다.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
된 옥상 점프는 종교와 사상, 시간과 세대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모험이 된다

Teco is a young bakery assistant. After meeting 
a group of masked children who gather on the 
rooftops to escape the adult world, he has ad-
ventures crossing over the roofs of buildings.

지붕 위의 모험 
Look Up

Japan | 2017 | 90min | IP | ⑫
이와키리 이소라 
IWAKIRI Isora

331 SO6 7/15 17:30 
630 BU4 7/18 13:30 GV
815 SO5 7/20 12:30 GV

대학 영화 서클에 내려오는 도시괴담. 4년마다 학생이 
찍는 영화에 의문의 여성이 등장한다. 그녀를 주인공으
로 찍은 영화는 대성공을 거둔다는 것. 정말로 나의 영
화에 그녀, 미나미가 나타났다. 그녀는 정말 귀신일까? 
청춘물과 도시괴담, 라이트노벨, 유튜브 등 신세대의 감
각이 담긴 영화.

Ghost story girl appears once every four years 
in the film club, and the movies she stars in are al-
ways masterpieces. One day, Isora invites a silent 
black-haired girl named Minami to help make the 
movie, and the legend seems to come true.

성스러운 것 
The Sacrament

153 CH 7/13 24:00
226 SO4 7/14 20:00 GV
736 BU6 7/19 17:00 

France, UK | 2017 | 108min | KP | ⑱
코랄리 파르쟈 
Coralie FARGEAT
바비인형의 외모를 가진 제니퍼는 애인의 사냥 행사에 
동행하고 애인 친구들의 질퍽한 눈길을 받는다. 제니퍼
는 성폭행을 당하고 사실을 들은 애인은 합의를 종용하
다 결국 동료들의 편을 들어 제니퍼를 죽여버린다. 뜨거
운 사막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는 극한의 고통을 
이기고 부활하는데…

Jen goes around with three rich married men. 
Together they get into in a hunting game in a des-
ert canyon, but things start to go awry; she gets 
raped and then she’s pushed off a cliff. Having 
managed to survive, she hunts her rapists down.

리벤지 
Revenge

Philippines | 2017 | 96min | AP | ⑫
트렙 몬테라스 2세 
Treb MONTERAS II
힙합은 거리에서 태어난다. 폭력적인 두테르테 정권 하
의 필리핀 빈민가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보고 들은 것, 느낀 것을 그대로 내뱉는 아이들의 랩은 
지금 필리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정치적이
지만 다정다감하게 빈민가 아이들의 랩 배틀을 그려낸 
신나고도 뭉클한 영화.

Hendrix, an aspiring young rapper, sets his 
sights on underground rap battles in the slums 
of Pandacan, Manila. At a time of political turmoil 
and terrifying uncertainty, Respeto is a timely re-
minder that true hip hop has a political voice.

거리의 래퍼 
Respeto

229 SO5 7/14 15:30 
417 SO4 7/16 11:30 
737 BU6 7/19 19:30 GV

Thailand | 2018 | 92min | KP | ⑱
봉코드 벤차롱쿤 
Bongkod BENCHARONGKUL 
스캔들로 위기에 몰린 여배우 요는 암에 걸리게 된 것을 
알게 된 친구 핌과 함께 도피성 여행을 떠난다. 우울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인 요와 핌은 결국 폭력을 휘두르던 남
자를 죽여버린다. 시체 처리를 고민하던 요와 핌은 지인
에게 도움을 청한다. 요를 연기한 배우의 감독 데뷔작.

Yo is a falling star actress, while Pim is a classical 
dance student who has cancer of the eye. On dis-
covering Pim’s mother has been severely beaten 
by her stepfather, Yo fights and accidentally kills 
him. From here, a tragic story unfolds, one that 
ruins Yo and Pims’ relationship and their lives.

새드 뷰티 
Sad Beauty

Nadia Alexander als MINA und Toby Nichols als ALEX 
ⓒ DOR FILM / Christopher Katsarov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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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SO2 7/15 15:20 
512 SO3 7/17 14:00 
832 BU6 7/20 15:30 GV

Poland | 2017 | 106min | KP | ⑮
야고다 셸츠 
Jagoda SZELC
외딴 시골 마을에서 남편, 편찮으신 어머니 그리고 딸 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뮬라에게 그녀의 여동생이 6년 만
에 찾아온다. 니나의 생물학적 엄마인 여동생이 행여나 
니나를 다시 데려갈까 뮬라는 노심초사하지만, 그녀의 
여동생은 다른 목적을 갖고 나타난 듯하다.

Mula has been raising her sister’s child as her 
own. When her sister suddenly returns, Mula 
is deeply concerned she might want her child 
back. Yet the reason for her visit is very different.

타워, 눈부신 날  
Tower. A Bright Day

USA | 2018 | 91min | KP | ⑱
사라 대거 닉슨 
Sarah DAGGAR-NICKSON

120 SO4 7/13 20:30 GV
442 BU7 7/16 17:00 
638 BU6 7/18 19:30 

새디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학대를 당한 여성이다. 이
후 그녀는 남은 일생을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피해자
들을 구출하는데 온 힘을 다 쏟기로 결심한다. 물리적인 
폭력의 힘을 기르기 위해 스스로를 가혹하게 밀어붙여 
흘린 그녀의 피와 땀은 고스란히 전남편을 향한 복수로 
보상받을 것이다.

Sadie has a mission for herself in life to remove 
abusive partners in relationships. She wears wigs 
and makeup to disguise what she looks like each 
time. She trains hard and fights harder with a good 
reason; to track down and kill her ex-husband.

복수자 
A Vigilante

302 CH 7/15 12:00 
422 SO5 7/16 16:00 GV
637 BU6 7/18 14:00 GV

Mexico | 2017 | 83min | AP | ⑫
이사 로페즈 
Issa LÓPEZ
마약과의 전쟁이 휩쓴 멕시코시티는 폭력이 일상화되
어 있고, 에스텔라의 엄마 역시 행방불명된다. 부모 잃
은 고아들이 모인 곳을 찾은 에스텔라에게 엄마의 유
령이 계속 나타나는데... 에스텔라는 죽은 자들의 목소
리에 이끌려 폭력과 악, 그리고 자신 속의 공포와 싸워
야만 한다.

In Mexico, life is grim: cities turned into ghost 
towns by drug wars. This dark tale follows a 
gang of five children trying to survive the horrific 
violence of the cartels.

호랑이는 겁이 없지 
Tigers are Not Afraid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104 CH 7/13 19:30 GV
248 BU5 7/14 12:30 GV
719 SO5 7/19 14:30 

USA | 2018 | 12min | AP
마리아마 디알로 
Mariama DIALLO
브루클린의 흑인 전용 미용실에 한 여자가 들이닥친다. 
아프로 헤어스타일을 요구하는 이 흰 피부의 빌런은 머
리가 완성되자 매우 흡족해한다. 흑인 문화를 피상적으
로 소비하는 백인들의 세태를 꼬집는 이 스타일리시한 
단편은 올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상영되어 큰 화제를 모
았던 작품이다.

In a black hair salon in gentrifying Brooklyn, the 
local residents fend off a strange new monster: 
white women intent on sucking the lifeblood 
from black culture. Jury Award winner of 2018 
Sundance Film Festival.

헤어 울프 
Hair Wolf

Poland, Belgium, Croatia | 2017 | 15min | AP 
카타르지나 곤덱 
Katarzyna GONDEK
어느 날, 사슴뿔이 달린 아이가 태어난다. 아버지는 아
이의 뿔을 정기적으로 잘라내고, 소년으로 성장한 아이
는 스스로 자신의 뿔을 자르고 다듬는다. 소년은 아버지
를 따라 사슴사냥을 나가지만 내면의 뿔은 잘라낼 수 없
다는 것을 알게 된다.

One day, a baby with deer antlers is born. He ha-
bitually trims these horns, just like his father had 
done for him as grew up. Later, the father and 
son go deer hunting together sometimes but the 
boy knows that he cannot remove the antlers 
that grow in his mind.

사슴소년
Deer boy

Japan | 2018 | 20min | AP
스가이 신야 
SUGAI Shinya
좀비가 인간들의 기호품으로 전락한 미래. 좀비를 양산
해내는 공장에서 사고로 생산 중인 좀비들이 탈출하고 
공장을 견학하던 주인공들은 좀비떼에게 쫓기게 된다. 
일본에서 CG 전문가로 활동하던 감독의 첫 연출작으로 
완성도 높은 작화와 속도감 있는 전개가 어우러져 뛰어
난 오락성을 선사한다.

Humanity has grown a taste for zombies. A trio 
of self-centered millennials visit a zombie farm 
and get trapped with a horde of undead running 
amok. Overcoming generation gaps becomes a 
matter of survival.

좀비공장  
Walking Meat

Spain | 2017 | 16min | KP 
알베르트 핀토, 카예 카사스 
Albert PINTÓ, Caye CASAS
자신의 장례식 날 기적처럼 부활한 남자. 하지만 아내와 
어머니는 완벽하게 준비한 장례식을 망칠 수 없다며 다
시 죽어달라 한다. 타인을 의식하여 거짓된 이미지로 스
스로를 감추는 인간의 어긋난 욕망과 관계의 허상을 선
혈이 낭자한 블랙코미디로 파헤친 작품.

A man is miraculously revived on the day of his 
funeral. However, his wife and mother say they 
don’t want to spoil the fully-prepared funeral, so 
they ask him to die again. This black comedy ex-
poses the false desires of people wanting to hide 
behind false images.

죽어야 사는 남자  
RIP

Korea | 2018 | 16min | IP
서보형 
SEO Bo-hyung
수진은 룸메이트인 미경의 죽음을 목격하고 형사에게 
진술하는 중이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대화는 서걱
거리고 그들 사이엔 거리감이 발생한다. 진실과 거짓,  
진짜와 가상의 관계를 통해 본질에 관해 탐구하는 실
험적인 단편.

A man and woman are talking. They find a lot 
in common, which ironically puts distance be-
tween them rather than bringing them together. 
Soh explores what true identity is through the 
nature of actors who play fictional roles.

솧 
Soh

Japan | 2017 | 20min | KP
릭 가와나카 
Rick KAWANAKA
괴한에게 납치된 연인을 구출하려는 주인공.  피도 눈물
도 없는 괴한에 비해 너무도 미약한 그지만 사랑의 힘
은 그 이상이다.  중의적인 제목처럼 대사 한마디 없는 
강렬한 이미지와 액션이 인상적인 스타일리시한 작품.

This looks like an all too familiar, somewhat cli-
chéd story of rescuing a loved one kidnapped by 
an unidentified villain, but the multiple hidden 
meanings in the title of this movie, slowly but 
surely begin to reveal themselves.

노 라인 
No Line

⑱

부천 초이스
‘부천 초이스’는 BIFAN의 국제 경쟁부문이다. 상식을 뛰어 넘는 새로운 세계관, 독창적인 스타일, 장르 문법의 실험과 진보를 보여 주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국내외 영화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장편 3개, 단편은 2개 부문을 선정하고, 장·단편 관객상은 관객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부천 초이스: 장편

· 작품상 (상금 2,000만원)
· 감독상 (상금 500만원)
· 심사위원 특별상 (상금 500만원)
· 장편 관객상

부천 초이스: 단편

· 단편 작품상 (상금 500만원)
· 단편 심사위원상 (상금 300만원)
· 단편 관객상

Bucheon Choice
International competition Bucheon Choice presents films that show innovative, experimental spirit with a unique vision and style. Three 
feature film awards and two short film awards are selected by international jury, and Audience Awards are determined by audiences’ votes.

Bucheon Choice: Features

· Best of Bucheon (KRW 20,000,000)
· Best Director Choice (KRW 5,000,000)
· Jury’s Choice (KRW 5,000,000)
· Audience Award

Bucheon Choice: Shorts

· Best Short Film (KRW 5,000,000)
· Jury’s Choice for Short Film (KRW 3,000,000)
· Audience Award for Short Film



부천 초이스: 단편36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131 BU3 7/13 15:00 GV
243 BU4 7/14 13:00 GV
955 BU7 7/21 16:30 

Finland | 2018 | 15min | AP
일리야 라우치 
Ilja RAUTSI 
예기치 않은 사고 후 낯선 이들로 가득한 집에서 깨어
난 여성. 남자들은 그녀에게 끝없는 설명을 해대고 한
계에 이른 그는 마침내 폭발하고 만다. 호러 장르의 관
습을 강렬하게 비틀어 젠더와 사회적 통념을 통렬하게 
풍자한 작품.

After an unexpected accident, a woman wakes 
up in a house full of strangers. The men end-
lessly explain to her, until she reaches the end 
of her tether and finally explodes. This satire on 
gender and social myth powerfully twists the 
horror genre.

헬싱키 맨스플레인 대학살 
Helsinki Mansplaining Massacre

Taiwan | 2018 | 30min | WP
장상안 莊翔安 
CHUANG Shiang-An
외도하는 남편과 성인이 된 딸을 둔 중년의 여성. 권태
로운 일상을 살던 그녀는 우연히 10년 전 쓰던 낡은 탁
구채 하나를 발견한다. 친구가 운영하는 탁구장을 찾은 
그녀는 그곳에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다.

A middle-aged mother with an unfaithful hus-
band and an adolescent daughter, breaks her 
humdrum routine and searches for a worn out 
ping-pong paddle she used ten years ago. She 
visits a table tennis court run by a friend and has 
a very strange experience in there.

어머니 탁구교실 媽媽桌球  
Mama Pingpong Social Club

France | 2017 | 5min | AP
토마 카두 
Thomas CADOUX
벌거벗은 인간 고기들이 레스토랑 뒷문으로 줄줄이 들어
선다. 한낱 식재료일 뿐인 인간 고기 하나가 자유를 향해 
도망치다 붙잡힌 그 순간, 삶을 향한 외마디 외침을 지른
다. ‘먹는다’는 원초적인 욕구를 통한 인간의 비뚤어진 욕
망과 탐욕을 서늘하게 그린다.

Live humans used for food walk in through the 
back door of the restaurant. One of them gets 
caught trying to escape and cries for help. Isn’t 
there enough unnecessary killing going on in this 
world already?

허기 
Hunger

Japan | 2017 | 15min | IP 
사카모토 유고, 츠지 나기코 
SAKAMOTO Yugo, TSUJI Nagiko
괴팍한 사장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일하는 여성. 우연히 절
대 열어서는 안 되는 빵집의 비밀문을 열면서 지구는 위
험에 처하게 된다. 작고 허름한 동네 빵집에서 일어나는 
포복절도하는 소동극.  어이없는 상황의 연속 속에 정신
없이 웃는 사이  문득 고로케가 먹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A woman working under a bad-tempered baker 
discovers a bakery secret that should never have 
been revealed - a secret that threatens the entire 
planet. You’ll definitely want to eat croquettes 
after this weird incident in a shabby neighbor-
hood bakery.

빵 
Pan

Switzerland | 2017 | 7min | AP 
데니스 레더거버 
Dennis LEDERGERBER
노년의 남자, 그는 폴리 아티스트로서 하나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해 효과음이 되어줄 소
리를 만든다. 깊게 파인 그의 주름만큼이나 하나, 하나 
정성을 다해 소리를 조립하는 장인정신의 깊이는 숭고
할 지경이다. 하지만 완성된, 그가 수집한 소리 하나에
는 비밀이 있다.

A man of old age, he is a poly artist and he makes 
a sound to be a sound effect in every way to 
complete a story. The depth of craftsmanship, 
which combines sound with great care, is as pro-
found as his deep wrinkles.

설원의 소녀 
The Girl in the Snow

Canada | 2017 | 15min | AP
프레데릭 니건 트루델 
Frédérick Neegan TRUDEL
한물간 일루셔니스트 에스타쉬는 아들과 함께 인기 없
는 삼류 마술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오래된 동료
는 아들에게 재능이 있으니 그만 기회를 주라 재촉하
고, 텅 빈 객석 역시 그의 은퇴를 바라는 것만 같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불식시킬, 목숨을 건 마술쇼를 하려 한다.

An old man continues to perform his unpopular 
third-class magic show with his son. The theater 
owner says, “Give your son a chance because he 
has talent.” Even the empty seats seem to want 
him to retire, so he prepares the best magic 
show of his life.

일루셔니스트 
Guanzillum

 ⑮

Korean Fantastic 

코리안 판타스틱
Korean Fantastic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부문에서는 한국 장르영화의 새로움과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자 노력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영화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부문에서는 역대 최대 작품이 출품된 한국단편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경쟁작 6편을 소개한다. 짙은 장르적 색채의 수작을 고르고자 했던 예심과정
에서의 치열한 고민들이 관객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란다.
For many years, Korean Fantastic: Features has expanded the scale to introduce a wider spectrum of Korean genre films. This year, it presents more 
diversified works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Total sixteen Korean features are ready to demonstrate the accomplishments Korean genre movies have 
so far made. With the total 1,006 Korean short film submissions, the preliminary competition for Korean shorts were more competitive than ever. This 
year’s Korean Fantastic: Shorts proudly presents six strong candidates of short films that will compete for Best Korean Short Film and Audience Award.

Korean Fantastic: Features 37



140 BU5 7/13 20:30 GV
627 BU3 7/18 16:30 GV
816 SO5 7/20 15:30 GV

Korea | 2018 | 72min | WP | Ⓖ
정은경 
Jude JUNG
500년을 살아온 뱀파이어 분장사. 더 이상 인간 피를 먹
지 않고도 생존하는 방법까지 터득한 그지만 건물주의 
위세 앞에선 한없이 작아진다. 망원동 젠트리피케이션 
속에서 분장실을 지키려는 그녀의 고군분투. 그리고 낯
선 소년에게서 감지되는 옛 인연의 향기.

A beautiful 500-year-old vampire lived a quiet life 
running a dressing room in a secluded alley. Then 
a fatal crisis comes her way. The smell of the boy 
who likes her constantly stimulates her vampire 
instinct, which has been suppressed so far.

뷰티풀 뱀파이어
Beautiful Vampire

Korea | 2007 | 98min | ⑮
정식, 정범식 
JUNG Sik, JUNG Bum-shik

107 MM 7/13 17:30 211 MM 7/14 20:00 GV
513 SO3 7/17 17:00 
1003 CH 7/22 16:30 

Korea | 2018 | 94min | ⑮
정범식 
JUNG Bum-shik

1942년 경성, 당대 최고의 서양식 의료원 ‘안생병원’에
서 마주하는 서로 다른 공포의 순간. 탐미적이면서도 미
스터리한 이미지, 소름 끼치는 공포로 가득한 아름답고
도 무서운 영화. <곤지암>으로 한국 공포영화의 부활
을 가져온 정범식 감독이 정식 감독과 함께 만들었던 
공포영화다.

In 1942, as soon as a doctor couple get jobs at a 
hospital, serial murders in Gyeongseong begin. 
The husband looks ominous when his wife per-
forms an autopsy on a victim. The increasingly 
heavy vortex of tragedy presses down on them.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곤지암 정신병원에 7명
의 공포체험 멤버들이 숨어든다.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하며 조회 수를 늘리려 상황을 조작하던 그들은 갑자기 
기이한 사건에 휘말린다. 26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
하며 한국 공포영화의 부활을 알린 영화.

An internet broadcaster recruits people to visit a 
place selected as one of the scariest on the plan-
et. They are to explore a haunted asylum and 
stream it live on their online show. Are they brave 
or just stupid?

기담 
Epitaph

곤지암 
Gonjiam: Haunted Asylum

Korea | 2018 | 86min | WP | ⑱
정민규 
JUNG Min-kyu

241 BU3 7/14 20:30 GV
517 SO4 7/17 19:30 GV

324 SO5 7/15 12:30 GV
508 SO2 7/17 13:00 GV
715 SO4 7/19 13:00 GV

152 LS 7/13 20:30 GV
356 BU7 7/15 19:30 GV
740 BU7 7/19 19:30 GV

Korea | 2018 | 100min | WP | ⑮
황욱
HWANG Wook

Korea, Japan | 2018 | 110min | KP | ⑫
백재호, 이희섭 
BAEK Jae-ho, LEE Hee-seop

생일을 맞은 민수는 올해도 희자의 집으로 간다. 식구들 
모두 반갑게 그를 맞이하지만 오늘은 사실 8년 전, 자살
하려던 민수를 구하고 죽은 희자의 아들 진우의 제삿날
이다. 민수는 이제 그만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삶과 죽음, 죄와 벌, 속죄와 용서에 관한 묵직한 단상.

8 years ago, a man attends the memorial service 
of a friend who died rather than saving himself 
from suicide. When the man says he wouldn’t go 
to any more memorial services after this year, his 
friend’s mother fiercely scowls at him.

좀처럼 오지 않는 밴드 리더 임재를 기다리는 철과 섭. 
블루스만 하고 싶지만 먹고 살기 위해 랩을 해야 하는 덕
규. 자신만의 음악을 들려줄 기회가 절실하지만 라이브
클럽 어디에도 그들을 위한 무대는 없다.

Chul, Seop, and Deok-kyu are desperate for just 
one performance. They want the chance to play 
their songs but getting on the stage is difficult. 
It is hard for Chul and Seop to meet Im-jae, the 
leader of a free-spirited band.

선박사고로 실종된 직장상사 대정을 대신해 일본 오사
카에 출장 온 우주는 그곳에서 대정과 닮은 사람을 본 것 
같다. 그를 쫓다 귀국 비행기를 놓치고 오사카에 머물게 
된 우주는 각자의 상처를 지닌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A man goes to Osaka, Japan to look for his boss 
as he thinks he sees someone who looks like his 
missing boss there. He may have wasted a return 
flight to Osaka, and he meets brokenhearted 
people in Osaka.

대관람차 
The Goose Goes South 

행복의 나라 
Land of Happiness

라이브하드 
Live Hard 

Korea | 2018 | 103min | WP | ⑱
백종석 
BAEK Jong-seok

143 BU6 7/13 17:00 
307 MM 7/15 18:30 GV
913 MM 7/21 20:30 

144 BU6 7/13 19:30 GV
203 CH 7/14 14:00 GV
809 SO3 7/20 15:00 GV

Korea | 2017 | 111min | WP| ⑮
박규택 
PARK Gyu-tek

어두운 과거를 숨긴 채 엘리트 사원으로 새 삶을 살고 
있는 승규 앞에 과거 악연이었던 김민이 나타난다. 승
규는 복수를 위해 김민이 짝사랑하는 영조를 유혹한다. 
성인 웹툰의 영역을 넓힌 네온비의 동명 원작을 애니메
이션화 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본격 성인 애니메이션.

This film is based on an adult webtoon of the 
same title. Seung-gyu is living a new life as an 
elite employee but hiding a dark past. One day, 
Min, who caused Seung-gyu all this misery, sud-
denly appears in front of him. He seduces Young-
jo for revenge on her.

폐쇄된 낡은 병원에서 깨어난 일곱 명의 사람들. 그들은 
침대에 묶여 있다. 시계의 숫자가 00:00이 되는 순간, 부
검침대 위에 작은 상자가 떨어진다. 그들은 대체 왜 이곳
에 갇힌 것이며 이제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Seven people wake up in an old closed hospital 
ward. They are tied to their beds and a small box 
falls on an autopsy bed when the clock reaches 
00:00. Why are they trapped here and what will 
happen to them?

나쁜 상사 
Bad Boss

폐쇄병동 
The Closed Ward

230 SO5 7/14 17:30 GV
421 SO5 7/16 13:00 GV
1050 BU7 7/22 15:30 

Korea | 2017 | 100min | AP | ⑱
김형진 
KIM Hyoung-jin
어린 시절의 정신적 상처로 침대 밖을 벗어날 수 없는 잎
새. 동네 주민과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식물처럼 살아
가던 잎새의 집에 어느 날 삼촌이라는 낯선 남자가 나타
난다. 조금씩 과거의 어둠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잎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A 19-year-old girl cannot get out of her own bed 
due to a psychological injury and lies motionless. 
She has no family so is completely dependent on 
her neighbors and a female social worker named 
Ja-young.

삼촌 
The Un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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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 초청   Korean Fantastic: Features

코리안 판타스틱
한국의 판타스틱 장르영화에 응원과 지지를 표하고자 마련된 국내경쟁 섹션이다. 한국경쟁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장편 3개 부문이 결정되며, 국제경
쟁 심사위원단의 심사로 한국단편대상을 결정한다. 장·단편 관객상은 관객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 LG 하이엔텍 코리안 판타스틱 작품상 
  (상금 1,000만원)
· 코리안 판타스틱 여우주연상
· 코리안 판타스틱 남우주연상
· 코리안 판타스틱 관객상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작품상 (상금 500만원)
·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관객상

Korean Fantastic
In an effort to support and encourage the Korean fantastic films, BIFAN has established a new competition section that is open to 
domestic feature and short films. Three feature film awards are chosen by the Korean competition jury, and Best Korean Short Film is 
selected by international short film jury. Audience Awards for Korean feature and short films are determined by audiences’ votes.

Korean Fantastic: Features

· LG HiEntech Best Korean Fantastic Film 
  (KRW 10,000,000)
· Korean Fantastic Best Actress
· Korean Fantastic Best Actor
· Korean Fantastic Audience Award

Korean Fantastic: Shorts

· Best Korean Short Film (KRW 5,000,000)
· Audience Award for Korean Short Film



314 SO3 7/15 12:40 GV
520 SO5 7/17 19:30 GV
806 SO2 7/20 15:00 GV

Korea | 2017 | 90min | WP | ⑮
백승기 
BACK Seung-kee
영화감독이 꿈인 영준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중고나라
에서 맥북을 사려다 사기를 당한다. 직접 사기꾼들을 잡
겠노라 결심한 영준은 무작정 중국으로 떠난다. B급 감
성의 대표주자 백승기 감독의 신작으로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과 병맛 유머가 빛나는 초저예산 B급 코미디.

Yeong-jun decides to buy a top grade MacBook, 
but he gets ripped off when trying to get a good 
deal. After reporting it to the police, but getting 
no help from them, Yeong-jun heads to China to 
try to catch the scammer.

오늘도 평화로운 
Super Margin

Korea | 2017 | 120min | ⑱
변성현 
BYUN Sung-hyun

306 MM 7/15 15:20 GV
702 CH 7/19 17:30 GV 

범죄 조직의 일인자를 노리는 재호와 패기 넘치는 신참 
현수. 교도소에서 만나 서로에게 끌리며 끈끈한 관계를 
다져가던 이들의 관계는 출소 후 서로에 대해 새로운 사
실을 알게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칸 영화제 미드나
잇 섹션 상영작으로 열혈팬을 양산하며 새로운 팬덤의 
시대를 연 작품.

The No.2 in a criminal organization and the police 
who hired him go to prison. Something happens 
there, and they team up and come out together. 
However, the betrayal of faith has already begun.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The Merciless

Korea | 2017 | 101min | ⑮
연상호 
YEON Sang-ho

341 BU4 7/15 17:40 GV
825 BU4 7/20 12:30 

평범한 은행 경비원 석현에게 어느 날 이상한 변화가 찾
아온다. 생각만으로 물건을 움직이는 능력, 그러니까 염
력이 생긴 것이다. <부산행>, <서울역>의 연상호 감독
이 선보이는 한국형 히어로물로 웃음 너머 지난 시간 우
리 사회가 겪었던 비극을 담고 있다.

An ordinary bank security guy experiences a 
strange change happening to his body. He’s able 
to move things just by thinking, he has become 
telekinetic – super average yesterday, super pow-
ered today – but now this telekinesis is getting 
out of hand.

염력 
Psychokinesis

228 SO5 7/14 12:30 GV
521 SO6 7/17 11:30 GV
1005 FA 7/22 11:00 

Korea | 2017 | 97min | WP | Ⓖ
김선웅 
KIM Sun-ung
론칭을 앞둔 RPG 게임의 더빙을 위해 성우들이 모인다. 
저마다의 사연과 자부심으로 녹음을 시작하지만, 온갖 
소동의 연속에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박호산, 이
이경, 문지인 등 배우들의 열연이 돋보이며 성우들의 세
계를 엿볼 수 있는 재미도 쏠쏠하다.

The golden age of the radio star is over and now 
voice actors are losing their place too. One day, 
voice actors gather for the dubbing of a new 
game soon to be released. Each with their own 
story the recording does not go well from the 
start.

하쿠나 마타타 폴레 폴레 
Hakuna Matata Pole Pole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Korean Fantastic: Shorts 

252 BU6 7/14 10:30 GV
412 SO2 7/16 16:00 GV
613 SO3 7/18 14:00 GV

Korea | 2018 | 15min | WP 
이상학 
LEE Sang-hak
새 가면을 쓴 무리가 한 남자를 무분별하게 폭행한다. 폭
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면 정당화 될 수 있는가 혹은 그 
어떤 폭력도 정당화 될 수 없는가.

A group of people wearing bird masks indiscrim-
inately beat a man death. The last thing the man 
said was, “I’m not a witness.” Ship of fools  asks 
us to consider the types of violence that can or 
cannot be justified, and in what situation.

바보들의 배 
Ship of fools

Korea | 2018 | 5min | AP
김보성 
GIM Bo-seong
한강에 표류한 뒤 방치되어 썩어가는 거대한 고래가 
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만 도시의 누구도 신경 쓰
지 않고 오직 개와 새들만이 고래 주변을 맴돈다. 독특
한 스타일로 그려낸, 한동안 한국을 감쌌던 우울한 풍
경의 기록.

A huge whale is left abandoned after drifting on 
the Han River. Strange things occur, but nobody 
in the city cares; only dogs and birds are seen to 
move around the whale. Sigh of sighs  is a record of 
the grim scene that recently played out in Korea.

Sigh of sighs  
Sigh of sighs

Korea | 2018 | 16min | WP 
윤준희 
YOON Jun-hee
누구나 경험하는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빠진 남자! 생
리적 현상을 가까스로 거스르며 상황을 해결할 마땅한 
장소를 찾던 그의 다급한 발걸음 앞에 갑자기 어떤 여자
가 툭 튀어 나온다. 마치 로맨스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서로 부딪히는 남자와 여자.

In a desperate moment of crisis, a woman steps 
out in front of a man as he searches for some-
where to relieve his discomfort; the pair bumping 
into each other as if they were in a romantic movie.

so sorry 
so sorry

Korea | 2018 | 21min | WP 
윤동기 
YOON Dong-ki
인턴사원 미미가 당직을 맡고 있는 주말은 남자친구 정
훈의 정략 결혼식 날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미미가 정훈을 만나도록 도움을 준다. 
온 우주가 나서서 돕는, 이토록 타인의 손이 많이 가는 
미미. 희망을 향해 달려간다!

Intern Mimi has to be on duty on the wedding day 
of her boyfriend Jung-hoon. Hearing about her 
story, Mimi’s co-worker Mr. Kim comes to her aid.

손이 많이 가는 미미 
The World of MiMi

Korea | 2018 | 17min | WP 
유재선 
Jason YU
곤히 잠든 아들을 깨우는 아빠. 주섬주섬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부탁을 한다. 평범
한 듯 평범하지 않은 부자의 특별하고도 웃고픈 사정.

A father wakes up his sleeping son and requests 
something weird, holding out an envelope con-
taining one million won. In this film, family rela-
tionships indicating unconditional love are clev-
erly explored.

부탁 
The Favor

Korea | 2018 | 20min | IP 
이성만 
LEE Seong-man
위급한 여성환자의 수술이 시작되기 전, 간호사 민경은 
환자의 수혈거부 목걸이를 보았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
해 이를 묵인한다. 하지만 환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 
수혈은 나비효과가 되어 민경의 일상을 덮친다.

Before an emergency operation on a female pa-
tient begins, a nurse sees the patient is wearing a 
blood transfusion rejection necklace for religious 
reasons. The nurse overlooks this in order to save 
her patient’s life, but the subsequent butterfly ef-
fect will affect the daily lives of both.

수혈 
Transfusion

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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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러영화퀴즈대회: 럭키호러퀴즈쇼
Horror Movies Trivia Challenge: Lucky Horror Quiz Show

호러영화를 좋아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호러영화퀴즈대회- 럭키호러퀴즈쇼가 시작됩니다. 호러영화를 사
랑하는, 호러영화를 위해 무더운 여름을 기다려 온 모든 호러영화 마니아들을 초대합니다.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에서 사전접수 한 150명 중 최종 3인을 가리기 위한 서바이벌 퀴즈 대회! 호러영화퀴즈대회의 영예의 주인공을 
가리는 럭키호러퀴즈쇼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yone who likes horror movies can participate in the horror movies trivia challenge - Lucky 
Horror Quiz Show! We invite all the horror movie fans who have waited throughout the hot 
summer for scary films. 150 participants who passed the first online round will compete for final 
top 3. Visit our website to challenge the online preliminary round.  
* This event will be delivered in Korean.

* 호러영화퀴즈대회는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분들에 한해 참가 가능합니다.
  (통과자 선착순 신청 가능, 참가 확정자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  
* 온라인 예선 : 6월 18일(월) ~ 7월 6일(금), 공식 홈페이지 (www.bifan.kr) 

· 일시 7월 15일(일) 13:00 ~ 14:30
· 장소 한국만화박물관 상영관

· Date July 15 (Sun) 13:00 ~ 14:30
· Venue Korea Manhwa Museum 

아이패드 CGV 관람권캐논 EOS M50

· 경품 ·



 World Fantastic Red

World Fantastic Red 43월드 판타스틱 레드42

 월드 판타스틱 레드
 World Fantastic Red
마니아들을 위한 호러, 슬래셔 등의 장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월드 판타스틱 레드 섹션은 올해 특히 라틴아메리카 장르영화의 부흥에 주목하여 라틴아메리카 
장르영화에 대한 메가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럽판타스틱영화제연맹의 심사위원단이 EFFFF아시아영화상의 영광을 가져갈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 방문한다.

World Fantastic Red is for genre film fanatics and is packed with action films gushing with blood, chilling horror films and exciting thrillers. 
The outstanding point this year is that genre films from Latin America have a strong presence in this year’s Red: Don’t miss the Mega Talk 
about Latin American genre films with directors’ attendance. In World Fantastic Red, the EFFFF jury will select the best Asian fantastic film 
for EFFFF Asian Award.

USA | 2018 | 98min | WP | ⑮
니콜라스 우즈 
Nicholas WOODS

428 BU3 7/16 13:30 
712 SO3 7/19 13:00 
908 FA 7/21 17:30 

112 SO2 7/13 20:00
733 BU5 7/19 16:00 GV
951 BU6 7/21 15:30 GV

316 SO3 7/15 18:10 
739 BU7 7/19 15:30 
934 SO6 7/21 18:00 

Japan | 2018 | 126min | KP | ⑮
시라이시 카즈야 
SHIRAISHI Kazuya

Thailand | 2018 | 101min | KP | ⑮
파왓 파낭카시리, 탐마눌 사쿤분타놈,  니티밧 촐바니치시리 
Phawat PANANGKASIRI,  
Thammanoon SAKULBOONTHANOM, 
Nitivat CHOLVANICHSIRI

국유림에서 불가사의하게 사라져 버린 여동생을 찾기 
위해 메켄지와 그녀의 친구들은 함께 실종 장소로 향한
다. 여동생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숲으로 진입한 그들은 이
곳이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공존하는 공간이며 괴이한 
생명체들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A woman tricks a group of her friends into going 
to the woods to look for her sister, who mysteri-
ously disappeared in the same woods. Once in 
the wilderness, the group realizes they are not 
alone and may have entered another dimension 
with horrors.

히로시마를 배경으로 폭력단 항쟁이 일촉즉발인 상황. 
신참 형사 히오카는 야쿠자들 사이를 오가며 줄타기하
는 선배 형사 오카미가 의심스럽다. 야쿠자 영화의 고전
인 <의리 없는 전쟁>의 세계를 현대적으로 버전업한 비
정한 폭력의 세계. 고독한 늑대를 연기한 야쿠쇼 코지의 
연기가 일품이다.

Set in 1988 in Hiroshima, Japan, prior to the en-
actment of the anti-organized crime law. Hioka 
susp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akuza 
and senior detective Okami.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심야 근무를 하는 여성을 공격
하는 귀신, TV 스튜디오에 나타나는 사악한 귀신 등 죽
은 자들의 기운이 가장 성하다는 새벽 3시에 벌어지는 무
서운 이야기 3편이 담긴 옴니버스 공포영화. 여전히 세
련되고 소름 끼치는 태국 공포영화의 저력을 보여준다.

Three ghost episodes make up this ensemble. 
Ghosts, demons, and vengeful spirits take turns 
to haunt you during the scariest hour of the night, 
3AM – it’s the time when such supernatural scary 
things tend to happen.

새벽 3시 
3AM Part 3

심리의 숲 
The Axiom

고독한 늑대의 피 
The Blood of Wolves

Australia | 2018 | 96min | AP | ⑱
크리스 선 
Chris SUN

Philippines | 2017 | 123min | AP | ⑮
에릭 마티 
Erik MATTI

147 BU7 7/13 15:00 GV
352 BU6 7/15 20:00 GV
709 SO2 7/19 13:00 

603 CH 7/18 19:00 GV
714 SO3 7/19 19:30 GV

246 BU4 7/14 20:30 GV
506 FA 7/17 17:30 GV
922 SO3 7/21 20:30 

265 CH 7/14 24:00 
518 SO5 7/17 12:30 GV
926 SO4 7/21 20:00 

250 BU5 7/14 17:40 GV
619 SO4 7/18 20:00 
1007 FA 7/22 16:30 

236 SO6 7/14 20:30 GV
430 BU3 7/16 19:00 
1016 SO2 7/22 20:00 

USA | 2018 | 93min | AP | ⑱
밋지 페어원 
Mitzi PEIRONE

Brazil | 2018 | 81min | KP | ⑱
구토 파렌테 
Guto PARENTE

Taiwan | 2018 | 104min | IP | ⑫
장훈위 張訓瑋
Hsun-Wei David CHANG  

Hungary | 2017 | 105min | AP | ⑱
야노스 자즈 
János SZÁSZ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웃백 지역으로 여행을 떠난 가족
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빠져 거닐던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생명체를 보게 된다. 마을 사람들을 통해 알
게 된 그것의 정체는 놀랍게도 무자비한 살육을 즐기고 
있는 거대한 멧돼지였다.

A family is on a road trip through an Australian 
outback, a place they left behind years ago.  Af-
ter settling down, an immense creature with a 
taste for blood appears and attacks them and 
their surroundings, leading to their brutal fight 
for survival.

마닐라의 경찰 특수부대가 마약조직 보스를 잡기 위해 
거미줄처럼 복잡한 슬럼가에 진입한다. 기밀이 누설된 
듯 조직원의 반격은 상상 이상으로 강하고, 슬럼가 주
민들도 그들의 거리를 습격한 경찰을 공격한다. <레이
드>를 벤치마킹한 듯, 후반부 한 시간가량 이어지는 액
션 장면이 돋보인다.

The PDEA (Philippine Drug Enforcement Agency) 
enters a slum area of Manila to catch a drug gang 
boss. PDEA rookie, Nina, suspects a traitor in their 
ranks but no one believes her.

마약을 팔며 생계와 우정을 다지는 페툴라와 틸다는 절
친한 친구 사이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약 거래 실패를 통
해 8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은 마
약상과 경찰들의 추격을 받게 된다.  살기 위해 택한 그
녀들의 극악한 선택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Best friends Petula and Tilda are on the run from 
both the cops and the dealer after a drug bust. 
They seek out Daphne, an agoraphobic and dis-
turbed childhood friend, not realizing the horror 
from her seemingly playful world of innocent 
make-believe.

부유한 옥타비오와 길다 부부는 잔혹한 취미를 갖고 있
다. 하인을 성노예로 삼다가 절정의 순간에 죽여서 요리
해 먹는 것. 특권층의 비밀 클럽인 "카니발 클럽"의 회
원인 그들은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자 클럽 회장인 보르
헤스의 비밀을 목격하고 위험에 빠진다. 한편 고아인 새 
하인을 맞은 이들은...

From the Brazilian elite, Octavio and Gilda are a very 
wealthy couple who also happens to be the habit 
of eating their employees. When Gilda accidentally 
discovers a secret from The Cannibal Club’s leader, 
her and her husband’s lives are in mortal danger.

모든 것이 성적으로만 평가되는 기숙학교. 아이들은 뭔
가에 짓눌려 있고 이따금 뒤틀린 폭력성을 보이곤 한
다. 그곳에 들어간 소년은 이상한 꿈을 꾼다. 목을 매 죽
은 또 다른 소년의 모습. 현실에서 시작된 공포는 점점 
아이들의 강박을 통과하며 끔찍한 악몽으로 변해간다.

Chun transfers to a prestigious private school. 
Disturbed by this bigoted institution, rebellious 
Chun begins to challenge everything and any-
thing he sees and feels. Little does he know that 
he is slowly falling into a treacherous trap in the 
mysterious Dorm 420.

1925년 부다페스트. 헝가리 패전 이후 군인들은 범죄
에 가담하고 퇴역 헌병 외눈박이 레더러는 체포영장을 
받고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된다. 자살시도를 하던 창녀를 
구한 그는 도살장을 운영하는 쿠델카를 찾아간다. 한 여
자를 둘러싼 두 남자의 어두운 욕망과 범죄 이야기가 모
노톤으로 펼쳐진다.  

Set in the city of Budapest in 1925, János Szász 
follows the slow decline of three individuals as 
they are sucked into a world of sinful living; more 
specifically, the tale of a wild and voracious love 
triangle.

공포학원 藍色項圈  
The Blue Choker

도축업자, 창녀 그리고 외눈박이 남자 
The Butcher, the Whore and the One-Eyed Man

살인멧돼지 
Boar

슬럼가 대습격 
Buy Bust

세 친구 
Braid

카니발 클럽 
The Cannibal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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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 2017 | 90min | AP | ⑱
벤자민 바풋 
Benjamin BARFOOT 

355 BU7 7/15 17:30 
615 SO3 7/18 19:30 
940 BU3 7/21 20:00 

440 BU6 7/16 20:30 
731 BU4 7/19 20:00 
833 BU6 7/20 20:00 

335 BU3 7/15 15:30 
524 BU3 7/17 11:00 GV
933 SO6 7/21 15:20

Italy | 2017 | 98min | AP | ⑮
다니엘레 미시스키아 
Daniele MISISCHIA

USA | 2017 | 82min | AP | ⑱
브래드 바루 
Brad BARUH

아직까지 한 번도 못해본 짐과 그의 불알친구 알렉스는 
짐의 동정을 해결하기 위해 헌팅을 나서고 화끈한 자매
를 만난다. 그들은 이 매력적인 자매가 연쇄 살인범이라
는 사실을 모른 채 더블데이트 약속에 들떠있다. 그들 앞
에 펼쳐질 화끈한 밤을 기대하시라.

Jim is determined to lose his virginity before his 
30th birthday. With his buddy Alex as a wing man, 
Jim thinks he hit the jackpot when they meet sis-
ters Lulu and Kitty at a local bar, not realizing that 
girls may be hiding a dark and deadly secret.

잘 나가는 대기업 임원인 클라우디오는 중요한 미팅
을 위해 바쁘게 엘리베이터에 올라탄다. 갑자기 멈춰서
는 엘리베이터, 간신히 열린 약간의 틈으로 보이는 바
깥은... 좀비의 공격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다. 의지할 
것은 손에 쥔 핸드폰 뿐. 클라우디오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Claudio is stuck in the elevator on his way to an im-
portant meeting. As a lethal and highly contagious 
virus is transforming people into homicidal zom-
bies, he must rely entirely on his cell phone and 
survival instincts to break out of this hell on earth.

주말여행을 위해 오레곤의 외딴 오두막 집으로 향하는 
제임스와 그의 가족들, 그들은 눈발이 거세지는 숲속에
서 도움을 청하는 수수께끼 같은 여자를 발견한다. 가족
들은 이 여성의 존재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사건들의 촉매제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녀를 객실로 
데려오게 되는데...

A caring mother loses her sanity, setting off a 
chain of events resulting in tragedy and murder. 
The story of Casey Pollack unfolds from two very 
different perspectives, when one night in the 
woods culminates in absolute terror.

죽음을 부르는 밤 
Dead Night

더블 데이트 대소동
Double Date

디 엔드? 
The End?

Finland | 2017 | 85min | KP | ⑮
티무 니키 
Teemu NIKKI

344 BU5 7/15 13:00 GV
822 BU3 7/20 14:30 
1045 BU6 7/22 15:00 

403 CH 7/16 19:00 
516 SO4 7/17 16:30 
956 BU7 7/21 18:30 

India | 2017 | 145min | KP | ⑫
제이 케이 
Jay K

주인공은 반려동물의 안락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물론 
법의 바깥에서. 가격은 마음대로다. 마치 업보를 치르듯
이 반려동물을 사랑했는가 아니면 고통을 주었는가에 
따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 하지만 그가 요구하는 대
가는 점차 도를 넘어서는데…

Veijo runs a black-market operation euthanizing 
people's ailing pets. He seems to be able to com-
municate with animals. He charges his customers 
a fee that’s based on how much they loved their 
pets, but the prices he is asking are beginning to 
get out of hand.

인도 남부로 이주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젊은 부부
가 전당포에서 오래된 상자를 구입한다. 상자 안에 담
겨 있던 악령이 풀려나면서 악몽이 시작된다. 임신한 부
인이 악령에게 사로잡히자 남편은 랍비를 찾아간다. 인
도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가 오싹한 느낌을 배가시키
는 공포영화.

A newly married woman brings an antique Jew-
ish box into her home, unaware that the box con-
tains the ghost of Abraham Ezra, which possesses 
her. Little do they know that this is nothing in the 
grand scheme of things...

동물 안락사
Euthanizer

악령의 상자, 에즈라 
EZRA

Latvia | 2017 | 90min | KP | ⑫
아익 카라페티안 
Aik KARAPETIAN

311 SO2 7/15 18:00 GV
510 SO2 7/17 19:00 

귀가 도중 강도를 만난 프란시스는 아내 카트리나가 추
행을 당하는 걸 막지 못해 자책감에 시달린다. 범인을 
찾아 돈을 주며 아내에게 사과할 것을 부탁하는 프란시
스. 하지만 돈만 떼인 프란시스는 눌러왔던 분노를 폭
발시킨다. 한편 카트리나는 기다려왔던 임신 소식을 전
하는데...

A middle-aged intellectual commits an act of un-
intentional homicide. As time passes, he begins 
to see a link between the deceased, his wife's 
pregnancy, and the mysterious blackmailer who 
is forcing him to act against his will.

퍼스트본 
Firstborn

265 CH 7/14 24:00 
635 BU5 7/18 19:30 GV
1042 BU5 7/22 17:30 

Mexico, Chile | 2018 | 93min | AP | ⑮
기예르모 아모에도 
Guillermo AMOEDO  
돈이 절박한 세 자매가 상원의원이 받은 뇌물을 훔치기
로 하고 그의 저택에 침입한다. 괴이한 소리에 내려간 지
하실에는 의원의 어린 딸이 묶여 있었고, 의원의 행각에 
분노한 이들이 어린 딸을 풀어주자 걷잡을 수 없는 상황
이 전개된다. <맨 인 더 다크>가 <엑소시스트> 를 만나다.

When three sisters break into a rich house to steal 
money, they find a girl tied to a bed in the base-
ment, showing signs of having been brutally tor-
tured. They do not know, however, that releasing 
this girl will open the gates to a world of pure evil.

거주자 
The Inhabitant

114 SO3 7/13 13:30 GV
231 SO5 7/14 20:20 GV
810 SO3 7/20 19:30 

Spain | 2017 | 92min | KP | ⑱
알베르트 핀토, 카예 카사스
Albert PINTÓ, Caye CASAS
카를로스와 아나 부부는 새해맞이 파티를 위해 외딴집
을 빌리고 카를로스의 동생과 아버지를 초대한다. 수상
한 남자가 찾아와 자신은 신이며, 새해가 오면 단 두 사
람만 살아남고 인류가 멸망할 것이니 그 두 사람을 정하
라고 한다. 이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 남자는 과
연 신이 맞는가?

God visits four people and tells them all human 
beings are about to die. Killing God is a brilliantly 
scripted and acted dark comedy by Spanish di-
rectors Pintó & Casas, a directorial duo on a par 
with the Coen Brothers.

신을 죽여라 
Killing God

China, Hong Kong | 2017 | 124min | KP | ⑮
서기주 徐纪周 
XU Jizhou 

234 SO6 7/14 15:00 
438 BU6 7/16 13:30 
726 BU3 7/19 15:30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연속으로 살해
를 당한다. 매스미디어에서는 범인이 정의를 위해 살인
했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사건을 추적하던 경찰은 전직 
경찰인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하지만 범인은 인터
넷 스트리밍으로 다음 희생자를 대중이 선택하게 하는 
등 경찰을 우롱한다.

A criminal psychologist and a forensic fingerprint 
expert work together to track down a serial killer 
who targets people who have been acquitted of 
notable crimes and uses their guilt. Based on the 
best crime psychology novel in China.

더 크리미널 마인드: 공공의 적   
The Liquidator 心理罪之城市之光

136 BU4 7/13 19:30 GV
631 BU4 7/18 16:30 
941 BU4 7/21 11:00 

Japan | 2017 | 120min | KP | Ⓧ 
제제 타카히사 
ZEZE Takahisa
현직 AV 배우인 사쿠라 마나의 소설 데뷔작을 <64>의 
제제 타카히사 감독이 연출했다. 과거 AV 배우였던 어머
니가 고향에 돌아오며 곤란한 입장에 빠진 여고생, 현재 
AV 배우라는 직업에 만족하지만 어머니가 알게 되어 난
처한 20대 여성, 남편과 잘 지내면서도 AV 배우로 지원
하려는 유부녀의 이야기.

The story of three Japanese women in the ‘glam-
orous’ world of adult film. Ayano just graduated 
from high school, Miho is going through a patch 
of no sex with her husband, and Ayako – who was 
an AV actress – is living with her mother.

최저
The Lowlife

437 BU5 7/16 20:00 
717 SO4 7/19 19:00 
957 CH 7/21 24:00

Italy | 2017 | 85min | KP | ⑫
리카르도 파올레티 
Riccardo PAOLETTI
일군의 젊은이들이 한적한 이탈리아 시골 마을의 외딴
집으로 주말을 보내러 온다. 즐거운 주말여행은 곧 괴
물 살인 모기떼의 습격으로 악몽으로 바뀌고, 이들은 
유일하게 효과적인 살인 모기 퇴치제가 대마초 연기임
을 알게 된다. 캐빈 호러와 변종 곤충 호러를 합친 호
러 코미디.

A group of friends spending the weekend in an 
isolated country house are attacked by a swarm 
of killer mosquitos that feast on human flesh like 
piranhas. The friends discover the only deterrent 
to these carnivorous insects is cannabis.

살인 모기의 습격 
Killer Mosquitos

238 BU3 7/14 12:30 
503 CH 7/17 19:30 
910 MM 7/21 10:30 

India | 2017 | 146min | KP | ⑱
라비 우드야와르 
Ravi UDYAWAR
데비키는 의붓딸인 아리야가 클럽에 놀러갔다가 납치
되어 성폭행을 당하고 버려진 사실을 알게 된다. 범인들
이 잡혔지만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게 되는데…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딸이기에 가만있을 수 
없다. 공권력이 벌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복수한다. 

The life of a teacher from a wealthy family in Delhi 
is plunged into turmoil when her daughter is raped 
by a gang. Will she leave it to the law? or track the 
abusers down herself? This story shows just how 
far a mother will go for the sake of her children.

맘 
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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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MM 7/13 20:00 
602 CH 7/18 16:00 
903 CH 7/21 17:00 

USA | 2017 | 83min | KP | ⑱
브라이언 테일러 
Brian TAYLOR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이유 모를 광기
에 사로잡힌 부모들이 자식들을 사냥하기 시작한 것! 단 
하룻밤 만에 사랑받다 사냥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칼
리와 조슈아.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벌어지는 무섭고
도 코믹한 이 소동극의 결말은 정말이지 예측불허하다. 

A teenage girl and her little brother must survive 
for 24 hours, during which unexplained mass 
hysteria causes the parents to hunt down their 
own kids. This movie offers exhilarating thrills 
surrounding a dark and warped subject.

맘&대드 
Mom & Dad

134 BU4 7/13 14:30 
420 SO4 7/16 20:00 
1013 SO2 7/22 12:00 

France | 2018 | 93min | AP | ⑫
도미니크 로셰 
Dominique ROCHER
자신의 작업물을 찾으러 옛 사무실로 찾아간 샘은 파티
로 흥청망청하는 사람들을 피해 한 방에 갇히게 된다. 잠
에서 깨어난 샘은 사무실 만이 아니라 파리 전체가 좀비
의 도시가 된 것을 발견한다. 건물 안에서 체계적인 생
존계획을 세우는 샘.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로 삼아도 
손색이 없을 영화.

On the day after a party in Paris, Sam wakes up 
to find that all the party guests have turned into 
bloodthirsty zombies – the zombies attack and 
humanity dies. This gruesome tale of one man's 
survival is an adaptation of Pit Agarmen's novel.

워킹 데드 나잇 
The Night Eats the World 

Japan | 2017 | 95min | KP | ⑫
우에다 신이치로 
UEDA Shinichiro 

264 LS 7/14 20:30 
308 MM 7/15 21:00 GV
528 BU4 7/17 16:00 GV

낡은 창고에서 좀비 영화를 찍고 있던 현장은 정말로 좀
비가 나타나면서 아수라장이 된다. 익숙해 보이지만 이 
영화는 전형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30여 분의 원신 원
컷으로 현장을 보여주면서, 전반과 후반을 전혀 다른 시
점과 형식으로 관객을 혼란에 빠트린다.

In a run-down, abandoned warehouse a zom-
bie film is in the making. Out of nowhere, ‘real’ 
zombies suddenly appear. Beginning with a long 
one-take shot, the film then completely switches 
direction and turns the zombie genre into an al-
most friendly comedy.

원컷 오브 더 데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One Cut of the Dead

121 SO5 7/13 11:30 
620 SO5 7/18 14:00 
804 MM 7/20 20:00 

France, Japan | 2017 | 93min | KP | ⑱
니시미 쇼지로, 기욤 “Run” 르나르  
NISHIMI Shojiro, Guillaume “Run” RENARD
다크 미트 시티의 흔한 루저 안젤리노는 한 미녀를 바라
보다 스쿠터 사고를 당한다. 두통과 환각에 시달리던 그
는 어느 날 자신에게 숨겨진 어두운 힘을 깨닫게 된다. 
프랑스에서 엄청난 히트를 기록한 원작자 Run과 <철콘 
근크리트>의 애니메이션 감독 니시미 쇼지로가 만났다! 

Angelino is just one of thousands of deadbeats 
living in the misery of Dark Meat City. Following 
a scooter accident caused by a mysterious girl, 
he starts getting violent headaches and weird 
hallucinations.

무타푸카즈 
Mutafukaz

237 BU3 7/14 10:30 
502 CH 7/17 17:00 
930 SO5 7/21 18:40 

China | 2017 | 93min | AP | ⑮
박유환 
PARK Yoo-hwan
집에 가는 길에 묘묘는 성폭행을 당한다. 이후 일체 말
을 거부하며 가족들과도 소원하게 지내던 묘묘는 기묘
한 체험을 한다. 살인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후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
일까. 범인은 대체 누구일까.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판타지 범죄 스릴러.

After being raped, Miaomiao refuses to talk with 
family and has a strange experience. This is the 
first time she returns after witnessing or experi-
encing a murder. What is happening to her? Fan-
tasy crime thriller based on true story.

비밀의 가족 神秘家族  
The Mysterious Family

254 BU6 7/14 16:20 
813 SO4 7/20 19:00 
1031 SO6 7/22 18:20 

USA | 2017 | 80min | AP | ⑱
제니퍼 웩슬러 
Jenn WEXLER 
경찰들을 피해 첼시 가족 소유의 낡은 별장으로 숨어든 
첼시와 친구들. 하지만 그곳을 지키는 보안관의 올가미 
같은 감시 속에서 그들은 본능적으로 빨리 도망쳐야함
을 느낀다. 첼시의 비밀스러운 과거를 알고 있는 이곳 보
안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Chelsea and her punk band friends flee to a fam-
ily-owned cottage to escape the eye of the law, 
but they must keep running to avoid the psychot-
ic park ranger who guards the place.

보안관 
The Ranger

214 SO2 7/14 15:20 
312 SO2 7/15 20:50 
1026 SO5 7/22 14:00 

USA | 2017 | 98min | KP | ⑱
대런 린 보우즈만 
Darren LYNN BOUSMAN
임신한 10대 메리는 시골 수녀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
하도록 도움과 지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 외딴 장소에
서 그녀는 원장 수녀의 강압적인 규칙 아래에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일련의 사건들을 마주하게 된다.

A newly pregnant teenager Mary is invited to get 
support and a fresh start on life in a rural convent.  
She soon realizes something sinister is at play in 
this secluded place with consequences for those 
defying the enforced rules of Mother Superior.

세인트 아가타 
St. Agatha

USA | 2017 | 87min | KP | ⑱
프레스턴 드프랜시스 
Preston DEFRANCIS 

221 SO3 7/14 20:00 GV
507 FA 7/17 20:30 
938 BU3 7/21 15:30 

남자친구를 따라 호러 영화를 재현하는 36시간 슬래셔 
슬립 아웃 게임에 참가하게 되는 알렉산드라.  주최 측에
서 섭외한 배우인 줄 알았던 의문의 남자가 진짜 살인마
라는 사실이 밝혀 지며 그들이 알았던 게임의 룰은 180
도 달라지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
는 유일한 사람이다. 

Six strangers sign up for a slasher movie re-enact-
ment game in which they are dropped into the 
woods and pursued by knife-wielding maniacs. 
But when the fun turns deadly, Alex has to play 
the game if she wants to make it out alive.

극한캠프 
Ruin Me

USA, Canada | 2017 | 105min | IP | ⑮
프랑소와 시마드, 아눅 휘셀, 요안-칼 휘셀  
François SIMARD, Anouk WHISSELL, Yoann-Karl WHISSELL

429 BU3 7/16 16:00 
728 BU4 7/19 12:30 
914 SO2 7/21 11:30 

1984년의 어느 여름날, 15살 소년들은 동네 경찰관이 
지역 뉴스에 연일 보도되는 살인범일지도 모른다는 가
벼운 의심을 시작한다. 하지만 의심을 진실로 바꾸기 시
작할 때, 소년들의 추억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
한 상황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In the summer of 1984, a series of dangerous 
situations occurred around teenage boys. After 
they begin to suspect what their police officer 
neighbor might be the serial killer who reported 
on local news.

1984년, 여름 
Summer of ‘84

139 BU5 7/13 16:30 
533 BU6 7/17 13:30 
1030 SO6 7/22 15:30 

Indonesia | 2017 | 106min | KP | ⑮
조코 안와르 
Joko ANWAR
원인불명의 병으로 어머니는 죽음을 맞이하고, 아버지
는 일자리를 찾아 잠시 집을 비운다. 덩그러니 4명의 아
이들이 남겨진 집에 이미 떠난 어머니가 방문한다. 하
지만 반가움도 잠시 아이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어딘
가로 데려가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는데...

After being mysteriously ill for years, mother fi-
nally passes away. Father then leaves town for 
a job leaving four kids alone. Soon, the children 
sense their late mother has come back home and 
realize she has returned to take them with her.

사탄의 숭배자 
Satan’s Slaves

330 SO6 7/15 15:00 
727 BU3 7/19 20:00 GV
917 SO2 7/21 19:00 GV

Japan | 2018 | 110min | AP | ⑮
시라이시 카즈야 
SHIRAISH Kazuya 
24살의 여교사가 2명의 납치범에게 유괴당한다. 초등
학교 6학년 때 동급생을 살해한 '가장 귀여운 살인범' 써
니가 그녀라면서. 써니를 숭배하던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가상의 현
실에서 리얼리티를 만들어내며 즐기는 21세기의 풍경
을 기괴하게 그려낸다.

Middle school teacher Akari is kidnapped by two 
men. They call themselves ‘The most lovely mur-
derers in criminal history’ and they admire the 
girl Sunny, who is idolized on the internet. 

써니를 찾아서 
Sunny

257 BU7 7/14 10:30 
836 BU7 7/20 19:30 
1035 BU3 7/22 16:30 

Canada | 2017 | 100min | ⑫
로뱅 오베르 
Robin AUBERT
북퀘벡의 조용한 시골마을. 아름다운 전원에는 살육의 
흔적만이 남아있다. 생존자들은 좀비의 습격을 피해 안
전한 곳을 찾아서 떠나고 한 자급자족 커플의 집에 모
인다. 아코디언을 든 여자, 친구를 잃은 남자, 소녀, 할
아버지와 손자, 터프한 비즈니스 우먼. 이들은 살아남
을 수 있을 것인가?

In a small remote village in upstate Quebec the 
locals are infected with the zombie virus. A hand-
ful of survivors head into the woods to look for 
others like them.

굶주린
Raven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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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CH 7/14 24:00 
535 BU6 7/17 20:00 GV
830 BU5 7/20 20:00 

Argentina | 2017 | 87min | AP | ⑮
데미안 루냐 
Demián RUGNA
이유를 알 수 없이 무덤에서 살아 돌아 온 아이, 공사소
음인 줄 알았던 이웃집의 끔찍한 소리. 푸나스 경감은 일
련의 불길한 사고들의 조사에 착수한다. 사건이 알려지
자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는 세 명의 전문가들이 찾아오
고 푸나스는 이들과 공조하여 사악한 존재의 정체를 쫓
지만,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데…

Citizens are disappearing, the dead are leaving their 
graves and devilish voices are coming from the drains. 
Along with paranormal investigators Allbreck, Jano 
and Rosentock, Funes will try to solve the mystery 
before evil destroys humanity as we know it.

공포의 칩임자 
Terrified

Japan | 2018 | 84min | WP | ⑮
미야노 케이지 
MIYANO Keiji
걸그룹 카라 출신으로, 현재 일본에서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강지영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는 액션영화. 어
렸을 때 가족이 살해당하는 것을 목격한 여인은 언젠가
는 그 범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것이라고 맹세하며 킬
러가 된다. 한편, 전직 야쿠자인 남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범죄에 가담한다.

When she was young, Aiko saw her parents mur-
dered by the Yakuza. Over time, she becomes a 
killer to revenge her parents. When she finally 
gets the criminal in her sights, it turns out that he 
is also an orphan, and has a blind daughter.

킬러, 그녀 
Yaru Onna -She’s a Killer-

122 SO5 7/13 14:00 GV
210 MM 7/14 18:00 
1049 BU7 7/22 13:00 

USA | 2018 | 100min | KP | ⑱
리 워넬 
Leigh WHANNELL 

202 CH 7/14 12:00 
534 BU6 7/17 17:00 
952 BU6 7/21 20:00 

어느 날, 괴한들에게 잔인한 공격을 받은 남자는 부인을 
잃고 육신이 마비된 채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된다. 끝없
는 좌절 속에 빠져있는 그에게 찾아오는 억만장자 발명
가, 걷지도 못하는 그에게 문자 그대로 업그레이드 가능
한 신체 개조를 해보자고 제안한다.

After a man is left paralyzed with her wife killed in 
a brutal attack, he is approached by a billionaire 
inventor with an experiment that will “upgrade” 
his body, giving him unlimited physical abilities 
and enabling him to claim relentless vengeance.

업그레이드
Upgrade

265 CH 7/14 24:00 
634 BU5 7/18 16:00 
1047 BU6 7/22 20:00 

Argentina, New Zealand | 2017 | 98min | AP | ⑱
루시아노 오네티, 니콜라스 오네티  
Luciano ONETTI, Nicolás ONETTI
온천 관광지였던 에피쿠엔은 1985년 11월 대홍수로 10
미터의 수면 아래 잠기게 된다. 30년 후, 물이 빠지고 황
폐해진 에피쿠엔에 다큐멘터리 팀이 찾아온다.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마을의 이곳저곳을 촬영하며 다니는 
그들을 노리고 다가오는 의문의 존재들은 누구인가? 잔
혹사는 계속된다.

A group of young people takes a trip to some 
ruins to film a documentary about Epecuén, a 
badly flooded Argentinian city. However, when 
they realize they are not alone in the town, the 
real fear begins.

에피쿠엔 잔혹사 
What the Waters Left Behind

Japan | 2017 | 128min | KP | ⑮
쿠마자와 나오토 
KUMAZAWA Naoto 
산장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료스케의 연인이 실종된다. 
췌장암에 걸린 아버지를 보러 간 료스케는 공책에 적힌 
글을 읽는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어렸을 때부터 살인
을 저지른 여인의 이야기. 인간의 본성이란 과연 무엇
인지 질문하면서, 지극히 슬픈 로맨스와 살인극을 절묘
하게 엮은 영화.

Ryosuke, whose father has been diagnosed with 
late-stage cancer, finds a diary in his father’s 
study. He sees some notes written by a murderer, 
but are these fictional accounts or the memoirs 
of the diary's owner? 

유리고코로 
Yurigokoro

641 BU7 7/18 17:00 
802 MM 7/20 13:30 
1020 SO3 7/22 19:30 

월드 판타스틱 블루 
World Fantastic Blue
SF, 판타지, 코미디, 로맨스, 음악영화 등 다양한 장르영화들이 포진한 월드 판타스틱 블루 섹션은 월드 판타스틱 레드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관객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섹션이다. 아시아 영화 중 넷팩 심사위원이 뽑은 아시아 작품에는 넷팩상이 수여된다. 

World Fantastic Blue presents a wide range of genre films including sci-fi, fantasy, comedy, romance and music films that even those with 
an aversion to the sight of blood can enjoy. Here are films that you can enjoy with more ease and will gently soften your heart after it’s been 
wound up tight by Red movies. The NETPAC Jury Committee will choose the winner of the NETPAC Award from the Asian films in World 
Fantastic Blue section.

World Fantastic Blue 49



World Fantastic Blue 51월드 판타스틱 블루50

432 BU4 7/16 13:30 
729 BU4 7/19 15:00 
943 BU4 7/21 17:00 

Japan | 2018 | 110min | IP | Ⓧ
츠루하시 야스오 
TSURUHASHI Yasuo
어엿한 사무라이였던 고바야시는 사고를 치고 고양이 
벼룩을 잡는 사무라이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 해야 하
는 일은 남창이다. 게다가 섹스를 못한다는 조롱을 받
자, 사무라이의 자존심을 걸고 최고의 벼룩 잡는 사무
라이가 되기 위해 그야말로 온 몸을 바친다. 아베 히로
시의 능청맞은 연기가 일품.

Kobayashi, a respectable samurai, falls to the sta-
tus of ‘samurai who catches cat fleas’ after mak-
ing a mistake with his lord. He has to become a 
male prostitute, but he will do his best with Sa-
murai spirit.

벼룩 잡는 사무라이 
Flea-picking Samurai

251 BU5 7/14 20:30 GV
538 BU7 7/17 16:30 
1039 BU4 7/22 20:00 

Japan | 2017 | 78min | KP | ⑮
오가타 타카오미 
OGATA Takaomi 
여고생 히토미의 학교 선생이 미성년자 원조교제로 경
찰에 체포된다. 학생들 사이에서 돌던 선생의 원조교제 
영상의 인물이 히토미라는 소문이 시작된다. 히토미는 
웃어넘기지만 소문은 점점 그녀의 일상을 위협한다. 친
구들이 험담을 하고, 남자친구도 피하면서 그녀는 최악
의 상황으로 떨어진다.

When a pornographic video is leaked, it is ru-
mored that Hitomi is the girl in the film. She 
denies it, but the story spreads like wildfire, with 
tragic consequences; a stark reminder that we 
live in the golden age of fake news.

그녀에게는 죄가 없다 
The Hungry Lion

Japan | 2017 | 114min | KP | ⑮
아사토 마리 
ASATO Mari

135 BU4 7/13 17:00 
407 MM 7/16 12:00 
1037 BU4 7/22 13:00 

가급적 에너지를 최소한 쓰면서 살아가자는 주의를 가
진 호타로가 난데없이 고등학교 고전부에 들어가게 되
고, 지역 유지 집안의 아가씨인 에루와 함께 이런저런 
사건들을 풀어가게 된다. 일단은 10년 전 사라진 숙부
와 얽힌 사건부터. 유명한 라이트노벨과 애니메이션이 
원작인 영화.

High school freshman Hotaro chooses to join the 
Classic Literature Club, as his old sister had done. 
Alongside fellow member Eru, she happens 
across an old text that suggests the school and its 
festival harbors mysterious secrets.

빙과 
Hyouka: Forbidden Secrets

240 BU3 7/14 17:40 GV
409 MM 7/16 17:30 
1044 BU6 7/22 12:00 

Japan | 2017 | 104min | KP | ⑮
모리가키 유키히로 
MORIGAKI Yukihiro
여름, 요시코는 남자친구와 섹스 도중에 할아버지가 죽
었다는 전화를 받는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르고, 그동안의 억하심정을 이리저리 휘두
르면서도 장례식은 무사히 끝난다. 아무도 울지 않고. 하
지만 요시코는 섹스와 죽음에 대해 내내 생각하고 있다.

The funeral of Yoshiko’s grandfather begins with 
a slovenly uncle, a shrewish aunt, a housebound 
cousin, and a grandma with dementia. No one 
cries at the funeral. Yoshiko sees sides to her fam-
ily that she’d never noticed before, which makes 
her think about life and death.

불량가족, 행복의 맛  
Goodbye, Grandpa!

Thailand | 2018 | 127min | WP | ⑮
폴 스퍼리어 
Paul SPURRIER

217 SO3 7/14 10:00 
735 BU6 7/19 13:30 GV
1051 BU7 7/22 18:00 

태국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 율레니아를 운영하는 백인 
남자. 여유가 생기면 그는 거리로 나가 여인을 물색하
고, 태국인 운전수가 대리 협상을 한다. 섹스 없는 저녁 
식사.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주는 대신, 그녀를 살
해한다. 오로지 쾌락을 위한 그의 연쇄 살인을 멈출 여
성은 과연 누구일까?

A rich white man operates Eullenia, a huge mul-
tinational corporation in Thailand. Picking up 
hookers on the street and murdering them is 
what he does for kicks. Who can put a stop to his 
serial killing hobby?

율레니아 
Eullenia

블루 마이 마인드 
Blue My Mind

227 SO5 7/14 10:20 
711 SO2 7/19 20:30 
826 BU4 7/20 16:00 

Switzerland | 2017 | 97min | AP | ⑮
리사 브륄만 
Lisa BRUEHLMANN
취리히 교외로 이사를 온 15살의 미아는 바쁘고 무관심
한 부모를 보고 자신이 입양아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겨나고 미아는 자구책을 써 보지
만 신체의 변화는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절망한 미아는 일탈에 빠지다 결국 자신의 모습
을 받아들이게 된다.

15-year-old Mia is facing an overwhelming trans-
formation, which calls her entire existence into 
question. Her body is changing radically, she 
is soon forced to accept that nature is far more 
powerful than her.

225 SO4 7/14 17:00 GV
431 BU4 7/16 10:30 GV
1002 CH 7/22 13:30 

Iran | 2018 | 113min | KP | ⑫
에브라힘 하타미키아
Ebrahim HATAMIKIA 
동시리아의 한 도시를 장악한 ISIS. 부상자를 포함한 민
간인들이 그들의 위협을 받고 있다. 시민들을 안전하
게 비행기로 구출하기 위하여 특수부대가 출동한다. 중
동 지역을 혼돈에 빠트리는 ISIS를 이란이 어떤 시각으
로 보는지 알 수 있다. 비행기 안에서 벌어지는 액션씬
이 인상적이다.

The city of Palmyra in eastern Syria has fallen 
to ISIS and they have surrounded the airport. A 
young pilot has to risk his life to reach the airport 
in order to help evacuate these people while un-
der direct ISIS fire.

논스톱: 다마스커스 타겟 
Damascus Time

보이즈 크라이 
Boys Cry

441 BU7 7/16 14:00 
730 BU4 7/19 18:00 
935 SO6 7/21 20:30 

Italy | 2018 | 96min | AP | Ⓖ
다미아노 디노첸초, 파비오 디노첸초 
Damiano D’INNOCENZO, Fabio D’INNOCENZO
로마 교외의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미르코와 마놀로는 
때때로 학교를 빼먹고 용돈벌이를 하러 나선다. 우연히 
뺑소니로 마피아를 죽이게 된 그들은 지역 마피아의 행
동부대로 취직하게 되는데...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
이 선택한 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After two best buddies without much hope for 
the future accidentally run over a pedestrian, 
they end up working for the local mafia. Lured by 
dreams of easy money and delusion, they fail to 
comprehend the consequences of their choice.

148 BU7 7/13 19:00 GV
321 SO4 7/15 17:30 GV
814 SO5 7/20 10:30 

Australia | 2018 | 98min | AP | ⑮ 
클레이튼 제이콥슨  
Clayton JACOBSON
어머니의 다가오는 죽음 앞에 형제는 어머니가 새아버
지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유언장을 발견한다. 
두 형제는 어떻게든 자신들이 유산을 갖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형제들도 서로를 반
목질시하게 된다.

Discovering their dying mother’s will to leave her 
house to her new husband, two brothers go to ex-
tremes to make sure they get their rightful inheri-
tance. Their plan, however, runs into trouble and 
reawakens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siblings.

한 형제의 은밀한 계획 
Brothers’ Nest

New Zealand | 2017 | 95min | KP | ⑫
미란다 하코트, 스튜어트 매켄지 
Miranda HARCOURT, Stuart MCKENZIE 

318 SO4 7/15 10:00 GV
427 BU3 7/16 11:00 
605 FA 7/18 20:00 

악령의 저주에 걸린 동생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마녀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소녀의 이야기. 뉴질랜드의 세계적
인 동화작가 마가렛 마이의 1984년 카네기상 수상작
인 「내 안의 마녀」를 원작으로 두고 있다. <트와일라잇>, 
<헝거 게임>같은 영 어덜트 영화의 팬이라면 추천하
는 작품.

Teenager Laura cares for her little brother while 
their mom is at work. Unfortunately, when she 
temporarily loses her brother he is cursed by an 
evil spirit, and to save him, she has to be a witch 
herself.

체인지오버 
The Changeover

USA, Ireland | 2018 | 87min | AP | ⑫
마이클 툴리 
Michael TULLY 

319 SO4 7/15 12:30
640 BU7 7/18 14:00 GV
805 SO2 7/20 12:30 

미국인 미술가, 그녀는 아일랜드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전설의 작가에 대한 소문들을 확인하고자 이야
기의 근원지를 찾아간다. 그곳은 매우 오래되고 음산한 
곳이었으며 그녀는 전설의 작가에 대한 미스터리의 진
실들을 알게 된다. 

A young American diorama artist is invited to 
present her work in Ireland by the estate of a 
mysterious priest now in isolation. While there, 
she becomes embroiled in a mystery involving 
her work and a missing girl, as well as some evil 
plot to do with the estate.

악령의 화가 
Don’t Leave Home

137 BU5 7/13 10:30 
625 SO6 7/18 19:30 
817 SO5 7/20 20:30 

Switzerland | 2017 | 70min | AP | ⑮
우술라 마이어 
Ursula MEIER
열여덟 살 소년 벤자민 펠러는 부모를 총으로 쏜다. 범
행 직전 벤자민은 자신의 범행 동기와 계획을 모두 적
은 글을 문학교사 에스더에게 부친다. 일기 쓰기를 수
업으로 진행해 왔던 그녀는 벤자민이 보낸 일기 때문에 
심문을 받고 수줍은 성격의 벤자민에게 미친 자신의 영
향에 대해 혼돈스러워한다.

A literature teacher encourages her students to 
write a diary over the several months they work 
together. One unremarkable 18-year-old in the 
class sends her his diary just a few minutes be-
fore gunning down both his parents.

소년범의 일기 
Diary of My Mind

NAFF 잇프로젝트 지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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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BU7 7/13 11:00 
259 BU7 7/14 15:20 
919 SO3 7/21 13:00 

UK | 2017 | 89min | KP | Ⓖ
데보라 헤이우드  
Deborah HAYWOOD
친구처럼 가까운 모녀, 세상 기댈 곳은 오로지 단둘뿐
인 린과 아이오나는 새로운 마을로 이사를 한다. 하지
만  딸이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기 시작하며 둘 사이는 
급속도로 멀어지고 그 틈은 거짓과 질투로 차오른다. 
린의 왜곡된 모성애는 오이디푸스 신화 속 이오카스테
를 떠올리게 만든다.
Super close mother Lyn and daughter Iona are 
excited about their new life, but having moved to 
their new town, Lyn and Iona grow apart as Iona 
makes new friends.

핀쿠션 
Pin Cushion

132 BU3 7/13 18:30 GV
322 SO4 7/15 20:30 GV
945 BU5 7/21 10:30 

Japan | 2017 | 80min | KP | Ⓖ
기요하라 유이 
KIYOHARA Yui 
엄마가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것이 못마땅한 14살의 
소녀 세리와 모든 기억을 잃고 배에서 깨어나 친절을 
베푼 토코의 집에서 지내게 된 사나. 하나의 집에서, 서
로 다른 시간을 사는 두 여자의 시간이 때로 겹쳐지며 
결국 하나로 이어진다. 2017년 피아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작.

This story is about four people occupying the 
same space in parallel universes. At the center 
of the tale is a small, two-story home in a non-
descript seaside town, where two intertwined 
stories unfold simultaneously.

우리 집 
Our House

Afghanistan, Australia, Norway, Bosnia, India | 
2018 | 90min | AP | ⑫
트래비스 비어드 Travis BEARD

247 BU5 7/14 10:00 GV
342 BU4 7/15 20:30 GV
609 SO2 7/18 13:30 

영화 속 “디스트릭트 언노운”은 락의 불모지 아프가니
스탄 최초의 메탈 밴드이다. 보수적인 이슬람 사회에서 
목숨을 걸고 도전하는 카시스, 페드람, 카셉, 레마, 유세
프. 총 다섯 멤버로 구성된 락밴드의 흥망성쇠와 카불
의 언더그라운드 씬을 호주 감독 트래비스 비어드가 카
메라를 들고 함께 했다.

A documentary about Afghanistan’s first metal 
band, District Unknown, way beyond the grasp 
of conservative Islam. To challenge conflict with 
culture, they put themselves and their followers 
literally in the firing line.

카불에 헤비메탈을! 
RocKabul

334 BU3 7/15 12:30 GV
401 CH 7/16 11:00 GV
928 SO5 7/21 13:30 

Taiwan | 2017 | 110min | IP | Ⓖ
린 관 후이 林冠慧 
LIN Kuan Hui
세 번째 전학 간 학교에서 또 말썽을 일으킨 지아오는 
겨울 방학이 되면서 부모가 새롭게 인수한 온천여관에 
가게 된다. 지아오를 졸졸 따라다니는 두 친구와 함께 
여관에 들어간 지아오는 이곳이 심상치 않음을 알게 된
다. 온갖 귀신들이 출몰하는 이상한 여관이었다. 미소
년 청춘 호러 코미디.

Ziao, who causes trouble at school, goes to an 
inn with a hot spring, recently acquired by his 
parents. He goes with two close friends and feels 
that there are all kinds of demons in there: Se-
crets in the Hot Spring – a youth horror-comedy.

귀신온천여관 切小金家的旅館 
Secrets in the Hot Spring

261 BU7 7/14 20:00 
514 SO3 7/17 20:00 
829 BU5 7/20 17:30 

Sweden | 2018 | 88min | KP | ⑱
악셀 페테르센, 몬스 몬손 
Axel PETERSÉN, Mans MANSSON
68세 여인 노젯은 스톡홀름 시내의 고층아파트를 유산
으로 상속받아 긴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다. 하루
빨리 처분하기 위해 건물의 실태를 파악하던 노젯은 의
붓형제와 그 아들이 아파트를 전대하고 엉망으로 관리
해 왔음을 알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 다양한 해석과 
호불호를 유발한 베를린영화제 경쟁작.

Nojet inherits an apartment building, but soon 
realizes her cash cow is in fact a curse as the 
building turns on her. She seizes control again by 
becoming more ruthless than the surrounding 
businesses.

부동산
The Real Estate

South Africa | 2018 | 90min | WP | ⑮
사라 블레처 
Sara BLECHER

111 SO2 7/13 17:00 GV
323 SO5 7/15 10:00 GV
937 BU3 7/21 13:00 

구호단체에서의 일자리를 잃고 집으로 돌아온 무슬림 
청년 자히드. 상류층으로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그의 집
안은 소말리아인들과 연루된 마약 거래로 인해 사실 그
렇지 않다. 자히드는 집안의 비즈니스를 이어갈 것인
지, 상류층 세계를 떠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After losing his relief agency job, a muslim young 
man Zahid returns home to Mayfair and faces his 
family’s trouble with a Somali clan involving drug 
deals. He is torn between saving family business 
or leaving Mayfair for good with the love his life.

메이페어 
Mayfair

249 BU5 7/14 15:20 GV
414 SO3 7/16 14:30 GV
953 BU7 7/21 11:00 

China | 2017 | 83min | KP | Ⓖ
왕차오 王超  
WANG Chao
중국인 자오와 프랑스인 로메르는 함께 티베트로 여행
을 떠나기로 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아이를 죽인 로
메르는 홀로 떠났고, 죽었다. 자오는 함께 유학했던 프
랑스에 가서, 그의 아이를 낳은 여인을 만난다. 자오는 
홀로 티베트로 향한다. 그들이 잃어버린 아니 찾을 수 
없었던 사랑을 위해.

Chinese man Zhao and Frenchman Rohmer de-
cide to travel to Tibet together, but it turns out that 
Rohmer is dead. Zhao goes to France, where they 
are studying together, and meets the woman who 
had Rohmer’s child. Zhao heads for Tibet alone.

로메르를 찾아서 寻找罗麦  
Looking for Rohmer

Japan | 2018 | 118min | KP | ⑮
다키모토  토모유키 
TAKIMOTO Tomoyuki 

336 BU3 7/15 17:30 
821 SO6 7/20 19:30 
929 SO5 7/21 16:00 

모델을 불태워 죽이면서 촬영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난 사진작가 유다이. 르포라이터 쿄스케는 
유다이의 주위를 맴돌면서 단서를 찾지만 유다이는 오
히려 쿄스케의 연인에게 접근하여 모델을 제안한다. 유
다이는 정말 예술지상주의인 사이코패스일까?

A young reporter Kyosuke is preparing for his up-
coming wedding to his beloved Yuriko. Intent on 
publishing a book, he chooses to write about an 
incident involving the death of a beautiful blind 
woman, the prime suspect being talented pho-
tographer Yudai.

작년 겨울, 너와 이별
Last Winter, We Parted

339 BU4 7/15 12:50 
434 BU4 7/16 20:00 
1009 MM 7/22 11:30 

Japan | 2018 | 105min | IP | Ⓖ
츠키카와 쇼
TSUKIKAWA Sho
말썽을 일으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하루에게 과제물을 
전해주러 간 시즈쿠. 그런 시즈쿠를, 하루는 유일한 친
구로 인정한다.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여 성공하겠다
는 일념의 시즈쿠는 하루를 알게 되면서 변화한다. 괴
물이 아니라 독특한 개성을 가진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세계를 알게 된다.

Shizuku goes to give an assignment to Haru, a 
troublemaker and bunks off school. Haru admits 
that Shizuku is his only friend. We see their rela-
tionship, various other people and worlds with 
unique personalities.

옆자리 괴물군
My Little Monster

209 MM 7/14 16:00 
527 BU4 7/17 12:00 
706 MM 7/19 14:00 

France | 2018 | 89min | AP | ⑮
다니엘 로비 
Daniel ROBY
지진으로 인해 건물 4층 높이까지 죽음의 미세먼지가 
차오른 파리. 마티유는 아내 안나와 함께 꼭대기 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간신히 대피하지만 미세먼지는 빠른 
속도로 차오른다.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 집 안의 밀폐
된 캡슐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딸을 구하기 위해 둘
은 분투하는데...

Due to an earthquake in Paris, the dust of the 
dead reaches the fourth floor of a building. Par-
ents struggle to save their daughter in the chaos: 
can she survive in an enclosed capsule in the 
house?

인 더 더스트 
Just a Breath Away

436 BU5 7/16 15:30 GV
823 BU3 7/20 17:00 
1017 SO3 7/22 11:00 

Estonia, Netherlands, Poland | 2017 | 
115min | KP | ⑮
라이네르 사르넷 Rainer SARNET
유령과 늑대인간이 공존하는 소박한 에스토니아의 농
사공동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얻는, “크랏”이라는 
살아있는 농기구 부품이 돌아다니는 와중에, 성에는 창
백한 독일인 귀족과 아름다운 딸이 나타난다. 그녀에게 
반해버린 한스를 되찾기 위해 절박해진 리나는 결국 암
흑의 마법을 쓰는데…

Based on Estonian author Andrus Kivirähk's best-
selling cult novel. Set in a pagan Estonian village, 
where werewolves, plague and spirits abound, 
this film is a bold and twisted tale of unrequited 
love.

11월 
November

245 BU4 7/14 18:00 GV
337 BU3 7/15 20:00 GV
1018 SO3 7/22 14:00 

Japan | 2017 | 86min | IP | Ⓖ
쿠도 마사아키 
KUDO Masaaki
뮤지션 유키는 그의 마지막 공연 날 미치코의 차에 치
인다. 그날부터 유키는 작곡가이며 피아노 연주자인 미
치코와 가까워진다. 미치코의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그녀는 자폐증인 아이를 거의 혼자 돌보고 있다. 미칠 
것만 같은 세상에서 음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유
키와 미치코의 한순간.

Musician Yuki is hit by a car driven by Michiko 
on the day of his last gig. From that day, Yuki 
becomes intimate with Michiko, a composer and 
performer. Michiko looks after her autistic child 
alone while her husband cheats on her.

아임 크레이지 
I’m Crazy

ⓒFly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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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BU5 7/15 15:30 GV
532 BU5 7/17 19:30 GV
835 BU7 7/20 16:30 

South Africa | 2017 | 81min | AP | ⑮
카지소 레디가 
Kagiso LEDIGA 
남아공 애테리지빌. 레파와 파피는 유년과 십대를 함께 
보낸 친구. 레파는 대학합격통지서를 받았지만 학비가 
없고 파피는 힙한 생활을 하고 싶다. 대마초 재배로 한
몫 잡아 가난한 동네를 뜨고 싶고 총각 딱지도 떼야 한
다. 둘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일은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데...

This is a coming of age adventure follows teen-
age best friends Lefa and Papi. To escape their 
poverty-stricken situation, they try to earn mon-
ey through growing and selling marijuana.

법사 
Wizard

115 SO3 7/13 16:30 GV
317 SO3 7/15 20:20 GV
628 BU3 7/18 20:00 

UK | 2017 | 89min | AP | ⑮
폴 라시드 
Paul RASCHID
내전 상태에 빠진 근미래의 영국. 눈부신 정육면체의 
백색 밀실에서 한 여자가 깨어난다. 바깥에서 그녀에
게 진실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저항하는 그녀는 
극한의 추위와 더위 그리고 전기고문을 당한다. 밀실
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문도구였다. 그녀는 왜 희생자
로 갇히게 되었는가?

A woman wakes up in a blindingly white cuboid 
room. A voice from the outside demands informa-
tion, but she claims to have none. To gain the an-
swers he seeks, her captor uses the gruesome func-
tionality of the room as an instrument of torture.

백색밀실 
White Chamber

127 SO6 7/13 16:30 
707 MM 7/19 17:00 
1041 BU5 7/22 14:00 

China | 2017 | 135min | KP | Ⓖ
펑 샤오강 冯小刚  
FENG Xiaogang
1970년대, 군예술단을 무대로 펼쳐지는 청춘물. 갓 입
대한 샤오핑은 모범 병사인 류펑을 만나고 연모하지만 
끝없이 엇갈린다. 사회주의 하에서도 사랑, 질투, 음모
와 배신은 있기 마련이고 착한 사람은 오히려 고통받
고 바깥으로 밀려난다. 청춘의 빛나는 순간을 가장 아
름답게 그려낸 영화.

Youth is about a military entertainment group in 
the 1970s. Under socialism, there is love, jealou-
sy, conspiracy and betrayal, and a good person 
getting distressed and pushed away.

방화 芳華 
Youth

Norway, France, Denmark, Sweden | 2017 | 
116min | KP | ⑮
요아킴 트리에 Joachim TRIER

130 BU3 7/13 12:30 
415 SO3 7/16 17:00 
616 SO4 7/18 12:00 

오슬로대학교 신입생 델마는 도서관에서 아냐를 만나
자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진다. 보수적인 종교적 가정에
서 자란 그녀는 아픈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아냐에
게 끌리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른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 안에 잠재된 초자연적인 힘이 감당할 수 없을 만
큼 용솟음치려 한다.

Thelma, a girl with a religious background, tries 
to deny her feelings for a female friend who’s in 
love with her. This causes her suppressed sub-
consciously-controlled psychokinetic powers to 
resurface with devastating results.

델마 
Thelma

141 BU6 7/13 11:30 
419 SO4 7/16 17:00 
939 BU3 7/21 17:30 

USA | 2017 | 92min | KP | ⑱
코리 핀리 
Cory FINLEY
서러브레드는 오로지 경주 능력이 우수한 말을 만들기 
위해 교배시켜 만든 품종을 뜻한다. 영화는 성격, 환경 
등 모든 것이 양극단인 두 소녀가 단 하나의 목적을 해
결하기 위해 서로에게 융화되는 과정을 그린다. 하나
의 목적이란 새아빠를 죽이는 일이다. 2017년 선댄스 
영화제 상영작.

Childhood friends Lilly, with a privileged life, and 
Amanda, a social outcast with attitude, recon-
nect after growing apart. Initially seem complet-
ed at odds, the pair eventually bonds and hatch a 
plan to solve both their problems through murder.

두 소녀 
Thoroughbreds

109 SO2 7/13 12:00 GV
256 BU6 7/14 20:30 GV
626 BU3 7/18 13:00 

South Africa | 2017 | 91min | WP | ⑫
제롬 픽웨인
Jerome PIKWANE
요하네스버그의 한 낡은 병원에 젊고 가난한 여성이 관
리인 일자리를 얻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어린 소녀
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
고 소녀와 그녀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과거의 악마들
과 직면하려 한다.

A young, destitute woman lands a job as a jan-
itor at a rundown hospital in Johannesburg. 
There, she sees an abandoned young girl being 
tormented by a supernatural force and must face 
her own demons from the past to save both the 
girl and herself.

요정 
The Tokoloshe

126 SO6 7/13 14:00 
338 BU4 7/15 10:30 
614 SO3 7/18 16:30 

Malaysia | 2017 | 92min | KP | Ⓖ
세스 라니 
Seth LARNEY
말레이시아 신화 속, 톰비루오는 숲의 기운을 받은 수
호자로 알려져 있다. 본 영화에서는 댐 공사 과정에서 
부모가 살해되고 숲에서 자라난 아이로 그려진다. 부모
의 복수, 숲을 파괴하는 인간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싸
우는 톰비루오. 정글 속 액션씬들이 뛰어나다.

In Malaysian mythology, Tombiruo is known as 
a forest guardian. In this film, Tombiruo is por-
trayed as a child who grows up in the jungle. He 
fights revenge his parents’ death and fights those 
who are destroying the forest.

정글히어로 
Tombiruo

327 SO5 7/15 20:30 
618 SO4 7/18 17:00 
803 MM 7/20 17:00 

Colombia | 2017 | 96min | KP | ⑮
산티아고 카이세도 
Santiago CAICEDO
파워 파올라의 동명의 그래픽 노블 회고록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바이러스 트로피칼은 불임수술에도 임
신한 엄마와 관련된 제목. 전직 목사인 아버지와 별거
를 하고 혼자 세 자매를 키워낸  엄마, 두 언니와 자신
의 성장 이야기가 흑백의 아름다운 선으로 솔직담백하
게 그려진다.

Born into an unconventional family, Paola grows 
up between Ecuador and Colombia and finds 
she doesn’t fit into any one would. With a unique 
feminine vision of the world, she has to fight prej-
udice and struggle for her independence.

바이러스 트로피칼 
Virus Tropical

125 SO6 7/13 11:00 
601 CH 7/18 11:30 
915 SO2 7/21 14:00 

France | 2018 | 97min | AP | ⑮
소피 필리에 
Sophie FILLIÈRES
인생을 낭비하며 살고 있는 아름다운 스물다섯 살 마고
는 어느 날 파티에서 스무 살 많은 또 다른 마고를 만난
다. 자신을 잘 알고 있고 일어날 일까지 예견하는 이상
한 마고. 마흔다섯 마고는 전 남자친구 마크를 만나고 
스물다섯 마고는 마크에게 끌린다. 두 마고는 생각보다 
서로 깊이 연관되어있다.

Margaux, 25, meets Margaux, 45. In circumstanc-
es as similar as their names, they feel much the 
same as each other. When a handsome ex-boy-
friend turns up, a strange flow of air between the 
three leads to strange events.

마고가 마고를 만났을 때 
When Margaux Meets Margaux

637 BU6 7/18 11:30 
824 BU3 7/20 20:00 
1033 BU3 7/22 10:30 

Brazil | 2018 | 96min | AP | ⑮
마리나 멜리안지  
Marina MELIANDE
올림픽 준비로 분주한 2016년의 리우데자네이루. 국선
변호인 아나는 올림픽공원 건설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변호한다. 온 도시가 녹아내릴 정도의 더위로 
아나의 피부에는 푸른곰팡이들이 퍼져간다. 치솟는 기
온과 함께 도시의 기운도 들끓어 오른다.

Rio de Janeiro, 2016 – the hottest summer in his-
tory. As the city prepares for the Olympic Games, 
32-year- old defense attorney Ana, works to pro-
tect a community threatened with eviction as the 
Olympic Park is built.

잠식 
Sultry

BIFAN을 사랑해주시는 마니아 관객 여러분들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보답의 마음으로 영화를 보신 분들
께 스탬프를 찍어드리는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운영합니다. 영화를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기념품
이 될 이 판타스틱한 스탬프는 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티켓을 안내데스크에 보여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BIFAN Passport에 10개 이상 스탬프를 모은 관객분들께는 특별한 경품이 제공 될 예정이니 관객 여러분
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Thanks to all your love and support, BIFAN proudly presents a movie stamp event for our 
loyal audience. Get a passport at our Goods Shops, present it to the Information desk with 
your movie ticket (printed version) and get our handmade movie stamps on your passport. 
A special gift is waiting for you when you collect 10 stamps.

*   스탬프는 상영 당일, 해당 상영관의 안내데스크에서만 날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데스크에 문의 바랍니다. 

*   Each movie stamp can only be collected on the day of screening.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information desk at each theater.

BIFAN 스탬프 이벤트 
BIFAN Stamp Event

· 일시 7월 13일(금) ~ 7월 22일(일)
· 장소 BIFAN 안내데스크 (스탬프 날인)
 BIFAN 굿즈샵 (여권판매, 경품 제공)

· Date July 13 (Fri)  ~ July 22 (Sun)
· Venue BIFAN Information Desks
  (for getting stamps)
             BIFAN Goods Shops 
  (for goods and prizes)



Family Z one

패밀리 존
Family Zone
훗날 BIFAN의 관객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준비한 패밀리 존은 할인 정책을 통해 부담 없는 관람이 가능하다. 
지역 어린이로 구성된 ‘어린이 심사 위원단’은 상영작 가운데서 직접 최고의 작품을 뽑아 어린이 심사단상을 시상한다.

Family Zone consists of fantastic films for families with children and teenagers, who will be the audience of the future, to watch together. 
A Group of Children Jury composed of children from Bucheon will choose the best film among those screened in Family Zone as the winner 
of the BIFAN Children’s Jury Award. A special discount will be applied for all films of Family Zone.

Family Zone 57패밀리 존56

요묘전: 레전드 오브 더 데몬 캣 妖猫传  
Legend of the Demon Cat

358 SS 7/15 14:00 
501 CH 7/17 14:00 
901 CH 7/21 11:30 

China, Japan | 2017 | 129min | KP | ⑫
첸 카이거 陈凯歌  
CHEN Kaige 
말하는 고양이가 황제에게 저주를 걸어 죽게 한다. 일
본에서 온 법사 쿠카이와 시인 백거이는 고양이의 정체
가 무엇인지 추적한다. 당나라의 절세미인 양귀비와 현
종, 일본에서 온 아베노 등 그녀를 둘러싼 사랑과 원한
의 우여곡절을 알게 된다. <음양사>의 유메마쿠라 바쿠
의 소설을 각색했다.

During the Tang Dynasty, a demon cat appears 
and destroys the peace of the city through a 
series of strange events. Together, a poet and a 
monk investigate the death of Concubine Yang by 
following a trail left by the cat.

오늘도 위위 
The Journey of the 12 Cats

151 SS 7/13 20:30 GV
350 BU6 7/15 15:00 GV
624 SO6 7/18 17:00 GV

Korea | 2018 | 70min | WP | Ⓖ
박범준 
PARK Beom-jun
배우 선우선은 12마리의 고양이들과 함께 사는 캣맘이
다. 12마리 모두 각자의 개성으로 가득하지만 엄마는 
혼자 지내는 15살 할아버지 고양이 건강이가 항상 신
경 쓰인다. 우연히 만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캣맘과 
고양이의 일상을 따스한 시선으로 그린 작품.

Actress Sunwoo Sun lives with 12 other cats. 
They all have their own personalities, but she is 
always concerned about the health of the oldest 
cat. A warm story about a woman and her cats, 
who live by chance as a family.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Maquia: When the Promised Flower Blooms 

207 MM 7/14 10:30 
606 MM 7/18 11:00 

Japan | 2018 | 115min | KP | ⑫
오카다 마리 
OKADA Mari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마음이 
외치고 싶어해>의 각본가인 오카다 마리의 장편 연출 
데뷔작. 수백 년의 수명을 가진 종족의 생존자인 마키
아. 그들의 피를 원하며 살육을 자행하는 인간들. 홀로 
떠돌던 마키아는 우연히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키우기로 결심한다.

Maquia is from a royal family in which all the 
members stop aging in their mid teens. Wander-
ing alone in the forest, she finds Erial, a baby boy 
who has lost his parents.

263 SS 7/14 15:30 
445 SS 7/16 20:00 
742 SS 7/19 20:00 

Belgium | 2018 | 97min | IP | Ⓖ
크리스토프 로이에, 디미트리 로이에 
Kristoff LEUE, Dimitri LEUE
새로이 권좌에 오른 국왕은 자연을 더러운 것으로 규정
하고 ‘자연통제국’을 만들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한다. 
임무 중 사라지게 된 엄마를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간 
소녀 로빈은 야생 소년 울프를 만난다. 로빈은 울프와 
동맹군들과 함께 인간과 자연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모험을 시작한다.

When a new king comes to power, he defines 
nature as ‘dirty’, separating it from humans by 
creating the ‘Nature Control State’. Looking for 
his mother, Robin meets a wild boy named Wolf 
in the forest.

자연의 반란
ZOOks

262 SS 7/14 13:00 
444 SS 7/16 18:00 
1048 BU7 7/22 11:00 

Germany, Kenya | 2018 | 74min | KP | Ⓖ
리카리온 와이나이나 
Likarion WAINAINA
소아암 병동의 조는 말기암을 앓고 있는 활달한 영화광 
소녀. 남겨진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 엄마는 소녀를 
집으로 데려오지만 안정을 취해야 할 상황에서도 조의 
열정은 식지 않는다.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이 꿈인 조
를 위해 가족과 온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소녀의 상상 
속 배우가 되어 열연을 펼친다.

Jo, a 9-year-old witty but terminally ill girl, is tak-
en back to her rural village to live out the rest of 
her shortened life. Her dream is to become a su-
perhero, so her family and village rally together 
to make her dream come true.

수파 모도 
Supa Modo

Mongolia | 2017 | 95min | IP | Ⓖ
부진 소요바타르 
Bujin SOYOLBAATAR

150 SS 7/13 17:00 GV
340 BU4 7/15 15:00 GV
958  SO6 7/21 12:30 GV

학교 수업시간에 한 소년이 지난 여름 캠프에서 있었
던 일을 이야기한다. 캠프에서 흔히 있는 소동이 아니
라 살인과 시체 등 괴담에 가까운 이야기들. 소년은 친
구들과 함께 비밀스러운 사건들의 수수께끼를 파헤친
다. 기이한 사건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들도 흥미롭고 
감각적이다.

Young boys face mysterious events at a summer 
camp, and together they establish a young de-
tectives club, which helps to solve cases for the 
whole camp. This is a live action and animation 
integrated film.

소년 탐정 
Young Detectives

스파이 캣 
Marnie’s World

Germany | 2018 | 87min | AP | Ⓖ
크리스토프 라우엔슈타인, 볼프강 라우엔슈타인 
Christoph LAUENSTEIN, Wolfgang LAUENSTEIN

357 SS 7/15 12:00 
540 SS 7/17 14:30 
932 SO6 7/21 10:30 

평화로운 마을, 친절한 로잘린의 보호 아래 안락한 생
활을 하는 고양이 마니는 범죄극 매니아이지만 한 번도 
집 밖에 나간 적이 없다. 어느 날 로잘린의 동생 폴이 찾
아오고, 마을에는 연쇄적으로 미술품 도난사건이 발생
한다. 마니는 개 엘비스, 당나귀 안톤, 수탉 에그버트와 
함께 범죄 해결에 나선다.

Spoiled house cat Marnie is lured into a secret 
agent job that finally brings her out on the streets. 
She teams up with a bunch of runaway animals 
to track down a gang of notorious thieves. 



Forbidden Z one

Forbidden Zone 59금지구역58

카니바 
Caniba

다이너마이트 스캔들
Dynamite Graffiti

창살 속의 혈투
Brawl in Cell Block 99

France | 2017 | 90min | KP | ⑱
베레나 파라벨, 뤼시앵 캐스탕-테일러
Verena PARAVEL, Lucien CASTAING-TAYLOR

213 SO2 7/14 12:30 
610 SO2 7/18 16:30 
807 SO2 7/20 19:30 

303 CH 7/15 14:00 GV
439 BU6 7/16 16:30 GV
716 SO4 7/19 16:00 

305 CH 7/15 20:30 
426 SO6 7/16 19:30 
957 CH 7/21 24:00

Japan | 2018 | 138min | KP | ⑮
토미나가 마사노리 
TOMINAGA Masanori

USA | 2017 | 132min | KP | ⑱
S. 크레이그 잴러 
S. Craig ZAHLER

1981년 파리에서 소르본 유학생 사가와 잇세이가 체포
됐다. 동급생인 네덜란드 여자친구 르네를 살해하고 요
리해 먹은 뒤 남은 시신을 유기하다 잡힌 것. 정신이상
으로 판명된 그는 일본으로 귀국조치되어, 30년째 처
벌받지 않고 동생과 은거 중이다. 금지된 욕망에 대한 
매우 불편한 다큐.

In 1981, a Japanese man studying in France eats 
the body, having murdered a Dutch woman. He is 
acquitted and released to Japan, where his mur-
der brings him fame and celebrity. Unfortunately, 
this is a true story.

일본 에로잡지 붐을 일으켰던 전설적인 편집자 스에이 
아키라의 자서전을 각색했다. 어머니가 불륜의 애인과 
함께 폭사한 후, 스에이는 도쿄로 향해 에로업계에 뛰
어든다. 70년대의 야하면서도 역동적인 풍경을 드라마
틱하게 그려낸 영화.

Suei Akira is the legendary editor responsible for 
the Japanese porn magazine boom of the 1970s. 
His mother committed suicide by blowing herself 
up with a man who was actually not a man.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kira goes to Tokyo, 
where he discovers the sex industry.

전직 권투선수이자 현직 마약 딜러인 브래들리는 마약 
거래를 하다 적발되어 감옥으로 호송된다. 하지만 순탄
하지 않은 감옥 생활, 그곳에서 그는 살아남기 위해 다
시 한 번 피 끓는 주먹질을 하기 시작한다. 빈스 본의 새
로운 연기를 확인할 수 있다.

An ex-boxer turns to his drug kingpin buddy for 
a job as a courier but is thrown in prison after a 
police raid. After kidnapping his pregnant wife, 
his enemies force him to commit acts of savage 
violence in return for her release.

가비지
Garbage

304 CH 7/15 17:30 GV
416 SO3 7/16 19:30 GV
921 SO3 7/21 18:00 

India | 2018 | 105min | KP | ⑮
Q
Q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가 된 라미는 한적한 시골로 도
망친다. 하지만 우연히 탄 택시의 운전사가 그녀를 알
아보고 그녀의 주변을 스토커처럼 맴돈다. 점점 위기에 
몰린 라미는 결국 그를 납치하여 감금하고 고문을 시작
하는 것으로 반격을 시작한다.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This dark thriller revolves around dangerous-
ly true fundamentalist politics and patriarchy. 
Taxi driver Phanishwar, one day meets a young 
woman who is a victim of leaked revenge porn. 
He becomes her driver, whilst secretly stalking 
her online.

금남의 집 
The Misandrists

216 SO2 7/14 20:30 
611 SO2 7/18 19:30 
931 SO5 7/21 20:30 

Germany | 2017 | 91min | KP | ⑱
브루스 라브루스 
Bruce LABRUCE
가부장제 타파와 새로운 여성 지배질서 확립을 지향하
는 ‘빅 마더’가 이끄는 비밀 결사 ‘미산드리스트’는 길 
잃은 여자들을 모아 여성혁명전사들을 양성한다. 한 급
진 좌익 청년이 경찰에 쫓기다 우연히 그곳, 금남의 집
까지 다다라 은신하게 되는데 곧 그의 존재는 내부에 
혼란을 몰고 온다.

The Misandrists refers to a secret cell of feminist ter-
rorists who plan to liberate women. When a young 
radical left-wing man on the run from the police, 
happens upon this remote female stronghold, a 
number of unexpected sexual secrets come to light.

맨디 
Mandy

USA | 2017 | 121min | AP | ⑱
파노스 코스마토스 
Panos COSMATOS

153 CH 7/13 24:00
734 BU5 7/19 20:00 
1004 CH 7/22 19:00 

인적 드문 숲 속,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조용하고 행복
한 삶을 살고 있던 남자. 그러나 집단 광기를 가진 무리
에 의해 그의 행복과 평화는 산산이 조각난다. 사랑하
는 여자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그들을 향해 남
자는 잔인한 복수를 시작하려 한다.

A man and his girlfriend are living a quiet and 
blissful life in the mountains, when a maniacal 
cult breaks in, destroys their home and slaugh-
ters the girlfriend. With his psyche shattered and 
his life in pieces, the man embarks on a wave of 
brutal vengeance.

칼 + 심장 
Knife + Heart

France, Mexico, Switzerland | 2018 | 
110min | AP | ⑱
얀 곤잘레스 Yann GONZALEZ

205 CH 7/14 20:30 
632 BU4 7/18 20:00 
957 CH 7/21 24:00

편집기사인 애인 로이스의 변심에 절망하는 게이 포르
노 감독 안느는 의문의 연쇄 살인마에 의해 포르노 배
우들이 하나둘 죽어나가자 이에 영감을 받아 <호모 사
이드>라는 문제작을 만든다. 70년대 캠프 미학과 슬래
셔, 디알로 등 비주류적인 모든 것을 섞어놓은 작품. 
M83의 사운드트랙이 매력적이다.

Gay porn director Anne is frustrated by the dwin-
dling love of her boyfriend, Lois, an editor and 
companion. Inspired by the death of porn stars 
in a series of mysterious murders, Anne makes a 
controversial film.

금지구역
Forbidden Zone 
진정한 하드코어 팬들이 원하는 자극적인 내용이 극한으로 치닫는 영화들로 구성된 금지구역.
올해 역시 관객들의 인내심을 시험할 역겹고 잔인하며 음란한 문제작 7편을 초청 상영한다. 

A section that exemplifies what true hardcore fans of BIFAN are after, 
Forbidden Zone introduces seven problematic films that challenge the audience’s senses to the maximum limit. 

영화제 기간 중 도래하는 바로 그 날, ‘13일의 금요일’을 기다려온 마니아 관객 여러분을 위해 7월 13일 금요일, 
특별한 심야상영이 운영됩니다. 22회의 최고 기대작으로 구성된 영화 3편, 오로지 13일 심야상영 관객들만을 
위해 제작된 한정 기념품 세트, 그리고 호러를 사랑하는 특별한 게스트들이 참여하는 심야토크 등 호러영화 팬이
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벤트들이 그 날을 위해 준비됩니다. 오싹하고도 특별한 13일의 금요일을 보내고 싶
은 분들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One of the most important days in cinematic history, Friday the 13th will come this July over 
the first weekend of the festival. We are thrilled to celebrate with a special package for the day’s 
midnight screening. Horror fans will be able to enjoy three carefully selected midnight movies, 
a talk session with horror filmmakers, plus a complimentary gift set specially designed for the 
audience of Friday the 13th. Don’t miss it!

심야상영 패키지  Midnight Screening Package

13일의 금요일, 잠들지 마라
Friday the 13th, Never Sleep Again

· 일시 7월 13일(금) 24:00  
· 장소 부천시청 어울마당 
· 가격 2만원
· 구성 영화 3편 + 심야토크 + 한정판 기념품 + 
 커피 및 간식

· Date July 13 (Fri) 24:00 
· Venue Bucheon City Hall, Main Theater (2F)
· Ticket Price  20,000 won
· The Package includes 3 film screenings,  
 Midnight Talk, a special gift set, coffee and  
 sn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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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Shadower
Korea | 2018 | 20min | IP
곽기봉 KWAK Ki-bong

중학생인 상규와 민선은 게임을 사기 위해 
시내로 나갔다 불량배 고등학생들을 만난
다. 싸움 잘하는 형이 있는 민선은 위기를 
피하고 상규 혼자 돈을 빼앗긴다. 집으로 
돌아온 상규는 때마침 놀러 온 사촌 형에
게 복수를 부탁한다.

Middle school students Sang-gyu 
and Min-sun run into bullies while 
going downtown to buy games. Min-
sun, whose brother is a good fighter, 
avoids the crisis but Sang-gyu loses 
his money. 

An Ant 
An Ant
Korea | 2017 | 5min | WP 
지예원 CHI Ye-won

고립된 별에 사는 전지전능한 신. 그리고 
그에게 찾아온 아주 작은 개미라는 존재. 
대비되는 두 존재를 통해 영화는 크기와 가
치의 구별은 함께이기에 느끼는 즐거움, 필
연적인 이별의 반복 속에서 감히 논의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Almighty God, living on an isolated 
star, takes comfort from the presence 
of a tiny little being: an ant. They 
come to learn that neither size nor 
value is not worth discussing com-
pared to joy from being together and 
inevitable, recurring farewells.

닌진스키 마을에 오다 
Ninjinsky is Coming to Town
Japan | 2018 | 29min | IP 
후지와라 리호 FUJIWARA Riho

한때는 동네 슈퍼 히어로 닌진스키로 이름 
깨나 알렸던 잇테츠. 이제는 흔한 동네 백
수인 그에게 마나부는 닌진스키 쇼의 재개
를 부탁한다. 돈 좀 벌어볼까 하여 동네 사
람들을 모아 대충 쇼를 꾸미던 잇테츠는 자
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된다.

Ittetsu’s life is corrupted by past mis-
takes, but he was formerly Nijinsky, 
the hero of the town. When a young 
boy named Manabu appears, Ittetsu 
has to confront his own past.

밀주업자 
The Moonshiners
Finland | 2017 | 15min | AP 
유호 쿠오스마넨 Juho KUOSMANEN

형제는 행복한 삶을 위한 모든 것을 상속
받았다. 바로 밀주 조제 비법과 돼지가 그
것이다. 그들은 술을 만들어 판매하고 사
람들은 모두 행복하다. 흑백 무성영화를 연
상시키는 화면과 아키 카우리스마키 영화
의 한 장면을 보듯 무심한 주인공들이 인
상적인 영화.

Two siblings inherit all the essentials 
for a good life: moonshine equip-
ment and a pig. As they embark on 
their journey, business is good until 
a card shark arr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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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인형탈도 춥나요? 
Say Hello to Winter
Korea | 2017 | 14min | WP 
전찬우 JEON Chan-u

겨울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봄이라는 이름
의 여자를 만난다. 누군가는 가면 너머 자
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소박
한 마음과 첫사랑의 설렘을 풋풋하게 그
린 작품.

A man named Winter meets a wom-
an named Spring. Besides the char-
acters symbolized by the names and 
the narrative, it is something that 
you want someone to recognize your 
worth when you’re alone.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 
Passing Over the Hill
Korea | 2018 | 23min 
방성준 BANG Sung-jun

요절한 아들이 살아생전 발간한 단 하나의 
시집, 그 발자취를 따라 황혼기에 접어든 
그의 어머니가 여정에 나선다. 빛의 감도
에 따라 변모하는 풍경과 절제된 대사들을 
통해 담아낸 모성애가 한 편의 시처럼 잔잔
한 여운을 준다.

The dead author’s mother, who is 
entering her twilight years, goes on a 
journey that follows her son’s poems. 
The maternal love captured through 
the restrained lines gives a gentle im-
pression, much like a poem.

액티브 슈터
Active Shooter
USA | 2017 | 15min | IP 
제이콥 J. 타넨바움 
Jacob J. TANENBAUM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고가 
발생한다. TV로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범인인 것 같은 불길한 예
감을 지울 수가 없다.

After a school shooting, a father sus-
pects his own son is the shooter.

닌자의 귀환 
Return of ninja
Japan | 2017 | 19min | WP
우치다 에이지 UCHIDA Eiji

닌자영화 촬영이 한창인 영화 현장. 닌자로 
분한 액션 스타는 현장을 좌지우지하려 한
다. 어딘가 어색한 현장에 진짜 일본 닌자
가 나타나면서 상황은 꼬이기 시작한다. 이 
영화, 과연 완성될 수 있을까?

When, a minor action star acts the 
opposite of a descendant of a real 
Japanese ninja, everything goes 
w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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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 
Blowfish
Korea | 2017 | 15min | WP 
이승욱 LEE Seung-wook

신입직원과 그의 사수가 임원의 접대 자리
에 불려간다. 고급 일식집에 마주 앉은 셋. 
하지만 임원은 쉽사리 신입에게 값비싼 복
어 회를 허락하지 않는다. 최고급 음식이지
만 독을 품은 복어처럼 그들이 욕망하는 권
력 역시 독을 품고 있다.

A new employee and his superior are 
called for business entertainment by 
a senior executive. The three men 
got to a fancy Japanese restaurant, 
but the senior executive will not eas-
ily allow the new employee to eat 
expensive blowfish.

존재증명 
Existence Proof
Korea | 2017 | 33min
김태윤 KIM Tae-yun

외딴 시골길을 차로 달리던 두 남자는 실
수로 아이를 치고 숲 속에 시체를 묻는다. 
아이의 아빠인 듯한 남자가 나타나 아이
의 행방을 물으면서 그들은 기이한 상황
에 휘말리게 된다. 끝까지 몰입력을 잃지 
않고 내달리는 ‘죄’를 주제로 한 완성도 있
는 스릴러.

Two men are driving somewhere at 
dawn on an unfamiliar mountain 
road. They accidentally hit a child 
and dump the body in the forest. But 
a man who seems to be the father of 
the child appears…

그림자 소녀 로테 
Lotte that Silhouette Girl
USA | 2018 | 10min | AP
엘리자베스 비체를, 카를라 파툴로 
Elizabeth BEECHERL, Carla PATULLO

월트 디즈니 이전, 이미 그림자와 빛, 가위
로 세상을 사로잡았던 불세출의 애니메이
터. 전설의 그림자 애니메이션 <아크메드
왕자의 모험>를 만들었던 로테 라이니거
의 일생과 예술 세계를 그의 육성과 그림
자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환상적으로 재
현한다.

Once upon a time, Lotte changed the 
world of animation with shadows, 
light and a pair of magical scissors. 
Music, magic, and stirring narration 
by Lotte Reiniger herself.

로봇과 허수아비 
Robot & Scarecrow
UK, South Africa | 2017 | 15min | AP 
킵웨 타바레스 Kibwe TAVARES

분위기가 절정인 한여름의 뮤직 페스티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팝 프린세스 로봇은 
외롭게 거닐던 허수아비를 만나고, 음악이 
주는 황홀한 마법에 취한 그들은 아름다운 
밤을 함께 보낸다. 모던한 화면과 감각적인 
사운드 속 펼쳐지는 그들의 로맨스가 초현
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Set in a summer music festival, a ro-
bot pop princess flees her keeper and 
runs straight into the arms of a lonely 
scarecrow desperate for fun. They 
spend an incredible night together…

224 SO4 7/14 14:30 GV
425 SO6 7/16 17:00 
838 SS 7/20 17:00 

⑫

351 BU6 7/15 17:30 GV
418 SO4 7/16 14:00 GV
723 SO6 7/19 17:00 GV

⑱

325 SO5 7/15 15:20 GV
618 SO4 7/18 14:30 
920 SO3 7/21 15:30 GV

⑮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Fantastic Short Films
올해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에는 장르영화가 가진 풍부한 볼거리와 쾌감을 자랑하는 작품들부터 감독의 극단적인 개성과 악취미를 보여주는 문제작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로 무장한 전세계 95편의 단편들이 초대되었다.

This year’s Fantastic Short Films features 95 short films, ranging from pieces boasting of the diversity and pleasure of genre cinema 
to controversial works that demonstrate the director’s extreme personality and abominable taste, awaiting the aud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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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야려? 
Why are you staring at me?
Korea | 2017 | 12min | WP
방현수 BANG Hyeon-su

우연히 거리에서 눈이 마주치는 남자 둘. 
여자친구는 뒷전이고 눈을 먼저 피하지 않
기 위한 끈질긴 자존심 싸움이 시작되는데 
급기야 둘의 눈싸움은 영상통화를 통해 집
안으로까지 지속된다. 대체 왜 사내들의 세
계는 이다지도 아스트랄 하단 말인가?

Out of the blue, two men have a show-
down. Regardless of their girlfriends’ 
protestations, the macho match 
shows no sign of ending. Having start-
ed on the street it continues via video 
call, even after they get home. Boys… 
What planet are you guys living on?

여우소년 
Fox Boy
Korea | 2018 | 11min | WP 
탁도연 TAK Do-yeon

방 안에서만 놀던 소년은 벽지 속에 숨겨진 
문을 통해 집 밖의 다른 세상으로 나간다. 
숲 속 공간인 그곳에는 기묘한 여우소년들
이 살고 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떠
오르는 몽환적이고 감각적인 애니메이션.

A child who used to only play inside 
finds a door hidden behind the wall-
paper and goes to the world outside 
his house. This dreamlike animation 
is reminiscent of Alice in Wonder-
land.

좀비와 신부 
Besoin Dead
France | 2017 | 18min | AP 
오렐리앙 디가르 Aurélien DIGARD

결혼을 앞둔 신부는 교회에서 드레스를 입
어 보는 중이다. 그 사이 신랑 들러리와 성
직자는 온 도시가 좀비들의 습격으로 엉망
이 되었음을 알게 된다. 그들은 신부를 구
하기 위해 무기를 잡는다. 그것이 비록 하
찮은 그 무엇일지라도.

A future bride dresses in secret In a 
church. Just before meeting up with 
her, the best man and the priest dis-
cover the city has been invaded by 
the living dead. They grab whatever 
weapons they can and go to her res-
cue.

박제사 
Supine
Czech Republic | 2018 | 25min | WP 
니콜 구드 Nicole GOODE

동물 박제를 직업으로 하는 실비는 외딴 산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사는 
삶이 만족스럽다. 하지만 평화롭던 일상은 
우연히 그녀의 차를 히치하이킹한 미국인 
여행객 오즈에 의해 깨지게 되는데…

Sylvie is a taxidermist isolated from 
people in her house in the moun-
tains. Her only company is her work 
until Oz, an American hitchhiker, 
stumbles across her. The two be-
come close and Sylvie begins to 
question what it means to be 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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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바이벌 가이드 
Survival Guide
Korea | 2017 | 30min | WP
정철민 JUNG Chul-min

알 수 없는 이유로 순식간에 폐허가 되어버
린 지구.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한 남
매는 처량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
를 잃지 않고 생존 규칙을 따르며 버티고 
있다. 서로를 의지하는 아이들을 위협하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
간, 꽤나 먹먹하다.

The earth is destroyed in a moment 
and no-one knows why. A brother 
and sister, who flee to a safe under-
ground space, are following the rules 
of survival. 

그녀의 욕조. 
Her Bath.
Korea | 2018 | 19min | WP
박채원 PARK Che-won

어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목욕탕에서 소녀
는 단골 여자 손님에게 강렬한 호기심을 느
낀다. 이는 소녀가 아직 갖지 못한 여성성
이 만개한 그를 향한 동경인지 알 수 없다. 
소녀는 오늘도 흰 종이 위에 그녀의 선을 
그려본다.

A young girl finds her ideal type in a 
small bathhouse run by her mother. 
She is strongly attracted to a fre-
quently visiting woman, and waits 
for her. She is not sure whether it was 
the woman’s femininity she hasn’t 
got yet.

A/S/L  
A/S/L
USA | 2018 | 8min | IP
벤자민 스위커 Benjamin SWICKER

기혼 남성이 메신저를 전전하다 한 10대 
소녀와 채팅을 하게 된다. 집으로 놀러오
라는 소녀의 말에 남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주소를 찾아가는데… 싸구려 B급 영화
의 비주얼을 고집스럽게 재현한 감독의 취
향이 잘 드러나는 작품.

A married man gets invited to a teen-
age girl’s house through online chat-
ting. This film shows a great deal of 
the director’s taste for B-movies.

세상의 종말 
The World Over
USA | 2018 | 18min | WP 
헤스 C. 마이클스 Heath C. MICHAELS

집 안에서 평행 우주로 통하는 공간을 발견
한 부부. 호기심 많은 남편이 공간으로 들
어간 뒤, 아내는 혼자가 된다. 남편의 빈자
리를 견딜 수 없어 평행 우주 속 또 다른 나
를 죽이고 그곳의 자신을 대신하는 아내. 
하지만 그녀 앞에 또 다른 내가 찾아온다.

A young couple discovering a parallel 
space. After the curious husband en-
ters the space, she becomes alone. 
The woman, who cannot stand her 
husband’s absence, kills herself from 
another parallel universe in order to 
be with her hus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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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타인들 
Intimate Strangers
Korea | 2017 | 27min | WP
이재일 LEE Jai-il

고등학생 승호는 새로 바꾼 핸드폰 번호의 
옛 주인의 존재를 궁금해하다 짝사랑에 빠
진다. 하지만 이는 곧 그녀에 대한 집착과 
변질된 구애로 바뀐다. 손쉽게 모든 정보가 
노출 가능한 사회 속에서의 위험성과 모성
애 결핍이 송호에게 준 입장을 다루고 있다.

Seung-ho, a senior at high school, 
gets the credit card transaction text 
alarms of Hawa, the previous owner 
of his newly-changed phone number. 
He immediately falls in love when he 
looks her up on social networks.

보강촬영 
Film Again
Korea | 2018 | 29min
임현희 LIM Hyun-hee

예리는 단편 영화 보충촬영을 위해 궁여지
책으로 별거 중인 엄마, 아빠를 부른다. 보
충인지 보강인지 용어쯤이야 헷갈리면 어
떠한가. 쉽게 풀리지 않지만 함께 하는 그
들의 다사다난한 '보강촬영'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Ye-ri is accompanied by her parents, 
who have separated as a last resort 
to support her short film. The event-
ful filming process heads for an open 
ending, which compares the unfin-
ished story of the family to a movie.

이빨 
Circle of Teeth
USA | 2017 | 5min | AP 
크리스찬 에버하드 Christian EVERHARD

두 명의 현상금 사냥꾼이 정체를 알 수 없
는 한 남자에게 정보를 캐내려고 한다. 남
자를 무지막지하게 고문하면서까지 그들
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유혈이 낭
자한 화끈한 액션이 화면을 강타하는 영화.

Two bounty hunters try to extract 
information from a mysterious man. 
What do they want to gain through 
brutally torturing this man?

침입자 
Creeper
Australia | 2017 | 12min | AP 
드류 맥도널드 Drew MACDONALD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집 안. 하지만 내가 
잠든 사이 누군가 내 방 안에 숨어들어 나
를 훔쳐보고 있다면? 어쩌면 더 이상 허구
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이기에 더욱 소름 끼
치는 한 밤의 침입자에 관한 이야기.

After a night out, a young woman is 
followed into her home by her car-
share driver, which brings on a dan-
gerous game of cat and mouse that 
explores the lengths people will go to 
connect in the modern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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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미비전 
Tell Me Vision
Korea | 2018 | 27min
임종민 LIM Jong-min

남자는 개그맨 공채시험에서 계속 떨어지
자 여자친구와 그녀의 부모를 뵐 낯이 없
다.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지막 순
간,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혼신
의 연기를 펼쳐 보인다. "인생은 가까이
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
라 한 찰리 채플린의 말이 떠오르는 영화.

A man who wants to be a comedian 
is ashamed to face his girlfriend and 
her parents as he continues to fail 
the comedian test. His passionate 
comedy performance reminds us of 
a famous Charlie Chaplin’s quote.

겨울은 겨울 
Turn Your Fan Off in Winter
Korea | 2017 | 23min | IP 
신가연 SHIN Ga-yeon

남자친구의 늦잠으로 데이트가 미뤄진 가
희, 갑작스레 엄마의 전 남자친구인 중원을 
마주한다.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한 번만 
도와달라는 중원의 애원과 마음이 식은 남
자친구를 만나려는 가희의 모습은 받아들
이기 힘든 이별의 온도, 서로를 닮아있다.

Ga-hee’s boyfriend oversleeps and 
her date is delayed. Joong-won, her 
mother’s ex, begs for just one chance 
to meet her mother again. Ga-hee 
waits for her boyfriend who is possi-
bly not in love with her anymore.

시체사진사 메리 
Post Mortem Mary
Australia | 2017 | 10min | AP 
조슈아 롱 Joshua LONG

1840년대 호주. 어머니와 시체 사진을 찍
는 일을 하는 메리는 최근 사망한 어린 소
녀의 시신이 있는 시골집을 방문한다. 우연
히 시신과 단둘이 남겨진 메리는 소녀가 살
아있는 것 같다는 이상한 느낌을 받는데… 

Mary and her mother run a post-mor-
tem photography business in 1840’s 
Australia. They arrive to a small 
farmhouse to find devastated par-
ents grieving over the death of their 
daughter. 

타부 忌 
Taboo
Hong Kong | 2017 | 11min | WP
크리스 찬, 재키 흥 向佐, 陳文進 
Chris CHAN, Jacky HEUNG

기쁨과 슬픔, 어둠과 빛. 세상을 떠도는 이 
존재들의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어디일까? 
삶과 운명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마치 무협 
고수들의 그것처럼 분리된 두 자아의 대결
을 통해 담아낸 영화.

Joy and sorrow, darkness and light. 
Where does it all begin and end? We 
are the writers of the endless story 
of life, guided by destiny and on the 
path to infinity.

326 SO5 7/15 18:00 GV
732 BU5 7/19 13:30 GV
1025 SO5 7/22 11:00 GV 

⑱

333 BU3 7/15 10:00 GV
643 SS 7/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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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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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SO3 7/19 16:30 

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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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SO5 7/17 15:30
1029 SO6 7/22 13: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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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 
Touch
Korea | 2018 | 19min | WP
이미지 LEE Mi-ji

일곱 살 현지는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신발 때문에 놀림을 당하지만 신발을 벗을 
수가 없다. 소리와 촉감으로 소통하고 서로
에게서 위안을 얻는 아이와 시각장애인 엄
마의 가슴 아프고도 먹먹한 하루.

A single day unfolds in the lives of 
a blind masseur, a mother, and her 
seven-year-old daughter. The title 
means everything in the story, such 
as getting to know them by feeling, 
touching hands and feeling through 
their hearts.

마감일 
Closing Date
Korea | 2018 | 27min | WP
궁유정 GOONG Yu-jeong

꿈에서 운명처럼 부산국제영화제의 계시
를 받는 슬기. 눈 떠보니 몇 시간밖에 남지 
않은 마감시간! 인턴보다 소중한 영화제 출
품을 위한 좌충우돌 소동극이 펼쳐진다. 꿈
과 현실 사이의 데드라인 위에서 오늘도 열
심인 당신들을 위한 헌정극.

A woman receives a revelation about 
BIFF like fate in a dream. She realizes 
it is only a few hours to the deadline 
when she wakes up. 

크래프트 
The Craft
Kuwait, Lebanon | 2017 | 16min | KP 
모니라 알 콰디리 Monira Al QADIRI

지구를 침략해 오는 지구 밖 존재는 SF 영
화의 단골 소재지만, 사실 실제 우리가 경
계해야 할 외부로부터의 침략은 생각보
다 가까이 있다. 영화는 자전적인 홈비디
오를 기반으로 미국 문화의 공습, 걸프 전
쟁 등 역사적 사실들을 독창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This home video-style film revolves 
around childish stories laced with se-
rious suspicion of the real world. Real-
ity gradually disintegrates like quick-
sand around this central question.

냉장고 冰箱 
The Fridge
China | 2017 | 11min | WP
왕이 王二 WANG Er

애인에게 버림받고 지질한 일상을 사는 남
자는 이사 온 새집에서 냉장고를 발견한다. 
평범한 냉장고 같은 그것은 무엇이든 넣으
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주는 요술 상자가 
아니던가. 값비싼 물건과 돈 모두를 갖게 
된 남자가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A dull man abandoned by his lover 
finds a refrigerator in his new house. 
It looked like a normal refrigerator, 
but it is a magic box which upgrades 
whatever you put i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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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A Son
Korea | 2018 | 13min | WP
김봉주 KIM Bong-ju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있는 워킹맘 지혜는 
13개월 된 아들을 맡길 곳이 없다. 결국 회
사 주차장까지 아이를 데려가지만 한번 터
진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는다. 더 이상
의 방법도 시간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Working mother Ji-hye has an import-
ant meeting that morning. However, 
there is no one to take care of her13-
month-old son. Eventually, she takes 
him to the company parking lot. To 
make matters worse, his crying never 
stops.

베란다 
Veranda
Korea | 2017 | 14min | WP
손지수 SOHN Ji-soo

여느 때와 같은 아침 날, 아들과 남편이 소
란스레 떠난 집 안. 엄마는 집안일을 하며 
쳇바퀴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말썽이던 베
란다 문이 굳게 잠겨버렸다. 그 안에 갇혀 
버린 엄마, 하루를 꼬박 베란다 안에서 보
내게 된다.

As usual, a son and a husband head 
to school and work, while mom is left 
home alone. In the peaceful morning, 
the door latch breaks and she unex-
pectedly gets stuck on the veranda. 
She has to spend all day on the veran-
da waiting for family to return.

호흡 
Eir's Breath
Spain | 2018 | 28min | WP 
카를로스 알라스트루에이 
Karlos ALASTRUEY

교외 외곽에서 열리는 칼리의 생일파티에 
초대받은 안네. 이유를 알 수 없는 방독면 
교육이 끝난 후 10대 소년, 소녀들은 무리 
지어 어울리지만 안네는 별다른 재미를 느
끼지 못한다. 갑자기 아이들 모두가 쓰러
지고 홀로 살아남은 안네는 방독면을 쓰고 
숲으로 향한다.

Ane attends a birthday party in the 
countryside. Suddenly and without 
explanation, all of them are dead 
except Ane. She runs away into the 
woods wearing an oxygen mask.

맛있는 그대 
Delectable You
France | 2017 | 15min | KP
악셀 쿠티에르 Axel COURTIÈRE

오스카는 이웃에 사는 여성을 짝사랑한
다. 문제는 그녀는 당근을 즐기는 채식주
의자, 그는 인육으로 만든 디저트를 즐기
는 특별한 미식가라는 점이다. 온통 초록
색 채소로 가득한 그녀의 식탁에 초대받은 
오스카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

Oscar, a gourmet cannibal, burns for 
Miss Carrot, a neighbor in his build-
ing. She is a vegetarian, and he has 
a total phobia of vegetables. Things 
take a drastic turn when she invites 
him for di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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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야 
The Night Before
Korea | 2018 | 37min | WP
한동석 HAN Dong-seok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 딸의 친구를 추궁하
여 인적 드문 외곽의 폐건물로 흘러든 준
식. 형사의 직감으로 그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아챈다. 시간의 
뒤틀림, 정체모를 괴물과의 사투. 그 끝에
서 준식이 마주한 것은 무엇일까?

Jun-sik’s daughter has run away 
from home. He questions his daugh-
ter’s friend and then heads to the 
location he is given. Soon, the detec-
tive’s intuition suggests something 
serious is happening there.

핑키 
Pinki
Korea | 2018 | 11min | WP 
김현석 KIM Hyun-suk

평범한 회사원 태완 앞에 갑자기 온통 분
홍색 차림의 소녀가 나타난다. 그리고 둘
을 쫓는 고철 폐기 괴물. 괴물에게서 벗어
날 길은 태완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것뿐이다.

A man looks like an ordinary office 
worker in formal dress. A scrap metal 
monster chases him and a mysteri-
ous pink woman tries to save him. 
These symbolic beings serve to 
evoke the man’s memories.

스탠바이 
Standby
Canada | 2017 | 16min | AP 
다문 카푸르, 트래비스 풀친스키
Daumoun KHAKPOUR, Travis PULCHINSKI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남자는 아내를 커
다란 수화물 가방에 넣어 몰래 데려가려 한
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행한다. 
최근의 국제적 이슈인 난민 문제와 더 나은 
삶에 관한 공포스러운 문제 제기.

A desperate man resorts to smug-
gling his wife inside of a piece of lug-
gage in the hope of finding a better 
life. The plan is put on hold when his 
plane arrives but the bag containing 
his wife does not.

긁어 부스럼 
The Itch
USA | 2017 | 6min | AP 
티모시 라이언 드리스콜 
Timothy Ryan DRISCOLL

야외에서 휴식을 즐기다 가려움을 느낀 남
자는 피부를 긁기 시작하지만 가려움은 좀
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A man gets an itch while taking a rest 
outdoors. The itching that started 
from a small point drives him crazy. 
When will this pain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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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Scent
Korea | 2018 | 6min | WP
김은진 KIM Eun-jeane

그 남자.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한 
그 남자. 더러워서 직접 만들어 보겠다고 
시나리오도 써 본 그 남자. 좌절의 연속 끝
에 광기에 사로잡힌 남자는 방 안에 사람
들을 모아 놓고 일장연설을 늘어놓는다. 그
들은 말이 없고 남자는 새어 나오는 악취를 
깨닫지 못한다.

A man, who wanted but was unable 
to be an actor, writes a scenario un-
welcome in any market. Finally at 
breaking point, the madman per-
forms a monologue in his room.

공허충 
An Absurd Thing
Korea | 2018 | 26min | WP
정재용 JUNG Jae-yong

어느 날 남준의 어깨에 괴생명이 자라난다. 
세상에 도처하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그러
하듯 과학과 종교, 그 어느 것으로도 남준
은 명확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한다.

One day, a mysterious creature grew 
on a man’s shoulder. Anywhere, even 
from science and religion, clearly 
finds no reason. The movie is a meta-
phor for social obsession and mean-
ingless definition to try to explain the 
phenomenon.

급식조리원 
Lunch Ladies
USA | 2017 | 19min | AP 
J.M. 로건, 클라리사 제이콥슨 
J.M. LOGAN, Clarissa JACOBSON

고등학교 급식조리원인 이란성쌍둥이 자
매는 고약한 교직원도, 버릇없는 틴에이저
도 신물이 난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희망은 
있다. 조니 뎁의 자선파티에 그들의 치즈
버거 레시피가 당선된 것! 이제 파티참석을 
위한 급식 신메뉴 개발 작전이 시작된다.

Seretta and LouAnne Burr have 
shared a miserable existence as high 
school dinner ladies. One day, their 
Cheesy Burger Bites recipe becomes 
the Grand Prize Winner at Johnny 
Depp’s Cook for Kid’s Charity Event!

추억을 팝니다 
Beyond Money
Spain | 2018 | 18min | AP 
키케 마이요 Kike MAILLO

그림 같은 대저택과 능력 있고 자상한 남
편, 사랑스러운 아이. 루시아의 삶은 모두
가 바라는 삶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른 소중한 것을 희생했기에 가능했던 것이
라면? 돈으로 팔 수 없는 것을 팔며 살지도 
모를 근미래에 관한 우울한 예견.

In a near future, where people can 
buy and sell experiences stored in 
their memory, we meet Lucía, a 
young rich woman who appears 
to have the life we would all like to 
have.

244 BU4 7/14 15:40 GV
435 BU5 7/16 13:00 GV
1023 SO4 7/22 15:30 

⑫

218 SO3 7/14 12:40 GV
536 BU7 7/17 11:00
1027 SO5 7/22 17:00 GV

⑮

212 SO2 7/14 10:00 GV
511 SO3 7/17 11:00 GV
1022 SO4 7/22 13:00 GV 

⑱

353 BU7 7/15 10: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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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BU6 7/21 11: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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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 사냥꾼 
And The Moon Stands Still
Belarus, Germany, USA | 2017 | 
11min | KP
율리아 루디츠카야 Yulia RUDITSKAYA

어둠 속 괴물은 달빛을 부수고 세상을 온통 
어두움으로 만들려 한다. 조각났지만 다시 
하늘에서 빛나는 달빛 아래 사람들은 일상
을 시작한다. 달빛 아래 영향을 받는 사물
과 달의 변화를 우화처럼 그린 애니메이션.

The presence of the moon affects all 
under its glow. Based on the tale ‘The 
Witcher’ by Russian writer Aleksey 
Tolstoy, this film explores the lunar 
cycle and the energies summoned 
by its radiance.

코컬러스 
Cocolors
Japan | 2017 | 46min | KP
요코시마 토시히사 
YOKOSHIMA Toshihisa

오직 무채색만이 존재하는 지하 세계, 그곳
에서 살아가는 퓨리는 지상세계를 동경하
며 그림을 그리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
늘의 색이 궁금하다. 때로는 실재보다 희망
하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In an underground world, where 
only achromatic color exists, a child 
wonders what color the unseen sky 
is. We learn from this young mind 
that what we hope is sometimes 
more beautiful than reality.

팝콘 
Popcorn
Iran | 2017 | 12min | AP
모흐센 파라졸라히 
Mohsen FARAJOLLAHI

한밤중 갑자기 날아온 정체불명의 문자 메
시지. 놀랍게도 팝콘 상자가 보내온 문자?! 
남자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무엇을 해도, 
어디로 가도 피할 수 없는 팝콘의 공격, 그
는 고소하지만 무시무시한 팝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

A young man is trying to escape 
from a Popcorn box that wakes him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y text 
message, but whatever he does and 
wherever he runs, the Popcorn box 
never leaves him alone.

When 
When
Zimbabwe | 2017 | 4min | AP 
타룸브와 타파자 
Tarumbwa TAFADZWA

부패한 국가와 사회 속에서 억압받는 개인
의 자유와 권리를  ‘When’을 라임으로 쓰
는 가사와 모션그래픽을 통해 강렬하게 전
하는 작품. 오리엔탈 비트 위로 쏟아내는 
랩은 과연 힙합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After more than three decades of un-
documented and unacknowledg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Zimba-
bwe, a handful of bold creatives de-
cided to cry out against the unjust 
abuse of political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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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Jeom
Korea | 2017 | 4min | KP 
김강민 KIM Kang-min

아들은 엉덩이에 있는 아버지와 똑같은 반
점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이제, 아버지가 
된 아들은 자신의 아들에게는 부디 반점이 
없기를 바란다.  닮고 싶지 않다며 애써 부
정해보지만 어쩔 수 없는 혈육의 태생에 관
한 웃픈 고찰.

A father and son both have the same 
big birthmark on their buttock. Be-
lieving that the two birthmarks are 
connected, the son scrubs his fa-
ther’s birthmark to remove it, but he 
can’t get rid of the mark.

미풍 
breeze
Korea | 2017 | 14min | WP
홍해원 HONG Hae-won

낮잠을 자고 있는 엄마에게 선풍기를 틀어 
주려는 해원. 미풍 버튼에 손이 닿는 순간 
선풍기 날개 위의 먼지를 만난다. 놀라운 
상상력과 독특한 감수성으로 먼지를 따라 
선풍기 미풍이 작동하기까지의 여정을 보
여주는 작품.

A son tries to turn the fan on for his 
mother who is taking a nap. As soon 
as his hand reaches the breeze but-
ton, he sees the dust on the fan. From 
that point, the film follows the jour-
ney in the dust.

새벽 
Dawn to Dawn
Korea | 2018 | 28min | IP 
임정은 LIM Jung-eun

졸업을 유예한 채 언론고시를 준비하는 여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 4년이라는 시간을 
오로지 그 목표만을 위해 쏟은 그녀는 자
신 스스로를 우화 속의 새로, 동이 트기 전 
새벽을 가로 막혀 있지만 넘을 수 있는 벽
으로 묘사한다.

Birds frantically flap their wings to 
get over a wall. “The goal is to pass 
and get over the wall”, for frequent 
applicant Ji-soo and first-time appli-
cant Sun-young. They study together 
but are they competitors or friends?

딱정벌레 
The Beetle at the End of the Street
Spain | 2017 | 19min | KP 
호안 비베스 Joan VIVES

발렌시아 한 작은 마을의 생선가게에는 생
선을 손질하다 예언을 하는 아가씨가 있다. 
생선을 사러 간 아마데오는 손질하던 장어
에 빙의된 생선가게 아가씨에게서 자신이 
일주일 후에 죽을 것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는데, 그녀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In the small village of Valencia, Fish-
monger Lolín has a magic foresight 
while decapitating fish. One day, she 
prophesizes that Amadeo only has 
seven days to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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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다세대주택 
Saturday's Apartment
Korea | 2018 | 7min | KP 
전승배 JEON Seung-bae

층간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 하지
만 그들 역시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
보다는 그저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가려 했
을 것이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층간 소
음을 한 편의 우화처럼 풀어낸 스톱모션 애
니메이션.

A multiplex housing unit with 5 dif-
ferent family members has problem 
noises between the floors. Is peace 
and quiet possible there? The sub-
ject of noise between floors is emerg-
ing as a social problem.

엘리제를 위하여 
For Elise
Korea | 2018 | 29min | WP
임승현 LIM Seung-hyeun

피아니스트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의 과한 
교육열에 잡혀사는 현수에게 어느 날 정반
대 성격의 태권소녀 소미가 다가온다. 피아
노를 치기 위해 손을 쓰는 현수가 축구나 
태권도 같은 발을 쓰는 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는 노출은 맥거핀이 아니었다.

Hyun-soo is caught up in his father’s 
impassioned idea that he wants to 
become a pianist. One day, Somi, a 
female classmate of a very different 
nature, comes into Hyun-soo’s life. 
The appearance of the girl changes 
his world.

말과 소녀 
Horse's Stone
Mexico | 2017 | 20min | IP
신시아 페르난데스 트레호 
Cynthia Fernández TREJO

몸이 아파 집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소녀는 
말이 되고 싶다. 할머니는 소녀에게 먼 옛
날 사람과 말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고 함께 
살아가는 친구였던 시절, 인간 왕과 말 왕
의 전설을 들려준다.

A girl, who has to stay home because 
of her illness, wants to be a horse. 
The grandmother of the girl tells 
her a tale of a time when people 
and horses could understand each 
other’s words and lived as friends 
together.

소니아 
Sonia
Japan | 2017 | 12min | KP 
후치가미 사토리노 FUCHIGAMI Satorino

검고 아름다운 털을 가진 개 소니아. 하지
만 반려자가 떠난 후 소니아의 몸은 새하
얀 색으로 변해 버린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으로 소중한 존재와 함께 하
는 삶의 의미에 관한 깊은 성찰을 담은 감
동적인 작품.

Sonia has the distinctive black and 
beautiful hair of a Labrador retriev-
er, but her color is transformed to 
pure white snow in sorrow when her 
companion leaves. This animation is 
based on a true story.

2001: 스페이스 오디섹스 
2001: A space odysSEX 
Japan | 2018 | 4min | IP 
츠쿠다 히카루 TSUKUDA Hikaru

아프리카에서 사용한 티슈 화석이 발견된
다. 학자는 수컷 유인원이 마스터베이션을 
할 때 사용한 티슈라고 주장하지만 그의 조
수는 암컷 유인원이 사용한 것이라 반박한
다. 인류 기원의 은밀한(?) 진실을 찾기 위
한 위대한 시간 여행.

Some fossilized tissue is discovered 
in Africa. A professor suggests that 
a male ape used this for masturba-
tion, while his assistant argues that 
a female used it. Conflict ensues but 
eventually, all becomes clear.

239 BU3 7/14 15:20 GV
423 SO5 7/16 19:00 GV
1021 SO4 7/22 10:30 

⑱329 SO6 7/15 12:20 GV
644 SS 7/18 18:00
1014 SO2 7/22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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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페이스 
NeckFace
UK | 2018 | 10min | IP 
Llanbobl Vision Ltd

완벽한 결혼식을 꿈꾸는 예비신부 레이니. 
결혼식을 앞두고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최
악의 결혼식 손님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바
로 넥페이스! 보기만 해도 끔찍한 이 손님
을 처리하기 위해 레이니는 고군분투한다. 
과연 넥페이스의 정체는 뭘까?

Having dreamed of the perfect 
wedding, Laney wakes up with the 
world’s most unwelcome wedding 
guest in her bed - NeckFace. Will 
Laney still go through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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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회관 
The PUB
Korea | 2017 | 27min | WP 
문재웅 MOON Jae-woong

김녕회관은 남자가 흠모하는 여자가 운영
하는 술집 이름이다. 남자의 무채색 세계 
속에 유일한 컬러는 그녀뿐이다. 짝사랑하
는 남자의 감정을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매
우 일상적인 분위기로 담아냈다.

Composer Hoon-seok goes to Jeju 
Island for a break. In a bar near his 
house, he begins to have feelings for 
the owner, Eun-e, but does not have 
the courage to ask her out.

덕후미루 
Otaku Miru
Korea | 2017 | 12min | WP
강지혜 KANG Ji-hye

방 밖을 나가지 않는 미루. 미사키라는 캐
릭터가 그의 전부인 세상에서 밀폐되고 좁
은 방은 둘만의 안전을 위해 특화된 장소
이다. 개인의 취향과 개성을 쉽게 폄하하
고 판단하는 현실에서 그들만의 세상은 지
켜질 수 있을까.

A man doesn’t go out of his room. 
Obsessed only with Misaki, an an-
ime character, his closed room is 
the perfect place for him. Will he be 
understood in reality where individ-
uals’ taste and personality are easily 
disparaged and judged?

여행자 
Voyager
Norway | 2017 | 8min | AP 
셰르스티 헬렌 라스무센 
Kjersti Helen RASMUSSEN

북극의 우주 기지 근처 하늘에서 유성이 떨
어진 후 기지에는 기이한 방문자가 찾아온
다. 1977년, 지구에서 발사된 보이저 탐사
선 두 대에 실어 보낸 ‘미지의 우주 존재에 
보낸 55가지 지구 언어의 인사’가 담긴 금
제 축음 음반을 모티브로 한 작품.

A shooting star falls down over the 
arctic island of Svalbard and The 
Global Seed Vault gets an unexpect-
ed visitor. Hunger knows no limits.

가위 
Sleep Paralysis: A Demonic Visitation
Indonesia | 2017 | 15min | KP 
아므리 라마단 Amriy RAMADHAN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곯
아떨어진 여성. 잠시 후 일어나 앉은 그의 
주위로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한밤중에 찾아온 악령의 기운일까? 한정된 
공간을 감싸는 으스스한 분위기와 불길한 
사운드는 공포를 배가시킨다.

Sukma, a young journalist gets home 
exhausted and falls asleep, only to 
experience the haunting presence 
of a mysterious diabolical spirit. But 
is she really asleep the whole time?

안개 너머 하얀 개 
A White Dog Over the Fog
Korea | 2018 | 14min 
정승희 JUNG Seung-hee

안개 자욱한 바닷가마을에 이사온 소녀가 
빈집 마당에 홀로 묶인 하얀개와 마주친다. 
바깥 세상이 두려운 소녀와 자신의 세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하얀 개는 안개 너머 
미지의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
을까? 낯선 세계 앞에 선 두려움과 설렘을 
시적인 이미지로 그려낸 작품.

Too scared to go outside, a girl moves 
to a foggy seaside village and comes 
across a white dog who lives next door, 
alone and tied to an anchor ground. 
The girl and the dog look at each other 
through the window, over the fog.

무명(無明) 
Ignorance
Korea | 2018 | 24min | WP 
김현도 KIM Hyun-do

2007년 무렵 힙합 씬의 막 나가던 미스핏츠 
자체였던 크루 오버클래스와 그곳의 수장 
버벌진트의 앨범 ‘무명’을 모티브로 삼았다. 
그 당시 힙합 키즈들의 음악적인 감성과 시
선들을 백그라운드로 추억한 성장극이다.

Ignorance recalls the musical sen-
sibilities of teenage hip-hop fans 
around 2007. The title was inspired 
by rapper Verbal Jint’s album, and 
many of the characters and contents 
of the play are taken from the cir-
cumstances of that time.

행복한 죽음 
The Blissful Accidental Death
Romania | 2017 | 15min | KP 
세르지우 네줄리치 Sergiu NEGULICI

우연히 골동품 가게에 들른 남자는 70년 
전 쓴 연애편지에 감춰진 그림을 발견한
다. 그림을 그린 작가가 아직 살아 있음을 
알게 된 남자는 편지 속 이야기가 사실인
지 알기 위해 아주 특별한 여행을 떠난다. 

In an antique shop, a young man 
finds an intriguing drawing conceal-
ing a secret love letter on the back, 
written 70 years ago. The man finds 
out that the author of the drawing is 
still alive.

테디 베어 숲 속 산책 
Teddy Bears Picnic
UK | 2017 | 5min | AP 
토마스 호지 Thomas HODGE

인적 없는 숲 속에서 엄마는 갑자기 시야
에서 아이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다. 가까
스로 찾아낸 딸아이는 기괴한 모습의 테디 
베어 옆에서 소꿉놀이하고 있다. 깊은 숲
속 버려진 테디 베어들은  피폐해진 동심
의 세계일까. 

In a remote forest, a mother sudden-
ly notices her child has disappeared 
in her sight. She finds her daughter is 
playing next to a huge, strange-look-
ing teddy bear. The title comes from 
the children’s song.

하나 
Hana
Korea, Japan | 2018 | 13min | WP 
나카니시 마이 NAKANISHI Mai

아르바이트로 바쁜 어머니 대신 네 살 소
녀 ‘하나’를 돌보게 된 여성.  하지만 둘만 
남게 되자 집 안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
어지기 시작한다.

A young woman goes to a part-time 
babysitter interview and is hired on 
the spot to look after a 4 year-old 
girl named Hana. Soon after she is 
left alone in the house with Hana, 
strange things start to happen.

215 SO2 7/14 18:00 GV
722 SO6 7/19 14:00 GV
1028 SO5 7/22 19:30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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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BU5 7/15 18:00 GV
621 SO5 7/18 17:00 GV
907 FA 7/21 15:30 

⑮

12편의 영화로는 여전히 목마른 자들은 오라!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을 한 눈에 조망하는 특별 전
시가 영화제 기간 동안 마련된다.

If your still hungry after twelve movies, visit here! A special exhibition of a star, actor and 
artist Jung Woo-sung will be held during the festival.

전시로 만나는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Meeting the Star, the Actor, the Artist: JUNG Woo-sung

올해 호러마니아들의 피빛 본능을 자극했던 막강 포스터의 비밀이 궁금하다면? 포스 작렬하는 포스터 
속 피규어가 전시로 돌아온다. 무섭게? 조금은 귀엽게! 

Are you curious about the secrets of the posters that stimulated Horror Mania’s bloody 
instinct this year? The charisma figures in the posters come back to the exhibition. In a 
scary way? A little cute way!

포스터 피규어 전시
Figures from the Official Posters of the 22nd BIFAN

독립영화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참새 방앗간, 인디라운지가 생긴다. 영화제 기간 동안 마련될 인디라
운지에서는 인디스토리 20년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도 마련된다. 독립영화 대표 감독들을 만날 수 있는 
소규모 번개 토크는 부지런한 자들의 몫! 

Indie Lounge is a club for the big fans of indie films to get all of the information about 
the independent films. The Indie Lounge, which will be held during the film festival, will 
also have an exhibition to look back on 20 years of INDIESTORY. Diligent people can meet 
independent film directors at small surprise guest events!

인디라운지 그리고 인디스토리 20주년 전시
Indie Lounge, and INDIESTORY 20 Year Celebration Exhibition

전시
Exhibitions

· 일시 7월 13일(금) ~ 7월 22일(일)
· 장소 부천시청 2층 로비, 

부천시의회 1층 갤러리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로 확인해주세요.

· Date July 13 (Fri) ~ July 22 (Sun)
· Venue Bucheon City Hall 2F Lobby,

Bucheon City Council 1F Gallery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detail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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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괴담 
Freak the Fxxk Out
Nigeria | 2017 | 4min | AP
칸소 오그볼루 Kanso OGBOLU

도시 도처에 널린 괴담에 관한 다섯 개의 
짧은 에피소드. 자극을 자극으로 헹구어 내
듯 기괴한 상상력과 짧은 호흡으로 연결된 
깜짝 놀랄 순간들로 가득한 단편.

A Total of five stories are told in 
about 4 minutes. Very short-lived 
episodes of bizarre imagination that 
move on to the next scene without 
giving time to get the meaning. It’s 
like rinsing stimuli with stim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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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와 파란요정 
My Private Blue Bird
Korea | 2018 | 21min | WP 
김선국 KIM Seon-kuk

돈도 빽도 없는 20대 여성 경수. 그는 미지
의 세계에서 온 파란요정을 만나 함께 취
업 뽀개기 수업에 들어간다. 학벌주의, 필
요 이상의 스펙, 수저 색깔 등으로 분류되
는 것도 모자라 열정마저 조악한 페이를 강
요하는 작금의 세태를 풍자한다.

26-year-old Kyung-soo has no mon-
ey and no background. One day, she 
meets a blue fairy and they work to-
gether on job hunting. 

노크 
Knock
Korea | 2017 | 17min | WP
배희경 BAE Hui-kyeong

영화제 출품을 목적으로 단편영화를 만들
고 있는 여성. 하지만 더뎌지는 영화의 완
성과 촉박한 시간 앞에서 그는 점점 편집증 
증세를 보이고 어느 새 영화 속 상황과 현
실은 뒤섞이기 시작한다.

A woman’s one and only goal is to 
submit her work to film festivals. 
With delays in production, she is 
anxious as the given time is running 
out. “Do it with passion or not at all” 
by Rosa Nouchette Carey, the English 
Children’s Writer, is the basis of the 
movie.

붉은 실 
Threads
Norway, Canada | 2017 | 9min | KP
토릴 코브 Torill KOVE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늘고 붉은 실로 이어
진 존재들. 쉽게 끊어질 듯 연약하기에 더 
소중한 실 끝에 연결된 부모 자식 간의 인
연과 여정을 단 8분의 시간 속에 담아낸 애
니메이션.

This animation takes the relation-
ship and the threads of journe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con-
nected in only 8 minutes. By the 
end of the film, viewers find out that 
‘thread’ has many meanings.

완다의 악몽 
Wanda’s Nightmare
France | 2017 | 22min | AP 
밥티스트 드라포 Baptiste DRAPEAU

진한 안개로 에펠탑조차 보이지 않는 칠
흑 같은 밤, 누군가가 젊은 치과의사 완다
의 병원에 관을 끌고 온다. 완다는 관 안에 
잠들어있던 병약한 남자의 미모에 흠칫 놀
라는데… 동화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와 공
포, 유머의 경계를 오가는 캐릭터들이 매
력적인 작품. 

In Paris, a storm rages. The Eiffel Tow-
er vanishes in the fog. A middle-aged 
man walks, dragging a coffin behind 
him stops right in front of Dr. Wanda’s 
dental practice. The young dentist is 
not expecting this visit.

부패 
The End of Decay
USA | 2017 | 11min | AP 
크리스 토드 Chris TODD

자신의 하반신 마비를 마비 해결 방법을 연
구하는 박사가 있다. 그는 암시장에서 구한 
배아 줄기세포로 약품을 만들어 자신에게 
투여해 실험에 성공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
한 부작용이 생겼다. 그의 배에 커다란 종
양이 자라난 것이다. 

Dr. Orin uses embryonic stem cells 
purchased on the black market to 
treat his paraplegia. The treatment 
works, but there are also the side ef-
fect of a massive tum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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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E 
RARE
Korea | 2018 | 16min | WP
이광진 LEE Gwang-jin

춘배는 좀비를 사냥해 그 고기를 팔아 사는 
새로운 세상의 백정이다. 어느 날 단골 고
객은 부족한 좀비고기를 보충하기 위해 노
숙자들을 사냥해 공급을 늘리자고 제안한
다. 인간의 뒤틀린 욕망을 디스토피아적 시
각으로 풀어낸 작품.

In a world where people eat zombie 
meat, a butcher and loyal customer 
of zombie hunter Chun-bae, sug-
gests hunting homeless people to 
prevent a shortage of zombie meat. 
A dystopian view on twisted human 
nature.

피부와 마음 
Skin and Mind
Korea | 2018 | 11min | IP 
박지연 PARK Jee-youn

남편과 권태기를 맞은 윤희는 자신의 남편
이 닭으로 변한 것을 발견한다. 그녀의 고
민, 사랑은 결국 변하는 것일까에 대한 물
음은 사람은 결국 변한다로 귀결된다. 겉모
습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동물들로 
표현한 독특한 상상력이 돋보인다.

Married couple, Yoon-hee and Seong-
gye are bored with each other. The 
husband turns into a chicken and is 
unwilling to tell his wife that he loves 
her. Everyone is changing and finally, 
Yoon-hee too finds she has changed.

사형집행일 
Fry Day
USA | 2017 | 16min | AP 
로라 모스 Laura MOSS

연쇄 살인마 테드 번디의 사형이 집행되는 
역사적인 날. 이를 축하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곳에서 사진 
찍는 알바를 하던 캐런은 함께 놀자는 또래 
남자아이들의 제안이 싫지는 않다. 쓰디쓴 
하루를 보낸 열여섯 사춘기 소녀의 고단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

On the night of serial killer Ted Bun-
dy’s execution, a Florida teenager is 
taken for a ride. An adolescent girl 
comes of age against the backdrop of 
an unforgettable moment in history.

기계인간 
Mechanika
Russia | 2017 | 16min | KP
니콜라이 루파노브 Nikolay LUPANOV

젊은 과학자 알렉세이 로마노비치는 최근 
완성한 그의 발명품을 발표하기 위해 과학
자와 수집가를 초대한다. 하지만 그의 발
명품은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자극
하는데… 고전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듯
한 클래식한 무드로 관객을 초대하는 러
시아 단편.

Young scientist Alexey Romanovich 
invites his fellow scientists and col-
lectors to an experiment. All the 
guests are interested, but clearly 
have different intentions for Alexey’s 
event. 

347 BU5 7/15 20:30 GV
509 SO2 7/17 16:30 
925 SO4 7/21 18:00 GV

⑱

343 BU5 7/15 10:30 GV
612 SO3 7/18 11:30 GV
812 SO4 7/20 16:00 

⑱

<나이트메어>의 프레디 크루거, <시체들의 새벽> 시리즈 속 좀비, <텍사스 전기톱 학살>의 레더페이스
가 당신을 찾아간다면? BIFAN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영화 속 캐릭터들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즐거움을 
전달하러 찾아갑니다. 여러 캐릭터로 분장한 자원활동가들과 사진촬영, 게임 및 퀴즈 등 다양한 참여 이
벤트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Freddy Krueger of "A Nightmare on Elm Street", Zombies of "Dawn of the Dead" and 
Leather face of "The Texas Chain Saw Massacre" will find you? These characters can only be 
found at BIFAN. They will come to you for your enjoyment, no matter where you are in the 
event. Volunteers will wear costumes, you can take pictures with them. Enjoy activities with 
various characters, games and quizzes.

찾아가는 이벤트
 Movie Characters Event

· 일시 7월 13일(금) ~ 7월 19일(목)
· 장소 영화제 행사장 전 지역

· Date July 13 (Fri) ~ July 19 (Thu)
· Venue All Festival Venues

참여 이벤트
Audience Interactive Event

영화제의 메인 행사 공간인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다양한 관객 참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비파니언을 
이겨라! 잔디광장 일대에서 진행되는 자원활동가와 긴장감 넘치는 대결들. 그 외에도 페이스 페인팅, 야
외 방탈출과 연계 이벤트를 즐기시고 다양한 상품을 받아가세요.

Various audience participation events will be held at the lawn square of Bucheon City Hall, 
which is the main event space for the festival. Win the BiFanians! There are activities with 
volunteers in lawn square. Besides you can enjoy face painting and other events related to 
the Outdoor Mission Event. Don’t miss the events and get the various prizes.

· 일시 7월 13일(금) ~ 7월 15일(일) 11:00 ~ 18:00
· 장소 부천시청 잔디광장

· Date July 13 (Fri) ~ July 15 (Sun) 11:00 ~ 18:00
· Venue Lawn Square, Bucheon City Hall

· 일시 7월 15일(일) 19:00 ~ 21:00
· 장소 부천역 마루광장
· 내용 영화음악 전문 MC의 영화 · 드라마 음악 소개

영화드라마 속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대중적인 곡 공연 및 주요영상 상영 등

· Date July 15 (Sun) 19:00 ~ 21:00
· Venue Bucheon Station, Maru Square
· Details Movie/Drama soundtrack concert

제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OST산책
22nd BIFAN Orignal Sound Track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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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
Reach
Japan | 2018 | 4min | IP 
기무라 슈이치 KIMURA Shuichi

밀실에서 깨어난 남녀. 마주 보는 벽에 묶인 
남녀가 풀려나기 위해서는, 남자의 성기 앞
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한다. 남자의 성기
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여자가 성적
인 유혹을 해야만 한다. 가능하다. 겨우 키
우기는 했다. 하지만 남자는 조.......였다.

A man and a woman are held captive 
in a strange warehouse where a bomb 
is about to explode. There is a reset 
button available in such a critical sit-
uation, but can they co-operate and 
push the button while tied so tight?

가위X
Scissors Penis
Japan | 2018 | 4min | IP 
토모마츠 나오유키 TOMOMATSU Naoyuki

가위 성기를 가진 남자의 도시전설이 있
다. 불륜 현장을 목격한 남자가 잔인하게 
아내를 살해하고, 아내의 저주 혹은 은총
으로 가위 성기를 가지게 된 남자. 성실하
고 정의로운 남자였던 그는 가위 성기를 이
용하여 도시의 어둠에서 활약하는 다크 히
어로가 된다.

Kanetaro is an ordinary man who 
works part-time at a motel. Looking 
at the monitor one day, he catches 
his wife cheating on him and he kills 
her. He incurs a curse for killing his 
wife that turns his penis into scissors.

토킨키 이야기
Tokinky Story
Japan | 2018 | 4min | IP 
노비 아키라 NOBI Akira

중년이 되어서도 제대로 섹스 한 번 못해 
본 남자를 불쌍히 여긴 어머니. 유령이 되
어서도 아들의 왕성한 섹스를 위하여 물심
양면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도쿄에
서 살아가는 현대 가족의 가슴 뭉클하고, 
기이한 섹스 스토리.

A mother who loves her son dearly, 
goes to Tokyo to meet her grandson. 
When she enters the house, she is 
faced with a startling situation in her 
son's room.

살아있는 게이샤의 밤
Night of the Dead Geisha
Japan | 2018 | 45min | IP 
나루세 키요토 NARUSE Kiyoto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 작가, 감독, 프로듀서
가 온천장을 향한다. 하지만 그곳은 억울하
게 죽은 게이샤의 원혼이 서린 곳이었다. 산
책을 하던 프로듀서와 감독은 좀비들에게 
공격당하고, 여관으로 돌아와 보니 뭔가에 
사로잡힌 작가가 쓰는 시나리오대로 귀신
과 좀비들이 나타나 살육을 벌이고 있다.

Screenwriter Misa head to the small 
village known for cused geisha leg-
end. Inspired by the legend, she 
writes a script at an amazing speed, 
but soon finds out that the geisha is 
taking her revenge.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0 - 
유바리판타스틱영화제 콜렉션 
Fantastic Short Films 20 - 
Yubari Shorts Collection

크라잉 프리 섹스 
Crying Free Sex
Japan | 2018 | 15min | KP
이와사키 토모히코 IWASAKI Tomohiko

성기가 두 개인 이유로 코브라로 불리는 
남자가 섹스 도중 군인들에게 쫓긴다. 상
식을 벗어난 내러티브와 시대를 거스르는 
CG, 엉성한 연기력이 더해진 영화는 C급과 
D급 중간쯤에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경직
된 섹스에 대한 관습적 사고를 탈피하고자 
하는 저항정신만은 A급이다. 

Cobra and Naomi, while infiltrating a 
syndicate, could not help having sex 
on the day of the mission. Sudden-
ly, soldiers burst in and the couple 
could not withdraw each other.

탈출 
Escape
Japan | 2017 | 4min | IP
아오키 유키노부 AOKI Yukinobu

알 수 없는 이유로 밀실에 갇힌 전라의 남
자. 밀실 곳곳에 놓인 카메라에 그의 성기
가 찍히면 목에 걸린 폭탄이 터진다. 남자
는 유연한 동작으로 겨우 밀실을 빠져나온
다. 하지만 남자의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밖에 나와 여자를 보는 순간 그의 성기는 
오작동을 시작한다.

“I want to play the game.” A mysteri-
ous masked figure toys with average 
man who forces him into a game of 
life and death. The one rule of the 
game is simple, don’t let the cameras 
film your dick!

219 SO3 7/14 15:00 GV
604 FA 7/18 14:00 GV
948 BU5 7/21 20:00 GV

⑱

랄라랜드 
Lala Land
Korea | 2017 | 19min | IP 
이원석 LEE Won-suk

오디션마다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한물간 
중년 배우가 ‘본격 아재 힙합 영화’에 캐스
팅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액션 활극을 제
작하고 싶었지만 제작비의 한계에 부딪혀 
뮤지컬로 급선회 한 이원석 감독의 호쾌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

A middle-aged actor who gets fail 
every time he audition. He does his 
best to be cast in the hip-hop film. 
The small action and musical offers 
a comedy and pathos.

별 시(別 時) 
The Other Day
Korea | 2018 | 5min 
김종관 KIM Jong-kwan

어디인가 있지만 이제는 외로워진 수많은 공
중전화 부스들, 그리고 저마다의 이유로 그 
곳을 찾는 각각의 사람들… 떨어진 공중전
화기를 주워 드는 마지막 남자의 이미지가 
박효신의 ‘별 시’와 함께 흐를 때, 우리는 잠
시 지금이 아닌 다른 날을 떠올리게 된다.

Director Kim Jong-kwan showed a 
delicate and emotional visual lan-
guage through several movies. This 
is a music video he directed. Maxi-
mize the voice of the singer with a 
unique visual beauty.

모르는 여자
Unknown Woman
Korea | 2018 | 10min
김종관 KIM Jong-kwan

한 여자가 현오에게 반갑게 말을 건넨다. 
하지만 현오에게 그 여자에 대한 기억은 없
다. 여자는 현오에게 무안과 수치를 느끼지
만 현오에게는 모르는 여자일 뿐이다. 그녀
와 헤어진 후 현오는 오래된 코트 주머니에
서 조약돌 하나를 발견하고 뒷모습의 여자
를 떠올린다.

A woman talks to Hyun-o with plea-
sure, but he has no recollection of 
meeting her. Leaving her embarrassed, 
he finds a pebble in the pocket of his 
old coat, which makes him remember 
her appearance from behind.

아랫집 
The Lady from 406
Korea | 2017 | 14min
이경미 LEE Kyoung-mi

406호 여자는 아랫집에서 올라는 담배연
기 때문에 점점 미쳐간다. 그녀는 마침내 
306호를 찾아가지만 그곳의 남자는 의외
의 말을 건넨다. 보수적인 한국사회에서 용
인되지 않는 여성 캐릭터들로 유명한 이경
미 감독의 단편.

The woman in the upper floor is get-
ting crazy because of the cigarette 
smoke coming up from the under 
floor. She finally visits the house 
below, but the man there says some-
thing unexpected.

보금자리 
The Nest
Korea | 2017 | 21min | IP
임필성 YIM Pil-sung

귀여운 딸과 살고 있는 부부에게 입양된 소
년이 찾아온다. 소년의 기분 나쁜 행동들이 
이어지며, 행복한 가족을 원하던 여자는 점
점 악몽 속으로 빠져든다. 유니크한 장르 
영화감독 임필성이 오래간만에 단편 영화
의 세계로 돌아왔다.

A boy who is adopted by a couple 
living with a cute daughter. The bad 
behavior of the boy leads, and the 
woman who wants a happy family 
gradually falls into a nightmare.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9 - 
오프 더 스크린
Fantastic Short Films 19 -
Off the Screen

220 SO3 7/14 17:30 GV
531 BU5 7/17 16:00 GV 
936 BU3 7/21 10:30 

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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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1 - 제8기 BIFAN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 콜렉션 
Fantastic Short Films 21 - The 8th BIFAN Youth Film Academy Collection

나는 나를 
I am Me
Korea | 2018 | 9min | WP 
Team 불사조 Phoenix 

크레파스 
Pastel Crayon
Korea | 2018 | 16min | WP 
Team 한라봉 Hanlabong  

아모르 파티 
Amor Fati
Korea | 2018 | 11min | WP 
Team 노란조 Yellow

파리를 잡는 방법 
How to Catch a Fly
Korea | 2018 | 13min | WP 
Team 파랑 Blue

누군가의 죽음 
My First Death
Korea | 2018 | 13min | WP 
Team 나비 NAVI

창 밖을 보라 
Open the Window
Korea | 2018 | 14min | WP 
Team 창 밖을 보라 Look out the window

어느 대학의 강의실로 파리 한 마리가 날아
든다. 각자의 방법으로 파리를 소탕하는 상
상의 나래 속에 빠지는 학생들. 과연 파리
를 잡고 강의실을 구할 영웅은 누구일까?

A fly gets into a classroom at a univer-
sity. Each student imagines their own 
method of killing flies. How to Catch a 
Fly asks who will be the hero that catch-
es the fly and saves the classroom?

갑작스러운 친구의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
을 받은 찬호. 타인의 일이라고 여겼던 사
망 사고가 자신의 주위에서 발생한 뒤 찬호
는 또 가까운 누군가를 잃게 될 지 모른다
는 침습적 사고에 절름거린다.

Chan-ho is shocked by the sudden 
death of his friend and is then para-
noid that he might lose someone else.

공부보다 음악이 좋은 19세 정훈. 하지만 친
구, 선생님, 가족 중 누구 하나 정훈을 응원하
는 이 없다. 아무도 없는 집 안에 덩그러니 남
겨진 정훈은 그래도 오늘도 피아노를 친다.

Wannabe musician Jung-hoon pre-
fers music to studying but no-one 
cheers him on, even family and 
friends. He is still playing the piano in 
his room today.

엄마에게 복수하는 10가지 방법 
10 Ways to Revenge on Mom
Korea | 2018 | 13min | WP 
Team 녹조 Green

이성애가 터부시 된 사회. 고등학생 은비
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
돌림을 당한다. 영화는 동성애와 이성애의 
위치를 뒤바꿈으로써 우리가 가진 관념과 
시각의 모순을 드러낸다.

In an anti-heterosexual society, high 
school student Eun-bi is being bul-
lied because she has a boyfriend.
I am Me explores various hetero and 
homosexual views of our society.

세상과의 단절을 겪고 있는 다희. 그녀는 
세상과 소통을 하고 싶지만 쉽지 않다. 오
로지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좁은 자신의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 일 뿐이다. 그것
이 고립된 감정들을 배출하는 그녀의 유일
한 해방구다.

Da-hee is having a break from the 
world. In her small room, she can 
only draw pictures, her only outlet to 
vent her feelings of isolation.

연우는 학교에서 진로희망 조사서를 받고 
고민에 빠진다. 영화감독을 꿈꾸지만 현실
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무엇을 해야 할지 마
치 길을 잃은 것처럼 선택이 어렵다. 무단
결석으로 선택을 도피하며 방황하는 연우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가 나타난다.

Yeon-woo dreams of becoming a film 
director, but the decision is made dif-
ficult when she thinks about the real 
world. Just then, a mysterious man 
appears in front of her.

1분 1초 단위로 그림자처럼 스케줄과 동선
을 감시하는 엄마 때문에 피곤한 예린. 기
어코 자신의 핸드폰까지 사찰하는 엄마의 
행동에 참지 못한 예린은 유치하고도 치밀
한 엄마에게 복수하는 10가지 방법을 계
획한다.

Ye-rin has long suffered her mother 
watching her every move. In retalia-
tion, she plans ten childish and me-
ticulous ways to wreak revenge.

359 SS 7/15 17:00
837 SS 7/20 14:00

Ⓖ

Mentor 이건욱 감독 LEE gun-wook
최지민, 전시후, 송나영, 임수민, 봉정현
CHOI Ji-min, JUN Si-hoo, SONG Na-yeong, 
LIM Su-min, BONG Jung-hyun

Mentor 이현빈 감독 LEE Hyun-bin
유지연, 이가영, 이서빈, 이원준 
YOO Ji-yeon, LEE Ga-young, LEE Seo-bin, 
LEE Won-joon

Mentor 박현영 PARK Hyun-young
박성욱, 배민경, 이승연, 임가현, 한예준
PARK Seong-wook, BAE Min-kyung, 
LEE Seung-yeon, RIM Ga-hyun, HAN Yea-june

Mentor 양시모 감독 YANG Si-mo
이경환, 장인서, 한서웅, 최태성, 조은비
LEE Gyeong-hwan, JANG In-seo, 
HAN Seo-oung, CHOI Tae-seoung, JO Eun-bi

Mentor 이나연 감독 LEE Na-yeon 
이해연, 진도연, 박은민, 김송희, 정다은
LEE Hae-yeon, JIN Do-yeon, PARK Eun-min, 
KIM Song-hee, JUNG Da-eun

Mentor 정재훈 감독 JEONG Jae-hun
심다하, 한서화, 주은석, 오예린, 배은채
SHIM Da-ha, HAN Seo-hwa, JOO Eun-suk, 
OH Ye-lin, BAE Eun-chae

Mentor 최희윤 감독 CHOI Hee-yun
박준서, 백하정, 이다연, 이유진, 황승혁
PARK Jun-seo, BAEK Ha-jeong, LEE Da-yoen, 
LEE You-jin, HWANG Seung-hyeok

JUNG Woo-sung: The Star, the Actor, the Artist 75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JUNG Woo-sung: The Star, the Actor, the Artist
등장과 동시에 가장 빛나는 스타였고, 캐릭터만으로 관객을 압도하는 배우를 넘어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정우성. 12편의 대표작들과 함께할 이번 특별
전에서는 다양한 장르를 통해 언제나 새롭고자 했던 그의 수많은 변화의 순간들과 그와 함께 성장한 한국영화의 빛나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이다.

From the brightest start to the actor who becomes the movie character himself and overwhelms the audience, Jung Woo-sung builds his 
career as an artist while walking side by side with the world, and exercising good influence on the world. With his twelve films, the audience 
will encounter numerous moments of his changes, where he has always tried to be fresh in different films of various genres, and the bright-
est moments of Korean cinema built through him.



433 BU4 7/16 16:00
827 BU4 7/20 19:30

Korea | 2017 | 139min | ⑮
양우석 
YANG Woo-suk
북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직후, 북한 공작원은 중상을 
입은 북한 1호를 데리고 비밀리에 남쪽으로 피신한다. 
그 틈에 전쟁을 선포하며 북한의 체제를 장악하려는 쿠
데타 세력들,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북한 1호가 한국
에 있다는 정보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귀로 들어간다.

Right after a coup takes place, a Northern agent 
comes down to the South with North Korea’s No. 
1. In the meantime, North Korea declares war on 
South Korea so an agent of the South tries to find 
his counterpart from the North to prevent a war 
from starting.

강철비 
Steel Rain

1010 MM 7/22 14:00 GV
411 SO2 7/16 12:30 

Korea | 2018 | 110min | ⑮
김지영 
KIM Ji-young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했다. 사고 발생 시간에 
대한 진술은 엇갈리고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데이터
는 다르게 기록되거나 사라졌다. 4년간의 치밀한 조사와 
분석으로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그날을 추적한 영화. 
정우성의 차분하고 객관적인 내레이션이 인상적이다.

On April 16, 2014, the MV Sewol sank. The state-
ments about the time of the accident were stag-
gered, and data recording the route of the Sewol 
were recorded differently or disappeared. This 
trace the day that nothing has been revealed yet.

그날, 바다 
Intention

101 CH 7/13 10:30 
912 MM 7/21 16:30 GV

Korea | 2016 | 136min | ⑱
김성수 
KIM Sung-soo
가상의 도시 안남시를 배경으로 위선적인 시장과 그의 
비리를 추적하는 검사, 둘 사이에 끼어버린 부패한 경
찰관의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는 만일 우리 사회가 자
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이들만 존재한다면 그곳
이 곧 지옥이라 말한다. 자칭 ‘아수리안’이라 부르는 열
혈팬을 양산했던 영화.

A rogue mayor controls a fictitious city. A prose-
cutor pursues the mayor’s shortcomings and the 
corrupt police officers on the payroll. Revealing a 
cross-section of our society as hell through which 
the wicked drift solely for their own benefit.

아수라 
Asura: The City of Madness

408 MM 7/16 14:30
505 FA 7/17 14:00

Korea | 2001 | 155min | ⑮
김성수 
KIM Sung-soo
명나라에 사신으로 방문한 고려의 무사들은 무고한 누
명을 쓰고 사막에 고립된다. 고국으로 돌아갈 방법이 막
막한 상황에서 우연히 그들은 몽골군에 납치된 명나라 
공주를 만나게 된다. 그녀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대가로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는 가능성을 보장받게 되는데...

The warriors of Goryeo go to the Ming Dynasty as 
envoys but are marooned in the desert as spies. By 
chance, they come across the princess of the Ming 
Dynasty, who has been kidnapped. If they can 
save her, they can also return to Goryeo.

무사 
The Warriors

260 BU7 7/14 17:30 609 MM 7/18 20:00
705 FA 7/19 19:30

Korea | 2003 | 101min | ⑮
곽경택 
KWAK Kyung-taek
여기 ‘똥개’라 불리는 남자가 있다. 단순 무식하지만 정
의감으로 충만한 그는 마을의 존속을 위협하는 외부세
력과의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다. 기존의 이미지 대신 
거칠고 투박한 남자로 분한 정우성의 연기 변신으로
도 회자됐던 영화.

In a small town, a man fights bullies with a simple 
but powerful conscience. The clash between the 
outsiders who want to develop the area and the 
locals who want to protect it, shows true korean 
humor.

똥개 
Mutt Boy

Korea | 2004 | 144min | ⑫
이재한 
LEE Jae-han
공사장 십장이지만 건축가가 되고 싶은 우직한 남자 최
철수와 부족한 것 없는 집 안에서 사랑받고 자란 순수한 
여자 김수진의 신분과 환경, 기억을 초월한 지고지순한 
사랑이야기. 원작은 일본 NTV에서 방영된 드라마 <퓨
어 소울: 네가 나를 잊어도>(2001)이다.

A love story between a career woman with ear-
ly onset Alzheimer’s, and a working man who 
strives to be an architect. From different family 
backgrounds, their union already has its issues, 
but another, more fatal crisis is on the cards.

내 머리 속의 지우개 
A Moment to Remember

Korea | 2008 | 130min | ⑮
김지운 
KIM Jee-woon
1930년대의 만주, 전설적인 실력의 총잡이들이 금은보
화가 숨겨진 장소가 표시된 단 하나의 지도를 쫓는다. 
오직 승자만이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지도를 먼저 찾을 것인가? 한국 고전 장르물 중 하
나인 ‘만주 웨스턴’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영화.

In 1930s Manchuria, three villains seek out a trea-
sure map, and the winner takes all. THE GOOD, 
THE BAD, THE WEIRD revives the Manchurian 
Western, a classic Korean film genre.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THE GOOD, THE BAD, THE WEIRD

Korea | 2014 | 112min | ⑱
임필성 
YIM Pil-sung

523 SO6 7/17 19:30

소도시의 일상에 염증을 느끼던 덕이는 우연히 문화센
터에서 학규의 수업을 듣게 된 후 그의 모든 것을 동경
하며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학규는 교수로의 복직을 이
유로 서울로 향하고 덕이는 버림받는다. 8년 후, 덕이는 
복수를 위해 학규를 찾아간다.

A sacked professor retreats for a while to a small 
town, where he lectures at the local Cultural Cen-
ter. Fortunately, he returns to his old job but after 
8 years, a woman long abandoned by the Profes-
sor turns up with revenge on her mind.

마담 뺑덕  
Scarlet Innocence

JUNG Woo-sung: The Star, the Actor, the Artist 77

1038 BU4 7/22 16:30
640 BU7 7/18 11:30

Korea | 2013 | 118min | ⑮
조의석, 김병서 
JOH Ui-seok, KIM Byeong-seo 
철저하게 설계된 계획에 따라 움직이며 단 한 순간의 실
수도 용납하지 않는 범죄 조직의 리더 제임스. 경찰은 인
간의 뛰어난 기억력과 도시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를 사용하여 완전 범죄를 지속하는 그들을 추적한다. 홍
콩영화 <천공의 눈>이 원작이다.

James, as head of a criminal organization, moves 
to a tightly planned schedule and does not toler-
ate even a one-second error, while the police use 
their superb memories and surveillance cameras 
in trying to track them down.

감시자들 
Cold Eyes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76

1012 MM 7/22 20:00
608 MM 7/18 17:00

남북 문화의 차이와 소통, 남북문화의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영화를 통해 알아본다. 분단의 시간동안 달라진 남북 문화의 현황을 돌아보는 동시에 
영화를 통해 통일의 통로를 열어가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Our aim is to examine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interac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 possibilities, developments, and 
trajectory regarding cultural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rough the medium of films. By looking at the current state 
of the cultures of North and South Korea which has changed during this long period of separation, we want to create an opportunity to open 
the path to reunification through the big screen.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남북 영화
Stepping-Stones to Reunification: North and South Korean Films 

(Analyzing Inter-Korean Interactions Through Films)

*자료제공처: 한국영상자료원

· 일시 7월 13일(금) 14:00 ~ 16:00
· 장소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 패널 박영이 감독, 박영정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상(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사무처장), 
한승호 박사(북한학 박사), 전영선(건국대 연구교수)

· Date July 13 (Fri) 14:00 ~ 16:00
· Venue Bucheon City Hall, Fantastic Cube (1F)
· Pannel Park Yeong-i (Director), 

Dr. Park Yeong-jeong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Researcher), 
Lee Jae-sang (Foundation of Inter-Korea Cooperation Secretary General), 
Dr. Han Seung-ho (North Korean Studies Doctorate), 
Jeon Yeong-seon (Konkuk Univ. Research Professor)



3X3 EYES: 
A Special Program Featuring, Three Horror Masters And Their Eyes

3X3 EYES: 호러 거장, 3인의 시선 78 3X3 EYES: A Special Program Featuring, Three Horror Masters And Their Eyes 79

146 BU7 7/13 13:00
738 BU7 7/19 12:30

USA | 1972 | 84min | ⑱
웨스 크레이븐 
Wes CRAVEN
락 공연을 보러 간 두 명의 10대 소녀들이 잔인한 강간 
후 살해를 당한다. 범인은 4인의 탈주범들, 그들은 우연
히 자신들이 살해한 소녀의 집으로 신분을 위장해 숨
어들게 되는데 그들 앞에 닥칠 피의 복수는 필연적으
로 보인다. 거장 잉마르 베리만의 <처녀의 샘>(1960)
에 영향을 받은 작품.

Two teenage girls head to a rock concert to cele-
brate a birthday. While trying to score marijuana 
in the city, they are kidnapped and brutalized by 
a gang of psychotic criminals.

왼편 마지막 집 
The Last House on the Left

USA | 1977 | 89min | ⑱
웨스 크레이븐 
Wes CRAVEN

266 FA 7/14 24:00  
834 BU7 7/20 13:30 

한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가는 길에 차가 고장 나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버린다. 밤이 되자 낯선 모
습의 살인자들이 가족을 중심으로 에워싸기 시작하는
데 과연 가족은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천대, 소외받는 계층들의 계급을 향한 복수의 관념을 
담고 있다.

A family finds themselves in a broken-down car 
on the way to California, surrounded by violent 
savages ready to attack. The family loses every-
thing but can they survive?

공포의 휴가길 
The Hills Have Eyes

USA | 1984 | 91min | ⑱
웨스 크레이븐 
Wes CRAVEN

124 SO5 7/13 20:00
1043 BU5 7/22 19:30

10대들의 꿈속에 나타나 그들을 죽이던 악몽 속 기괴한 
연쇄 살인마가 실제로 나타나 현실을 악몽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영화에 등장하는 프레디 크루거 캐릭터는 이
후 공포 영화 장르에서 손꼽히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세련되고 감각적인 하이틴 호러 무비.

Brutal serial killers who spawned in the dreams 
of teenagers start to appear in the real world. 
Its notorious main character of this film, Freddy 
Krueger, has become an established icon in hor-
ror film history.

나이트메어 
A Nightmare on Elm Street

Images courtesy of Park Circus/Warner BrosFilms sans Frontieres Films sans Frontieres

266 FA 7/14 24:00 
909 FA 7/21 20:00

USA | 1978 | 91min | ⑱
조지 A. 로메로 
George A. ROMERO
청년 마틴은 기차에 올라 홀로 있는 여인에게 강제로 주
사액을 주입하고 성도착적 행동을 보이더니 그녀의 피
를 빨아먹는다. 스스로를 뱀파이어라고 생각하는 마틴
은 누군가의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광적인 믿음을 
보인다. 조지 A. 로메로 감독 스스로 꼽은 최고로 애정
하는 작품.

A young man named Martin boards a train and injects 
something into a woman sitting alone. He shows 
some sexually bizarre behavior, and then sucks her 
blood. Believing himself to be a vampire, Martin gains 
immortality in exchange for someone’s life.

마틴 
Martin

406 FA 7/16 19:00
530 BU5 7/17 13:00

537 BU7 7/17 13:30
1006 FA 7/22 14:00

USA, Italy | 1978 | 127min | ⑱
조지 A. 로메로 
George A. ROMERO
영화는 쇼핑몰을 정복하고자 하는 좀비와 인간의 욕망
을 통해 자본주의 메커니즘의 뒷면을 들여다보는 비판
적인 시각을 담고 있다. 앤디 워홀이 남긴 ‘나는 결코 사
람들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백화점
에 갈 뿐이다’라는 말의 의미, 그가 지적한 소비의 허상
을 잘 표현하고 있다.

This classic horror movie looks into the back 
side of capitalism through the desires of zom-
bies and people desperate to conquer a shop-
ping mall, and it still has several laugh out loud 
moments.

시체들의 새벽 
Dawn of the Dead

USA | 1988 | 115min | ⑱
조지 A. 로메로 
George A. ROMERO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앨런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원숭이 엘라는 그를 대신해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훈련을 받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분노의 감정을 스스
로 통제 불가한 상태가 되어 버린 엘라. 상향된 지능
을 바탕으로 한 그의 공격성에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
을 받는다.

A monkey named Ella, is trained to help a dis-
abled man, but starts to develop feelings for 
her master. She becomes dangerously out of 
control and begins to express desires and anger 
towards him.

어둠의 사투 
Monkey Shines: An Experiment in Fear

USA | 1976 | 91min | ⑮ 
토브 후퍼 
Tobe HOOPER
루이지애나의 낙후된 호수 늪 근처에 황폐한 호텔을 소
유하고 있는 싸이코패스 성향의 남자. 그는 자신을 화
나게 하거나 호텔을 비웃는 사람들을 죽인 뒤, 호텔 바
로 옆에서 기르는 늪 속의 거대한 악어에게 시체를 던
지는 취미를 갖고 있다. 1930년대 텍사스 지역의 실화
를 각색했다.

A psychotic redneck who owns a dilapidated 
hotel in the backwater swamps of Louisiana kills 
anyone who upsets him, feeding their bodies to a 
large crocodile that he keeps as a pet in the swamp 
nearby.

이튼 얼라이브 
Eaten Alive

USA | 1986 | 120min | ⑫
토브 후퍼 
Tobe HOOPER

133 BU4 7/13 11:00
629 BU4 7/18 11:00

외계 존재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장악되어 인
간성을 잃어가고 그에 대항하는 이야기. 윌리엄 캐머
런 멘지스의 동명의 1953년 영화를 리메이크했다. 냉
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형적인 B급 SF인 원작에서 호
러 요소를 좀 더 가미했고 외계인은 더욱 기괴해졌으며 
스펙터클 역시 강화되었다.

A boy tries to stop the aliens who have taken 
over his town and are attempting to brainwash 
its inhabitants – can he stop them losing their 
humanity? This is a remake of the 1953 original 
by William Cameron Menzies.

화성에서 온 침입자 
Invaders from Mars

266 FA 7/14 24:00
708 MM 7/19 20:00

642 BU7 7/18 20:00
831 BU6 7/20 13:00

UK, USA | 1985 | 101min | ⑱
토브 후퍼 
Tobe HOOPER
우주에서 외계인의 남녀 시체 한 쌍을 가지고 지구로 
귀환하는 우주선. 실험 대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
구원들이 외계인 사체를 실험실에 잠깐 방치한 사이 여
성 외계인이 경비원의 목숨을 흡수하며 되살아나고 이
내 실험실은 감당 불가한 외계인들의 공격에 아비규환
의 도가니가 된다.

The bodies of male and females aliens are 
brought to earth from outer space. However, a 
female alien kills a security guard and survives, 
and all hell breaks loose in the lab.

뱀파이어 
Lifeforce

MONKEY SHINES: AN EXPERIMENT IN FEAR 
ⓒ 1988 ORION PICTURE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LIFEFORCE ⓒ 1985 EASEDRAM LIMITED. All Rights Reserved
INVADERS FROM MARS ⓒ 1986 METRO-GOLDWYN-MAYER STUDIOS INC..

 All Rights Reserved

3X3 EYES: 호러 거장, 3인의 시선 
3X3 EYES: A Special Program Featuring, Three Horror Masters And Their Eyes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같은 시대를 공유하던 호러영화의 거장 3인이 역시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다. 
악몽과 공포를 스크린에 담고자 했던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끝은 어디로 향했는지, 거장 3인이 남기고 간 호러영화 유산 9편을 만나보자.

The three masters of horror were born and died around the same time. They were the directors who tried to put human’s oldest and strongest night-
mares on the screen. It will be difficult to fully understand the huge world of fear that they pioneered, but these nine movies from the three horror 
masters will help you understand where they started, and what they were looking at.

Films sans Frontieres Films sans Frontieres



The Women Who Leapt Through Tim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Sci-Fi Films

시간을 달리는 여자들: SF영화에서의 여성의 재현 80 The Women Who Leapt Through Tim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Sci-Fi Films 81

328 SO6 7/15 10:00
927 SO5 7/21 11:00

USA | 1975 | 110min | ⑮
브라이언 포브스 
Bryan FORBES
사진작가 조안나 에버하트는 남편과 아이들과 코네티
컷의 스텝포드로 이사 온다. 아름답고 순종적이지만 좀
비 같은 스텝포드의 주부들에게 불편함을 느낀 조안
나는 점차 이들이 세뇌당했음을 확신하고 진실을 파
헤치다 위기에 직면한다. 1972년 아이라 레빈의 소설
이 원작.
Joanna Eberhart has come with her family to 
the quaint little town of Stepford, Connecticut, 
but soon discovers there lies a sinister truth 
under the all too perfect behavior of the female 
residents; a display of self-realization being dec-
imated by a patriarchal society.

스텝포드 와이브스  
The Stepford Wives

USA | 1979 | 117min | ⑮
리들리 스콧 
Ridley SCOTT

233 SO6 7/14 12:30
1008 FA 7/22 19:00  

지구로 귀환 중인 노스트로모 호에 조난신호가 포착된
다. 하지만 조사하러 들어간 우주선에는 승무원들의 시
체와 방을 가득 채운 수천 개의 알들 뿐! 호기심에 건드
린 알에서 괴생명체가 튀어나와 얼굴에 달라붙고, 가까
스로 우주선으로 귀환한 대원들은 괴생명체에게 하나
둘씩 당하게 된다.
The spacecraft Nostromo and its crew are re-
turning to Earth, when they respond to a dis-
tress signal with disastrous consequences. 
There are worthy feminist elements here, not 
least the rather phallic Alien ultimately being 
overpowered by a strong woman.

에어리언
Alien

Poland | 1984 | 116min | ⑮
율리우즈 마슐스키 
Juliusz MACHULSKI

232 SO6 7/14 10:00 
916 SO2 7/21 16:30 

여성만이 지배하는 미래 사회, 50년 만의 동면에서 깨
어난 두 남자만이 살아남은 유일한 남성의 표본. 그들
은 곧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존재로 탈바꿈해야 한다
는 사실 – 즉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제, 두 남자는 자신들의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고
군분투한다. 
Male scientists wake from hibernation to find 
they are now shunned in society as it is com-
posed exclusively of women. They find them-
selves forced to become women to become part 
of society again. This movie could perhaps be 
vierred as a sutire directed at totalitarianism. 

섹스미션 
Sexmission

129 BU3 7/13 10:30
1011 MM 7/22 17:30

USA | 2001 | 98min | ⑱
존 카펜터 
John CARPENTER
2176년, 지구의 식민지가 된 화성. 멜라니 발라드 경
위를 책임자로 하는 화성의 경찰은 악명 높은 범죄자
의 이송 임무로 파견된다. 그러나 도착한 화성 광산은 
황폐해져 있고 수색에 나선 대원들 앞에는 끔찍한 풍경
이 펼쳐지는데... 발라드 경위는 사건을 조사하면서 위
협과 맞서 싸워야 한다. 
In 2176, a police unit is sent to investigate mys-
terious murders in a Martian mining colony and 
arrest a known and dangerous felon, but there’s 
something else going on there too. The anger of 
the people who have lost everything explodes 
into mad violence and slaughter.

화성의 유령들 
Ghosts of Mars

Australia | 2015 | 120min | ⑮
조지 밀러 
George MILLER

110 SO2 7/13 14:30
1024 SO4 7/22 19:00

매드맥스 3부작의 조지 밀러가 30년 만에 돌아왔다. 황
폐화된 지구. 시타델은 부족한 물과 자원을 차지한 임
모탄 조가 지배하고 있다. 사막을 떠돌던 맥스는 임모
탄의 부하들에게 납치되어 끌려오고, 폭정에 반발한 사
령관 퓨리오사가 임모탄의 아내들을 구출해 폭주하자 
숨가쁜 추격이 시작된다.
A woman rebels against a tyrannical ruler in 
a post apocalyptic world with the help of a 
group of female prisoners and a drifter named 
Max. Survival, feminism, vengeance, solidarity, 
home, and redemption are all touched on here.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블랙 앤 크롬
Mad Max: Fury Road - Black and Chrome

UK | 2017 | 89min | AP | ⑮
폴 라시드 
Paul RASCHID

115 SO3 7/13 16:30 GV
317 SO3 7/15 20:20 GV
628 BU3 7/18 20:00 

내전 상태에 빠진 근미래의 영국. 눈부신 정육면체의 
백색 밀실에서 한 여자가 깨어난다. 바깥에서 그녀에
게 진실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저항하는 그녀는 
극한의 추위와 더위 그리고 전기고문을 당한다. 밀실
은 그 자체가 하나의 고문도구였다. 그녀는 왜 희생자
로 갇히게 되었는가? 
A woman wakes up in a blindingly white cuboid 
room. A voice from the outside demands infor-
mation, but she claims to have none. To gain the 
answers he seeks, her captor utilizes the grue-
some functionality of the room as an instrument 
of torture.

백색밀실 
White Chamber

Images courtesy of Park Circus/Warner Brosⓒ 2001 Screen Gems, Inc. All Rights Reserved.

Photographs ⓒ 1979 Twentie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시간을 달리는 여자들: SF영화에서의 여성의 재현  
The Women Who Leapt Through Tim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Sci-Fi Films
장르영화 속 여성재현 탐구시리즈 제2탄. 동구권 SF에서부터 브렉시트의 현재까지 SF장르영화에 표상된 여성 이미지들은 젠더 의식을 좀 더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혼돈의 시간을 온몸으로 헤쳐나가는 SF영화 속 여성들을 만나보자.

The second series explores women’s representation in genre films. The female image reflects the gender consciousness more directly in SF 
genre from the East-European bloc era to Brexit today. Let’s meet the women who confront the times of chaos in the SF films.

22회 영화제를 맞이하여 야심차게 준비한 이벤트, 영화제의 판타스틱한 작품들과 그 가시지 않는 여운을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은 작품의 굿즈로 달래실 수 있는 
기간한정, 타임한정 ‘빤따th틱 플리마켓’이 여러분 곁을 찾아옵니다. 영화제 기간 중 단 하루만 진행되는 특별한 기회! 어느새 일상속으로 깊숙이 파고든 영화 굿
즈의 판타스틱한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We know that it is so competitive these days to get unique, memorable and limited movie goods. For all movie lovers, we cordially invite you 
to a Flea Market on Saturday, July 14 where you can find movie products, blu-rays and etc. One-day-only event with free admission. Please 
check our website for detailed information about participating sellers.

· 일시 7월 14일(토) 12:00 ~ 17:00
· 장소 부천시청 1층 로비
· 셀러 셀러는 추가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Date July 14 (Sat) 12:00 ~ 17:00
· Venue Bucheon City Hall, Lobby (1F)
· Sellers Media Castle, sosiminwork, Andamiro, PLAIN ARCHIVE, etc.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https://www.bifan.kr/eng)

빤따th틱 플리마켓 | Fantastic Flea MarketFilms sans Frontie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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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오브 아시아  
Best of Asia 
오늘날 아시아 영화산업 진단과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메이드 인 아시아의 연계 프로그램. 
전년도 아시아 11개국에서 흥행한 최고의 자국 영화를 마련하였으며, 올해 특별히 인도의 세 언어권 별 흥행작을 추가로 선보인다.

Best of Asia is a program that screens the movies from Made In Asia, an industry program that seeks to diagnose the Asian mainstream film 
industry and strengthen the network of the Asian film industry. This year’s Best of Asia introduces the box-office hit domestic movies from 11 
Asian countries with a spotlight on India.

117 SO4 7/13 11:30 

Korea | 2017 |139min | ⑫
김용화 
KIM Yong-hwa
영화는 사후세계에서 49일 동안 7번의 시험을 겪어야 
하는 불교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 7개의 지옥문을 모
두 통과한 죄 없는 자만이 환생할 수 있는데 타인을 구
하려다 순직한 소방관이 주인공이며 그를 돕는 조력자
들이 함께한다. 

A firefighter Ja-hong dies trying to save a girl and 
is taken to the purgatory by 3 Afterlife guardians. 
He must go through 7 trials to be reincarnated. 
Having died begrudgingly, his brother Su-hong 
turns into a vengeful spirit to block the trials.

신과함께 - 죄와 벌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China | 2017 | 123min | ⑮
오경 吴京 
WU Jing

105 MM 7/13 12:30 

무차별적인 학살을 벌이는 용병들로 인해 폐허가 되는 
아프리카의 지역. 그들의 무차별적인 살육에 대항하기 
위해 전직 중국 특수 정보부대원인 울프는 다시금 전장
으로 뛰어든다. 역대 중국 흥행 영화 1위, 액션배우 오경
이 스스로 감독과 주연을 맡았다.

China’s deadliest special forces operative settles 
into a quiet life on the sea. When sadistic merce-
naries begin targeting nearby civilians, he must 
leave his newfound peace behind and return to 
his duties as a soldier and protector.

특수부대 전랑2 战狼Ⅱ  
Wolf WarriorsⅡ

Hong Kong, China | 2017 | 109min | KP | ⑮
서극 徐克 
TSUI Hark 

138 BU5 7/13 12:30 GV

독특하면서도 창의적인 CG와 코미디로 다시 찾아온 <
서유기: 모험의 시작>의 속편. 전작에 이어 손오공과 삼
장법사가 요괴들에 맞서는 여정을 다루고 있다. 각본과 
제작을 맡은 주성치의 지휘 아래 서극 감독이 연출, 중화
권 스타 임경신, 크리스가 주연을 맡았다.

After killing Miss Duan in Journey to the West: 
Conquering the Demons, Monkey King is now 
tamed by Tang Sanzang and has become one of 
his disciples. Tang continues his journey to the 
West with Monkey King, Sandy and Pigsy.

서유복요편 西遊伏妖篇  
Journey to the West: The Demons Strike Back 

313 SO3 7/15 10:30 

Taiwan | 2017 | 107min | ⑮
정위호 程偉豪 
CHENG Wei-hao
20년간 대만을 공포로 몰아넣은 ‘빨간 옷 소녀’ 괴담 실
화, 베일에 싸인 대만 최고의 미스터리 사건. ‘마신자’란 
아이의 형상을 한 귀신을 뜻하며 사람을 유인해 영혼을 
빼앗아 뒤바꾼다고 한다. 영화는 임신한 중학생 딸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엄마에서부터 출발한다. 

A mother goes in search of her missing teenage 
daughter after her sudden disappearance. She 
is told that her daughter was last seen in the 
company of a girl in red, leading the mother to 
attempt to unravel the mystery behind the girl.

마신자  2 - 빨간 옷 소녀의 비밀  红衣小女孩2    
The Tag-Along 2

942 BU4 7/21 14:00 113 SO3 7/13 11:00 

Thailand | 2017 | 130min | ⑮
나타우트 폰피리야 
Nattawut POONPIRIYA
웬만한 문제는 껌으로 푸는 천재 고등학생 소녀 린은 독
창적인 시험 컨닝 방법을 고안해 내어 학우들에게 답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소문난 그녀의 비즈니스에 거액
의 의뢰가 들어온다. 그것은 바로 해외에서 SAT 답을 시
간차를 이용해 국내로 빼돌리는 것이다!   

Lynn, a genius high school student, makes mon-
ey by cheating tests. She gets a new lucrative 
task that leads her to Sydney, Australia; finish the 
international SAT exam and deliver the answers 
back home before the exam takes place there.

배드 지니어스 
Bad Genius

Indonesia | 2017 | 106min | KP | Ⓧ
조코 안와르 
Joko ANWAR

139 BU5 7/13 16:30 
533 BU6 7/17 13:30 
1030 SO6 7/22 15:30 

원인불명의 병으로 어머니는 죽음을 맞이하고, 아버지
는 일자리를 찾아 잠시 집을 비운다. 덩그러니 4명의 아
이들이 남겨진 집에 이미 떠난 어머니가 방문한다. 하
지만 반가움도 잠시 아이들은 어머니가 자신들을 어딘
가로 데려가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되는데...

After being mysteriously ill for years, mother fi-
nally passes away. Father then leaves town for 
a job leaving four kids alone. Soon, the children 
sense their late mother has come back home and 
realize she has returned to take them with her.

사탄의 숭배자 
Satan’s Slaves

332 SO6 7/15 19:30 

Vietnam | 2017 | 96min | IP | ⑮
레 탄 선 
Le Thanh SON 
30대 바람둥이 남자가 있다. 고급 자동차, 자택과 화려
한 외모와 직업을 무기로 그는 ‘원나잇 스탠드는 해도 
절대 여자친구는 만들지 않는다’를 모토로 삼고 있다. 
그런 그의 인생관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여자
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녀는 성인이 아닌 17살 소
녀라는 사실.

Hoàng is a 30-something playboy with looks, big 
house, nice car and a dream job. His life motto 
is ‘one-night-stand only, but never a girlfriend.’ 
Everything changes when he spends a night with 
Linh Dan, a 17 year-old girl seeking a true love.

불량소녀 
Jailbait

Philippines | 2017 | 110min | KP | Ⓖ
조이스 베르날 
Joyce BERNAL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슈퍼히어로 파워를 쓸 수 있는 나
이가 된 치노. 그의 엄마는 아들이 평범한 은행원이 되
길 바라지만 치노는 군인이 되길 희망한다. 필리핀 특유
의 코미디와 비비드한 키치함이 넘치는 이 영화는 슈퍼
히어로의 가면을 쓴 가족 영화에 가깝다. 

The superheroes are all trying to attain and pro-
tect what is most precious to them. Family is the 
only thing that binds them, but as they stick to 
their separate missions, dark secrets threaten to 
destroy everything they hold dear.

복수 원정대 
The Revenger Squad 

201 CH 7/14 10:00 

Malaysia | 2017 | 95min | KP | ⑫
시아픽 유소프 
Syafiq YUSOF
파딜은 ‘타이거’라고 불리우는 전문 킬러로 오인을 받고 
마피아의 세계에 부름을 받는다. 고급 아파트, 자동차, 
무기들을 제공받는 파딜은 과거의 자신을 지우고 ‘타이
거’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결심한다. 화려한 액션
과 카 체이싱 씬이 볼거리를 제공한다. 

An action-comedy. Fadil is mistaken as a pro-
fessional killer called Tiger and falls into Mafia 
world. With a help from a reporter Yana, he leads 
the life as a professional assassin in his way to clean 
his name and in finding Tiger’s true identity. 

파딜 형님 2 
Big Brother Fadi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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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BU7 7/21 13:00 

India (Hindi) | 2017 | 158min | KP | Ⓖ
알리 압바스 자파르 
Ali Abbas ZAFAR
간호 활동을 위해 이라크에 도착한 25명의 인도 간호사
들이 극악무도한 이라크 테러리스트 집단에 의해 인질
로 붙잡혔다. 이 천인공노할 놈들을 혼내고 날개 없는 천
사들을 구출하기 위해 전설적인 그 남자, 남자 중의 상남
자 타이거 형이 돌아왔다!  

When a group of Indian and Pakistani nurses are 
held hostage in Iraq by a terrorist organization, a 
secret agent Tiger is drawn out of hiding to rescue 
them.  

타이거는 살아있다 
Tiger is Alive

923 SO4 7/21 11:00 

India (Telugu) | 2017 | 158min | KP | ⑮
K. S. 라빈드라 
K. S. RAVINDRA
자이, 라바, 쿠사는 각자 극을 달리는 성격을 소유한 세 
쌍둥이다. 각자의 삶을 위해 다른 장소로 흩어진 3명의 
형제 중 라바는 은행 지점장이 되는 반면 쿠사는 전문 
밀수업자가 된다. 그렇다면 남은 1명인 자이는 어떻게 
성장했을까? 

Jai the innocent, Lava the kind-hearted and Kusa 
the dangerous one are identical triplets with 
different personalities, who are separated while 
very young. They all meet by chance in an un-
usual circumstance, bringing an unexpected 
outcome.

삼형제  
Jai Lava Kusa

204 CH 7/14 17:10 

India (Tamil) | 2018 | 169min | KP | Ⓖ
아틀리 쿠마르 
Atlee KUMAR
특정 의료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행
방불명된 후, 한 명의 남자가 용의자로 체포되었다. 용의
자에게 동기와 이유에 대해 심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예
상치 못했던 의료 산업의 더러운 비즈니스, 커넥션들이 
점차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People related to medical business disappear 
mysteriously. The investigation leads to the ar-
rest of an unknown man who, upon interroga-
tion, reveals his motives and intentions. Such 
revelations take us deep into the dirty business 
of medical industry.

메르살  
Zapped

153 CH 7/13 24:00 
525 BU3 7/17 13:30

USA | 1986 | 86min | ⑱
스튜어트 고든 
Stuart GORDON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워프하는 기계를 발명하는 2명의 
과학자들, 하지만 이내 미지의 존재에 의해 책임 과학자
는 살해되고 경찰들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의 조수를 
유력 용의자로 심문하기 시작한다. 단순 정신착란 증세
라고 여겨지는 그의 주장 속 진위를 알아내기 위해 사람
들은 다시 사건 현장으로 향한다.

After discovering a way to access a parallel uni-
verse of pleasure, an obsessive scientist is killed by 
forces from this other dimension. His assistant, a 
psychiatrist and a detective in the case all return to 
the other dimension to solve the mystery.

지옥 인간 
From Beyond

Japan | 2017 | 72min | KP | ⑫
타카하시 히로시 
TAKAHASHI Hiroshi 

710 SO2 7/19 17:00

유키코는 어린 시절 실종된 적이 있다. 그 후로 미지의 
존재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래
서 유키코는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모임에 참가한
다. 모임의 참가자들은 모두 유키코와 비슷한 문제를 가
지고 있는 이들이다. 그들이 보여주고, 서로 체험하는 광
기의 세계가 펼쳐진다.

Yukiko went missing as a child. Since then, 
something has been continually bothering her. 
She takes part in a group discussion on spiritual 
issues and a world of madness unfolds, in which 
they reveal and experience each other.

오컬트 볼셰비즘 
Occult Bolshevism 

FROM BEYOND ⓒ 1986 ORION PICTURE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특별상영 
Special Screenings

부천 초이스: 장편 심사위원인 배우 바바라 크램튼
과 타카하시 히로시 감독의 대표작을 만나볼 수 있
는 특별상영을 마련하였다. 할리우드 호러퀸인 바
바라 크램튼의 대표작 <지옥 인간>(1986)과 J호
러의 아버지 타카하시 히로시 감독의 신작 <오컬
트 볼셰비즘>(2017)을 각각 상영하며, 메가토크
와 마스터 클래스로 그들의 작품세계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Special screenings for this year include a 
film starring Barbara Crampton – actress 
and jury member for the 22nd edition – and 
one of the major works by director Taka-
hashi Hiroshi. Audiences will watch one of 
Hollywood horror queen Barbara Cramp-
ton’s most famous films, From Beyond 
(1986), and father of J-Horror Takahashi 
Hiroshi’s newest movie, Occult Bolshevism 
(2017). A mega talk and master class will be 
held after the screenings to encourage in-
depth discussions about  the works of the 
two cinematic figures.

(주)인디스토리 20주년 특별상영, 갓 스물! 판타스틱 전력질주
Special Screenings to Celebrate INDIESTORY’s 20 Years, Just Turned 20! Fantastic at Full Speed
독립영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던 인디스토리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20주년 특별 기념 섹션이 준비되었다. 그간 인디스토리가 발굴하고 함께 
성장해온 감독들의 초기작들을 살펴보는 재미 또한 쏠쏠할 것이다.

This year’s BIFAN celebrates 20 years of INDIESTORY, which has held a long-standing position as the hub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independent films. This special screenings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see their past as well as the last 20 years of Korean indie cinema.

128 SO6 7/13 19:30 GV
811 SO4 7/20 13:00

Korea | 2014 | 97min | Ⓖ
장건재 
JANG Kun-jae
일본 나라현의 고즈넉한 도시 고조시를 배경으로 영화 
만들기와 짧은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흑백의 1
부와 컬러의 2부로 나누어진 영화는 작고 소박한 것, 짧
아서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그린다. 2015년 한국독립
영화협회가 뽑은 올해의 독립영화로 선정되기도 했다.

The story is about making a movie or making a 
short relationship with japanese man and korean 
woman couple at Gojo, a quiet city in Nara Pre-
fecture, Japan. This film is small and simple, so 
they draw more beautiful things.

한여름의 판타지아 
A Midsummer’s Fantasia

Special Screenings to Celebrate INDIESTORY's 20 Years, Just Turned 20! Fantastic at Full Speed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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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BU4 7/14 10:00 GV
704 FA 7/19 17:00 

Korea | 2010 | 93min | ⑮
백승화 
BAEK Seung-hwa
한때는 메탈의 도시라 불렸으나 지금은 식어버린 록의 
불모지 인천. 인천 모텔촌 한가운데 라이브클럽 ‘루비살
롱’이 생기고 ‘갤럭시 익스프레스’와 ‘타바코쥬스’는 한
국 음악계를 로큰롤의 기운으로 뒤덮으려 한다. <걷기
왕>의 백승화 감독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연출한 막장 
음악 다큐멘터리.

Once called the ‘Cradle of Heavy Metal’ Incheon 
city is now musically barren. In its center, howev-
er, a live club named ‘Ruby Salon’ opens. Then 
bands Galaxy Express and Tobacco Juice appear 
one day and energize the entire music scene. 

반드시 크게 들을 것 
Turn It Up To 11

703 FA 7/19 14:00 
906 FA 7/21 13:00 GV

Korea | 2007 | 87min | ⑮
김병우 
KIM Byung-woo
낯선 욕조 안에서 깨어난 남자. 한쪽 신장이 털렸다는 것
만 알 뿐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상황에 처했는지 알 수
가 없다. 자신을 찾기 위해 기억과 현실 속을 헤매던 그
는 자신이 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라 말하는 작가를 만
나게 된다. <더 테러 라이브>의 김병우 감독 초기 장편. 

A man who wakes up in a strange bathtub. He can 
not know who he is or why he is in this situation, 
only knowing that one kidney was robbed. While 
searching for himself in memory and reality, he 
meets a suspicious writer.

리튼 
Written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 
The Things She Can’t Avoid in the City
Korea | 2008 | 12min
박지연 PARK Jee-youn

철거작업으로 거대한 기중기에 매달린 집에 
사는 그녀의 도시생활은 조금의 움직임에도 
흔들리는 집처럼 균형을 맞추기가 어렵다. 
독특한 스타일을 통해 소통의 부재와 여성
의 정체성을 그려온 박지연 감독의 대표작.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는 그의 
신작도 만날 수 있다.

She found a very cheap house in the 
city, but her house is lifted to the air by a 
huge crane. It is too hard for her to man-
age a city life.

아빠가 필요해  
Wolf Daddy
Korea | 2005 | 10min
장형윤 JANG Hyung-yun

위대한 소설을 쓰기 위해 시골에 내려온 늑
대는 어느 날 갑자기 여섯 살 영희의 아빠
가 된다. 위대한 소설을 쓰는 것과 영희를 
키우는 일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연상
호 감독과 함께 한국 애니메이션을 대표하
는 장형윤 감독의 기발하고 독특한 감성이 
살아있는 대표 단편.

The wolf who descends into the coun-
try to write a great novel suddenly be-
comes the father of six years old Young-
hee. Which is more important, writing a 
great novel or raising Young-hee?

포 더 피스 오브 올 맨카인드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Korea | 1999 | 7min
이석훈 LEE Seok-hoon 

1969년 베트남의 정글. 홀로 낙오하여 극
도로 긴장한 한국군 병사 앞에 베트남 소녀
가 나타난다. 총을 들고 대치한 두 사람, 일
촉즉발의 순간 갑자기 소녀의 입에서 웃음
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긴장은 사라져 버린
다. <댄싱퀸> 의 이석훈 감독식 유머와 감
각을 감지할 수 있는 단편.
The jungle of Vietnam in 1969. A Viet-
namese girl appears in front of a South 
Korean soldier who left behind alone 
and became extremely nervous. Two 
people confronting each other, sud-
denly the laughter bursts out of the girl 
‘s mouth and the tension disappears.

폴라로이드 작동법 
How to Operate a Polaroid Camera
Korea | 2004 | 6min
김종관 KIM Jong-kwan

선배에게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빌리러 온 
소녀. 선배는 열심히 카메라 작동법을 설명
하지만, 소녀는 좀처럼 고개를 들지 못한
다. 첫사랑의 설렘과 수줍음, 떨림 같은 다
양한 감정을 감성적인 화면으로 담아낸, 김
종관 감독식 영화 작동법의 시작. 배우 정
유미를 발굴한 작품이기도 하다.

A girl borrows a Polaroid camera from 
a senior at School. The girl has been in 
love with the boy for the longest time. 
While the boy is explaining how to use 
the Polaroid, she does not hear the 
words. Her eyes are set on the boy’s lips.

신 도시인 
Living in New Town
Korea | 2002 | 14min
홍두현 HONG Doo-hyun

밤늦게 귀가하던 지수는 인적이 드문 도로에
서 뺑소니 사고를 목격한다. 하지만 기이하게
도 그녀는 신고를 하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무
언가를 찾는다. 현대사회 집단 이기주의 비극
을 다룬 문제작. 김태희의 신인 시절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단편이다.

Ji-soo, who came home late at night, 
witnessed a hit-and-run accident where 
is in new town filled with apartments. 
Strangely, however, she finds some-
thing on the floor. It deals with a trag-
edy that fails to communicate with the 
selfishness of modern people.

외계의 제19호 계획 
Plan 19 From Outer Space
Korea | 2001 | 15min
민동현 MIN Dong-hyun

형들에게 쫓겨 폐가로 들어간 초등학생들은 
그곳의 괴물들과 일대 소동을 벌인다. 조르
주 멜리에스, 에드 우드, 고딕 호러, SF. 한국
에서 비주류로 치부되는 온갖 하위 장르들에 
대한 민동현 감독의 애정으로 가득한 영화.

The neighborhood bullies chase after 
three boys on their bikes. By chance, 
they hide out in an empty factory in 
ruins, which turns out to be an alien 
hideout. The headquarters for con-
spiring to take over Earth. Now, it’s the 
three boys’ job to save Earth. But first, 
how will they escape from the aliens?

인디스토리 단편 1 - 전기 10년
INDIESTORY Shorts 1 - First half

309 SO2 7/15 11:00 
404 FA 7/16 13:00 GV

⑮

영화제를 방문한 관객은 자신도 모르게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범인을 추적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영화제 행사장 전체에 숨겨진 단서를 찾아 살인마를 추적하는 야외 방탈출 이벤트. 행사 기간 내 살인사건의 범인을 찾아 주신 관객분들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또한 숨겨진 힌트를 찾을 수 있는 미션들이 존재하니 행사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The audience who visit the film festival will be caught in a murder mystery case without knowing it and have to find the criminal. The 
Outdoor Mission Event will search for the killer by solving hidden clues through the whole festival. We will give prizes to audience members 
who find the murderer in the event period. Look carefully. There are clues to help you find hidden hints throughout the event. Enjoy activities 
with various characters, games and quizzes.

야외 방탈출 이벤트
Outdoor Mission Event

· 날짜   7월 13일(금) ~ 7월 19일(목)
· 장소   영화제 행사장 전 지역

· Date     July 13 (Fri) ~ July 19 (Thu)
· Venue   All fastival venues

※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more details.

에어팟 CGV 관람권

· 경품 ·

플레이스테이션 4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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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스토리 단편 2 - 후기 10년
INDIESTORY Shorts 2 - Later half

258 BU7 7/14 12:40 GV
720 SO5 7/19 17:00 

⑱

인디스토리 단편 3 - 감독 그리고 배우
INDIESTORY Shorts 3 - Director and Actor / Actress

206 FA 7/14 16:00
539 BU7 7/17 19:00 

⑮

시체들의 아침 
Morning of the Dead
Korea | 2018 | 29min 
이승주 LEE Seung-ju

성재는 그동안 애지중지 모아 온 DVD를 
중고시장에 내놓는다. 다짜고짜 찾아온 중
학생 민지는 희귀본 좀비영화 DVD를 보
며 환호하지만, DVD를 살 돈은 없다. 어
쩌면 모텔로 팔려가 쌓여 있을 DVD, 성
재는 잠시나마 민지가 마음껏 DVD를 보
게 하고 싶다.
A man wants to sell over 1000 DVDs 
on the internet used market. By the 
way, A middle school girl who does 
not have countermeasures comes to 
the man’s house and tries to buy his 
DVDs.

공원생활 
Life in the Park
Korea | 2016 | 14min 
문소현 MOON So-hyun 

독특한 캐릭터와 불안을 드러내는 신경증
적 사운드를 통해 현대인들이 문명의 공간
에서 대면하는 일상의 불안을 절묘하게 형
상화한 클레이 애니메이션.

Life in the Park embodies the insecu-
rity in everyday lives that people face 
living in the civilized space using the 
style of the unique clay animation 
and the sound revealing the nervous 
anxiety.

모던패밀리 
Modern Family
Korea | 2011 | 18min
김광빈 KIM Kwang-bin

회의 도중 집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황
급히 집에 도착한 현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된다. 영화는 사건
을 덮기 위해 더 큰 사건을 저지르는 가족
을 통해 현대인들의 가족 이기주의를 통렬
하게 비판한다. 
The story begins from a man answer-
ing a phone call from home during 
a meeting. The man and wife in the 
movie who does anything terrible for 
the benefit of their family are the bitter 
self-portraits of modern family forced 
by the era of infinite selfishness.

파마 
A Perm
Korea | 2009 | 18min 
이란희 LEE Ran-hee

중년의 남자와 결혼 해 한국에 온 베트남 여
성 로안은 시어머니와 함께 미용실에 온다. 
취향에도 맞지 않는 뽀글대는 파마와 어울
리지 않는 옷을 사주며 잔소리를 해대는 시
어머니. 동네 아줌마들의 수군거림과 수다
에 로안의 불안감과 서러움은 커져만 간다.
A woman who married in Korea from 
Vietnam comes to a beauty salon with 
her mother-in-law as soon as arrived. This 
movie raises questions about why Asian 
women who enter Korea through mar-
riage to Koreans are forced to become 
Koreans from the moment they arrive.

미스터리 핑크 
Mystery Pink
Korea | 2018 | 9min 
구혜선 KOO Hye-sun

마주한 여자와 남자. 핑크색 문 사이로 얼
굴을 들이미는 남자, 그리고 자꾸만 모습을 
바꾸는 여자. 구혜선 감독의 7번째 단편으
로 예술가, 여성으로 살아가는 감독 자신의 
모습이 투영된 실험성 짙은 작품.

Mystery Pink is a 10-minute experi-
mental work on the concept of ‘de-
structive mystery’ and ‘your self-por-
trait’, with complex genre of horror, 
melody and thriller.

유쾌한 도우미 
The Madonna
Korea | 2012 | 8min
구혜선  KOO Hye-sun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 어쩌면 죽
음을 선택할 권리도 있지 않을까? 구원받
기 위해 성당을 찾은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행해 주는 신부와 수녀, 그들 역시 사람들
의 선택을 도울 뿐이다. 죽음의 순간, 삶의 
이유를 찾고 구원을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A priest and a nun hold mercy killings 
to people who want to save the cure 
of souls. One day, a guy visits them 
and asks for staying in their church 
for one week.

초대 
Invitation
Korea | 2009 | 9min
유지태 YOO Ji-tae

여자와 남자. 무심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
은 혼자면서 둘이고 싶지만 좀처럼 소통할 
수 없다. 소외된 현대인의 소통 부재와 물
질 만능주의를 실험적인 영상으로 그린 작
품. 관계와 소통에 대한 감독 유지태의 관
심을 엿볼 수 있는 단편.
A modern person who is surrounded 
by materialism or easily meets and 
breaks up on the internet. A lonely 
modern person who wants to com-
municate but is alienated in the group 
and lack of communication. This film 
shows a modern person who am i.

나도 모르게 
Out of My Intention
Korea | 2007 | 24min
유지태 YOO Ji-tae

도심 속 차를 몰고 가는 남자. 그의 옆자리
에는 연인인 옥경이 앉아 있다. 갈수록 서
로를 이해할 수 없는 그들, 문득 차 안에 홀
로 남겨진 남자는 그 옛날 그리웠던 연인의 
집 앞을 찾아간다.

A man driving in the middle of the 
city, Ok-kyung, is sitting next to him. 
The ways in which the two are trying 
to resolve the conflict are very differ-
ent. No one knows how the conflict 
between them will be resolved.



토크 프로그램 Talk Programs

토크 프로그램90 91Talk Programs

메가토크 |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일시	 7월	13일(금)	17:30	<비트>	상영 후		 장소	 부천시청 어울마당
패널	 정우성	(배우),	김성수	(감독)

가장 빛나는 스타이자	관객을 압도하는 배우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아
티스트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정우성,	그에게 영원한 청춘의 지위를 선사한	<비트>	그리고 김
성수 감독과 함께 그의 영화인생에 관한 모든 것을 만나본다.	정우성에 관한 궁금한,	그리고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

메가토크 | 바바라 크램튼의 판타스틱 영화의 세계

일시	 7월	17일(화)	14:00	<지옥 인간>	상영 후	 장소	 CGV	부천	3관
진행	 남종석	(프로그래머)	 패널	 바바라 크램튼	(배우)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호러 아이콘인 배우 바바라 크램튼의 대표작인	<지옥 인간>을 상영하
고,	바바라가 직접 극장을 방문하여 작품에 대한 해석 및 그녀의		화려했던 장르영화계에서의	
커리어,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호러 거장들과 작업한 경험을 관객과 함께 나눈다.	

마스터클래스 | 조코 안와르

일시		 7월	13일(금)	16:30		<사탄의 숭배자>	상영 후	
장소	 CGV 부천 5관
진행	 남종석	(프로그래머)	 패널	 조코 안와르	(감독)

2017년 인도네시아 자국 영화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42개국에		판매된		작품	<사탄의	
숭배자>를 상영하고,	조코 안와르 감독과 작품에 대한 솔직한 생각과 제작 배경,	그리고 아시
아에서 장르영화 감독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메가토크 | 부흥! 라틴 장르 영화!

일시	 7월	18일(수)	14:00	<호랑이는 겁이 없지>	상영 후	
장소	 CGV	부천	6관
진행	 김영덕	(프로그래머)	
패널	 이사 로페즈	(감독),	데미안 루냐	(감독),		구토 파렌테	(감독),	기예르모 아모에도	(감독)	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장르영화의 부흥이 도래하였도다!	때로는 미묘
하게,	때로는 강렬하게 스타일과 대중성을 추구하면서도 중남미 특유의 진한 사회성을 중심
에 두고 있어 우리 정서에도 착 달라붙는 라틴 장르영화.	머나먼 지구 저편에서 부천을 찾은	
라틴장르영화 부흥의 전도사들을 만나보자.

메가토크 | 한일 저예산 장르영화 생존기

일시	 7월	18일(수)	17:00					
장소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패널	 이와키리 이소라(감독)	외 한일 감독	3인

이와키리 이소라는 기성 영화계와 약간 거리를 두고 연이어 영화를 만들었다.	왜 메이저가 아
닌 저예산 영화를 택했는지 제작과정과 비전에 대해 들어본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예산 영화
를 만들고 있는 감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일의 제작 환경을 고민해보고,	함께 돌파해
갈 방법이 있는지도 생각해 본다.	*무료 입장

메가토크 | 영화 그리고 나, 감독 구혜선을 말하다

일시	 7월	14일(토)	16:00	<인디스토리 단편	3>	상영 후		
장소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진행	 김세윤	(영화칼럼니스트)	 패널	 구혜선	(감독)

배우로,	작가로,	화가로,	그리고 감독으로.	완전작가를 꿈꾸며 자신만의 완성된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구혜선.	인디스토리	20주년을 기념해 그와의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의		첫 단편	<유쾌한 도우미>와 최신작	<미스터리 핑크>	상영과 함께 영화감독 구혜선의	
열정 어린 시간을 만나본다.

벌써	20년!	아니,	이제 겨우	20년!		독립영화 배급,	제작의 메카로	20년의 시간을 굳건히 달려
온	㈜인디스토리,	그와 함께 시작하고 같이 성장해온 한국영화 대표감독들과 함께 한국 독립
영화의	20년,	그리고 앞으로의	20년을 이야기한다.	*무료 입장

메가토크 | 판타스틱 전력 질주, (주)인디스토리 20주년

일시	 7월	15일(일)	12:30	 장소	 CGV	소풍 2관
패널	 신은실	(영화평론가),	백승화	(감독) 외

마스터클래스 | J호러의 크리에이터, 타카하시 히로시

일시	 	7월	19일(목)	17:00	<오컬트 볼셰비즘>	상영 후	
장소	 CGV	소풍	2관
패널	 타카하시 히로시	(감독)

다카하시 히로시는	J호러의 발원지인	<링>와	<여우령>,	컬트 호러	<발광하는 입술>과	<피
를 빠는 우주>의 시나리오 작가다.	2004년	<소돔의 도시>로 감독 데뷔를 했다.	나카다 히데
오와 함께	<여우령>,	<링>을 만들면서	J호러의 핵심적인 아이디어 다수를 고안한 것으로 알
려져 있는 다카하시 히로시에게 전통적인 동양 호러를 넘어서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준	J호
러의 역사를 들어본다.	또한 초저예산 공포영화	<오컬트 볼셰비즘>의 제작기를 들어본다.

메가토크 | 장르를 달리는 여성 영화인

일시	 7월	15일(일)	15:00	 장소	 CGV	부천 7관
진행	 박혜은	(영화평론가)	
패널	 변영주	(감독),	밋지 페어원	(감독),		쇼나 맥도날드	(배우)

장르영화 제작에서 여성 필름메이커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가?	장르영화 속에서의 여성은 어
떤 모습인가?	<디센트>를 통하여 호러퀸으로 등극한 쇼나 맥도날드와 광기어린 친구의 이야
기	<세 친구>를 감독한 밋지 페어원,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스릴러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
나드는 변영주 감독과 함께 장르영화와 여성을 이야기한다.		*무료 입장

메가토크 | 내 영화 꽃길 내가 깐다, 불한당과 불한당원들

일시	 7월	19일(목)	17:30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상영 후
장소	 부천시청 어울마당
패널	 변성현	(감독),	김용언	(「미스테리아」편집장),	허남웅	(영화 평론가)

N차 관람은 기본,	대관 상영은 필수.	한국영화 사상 전무후무한 팬덤을 형성하며 한 편의 영화
에 기나긴 생명력을 부여한 새로운 관객들,	스스로를	‘불한당원’이라 부르며 새로운 관객의 출
몰을 알린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하는 관객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본다.

Megatalk | JUNG Woo-sung: The Star, the Actor, the Artist

Jung	Woo-sung	started	his	career	as	one	of	the	most	shining	high	teen	stars,	and	
now	he	overwhelms	the	audiences.	He	is	also	a	good	influence	to	the	world	as	an	
artist.	The	film	Beat	made	him	the	symbol	of	youth.	Kim	Sung-soo,	the	director	of	
Beat,	will	join	Jung	Woo-sung	and	discuss	his	film	life.	His	unheard	background	sto-
ry	will	open	here.

Date July	13	(Fri),	After	17:30	'Beat'	screening	
Venue	Bucheon	City	Hall,	Main	Theater	(2F)
Panel	JUNG	Woo-sung	(Actor),	KIM	Sung-soo	(Director)

Megatalk | Barbara CRAMTON’s World of Fantastic Films

Following	the	screening	of	one	of	her	representative	films	From	Beyond,	the	legend-
ary	Hollywood	horror	icon	Barbara	Crampton	will	enlighten	the	audiences	with	her	
take	on	the	film,	her	illuminous	career	in	genre	film	industry	and	her	work	with	the	
horror	maestros	of	the	Hollywood	film	industry.

Date		July	17	(Tue),	After	14:00	'From	Beyond'	screening		 Venue CGV	Bucheon	3
Moderator Jongsuk	Thomas	NAM	(Programmer)
Panel	Barbara	CRAMPTON	(Actress)

Master Class  | Joko ANWAR talks Satan’s Slave 

Following	a	screening	of	Satan’s	Slave,	Indonesia’s	no.1	domestic	box-office	hit	of	
2017	that’s	been	sold	to	more	than	42	countries,	the	director	Joko	Anwar	shares	his	
candid	view	on	the	film,	its	background	and	his	takes	on	what	it’s	like	to	be	a	genre	
filmmaker	in	Asia.

Date	July	13	(Fri),	After	16:30	'Satan’s	Slaves'	screening
Venue		CGV	Bucheon	5
Moderator	Jongsuk	Thomas	NAM		(Programmer)	 Panel	Joko	ANWAR	(Director)

Megatalk | ¡Vamos! ¡Latin Genre Films!

Latin	America’s	genre	have	come	to	a	revival,	including	films	from	Brazil,	Argentina,	
Mexico,	and	Chile!	Their	stories	are	sometimes	subtle	or	intense.	They	pursue	popu-
larity	and	the	sociality	is	positioned	at	the	center	of	stories.	That’s	why	Koreans	feel	
familiar	to	them.		Let’s	meet	the	apostles	of	the	Latin	genre	films.	They	visit	Bucheon	
across	the	globe.

Date	July	18	(Wed),	After	14:00	'Tigers	Are	Not	Afraid'	screening	
Venue	CGV	Bucheon	6	 	 Moderator	Ellen	Y.	D.	KIM	(Programmer)
Panel	Issa	LÓPEZ	(Director),	Demian	RUGNA	(Director),	Guto	PARENTE	(Director),	
														Guillermo	AMOEDO	(Director)

Megatalk | Director KOO Hye-sun: Film and Me

Koo	Hye-sun	is	an	actress,	writer,	painter	and	a	director.	She	dreams	of	becoming	an	
artist,	she	is	following	her	dream	building	her	own	world.	We	have	a	special	meeting	
with	her	to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INDIESTORY.	You	can	see	her	passion	
by	watching	her	first	short	film,	The	Madonna	and	her	latest	film,	Mystery	Pink.

Date	July	14	(Sat),	After		16:00	'INDIESTORY	Shorts	3'	screening
Venue	Bucheon	City	Hall,	Fantastic	Cube
Moderator	KIM	Se-yoon	(Movie	Columnist)	 Panel		KOO	Hye-sun	(Director)

Megatalk | Survival Guide to Low-budget Genre Filmmaking in Korea and Japan

Iwakiri	Isora	has	made	films	in	succession	with	a	distance	from	commercial	films.	
You	can	listen	to	stories	about	how	he	made	his	own	production	and	films	and	why	
he	chooses	a	low-budget	movie	instead	of	bigger	productions	He	will	share	with	you	
his	production	process	and	his	vision.	You	can	also	hear	the	Korean	low-budget	films	
director’s	stories.	They	will	discuss	about	the	production	environments	in	Korea	and	
Japan	then	think	about	ways	to	fix	their	problems	together.		*Free	Admission

Date	July	18(Wed)	17:00	 		 Venue	Bucheon	City	Hall,	Fantastic	Cube(1F)
Panel	IWAKIRI	Isora	(Director)	and	three	directors	from	Korea	and	Japan

Megatalk | INDIESTORY: Just turned 20

INDIESTORY	is	already	twenty	years	old?	No,	it	is	only	twenty	years	old!	It	has	been	
running	for	twenty	years	as	a	mecca	for	distribution	and	producing	independent	
films.	Korean	representatives’	directors	will	talk	about	Korean	independent	films	
from	the	past	20	years	and	20	years	from	now.	*Free	Admission

Date	July	15	(Sun)	12:30	 	 Venue	CGV	Sopoong	2
Panel	SHIN	Eun-sil	(Film		Critic),	BAEK	Seung-hwa	(Director)

Master Class  | TAKAHASHI Hiroshi Hiroshi, the Godfather of J-horror

Takahashi	Hiroshi	is	a	screenwriter	for	The	Ring,	Don’t	Look	Up,	which	is	the	origin	
of	J	horror,	Crazy	Lips	and	Gore	From	Outer	Space,	the	cult	horror.	In	2004,	he	made	
his	directorial	debut	with	Sodom	The	Killer.	Takahashi	is	known	to	have	invented	a	
number	of	J	horror	ideas.	He	will	tell	you	the	history	of	J-Horror	which	is	a	new	style	
beyond	traditional	oriental	horror.	Also,	you	could	understand	the	production	of	the	
ultra-low-budget	horror	film,	Occult	Bolshevism.

Date	July	19	(Thu),	After	17:00	'Occult	Bolshevism'	screening
Venue	CGV	Sopoong	2	 		 Panel	TAKAHASHI	Hiroshi	(Director)

Megatalk | Female Filmmakers Who Leap Through Time

What	about	living	as	a	female	filmmaker	in	genre	filmmaking?	What	does	a	woman	
look	like	in	a	genre	film?	Here	are	three	women	gathered	to	talk	about	a	genre	film	
and	women.	Shauna	MacDonald	who	is	a	Horror	Queen	through	The	Descent,	Mitzi	
Peirone	who	directed	Braid	about	madness	friend	story,	and	Korean	director	Byun	
Young-joo	who	goes	across	genres	from	documentary	to	thriller.	*Free	Admission

Date	July	15	(Sun)	15:00	 	 Venue	CGV	Bucheon	7
Moderator	PARK	Hye-eun	(Film	Critic)
Panel	BYUN	Young-joo	(Director),	Mitzi	PEIRONE	(Director),	Shauna	MACDONALD	(Actress)

Megatalk | Grassroots Level Does Work: The Merciless and Its Hard-core Fans

Core	fans	watch	the	same	film	several	times.	They	even	rent	a	theatre	for	their	fa-
vorites.	Those	form	a	huge	fandom	which	never	happened	before	in	Korean	film	
history	and	give	a	film	long-term	vitality.	They	call	themselves	‘The	Merciless.’	We	
can	think	about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the	changing	audience	through	the	
story	of	those	who	inform	the	new	audience.

Date	July	19(Thu),	After	17:30	'The	Merciless'	screening	
Venue Bucheon	City	Hall,	Main	Theater	(2F)
Panel	BYUN	Sung-hyun	(Director),	KIM	Yong-eon	(Editor-in-chief,		“Mysteria”),
	 	HUH	Namwoong	(Film	Cr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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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 안내 Shuttle Bus Route

셔틀버스 운영안내 Notice정류소 위치 안내

운행시간 (배차간격: 평일 20분, 주말 15분) Service time (Intervals: Weekdays 20min, Weekends 15min)

Shuttle Bus Stops

운행점검 시간 Break time

부천시청(중앙공원)       비스테이부천(CGV소풍)       테마파크 호텔 
    한국만화박물관       고려호텔       CGV소풍       CGV부천       부천시청(중앙공원)

Bucheon City hall(Joongang Park)       B Stay Hotel(CGV Sopoong)       Themepark Hotel 
    Korea Manhwa Museum       Koryo Hotel        CGV Sopoong       CGV Bucheon       Bucheon City hall(Joongang Park)

부천시청: 부천시청 중앙공원 사이 횡단보도 앞
비스테이부천: 비스테이부천 앞 택시 승강장
테마파크 호텔: 호텔 앞 육교 근방
한국만화박물관: 한국만화박물관 버스 정류소 옆
CGV부천: 현대백화점 중앙광장 앞
CGV소풍: 뉴코아 택시 승강장 옆
고려호텔: 호텔 앞 쉼터 근방

Bucheon City Hall: Near Crosswalk in between City Hall and Joongang Park
B-Stay Hotel: Near Taxi stand in front of the hotel
Theme Park Hotel: Around footbridge near the hotel
Korea Manhwa Museum: Near ‘Korea Manhwa Museum’ bus stop
CGV Bucheon: Next to Central square (Hyundai Department Store)
CGV Sopoong: Near Taxi stand
Koryo Hotel: Beside the Shelter near the hotel

- 셔틀버스 이용 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차시간 및 정류장 도착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지연 및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셔틀버스 노선의 쉬는 시간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셔틀버스 만차시, 예정보다 일찍 출발할 수 있습니다.
- 각 회차마다 부천시청↔한국만화박물관 직행 노선이 각각 1회씩 운행됩니다.
- 7월21일 ~ 7월22일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 Shuttle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based on traffic.
- Please kindly check break times in between shuttle schedule.
- Should the shuttle bus is full, it may leave earlier than scheduled.
- Express line between Bucheon City Hall and Korea Manhwa Museum 
 will be operated with limited access. Please kindly find on-site staff 
 for more information.
- No shuttle service will be available during Rush period. 
 (Saturday, July 21 ~ Sunday, July 22)

 ※ 송내솔안아트홀에서 영화를 관람하시는 관객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Shuttle bus service is not available for Songnae Solan Art Hall (SS).
 Public transporation services is highly recommended to have access  to these screening venues.

평일: 11:00~12:50 / 14:00~15:50 / 17:00~18:50 휴일: 10:30~11:50 / 13:00~14:20 / 15:30~16:50 / 18:00~19:20 Weekdays: 11:00~12:50 / 14:00~15:50 / 17:00~18:50 Weekends: 10:30~11:50 / 13:00~14:20 / 15:30~16:50 / 18:0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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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역
Bucheon City Hall
Station

상동역
Sangdong Station

GateGateGateGate

Gate

삼산체육관역
Samsan Gymnasium
Station

한국만화박물관
Korea Manhwa Museum

부천시청CGV부천
현대 U-PLEX 중동점 Bucheon City Hall

CGV소풍
CGV Sopoong

안중근 공원

계남 공원

이마트

부천 종합 터미널

상동 호수공원

CGV Bucheon
Hyundai U-PLEX 
Jungdong Store 

송내솔안아트홀(4F)
Songnae

Solan Art Hall(4F)

테마파크 호텔
Theme Park Hotel

고려호텔
Koryo Hotel

비스테이 부천
B-Stay Hotel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7. 13(금) 09:50~11:00 12:50~14:00 15:50~17:00 18:50~20:00 -

7. 14(토)~15(일) 09:30~10:30 11:50~13:00 14:20~15:30 16:50~18:00 19:20~20:30

7. 16(월)~20(금) 12:50~14:00 15:50~17:00 18:50~20:00 - - 

1st 2nd 3rd 4th 5th

7. 13(Fri) 09:50~11:00 12:50~14:00 15:50~17:00 18:50~20:00 -

7. 14(Sat)~15(Sun) 09:30~10:30 11:50~13:00 14:20~15:30 16:50~18:00 19:20~20:30

7. 16(Mon)~20(Fri) 12:50~14:00 15:50~17:00 18:50~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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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
77   그날, 바다
51   그녀에게는 죄가 없다
63   그녀의 욕조.
61   그림자 소녀 로테
47   극한캠프
64   긁어 부스럼
59   금남의 집
65   급식조리원
70   기계인간
39   기담
68   김녕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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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나는 나를
88   나도 모르게
38   나쁜상사
78   나이트메어
76   내 머리 속의 지우개
65   냄새
64   냉장고
68   넥페이스
35   노 라인
50   논스톱: 다마스커스 타겟
74   누군가의 죽음
61   닌자의 귀환
60   닌진스키 마을에 오다

0~9

74   10 Ways to Revenge on Mom
67   2001: A space odysSEX
42   3AM Part 3

A

63   A/S/L
65   Absurd Thing, An
61   Active Shooter
80   Alien
82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74   Amor Fati
66   And The Moon Stands Still
49  	 Anna and the Apocalypse
60 	  Ant, An
77   Asura: The City of Madness
42   Axiom, The

B

38   Bad Boss
83   Bad Genius
49   Bastard and the Beautiful World, The
32   Beast
75   Beat
39   Beautiful Vampire
67   Beetle at the End of the Street, The
62   Besoin Dead
65   Beyond Money
49   Bhavesh Joshi Superhero
83   Big Brother Fadil 2
68   Blissful Accidental Death, The
42   Blood of Wolves, The
61   Blowfish
43   Blue Choker, The
50   Blue My Mind
43   Boar
50   Boys Cry
43   Braid
58   Brawl in Cell Block 99
67   breeze
50   Brothers' Nest
43   Butcher, the Whore and the One-Eyed Man, The
43   Buy Bust

C

58   Caniba
43   Cannibal Club, The 
50   Changeover, The
62   Circle of Teeth
75   City of the Rising Sun
38   Closed Ward, The
64   Closing Date
66   Cocolors
76   Cold Eyes
64   Craft, The
62   Creeper
72   Crying Free Sex

D

50   Damascus Time
32   Dark, The
79   Dawn of the Dead
67   Dawn to Dawn
44   Dead Night
37   Deep
35  	 Deer boy
65   Delectable You

ㄷ

58 다이너마이트 스캔들
66   달빛 사냥꾼
38   대관람차
45   더 크리미널 마인드: 공공의 적
44   더블 데이트 대소동
68   덕후미루
37   데스트랩
54   델마
73   도달
70   도시괴담
87   도시에서 그녀가 피할 수 없는 것들
43   도축업자, 창녀 그리고 외눈박이 남자
44   동물 안락사
54   두 소녀
44   디 엔드?
37   딥
67   딱정벌레
76   똥개

ㄹ

38  라이브하드
72 랄라랜드
52   로메르를 찾아서
61   로봇과 허수아비
33   리벤지
86   리튼

ㅁ

64   마감일
55   마고가 마고를 만났을 때
76   마담 뺑덕
83   마신자 2 - 빨간 옷 소녀의 비밀
79   마틴
66   말과 소녀
45   맘
46   맘&대드
65   맛있는 그대
81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블랙 앤 크롬
59   맨디
84   메르살
52   메이페어
88   모던패밀리
73   모르는 여자
68   무명(無明)
76   무사
46   무타푸카즈
62   뭘 야려?
88   미스터리 핑크
67   미풍
60   밀주업자

ㅂ

41   바보들의 배
49   바스터즈
54   바이러스 트로피칼
62   박제사
86   반드시 크게 들을 것
32   밤의 문이 열린다
55   방화
83   배드 지니어스
55, 81  백색밀실
79   뱀파이어
55   법사

50   Diary of My Mind
37  	 DMZ, The
37   Dogs in the House
51   Don't Leave Home
44   Double Date
58   Dynamite Graffiti

E

79   Eaten Alive
65   Eir's Breath
70   End of Decay, The
44   End?, The
39   Epitaph
72   Escape
51  	 Eullenia
44   Euthanizer
61   Existence Proof
44   EZRA

F

41   Favor, The
62   Film Again
44   Firstborn
51   Flea-picking Samurai
66   For Elise
87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62   Fox Boy
70   Freak the Fxxk Out
64   Fridge, The
84   From Beyond
70   Fry Day

G

59   Garbage
32   Ghost Walk
81   Ghosts of Mars
36  	 Girl in the Snow, The
39   Gonjiam: Haunted Asylum
76   GOOD, THE BAD, THE WEIRD, THE
51   Goodbye, Grandpa!
38   Goose Goes South, The
36   Guanzillum

H

35   Hair Wolf
40   Hakuna Matata Pole Pole
68   Hana
36   Helsinki Mansplaining Massacre
63   Her Bath.
78   Hills have Eyes, The
66   Horse´s Stone
74   How to Catch a Fly
87   How to Operate a Polaroid Camera
36   Hunger
51   Hungry Lion, The
51   Hyouka: Forbidden Secrets

I

74   I am Me
52   I'm Crazy
68   Ignorance
45   Inhabitant, The 
77  	 Intention
62   Intimate Strangers
79   Invaders from Mars
88   Invitation
64   Itch, The

65   베란다
51   벼룩 잡는 사무라이
73   별 시(別 時)
62   보강촬영
73   보금자리
46   보안관
50   보이즈 크라이
83   복수 원정대
34   복수자
61   복어
53   부동산
41   부탁
70  부패
51   불량가족, 행복의 맛
83   불량소녀
40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
70   붉은 실
39   뷰티풀 뱀파이어
50   블루 마이 마인드
46   비밀의 가족
32   비스트
75   비트
51   빙과
36   빵

ㅅ

35   사슴소년
47, 83  사탄의 숭배자
70   사형집행일
73   살아있는 게이샤의 밤
45   살인 모기의 습격
43   살인멧돼지
38   삼촌
84   삼형제
33   새드 뷰티
67   새벽
42   새벽 3시
63   서바이벌 가이드
82   서유복요편
36  설원의 소녀
33   성스러운 것
43   세 친구
63   세상의 종말
47   세인트 아가타
80   섹스미션
57   소년 탐정
50   소년범의 일기
66   소니아
41   손이 많이 가는 미미
35   솧
57 	  수파 모도
41  수혈
49   슈퍼히어로 조쉬
64   스탠바이
80 	  스텝포드 와이브스
57   스파이 캣
43 	 슬럼가 대습격
79   시체들의 새벽
88   시체들의 아침
63   시체사진사 메리
31   시크릿 슈퍼스타
87   신 도시인
82   신과함께-죄와 벌
45   신을 죽여라
42   심리의 숲
47   써니를 찾아서

J

84   Jai Lava Kusa
83   Jailbait
67   Jeom
56   Journey of the 12 Cat, The
82   Journey to the West: The Demons Strike Back
52   Just a Breath Away

K

45   Killer Mosquitos
45   Killing God
59   Knife + Heart
70   Knock

L

72   Lady from 406, The
72   Lala Land
38   Land of Happiness
78   Last House on the Left, The
52   Last Winter, We Parted
56   Legend of the Demon Cat
88   Life in the Park
79   Lifeforce
33   Limit of Sleeping Beauty, The
45   Liquidator, The
38   Live Hard
87   Living in New Town
33   Look Up
52   Looking for Rohmer
61   Lotte that Silhouette Girl
45   Lowlife, The
65   Lunch Ladies

M

81   Mad Max: Fury Road - Black and Chrome
88   Madonna, The
36   Mama Pingpong Social Club
59   Mandy
56  	 Maquia: When the Promised Flower Blooms
57   Marnie's World
79   Martin
52   Mayfair
70   Mechanika
40   Merciless, The
85   Midsummer's Fantasia, A
59   Misandrists, The
88   Modern Family
45   Mom
46   Mom & Dad
76   Moment to Remember, A
79   Monkey Shines: An Experiment in Fear
60   Moonshiners, The
88   Morning of the Dead
46   Mutafukaz
76   Mutt Boy
74   My First Death
52   My Little Monster
70   My Private Blue Bird
46   Mysterious Family, The
88   Mystery pink

N

68   NeckFace
85  	 Neighbor Zombie, The
73   Nest, The
64   Night Before, The
46   Night Eats the World, The
73   Night of the Dead Geisha

ㅇ

65   아들
72   아랫집
74   아모르 파티
87   아빠가 필요해
77   아수라
52   아임 크레이지
44   악령의 상자, 에즈라
51   악령의 화가
69   안개 너머 하얀 개
49   안나와 종말의 날
61   액티브 슈터
32   어두움
79   어둠의 사투
36   어머니 탁구교실
30   언더독
74   엄마에게 복수하는 10가지 방법
48   업그레이드
80   에어리언
48   에피쿠엔 잔혹사
66   엘리제를 위하여
62   여우소년
69   여행자
40   염력
52   옆자리 괴물군
56   오늘도 위위
40   오늘도 평화로운
84   오컬트 볼셰비즘
71   완다의 악몽
87   외계의 제19호 계획
78   왼편 마지막 집
56   요묘전: 레전드 오브 더 데몬 캣
54   요정
53   우리 집
46   워킹 데드 나잇
46   원컷 오브 더 데드
75   유령
48   유리고코로
88   유쾌한 도우미
51   율레니아
56   이별의 아침에 약속의 꽃을 장식하자
62   이빨
85   이웃집 좀비
79   이튼 얼라이브
52   인 더 더스트
36   일루셔니스트

ㅈ

57   자연의 반란
52   작년 겨울, 너와 이별
54  잠식
33   잠자는 미녀의 한계
64   전 야
67   점
54   정글 히어로
61   존재증명
35 좀비공장
62   좀비와 신부
76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35   죽어야 사는 남자
44   죽음을 부르는 밤
33   지붕 위의 모험
84   지옥 인간

78   Nightmare on Elm Street, A
60   Ninjinsky is Coming to Town
35   No Line
53   November

O

84   Occult Bolshevism
46   One Cut of the Dead
74   Open the Window
68   Otaku Miru
73   Other Day, The
53   Our House
88   Out of My Intention

P

85   PADAK
36   Pan
61   Passing Over the Hill
74   Pastel Crayon
88   Perm, A
75   Phantom, The Submarine
53   Pin Cushion
64   Pinki
87   Plan 19 From Outer Space
66   Popcorn
63   Post Mortem Mary
40   Psychokinesis
68   PUB, The

R

46   Ranger, The
70   RARE
47   Ravenous
73   Reach
53   Real Estate, The
33   Respeto
61   Return of ninja
33   Revenge
83   Revenger Squad, The
35   RIP
61   Robot & Scarecrow
53   RocKabul
47   Ruin Me

S

33   Sacrament, The
33   Sad Beauty
47, 83  Satan's Slaves
66   Saturday's Apartment
61   Say Hello to Winter
76   Scarlet Innocence
65   Scent
73  	 Scissors Penis
31  	 Secret Superstar
53   Secrets in the Hot Spring
80   Sexmission
60   Shadower
41   Ship of fools
41   Sigh of sighs
71   Skin and Mind
68   Sleep Paralysis: A Demonic Visitation
41   so sorry
35   Soh
65   Son, A
66   Sonia
47   St. Agatha
64  	 Standby
77   Steel Rain

ㅊ

74	 창 밖을 보라
58 창살 속의 혈투
37	 청춘빌라 살인사건
50  체인지오버
88	 초대
45	 최저
65 추억을 팝니다
60  친구
62   친밀한 타인들
62 	  침입자

ㅋ

58   카니바
43   카니발 클럽
53  카불에 헤비메탈을!
59  칼 + 심장
66   코컬러스
72   크라잉 프리 섹스
64   크래프트
74   크레파스
48   킬러, 그녀

ㅌ

63   타부
34   타워, 눈부신 날
84   타이거는 살아있다
72   탈출
75   태양은 없다
64   터치
68   테디 베어 숲 속 산책
63   텔미비전
66   토요일다세대주택
73   토킨키 이야기
82   특수부대 전랑2

ㅍ

85   파닥파닥
83   파딜 형님 2
74   파리를 잡는 방법
88   파마
66   팝콘
44   퍼스트본
38   폐쇄병동
87   포 더 피스 오브 올 맨카인드
87   폴라로이드 작동법
71   피부와 마음
53   핀쿠션
64   핑키

ㅎ

68   하나
40   하쿠나 마타타 폴레 폴레
50   한 형제의 은밀한 계획
61  한겨울에 인형탈도 춥나요?
85   한여름의 판타지아
38   행복의 나라
68   행복한 죽음
36  허기
35   헤어 울프
36   헬싱키 맨스플레인 대학살
34   호랑이는 겁이 없지
65   호흡
79   화성에서 온 침입자
81   화성의 유령들 

80   Stepford Wives, The
54   Sultry
47   Summer of '84
47   Sunny
57   Supa Modo
40   Super Margin
62   Supine
63   Survival Guide

T

63   Taboo
83   Tag-Along 2, The
68   Teddy Bears Picnic
63   Tell Me Vision
48   Terrified
54   Thelma
87   Things She Can't Avoid in the City, The
54   Thoroughbreds
70   Threads
84   Tiger is Alive
34   Tigers are Not Afraid
73   Tokinky Story
54   Tokoloshe, The
54   Tombiruo
64   Touch
34   Tower. A Bright Day
41   Transfusion
86   Turn It Up To 11
63   Turn Your Fan Off in Winter

U

38   Uncle, The
30   Underdog
73  	 Unknown Woman
48   Upgrade

V

65   Veranda
34   Vigilante, A
54   Virus Tropical
69   Voyager

W

35   Walking Meat
71   Wanda’s Nightmare
76   Warriors, The
48   What the Waters Left Behind
66   When
55   When Margaux Meets Margaux
55, 81  White Chamber
69   White Dog Over the Fog, A
62   Why are you staring at me?
55   Wizard
87   Wolf Daddy
82   Wolf Warriors II
41   World of MiMi, The
63   World Over, The
86   Written

Y

48   Yaru Onna -She's a Killer-
57   Young Detectives
55   Youth
48   Yurigokoro

Z

84   Zapped
57   Z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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