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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안내

• 각 상영관 현장 티켓부스에서 예매번호(SMS, 
예매확인증, 예매내역 페이지) 확인 후 티켓 발권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으로 발권 불가

※ 예매내역 캡쳐 이미지로는 발권 불가

• 복합결제 불가, 도서/문화상품권 등 기타 
결제수단 사용 불가

• 개인 사정으로 의한 재발권 및 환불 불가

(분실, 훼손, 교통 정체, 상영관 및 시간 착오 등)
• 온라인 예매자의 경우 티켓 발권 없이 
‘모바일 티켓’ 확인 후 상영관 바로 입장 가능

※ 개 • 폐막식의 경우 모바일 티켓을 이용한 입장 
불가 (현장 티켓부스에서 티켓 발권 필수)
※ 현장 티켓부스에서 미리 발권한 경우, 
모바일 티켓으로 상영관 바로 입장 불가

예매 유의사항
•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 상영 시작 이후 입장 시 지정 좌석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사전에 
입장해주세요.
• 상영관 입장은 관람 등급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 전체관람가: 미취학 아동(48개월 이상 ~ 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동반 시 관람 가능

- 12세 이상 관람가: 만 12세(2007년생)미만 관객은 관람할 수 없으나, 보호자 동반 시 관람 가능

- 15세 이상 관람가: 만 15세(2004년생)미만 관객은 관람할 수 없으나, 보호자 동반 시 관람 가능

- 18세 이상 관람가: 만 18세(2001년생)미만 관객은 관람할 수 없음

※ ‘18세 이상 관람가’는 티켓 소지와 보호자 동반 관계 없이 상영관 입장 불가. 연령 조건이 
만족하더라도 고등학생 재학생 상영관 입장 불가

※ 보호자: 만 20세 이상의 부모님 혹은 성인 보호자(고등학생 재학생 제외)
※ 만 4세 미만의 유아는 부모가 동반하여도 입장이 제한됩니다.
• 모든 관객은 반드시 티켓을 소지하셔야 상영관 입장 및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
• 다른 관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식은 반입이 제한 됩니다.
- 모든 상영관 주류 반입 불가

-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영화관 매점에서 판매하는 메뉴 반입 허용

- 부천시청 어울마당/판타스틱큐브, 한국만화박물관은 뚜껑 있는 생수만 반입 가능

• 영화 상영 시작 후 상영관 내에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불가합니다.
• 모든 관객들의 편안한 영화 관람을 위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반드시 꺼주시기 바랍니다.

관람 시 유의사항

예매 기간

예매 기간

개막식 예매

개 · 폐막식 예매

일반 예매

일반 예매

6. 27(목) 16:00 ~ 21:00

• 부천체육관 현장 티켓부스만 운영

• ‘개막식+개막작’ 예매 티켓 발권만 가능

6. 11(화) 14:00 ~ 해당 상영 전날 자정

6. 28(금) / 7. 1(월) ~ 5(금) 10:00 오픈

6. 29(토) ~ 30(일) / 7. 6(토) ~ 7(일) 9:30 오픈

• 마지막 상영 시작 15분 후까지 운영

• CGV부천 7. 5(금)까지 운영

6. 13(목) 14:00 ~ 해당 상영 시작 1시간 전까지

※ 심야상영 시 부천시청 티켓부스는 자정(24:00)까지 운영

※ 티켓 현장 구매는 해당 영화 상영 시작 시까지 가능

※ 공식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예매 가능

현장 예매

온라인 예매

대상

이용방법

유의사항

6. 28(금) 심야상영 관람객

상영관 입장 시, 티켓 제시 → ‘심야패키지’ 확인 후 기념품 수령

• 배지, 티켓 교환권 예매 및 발권 불가

• 프리미엄 초대권, 비판홀릭의 경우 기존 심야상영과 동일하게 예매 가능(단, 영화관람만 가능)

심야패키지

구분

가격

※ 한 영화당 1회 / 1인 4매까지 예매 가능

※ 온라인 매진작의 경우 상영 당일 일부 현장석을 현장 티켓부스에서 선착순 판매

※ 심야패키지는 6. 28(금) 심야상영에 한하여 진행 (심야패키지: 심야상영 관람+기념품 제공)
※ VR 관람권은 별도 판매. 자세한 사항은 VR페이지 p.81 참고

개 • 폐막식

13,000원

일반상영

7,000원

심야상영

14,000원

심야패키지

20,000원

‘패밀리 존’ 섹션

4,000원

티켓 가격

※ 온라인 예매 및 중복 할인 불가

※ 자세한 사항은 영화제 홈페이지(www.bifan.kr) 참고

경로 (만 65세 이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역대 자원활동가

단체관람

• 동반 1인까지 2,000원 할인

• 일반상영, 심야상영에 한하여 할인 가능

• 현장 티켓부스에서 해당 신분증 및 증명서 지참 시에만 적용

•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단체, 1인당 2,000원 할인

• 일반상영에 한함(‘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온라인 매진작 제외)

할인 안내

취소 시간

취소수수료

유의사항

티켓나눔터

해당 영화 상영 시작 1시간 전까지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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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분취소 불가, 결제(건)일괄 취소 후 재결제 필요

• 예매 후 발권된 티켓은 현장 티켓부스에서만 취소 가능, 해당 티켓 반드시 지참

(단, 티켓 교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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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으로 인하여 환불을 공지한 경우, 영화제 기간 내 현장 티켓부스에서 환불 진행

• 취소/환불을 하지 못한 관객간에 자율적으로 티켓을 교환 할 수 있는 장소

• 공식홈페이지 및 현장 티켓부스 ‘티켓나눔터’에서 이용 가능

취소 및 환불 안내

부천체육관

부천시청

CGV 부천

CGV 소풍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체육관

부천시청 1층

6. 27(목)

6. 28(금) ~ 7. 7(일)

6. 28(금) ~ 7. 5(금)

6. 28(금) ~ 7. 7(일)

6. 28(금) ~ 7. 7(일)

6. 27(목)

6. 28(금) ~ 7.7(일)

16:00 ~ 21:00

10:00 ~ 20:00

10:00 ~ 20:00

10:00 ~ 20:00

10:00 ~ 20:00

16:00 ~ 21:00

10:00 ~ 20:00

기념품 샵 판타십 멤버 라운지

※ 심야상영 시 부천시청 기념품 샵은 자정(24:00)까지 운영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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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et Information

Category

Price

※ You may purchase up to 4 tickets per individual screening, per order.
※ In case online 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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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28(Fri)

(Midnight Screening Package: Midnight Screening Ticket + Souvenir)
※ VR tickets can be purchased separately. For details, please refer to page 81.

Opening • Closing 
Ceremony

KRW 13,000

General 
Screening

KRW 7,000

Midnight 
Screening

KRW 14,000

Midnight Screening 
Package

KRW 20,000

‘Family Zone’ Section 
Screening

KRW 4,000

TICKET PRICES
Period

Cancellation Fee

Remarks

Cancellation can be made prior to one hour of the relevant screening.

If a cancellation is made on the screening date, KRW 1,000 will be charged per cancellation.
• Cancellation fee will not be charged if the cancellation is made before the screening date

• Partial cancellations are not allowed. If you wish to make a partial cancellation, you must cancel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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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nt to cancel must be presented on site
• Tickets that have passed the expiry date for cancellations/refunds will not be eligible for such 
activities

CANCELLATION GUIDE

Bucheon Gymnasium

Bucheon City Hall

CGV Bucheon

CGV Sopoong

Korea Manhwa Museum

Bucheon Gymnasium

Bucheon City Hall 1F

6. 27(Thu)

6. 28(Fri) ~ 7. 7(Sun)

6. 28(Fri) ~ 7. 5(Fri)

6. 28(Fri) ~ 7. 7(Sun)

6. 28(Fri) ~ 7. 7(Sun)

6. 27(Thu)

6. 28(Fri) ~ 7. 7(Sun)

16:00 ~ 21:00

10:00 ~ 20:00

10:00 ~ 20:00

10:00 ~ 20:00

10:00 ~ 20:00

16:00 ~ 21:00

10:00 ~ 20:00

Goods Shop Fantaship Member Lounge

※ Goods Shop at the Bucheon City Hall will run until
     24:00 midnight screening.

• Tickets may be picked up at the box 
office after the reservation number 
(SMS reservation confirmation, mobile 
reservation confirmation page) has been 
confirmed.
• Tickets will not be reissued and 
nor be refunded base on personal 
circumstances (e.g. lost tickets, 
damaged tickets, traffic delays, went to 
the wrong theater, mistaken the movie 
time, etc.).
• After purchasing your ticket online, you 
may enter the theater with your 'mobile 
ticket' without having a physical ticket 
issued.
※ A mobile ticket cannot be used to 
gain entrance to the openingㆍclosing 
ceremonies (physical ticket must be 
issued at the box office).
※ If you have already issued a physical 
ticket at the box office, your ‘mobile 
ticket’ is no longer valid.

TICKET RESERVATION NOTICE
• All films will start at the scheduled starting time. Designated seats will not be 
guaranteed for those enter after the scheduled starting time. Pleasure ensure that you 
are seated before the start of the screening.
• Admission is strictly restricted according to the film rating.
- G-rated: For preschoolers (between the age of five and eight), it is available when 
accompanied by a guardian.
- Under 12 not admitted: Visitors under 12 (born in 2007) are not allowed to watch by 
themselves, but are allowed to watch with their guardians.
- Under 15 not admitted: under 15 (born in 2004) are not allowed to watch by 
themselves, but are allowed to watch with their guardians.
- Under 18 not admitted: You can't watch it if you're under 18(born in 2001).
※ For ‘Under 18 not admitted’ titles, admission to the theater is prohibited for 
teenagers and those aged 18, regardless of their ticket possession and their guardian's 
presence.
※ Infants under the age of 4 are not allowed to watch even with their parents.
• Only ticket holders will be allowed entrance into the theaters to watch the films
• Foods that can cause discomfort or displeasure to others will not be allowed in.
- Alcoholic beverages are prohibited in all theaters.
- Only snacks and drinks purchased from a theater's snack stand are allowed into 
multiplex theaters.
- Only water in containers with lid are allowed into the Bucheon City Hall Main Theater/
City Hall Fantastic Cube/Korea Manhwa Museum.
• Taking pictures/videos is prohibited inside the theater once the the screening started.
• Please remember to turn off your mobile phones to ensure that all the audience can 
enjoy the maximized viewing experience.

NOTICE

※ Not applicable to online reservation, nor multiple discounts on one ticket.
※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BIFAN official website (www.bifan.kr/eng)

Senior citizens
People with disabilities
National honorees/BIFAN Volunteer Alumni

Groups

• KRW 2,000 discount for a qualified person and one accompanying person
• Available for General Screening, Midnight Screening
• Must show identification and relevant documentation to be eligible for the discount

• Discount of KRW 2,000 per person for groups with 15-50 people
• Applicable for General screening only 
(does not apply to films rated 18 and over on for tickets that sell out online)

DISCOUNT INFORMATION

Period

Opening • Closing Ceremony General Screening

June 11(Tue) 14:00 ~ until midnight of the day 
before the screening date

June 13(Thu) 14:00 ~ Up to 1 hour before the 
screening

※ Online reservation can only be made after login to the BIFAN official website(www.bifan.kr/eng)

ONLINE RESERVATION

Period

Opening Ceremony General Screening

June 27(Thu) 16:00 ~ 21:00

• Only the Bucheon Gymnasium box office will 
be open for the opening ceremony
• Only opening ceremony ticket will be sold

June 28(Fri) / July 1(Mon) ~ 5(Fri) Opens at 10:00

June 29(Sat) ~ 30(Sun) / July 6(Sat) ~ 7(Sun) Open at 
9:30

• Closes 15 minutes after the start of the last screening
• CGV Bucheon box office will run until July 5(Fri)

ON-SITE RESERVAITON

※ The box office of Bucheon City Hall willl run until 24:00 for Midnight screenings
※ Unless otherwise sold-out, on-site ticket purchase for a film screening is possible till it begins screening

Who’s Eligible?

How to Get

Ticket Holders for the midnight screeing on June 28(Fri)

Buy 'Midnight Screening Package' ticket, present your ticket at the entrance, and you will receive 
the special gift package.

MIDNIGHT SCREENING PACKAGE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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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중앙공원) ▶ 경기예술고등학교 (CGV부천, CGV소풍) ▶ B39 ▶ B-Stay 부천호텔 (CGV소풍) ▶ 테마파크 호텔 ▶ 한국만화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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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노선 Shuttle Bus Route

운행시간 Start Time 

정류소 위치 Shuttle Bus Stop셔틀버스 운영안내  Notice *Operation : Jun 28 - Jul 6

페스티벌 맵 & 셔틀버스 Festival Map & Shuttle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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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체육관역 Samsan Gymnasium Station

Bucheon City Hall
Gyeonggi 
Arts high school
B39
B-Stay Bucheon Hotel
Themepark Hotel
Korea Manhwa Museum
Koryo Hotel
CGV Sopoong
CGV Bucheon

* 운행 점검시간 12:30 ~ 13:00, 17:30 ~ 18:00 (각 30분 소요) * Service Check 12:30 ~ 13:00, 17:30 ~ 18:00 (Takes 30min respectively)

(부천시청 출발기준)

(from Bucheon City Hall)

시청 후문 버스 정류소 옆 
학교 버스 정류소 옆 
부천아트벙커 B39 앞 
B-Stay 부천호텔 앞 택시 정류소 
테마파크 호텔 앞 
박물관 버스 정류소 옆 
고려호텔 
홈플러스 앞 
현대백화점 중앙광장 앞 

Bus stop next to the rear gate Bucheon City Hall
Bus stop next to Gyeonggi Arts High School

In front of B39
Taxi stop in front of B-Stay Bucheon Hotel
In front of Themepark Hotel
Bus stop next to Manhwa Museum
In front of Koryo Hotel
In front of Homeplus
In front of Hyundai Department Store Central plaza

각 노선 별 배차시간 및 소요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영관 및 행사장 이동 시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노선의 운행 시간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만차시, 예정보다 일찍 출발할 수 있습니다.

Estimated arrival time and travel time may be delayed or changed due to 
traffic. Please ride the bus early to allow extra time to spare. 
Please check the operation time of the shuttle bus line before using it.
Should the bus is full, it may leave earlier than scheduled time.

부천시청역 Bucheon Cityhall Station

부천아트벙커

B39

3

* 운영기간: 6월 28일(금) - 7월 6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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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City Hall, 
Main Theater 
(2F)

SO2
CGV Sopoong 2

SO3
CGV Sopoong 3

SO4
CGV Sopoong 4

SO5
CGV Sopoong 5

SO6
CGV Sopoong 6

BU3
CGV Bucheon 3

BU5
CGV Bucheon 5

BU8
CGV Bucheon 8

BU4
CGV Bucheon 4

BU6
CGV Bucheon 6

MM
Korea Manhwa 
Museum

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101 11:00 ~ 13:19 
도둑들

The Thieves 
139min | 85p  15

103 14:00 ~ 15:18 
로맨틱 코미디
Romantic Comedy 
78min | 57, 91p   G

102 11:00 ~ 12:25  
괴시

A Mostrous Corpse 
85min | 87p  12

104 11:00 ~ 13:13 
여자들

The Women 
133min | 90p   G

106 11:00 ~ 12:33 
아웃 오브 튠
Out of Tune 
93min | 56p  15

105 11:00 ~ 12:08  
단편 걸작선 16
Short Films 16 
68min | 79p  15

107 11:00 ~ 12:58 
모뉴먼트

Monument 
118min | 56p  15

108 11:00 ~ 12:15  
단편 걸작선 15
Short Films 15

75min | 78p  15

109 11:00 ~ 12:57  
버드 케이지
Bird Cage 
117min | 45p  18

110 11:00 ~ 12:43 
학교는 끝났다
School's Out 
103min | 57p  12

112 11:00 ~ 12:38  
금지된 세계
Forbidden Planet 
98min | 92p  12

111 11:00 ~ 12:56  
빽 투더 아이돌
Linking Love 
116min | 97p   G

114 14:00 ~ 15:58 
블레이드 러너
Blade Runner 
118min | 92p  15

116 16:00 ~ 17:28  
별의 무게
Stars by the Pound 
88min | 60p   G

115 14:00 ~ 15:40   
3인조
Trio
100min | 87p  18

117 14:00 ~ 15:51 
싸이코비치

Psychobitch 
111min | 57p  15

119 14:00 ~ 15:16 GV 
물비늘

Mulbineul 
76min | 42p  15

118 14:00 ~ 15:30  

4X4 
90min | 52p  15

120 14:00 ~ 15:34 
내 얘기를 찍어줘
Island 
94min | 55p  15

121 14:00 ~ 15:17 GV   
호흡

Respira: Transgenesis
77min | 50p  15

122 14:00 ~ 16:13  
뺑반

Hit-and-Run Squad 
133min | 41p  15

123 14:30 ~ 15:47 GV 
투어리즘

Tourism 
77min | 36p   G

125 14:00 ~ 15:40   
특별한 인질
70 Big Ones 
100min | 52p  12

124 14:00 ~ 15:54  
국가부도의 날
Default 
114min | 85p  12

127 17:00 ~ 19:19 
블라인드 멜로디
Andhadhun 
139min | 53p  12

129 18:00 ~ 19:22  
테스와 보낸 여름
My Extraordinary Summer with Tess 
82min | 60p   G

128 17:00 ~ 18:25   
우주괴인 왕마귀
Big Monster Wangmagwi 
85min | 86p   G

130 17:00 ~ 18:59 ●   
아이 캔 스피크
I Can Speak
119min | 91p  12 

132 17:00 ~ 18:30 GV 
종말 - 그 후
Endzeit - Ever After 
90min | 47p  12

131 17:00 ~ 18:26  GV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86min | 38p  15

133 17:00 ~ 18:54 GV  
멜랑콜릭

Melancholic 
114min | 56p  15

134 17:00 ~ 18:32 GV  
두 개의 영혼
Walk with Me
92min | 51p  12

135 17:00 ~ 18:26 GV   
콜 마이 네임
Call My Name 
86min | 45p  18

136 17:00 ~ 19:01  
사르가소해의 기적
The Miracle of the Sargasso Sea 
121min | 35p  18

138 17:00 ~ 18:25 GV   
단편 걸작선 12
Short Films 12 
85min | 75p  15

137 17:00 ~ 18:34    
운전 강사의 특이한 비밀
Extra Ordinary 
94min | 54p  15

139 20:00 ~ 21:41 GV
학교 생활!
School-Live! 
101min | 57p  12

113 14:00 ~ 15:33  GV 
기름도둑

The Gasoline Thieves 
93min | 32p  15

126 18:00 ~ 20:19  
타짜

Tazza: The High Rollers 
139min | 84p  18

20:30 ●
메가토크 | 매혹, 김혜수
Mega Talk | Gorgeous, 
Charming, Dangerous 
KIM Hye-Soo | 98p

141 20:00 ~ 21:23 GV   
초의태인간

Mimicry Freaks 
83min | 61p  18

140  20:00 ~ 21:39  
야수

Feral 
99min | 47p  12

142 20:30 ~ 21:55 GV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85min | 37p  15

144 20:00 ~ 21:50 ● 
나인 투 파이브
Nine to Five
110min | 90p  15   

143 20:00 ~ 21:37 GV  
단편 걸작선 5
Short Films 5  
97min | 68p  15

145 20:00 ~ 21:22 GV 
저수지의 피크닉
In the Quarry 
82min | 48p  15

146 20:00 ~ 21:49 GV  
다이너마이트 소울 밤비
Dynamite Soul Bambi
109min | 54p  12

147 20:00 ~ 21:23 GV   
돌연변이 대격돌
Mutant Blast 
83min | 61p  18

148 20:00 ~ 21:40 
별장에서 생긴 일
The Lodge 
100min | 35p  15

150 20:00 ~ 21:19 GV  
단편 걸작선 10
Short Films 10 
79min | 73p  15

149 20:00 ~ 21:25 GV  
토막 살인범의 고백
A Young Man with High Potential 
85min | 62p  18

1 2 3 4
6. 28. Fri

상영 시간표 Screening Schedule
상영관 
코드번호

G

12

15

18

Theater 
Code

시작시간 - 종료시간

상영작 국문제목
상영작 영문제목

상영시간 | 페이지번호   등급

전체 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18세 이상 관람가

General

Under 12 not admitted

Under 15 not admitted

Under 18 not admitted

Start Time - End Time

Title (Korean)
Title (English)

Time | Page Number   Rate

GV

GV

시간표 보는 법 Legend 등급 Rate
CH
FA
LS

BU3
BU4
BU5
BU6
BU7
BU8

SO2
SO3
SO4
SO5
SO6

MM

BG

부천시청 어울마당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부천시청 잔디광장

CGV부천3관

CGV부천4관

CGV부천5관

CGV부천6관

CGV부천7관

CGV부천8관

CGV소풍2관

CGV소풍3관

CGV소풍4관

CGV소풍5관

CGV소풍6관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체육관

City Hall, Main Theater (2F)
City Hall, Fantastic Cube (1F)
City Hall Lawn Square

CGV Bucheon 3
CGV Bucheon 4
CGV Bucheon 5
CGV Bucheon 6
CGV Bucheon 7
CGV Bucheon 8

CGV Sopoong 2
CGV Sopoong 3
CGV Sopoong 4
CGV Sopoong 5
CGV Sopoong 6

Korean Manhwa 
Museum

Bucheon 
Gymnasium

상영관 Theaters

WP

IP

AP

KP

월드 프리미어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아시아 프리미어

한국 프리미어

World Premiere

International Premiere

Asian Premiere

Korean Premiere

프리미어 정보 Premiere Status

GV 상영 후 질의응답, 상영 전 무대인사 Q&A after 
screening, Stage Greeting before Screening                                                                                                                            
*GV(관객과의 대화)는 게스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메가토크, 강연, 마스터클래스, 토크 콘서트 Mega 
Talk, Lecture, Master Class, Talk Concert

GV(Guest Visit)

BG
Bucheon 
Gymnasium

001 개막식 + 기름도둑 
Opening Ceremony 
+The Gasoline Thieves

32p   15

개막식 Opening Ceremony
6. 27. Thu. 18:00

LS
City Hall, 
Lawn Square

FREE

야외상영 Outdoor Screening
6. 28. Fri. 20:00

꼭두 이야기 
Kokdu: A Story of 
Guardian Angels

73min | 60p   G

LS
City Hall, 
Lawn Square

FREE6. 29. Sat. 20:00

별의 정원 
Astro Gardener

75min | 59p   G

LS
City Hall, 
Lawn Square

FREE6. 30. Sun. 20:00

아이 캔 스피크 
I Can Speak

119min | 91p   12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151

263

264

940

나이트메어 시네마 
Nightmare Cinema

119min | 49p   

돌연변이 대격돌 
Mutant Blast 

83min | 61p   

가메라 - 작은 용사들 
Gamera the Brave 

96min | 96p 

초의태인간 
Mimicry Freaks 

83min | 61p   

컨덕트 
The Soul Conductor

89min | 50p   

포르노 엑스트라의 종말 
Mope 

105min | 61p   

대괴수 갓파 
Gappa, The Triphibian 
Monster 

84min | 95p   

귀신 상담사 
Eerie 

110min | 47p   

야간근무자 
The Night Shifter

110min | 49p   

골든글러브 
The Golden Glove

115min | 61p   

고질라 vs 헤도라 
Godzilla vs. Hedorah

85min | 95p   

카르마 
Karma

88min | 49p   

심야상영 Midnight Screening
6. 28. Fri.

6. 29. Sat.

6. 29. Sat.

7. 6. Sat.

24:00

24:00

24:00

24:00

악령과 환영의 밤, 당신을 기다린다  Dark Imaginary Shadow, Around You18

18

G

18

관람 금지구역, 그 선을 넘어  Forbidden Zone, We Cross the Line

괴수 정복의 밤  The Night is Mine: Nocturnal Beastly Creatures

비밀스런 호러의 밤  Silent Night Holy Night 

메카고질라의 역습
Terror of Mechagodzilla

83min | 95p   



22 23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SO2
CGV Sopoong 2

SO3
CGV Sopoong 3

SO4
CGV Sopoong 4

SO5
CGV Sopoong 5

SO6
CGV Sopoong 6

BU3
CGV Bucheon 3

BU5
CGV Bucheon 5

BU8
CGV Bucheon 8

BU4
CGV Bucheon 4

BU6
CGV Bucheon 6

MM
Korea Manhwa 
Museum

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202 10:30 ~ 12:13 
매드 매드 매드 쇼 It's a Mad, 
Mad, Mad, Mad Show 
103min | 55p   G

204 10:30 ~ 11:36 
라라의 신비한 모험
Cattle Hill 
66min | 59p   G

217 13:00 ~ 14:10 
야콥과 미미와 말하는 개
Jacob, Mimmi and the 
Talking Dogs

70min | 59p   G

206 10:30 ~ 11:38 GV 
단편 걸작선 13
Short Films 13 
68min | 76p  18

230 15:30 ~ 16:55 GV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1
Korean Fantastic: Shorts 1

85min | 43p  15

219 13:00 ~ 14:24 
내겐 너무 어려운 연애
Bangla
84min | 53p  12

232 15:30 ~ 16:40 GV 
단편 걸작선 18
Short Films 18 
70min | 82p  15

220 13:00 ~ 14:13 GV 
단편 걸작선 17
Short Films 17
73min | 80p  12

210 10:30 ~ 11:44  
단편 걸작선 14
Short Films 14 
74min | 77p  15

234 15:30 ~ 16:50 GV   
단편 걸작선 8
Short Films 8 
80min | 71p  15

222 13:00 ~ 14:10 GV  
단편 걸작선 11
Short Films 11 
70min | 74p  18

212 10:30 ~ 12:00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
We Have Always Lived in 
the Castle

90min | 58p  15

236 15:30 ~ 17:02 GV 
행복의 진수
Recipe for Happiness
92min | 41p  G

224 12:30 ~ 14:12 GV
도어락
Door Lock
102min | 41p  15

213 10:30 ~ 12:56  
에이 아이
A.I.
146min | 93p  12

FREE 14:00 ●   
로봇 토크 콘서트
Robot Talk Concert
99p

201 10:30 ~ 12:13  
월-E
Wall-E 
103min | 93p   G

225 15:30 ~ 17:20   
오버로드

Overlord 
110min | 50p  18

227 16:00 ~ 17:03  
내 연적의 모든 것
All About My Rival in 
Love
63min | 42p  15

226 15:30 ~ 17:14 
히비키

Hibiki 
104min | 55p   G

228 15:30 ~ 17:10    
해커

Hacker 
100min | 59p   G

215 13:00 ~ 14:58  
장화, 홍련
A Tale of Two Sisters 
118min | 88p  12

214 13:00 ~ 14:42  
인비저블 위트니스
The Invisible Witness 
102min | 55p  15

203 10:30 ~ 11:58 
이색지대

Westworld 
88min | 92p  15

216 13:00 ~ 14:30 ●  
변증법은 벽돌을 깰 수 있는가?
Can Dialectics Break 
Bricks?

90min | 97p  18  

205 10:00 ~ 11:08 GV  
밀어서 감옥해제
Slide to Unlock 
68min | 42p  15

229 15:00 ~ 16:40 ●
마누라 죽이기
How to Top My Wife

100min | 90p  18

218 12:30 ~ 13:50 GV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2
Korean Fantastic: Shorts 2

80min | 44p  18

231 15:30 ~ 16:58 GV 
카르마

Karma 
88min | 49p  15

209 10:30 ~ 11:51 GV 
굴레: 소녀의 눈
Abyss: The Girl's Eye 
81min | 39p  15

233 15:00 ~ 16:39 GV 
어서오시게스트하우스
Welcome To The 
Guesthouse
99min | 40p   G

221 13:00 ~ 14:04 GV 
좀비파이터

Zombie Fighter 
64min | 40p  15

211 10:30 ~ 12:14  
호신술의 모든 것
The Art of Self-Defense 
104min | 34p  15

235 15:30 ~ 17:06 GV  
다니엘 이즌 리얼 (내 상상의 
친구) Daniel Isn't Real 
96min | 35p  18

242 18:00 ~ 19:32 GV 
단편 걸작선 3
Short Films 3 
92min | 66p  15

244 18:00 ~ 19:35  
심야 주유소의 공포
Open 24 Hours 
95min | 49p  18

248 18:00 ~ 19:32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Gentlemen Prefer 
Blondes
92min | 90p  15

249 18:00 ~ 19:58 GV   
인생게임
The Game of Life
118min | 39p  15

237 18:00 ~ 20:33  
걸리 보이
Gully Boy 
153min | 55p   G

239 18:00 ~ 19:49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109min | 93p   G

238 18:00 ~ 19:29 ●   
페르소나

Persona 
89min | 42p  18 

240 18:00 ~ 19:22 GV  
작살

Harpoon 
82min | 48p  18

241 18:30 ~ 19:42 GV  
단편 걸작선 9
Short Films 9 
72min | 72p  12

243 18:00 ~ 19:27  GV 
만리키

MANRIKI 
87min | 49p  18

245 18:00 ~ 19:31 GV 
단편 걸작선 1
Short Films 1   
91min | 64p  15

247 18:00 ~ 19:45 GV  

G 어페어
G Affairs
105min | 35p  18

255 21:00 ~ 22:15 GV 
사회로부터 탈출해야 할 7가지 
이유 7 Reasons to Run 
Away (From Society)

75min | 45p  12

257 21:00 ~ 22:32 
너희가 노미를 알아?
You Don't Nomi 
92min | 51p  18

261 21:00 ~ 22:45 GV 
주디와 펀치의 위험한 관계
Judy and Punch
105min | 48p  15

262 21:00 ~ 22:23 GV  
복수의 여신
The Furies
83min | 47p  15

250 21:00 ~ 23:14  
온다

It Comes 
134min | 48p  15

252 21:00 ~ 22:28  
소나타

The Sonata 
88min | 50p  15

251 21:00 ~ 22:50  
하늘의 모든 신들
All the Gods in the Sky
110min | 45p  18

253 21:00 ~ 22:22 GV  
나는 악마를 가뒀다
I Trapped the Devil
82min | 48p  15

254  21:00 ~ 22:40  
코퍼맨

Copperman
100min | 54p  12

256 21:00 ~ 22:34  GV 
발렌타인

Valentine 
94min | 57p  12

258 21:00 ~ 22:26   
악마의 바람소리
The Wind 
86min | 53p  15

260 21:00 ~ 22:40  GV  
진범

The Culprit 
100min | 34p  15

223 13:00 ~ 15:00  
위 아 리틀 좀비
We Are Little Zombies 
120min | 36p   G

1 2 43 5
6. 29. Sat

246 18:00 ~ 19:24 GV   
복수의 밤
Nemesis 
84min | 49p  15

259 21:00 ~ 22:27 GV   
영화로운 나날
Film Adventure  
87min | 39p  12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SO2
CGV Sopoong 2

SO3
CGV Sopoong 3

SO4
CGV Sopoong 4

SO5
CGV Sopoong 5

SO6
CGV Sopoong 6

BU3
CGV Bucheon 3

BU5
CGV Bucheon 5

BU8
CGV Bucheon 8

BU4
CGV Bucheon 4

BU6
CGV Bucheon 6

MM
Korea Manhwa 
Museum

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302 10:30 ~ 12:21
아빠는 악역 레슬러
My Dad is a Heel Wrestler

111min | 60p   G

304 10:30 ~ 12:19
차이나타운

Coin Locker Girl
109min | 85p   18

317 13:00 ~ 14:31 GV   
영원한 족쇄
Chained for Life
91min | 53p  12

306 10:30 ~ 11:49 GV  
단편 걸작선 10
Short Films 10 
79min | 73p  15

330 16:00 ~ 17:28 
늑대인간
Werewolf
88min | 51p  15

319 13:00 ~ 14:37 GV 
단편 걸작선 4
Short Films 4
97min | 67p  15

308 10:30 ~ 11:45 
단편 걸작선 15
Short Films 15 
75min | 78p  15

332 16:00 ~ 17:30 
더 클리닝 레이디
The Cleaning Lady
90min | 46p  18

321 13:00 ~ 14:37 GV 
단편 걸작선 5
Short Films 5
97min | 68p  15

334 15:30 ~ 16:52   
저수지의 피크닉
In the Quarry 
82min | 48p  15

323 13:00 ~ 14:25 GV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85min | 37p  15

312 10:30 ~ 12:20
귀신 상담사
Eerie
110min | 47p  12

336 15:30 ~ 17:02 GV  
헬 홀
Hell Hole
92min | 48p  15

337 15:30 ~ 17:28
모뉴먼트
Monument
118min | 56p  15

325 13:00 ~ 14:50
고비의 전설
The Legend of Gobi
110min | 56p   G

326 13:00 ~ 14:36 GV    
단편 걸작선 7
Short Films 7  
96min | 70p  15

301 11:00 ~ 12:43  
데드 돈 다이
The Dead Don't Die
103min | 46p  15

327 15:00 ~ 16:43 GV 
꼭두 이야기
Kokdu: A Story of 
Guardian Angels

73min | 60p   G

315 13:00 ~ 14:39 
백사전

White Snake
99min | 60p  G

303 10:30 ~ 12:13
바람피기 좋은 날
A Day for an Affair
103min | 84p  18

316 13:00 ~ 14:33 ●  
메모리: 걸작 에이리언의 기원 
Memory: Origins of Alien 

93min | 56p  12  

305 10:30 ~ 12:17 
아빠?
Is That You? 
107min | 35p  15

329 15:30 ~ 17:10
더 룸
The Room
100min | 35p  15

318 13:00 ~ 14:17  
투어리즘

Tourism
77min | 36p  G

307 10:30 ~ 11:55 GV 
단편 걸작선 12
Short Films 12  
85min | 75p  15

320 13:00 ~ 14:28 GV 
팡파레

Fanfare 
88min | 39p  18

331 15:30 ~ 17:14  
에리카 38
Erica 38

104min | 54p  15

309 10:30 ~ 12:06 GV 
단편 걸작선 2
Short Films 2  
96min | 65p  15

333 16:00 ~ 17:11 
로봇 단편 콜렉션
Robot Short Film 
Collection
71min | 94p   G

322 13:30 ~ 14:59 GV 
단편 걸작선 6
Short Films 6

89min | 69p  15

311 10:30 ~ 11:38 GV
단편 걸작선 16
Short Films 16 
68min | 79p  15

335 15:00 ~ 16:18 ●
로맨틱 코미디
Romantic Comedy
78min | 57, 91p   G

343 18:00 ~ 19:21 GV 
작은 방안의 소녀
The Girl in a Tiny Room
81min | 40p  15

345 18:00 ~ 19:40 GV    
더 파이터
The Fighter 
100min | 55p  12

349 18:00 ~ 19:21   
토시마엔 괴담
Toshimaen: Haunted Park

81min | 51p  12

350 18:00 ~ 19:34    
운전 강사의 특이한 비밀
Extra Ordinary
94min | 54p  15

338 18:00 ~ 19:38 GV   
나만 없어 고양이
Hello, My Cat
98min | 41p   G

340 18:00 ~ 19:40 GV  
영심이
Young-Shim
100min | 87p   G

339 17:30 ~ 19:07 ●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Memento Mori
97min | 87p  12 

341 18:00 ~ 19:16 GV  
물비늘

Mulbineul
76min | 42p  15

342 18:00 ~ 19:33  
30년만의 재회
Come to Daddy
93min | 34p  18

346 18:00 ~ 19:31 GV 
더 풀
The Pool
91min | 50p  12

348 18:00 ~ 19:21 ●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예요
But I'm a Cheerleader

81min | 91p  15

356 21:00 ~ 22:46 GV 
아니아라
Aniara
106min | 53p  18

358 21:00 ~ 22:25 GV   
토막 살인범의 고백
A Young Man with High 
Potential

85min | 62p  18

362 20:30 ~ 22:26 ●
고스트 버스터즈
Ghostbusters
116min | 91p  12

363 21:00 ~ 22:21 GV  
아빠의 효녀 조이
Daddy's Girl
81min | 46p  18

351 21:00 ~ 22:31   
고스트 마스터
GHOSTMASTER
91min | 47p  15

353 21:00 ~ 22:41
달링

Darlin' 
101min | 46p  15

352 21:00 ~ 22:35 
드레드아웃

DREADOUT
95min | 47p  12

354 21:00 ~ 22:44
더티 갓
Dirty God
104min | 54p  15

355  21:00 ~ 22:30  
아수라

Achoura
90min | 34p  12

357 21:00 ~ 22:59 
나이트메어 시네마
Nightmare Cinema
119min | 49p  18

359 20:30 ~ 22:27 GV     
21세기 소녀
21st Century Girl 
117min | 52p  12

361 21:00 ~ 22:46  
에어포칼립스

Airpocalypse
106min | 52p  G

324 12:30 ~ 13:56 GV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86min | 38p  15

1 2 43 5

347 18:00 ~ 19:57 GV   
버드 케이지
Bird Cage
117min | 45p  18

360 21:00 ~ 22:22   
살인마를 키우는 여자
The Woman Who Keeps a 
Murderer

82min | 51p  18

6. 30. Sun

310 10:30 ~ 12:11 
빅 브라더
Big Brother
101min | 53p   G

Screening Schedule상영 시간표

207 10:00 ~ 14:05 GV 

이누가미의 결혼 The Dog Bridegroom 
245min | 46p  15

314 13:30 ~ 16:28 GV    

트랩: 디렉터스 컷 Trap: Director's Cut
178min | 42p  18

344 18:00 ~ 19:52     
소름

Gooseflesh
112min | 87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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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a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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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404 11:00 ~ 12:32          
단편 걸작선 3
Short Films 3  
92min | 66p   15

407 11:00 ~ 12:34     
신비의 체험
Weird Science
94min | 92p  18

410 11:00 ~ 12:31     
단편 걸작선 1
Short Films 1  
91min | 64p  15

448 20:00 ~ 21:12      
단편 걸작선 9
Short Films 9   
72min | 72p  12

428 18:00 ~ 19:15 GV
별의 정원
Astro Gardener
75min | 59p  G

416 14:00 ~ 15:25 GV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1
Korean Fantastic: Shorts 1

85min | 43p  15

430 17:00 ~ 18:20 GV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2
Korean Fantastic: Shorts 2

80min | 44p  18

419 14:00 ~ 15:46     
시티즌 루스
Citizen Ruth
106min | 90p  15

432 17:00 ~ 18:36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When Harry Met Sally
96min | 90p  15

435 17:00 ~ 18:21 GV    
굴레: 소녀의 눈
Abyss: The Girl's Eye
81min | 39p  15

425 17:00 ~ 18:45 

G 어페어
G Affairs
105min | 35p  18

444 20:00 ~ 22:48    
잔시의 여왕
Manikarnika: The Queen of 
Jhansi
168min | 56p  G 

1 2 3 4
7. 1. Mon

413 14:00 ~ 16:01  
사르가소해의 기적
The Miracle of the Sargasso Sea 
121min | 35p  18

438 20:00 ~ 21:40 GV  
특별한 인질
70 Big Ones 
100min | 52p  12

439 20:00 ~ 21:26 GV
원더풀 데이즈
Wonderful Days
86min | 88p   G

426 17:00 ~ 19:33  
걸리 보이
Gully Boy 
153min | 55p   G

401 11:00 ~ 12:26     
악마의 바람소리
The Wind 
86min | 53p  15

402 11:00 ~ 13:01     
모던보이

Modern Boy 
121min | 85p  12

414 14:00 ~ 15:38 
금지된 세계
Forbidden Planet 
98min | 92p  12

427 17:00 ~ 18:49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109min | 93p   G

440 20:00 ~ 21:45    
미지왕

Ambiguous Man
105min | 87p  18

441 20:30 ~ 21:40   
야콥과 미미와 말하는 개
Jacob, Mimmi and the Talking 
Dogs

70min | 59p  G

415 16:00 ~ 17:28  
별의 무게
Stars by the Pound 
88min | 60p   G

403 14:00 ~ 15:06 
라라의 신비한 모험
Cattle Hill 
66min | 59p   G

429 17:00 ~ 18:30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 
We Have Always Lived in the 
Castle

90min | 58p  15

442 20:00 ~ 21:22 
작살

Harpoon 
82min | 48p  18

405 11:00 ~ 12:14  
단편 걸작선 14
Short Films 14  
74min | 77p  15

417 14:00 ~ 15:20  
단편 걸작선 8
Short Films 8 
80min | 71p  15

443 20:00 ~ 21:58 GV   
인생게임
The Game of Life
118min | 39p  15

406 11:00 ~ 12:39
어서오시게스트하우스
Welcome To The Guesthouse
99min | 40p   G

CH
City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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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502 11:00 ~ 12:39
백사전

White Snake
99min | 60p   G

504 14:00 ~ 15:36      
수녀

Woman of Water
96min | 86p   18

519 14:00 ~ 15:31 
더 풀
The Pool
91min | 50p  12

505 11:00 ~ 12:03
내 연적의 모든 것
All About My Rival in Love
63min | 42p  15

508 11:00 ~ 12:40  
더 파이터
The Fighter
100min | 55p  12

509 11:00 ~ 12:36 
단편 걸작선 2
Short Films 2 
96min | 65p  15

510 11:00 ~ 12:31
영원한 족쇄
Chained for Life
91min | 53p  12

511 11:00 ~ 12:54 
멜랑콜릭

Melancholic 
114min | 56p  15

513 11:00 ~ 12:49 GV
다이너마이트 소울 밤비
Dynamite Soul Bambi
109min | 54p  12

512 11:00 ~ 12:29 
컨덕트

The Soul Conductor
89min | 50p   15

515 14:00 ~ 15:47
아빠?
Is That You?
107min | 35p  15

503 11:00 ~ 13:00
굿바이 싱글
Familyhood
120min | 85p  15

517 16:00 ~ 17:13  
꼭두 이야기
Kokdu: A Story of Guardian 
Angels 

73min | 60p   G

516 14:00 ~ 15:04 
좀비파이터

Zombie Fighter
64min | 40p  15

518 14:00 ~ 15:15
사회로부터 탈출해야 할 7가지 이유
7 Reasons to Run Away 
(From Society)

75min | 45p  12

520 14:00 ~ 15:08  
단편 걸작선 13
Short Films 13 
68min | 76p  18

521 14:00 ~ 15:15
단편 걸작선 15
Short Films 15 
75min | 78p  15

523 14:00 ~ 15:57

21세기 소녀
21st Century Girl
117min | 52p  12

524 14:00 ~ 15:36 
다니엘 이즌 리얼 (내 상상의 친구)
Daniel Isn't Real
96min | 35p   18

526 14:00 ~ 15:21  
작은 방안의 소녀
The Girl in a Tiny Room
81min | 40p  15

528 17:00 ~ 19:56 GV
슈퍼 디럭스 Super Deluxe 
176min | 57p  15

530 18:00 ~ 19:22
테스와 보낸 여름
My Extraordinary Summer 
with Tess

82min | 60p   G

529 17:00 ~ 18:37   
죽음의 다섯 손가락
Five Fingers of Death
97min | 86p   12

522  14:00 ~ 15:22  GV 
살인마를 키우는 여자
The Woman Who Keeps a 
Murderer

82min | 51p   18

533 17:00 ~ 18:37
단편 걸작선 4
Short Films 4 
97min | 67p  15

534 17:00 ~ 18:39   
블러드 심플
Blood Simple
99min | 97p  18

535 17:00 ~ 18:49 GV   
차이나타운

Coin Locker Girl
109min | 85p  18

536 17:00 ~ 18:24 
내겐 너무 어려운 연애
Bangla
84min | 53p  12

537 17:00 ~ 18:40 
코퍼맨

Copperman
100min | 54p  12

539 17:00 ~ 18:29    
단편 걸작선 6
Short Films 6 
89min | 69p  15

538 17:00 ~ 18:28 GV   
팡파레

Fanfare
88min | 39p  18

514 14:00 ~ 15:40   
더 룸
The Room
100min | 35p  15

501 11:00 ~ 12:45   
주디와 펀치의 위험한 관계
Judy and Punch
105min | 48p  15

527 17:00 ~ 18:40 GV 
별장에서 생긴 일
The Lodge
100min | 35p  15

540 20:00 ~ 21:44   
히비키
Hibiki
104min | 55p  G

542 20:00 ~ 21:51    
아빠는 악역 레슬러
My Dad is a Heel Wrestler
111min | 60p  G

541  20:00 ~ 21:53 
더 빌리지
Dachra
113min | 46p  15

544 20:00 ~ 21:46 
아니아라

Aniara 
106min | 53p  18

547 20:00 ~ 22:13 GV
뺑반

Hit-and-Run Squad
133min | 41p  15

548 20:00 ~ 21:56 GV   
빽 투더 아이돌
Linking Love
116min | 97p  G

549 20:00 ~ 21:44 GV
호신술의 모든 것
The Art of Self-Defense
104min | 34p  15

551 20:00 ~ 21:43 
데드 돈 다이
The Dead Don't Die
103min | 46p  15

550 20:00 ~ 21:23 
복수의 여신
The Furies
83min | 47p  15

1 2 3 4
7. 2. Tue

546 20:00 ~ 22:13 
여자들

The Women 
133min | 90p   G

543 20:00 ~ 21:17 
투어리즘

Tourism 
77min | 36p   G

531 17:00 ~ 18:30 
종말 - 그 후
Endzeit - Ever After 
90min | 47p  12

545  20:00 ~ 21:39 GV  
야수

Feral 
99min | 47p  12

532 17:00 ~ 18:32 GV
행복의 진수
Recipe for Happiness
92min | 41p  G

418 14:00 ~ 15:34  
발렌타인

Valentine 
94min | 57p  12

431 17:00 ~ 18:08 GV  
밀어서 감옥해제
Slide to Unlock 
68min | 42p  15

445 20:00 ~ 21:17    
호흡

Respira: Transgenesis
77min | 50p  15

408 11:00 ~ 12:54  
국가부도의 날
Default 
114min | 85p  12

433 17:00 ~ 18:28   
소나타

The Sonata 
88min | 50p  15

446 20:00 ~ 21:35  
심야 주유소의 공포
Open 24 Hours 
95min | 49p  18

434 17:00 ~ 18:33 
아웃 오브 튠
Out of Tune 
93min | 56p  15

421 14:00 ~ 15:24  
복수의 밤
Nemesis 
84min | 49p  15

409 11:00 ~ 12:29   
페르소나

Persona
89min | 42p  18

447 20:00 ~ 21:30 

4X4 
90min | 52p  15

422 14:00 ~ 15:27 GV   
영화로운 나날
Film Adventure  
87min | 39p  12

412 11:00 ~ 13:19 
타짜

Tazza: The High Rollers 
139min | 84p  18

411 11:00 ~ 13:00  
위 아 리틀 좀비
We Are Little Zombies 
120min | 36p   G

423 14:00 ~ 15:40 
진범

The Culprit 
100min | 34p  15

424 14:00 ~ 15:51 
싸이코비치

Psychobitch 
111min | 57p  15

436 17:00 ~ 18:28   
카르마

Karma 
88min | 49p  15

437 17:00 ~ 18:37
악의

Vicious 
97min | 51p  15

449 20:00 ~ 21:55 
골든글러브

The Golden Glove
115min | 61p  18

450 20:00 ~ 21:32  
너희가 노미를 알아?
You Don't Nomi 
92min | 51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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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um

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602 11:00 ~ 12:37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Memento Mori
97min | 87p  12

603 11:00 ~ 12:21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예요
But I'm a Cheerleader
81min | 91p  15

604 11:00 ~ 12:37          
단편 걸작선 5
Short Films 5 
97min | 68p  15

605 11:00 ~ 12:55     
이층의 악당
Villain & Widow
115min | 85, 91p   15

607 11:00 ~ 12:10           
단편 걸작선 11
Short Films 11 
70min | 74p  18

606 11:00 ~ 12:36    
가메라 - 대괴수 공중결전
Gamera: The Guardian of the 
Universe

96min | 95p   G

608 11:00 ~ 12:28     
이색지대

Westworld
88min | 92p  15

610 11:00 ~ 12:45     

G 어페어
G Affairs
105min | 35p  18

609 11:00 ~ 12:33   
메모리: 걸작 에이리언의 기원
Memory: Origins of Alien
93min | 56p  12

611 11:00 ~ 12:25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1
Korean Fantastic: Shorts 1

85min | 43p  15

613 11:00 ~ 12:08 
밀어서 감옥해제
Slide to Unlock
68min | 42p  15

612 11:00 ~ 12:23  
초의태인간

Mimicry Freaks
83min | 61p   18

615 14:00 ~ 15:15
별의 정원
Astro Gardener
75min | 59p  G

617 14:00 ~ 15:20  
단편 걸작선 8
Short Films 8 
80min | 71p  15

616 14:00 ~ 15:45    
미지왕

Ambiguous Man
105min | 87p  18

618 14:00 ~ 15:32 
두 개의 영혼
Walk with Me
92min | 51p  12

620 14:00 ~ 15:27        
만리키

MANRIKI
87min | 49p  18

619 14:00 ~ 15:39       
가메라 2 - 레기온 내습
Gamera 2: Assault of the 
Legion
99min | 96p   G

621 14:00 ~ 15:52     
소름

Gooseflesh
112min | 87p  18

622 14:00 ~ 15:39     
사다코

Sadako
99min | 50p  12

623 14:00 ~ 15:32      
단편 걸작선 3
Short Films 3 
92min | 66p  15

624 14:00 ~ 15:43   
학교는 끝났다
School's Out
103min | 57p   12

626 14:00 ~ 15:36       
단편 걸작선 7
Short Films 7 
96min | 70p  15

625 14:00 ~ 15:50 GV   
귀신 상담사
Eerie
110min | 47p  12

628 17:00 ~ 18:38 GV 
나만 없어 고양이
Hello, My Cat
98min | 41p  G

630 17:00 ~ 18:44      
더티 갓
Dirty God
104min | 54p   15

629 17:00 ~ 18:31
단편 걸작선 1
Short Films 1

91min | 64p   15

631 17:00 ~ 18:30   
더 클리닝 레이디
The Cleaning Lady
90min | 46p   18

633 17:00 ~ 18:50 
하늘의 모든 신들
All the Gods in the Sky
110min | 45p  18

632 17:00 ~ 18:48    
가메라 3 - 사신 이리스의 각성
Gamera 3: Revenge of Iris
108min | 96p  G

635 17:00 ~ 18:50        
야간근무자

The Night Shifter
110min | 49p  15

636 17:00 ~ 18:21    
굴레: 소녀의 눈
Abyss: The Girl's Eye
81min | 39p  15

637 17:00 ~ 18:41     
달링

Darlin'
101min | 46p  15

639 17:00 ~ 19:58 GV   

트랩: 디렉터스 컷 Trap: Director's Cut
178min | 42p  18

638 17:00 ~ 18:44         
에리카 38
Erica 38

104min | 54p  15

641 20:00 ~ 21:42        
인비저블 위트니스
The Invisible Witness
102min | 55p  15

614 14:00 ~ 15:50      
고비의 전설
The Legend of Gobi
110min | 56p  G

601 11:00 ~ 12:58  
장화, 홍련
A Tale of Two Sisters
118min | 88p  12

627 17:00 ~ 19:00  
위 아 리틀 좀비
We Are Little Zombies
120min | 36p  G

640 20:00 ~ 21:33 GV   
30년만의 재회
Come to Daddy
93min | 34p  18

643 20:00 ~ 21:51 GV   
첫사랑

First Love
111min | 84p  12

642  20:00 ~ 20:36 GV 
푸른언덕

The Blue Hill
36min | 86p  G

644 20:00 ~ 21:46 GV 
에어포칼립스

Airpocalypse
106min | 52p  G

645 20:00 ~ 22:48    
잔시의 여왕
Manikarnika: The Queen of 
Jhansi
168min | 56p  G 

19:00 ●
메가토크 | 괴수 특별전
Mega Talk | The Earth is Mine

99p   

649 20:00 ~ 21:19  
단편 걸작선 10
Short Films 10 
79min | 73p  15

647 20:00 ~ 21:22        
나는 악마를 가뒀다
I Trapped the Devil
82min | 48p  15

648 20:00 ~ 21:30 GV  
아수라

Achoura
90min | 34p  12

646 20:00 ~ 21:40   
3인조
Trio
100min | 87p  18

650 20:00 ~ 21:50   
오버로드

Overlord
110min | 50p  18

1 2 3 4
7. 3. Wed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SO2
CGV Sopoong 2

SO3
CGV Sopoong 3

SO4
CGV Sopoong 4

SO5
CGV Sopoong 5

SO6
CGV Sopoong 6

BU3
CGV Bucheon 3

BU5
CGV Bucheon 5

BU8
CGV Bucheon 8

BU4
CGV Bucheon 4

BU6
CGV Bucheon 6

MM
Korea Manhwa 
Museum

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704 11:00 ~ 12:50           
나인 투 파이브
Nine to Five
110min | 90p   15

707 11:00 ~ 12:20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2
Korean Fantastic: Shorts 2

80min | 44p  18

706 11:00 ~ 12:25
고질라 vs 헤도라
Godzilla vs. Hedorah
85min | 95p  G

705 11:00 ~ 12:14
단편 걸작선 14
Short Films 14 
74min | 77p  15

719 14:00 ~ 15:23
메카고질라의 역습
Terror of Mechagodzilla
83min | 95p  G

709 11:00 ~ 12:29 
단편 걸작선 6
Short Films 6 
89min | 69p  15

713 11:00 ~ 12:13
단편 걸작선 17
Short Films 17 
73min | 80p  12

715 14:00 ~ 15:56
고스트 버스터즈
Ghostbusters
116min | 91p  12

703 11:00 ~ 12:44
열한번째 엄마
My 11th Mother
104min | 84p  12

717 14:00 ~ 16:00
굿바이 싱글
Familyhood
120min | 85p  15

726 14:00 ~ 15:10  
단편 걸작선 18
Short Films 18 
70min | 82p  15

742 20:00 ~ 21:39
블러드 심플
Blood Simple
99min | 97p  18

734 17:00 ~ 18:45  
포르노 엑스트라의 종말
Mope
105min | 61p  18

737 17:00 ~ 18:40 GV  
더 룸
The Room
100min | 35p  15

727 17:00 ~ 18:44 GV
호신술의 모든 것
The Art of Self-Defense
104min | 34p  15

1 2 3 4
7. 4. Thu

748 20:00 ~ 21:30
종말 - 그 후
Endzeit - Ever After 
90min | 47p  12

731 17:00 ~ 18:24
대괴수 갓파
Gappa, The Triphibian 
Monster
84min | 95p  G

712 11:00 ~ 12:32
행복의 진수
Recipe for Happiness
92min | 41p  G

739 20:00 ~ 21:36 GV
다니엘 이즌 리얼 (내 상상의 
친구) Daniel Isn't Real 
96min | 35p  18

714 14:00 ~ 16:19
도둑들

The Thieves 
139min | 85p  15

701 11:00 ~ 12:58
블레이드 러너
Blade Runner 
118min | 92p  15

740 20:00 ~ 22:19
블라인드 멜로디
Andhadhun 
139min | 53p  12

702 11:00 ~ 12:22
테스와 보낸 여름
My Extraordinary Summer with 
Tess 
82min | 60p   G

728 17:00 ~ 18:26
원더풀 데이즈
Wonderful Days
86min | 88p   G

741 20:00 ~ 21:21  
아빠의 효녀 조이
Daddy's Girl
81min | 46p  18

729 17:00 ~ 18:16 
물비늘

Mulbineul 
76min | 42p  15

718 14:00 ~ 15:45  
주디와 펀치의 위험한 관계
Judy and Punch
105min | 48p  15

730 17:00 ~ 19:14 
온다

It Comes 
134min | 48p  15

720  14:00 ~ 15:58   
인생게임
The Game of Life
118min | 39p  15

732 17:00 ~ 18:39 GV
어서오시게스트하우스

Welcome To The Guesthouse
99min | 40p  G

745 20:00 ~ 21:42 
도어락
Door Lock
102min | 41p  15

746 20:00 ~ 21:34 
내 얘기를 찍어줘
Island 
94min | 55p  15

733 17:00 ~ 18:04 GV 
좀비파이터

Zombie Fighter 
64min | 40p  15

721 14:00 ~ 15:12 
단편 걸작선 9
Short Films 9 
72min | 72p  12

708 11:00 ~ 12:36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When Harry Met Sally
96min | 90p  15

722 14:00 ~ 15:21 GV 
작은 방안의 소녀
The Girl in a Tiny Room
81min | 40p  15

747  20:00 ~ 22:56  GV
슈퍼 디럭스
Super Deluxe 
176min | 57p  15

735 17:00 ~ 18:37
악의

Vicious 
97min | 51p  15

723 14:00 ~ 15:57  
버드 케이지
Bird Cage 
117min | 45p  18

710 11:00 ~ 12:35 
심야 주유소의 공포
Open 24 Hours
95min | 49p  18

711 11:00 ~ 12:34   
운전 강사의 특이한 비밀
Extra Ordinary 
94min | 54p  15

724 14:00 ~ 15:40 GV
별장에서 생긴 일
The Lodge 
100min | 35p  15

736 17:00 ~ 18:47 GV
아빠?
Is That You?
107min | 35p  15

749  20:00 ~ 21:31 GV   
고스트 마스터
GHOSTMASTER
91min | 47p  15

750 20:00 ~ 22:01 GV  
사르가소해의 기적
The Miracle of the Sargasso Sea 
121min | 35p  18

725 14:00 ~ 15:27   
영화로운 나날
Film Adventure  
87min | 39p  12

738 17:00 ~ 18:40
진범

The Culprit 
100min | 34p  15

751 20:00 ~ 21:21 GV   
토시마엔 괴담
Toshimaen: Haunted Park

81min | 51p  12

744 20:00 ~ 21:36
가메라 - 작은 용사들
Gamera the Brave
96min | 96p   G

716 14:00 ~ 18:05 

이누가미의 결혼 The Dog Bridegroom 
245min | 46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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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시간표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SO2
CGV Sopoong 2

SO3
CGV Sopoong 3

SO4
CGV Sopoong 4

SO5
CGV Sopoong 5

SO6
CGV Sopoong 6

BU3
CGV Bucheon 3

BU5
CGV Bucheon 5

BU8
CGV Bucheon 8

BU4
CGV Bucheon 4

BU6
CGV Bucheon 6

MM
Korea Manhwa 
Museum

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804 11:00 ~ 12:36      
단편 걸작선 7
Short Films 7 
96min | 70p  15

817 14:00 ~ 15:37        
단편 걸작선 4
Short Films 4 
97min | 67p  15

828 17:00 ~ 18:08        
단편 걸작선 13
Short Films 13 
68min | 76p  18

839  20:00 ~ 21:44      
더티 갓
Dirty God
104min | 54p   15

801 19:00  
폐막식 + 남산 시인 살인사건
Closing Ceremony + 
The 12th Suspect

33p |   15

845 20:00 
깜짝상영 1
Surprise Screening 1

1 2 3 4
7. 5. Fri

813 14:00 ~ 15:10   
야콥과 미미와 말하는 개 Jacob, Mimmi 
and the Talking Dogs

70min | 59p  G

825 17:00 ~ 18:41
학교 생활!
School-Live! 
101min | 57p  12

837  20:00 ~ 21:40   
코퍼맨

Copperman
100min | 54p  12

802 11:00 ~ 12:25  
괴시

A Mostrous Corpse 
85min | 87p  12

814 14:00 ~ 15:40
마누라 죽이기
How to Top My Wife
100min | 90p  18

826 17:00 ~ 18:34
신비의 체험
Weird Science
94min | 92p  18

838 20:00 ~ 22:01
모던보이

Modern Boy
121min | 85p  12

803 11:00 ~ 12:28 
팡파레

Fanfare 
88min | 39p  18

815 14:00 ~ 15:24 
내겐 너무 어려운 연애
Bangla
84min | 53p  12

827 17:00 ~ 18:15
사회로부터 탈출해야 할 7가지 이유
7 Reasons to Run Away
(From Society)
75min | 45p  12

840 20:00 ~ 22:33
걸리 보이
Gully Boy 
153min | 55p  G

816 14:00 ~ 15:25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 
85min | 37p  15

805 11:00 ~ 12:18 
로맨틱 코미디
Romantic Comedy 
78min | 57p   G

829 17:00 ~ 18:26   
콜 마이 네임
Call My Name 
86min | 45p  18

841  20:00 ~ 21:22 
살인마를 키우는 여자
The Woman Who Keeps a 
Murderer
82min | 51p   18

842 20:00 ~ 21:43
바람피기 좋은 날
A Day for an Affair
103min | 84p  18

830 17:00 ~ 18:03
내 연적의 모든 것
All About My Rival in Love
63min | 42p  15

818  14:00 ~ 15:30
아수라

Achoura
90min | 34p  12

806 11:00 ~ 12:56
빽 투더 아이돌
Linking Love 
116min | 97p   G

807 11:00 ~ 12:10        
단편 걸작선 11
Short Films 11 
70min | 74p  18

819 14:00 ~ 15:11 
로봇 단편 콜렉션
Robot Short Film Collection
71min | 94p  G

831 17:00 ~ 18:51
싸이코비치

Psychobitch 
111min | 57p  15

843 20:00 ~ 21:28  
소나타

The Sonata 
88min | 50p  15

820 14:00 ~ 15:36
단편 걸작선 2
Short Films 2 
96min | 65p  15

832 17:00 ~ 18:32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Gentlemen Prefer Blondes
92min | 90p  15

844  20:00 ~ 21:39  
야수

Feral 
99min | 47p  12

833 17:00 ~ 18:31 
더 풀
The Pool
91min | 50p  12

821 14:00 ~ 15:41
빅 브라더
Big Brother
101min | 53p   G

809  11:00 ~ 12:59
아이 캔 스피크
I Can Speak
119min | 91p   12

810 11:00 ~ 12:38
나만 없어 고양이
Hello, My Cat
98min | 41p  G

822 14:00 ~ 15:32  
헬 홀
Hell Hole
92min | 48p  15

834 17:00 ~ 18:55   
이층의 악당
Villain & Widow
115min | 85p   15

846   20:00 ~ 21:39               
사다코

Sadako
99min | 50p  12

847 20:00 ~ 21:44
히비키

Hibiki 
104min | 55p   G

835 17:00 ~ 18:24
복수의 밤
Nemesis 
84min | 49p  15

823 14:00 ~ 15:59 
나이트메어 시네마
Nightmare Cinema
119min | 49p  18

811 11:00 ~ 13:26  
에이 아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146min | 93p  12

812 11:00 ~ 12:25   
단편 걸작선 12
Short Films 12 
85min | 75p  15

824 14:00 ~ 15:08   
단편 걸작선 16    
Short Films 16 
68min | 79p  15

836 17:00 ~ 18:26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Shorts 2 
86min | 38p  15

848  20:00 ~ 21:53 
더 빌리지
Dachra
113min | 46p  15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SO2
CGV Sopoong 2

SO3
CGV Sopoong 3

SO4
CGV Sopoong 4

SO5
CGV Sopoong 5

SO6
CGV Sopoong 6

MM
Korea Manhwa 
Museum

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918 15:30 ~ 17:21
아빠는 악역 레슬러
My Dad is a Heel Wrestler

111min | 60p   G

909 13:00 ~ 14:39 
백사전

White Snake
99min | 60p   G

917 15:30 ~ 17:12 
남산 시인 살인사건
The 12th Suspect
102min | 33p  15

903 10:30 ~ 12:10
영심이
Young-Shim
100min | 87p   G

1 2 43 5
7. 6. Sat

901 11:00 ~ 12:06
라라의 신비한 모험
Cattle Hill 
66min | 59p   G

925 18:00 ~ 20:48   
잔시의 여왕 Manikarnika: The Queen of Jhansi
168min | 56p   G 

902 10:30 ~ 11:58  
별의 무게
Stars by the Pound 
88min | 60p   G

910 13:00 ~ 14:40    
해커

Hacker 
100min | 59p   G

926 18:00 ~ 19:50   
오버로드

Overlord 
110min | 50p  18

933 21:00 ~ 22:33 
아웃 오브 튠
Out of Tune 
93min | 56p  15

911 13:00 ~ 14:36   
가메라 - 대괴수 공중결전
Gamera: The Guardian of 
the Universe

96min | 95p   G

919 15:30 ~ 17:09        
가메라 2 - 레기온 내습
Gamera 2: Assault of the 
Legion

99min | 96p   G

927 18:00 ~ 19:48   
가메라 3 - 사신 이리스의 각성
Gamera 3: Revenge of Iris

108min | 96p  G

934 21:00 ~ 22:44
열한번째 엄마
My 11th Mother
104min | 84p  12

912 13:00 
깜짝상영 4
Surprise Screening 4

904 10:30 ~ 12:27      
21세기 소녀
21st Century Girl 
117min | 52p  12

920 15:30 ~ 16:56  
악마의 바람소리
The Wind 
86min | 53p  15

928 18:00 ~ 19:22  
작살

Harpoon 
82min | 48p  18

935 21:00 ~ 22:32
너희가 노미를 알아?
You Don't Nomi 
92min | 51p  18

905 10:30 ~ 12:01    
고스트 마스터
GHOSTMASTER
91min | 47p  15

921 15:30  
깜짝상영 2
Surprise Screening 2

913 13:00  
수상작 상영 1
Awarded Title 1

938 21:00 
수상작 상영 2
Awarded Title 2

929 18:00 ~ 19:30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
We Have Always Lived in 
the Castle

90min | 58p  15

936 21:00 ~ 22:25
토막 살인범의 고백
A Young Man with High 
Potential

85min | 62p  18

906 10:30 ~ 12:28
모뉴먼트

Monument 
118min | 56p  15

914 13:00 ~ 14:31
영원한 족쇄
Chained for Life
91min | 53p   12

922 15:30 ~ 16:57  
만리키

MANRIKI 
87min | 49p  18

930 18:00 ~ 19:43  
데드 돈 다이
The Dead Don't Die
103min | 46p  15

937 21:00 ~ 22:55 
골든글러브

The Golden Glove
115min | 61p  18

907 10:30 ~ 12:04
발렌타인

Valentine 
94min | 57p  12

915 13:00 ~ 14:46  
에어포칼립스

Airpocalypse
106min | 52p  G

923 15:30 ~ 17:02 
두 개의 영혼
Walk with Me
92min | 51p  12

931 18:00 ~ 19:43 
매드 매드 매드 쇼 It's a Mad, 
Mad, Mad, Mad Show 
103min | 55p   G

939 21:00 ~ 22:23    
돌연변이 대격돌
Mutant Blast 
83min | 61p  18

908 10:30 ~ 12:24  
멜랑콜릭

Melancholic 
114min | 56p  15

916 13:00 ~ 14:46   
시티즌 루스
Citizen Ruth
106min | 90p  15

924 15:30 ~ 17:20
하늘의 모든 신들
All the Gods in the Sky
110min | 45p  18

932 18:00 ~ 19:46  
아니아라
Aniara
106min | 53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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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시간표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SO2
CGV Sopoong 2

SO3
CGV Sopoong 3

SO4
CGV Sopoong 4

SO5
CGV Sopoong 5

SO6
CGV Sopoong 6

MM
Korea Manhwa 
Museum

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1 2 43 5
7. 7. Sun

1009 13:00 
깜짝상영 3
Surprise Screening 3

1037 21:00 
수상작 상영 4
Awarded Title 4

1006 10:30
수상작 상영 3
Awarded Title 3

1001 10:30 ~ 12:11 
빅 브라더
Big Brother
101min | 53p   G

1017 15:30 ~ 17:05 
드레드아웃

DREADOUT
95min | 47p  12

1025 18:00 ~ 20:19
블라인드 멜로디
Andhadhun 
139min | 53p  12

1033 21:00 ~ 22:39    
사다코

Sadako
99min | 50p  12

1002 10:30 ~ 12:13  
월-E
Wall-E 
103min | 93p   G

1010 13:00 ~ 14:44  
에리카 38
Erica 38

104min | 54p  15

1018 15:30 ~ 17:10
특별한 인질
70 Big Ones 
100min | 52p  12

1034  21:00 ~ 22:53 
더 빌리지
Dachra
113min | 46p  15

1027 18:00 ~ 19:33   
메모리: 걸작 에이리언의 기원
Memory: Origins of Alien

93min | 56p  12

1019 15:30 ~ 16:47  
호흡

Respira: Transgenesis
77min | 50p  15

1011 13:00 ~ 14:21  
토시마엔 괴담
Toshimaen: Haunted Park

81min | 51p  12

1003 10:30 ~ 12:21
첫사랑

First Love
111min | 84p  12

1004 10:30 ~ 12:02 
헬 홀
Hell Hole
92min | 48p  15

1012 13:00 ~ 14:28
늑대인간
Werewolf
88min | 51p  15

1020 15:30 ~ 17:11 
달링

Darlin' 
101min | 46p  15

1028 18:00 ~ 19:22  
나는 악마를 가뒀다
I Trapped the Devil
82min | 48p  15

1035  21:00 ~ 22:50       
야간근무자

The Night Shifter
110min | 49p  15

1036 21:00 ~ 22:21  
아빠의 효녀 조이
Daddy's Girl
81min | 46p  18

1029 18:00 ~ 19:50
고비의 전설
The Legend of Gobi
110min | 56p  G

1021 15:30 ~ 17:12 
인비저블 위트니스
The Invisible Witness 
102min | 55p  15

1013 13:00 ~ 14:30
더 클리닝 레이디
The Cleaning Lady
90min | 46p  18

1005 10:30 ~ 12:11
학교 생활!
School-Live! 
101min | 57p  12

1014 13:00 ~ 14:29
컨덕트

The Soul Conductor
89min | 50p   15

1022 15:30 ~ 17:09  
블러드 심플
Blood Simple
99min | 97p  18

1030 18:00 ~ 20:14  
온다

It Comes 
134min | 48p  15

1007 10:30 ~ 12:03 
30년만의 재회
Come to Daddy
93min | 34p  18

1015 13:00 ~ 14:26   
콜 마이 네임
Call My Name 
86min | 45p  18

1023  15:30 ~ 17:07
악의

Vicious 
97min | 51p  15

1031 18:00 ~ 19:43   
학교는 끝났다
School's Out
103min | 57p   12

1038 21:00 ~ 22:45  
포르노 엑스트라의 종말
Mope
105min | 61p  18

1039 21:00 ~ 22:49  
다이너마이트 소울 밤비
Dynamite Soul Bambi
109min | 54p  12

1032 18:00 ~ 19:23  
복수의 여신
The Furies
83min | 47p  15

1024 15:30 ~ 16:52 
저수지의 피크닉
In the Quarry 
82min | 48p  15

1016 13:00 ~ 14:30 

4X4 
90min | 52p  15

1008 10:30 ~ 12:04 
내 얘기를 찍어줘
Island 
94min | 55p  15

Exclusive guide only for BIFAN audiencesBIFAN 관객들만을 위한 특별한 영화 가이드

아이콘

Icons

밀실

Claustrophobia
식인

Cannibal
섹스

Sex
초능력

Psychic
마약

Drugs
악령

Evil Spirit

좀비

Zombies
괴물

Monsters
히어로

Heros
로봇

Robots
SF
Sci-Fi

뱀파이어

Vampires

외계인

Aliens
누드

Nudity
LGBTQ
LGBTQ

성기노출

Full Frontal
장기

Organs
깜짝놀람

Screamer

사후세계

Life After Death
고문

Torture
싸이코패스

Psychopath
시체애호

Necrophilia
시네마스코프

Cinemascope
하드고어

Hardgore

스포츠

Sports
눈물

Tears
미남

Pin-up Boy
코미디

Comedy
미녀

Bombshell
음악 & 춤
Music & Dancing

로맨스

Romance
버디무비

Buddy Movie
액션

Action
가족

Family
스쿨걸

Schoolgirl
걸 파워
Girl's Power

1026 18:00 ~ 20:56

슈퍼 디럭스 Super Deluxe 
176min | 57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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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멕시코의 황량한 들판에는 밤마다 지하 파이프라인에 구멍을 뚫어 
석유를 훔치는 기름 도둑들이 기승이다. 가난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순진한 고등학생 랄로는 짝사랑 아나에게 용기를 내 여자친구가 돼달라고 
말하지만 웃음거리만 된다. 아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룰로 일당과 
어울리지만 쉽게 룰로에게 마음을 주지도 않는다. 알바를 하는 석유 가게 
노인에게 빚을 지고 있고, 아나에게 선물할 스마트폰도 사고 싶은 랄로는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룰로가 속한 기름 도둑 일당에 가담한다. 
아나에게 스마트폰을 선물한 후의 하룻밤 데이트는 랄로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픈 소년의 운명은 비극적인 결말로 
치닫는다. 트라이베카 영화제 극영화부문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한 에드가 
니토의 이 강렬한 데뷔작은 과장 없이 담담하지만 커다란 충격과 울림을 
던지는 범죄 드라마이자 성장영화다. 마치 감독이 예견한 듯 현실에서는 
바로 넉 달 전 멕시코 송유관 폭발사고가 일어나 130명이 넘는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캐릭터가 충격에 종속되지 않고 현실을 살게 한, 감독이 
취한 태도는 옳아 보인다.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요, 잔혹한 것은 운명이며, 
비극적인 것은 삶이다. 

Every night, a gang of gasoline thieves drills a hole into an 
underground pipe at a desolate field situated in central Mexico 
in order to illegally extract gasoline. Lalo, an innocent and 
naive high-school student who lives with his single mother, 
gathers up the courage to ask his crush Ana to be his girlfriend 
and ends up becoming a laughingstock. Ana hangs out with 
the motorcycle-riding Rulo and his circle, but she is hesitant to 
give her heart to Rulo. Lalo, who owes money to the old man 
at the gasoline shop and also wants to buy a smartphone to 
give to Ana, ends up joining Rulo’s gasoline-stealing gang in 
order to make some serious cash. The one-night date that Lalo 
goes on with Ana after gifting her with the smartphone may 
have been the happiest moment of his life. However, the young 
man who wants to be an adult ultimately ends up heading for 
a tragic fate. This feature-length directorial debut from Edgar 
Nito, which won him the Best New Narrative Director Award 
at the Tribeca Film Festival, is a criminal drama and coming-
of-age story that is told calmly and without exaggeration, but 
still manages to deliver a huge impact and shock. Four months 
ago - as if predicted by the director - an oil pipeline exploded 
in Mexico, taking the lives of more than 130 residents. Nito 
seems to have made the right decision in his approach to have 
his characters live in reality instead of becoming subordinate 
to shock. Beautiful is the person, cruel is the fate, and tragic is 
the life.

에드가 니토
멕시코 시티에 위치한 CCC 필름 트레이닝 센터에서 영화를 
배운 에드가 니토는 우등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 뒤 시체스, 
시네판타지 브라질, 스크림페스트 등 다양한 영화제에서 단편 
수상 경력을 쌓으며 광고, 뮤직비디오, TV 시리즈 등 전천후로 
활동하게 된다.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상영된 바 
있는 8인의 멕시코 감독들이 모여 만든 <멕시코 바바로>(2014) 
이후 <기름도둑>은 그의 첫 번째 장편 연출작품이다.

Edgar NITO
Graduated from the CCC Film Training Center at 
Mexico City. He has made several award-winning 
short films at festivals such as Sitges, Cinefantasy 
Brazil, Scream Fest LA, among others. He was 
invited to direct the segment "Jaral de Berrios" in the 
feature film Mexico Barbaro (2014). His feature debut 
The Gasoline Thieves will open the 23rd BIFAN. His 
work also includes commercials, music videos and 
television series.

KO Myoungsung
He was born in Busan on April 2, 1977. He studied 
film directing at the Japan Institute of the Moving 
Image in Tokyo. His debut feature documentary Good 
Bye (2010) was shown in the 2nd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The 12th Suspect is a new 
film after his last work As the Sun Sets (2014) which 
was introduced at the 19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exico, Spain, USA, UK | 2019 | 93min | AP |  15   
에드가 니토 Edgar NITO

기름도둑 
The Gasoline Thieves 

개막작 Opening Film
북한으로 간 재일 조선인들에 관한 다큐멘터리 <사요나라 안녕 
짜이쩬>(2009)을 연출했던 고명성 감독의 장편 극영화 <남산 시인 
살인사건>은 한국전쟁 이후 서울 명동의 한 다방을 배경으로 살인사건에 
휘말린 10여명의 용의자와 수사관의 숨막히는 심리 대결을 다룬 
추리극이다. 자칫 ‘다방’이라는 한정된 공간이 가져올 수도 있을 단조로움을 
인물간의 다층적인 서사와 김상경, 허성태, 박선영, 김동영 등 배우들의 
열연으로 채워간 영화는 한국전쟁, 명동, 남산이라는 상징적인 공간들을 
통해 해방과 한국전쟁, 분단을 거치며 이어온 한국근현대사의 어두운 근간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잔재, 그 시작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다방 밖 서울의 거리를 무겁게 내리누르는 갑갑한 기운과 
다방으로 상징되던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공간의 대비로 시작해 어느덧 그 
공간마저 시대의 어둠에 갇혀버렸을 때, 우리가 겪어온 그 수많은 역사적 
비극도 시작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The 12th Suspect is a full-length feature film directed by KO 
Myoungsung, who also directed a documentary titled Good 
Bye (2009) about Korean immigrants living in Japan who went 
to North Korea. Set in a teahouse in Myeong-dong, Seoul 
right after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12th Suspect follows 
the suffocating psychological showdown that takes place 
between a detective and the 11 suspects who find themselves 
caught up in a murder case. The tight narrative between 
the characters and the enthusiastic performances of Kim 
Sangkyung, Heo Sungtae, Park Sunyoung, Kim Dongyoung, 
and the other actors prevent the film from falling into a 
monotony that could potentially be caused by a limited space 
like a teahouse. Through symbolic spaces such as the Korean 
War, Myeong-dong, and Namsan, the film attempts to take 
a look at the dark foundation of the modern history of Korea 
which has been carried forth through liberation, the Korean 
War, and division.

고명성

1977년 4월 2일 부산 출신. 2000년 도일, 2002년 
일본영화학교에서 영화연출을 공부하였다. 
제2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을 
다룬 다큐멘터리 <사요나라 안녕 짜이쩬>(2009)을 선보이며 
주목을 받았고, 독거노인을 소재로 한 단편 
<무말랭이>(2014)로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다. 
<남산 시인 살인사건>은 시대와 사회상을 날 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의 필모그래피가 여실히 이어지는 작품이다.

폐막작 Closing Film

남산 시인 살인사건 
The 12th Suspect

801   CH   7/5  17:00

Korea | 2019 | 102min |  15   고명성 KO Myoungsung

113   CH   6/28   14: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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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eon Choice: Features

매트와 케이트 부부는 외딴 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간다. 매트는 벽지 아래 숨겨진 문 하나를 
발견하는데 거기엔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생기게 
하는 방이 있다. 끝없이 원하는 걸 만들어 흥청망청 
살던 어느 날 케이트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아이를 
달라고 하는데…

A young couple move to an old house in 
the countryside. There, they discover a room 
that can materialize any wish they desire. 
Seemingly happy swimming in money and 
champagne, they wish for something nature 
had been denying them and which could 
turn their dream into a nightmare.

France, Luxembourg, Belgium 
2019 | 100min | AP |  15
크리스티앙 볼크만 
Christian VOLCKMAN

더 룸 The Room
아내를 죽인 진짜 범인을 찾으려는 영훈과 남편의 

무죄를 밝히려는 다연, 두 사람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함께 하지만 상황은 이상하게 꼬여가고 조금씩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자는 점점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단편 <독개구리>로 주목 받았던 고정욱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송새벽, 유선의 열연이 영화 내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Someone brutally murders Young-
hoon’s wife. A hair sample was found on his 
wife’s body and the detectives it to trace 
it back to his friend Joon-sung and locks 
him up. Seemingly becoming a murder’s 
wife overnight, Da-yeon asks Young-hoon 
to testify on his behalf but when he doesn’t 
show up for the trial, she goes to visit him at 
his house.

진범 The Culprit

Korea | 2018 | 100min | WP
15  고정욱 KOH Jungwook 

Bucheon Choice,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that discovers 
and focuses on new trends, tendencies and 
emerging talents in genre films around the world. The prime 
criteria being a focus on the world and humans, and the 
creative development of genres and styles. This year's Bucheon 
Choice selection sees 24 films selected. 12 feature films and 12 
short films that blend diverse themes and worldviews around 
horror and sci-fi.

전세계 장르영화의 새로운 경향과 흐름, 떠오르는 재능을 
발견하고 주목하는 국제경쟁 부문 부천 초이스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과 장르와 스타일의 창의적인 발전이 주요한 
기준이 된다. 올해 부천 초이스 장편과 단편 부문에는 호러와 

SF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와 세계관을 어우르는 장편 12편과 
단편 12편 총 24편의 작품들이 선정되었다. 

소심한 성격의 케이시는 어느 늦은 밤 오토바이 
폭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그 날의 악몽을 
떨칠 수 없던 케이시는 가라데 도장을 등록해 
호신술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점점 자신감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케이시의 편집적인 강박 역시 차오른다.

A sheepish accountant is attacked at 
random on the street. He decides to enlist 
at a local dojo, led by a charismatic and 
mysterious Sensei, in an effort to learn how 
to defend himself.  What he gets into is 
something more than he bargained for.

호신술의 모든 것 
The Art of Self-Defense

모로코 전설 속의 아수라는 어린아이의 밤이라는 
뜻이자, 아이들이 유령이 되는 난장의 밤이다. 사미르, 
알리, 스테판, 나디아는 어릴 적 단짝친구다. 사미르가 
유괴당한 뒤 셋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 어른이 
되었는데... 어느 날 죽은 줄 알았던 사미르가 살아서 
돌아온다.

Three friends who had lost contact 
meet again when a long lost friend suddenly 
comes back into their lives. Together, they 
will have to confront the terrifying events of 
their youth and fight a monstrous creature 
born from a horrible legend.Morocco, France | 2018

90min | AP |  12   탈랄 셀하미 Talal SELHAMI

아수라 Achoura

한 남성이 별거 중인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은 
후 아버지가 살고 있는 외딴 오두막으로 여행을 
떠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호빗 역할로 익숙한 배우 일라이저 우드 주연 작.

A man in his thirties travels to a remote 
cabin to reconnect with his estranged father, 
who he hasn’t seen in 30 years. Connecting 
with a father he barely knows is difficult 
especially when he discovers his dad is a 
jerk with a shady past..

Canada, New Zealand, Ireland, USA | 2019 | 93min | AP |  18   
앤트 팀슨 Ant TIMPSON

30년만의 재회 Come To Daddy

USA | 2019 | 104min | IP |  15   라일리 스턴즈 Riley STEARNS

이제 막 대학 신입생이 된 루크는 자신이 
감당하기 벅찬 일들이 반복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적절한 정답을 찾고자 한다. 결국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는 8살 때 트라우마로 만들어진 
가상의 친구 ‘다니엘’을 불러내는 것이다.

8 years old Luke invents an imaginary 
friend named Daniel who leads them both 
into a world of fantasy and imagination. 
After Daniel tricks Luke into doing something 
terrible, Luke is forced to lock him away. 
Twelve years later, Luke brings Daniel 
back and he now appears as a charming, 
manipulative young man with a terrifying 
secret agenda.

USA | 2019 | 96min | KP |  18
아담 이집트 모티머 
Adam Egypt MORTIMER

다니엘 이즌 리얼 (내 상상의 친구) 
Daniel Isn’t Real

살해된 남자의 머리가 발견된다. 그날 밤, 
첼리스트, 자폐증 환자, 경찰관, 매춘부, 교사 등은 
모두 ‘G’로 시작하는 키워드로 이어지고 있다. 
살인자와 동기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거대도시 홍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절망, 혼돈, 
두려움이 밝혀진다.

Set in Hong Kong, the paths of several 
people converge the very night a human 
is discovered, leading to an investigation 
where all key words start with the letter ‘G’.

Hong Kong | 2018 | 105min | KP |  18   리 측판 LEE Cheuk Pan

G 어페어 G Affairs

쿠바의 외딴 시골 농가. 사춘기 소녀 릴리는 
강압적인 아버지와 속박된 엄마와 살고 있다. 노예와 
다름없이 생활하던 엄마는 탈출을 하다 붙잡히고, 
아빠는 연루된 이웃집 남자에게 죽음을 당한다. 
아빠의 부재에 혼돈을 느끼는 릴리는 귀신을 부르는 
의식을 행하는데… 쿠바 최초의 심리스릴러. 

Set in the countryside of Cuba, 
a domineering father exerts a strong 
influence over his family. However, when 
he suddenly disappears, his 13 years old 
daughter Lili is distraught. Attempting to 
bring him back, she uses a spiritual ritual 
and uncovers an uncomfortable truth.

UK, Cuba | 2018 | 107min | 
AP |  15   
루디 리베론 산체스 Rudy Riveron SANCHEZ

아빠? Is That You?

두 아이와 곧 그 아이들의 새엄마가 될 여자, 
세명은 휴일을 즐기기 위해 외딴 별장으로 향한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치 못한 폭설에 발이 묶이게 되고 
그들 셋을 에워싼 관계의 긴장감은 모든 상황을 
얼어붙게 만들어 버린다.

A soon-to-be stepmom is snowed in 
with her fiance’s two children at a remote 
holiday cabin.  Just as relations begin to 
thaw between the three, some strange and 
frightening events take place, leading to a 
shocking revelation and a tragic end.

UK, USA | 2019 | 100min | IP |  15
세버린 피알라, 베로니카 프란츠  Severin FIALA, Veronika FRANZ

별장에서 생긴 일 The Lodge

엘리자베스는 10년전 그리스 서부의 깡촌 
사르가소로 좌천돼 온 경찰서장으로 술에 쩔어 살고 
있다. 지역사회를 발칵 뒤집은 강력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엘리자베스는 신비로운 성격의 리타와 
엮이게 되는데… 과연 이들은 서로를 구할 수 있을까?

In Greece, two women lead lonely lives 
and dream of escaping it all. Elisabeth is 
a once ambitious cop, and Rita is a quiet 
sister of a local lounge singer. A sudden 
death upsets their small eel-farming town. 
As village secrets emerge, the women have 
a chance to become each other’s savior.Greece, Germany, 

Netherlands, Sweden | 2019 | 121min | AP |  18 
실라스 추메르카스 Syllas TZOUMERKAS

사르가소해의 기적 
The Miracle of the Sargasso Sea

NAFF 잇프로젝트 지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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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 2019 | 9min | AP   
첸 이궈 CHEN Yiguo 

Lebanon | 2017 | 30min | KP   
파디 바키 fdz  Fadi BAKI fdz

Belgium | 2018 | 9min | AP |  프레드릭 플라스만 Frederic PLASMAN

USA  | 2019 | 9min | AP | 브랜든 데일리 Brandon DALEY

Korea | 2018 | 9min | AP | 김태우 KIM TaewooUSA | 2019 | 19min | WP | 라이언 옥센버그 Ryan OKSENBERG

부천 초이스: 단편 Bucheon Choice: Shorts 1
각자의 부모들이 한 줌 재가 되어 사라져 버린 

화장터에서 처음 만난 네 명의 아이들. 그들은 고아가 
됐지만 그렇다고 학교에 가지 않거나, 피아노 레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지겨운 세상에서 
탈출하기로 한 아이들은 밴드를 결성해 세상을 
정복하고자 한다 

Four teenagers meet in grim 
circumstances. Their parents are dead. They 
should be sad, but they can't cry. So they 
form a kick-ass band. 

Japan | 2019 | 120min | KP |  G   나가히사 마코토 NAGAHISA Makoto

위 아 리틀 좀비 
We Are Little Zombies

도쿄 교외에 살고 있는 니나는 복권에 당첨되어 
친구 수와 함께 싱가포르로 첫 여행을 떠난다. 
그들이 사는 곳과 다르지 않은 풍경을 지나던 니나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고 수와 헤어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지금 일본의 젊은 세대를 가장 
예리하게 그려낸 영화.

Nina and her friends lead an 
unambitious, carefree life. After winning 
freeline airline tickets, Nina and her best 
friend Su travel abroad, their first time 
outside Japan. Everything feels similar, but 
when Nina loses her smartphone and gets 
separated from Su, she must overcome 
cultural and communication difficulties to 
get around in a foreign city.

부천 초이스는 BIFAN의 국제 경쟁부문이다. 상식을 뛰어 넘는 새로운 세계관, 
독창적인 스타일, 장르 문법의 실험과 진보를 보여 주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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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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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n effort to support and encou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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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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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초이스: 장편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Bucheon Choice: Features Korean Fantastic: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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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하이엔텍 코리안 판타스틱 작품상 
(상금 2,000만원)
· 코리안 판타스틱 감독상 (상금 500만원)
· 코리안 판타스틱 여우주연상

· 코리안 판타스틱 남우주연상

· 코리안 판타스틱 관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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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HiEntech Best Korean 
Fantastic Film (KRW 20,000,000)
· Korean Fantastic Best Director
(KRW 5,000,000)
· Korean Fantastic Best Actress
· Korean Fantastic Best Actor
· Korean Fantastic Audience Award

부천 초이스: 단편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Bucheon Choice: Shorts Korean Fantastic: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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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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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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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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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 Singapore | 2018  
77min | KP |  G    
미야자키 다이스케 
MIYAZAKI Daisuke 

투어리즘 Tourism

부천 초이스 코리안 판타스틱

Bucheon Choice Korean Fantastic

우연히 행인을 차로 친 남자는 그의 소지품을 
훔쳐 그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 하지만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뒤틀리고, 우연처럼 보였던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기묘하게 짜여진 운명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중국에서 온 스타일리시한 판타지 
스릴러.  

The time is 11:50. Zhongxi Jin is 
wandering the street in his car and 
accidentally hits and kills a man. He finds 
a hotel room key when he buries the body, 
and at the same time sees a “valuable” 
text message on the man’s cellphone. He 
decides to explore the hotel but doesn’t 
realize that this trip will never end.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고요한 세계. 홀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여자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내버릴 것이다. 혼란과 
부조리만 남은 차가운 세계에서 끊임없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지적인 SF.

Alone in front of her reflection in a 
collapsing world, someone desperate and
feeling unfairly discredited is going to end it 
all. But who is she and why? 

11:50

대체인간 The Auxiliary

이 영화는 최신 기술이 주는 즐거움과 위험의 
바다를 항해하는 한 남자와 그의 개를 따라간다.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끼칠까? 
그들과 함께 테크놀로지 호수로의 산책을 떠나보자.

A dog and her owner navigate the perils 
of modern technology.

이 영화는 프랑스가 레바논에 선물한 로봇인간에 
대한 이야기이다. 처음 공개되었을 때 대중들에게 
경이감과 희망을 주었던 그는 이제 낡고 잊혀진 
고철인간이 되어버렸다. 영원히 죽지 않는 “미래 
인간”에게 마지막 날이 올 것인가? 로봇인간에 관한 
아주 특별한 다큐멘터리.

This is the tumultuous story of Manivelle, 
an automaton whose rise and fall mirrors 
that of Lebanon itself. Once the wonder 
of his age, today Manivelle is a rusty 
and mostly forgotten curiosity. Could the 
immortal “Man of Tomorrow” really be dying 
and if so, what are his regrets? 

테크놀로지 호수로의 산책 
Technology Lake: Meditations on Death and Sex

미래인간의 마지막 날 
Last Days of the Man of Tomorrow

숨을 거둔 이가 남긴 혈흔 자국을 수습하는 
특수청소업체가 있다. 사람이 죽어야 생계가 이어지는 
이 곳에 독특한 기호를 가진 한 남자가 채용되며 
그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호러영화의 전통을 
차분하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이 영화는 
배우들의 감성적인 연기가 따뜻한 온기를 더하는 
작품이다.

A biohazard remediation cleaner finds 
the integrity of her business threatened 
after hiring a technician with an insatiable 
appetite for his work. 

투게더 Together

김탐구 박사는 뇌세포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여 초파리에게 실험을 한다. 
마침내 한 마리의 초파리가 말문을 튼다! 이후 60
일이라는 수명의 시간이 거의 다한 시점에서 우리는 
초파리의 위대한 업적을 박사의 인터뷰를 통해 듣게 
되는데…

Dr. Kim, a biotech researcher, 
experiments on fruit files. After many 
failures, one fruit fly has a huge reaction—It 
starts speaking and develops advanced.

위대한 60일 The Great 6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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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이스: 단편
38

Korean Fantastic: Features-Competition 39

Korean Fantastic, concentrating on discovering new 
contemporary keynote Korean genre films, has prepared 
eight distinct features and eight shorts that focus on real 
world issues such as employment, alienation and family. 
It also showcases "Korean Fantastic: Crossover," a plan 
that sees Netflix and TV content shown at movie theaters 
in line with the trend of breaking boundaries between 
differing forms of media.

한국 장르영화의 새로운 기조와 현재를 만나보는 
코리안 판타스틱에서는 취업, 소외, 가족 등 현실의 여러 
주제를 장르적으로 풀어낸 8편의 개성 넘치는 장편들과 

8편의 단편을 준비했다. 그리고 ‘크로스오버’섹션을 통해 
매체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최근의 경향을 

만나보고자 한다. 

배우 영화는 애인인 아현과 고양이 테오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연기도, 
삶도 답답하게 느껴진 그는 아현과 싸우고 집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그는 우연인지 운명인지 3명의 
지인들과 하루 동안 만나게 된다. 자신이 알던 
기억들과 현재가 겹치는 기묘한 하루 속에 영화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을까? 

An actor lives happily with his lover and 
cat but can’t shake this feeling that all is 
not as good as it can be. When he quarrels 
with his girlfriend and is kicked out of the 
house, he meets three people in a strange 
day where memories seem to overlap with 
the present.

Korea | 2018 | 87min | WP |  12   
이상덕 LEE Sangdeok

영화로운 나날 Film Adventure

설렘으로 가득한 할로윈데이의 이태원, 영업이 
종료된 한 바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우연히 
그곳에 있었던 의문의 여성, 그리고 그곳에 자꾸만 
누군가가 찾아오면서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나쁜 놈 그리고 더 나쁜 놈들이 만났을 때 
그들을 벌할 자 누구인가. <가시꽃>(2012), 
<현기증>(2014)의 이돈구 감독의 신작.

The Halloween festivities in Itaewon are 
interrupted by a murder in a local pub. One 
woman remembers being at the same pub, 
but is not sure why…

Korea | 2019 | 88min | WP |  18  이돈구 LEE Donku 

팡파레 Fanfare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 경쟁 Korean Fantastic: Features - Competition 

코리안 판타스틱

Korean Fantasti

현지의 가문엔 특별한 능력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반복적인 꿈을 보내는 능력이다. 
어느 여름날, 능력자 집단-진영신교-의 살인 행각이 
시작된다. 현지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능력을 깨운다. 시간 
너머로 꿈을 보내서, 어린 시절의 자기 자신을 구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Hyunji wants to live a normal life, but 
she has a special gift passed down from her 
family the power to send dreams to other 
people. When a series of cruel murders 
occurs, she must face her fate. She sends a 
dream through time and dives into a world 
of mystery to save her younger self. 

Korea | 2018 | 81min | WP |  15
장현상 CHANG Hyunsang

굴레: 소녀의 눈 Abyss: The Girl's Eye

인천에서 국어공부방 선생님을 하는 후정은 
아내 영화를 뉴질랜드로 떠나보내고 기러기아빠가 
되던 다음날 호성의 부고 메시지를 받는다. 대학시절 
영화동아리 친구였던 호성은 죽기직전 미완성의 
시나리오를 이메일로 후정에게 남겼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후정의 고요한 물결 같았던 평탄한 
일상에 커다란 파문이 일어난다. 후정의 ‘인생게임’ 이 
시작된 것이다.

 Hoo-jung’s wife goes to New Zealand 
while he continues working at home as a 
teacher. However, he soon receives the 
tragic news that she has passed away. 
Intriguingly, his wife sent him a movie script 
before her passing which leads Hoo-jung 
into some unexpected events.

인생게임 The Game of Life

Korea | 2019 | 118min | WP |  
15   양재호 YANG Jaeho

부천 초이스: 단편 Bucheon Choice: Shorts2

USA | 2018 | 15min | AP | 칼렙 필립스 Caleb J. PHILLIPS Iran | 2019 | 15min | IP | 바히드 나미, 나비드 나미 Vahid NAMI, Navid NAMI 

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시대. 사회에 저항하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이 곳의 최소한의 처벌은 귀를 
자르는 것이다. 비 내리는 어느 밤 남자는 땅에 
떨어져있는 귀를 줍게 된다. 이란에서 온 <섬망>
은 공포스러운 이미지와 잘린 ‘귀’를 소재로 억압된 
사회에 대한 메타포를 던진다.

For anyone that opposes the 
dictatorship, the smallest punishment is to 
have an ear cut off. One rainy night, a man 
finds an ear on the ground.

섬망 Delirium 

행복한 한 커플이 옛 친구에게 어떤 상자를 
받으면서 모든 일이 시작된다. 바닥이 없는 이 
미스터리한 상자는 커플에게 생각치도 못한 놀라움을 
선사하는데... 화면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설정이 긴박한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

A couple receives a mysterious package 
from an old friend. 

행운의 상자 Other Side of the Box

Argentina | 2019 | 15min | AP | 라우라 산체스 아코스타 Laura SANCHEZ ACOSTA Finland | 2019 | 15min | AP  
티무 니키 Teemu NIKKI

칼레르보는 평생 남에게 목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본 소심남이지만 그를 사랑하는 아누카가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면서 칼레르보는 변화한다. 작년 
장편 <동물 안락사>로 부천 관객들에게 이름을 
알렸던 티무 니키 감독이 만든 단편으로, 올해 
칸영화제 단편 경쟁부문에 초청되었다.

For all his life, Kalervo has been bad at 
standing up for himself, until Annukka — a 
woman who loves him — gives Kalervo a 
gift that changes everything. As many of 
Nikki's previous works, All Inclusive may be 
interpreted in many ways, but ultimately it is 
about power, love and change.

올 인클루시브 All Inclusive

뜨거운 볕이 내리쬐는 여름 오후. 시골의 할머니 
집을 방문한 말레나는 낮잠을 자지 않으면 무서운 
괴물이 잡아갈거라는 말을 무시하고 집 밖으로 빠져 
나온다. 지역에 전해내려오는 괴담을 환상적이고 
공포스러운 이미지로 잘 담아낸 작품.

Malena and Santiago decide to disobey 
their grandma and not take a nap. Little did 
they know the heat of the summer forest 
can bring much worse consequences than a 
simple punishment forms their grandma.

낮잠 Caw

Serbia | 2019 | 14min | IP | 다닐로 베치코비치 Danilo BECKOVIC Netherlands | 2019 | 12min
IP | 얀 베데이크 Jan VERDIJK

<그것>은 좀비영화이다. 그렇지만 운이 좋은 
주인공은 좀비와 절대 만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스마트폰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좀비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쿨하고 힙한 좀비 영화는 없었다!

A zombie black comedy about the 
alienation of the millennial generation 
through over consumption of social media. 
Our hero is so focused on his virtual life that 
he fails to realize that a zombie apocalypse 
is in full swing around him.

그것 The Little One

남자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주말 여행을 
떠난다. 그림 같은 경치와 전원 별장 등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그는 평소와 달리 굉장히 변덕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한다. 네덜란드 남부의 아름다운 풍광 
속 서서히 감지되는 이상한 불안감을 담아내고 있는 
영화.

Toine, Iris and their 9 years old son 
Jacco seek the hilly and picturesque 
southern. Netherlands for a weekend of 
quality time and relaxation. Toine starts to 
behave erratically. His manners seem out of 
place in these idyllic surroundings. It won’t 
take long before his family will have enough 
of his behaviour.

와일드 W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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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타운>(2015)으로 성공적으로 데뷔한 
한준희 감독의 두번째 장편. 권력과 결탁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사업가와 부패한 경잘 조직, 이에 
맞서는 뺑소니 전담반, 이른바 ‘뺑반’의 활약을 담은 
범죄 액션영화.  

A police officer is demoted from her 
position 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the 
hit-and-run task force at a police station. 
She is teamed up with a new partner, and 
together, they must chase down a former 
Formula One driver who is using his talent 
for speed and fast cars to commit crimes. Korea | 2018 | 133min |  15   

한준희 HAN Junhui

뺑반 Hit-and-Run Squad 

다섯 번의 시도 끝에 9급 공무원이 된 진수.  
박봉에 연애도 못 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지만 
진수는 만족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아내는 
예리한 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에피소드 속에 담아낸 취업, 사랑, 우정 등 청춘들의 
일상에 관한 단짠단짠 보고서. 

 Jin-soo is satisfied with life and tries 
to make the best of things. When his 
father disapproves of the girl he likes, he 
is determined not to give up. However, his 
resolve is tested with the death of a former 
classmate and news that his love's interest 
is planning to leave Korea.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이 가장 위험한 곳이 
되어 버렸다. 오피스텔에 혼자 사는 여성이 겪는 
공포스러운 경험 속에 스토킹, 비정규직, 재개발 등 
현실의 공포와 여러 사회문제를 녹여낸 심리 스릴러.

Kyung-Min works as a bank cashier in 
Seoul and lives alone in a studio apartment. 
She begins to experience strange incidents 
and can’t shake the feeling that someone 
has been in her apartment. A thriller 
exploring the fears of living alone.

Korea | 2019 | 92 min | WP |  G   
윤재원 YOON Jaewon

Korea | 2018 | 102min |  15   이권 LEE Kwon

행복의 진수 Recipe for Happiness

도어락 Door Lock

취업을 하지 못해 계속 졸업을 미루며 학교에 
붙어있던 취준생 준근. 학교 근처 바다에 갔다가 
서핑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 알바를 찾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핑도 할 줄 모르면서 지원하여 알바를 
시작하게 된다.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서핑. 불가능해 
보이는 취업. 하나만 하기에도 버거우면서 서핑과 
취업을 동시에 준비하게 되는데... 

Unable to get a job, Jungeon 
worries about his future. He sees a job 
advertisement at a guesthouse looking for 
someone with surfing skills. Jungeon can’t 
surf, but he needs that job…Korea | 2019 | 99min | WP |   G    

심요한 SHIM Yohan

어서오시게스트하우스 
Welcome To The Guesthouse

흔하다면 흔한 사랑과 이별의 과정을 겪고 있는 
스무살 나래, 갑작스러운 실직을 겪게 된 가장, 가장 
원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는 엄마아빠 때문에 속상한 
소녀, 아내를 떠나 보내고 홀로 남은 노인, 어쩌면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겪고 있을 크고 작은 삶의 아픔 
속에 놓인 그들이지만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다. 
그들 곁에는 각자의 고양이가 있으니 말이다. 고양이 
집사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고양이에 관한 네 개의 
이야기.

Four separate stories about the special 
relationships owners have with their cats 
and the positive inspiration they can bring 
to our lives. 

Korea | 2019 | 98min | WP |  G   
복운석, 신혜진 
BOK Woonsuk, SHIN Hyejin

나만 없어 고양이 Hello, My Cat

친구의 괴롭힘에 못견딘 희주는 자퇴하고 집에서 
은둔생활을 한다. 그리고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만난 동하를 통해 펜둘럼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최면법을 배운다. 하지만 희주는 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써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Hee-Joo quits school as a result of 
incessant bullying. She stays at home and 
surfs the internet all day. She meets Dong-
Ha online, and he teaches her hypnosis to 
improve her confidence. However, Hee-
Joo decides to use the hypnosis for other 
reasons…Korea | 2018 | 81min | WP |  15   

박소진 PARK Sojin

작은 방안의 소녀 
The Girl in a Tiny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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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 바이러스의 출몰 이후 11년. 다시금 도시를 
탈환한 인간들에겐 좀비에 대한 분노만이 남았다. 
한때 자신들의 가족이었던 감염체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닌 그저 좀비일 뿐이다. 그리고 안전한 도시 
밖에서는 ‘좀비 파이터클럽’이라는 불법 스포츠가 
탄생한다.

11 years ago, a zombie virus killed 
many people, while others had their family 
members turned into zombies. Society is 
still angry, and so outside the city, a zombie 
fight club is formed.

Korea | 2019 | 64min | WP |  15  임지환 LIM Jihwan

좀비파이터 Zombie Fighter 

6/29
7/2
7/4

221
516
733

BU3
FA
SO6

13:00
14:00
17:00

GV

GV

6/29
7/4

224
745

BU6
SO5

12:30
20:00

GV

6/28
7/2

122
547

BU4
BU3

14:00
20:00 GV

6/29
7/2
7/4

236
532
712

BU6
SO4
BU6

15:30
17:00
11:00

GV
GV

6/30
7/3
7/5

338
628
810

CH
MM
BU5

18:00
17:00
11:00

GV
GV



42 43

퇴근시간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장의 카톡에 새 
핸드폰을 구매한 주영은 정체 불명의 단체 채팅방으로 
소환된다. 호기심에 ‘감옥’이라는 채팅방의 대화를 
엿보던 주영은 집단 폭력에 시달리는 희주의 존재를 
알게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이루어지는 
타인에의 폭력에 대한 고찰 그리고 무심코 던진 
말의 무게에 대해 다시금 생각케 하는 정재은 감독의 
드라마 연출작. 

Joo-young starts receiving strange 
messages from middle school students 
thinking she is Hee-joo, a young girl who 
they are bullying. As she tries to ignore the 
messages, the bullying starts to intensify. 
Joo-young decides she must act to try and 
save Jee-jong from her tormentors.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을 기억, 그러기에 
남자의 선택은 더 큰 상처로 남았고 여자는 오랫동안 
떠나지도, 돌아오지도 않은 채 그의 곁을 맴돌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일깨운다. 사랑인지, 미움인지 
모를 감정의 미로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 신수원 
감독과 신예 이아연 작가가 함께 한 단막극으로 
소중하기에 더욱 아픈 섬세한 감정의 결과 김예은, 
전성우 두 배우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A woman meets an old high school 
friend, whom she knows well. When his 
car is smashed up, he refuses to call the 
police, despite knowing the identities of the 
perpetrators. He is still accepting blame for 
something she did a long time ago… 

밀어서 감옥해제 Slide to Unlock

물비늘 Mulbineul 

Korea | 2018 | 68min | IP |  15    
정재은 JEONG Jaeeun

Korea  | 2019 | 76min | WP  
15  신수원 SHIN Suwon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Korean Fantastic: Shorts

코리안 판타스틱: 크로스오버

Korean Fantastic: Shorts

10년을 사귄 지석에게서 이별 통보를 받은 선영, 
너무 오랫동안 함께 한 사이기에 혼자만의 삶조차 
잃어버린 선영은 지석의 뒤를 밟다 사진사 준희를 
만나게 된다. 지석이 좋아하는 여자임을 알게 된 
선영은 준희에게 사진을 찍는다.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2015)의 안국진 감독의 첫 드라마 연출작.

Sun-young is engaged to get married 
and dreams of her big wedding. Suddenly, 
her fiancé decides to break up and starts 
dating a new woman. Curious and upset, 
Sun-Young follows his new girlfriend and, 
unknown to her former fiancé, befriends her.  

내 연적의 모든 것 
All About My Rival in Love

Korea | 2018 | 63min | IP |  15   
안국진 AHN Goocjin

열두번째 인턴 12th Intern 립스틱 레볼루션 Lipstick Revolution당신은 안드로이드입니까 
Are You an Android?

늦은 밤, 인턴 면접 전화를 받고 달려온 보리. 
꾀죄죄한 빌딩 환경과는 달리 꽤 좋은 조건. 하지만 오늘 
하는 것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된다. 이어지는 뻔하디 
뻔한 우리나라 IT회사의 야근. 그런데 상황판에 적힌 
성과금이 흔하지 않다. 오늘 밤 이들의 야근은 특별하다. 
왜냐하면 인턴이 새로 왔기 때문이다. 

Late at night, Bori comes to a shabby 
looking building for an interview for an 
internship. He is offered a favorable term, but 
he has one chance to be hired. Everyone in the 
office is working overtime, and the incentives 
seem huge. Today’s overtime is special for 
everyone as the new intern has just joined.

한밤중, 한국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학생들이 캠퍼스를 
립스틱으로 도배한다. 그들의 동영상은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데, 좌충우돌 캠퍼스 
뒤집기가 쉽지만은 않다. 그들은 립스틱 레볼루션에 
성공할 수 있을까?

At midnight, a group of college students 
gather at a campus to cause mayhem by 
covering the whole campus with lipstick. Their 
night escapades go viral on social media, 
making their lives more complicated.

가까운 미래에 인간들의 일자리를 안드로이드들이 
대체하기 시작할 때, 감정노동의 스트레스가 쌓인 
안다는 휴식시간에 식당을 찾아가고 그 곳에서 
안드로이드를 만난다.

Set in the near future when Androids 
are replacing human jobs. Anda has a lot of 
stress from her work, and decides to go to a 
restaurant during her break time. There, she 
meets an Android.

Korea | 2019 | 14min | WP | 유명상 YOO Myungsang

Korea | 2019 | 29min | WP | 신윤호 SIN Yunho

Korea | 2018 | 20min | WP | 양소영 Joy YANG

찔리는 이야기 Stuck

인적이 드문 재개발 단지를 걷고 있던 보험 
영업사원인 A. 약속 시간을 착각해 팀장에게 깨진 A
는 오토바이 소리에 짜증이 나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던지는데, 오토바이가 아이스크림에 미끄러져 배달원인 B
는 공사장 자재인 쇠파이프에 배가 꿰 뚫리게 된다.

‘A’ is walking in an abandoned area 
scheduled for redevelopment. ‘A’ after being 
chewed out by his boss for missing his 
appointment. The sound of a motorcycle 
passing by annoys him so he throws the ice 
cream he was holding at the bike.

Korea | 2019 | 22min | WP | 김매일 KIM Maeil

1코리안 판타스틱: 크로스오버 Korean Fantastic: Crossover 15

6/29
7/2
7/5

227
505
830

FA
SO3
SO5

16:00
11:00
17:00

6/28
6/30
7/4

119
341
729

SO5
SO2
SO2

14:00
18:00
17:00

GV
GV

6/29
7/1

205
431

SO3
SO5

10:00
17:00

GV
GV

6/29
7/1
7/3

230
416
611

SO4
SO3
BU5

15:30
14:00
11:00

GV
GV

배우 이지은을 페르소나로 이경미, 임필성, 
전고운. 김종관 네 명의 감독이 그려낸 각각 다른 네 
편의 이야기. 같지만 각각 다른 얼굴의 한 배우를 통해 
감독 각자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난 작품,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공개됐으며 극장에서 최초로 
상영된다.

Popular K-Pop singer IU stars as a 
different character in each of four separate 
episodes made by four famous directors. A 
Netflix original movie that is to be first shown 
in the cinema at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Korea  | 2019 | 89min |  18  

이경미, 임필성, 전고운, 김종관 
LEE Kyoungmi, YIM Pilsung, JEON Gowoon, KIM Jongkwan

페르소나 Persona

알 수 없는 덫에 걸린 국민 앵커와 관련된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을 찾아가는 하드보일드 추적 스릴러. 
<백야행>(2009)의 박신우 감독이 연출을 맡은 
드라마틱 시네마를 표방한 영화 같은 드라마, <트랩>
의 감독 버전으로 5.1 시네마 사운드로 리마스터링한 
극장용 버전이 최초 공개된다.

A respected and famous news anchor 
experiences a tragedy while on a trip with 
his family. A veteran detective takes the 
case and investigates. Enjoy the movie in 5.1 
surround sound. 

트랩: 디렉터스 컷 
Trap: Director's Cut

Korea | 2019 | 178min | IP |  18   박신우 PARK Sinwoo 

6/30
7/3

314
639

CH
BU8

13:30
17:00

GV
GV

6/29
7/1

238
409

MM
BU4

18:00
11:00

Mega Talk



World Fantastic Red

44

45

세입자 Tenant

가족의 저녁 시간, 집주인에게 전화가 걸려온다. 그는 
돈을 구해야 하고, 집 안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At family dinner, he gets a call from a 
landlord. He has to get more money, and 
strange things begin to happen in the house. 

Korea | 2018 | 28min | WP | 김정호 KIM Jeongho

World Fantastic Cinema showcases the world of fantasy 
films, and has been divided into two sections, Red and 
Blue, since the 20th BIFAN. World Fantastic Red is a 
section for genre movie maniacs with bloody action, 
chilling horror and exciting thrillers. Beginning with Jim 
Jarmusch, you will be able to see the latest works from 
leading directors, including Nakashima Tetsuya and 
Nakata Hideo.

세계 판타스틱 영화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는 20회부터 레드와 블루 두 개의 색션으로 나누어졌다. 

월드 판타스틱 레드는 피가 흥건한 액션, 오싹한 호러, 
두근거리는 스릴러들이 포진한 장르영화 마니아들을 위한 

섹션이다. 짐 자무쉬를 필두로 나카시마 테츠야, 나카다 히데오 
등 거장 감독들의 최신작을 만나볼 수 있다.

시몽은 신경쇠약의 공장노동자다. 어린 시절 
부주의한 장난으로 처참한 부상을 입은 여동생 
에스뗄을 간병하며 죄의식과 좌절을 나날을 보내던 
시몽에게 단 하나의 희망은 저 우주에서 초월자가 
내려와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 시몽은 ‘그 날’을 
준비하는데… 

Simon works at a factory and lives on 
a farm with his younger sister, Estelle, who 
was severely handicapped in a childhood 
game. He hopes to save sister by liberating 
her from the weight of the world. What if 
their salvation was coming from "them"? 

하늘의 모든 신들 
All the Gods in the Sky

가족-연대-질서-소유-일-진보-헌신. 흔히 
긍정적인 가치로 여겨지는 7가지 주제에 대한 
무정부주의적인 블랙코미디. 같은 제목의 연극을 
기반으로 하여 원작자를 포함한 3명의 감독이 
의기투합해 사회와 지배질서에 대해 세게 한 방 
먹인다.

The family, the poor kid on TV, the 
sixth floor neighbors, the tenant and the 
real estate agent, the business couple, the 
guy progress has run-over and the couple 
about to get married. Seven stories that 
combine comedy and horror as they portray 
a dysfunctional society.

사회로부터 탈출해야 할 7가지 이유  
7 Reasons to Run Away (From Society)

정신병자라고 지목하면 바로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법이 생긴 근미래의 일본. 한 남자가 난데없이 
정신병자로 지목되어 낯선 장소로 끌려간다. 자신은 
정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폭력적인 치료를 당하던 그는 
기괴하고 낯선 세계에서 이상한 모험을 겪는다. 

A man is admitted to a mental hospital, 
despite protesting he is perfectly normal. As 
he attempts to escape, he sees a crazy word 
in front of him that blurs the line between 
normal and abnormal are blurred. 

버드 케이지 Bird Cage 

르포 작가인 아츠시는 여성 AV 배우를 
인터뷰하는 일을 맡게 된다. 경멸의 시선이 있었던 
아츠시이지만 각자의 생활을 치열하게 꾸려가는 
여성들을 만나면서 반성하고, 그들에게 사과한다.  
인터뷰집 「이름 없는 여자들」을 핑크 사천왕의 하나인 
사토 토시키가 연출. 

Atsushi is a journalist specializing in 
writing about adult film actresses. He meets 
Hanako, who seems different from other 
adult film stars and soon a relationship 
develops between them. Meanwhile, 
Hanako’s younger sister, Asuka, arrives to 
stay and falls in love after a chance meeting 
at a club. 

콜 마이 네임 Call My Name

Japan | 2018 | 86min | IP |  18    
사토 토시키 SATO Toshiki 

Japan | 2019 | 117min | WP |  18  나카타 케이 NAKATA Kei

Spain | 2019 | 75min | AP |  12   
제라드 퀸토, 에스테베 솔러, 
데이비드 토라스 Gerard QUINTO, Esteve SOLER, David TORRAS

France  | 2018 | 110min | AP |  
18   꽉스 Quarxx

월드 판타스틱 레드

orld Fantastic Red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젯-다이 아쿠무 
The Extreme Nightmare

난 NAN사랑은 꿈과 현실의 외길목에서 
Love at the Crossroads

식물인간 남자는 현실의 괴로움을 피해, 꿈 속 
도피처인 섬으로 향한다. 꿈과 현실을 오가던 중, 
현실에서 받은 영향이 꿈에서도 재현되는 것을 알게 되고 
꿈속에서의 죽음을 결심하지만 여의치 않다.

A man in a vegetative state, escapes from 
reality and then goes to refuge in an island of 
dreams. When he comes and goes between the 
two worlds, he realizes the correlation between 
dreams and reality. So he decides to die, but it 
doesn’t go as planned.

취업난이 심각해지며 젊은이들의 기초체력까지 
바닥나자 기업들은 건강한 사람을 찾기 위해 마라톤을 
완주한 청년들을 뽑기 시작한다. 그 때문에 '용식'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달려보지만 여전히 취준생이다.

As the unemployment crisis continues, the 
youth are losing their energy. So companies 
have started seeking healthy young persons 
who have completed a marathon. Thus, Yongsik 
continues running. But he is still unemployed.

꿈과 현실, 그리고 나의 삼각관계.
A love triangle between Kkum (Dream) and 

Hyeon-sil (Reality) and me.

Korea | 2018 | 20min | WP | 이탁 LEE Tack

Korea | 2019 | 6min | AP | 최희승 CHOI Heeseung

Korea | 2018 | 26min | WP | 박영찬 PARK Youngchan

폭염이 지속되는 날! 영화의 열기를 간직한 당신! 부천의 잔디 풀장으로 뛰어들라! 시원한 부천시청 잔디 
광장에서 날마다 새로운 이벤트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쿨 풀은 온라인을 통해 선착순 대여가 
가능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우천시 홈페이지에 공지

Steaming hot summer, you are in the sea of film. You, with the burning passion for film, 
dive into the grass pool at Bucheon. New events are waiting for you at the Bucheon City Hall 
Lawn Square. You can rent cool pool first come first served online, don’t miss out!

ㆍ일시

ㆍ장소

ㆍ내용

ㆍ준비물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ㆍDate
ㆍPlace
ㆍContents 

ㆍ준비물

*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more details.

6. 28 (금), 6.29 (토), 6.30 (일), 7. 7 (일)
부천시청 잔디광장 일대

6. 28 (금) Cool Pool + 비눗방울

6. 29 (토) Cool Pool + EDM파티

6. 30 (일) Cool Pool + 크리스탈LED풍선

7. 07 (일) Cool Pool + 물총싸움

신분증(Cool Pool 대여 시 반드시 지참)

Jun 28 (Fri), 29 (Sat), 30 (Sun), Jul 7 (Sun)
Bucheon City Hall Lawn Square
June 28 (Fri) Cool Pool + Bubbles
June 29 (Sat) Cool Pool + EDM Party
June 30 (Sun) Cool Pool + Crystal LED Balloons
Jul 7 (Sun) Cool Pool + Water Gun Fight
ID is required when renting cool pool

쿨 풀 시네마 Cool Pool Cinema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Korean Fantastic: Shorts2 18 6/29
7/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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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 제 안에 악마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외치는 소녀 달링. 신부는 그녀의 안 악마를 치료하고 
순종적인 소녀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준다. 과연 
달링은 악마의 속삭임에서 진정으로 벗어난 것일까? 

Feral teenager Darlin’ is found in the 
wilderness and is sent to a care home run 
by The Bishop and his obedient nuns where 
she is to be tamed into a “good girl” as 
an example of the miracle of the church. 
However, The Woman, equally fierce and 
feral, seeks out Darlin’ by any means. 

화재로 불탄 집에는 한 남자와 세 아이들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한 야만의 아이를 발견한 목사가 
아이를 문명/인간화 시키는 과정과, 두 아이가 더 
발견된 후 세 아이들과 남자간에 일어난 광기 어린 
사건의 실체를 우리는 발견된 영상을 통해 목격한다.

The mountains of Oaxaca harbor the 
remains of a ravaged and burnt shelter, 
once home to a psychoanalyst priest who 
used it to look after savage children, trying 
to re-integrate them into society. Through 
videotape, diaries and interviews, the truth 
of what happened is shockingly revealed.

저널리즘을 공부하는 여학생 야스민과 두 
명의 남학생은 학교 과제를 위해 25년 전 일어난 
미스터리한 마녀 사건을 파헤치러 고립된 마을 
다크라로 들어간다. 여인들은 말을 할 수 없고 
이상하리만큼 육식을 탐하는 그곳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튀니지 최초의 호러영화.  

Set in modern-day Tunisia, a group of 
journalism students set out on a university 
assignment to solve the cold case of 
Mongia, a woman found mutilated 25 years 
ago and now imprisoned in an asylum, 
suspected of witchcraft. They are led to 
Dachra, an isolated compound and home to 
a cult with many dark secrets. 

1999년, 마닐라의 카톨릭 여고에서 학생 
상담사로 일하는 팻은 투시력을 가지고 있다. 10년 전 
학교에서 자살한 학생의 비밀을 알게 된 팻은 학교의 
수녀원장을 의심하게 되고 팻은 학교를 지배하는 
원장의 비밀을 파헤치려다가 위험에 빠지고 만다. 

At an all-girls Catholic high school in 
the Philippines, Pat works as a guidance 
counselor and a secret clairvoyant, often 
speaking to the ghost of Eri, a girl who 
committed suicide on the school grounds 
a decade earlier. When a murder occurs on 
campus, Eri may be the key to unlocking 
the truth.  

Mexico | 2018 | 99min | AP |  12    
안드레스 카이저 Andres KAISER

달링 Darlin’ 야수 Feral

더 빌리지 Dachra 귀신 상담사 Eerie 

어머니의 자살 이후 양아버지에게 포로가 
된 조이. 양아버지는 조이를 미끼로 동네 술집을 
돌아다닌다. 이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본 경찰과 
자경단원은 조이를 구출하려 시도한다. 조이는 
양아버지 품에서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양아버지 
곁에 남을 것인가? 

Set in the deep South of the USA, a 
young woman named Zoe is held captive by 
her stepfather, a former Abu Ghraib prison 
guard and now a prolific serial killer. The 
stepfather uses Zoe as bait to attract new 
victims, eventually leading to the attention of 
a rookie cop and a vigilante..

전지구적인 재앙 가운데, 독일에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안전지역은 바이마르와 예나 뿐. 자살에 실패한 
우울증 환자 비비와 강인한 투사 에바는 두 도시 중간 
어디쯤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종말을 맞은 세상에 
대한 철학적인 물음과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독일다운 
좀비 영화. 같은 제목의 그래픽 노블이 원작이다. 

In a post apocalyptic future, zombies 
have ravished humankind. Two young 
women leave the sanctuary of their 
community to journey into the outside world, 
where they find nature has thrived in the 
absence of humans. 

불륜 사건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 
사랑에 중독된 여자는 얼굴에 화상을 입은 청소부와 
친구가 된다. 하지만 그녀는 청소부의 화상 상처는 
표면에 드러난 것 보다 훨씬 깊다는 걸 알게 된다.

A rich beautician distracts herself from 
an affair with a married man by befriending 
her reclusive cleaner who is facially scarred 
from a traumatic childhood incident. Soon, 
the beautician discovers that her employee’s 
scars run much deeper than she imagined.  

제시카와 친구들은 살인사건의 현장인 버려진 
아파트에 들어간다. 소셜 미디어로 생방송하며 
아파트를 탐험하는 그들에게 알 수 없는 존재가 
위협을 가하고,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을 발견한다. 
인도네시아에서 히트한 게임이 원작이고 기묘한 
세계의 소름끼치는 존재들이 잘 그려진 영화다. 

Seeking popularity on social media, 
a group of friends travel to the site of a 
mysterious cult murder. They discover an 
old parchment which opens a portal to a 
magical world. However, the guardians of 
the portal are not pleased.

Germany | 2018 | 90min | KP
12  카롤리나 헬스가르드 Carolina HELLSGARD 

아빠의 효녀 조이 Daddy’s Girl 종말 - 그 후 Endzeit - Ever After

더 클리닝 레이디 The Cleaning Lady 드레드아웃 DREADOUT

USA | 2018 | 81min | AP |   18   
줄리안 리차드 Julian RICHARDS

USA | 2019 | 101min | AP |  15  폴리아나 매킨토시 Pollyanna MCINTOSH

USA | 2018 | 90min | AP |  18  존 크노츠 Jon KNAUTZ Indonesia, Korea, Singapore
2019 | 95min | KP |  12  키모 스탐보엘 Kimo STAMBOEL

Tunisia | 2018 | 113min | KP |  
15  압델하미드 바우치낙 
Abdelhamid BOUCHNAK

Philippines, Singapore | 2018 
110min | KP |  12    
미카일 레드 Mikhail RED

어느 날, 무덤에서 부활한 좀비들이 동네를 
장악하는 일이 벌어진다. 평화로운 마을을 위협하는 
좀비들을 막기 위해 3명의 경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제72회 칸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짐 자무쉬 
감독 전작들에 출연한 배우들의 카메오 연기를 확인할 
수 있다.

The peaceful town of Centerville finds 
itself battling a zombie horde as the dead 
start rising from their graves. An opening 
film of the 72nd Cannes Film Festival with a 
star-studded cast.

한 여성이 납치되어 가면 쓴 남자들에게 쫓기고 
있다. 이 여성뿐 아니라, 7명의 다른 참가자들도 
그녀와 함께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게임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가장 어두운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Kayla and her best friends are abducted 
and dumped in the middle of nowhere. 
Together with five other women, they are 
unwilling participants in a deadly game. A 
game that can only have one winner. 

초등학교 교사인 아즈사는 직장에서 밀려나고, 
남자친구와 헤어지며 최악의 상황에 몰린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아모레이 섬에 가서 보물을 찾아라.’ 
어릴 때부터 전쟁에 공헌을 세워 공주와 결혼한 개의 
신화를 들었던 아즈사는 남방의 섬으로 향하고 사기꾼 
혁명가, 히키코모리 가수, 추방된 왕자 등을 만나며 
신화적인 모험을 하게 된다.

Ninomiya Azusa, a depressed 
elementary school teacher living in Tokyo, is 
feeling overwhelmed with professional and 
personal difficulties. A voice tells her to go 
to Imore Island, where all her problems can 
be solved.

* 2부와 3부 사이에 10분간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 10 minutes intermission between act 2 and act 3.

학원 로맨스 영화를 촬영중인 현장에서 배우가 
악령에 씌인다. 조감독인 아키라가 쓴 호러영화 
시나리오 ‘고스트 마스터’의 저주에 사로잡힌 것이다. 
토비 후퍼의 <뱀파이어>(1985)와 샘 레이미의 
<이블 데드>(1981) 등 80년대 할리우드 호러에게 
오마쥬를 바치는 작품.

On a film shoot, assistant director 
Kurosawa Akira is feeling depressed at 
being unable to make his own movie. His 
sadness transfers to his script Ghost Master 
which haunts the lead actor Yuya, who starts 
to play out the cursed script, killing cast and 
crew one by one.

Japan | 2019 | 91min | AP |  15  
폴 영 Paul YOUNG

데드 돈 다이 The Dead Don’t Die 복수의 여신 The Furies이누가미의 결혼
The Dog Bridegroom 

고스트 마스터 GHOSTMASTER  

Sweden, USA | 2019 | 103min | AP |  15  짐 자무쉬 Jim JARMUSCH Australia | 2018 | 83min | AP |  15   토니 다키노 Tony D’AQUINOJapan | 2016 | 245min | KP  15  
카타시마 잇키 KATASHIMA Ikki 

World Fantastic Red

NAFF 잇프로젝트 지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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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떠난 알리시아는 새 남자친구와 고향친구 
둘을 동행하여 고향의 저수지에 피크닉을 온다. 
뜨거운 태양과 바비큐와 맥주… 저수지 안에 무엇이 
잠겨있는지 모르듯 평화로운 풍경 속 세 남자의 
마음속에도 그 어떤 갈등이 들끓고 있다. 

A challenging thriller that tackles gender 
issues. Four friends spend a hot summer 
afternoon at an abondoned quarry. They 
enjoy bathing in the lake and soaking up the 
sun. However, a dispute ensues and tension 
rises as they find themselves trapped. 

스테니오는 범죄와 폭력이 난무하는 대도시의 
영안실에서 야간조로 근무하고 있다. 혼자여도 외롭지 
않다. 시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시체들에게 들은 것을 현실에 이용하는 순간 
악몽이 시작된다.

Stenio works the night-shift at the 
morgue of a big and violent city. During 
his working hours, he’s never alone, for 
he is gifted with the paranormal ability 
of talking with the dead. However, when 
the confidences he hears from the other 
side unveil secrets of his own life, Stênio 
unleashes a curse that brings forth danger 
and death too close to himself and his 
family. 

1995년, 임신한 여성이 환영과 악몽으로 
고통받지만 남편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2015
년, 괴롭힘을 당하던 의대생이 사고로 얼굴에 끔찍한 
흉터가 생긴 후 자살한다. 두 개의 사건과 2019년, 
패션회사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사건들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A loving mother makes a death pact 
with a spirit by sacrificing her life to save her 
child. Years later, he grows up and is bullied 
whilst studying in medical school, resulting 
in his death. Reunited in death as vengeful 
spirits, mother and son open up a hell hole 
to those who had wronged them. 

자신의 외모에 불만을 느낀 여성이 성형외과를 
찾아가 수려한 외모의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다. 
그런데 의사는 외모에 대해 독특한 취향을 가지고 
있으며, 쉽게 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였다. 
현대인의 외모에 대한 집착을 기이한 방식으로 비틀고 
공격하는 영화.  

A suave beautician offers women the 
chance to correct what they feel nature 
has gotten wrong. Governed by his own 
morality, he employs a deadly contraption to 
bring them in line with his unnatural notions 
of beauty.  

저수지의 피크닉 In the Quarry 야간근무자 The Night Shifter

헬 홀 Hell Hole 만리키 MANRIKI 

크리스마스날, 매튜와 그의 아내 카렌은 
크리스마스를 함께 하기 위해 매튜의 형제 스티브의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지하실에 
갇혀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스티브에게 지하실 
남자에 대해 묻지만, 스티브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다. 

It’s Christmas and Matt and his wife 
Karen show up unannounced at the home 
of his estranged brother Steve to celebrate 
the holiday together. There, they find a 
man trapped in the basement, a man Steve 
believes is none other than the Devil himself. 

부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형을 살았던 남자가 
촬영팀을 이끌고, 변호사와 의사 등 사건에 얽힌 
사람들을 찾아간다. 그들에게 죄를 고백하도록 
강요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 하지만 그의 복수는 
단지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라 부도덕한 사회에 던지는 
또 하나의 폭력이다. 

A former psychiatric patient seeks 
vengeance and aims to take down a gang of 
underworld criminals after a tragic accident 
sees his beloved family killed. 

리차드는 그의 여자친구 사라, 절친 조나와 함께 
요트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 하지만 바다 한 가운데서 
보트의 엔진이 고장 나면서 세 명의 관계 역시 어긋나 
버리고 더 이상 그들의 우정은 유효하지 않다.

Rivalries, dark secrets, and sexual 
tensions emerge when three best friends 
find themselves stranded on a yacht in 
the middle of the ocean under suspicious 
circumstances. What follows are lessons in 
survival with twisted outcomes.  

신입 교사 링 셴이 학교에 부임한 첫 날, 한 
학생이 집에서 처참하게 죽는 사고가 발생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죽어가자 링 센은 
학교의 비밀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파이널 
데스티네이션>(2000)을 떠올리게 하는 죽음의 
장면들이 인상적이다. 

Newbie teacher Ling Shen’s first day at 
school coincides with a student’s accidental 
death at home. As Shen encounters more 
“accidental” brutal deaths, she begins to 
unveil an ugly reality.  

USA | 2019 | 82min | AP |  15   
조쉬 로보 Josh LOBO

나는 악마를 가뒀다 
I Trapped the Devil

복수의 밤 Nemesis

작살 Harpoon 카르마 Karma

Thailand | 2019 | 84min | WP |  15  군파윗 푸와돌위시드 Gunparwitt PHUWADOLWISID Uruguay | 2018 | 82min | AP 
15  베르나르도 안토나치오, 라파엘 안토나치오 
Bernardo ANTONACCIO, Rafael ANTONACCIO

Brazil | 2018 | 110min | AP |  15    
데니슨 하말료 
Dennison RAMALHO

Canada | 2019 | 82min | AP |  18  롭 그랜트 Rob GRANT Taiwan | 2019 | 88min | KP  15  청 웨이헝 CHUNG Wei-HengSingapore, Hong Kong | 2019 | 
92min | WP |  15  샘 로 Sam LOH

Japan | 2019 | 87min | WP |  18   
시미즈 야스히코 SHIMIZU Yasuhiko

아내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히데키는 
알 수 없는 존재의 전화를 받게 된다. 어릴 때 그를 
쫓아왔던,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치는 미지의 
존재. 히데키는 자매 퇴마사의 도움을 받아 싸우기로 
결심하지만 그에게도 비밀이 있다. 원작은 호러대상 
수상작.

Hideki receives a mysterious memo 
from an unknown recipient. Two years later, 
some strange occurrences remind Hideki of 
the memo. Featuring English musician King 
Krule in the soundtrack. 

다섯 명의 공포영화감독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공포영화 선물세트. 다섯명의 사람들이 악령에 씌인 
극장으로 들어가 겪게 되는 옴니버스 형식의 영화. 
각각 다른 이야기로 보는 이들에게 색다른 공포를 
선물한다. 

In this twisted horror anthology, five 
strangers are drawn to an abandoned 
theater and forced to watch their darkest 
fears play out before them. Lurking in the 
shadows is the Projectionist, who preys 
upon their souls with his collection of 
disturbing films.

꼭두각시 인형극을 하는 펀치는 술에 진탕 취해 
실수로 본인의 아기를 죽인다. 이를 계기로, 심각한 
가정 폭력에 시달려온 펀치의 아내 주디는 마을 
사람들과 힘을 모아 아이를 죽인 펀치와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피의 복수를 계획한다.

When small town puppeteer Punch 
accidentally kills his baby during a drinking 
binge, his wife Judy, having suffered a 
violent beating, teams up with a band of 
outcast heretics to enact revenge on Punch 
and the entire town of Seaside.

연쇄살인범 남자친구를 불에 태워 죽인 여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퇴원을 한다. 하지만 
편집증 증세는 나아지지 않고, 그런 그녀는 야간 
주유소 일자리를 얻게 된다. 그녀의 편집증 증세는 
야간 주유소에서 일을 하며 점점 더 심해지게 
되는데...

After setting her serial killer boyfriend on 
fire, a paranoid delusional woman gets a job 
at an all-night gas station. There, her sense 
of delusion and reality becomes even more 
ambiguous, as she is threatened the first 
day on the job.

온다 It Comes 나이트메어 시네마 
Nightmare Cinema

주디와 펀치의 위험한 관계 
Judy and Punch  

심야 주유소의 공포 Open 24 Hours  

Japan | 2018 | 134min | IP |  15   나카시마 테츠야 NAKASHIMA Tetsuya USA | 2018 | 119min | AP |  18   
믹 개리스, 조 단테, 데이비드 슬레이드, 기타무라 류헤이, 알레한드로 브루게스
Mick GARRIS, Joe DANTE, David SLADE, KITAMURA Ryuhei, Alejandro BRUGUES

Australia | 2019 | 105min | AP |  15  미라 폴크스 Mirrah FOULKES USA | 2018 | 95min | AP |  18   
패드레이그 레이놀즈 Padraig REYNOLDS

월드 판타스틱 레드

World Fantastic Red

NAFF 잇프로젝트 지원작

6/29
7/1
7/6

240
442
928

SO2
SO3
SO2

18:00
20:00
18:00

GV 6/29
7/1
7/6

231
436
940

SO5
BU6
CH

15:30
17:00
24:00

GV

6/29
7/1
7/5

246
421
835

BU4
BU4
BU6

18:00
14:00
17:00

GV

6/28
6/30
7/5

151
357
823

CH
SO5
BU6

24:00
21:00
14:00

6/29
7/1
7/4

244
446
710

SO6
BU3
BU4

18:00
20:00
11:00

6/29
7/3
7/7

253
647
1028

SO2
BU3
SO2

21:00
20:00
18:00

GV

6/29
7/4
7/7

250
730
1030

CH
SO3
SO4

21:00
17:00
18:00

6/29
7/2
7/4

261
501
718

BU6
CH
SO3

21:00
11:00
14:00

GV

6/28
6/30
7/7

145
334
1024

SO6
BU4
SO6

20:00
15:30
15:30

GV 6/28
7/3
7/7

151
635
1035

CH
BU3
SO2

24:00
17:00
21:00

6/30
7/5
7/7

336
822
1004

BU6
BU5
SO2

15:30
14:00
10:30

GV 6/29
7/3
7/6

243
620
922

SO5
SO5
SO4

18:00
14:00
15:30

GV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50 51

<링> 20주년 기념작. 오리지널을 만들었던 
나카다 히데오가 다시 연출을 맡았다. 원작에서는 
비디오를 통해서 저주가 퍼져 나갔지만 이번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된다. 유튜버가 우연히 유령의 
존재를 포착하고, 그것을 본 이들은 저주를 풀기 위해 
힘을 합친다. 

An ambitious YouTuber attempts to 
resurrect Sadako’s curse in order to gain 
more followers. When he is successful, 
a group of people must work together to 
stop it before it’s too late. Part of the Ring 
franchise. 

공장에서 일하는 샘은 대인관계가 좋지 않다. 
도박꾼인 아버지와 불화하고,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있다.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리던 샘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인형에게 복수를 부탁한다. 그날 
이후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죽거나 사라진다. 

Sam is bullied at work by her manager 
and at home by her father. Too afraid to 
tell someone, she asks a strange doll for 
assistance. When her bullies wind up dead, 
Sam is worried the doll was somehow 
involved. 

촬영이 끝나고 잠시 풀장의 튜브에서 잠들었던 
남자. 잠에서 깨어나 보니 물이 모두 빠졌고, 풀장의 
깊이는 6미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다. 구조를 요청하는 그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것은 주변에 있던 악어였다.  

In an abandoned 6-meter deep pool, a 
couple are stranded with a deadly predator. 

사다코 Sadako 두 개의 영혼 Walk with Me

더 풀 The Pool 

레티시아는 사고로 일자리를 잃은 조종사 
남편을 설득해 아들과 함께 농장지역으로 이사를 
온다. 남편이 맡은 일은 경비행기로 넓은 벌판에 
제초제를 뿌리는 일. 가축들의 죽음과 마을 사람들의 
히스테릭한 태도는 새 삶에 정착하려는 가족을 불안에 
빠뜨리는데…  

Unable to land a pilot’s job with an 
airline, Leonardo takes a job as a fumigator 
pilot at a farm in the countryside. On his very 
first night, he discovers the town harbors 
a deadly secret that will put everyone in 
danger.

고등학교 친구 킴, 애비, 펠리네와 피파는 기말 
시험을 앞두고 우정을 다지기 위해 아르덴의 외딴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한다. 길에서 만난 
동네 남학생들과 파티를 한 다음날 친구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폭설로 별장에 갇혀버린 소녀들은 점점 
패닉에 빠진다.  

 A girls’ weekend trip to a remote 
cottage takes an ugly twist when one of 
them goes missing. Trapped by heavy snow 
with no phone signal, the atmosphere grows 
increasingly sinister as the girls’ friendship is 
put to the test.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중 미 공수 사단의 
프랑스 낙하 작전인 오버로드 작전을 배경으로, 
대원들은 독일의 라디오 타워를 파괴 해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그들은 목표물인 나치병사들과 
싸우지만, 전투가 계속되면서 그들은 나치병사들이 
아닌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On the eve of D-Day, American 
paratroopers drop behind enemy lines into 
a Nazi controlled village to destroy a radio 
transmitter. However, the outnumbered men 
stumble upon a sinister experiment that 
forces them into a vicious battle against an 
army of the undead.  

도쿄에 실재하는 놀이공원 토시마엔을 
둘러싼 도시괴담이 있다. 유학을 앞둔 친구를 위해 
토시마엔에 놀러간 네 명의 여성은 몇 년 전 실종된 
친구를 만나게 되고, 도시괴담의 무서운 상황을 
그대로 현실에서 경험하게 된다. 

A group of friends reunite and decide to 
visit Toshimaen Amusement Park, a place 
they often frequented in their high school 
days. Little do they know that they’re about 
to enter a nightmare…

호흡 Respira: Transgenesis

악의 Vicious오버로드 Overlord 토시마엔 괴담
Toshimaen: Haunted Park

Argentina | 2019 | 77min | WP
15   가브리엘 그리에코 Gabriel GRIECO

Netherlands | 2019 | 97min
AP |  15  데니스 보츠 Dennis BOTS 

Japan | 2019 | 99min | IP |  12   
나카타 히데오 NAKATA Hideo 

Malaysia, Hong Kong | 2019 | 92min | WP |  12  라이언 리 Ryon LEE

Japan | 2019 | 81min | IP |  12  타카하시 히로시 TAKAHASHI Hiroshi Thailand | 2018 | 91min | KP |  12  핑 럼프라플르엉 Ping LUMPRAPLOENG

한 젊은 거장 바이올리니스트가 저명한 
작곡가였던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옛 저택을 
상속받는다. 저택을 찾은 그녀는 이내 집 안에 그려진 
알 수 없는 악보와 이상한 기호들을 보게 된다. 그녀가 
악보를 해독하기 시작할수록 상상할 수 없던 끔찍한 
가족의 비밀이 점점 드러난다.

A young violinist discovers her recently 
deceased father’s final work – a mysterious 
musical score that reveals secrets of his 
past life and unleashes terrifying dark forces. 

2차대전이 끝날 무렵 폴란드의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여덟 명의 아이들은 소련군에 의해 쇠락한 
저택에 맡겨진다. 전기도 없고 음식도 부족한 
그곳에서 열악함을 견뎌 나가던 아이들은 괴수에 의해 
참혹하게 죽은 보모를 발견하는데…

In 1945, a group of children are liberated 
from a concentration camp only to find 
themselves faced with hunger, thirst and 
a pack of vicious dogs set loose by SS 
officers.

유령을 볼 수 있는 22살의 카티야. 그녀를 맴도는 
영혼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종된 쌍둥이 언니의 
환영과 돌아가신 부모의 사고에 대한 죄책감이다. 
카티야는 언니를 찾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다. 
흰 눈의 러시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판타지 스릴러. 

Katya can see ghosts. When her twin 
sister disappears, the police fail to believe 
her, citing Katya’s strange imagination. As 
she searches, she discovers a serial killer is 
on the loose and may have kidnapped her 
sister.

폴 버호벤의 1995년 연출작 <쇼걸>은 개봉 
당시 평단과 관객들에게 보편적인 조롱을 당했다. 
악명 높은 실패작으로 평가받는 그 작품이 컬트 
클래식에서 걸작으로 재도약하게 되는 여정을 영화는 
다큐멘터리로 따라가본다.

Released in 1995, Paul Verhoeven's 
Showgirls was met by critics and audiences 
with near universal derision. You Don't Nomi 
traces the film's redemptive journey from 
notorious flop to cult classic, and maybe 
even masterpiece.

어린 시절 학대를 당한 교코는 다중인격이 생겨 
난다. 레즈비언 나오미, 자유분방한 유카리, 소녀인 
하루. 교코는 좋아하는 작가 타지마를 만나지만 
나오미는 그를 혐오한다. 폭력적인 어머니와 그녀의 
젊은 애인 료타가 연속으로 살해되자 교코는 자신의 
다중인격을 의심한다.

From the director of the hit Japanese 
horror Ring(1998). Kyoko is afflicted with 
multiple personalities after a suffering a 
traumatic childhood. A series of murders 
occur in the community and Kyoko begins to 
wonder if one of her split personalities could 
be responsible.

소나타 The Sonata

늑대인간 Werewolf

컨덕트 The Soul Conductor  너희가 노미를 알아? You Don't Nomi살인마를 키우는 여자 
The Woman Who Keeps a Murderer

France | 2018 | 88min | AP |  15   앤드류 데스몬드 Andrew DESMOND 

Poland, Germany, Netherlands | 2018 | 88min | AP |  15   
아드리안 파넥 Adrian PANEK

Russia | 2018 | 89min | AP |  15   일리야 막시모프 Ilya S. MAKSIMOV USA | 2019 | 92min | AP |  18   제프리 맥헤일 Jeffrey MCHALEJapan | 2018 | 82min | IP |  18   
나카다 히데오  NAKATA Hideo

월드 판타스틱 레드 World Fantastic Red

USA, Canada | 2018 | 110min 
KP |  18  줄리어스 에이버리 
Julius AVERY

NAFF 잇프로젝트 지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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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Fantastic Blue presents sci-fi, fantasy, comedy, 
romance, music and other genre movies. Having overcome 
fear and horror with moments of screaming and 
high blood pressure in the Red section, you are now presented 
with a more cerebral and emotional experience in the Blue 
section. Blue sees a wide variety of genres, from films that 
critique in-depth discourses on life to documentaries that 
make up behind-the-scene stories.

월드 판타스틱 블루에서는 SF, 판타지, 코미디, 로맨스, 
음악영화 등 다양한 장르영화를 선보인다. 레드 섹션에서 비명과 

땀, 심장의 압박 등을 통해 공포와 역겨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른 당신은 이제 블루 섹션에서 두뇌단련과 감정수련을 

거쳐야만 한다. 삶에 대한 심도 깊은 담론을 추궁케 하는 
영화들부터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엮은 

다큐멘터리 등 폭 넓은 장르의 바다는 블루만이 유일하다.

라껠은 절박한 심정으로 은행을 찾는다. 24
시간 이내에 35,000 유로를 마련하지 못하면 딸의 
양육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까다로운 대출심사가 
마침내 통과되어 실행버튼을 누르려는 찰나 
은행강도가 들이닥치고 라껠은 대출실행을 위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는데… 

Raquel needs to pay off corrupt 
government officials to get her daughter 
back and decides to falsify a bank loan 
application. However, as she is collecting 
the money, two bank robbers show up to 
ruin her plan. 

피아니스트인 아카쉬는 시각장애인이다. 개인 
콘서트를 준비하며 성공의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던 
아카쉬는 우연히 살인사건 현장에 가게 된다.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를 느낀 아카쉬는 경찰에 신고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카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이 있다.

A blind pianist takes on a job at a private 
residence only to witness a serious crime. 
His attempts to report the matter to police 
are complicated by his lack of sight and a 
dodgy police officer. 

특별한 인질 70 Big Ones

블라인드 멜로디 Andhadhun

심리상담가인 마는 천계에서 내려온 장수의 신을 
만난다. 뜻하지 않게 신의 힘을 넘겨받은 마는 지상에 
이미 내려온 바람과 비 등을 다루는 신을 찾아 함께 
지구의 종말을 막아야 한다. 우연히 슈퍼히어로가 된 
마의 어처구니없는 모험을 그린 코믹 판타지.  

The God of long-life comes to earth to 
save the world but his power is absorbed by 
Ma Le, a psychologist who makes money 
from other people’s misfortune. They meet 
the four Gods of Thunder, Lightning, Wind 
and Rain and together start an adventure to 
save the world. 

에어포칼립스 Airpocalypse

China | 2018 | 106min | KP |  G    
시아오 양  XIAO Yang

Spain | 2018 | 100min | AP |   
12   콜도 세라 Koldo SERRA

India | 2018 | 139min | KP |   12   스리람 라그하반 Sriram RAGHAVAN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최고급 사륜구동 차량에 
한 청년이 문을 따고 들어온다.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훔치고 오줌까지 갈긴 후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잠긴 채 열리지 않고 총을 쏴 봐도 총탄도 튕겨난다. 
꼼짝없이 며칠을 갇혀 탈진한 그에게 차주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A man breaks into a high-end SUV 
parked in a regular neighborhood only to 
find himself trapped inside. Even more 
distressing, someone on the outside is 
controlling the vehicle and they seem to 
have a plan. 

4X4

젊은 여성 감독과 배우들이 모여 21세기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 일과 사랑에 
대한 고민, 소수자에 대한 억압과 차별, 일상적인 
고뇌와 행복들… 21세기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생각하는지를 스스로의 눈으로 바라보고 
질문을 던진다. 

15 female filmmakers, all born around 
1990, contribute about 6 to 8 minutes each 
to this film showcasing their views of the 
world, society and gender issues.

21세기 소녀 21st Century Girl

Japan | 2019 | 117min | KP |  12   공동감독 (15인) 15 Directors Argentina, Spain | 2019 | 
90min | IP |  15  마리아노 콘 Mariano COHN

월드 판타스틱 블루

orld Fantastic Blue

전직 군인인 고등학교 교사. 학생들은 교사에게 
갖가지 장난을 치지만 탁월한 신체 능력으로 위기를 
벗어난다. 그리고 학생들의 사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주며 마음을 사로잡는다. 견자단의 만능 교사 
연기가 뛰어나고 특유의 리얼한 액션도 살아 있다. 

New high school teacher, Henry, must 
use unconventional teaching methods to 
win over his unruly students. However, just 
when things are going well, an unexpected 
problem means Henry must unite student 
and teachers together to face the ultimate 
battle.

빅 브라더 Big Brother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로마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가족들과 함께 이슬람 커뮤니티에서 살고 있는 파임은 
콘서트에서 만난 반항적이고 매력적인 아시아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슬람 율법에서는 절대 
혼전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는다! 종교와 열정 사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Phaim is a young Muslim born and 
living in Italy. At a concert, he meets Asia, 
his exact opposite: pure instinct, and no 
rules. The attraction between them is 
immediate. Phaim is conflicted between 
his love for the young woman and Islam’s 
inviolable rule of no sex before marriage... 

화성이주선 아니아라는 식량 자급 시스템 뿐만 
아니라 지구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게 해 
주는 힐링 AI 프로그램까지 갖추었다. 우주 부유물과 
충돌해 궤도를 이탈한 아니아라는 수많은 이주민을 
태운 채 기약없는 유영을 하게 되는데… 

Aniara is the story of one of the many 
spaceships used for transporting Earth’s 
fleeing population to their new home-
planet Mars. But just as the ship leaves 
the destroyed Earth, she collides with 
space junk and is thrown off course. The 
passengers slowly realize that they’ll never 
be able to return.

내겐 너무 어려운 연애 Bangla

아니아라 Aniara

Italy | 2019 | 84min | KP |  12   
파임 부이얀 Phaim BHUIYAN

Hong Kong | 2018 | 101min
KP |   G   캄 카 와이 KAM Ka Wai 

Sweden, Denmark | 2018 
106min | AP |  18    
펠라 카게르만, 휴고 릴자 Pella KAGERMAN  Hugo LILJA

유럽의 거장들과 함께 미국의 공포영화 세트 
장에서 촬영 중인 여배우 마벨. 그녀는 시각장애인 
역할을 맡아 다른 장애인 배우들과 함께 연기를 한다. 
하지만 언론으로부터 영화에 대한 비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버려진 병원에서 촬영을 하면 할수록, 
병원에서의 기이한 소문과 현실과 허구, 그리고 
영화와 현실을 구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Mabel and Rosenthal are both hired for 
their looks. They meet on the set of a horror 
movie in this surreal examination of how 
those with physical differences are portrayed 
on film.

영원한 족쇄 Chained for Life

USA | 2018 | 91min | KP |  12   
애런 쉼버그  Aaron SCHIMBERG

19세기 미국 서부의 경계지역, 리지는 문명에서 
벗어나 고립된 삶에 살고 있다. 아무것도 없는 곳 
리지의 집 근처 이웃으로 부부가 새로 이사 오게 
되고, 희망이 없는 광활한 평원에 바람이 불 때 마다 
그들에겐 초자연적인 공포가 불어온다.

A supernatural thriller set in the Western 
frontier of the late 1800's. A plains-woman is 
driven mad by the harshness and isolation 
of the untamed land.

악마의 바람소리 The Wind

USA | 2018 | 86min | AP |  15  엠마 태미 Emma TAM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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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과 단 둘이 살아온 프안제는 종합 격투기 
선수로 각광받지만, 병에 걸린 동생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 돈을 벌겠다고 선수를 그만둔 
프안제였지만, 격투기를 가르쳐 준 관장이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몰리자 복수를 위해 지하 격투기를 
운영하는 블랙에게 도전한다.

A shamed MMA athlete quits his job and 
begins working as a debt collector. Through 
his work, he meets a woman who brings 
new hope to his life and inspires him to 
return to the ring. 

더 파이터 The Fighter

China | 2019 | 100min | IP |  12   박성진 James PARK

영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초자연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로즈는 왕년의 록스타 크리스찬이 
악마에게 영혼을 팔려는 행동을 저지해야만 한다. 
작은 변두리 동네 운전강사인 로즈에게 너무 벅찬 
일은 아닐까 싶기도 한 기묘한 대결의 승자는 
누구일까? 

Rose, a sweet, lonely driving instructor 
in rural Ireland, is gifted with supernatural 
abilities. Christian Winter, a washed up, one-
hit-wonder rock star, has made a pact with 
the devil for a return to greatness. Rose is 
the only one who can stop him. 

운전 강사의 특이한 비밀 
Extra Ordinary 

남자들을 홀리고 다니는 38세의 여인 에리카. 
하지만 실제 나이가 예순인 그녀는 새로운 남자를 
만나 거대한 사기극을 시작한다. 그리고 모든 악행의 
중심에 서게 된다.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에리카 
38>은 남자들의 세계에서 기이한 방식으로 자신을 
찾아가는 중년 여성의 삶을 그려낸다. 키키 키린이 
제작에도 참여한 유작.

Based on the true story of a woman who 
pretends to be 38 to trick men and swindle 
their money.

에리카 38 Erica 38

Japan | 2019 | 104min | IP |  15  히비 유이치 HIBI Yuichi 

Ireland, Belgium | 2019
94min | AP |  15  마이크 어헌, 엔다 로우먼 Mike AHERN, Enda LOUGHMAN

문학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모두 생각하지만, 
여고생인 히비키는 압도적인 필력으로 혜성처럼 
나타난다. 보통의 여고생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감성과 행동력을 가진 히비키는 문학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 문학을 소재로 한 인기 
만화를 영상으로 표현한 이색적인 작품.  

Hibiki is a sensitive 15-year-old girl 
with a talent for writing. She sends a 
manuscript for her novel to a magazine but 
it is ultimately rejected. However, an editor 
happens to find Hibiki’s work in the garbage 
can and takes an interest in the novel. 

히비키 Hibiki

인디 영화감독인 야마모토는 마침내 장편영화 
‘다이너마이트 소울 밤비’를 연출할 기회를 잡는다. 
오랜 기간 함께 작업한 동료들과 크랭크인을 했지만 
제작 환경은 결코 수월하지 않다. 소소한 사건들이 
이어지고, 감독은 뭔가에 홀린 듯 고집을 부리면서 
현장 분위기는 점점 악화되어 간다. 과연 이 영화를 
끝까지 찍을 수 있을까? 

  A young director, Yamamoto, is finding 
success in independent movies and is given 
an opportunity to make a feature-length 
movie, Yamamoto is enthusiastic despite it’s 
relatively low budget. Meanwhile, a “Behind 
the scenes look” of the film is also being 
filmed.  

대학생인 무라드는 힙합을 좋아하지만 부모의 
소원은 당연히 화이트컬러. 래퍼의 공연을 보게 된 
무라드는 랩 경연대회에 나가고 실력을 인정받게 
된다. 한 걸음씩 래퍼의 길로 들어가는 무라드이지만 
현실의 벽은 의외로 높다. 인도의 힙합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영화.

A young man’s parents want him to be 
a white-collar worker. However, his love for 
rap is too strong and he sets out to realize 
his dream despite his family’s objections. 
His journey takes him from rapping on the 
streets of India to the main stage.

몸의 절반 이상이 흉터로 뒤덮인 비키, 염산으로 
피부가 녹아버린 뒤 그녀의 삶은 모든게 바뀌었다. 
새로운 삶의 조건을 찾아가는 여정 속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새로이 정립한다. 2019 선댄스영화제 
월드시네마 드라마 경쟁부문 초청작.

Jade is a young mother in the prime 
of her life when an acid attack leaves her 
severely burned. While her face has been 
reconstructed, her beauty is lost beneath the 
scars. Descending a self-destructive path 
with relationships crumbling, Jade must take 
drastic action to reclaim her life.

다이너마이트 소울 밤비 
Dynamite Soul Bambi

걸리 보이 Gully Boy더티 갓 Dirty God

Japan | 2019 | 109min | IP   
12  마츠모토 타쿠야 
MATSUMOTO Takuya

Japan | 2018 | 104min | IP |  G  
츠키카와 쇼 TSUKIKAWA Sho 

India | 2019 | 153min | KP |  G   
조야 악타르 Zoya AKHTAR

UK, Netherlands, Belgium, 
Ireland | 2019 | 104min | AP |  15  사샤 폴락 Sacha POLAK

정신을 잃었다 호텔방에서 깨어난 아드리노는 
애인 라우라의 시체를 발견한다. 문은 잠겨있고 
꼼짝없이 범인으로 몰린 아드리노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만 한다. 승률 100%의 유능한 변호사가 
아드리노를 찾아와 모든 진실을 숨김 없이 말하면 
무죄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Adriano wakes up in a hotel room next to 
the dead body of his lover. Despite claiming 
his innocence, he is charged with murder. 
He hires Virginia Ferrara, a veteran criminal 
attorney who has never lost a trial. With time 
running out the two must work together to 
create a credible defense.

크레이지 TV의 매니저는 마피아 보스에게 회사를 
싼 값에 넘기기 위해 시청률을 낮추려 한다. 하지만 
그런 사실을 모르는 직원들은 의기투합하여 제작비도 
부족하고, 회사의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화제를 모은다. 70, 80년대 
TV쇼에 대한 향수를 담은 작품. 

A mafia boss begins a plan to lower 
ratings at Crazy TV so he can buy the 
company cheap. He hires a failed director 
with the expectation he’ll fail again. 
However, things don’t go as planned when 
the director unwittingly makes a successful 
new show. 

유명 영화감독인 엔리끄는 한 외딴 섬으로 
납치당한다. 그를 납치한 이는 에머슨이란 청년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영화로 찍는 걸 도와주면 
풀어주겠다고 한다. 이 엉뚱한 영화만들기는 점차 
시적이고 내밀한 시간으로 펼쳐지고 마침내 망각에 
묻혔던 진실의 순간이 드러나는데…

Emerson wants to make a movie about 
his time on the Island, a place where it is 
impossible to leave once you are born there. 
He kidnaps Enrique, a talented filmmaker, 
and together they make a movie with 
unlimited possibilities.

인비저블 위트니스 
The Invisible Witness

매드 매드 매드 쇼 
It's a Mad, Mad, Mad, Mad Show

내 얘기를 찍어줘 Island

Italy | 2018 | 102min | AP |  15   
스테파노 모르디니 
Stefano MORDINI

Taiwan | 2019 | 103min | KP |  
G   시에 니엔주 HSIEH Nien Tsu 

Brazil | 2018 | 94min | AP |  15   
아리 로사, 글렌다 니카시오 Ary ROSA, Glenda NICACIO

불우한 가정환경과 장애로 왕따를 당하던 
소년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던 소녀. 폭력적인 소녀의 
아버지로 인해 헤어진 그들은 어른이 되어 재회한다. 
여전히 아버지의 폭력과 집착에 시달리는 그녀와 
그녀의 딸을 위해, 그리고 어린 시절 꿈을 위해 그는 
히어로가 되기로 한다.

The adventures of Anselmo, who lives 
out his childhood dream by becoming 
Copperman-a superhero dressed in funny 
copper armor and rollerblades. Tackling 
injustices at night, he helps clean up his 
village. Forrest Gump meets Amelie in a 
touching fairy tale for everyone.

코퍼맨 Copperman

Italy | 2019 | 100min | IP |  12   
에로스 뽈리엘리 
Eros PUGLIE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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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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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스캔들로 형을 살게 된 금융가의 셀럽 
주인공. 수감 중 금융피해자의 형과 일당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피해 흉악범들이 모인 독방 감옥으로 
옮긴다. 독방 수감자들의 합창단에 합류한 그는 
지휘자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바깥세상에서처럼 
지능적 수법을 동원하는데…

Celebrity financier Markus Føns is taken 
into custody. Following a brutal assault, 
Markus is placed in a ward that has a prison 
choir, of which inmate Niels is the unofficial 
conductor. Markus joins the choir and 
immediately eyes the opportunity to replace 
Niels at the top of its hierarchy.

아웃 오브 튠 Out of Tune

이상적인 가족과 친구들의 안전한 울타리 속에 
있던 마리우스는 남들과 많이 다른 성격의 프리다와 
학교에 갇히고 함께 사고를 친다. 하지만 사람들은 
프리다를 욕할 뿐 마리우스를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소심한 마리우스는 과연 진실과 진심을 대면할 수 
있을까?  

Two students with opposite personalities 
are paired up to be study buddies. Frida, 
the 15-year-old class outsider, and Marius, 
the perfect student. Their study sessions 
become the catalyst for a turbulent 
relationship. Yet in his fights with Frida, 
Marius also experiences something exciting. 

싸이코비치 Psychobitch

Norway  | 2019 | 111min | AP   
15    마틴 룬드 Martin LUND

Denmark  | 2019 | 93min | AP 
15   프레데릭 에스포크 
Frederikke ASPÖCK

19명의 청년들이 버스 안에서 깨어난다. 버스는 
낯선 공간, 기묘한 분위기의 호텔에 당도하고, 그들은 
차갑고 깐깐한 지배인 아래 악몽 같은 인턴 과정을 
겪어야 한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턴 업무 과정에서 
그들은 각자 자기 속의 유령을 만나며 미쳐간다. 

An eclectic mix of students wake up on 
a cold bus, knowing only they are about to 
start an internship at a remote hotel. They 
understood it would be difficult, but little did 
they know just how hard it would be.

모뉴먼트 Monument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리들리 
스콧 감독의 명작 <에이리언>(1979)의 제작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최초의 스토리를 구성했던 SF 
시나리오 작가 댄 오배넌이 그렸던 청사진들을 토대로 
어떻게 영화가 기획되었는지 알 수 있다. 

This film unearths the untold origin story 
behind Ridley Scott’s Alien(1979), rooted in 
Greek and Egyptian mythology, underground 
comics, the art of Francis Bacon, and the 
dark visions of Dan O’Bannon and H.R. 
Giger. 

메모리: 걸작 에이리언의 기원 
Memory: The Origins of Alien

USA | 2019 | 93min | KP |  12   알렉산더 O. 필립 Alexandre O. PHILIPPE

Poland | 2018 | 118min | AP |  15   야고다 셸츠 Jagoda SZELC

함께 자고, 요리를 하고, 수업도 함께 듣는 
여고생들의 학교생활은 너무나도 즐겁고 화목하다. 
단 좀비만 없다면. 여고생들이 좀비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악전고투를 끔찍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만화적인 설정과 톤으로 담아냈다. 

Four high school girls are enjoying life 
when a virus breaks out, turning people into 
zombies. They are struggling between two 
opposite worlds, one peaceful and one filled 
with zombies. 

학교 생활! School-Live!

도쿄대를 나와 무위도식하는 청년이 
대중목욕탕에서 알바를 하게 된다. 하지만 밤의 
목욕탕은 사람을 죽이고 처리하는 장소였다. 우연히 
살인을 목격한 청년은 동조자가 되고, 고요하던 
일상은 점점 아수라장이 된다. 현대인의 행복에 대한 
의미를 색다르게 풀어낸다.  

Kazuhiko, a graduate of a prestigious 
university, isn’t enjoying his life. He takes a 
job at a bathhouse where he discovers that 
the baths are used as a space for killing 
people after closing hours.  

로맨틱 코미디는 많은 관객들이 사랑하지만 
비평의 영역에서는 종종 잘 다루어지지 않거나 가벼운 
장르로 여겨졌다. 평론가, 배우, 감독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무수한 로코 명작들의 클립을 통해 감독은 
우리 자신의 취향에 대한 여행으로 안내한다. 

British writer, musician and actor 
Elizabeth Sankey investigates the romantic 
comedy genre with the help of critics, 
actors and filmmakers, in the hope of better 
understanding how we look at love and 
romance.

1880년대에 실존했던 락슈미 바이는 인도 
중북부에 있던 잔시 왕국의 여왕이다. 어릴 때부터 
기마와 격투에 능했던 락슈미는 영국의 인도 침략에 
완강하게 맞섰지만 결국 전사한다. 위대한 여성의 
일대기를 스펙터클하게 그려낸 서사극.

The true story of a 22-year-old queen, 
who refused to cede control to the British. 
Dressed as a man, she fought in battle and 
was killed in combat. Her life story and fight 
against the British is an inspiring tale of 
bravery, valor and women’s strength. 

멜랑콜릭 Melancholic

로맨틱 코미디 Romantic Comedy잔시의 여왕 
Manikarnika: The Queen of Jhansi

Japan | 2018 | 114min | KP |  15   타나카 세이지 TANAKA Seiji Japan | 2018 | 101min | IP |  12  시바타 잇세이 SHIBATA Issey  

UK | 2019 | 78min | AP |   G   엘리자베스 생키 Elizabeth SANKEYIndia | 2019 | 168min | KP |   G    
크리쉬, 캉가나 라넛 Rodha krishna JAGARLAMUDI, Kangana RANAUT

갑작스레 담임이 창밖으로 투신한 후 대체교사로 
영재반을 맡게 된 피에르 호프만. 영재들 중 여섯 명은 
비극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차분하다. 우연히 폭력적인 
극기 훈련을 하며 촬영을 하는 그들을 목격한 
피에르는 이들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쫓아가고 점차 
악몽에 시달리는데… 

A high school teacher commits suicide 
in front of his students. The new substitute 
teacher, Pierre, notices that six of his 
students exert a strange influence over the 
rest of the school and suspects they may 
have been involved in the suicide of their 
previous teacher.

점점 범죄들이 많아지며 타락해 가는 바타비아 
시티. 영화감독이 꿈인 보노와 와완은 우연히 
카페에서 슈리마야를 만나 배우로 발탁한다. 무술이 
뛰어난 슈리마야를 실제 거리에 투입하여 범죄를 
응징하는 모습을 찍는 것이다. 현실의 슈퍼히어로는 
과연 가능할까? 

An aspiring actress works as a waitress 
in the crime-ridden city of Batavia. Her 
life is changed forever when she meets a 
film director and is transformed into the 
superhero Valentine. She embarks on a 
thrilling adventure cleaning up the city and 
becoming the role-model her city needs.  

간만에 친구를 만나 섹스를 하고 난 여성은 
조용히 누워 있던 그가 죽은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남자, 엄마의 전혀 의외의 면을 
발견한 소년 등 병렬적으로 4개의 이야기가 하룻동안 
펼쳐지다가 전혀 의외의 결말로 맺어진다.

Four stories where the characters have 
their beliefs tested in a variety of ways. A 
couple tries to get rid of a corpse; a young 
boy meets his estranged father; a son 
discover a side of his mother he never knew; 
and a religious man begins to have doubts 
about God.

학교는 끝났다 School's Out

발렌타인 Valentine슈퍼 디럭스 Super Deluxe

France | 2018 | 103min | AP   
12   세바스티앙 마르니에 
Sebastien MARNIER

Indonesia | 2019 | 94min | WP
12  아거스 페스톨 Agus PESTOL

India | 2019 | 176min | KP |  15   
티아가라잔 쿠마라라자 Thiagarajan KUMARARAJA

음악을 사랑하는 고대왕국이 있었다. 하지만 
침략자 일게르가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면서 모든 
악기를 파괴하고, 악사들까지 죽여버린다. 포악무도한 
일게르는 공주인 에게렐을 곁에 두려 하지만,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로 점점 흘러간다.

In ancient times, music was seen as 
essential to peace. However, the new 
Mongolian King bans music and kills those 
who disobey. Thus begins a tumultuous 
period, which sees the new King needing 
the help of the musicians he previously 
persecuted.

고비의 전설 The Legend of Gobi

Mongolia | 2018 | 110min | KP
G   다바자갈 체렌티메드 Davaajargal TSERENCH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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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ga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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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2018 | 90min | AP |  15   
스테이시 패슨 Stacie PASSON

2018년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빤따th틱 플리마켓’이 올해도 잊지 않고 여러분의 곁을 찾아옵니다. 
가시지 않는 영화의 여운은 잘 만든 굿즈로 간직하는 것이 인지상정.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지 않는 플리마켓. 
영화제 기간 중 단 하루만 열리는 특별한 플리마켓을 찾아 영화제를 더욱 특별하게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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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29 
where you can find movie products, blurays and etc. One-day-only event with free admission. 
Please check our website for detailed information about participating sellers.

ㆍ일시

ㆍ장소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ㆍDate
ㆍVenue

6월 29일(토) 12:00 ~ 17:00
부천시청 1층 로비

June 29 (Sat) 12:00 ~ 17:00 
Bucheon City Hall, 1F Lobby 

빤따th틱 플리마켓

Fantastic Flea Market

ㆍ셀러 Seller

* 셀러는 추가 및 수정될 수 있습니다.
* Seller Returns or refunds 
will be considered on a case by cas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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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Zone is made up of films suitable for all ages 
and allows family audiences to watch movies together 
through the discount policy. Of the nine screenings, the 
best film will be awarded the BIFAN Children’s Jury 
Award, as chosen by a group of 20 children from around 
Bucheon.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로 구성된 패밀리 존은 
입장권 할인 정책을 통해 가족 관객들이 부담 없이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9편의 상영작 중 부천 지역 20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어린이 심사위원단’이 고른 최고의 영화에게는 
어린이심사단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Family   one

6/29
7/1
7/3

FREE
428
615

LS
SO2
MM

20:00
18:00
14:00

GV

6/29
7/6

228
910

SO2
MM

15:30
13:00

6/29
7/1
7/5

217
441
813

SO2
SO2
MM

13:00
20:30
14:00

6/29
7/1
7/6

204
403
901

SO2
SO2
CH

10:30
14:00
11:00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패밀리 존
6년 전 블랙우드 저택 살인사건으로 온 가족이 

모두 죽고, 메리캣과 콘스탄스 자매 그리고 줄리안 
삼촌만이 살아남는다. 운 좋게 살아남은 세 사람을 
의심하는 마을 사람들을 피해 은둔 중인 이들에게 
어느 날, ‘찰스’가 먼 사촌이라며 찾아온다. 소문이 
무성한 저택에 얽힌 비밀을 찰스가 파헤치면서 그날의 
비극이 다시 시작된다.

Two sisters live in a secluded large 
manor and care for their deranged uncle. 
The rest of their family died five years 
before, under suspicious circumstances. 
When a cousin arrives to visit, family secrets 
and scandals are unraveled, and tragedy 
threatens to strike again.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 
We Have Always Lived in the Castle

이혼한 엄마와 함께 사는 클라라는 스타의 꿈을 
안고 있다. 오랫동안 얘기로만 듣던 아버지의 농장에 
가게 된 클라라는 락스타인 줄로만 알았던 아빠가 
광우병에 걸린 농부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는다. 

A little cow, who lives in the city with 
her mum, and dreams of becoming a music 
star. She visits her father in the countryside 
where she learns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to be a star. 

라라의 신비한 모험 Cattle Hill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수하는 수하계곡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할머니의 집에 머물게 된다. 우연히 주워 
든 검은 돌로 인해 우주의 별을 가꾸는 별정원에 
들어가 별정원사 오무를 만난 수하. 그날 밤, 우주의 
어둠을 파괴하려는 플루토 일당과 이에 맞서는 수하와 
친구들의 모험이 펼쳐진다.

Soo-Ha lost her father and so lives in a 
small village with her grandma. When she 
meets an astro gardener, she will have to 
fight tooth and nail to protect the earth from 
a group threatening to destroy the planet.

별의 정원 Astro Gardener

해킹으로 푼돈을 버는 13세 천재 해커 벤자민은 
어릴 적 자신을 장롱 속에 숨겨둔 채 사라졌던 엄마가 
죽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엄마의 생존 흔적을 따라 
가던 벤자민은 덴마크 비밀 경찰과 맞닥뜨리게 된다. 
과연 그들은 왜 엄마를 쫓고 있을까?  

Thirteen-year-old Benjamin discovers 
that his mother didn't die in an accident 
as he was led to believe. The trail points to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Danish Secret 
Service, and he is told to trust no one. 

해커 Hacker

아빠처럼 근사한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인 도시 
소년 야콥은 아빠가 출장간 동안 마스카치카라는 
시골의 사촌 미미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 도시개발로 
마을의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알게 된 야콥과 미미는 
‘말하는 개들’과 힘을 합쳐 이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싸운다. 

Two kids spend their summer vacation 
in Riga, where they discover the local park 
is about to be demolished. With the help 
of some talking dogs, they plan to save the 
scenic greenery from destruction.

야콥과 미미와 말하는 개 
Jacob, Mimmi and the Talking Dogs

Latvia, Poland | 2019 | 70min | AP |   G   에드먼즈 얀슨즈 Edmunds JANSONS Denmark | 2019 | 100min | IP |   G   폴 베억 Poul BERG 

Korea | 2019 | 75min | WP |   G   원종식 WON Jongshik Norway | 2018 | 66min | AP |   G   리스 오스볼 Lise I. OSV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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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존

Forbidden Zone60 61

과학 천재인 16살 소녀 루이스는 우주비행사가 
꿈이다. 하지만 유전적으로 살이 찌는 체질인 
루이스의 몸무게는 100킬로. 대책 없이 식사를 
거부하던 루이스는 결국 입원하게 되고, 같은 병실의 
세 친구와 함께 병원을 탈출해 과학경진대회장으로 
향한다. 

Lois is 16, gifted at physics and dreams 
of becoming an astronaut one day. However, 
she has a problem – she is too heavy, a 
family trait she cannot hope to change. She 
is distraught until meeting 3 teenagers also 
shattered by life’s tough breaks. Together 
they work to make Lois’ dream come true. 

별의 무게 Stars by the Pound

바닷가 휴양지로 가족과 함께 떠난 소년 샘은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중이다. 혼자 남게 될 경우를 
대비해 "외로움 적응 훈련"을 하는 괴짜 소년은 
휴양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테스라는 소녀를 
만나 테스의 엉뚱한 계획에 동참하게 된다.

As the youngest in the family, Sam is 
afraid of being left alone. He starts his own 
‘aloneness training’. But by meeting the 
elusive Tess, who carries a big secret, he 
is drawn into an adventure that makes him 
realize you should cherish your family.

테스와 보낸 여름 
My Extraordinary Summer with Tess

『백사전』은 여러 번 영화로 만들어진 당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전설이다. 인간이 되기 위해 
오랜 세월 기다려 온 요괴, 그들과 사랑에 빠지거나 
유혹당하는 인간의 이야기는 언제 보고 들어도 
매력적이다. 환상적인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온 
<백사전>은 중국의 옛이야기를 매력적인 판타지로 
재창조했다.  

Blanca, a young woman who has lost 
her memory, is helped by Xuan, a snake 
catcher, and together they set off on a 
search to find her identity.

백사전 White Snake

China, USA | 2019 | 99min | KP |   G   AMP 웡, 쟈오 지 Amp WONG, ZHAO Ji  

Netherlands | 2019 | 82min | AP |   G   스티븐 바우터로드 Steven WOUTERLOOD France | 2018 | 88min | AP |  G   
마리 소피 샴봉 
Marie-Sophie CHAMBON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레슬러였지만 큰 
부상 이후 악역 레슬러로 변신한 오오무라 타카시. 9
살인 아들 료타는 악역 레슬러가 된 아버지를 인정할 
수 없다. 타카시는 료타를 위해 마지막으로 명예를 
되찾을 수 있는 타이틀전에 나가기로 한다. 감동적인 
가족영화.

Takashi, a once popular wrestler, returns 
to the ring after a lengthy absence to play 
the ‘heel’ (a bad guy wrestler). When his 9 
year old son discovers his father is regularly 
booed, he feels ashamed. However, a title 
match against a famous young wrestler 
gives Takashi a chance to regain his honor.

아빠는 악역 레슬러 
My Dad is a Heel Wrestler

Japan | 2018 | 111min | IP |  G    
후지무라 쿄헤이
FUJIMURA Kyohei

할머니 몰래 꽃신을 내다 판 수민과 동민. 
할머니가 쓰러진 후 꽃신을 되찾으려 고물상을 찾아간 
수민과 동민은 고물 틈 사이에 빠지게 된다. 
긴 터널을 지나 도착한 그곳은 망자들을 위로하는 
꼭두들이 있는 곳이다. 수민과 동민은 그들과 함께 
꽃신을 찾아 나선다. 
김태용 감독의 국악 공연 <꼭두>의 영화 버전.

Two children sell their grandmother’s 
shoes in order to buy a puppy. When their 
grandmother falls sick, they feel guilty and 
try to retrieve her shoes. However, while 
searching in the trash, they fall into the 
underworld. There they meet Kokdu, who 
joins them on their quest to find the shoes.

꼭두 이야기 
Kokdu: A Story of Guardian Angels

Korea | 2018 | 73min | KP |  G   
김태용 KIM Taeyong

Forbidden Zone will screen five carefully selected horror 
movies that are intended for hardcore enthusiasts who enjoy 
a bone-chilling and nerve-racking experience.

금지구역은 말초신경을 뒤흔드는 작품들로 심신이 얼얼해지는 것을 
즐기는 하드코어 매니아들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엄선된 

5편의 영화들이 당신의 담력을 시험할 것이다.

어느 날 아침, 깊은 숲속에서 깨어난 후마는 
괴담에 나오는 괴물 나마하게를 만나고 아들과 함께 
도망치던 후마는 결혼식장을 찾아가는 예비 부부와 
신부의 아버지를 만난다. 70년대 일본의 괴기 영화를 
연상시키는 비주얼과 분위기가 미국식 크리처 
공포물과 연결되는 고어 호러영화. 

Fuma wakes up with his son Ren in a 
forest when they are suddenly attacked by a 
monster. They later encounter a lost couple 
on the way to a wedding rehearsal and thus 
begins a tale full of surprises. 

초의태인간 Mimicry Freaks

70년대 독일의 함부르크, 못생기고 늘 꾸부정한 
중년남 프리츠 혼카는 동네 바에서 유혹한 외로운 
여자를 혼자 사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와 죽이고 
토막내지만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는다. 실제 
연쇄살인사건을 그린 베스트셀러 원작을 장인 정신에 
가까울 정도로 끔찍하고 정밀하게 묘사한 문제작.

At first glance, Fritz ‘Fiete’ Honka is a 
pitiful loser. The man with the broken face 
parties through his nights and chases lonely 
women at the local bar. None of the regulars 
suspect that the apparently harmless Fiete is 
actually a monster. Based on the true story 
of the notorious German serial killer.

골든글러브 The Golden Glove

할리우드 드림을 꿈꾸며 포르노 배우를 시작한 
2명의 친구가 점점 유명해지는 과정 속에서 배신과 
우정을 겪는다. 명성을 얻었지만 끝내 비극으로 끝난 
두 명의 하급 포르노 배우 스티브 드라이버와 톰 동의 
비극적인 실화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A tragic story of two bottom-feeding 
guys seeking a twisted Hollywood dream 
of becoming famous porn stars, who end 
up putting their friendship in jeopardy with 
psychological strain, betrayals and deep, 
dark secrets and eventually heading to a 
tragic end. 

포르노 엑스트라의 종말 Mope

강인한 여군 마리아는 실험을 통해 탄생한 
초인병사 TS-347를 가로채 연구소를 탈출한다. 
숙취에서 깨어난 페드로는 좀비로 아수라장이 
된 바깥세상에서 마리아를 만난다. 정부는 좀비 
구역에 핵폭탄을 투하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돌연변이가 되는데… 

Maria, a fearless soldier, and TS-347, a 
man with superhuman strength, are being 
pursued by a military cell responsible for 
the zombie apocalypse. Along the way, 
they meet Pedro, a slacker with a hangover. 
However, their escape is complicated by the 
existence of a nuclear bomb.

돌연변이 대격돌 Mutant Blast

USA, Portugal | 2018 | 83min
AP |  18   페르난도 알리 
Fernando ALLE

USA | 2019 | 105min | IP |  18   
루카스 하인 Lucas HEYNE 

Germany, France | 2019 | 
115min | AP |  18   
파티 아킨 Fatih AKIN

Japan | 2018 | 83min | KP |  18   후지이 슈고 FUJII Shugo 

금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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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7/1
7/6

263
449
937

CH
BU6
SO4

24:00
20:00
21:00

6/29
7/4
7/7

263
734
1038

CH
BU3
SO5

24:00
17:00
21:00

6/28
6/29
7/6

147
263
939

BU4
CH
SO6

20:00
24:00
21:00

GV
GV

6/28
7/3
7/6

141
612
940

SO2
BU6
CH

20:00
11:00
24:00

GV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62 63금지구역 Fantastic Short Films

예쁘고 똑똑한 속칭 ‘핵인싸’ 클라라가 어느날 
갑자기 사라졌다! 클라라가 사라지던 날까지 같이 
있었다던 피트. 함께 과제를 수행하던 클라라에게 
호감을 표시했다는 그를 의심했던 경찰은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 그날 밤 벌어졌던 참혹한 사건의 
진실은?

When the brilliant but sexually 
inexperienced computer science student 
Piet is turned down by bright and beautiful 
Klara, he is deeply hurt. He takes a dose of 
a sleep medication, leading to a tumultuous 
night during which he loses his innocence in 
more ways than one.

토막 살인범의 고백 
A Young Man with High Potential

Germany | 2018 | 85min | AP |  
18   리누스 데 파울리 
Linus De PAOLI

Fantastic Short Films showing cinematic imagination at 
its finest for your viewing pleasure. 36 domestic short 
films have been prepared and selected through this year’s 
Korean Short Film entries along with 44 international short 
films from around the world, and 14 animations by from the 
Korean Independent Animation Filmmakers Association. 
All films were selected after intense reflection to repay the 
great interest and support for short films.

장편과는 또 다른 영화적 상상력과 판타스틱한 쾌감을 선사하는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은 올해 한국단편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국내단편 36편과 전세계에서 엄선한 해외단편 44편, 그리고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와 공동으로 한국 독립애니메이션의 
현재를 보여주는 14편의 애니메이션을 준비하였다. 치열한 

고민과 성찰의 과정을 거쳐 준비한 단편 걸작선을 통해 단편들이 
만들어내는 유쾌한 즐거움과 에너지를 만끽하길 바란다.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Dark Imaginary Shadow, Around You

On the last Friday of June, filled with summer night’s damp 
air, we prepared a special night for horror film manias who would 
like to spend the night in thrill of fear watching three special films 
BIFAN selected for you. We specially planned this night for you to 
fully share the panic of hallucinated and cursed character in the 
film! Special gift sets and snacks are also waiting for you, don’t 
miss it!

작년 매니아 관객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스탬프 이벤트를 
운영합니다. 영화 관람 후 BIFAN 여권과 영화 티켓을 안내데스크로 
가져오시면 영화 스탬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화제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기념품이 될 스탬프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The 23rd BIFAN has officially issued souvenir passports for 
the audience. Purchase a passport from the festival’s Goods 
Shops, and present your paper ticket at the information desk. 
Then you can collect our hand-made movie stamps on your 
passport and you’ll be rewarded with the special gift. Please 
note that stamps are only available on the day’s screening, at the 
information desk where the movie was shown. 

ㆍDate
ㆍVenue
ㆍTicket Price

* The Package includes 3 film screenings, a special gift set, 
snacks

ㆍDate
ㆍVenue

*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of the event. 

6월 28일(금) ~ 7월 7일(일)
BIFAN 기념품 샵, BIFAN 안내데스크  

Jun 28 (Fri) 24:00~
Bucheon City Hall, Main Theater (2F)
KRW 20,000 

Jun 28 (Fri) ~ Jul 7 (Sun)
BIFAN Goods Shops, BIFAN Information Desks

심
야
상
영

 패
키
지

M
idnight Screening Package

스
탬
프

 이
벤
트

Stam
p Event

악령과 환영의 밤, 당신을 기다린다

여름밤의 습기가 가득한 6월 마지막 금요일, 공포에 대한 설렘으로 밤을 
지새우고 싶은 매니아 관객 여러분을 위해 BIFAN이 엄선한 3편의 기대작으로 
구성된 악령과 환영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악령과 대화하고 환영에 시달리는 
영화 속 주인공의 공포를 온전히 함께하고 싶은 바로 당신을 위해 준비한 밤, 
한정판 기념품과 간식까지 기다리는 금요일 밤을 놓치지 마세요.

6월 28일 (금) 24:00 ~
부천시청 어울마당

영화 3편 + 한정판 기념품 + 간식  

ㆍ일시

ㆍ장소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ㆍ일시

ㆍ장소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6/28
6/30
7/6

149
358
936

BU6
SO6
SO3

20:00
21:00
21:00

GV
GV



안나 Anna 스감 Smell Director

KIM 돌고 돌아 우린 When We Meet Us삼제왕풀이 Femily 시대가 어느 시댄데 
21st Century Breakdown

외로운 유년시절을 보낸 안나에게 영화는 친구 같은 
존재다. 스스로를 영화로 위로하며 살아온 안나는 영화를 
볼 때마다 하고 싶은 것이 바뀐다. 복싱, 피아노, 이번엔 
탭댄스다. 탭댄스 대회를 나가기 위한 10만원, 하루 종일 
편의점에서 일하는 엄마를 졸라보지만 엄마의 반응은 
냉담할 뿐이다.

Throughout her lonely childhood, movies 
were Anna’s best friend. As she watched 
different movies, her dreams followed that of 
the movies she watched. Boxer, drummer and 
now, Anna wants to become a tap dancer.

“냄새 없이 간다고? 미친놈들…”
근미래 영화과 스멜부 서향은 담배냄새로 망친 냄새를 
다시 만들기 위해 스멜부를 그만둔 현욱을 찾아간다.

“Gotta go without smell? dickheads..” seo-
hyang, at the smell department in future-movie 
part goes to hyun-wook to make the smell 
again spoiled by smell of smoke.

이 영상은 오직 인터넷에 떠도는 저작권이 자유로운 
자료들의 모임으로만 만들어졌다. 그들이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고 있는 허구의 세계와 그들이 딛고 있는 보이지 
않는 층(green screen)에 대해 표현해보고자 했다.

This work is a composition of copyright-
free sources such as old story, music, pictures, 
moving images and voice. An expression on the 
fictional world living together with the invisible 
layer (green screen) where 
they stand on at the same time. 

헤어짐을 말하는 여자와 시작을 말하는 남자. 
과거와 현재의 그들이 한 공간에서 만나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한다.

A woman who talks about the end, and a 
man who talks about the beginning. Both from 
the past and the present, they share a similar 
but different story at the same place.

아들을 낳기 위한 굿을 하는 집, 효진은 엄마를 
괴롭히는 굿을 저지하려고 한다.

In a house where a ceremony takes place 
to give birth to a son, daughter Hyo-jin tries to 
stop a shaman tormenting her mother.

성수는 돈 안 되는 음악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성수는 오늘 영미에게 
이별을 고하러 간다. 어느 시대에나 그러하듯 청춘은 
불안하다. 설령 ‘로봇시대’가 되어도 그럴 것이다. 물론 
거기에 정답은 없다.

Seong-su decides to quit his unsuccessful 
career in music and prepare for the public 
officer exam. Today, Seong-su is going to say 
goodbye to Young-mi. As always, youth is an 
uneasy relationship between dreams and reality, 
even in the ‘Robot Age’.

Korea | 2018 | 21min | WP | 김태진 KIM Taejin

Korea | 2019 | 13min | WP | 노영미 ROH Youngmee

Korea | 2018 | 5min | WP | 강소연 KANG Soyeon

거리의 가능한 불행들 
Possible Misfortunes on the Street

어떤이 
Hey, How Are You?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어떤 과거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형제는 20년 만에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로 향한다.

It’s been a long time since the incident. 
They realize that some of remnants of the past 
do not die out so easily. Two brothers head to 
the place where it all began.

몇 년째 금융권 공채를 준비 중인 영나는 계속 
취업에 실패하며 자신감과 의욕을 잃어가고 있다. 새 공채

시즌을 맞아 취업스터디에 새로 합류한 멤버 선준은 갓 
취업준비를 시작해 긍정적이며 의욕이 넘친다. 
집이 같은 방향이라 매주 함께 버스를 타며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진다.

Young-na is studying to get a job at a 
financial company. Sun-jun, a new member 
of Young-na’s study group, is positive with 
good energy. Contrastingly, Young-Na is losing 
confidence and motivation after failing to find 
employment. Sharing the same bus journey 
home, the two find themselves getting closer 
and closer.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 
Daddy in the Bag

혐오가족 
The Disgusting Family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되었다. 딸은 아버지의 기억이 
담긴 로봇을 가방에 넣고 함께 다닌다. 아직은 어색한 딸과 
로봇 아버지의 이야기!

While her father remains in a vegetative 
state. His daughter carries around a robot that 
stored her father’s memory in her bag. The 
story of a robot father and daughter, and their 
uncomfortable relationship.

변태 성욕자 아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엄마, 
여성을 혐오하는 아들, 남성을 혐오하지 않는 여성을 
혐오하는 딸. 혐오 가족이 어느 날 아빠의 제자이자 여성, 
‘소진’을 마주한다.

The disgusting family: the father with 
a perverted desire, the mother with anger 
management issues, the son with full of hatred 
for women, and daughter with a hatred for 
women harboring no hatred for men. One day, 
they meet So-jin, their father’s student and a 
woman.

6/29
7/1
7/3

BU3
BU5
FA

18:00
11:00
17:00

GV245
410
629

6/30
7/2
7/5

BU3
BU3
BU3

10:30
11:00
14:00

GV309
509
820

Korea | 2019 | 17min | WP | 이민섭 LEE Minseob
Korea | 2018 | 35min | WP | 이광재 LEE Kwangjae

Korea | 2018 | 18min | 박형남 PAK Hyungnam

Korea | 2019 | 12min | WP | 김수형 KIM Suhyoung

Korea | 2019 | 21min | WP | 안창호 AN Whae

Korea | 2019 | 14min | WP | 김미조 KIM Mijo

Korea | 2019 | 31min | WP | 유재인 YOO Jaein

64 65

판
타
스
틱

 단
편

 걸
작
선

Fantastic Short Film
s

Fantastic Short Film
s

판
타
스
틱

 단
편

 걸
작
선

21

1515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Fantastic Short Films



산행 The Hiking 코마 Coma

점선대로 Along the Dotted Line 뱀살 Possession윤회 Samsara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개미를 죽였는가? 
How Many Ants Did We Kill

카메라를 만지며 산에서 쉬고 있는 주혁에게 미자는 
대뜸 사진을 찍어달라며 다가온다. 사진을 찍어주는 
주혁과 미자는 함께 등산을 하며 대화를 나누게 된다.

Juhyuk is taking a short rest with his 
camera halfway up the mountain, when he is 
approached by Mija to take pictures of her. 
They start to climb together while he snaps 
photos.

기억을 잃은 채 경찰서에서 눈을 뜬 중식. 의문의 
소녀가 중식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중식의 기억이 점점 
돌아온다.

A man who has lost his memory wakes 
up at the police office. When a mysterious girl 
identifies him as a suspect. His memory starts 
to come back.

뇌가 부분적으로 인공두뇌인 탓에, 지인은 늘 인간과 
인공지능 중 한 쪽으로만 취급된다. 주변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인은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길 좋아한다.

Ji-in, whose brain is partially artificial is 
always treated either as exclusively human or as 
a full artificial intelligence. Ji-In has difficulties in 
getting closer to human friends, and she loves 
to paint faces.

어릴 때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의 냄새를 맡지 
못하면, 손이 괴물처럼 변하는 ‘류을’. 대학교에 입학해서 
한 선배를 짝사랑하게 되고, 그의 냄새를 맡지 못하자 손이 
점점 괴물처럼 변해간다. 결국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걸 
고백하기로 한 류을.

A young woman’s hands turn into a monster 
when she can’t smell something she likes. Upon 
entering university, she develops a crush on a 
senior, and when she can’t smell him, her hands 
inevitably change. She decides to confess 
everything about herself for the first time.

오랜 시간 동안 열매가 달리지 않는 무화과나무를 
키우던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소년은 꿈을 통해 
잠시 다른 세계로 넘어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무화과 
열매를 얻게 되는 일을 겪는다.

A boy takes care of a fig tree that did not 
bear any fruit for a long time. One day, he goes 
to another world through his dream and gets all 
the fruit he desires. However, he feels like it is 
not enough.

한 여자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듯 
하다. 베란다에서 나온 한 캠코더. 그 속에는 한 아이가 
나온다. 그 아이는 길을 걷다가 개미를 밟게 된다.

A woman looking around seems to have lost 
something. A camcorder found in the veranda 
shows a child stepping on ants as he trots by.

Korea | 2019 | 16min | WP | 공지명 KONG Jimyung
Korea | 2018 | 12min | WP | 박지인 PARK Jeein

Korea | 2018 | 22min | WP | 조영빈 JO Youngbin

Korea | 2019 | 6min | WP | 주현준 JOO Hyunjoon

Korea | 2018 | 15min | WP | 박건 PARK Gun

테이프의 비밀 Don't Speak 구의역 3번 출구 Guui Station Exit no.3

1980년대 등산을 하러 갔다 실종된 남자들. 부패 
흔적 하나 없는 사체로 발견된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카세트 테이프를 손에 넣은 호기심 많은 아이들.
호기심에 테이프를 들어보는데, 그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In the 1980’s, some men died while hiking 
and their bodies were mysteriously found well 
preserved. After investigating, some curious 
guys and girls got their hands on the cassette 
tapes these men were carrying, but when they 
listen to the tape, they somehow lose the ability 
to speak.

선희와 승구는 6개월간의 조정 기간을 끝으로 
법적으로 남이 되려 한다. 재판이 있는 날, 그들은 구의역 
3번 출구 앞에서 재회하게 되고 거리를 헤매며 서로의 
감정을 재확인하려 한다.

Sun-hee and Sung-gu are about to be 
divorced after 6-month-adjustment period. On 
the court day, they meet each other at Guui 
Station, wander the streets and check their 
feelings for each other.

Korea | 2019 | 27min | WP | 김창민 KIM Changmin

박미숙 죽기로 결심하다. 
Misuk PARK Decides to Die.

저기요 Hey

원어민 강사에 밀려 유치원마저 잘린 미숙은 더 
이상은 무리.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꿈에 그리던 센느강 
대신 한강에서 만취한 채 죽기로 결심한다. 분명 한강에 
뛰어들었는데 눈떠보니 집이다. 그리고 웬 처음 본 남자가 
함께 있는데....

Misuk gets fired from her job. While drunk, 
she decides she has had enough, and jumps 
into the Han River. But when she opens her 
eyes, she is at home. And there’s a guy she’s 
never seen before…

영길은 수상한 여인에게 돈을 빌리려다 의심스러운 
가방을 맡게 되는데.. 이 가방 안에 무언가 끔찍한 것이 
들어있는 것만 같아서 영길은 스스로 쫓기기 시작한다.

Young-gil tries to borrow money from a 
suspicious woman, but gets a strange bag 
instead. He begins to panic as he realizes the 
bag may contain something terrible.

Korea | 2019 | 21min | WP | 최지환 CHOI Zihwan

Korea | 2018 | 22min | 최이다 CHOI Iida

Korea | 2019 | 29min | WP | 윤미영 YOON Miyoung

Korea | 2019 | 19min | WP | 김규태 KIM Gyu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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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7/3
7/5

BU4
SO5
SO6

13:00
11:00
11:00

GV222
607
807

6/28
6/30
7/5

BU8
SO5
BU8

17:00
10:30
11:00

GV
GV

138
307
812

파란만장 Stormy 노이지어 댄 핸 Noisier Than Hen

킬러미역의 습격 
Attack of Killer Seaweed

기일 The Anniversary갈귀 Scourge 낚시 Fishing

딸의 문제로 학교에 호출을 받은 상담사 이주. 퇴근을 
하던 중 자신과 닮은 한 아이가 상담실로 오게 된다.

Counselor Eeju gets an emergency call 
from her daughter’s school. As Eeju is leaving 
her office, a distressed girl who resembles her 
comes in.

출산 후 독박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영미는 매끼니 
미역국을 먹는것이 스트레스다. 그런 영미의 집에 미역이 
가득 자라나고 영미는 집과 자신 그리고 가족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미역과 맞서 싸운다.

Young-mi, under duress after childbirth, 
is stressed after eating spicy seaweed soup. 
Seaweed begins to grow in her house, and 
Young-mi must fight against the seaweed to 
protect her home, herself and her family.

순덕은 몇 년만에 만나는 민석을 기다린다. 육섭은 
그런 순덕에게 민석을 맡기지만 탐탁지않다. 집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고 민석은 낯선 순덕에게 숨바꼭질을 하자고 
한다. 그날 밤, 퇴근을 하고 도착한 지희는 민석이를 
찾는데, 순덕은 점점 이상하다.

Soonduk hasn’t seen Minseok for a few 
years. They decide to play hide and seek, but 
when Minseok’s mom arrives home, Soonduk 
starts acting increasingly strange.

Korea | 2019 | 27min | WP | 한정길 HAN Jeonggil

홈 HOME BEHIND THE HOLE

사고로 주인과 멀어진 반려로봇 ‘롬’은 떠돌이 유기견 
‘모글이’를 만난다. 주인에게 돌아가려고하는 ‘롬’과 
인간을 불신하는 ‘모글이’의 동행 이야기.

After parting with its owner over an 
accident, a robot named ‘Rom’ meets an 
abandoned dog, ‘Mogeulee’. Rom tries to go 
back to its owner, but Mogeulee doesn’t trust 
humans anymore. 

출국심사 Immigration 하얀 악마; 금요일 밤 택시드라이버 
White Devil; Taxi Driver on Friday Night

태수는 얻어걸린 5억 계약 건으로 공항으로 기분 좋게 
출발한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전날 같이 술 먹은 친구 
정섭이네 놓고 간 지갑을 받으러 정섭이를 만난다.

Taesoo happily leaves for the airport with a 
500million dollar contract.

Korea | 2018 | 12min | WP | 노유정 NOH Yoojeong Korea | 2018 | 22min | WP | 김은성 KIM Eunseong

Korea | 2019 | 21min | WP | 이기혁 LEE Kihyuk

Korea | 2019 | 15min | WP | 김보솔 KIM Bosol

2020년 방콕, '애니토키'라는 동물말을 해석하는 
장난감이 태국에서 전국적으로 인기를 끈다. 망해가는 
코미디 클럽의 단장은 우연히, 말을 잘하는 암탉을 찾게 
되고 그 암탉은 일약 방콕시내의 스타가 된다. 그리고, 그 
자리를 뺏긴 코미디언은 암탉을 질투하기 시작한다.

Bangkok, 2020: “ANI-TALKY”, a toy that lets 
its user understand what an animal is saying, 
is sweeping across the nation. The director of 
an out of luck comedy club discovers a wise-
cracking hen which becomes an immediate 
sensation. The human comedian who lost his 
job to the hen cannot believe what is happening 
and carries a grudge.

아버지의 기일. ‘은정’은 엄마 ‘미금’ 그리고 남편 ‘
동혁’과 함께 아버지의 재를 뿌린 산을 찾는다. 은정은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는 엄마와 다투고, 그날 밤 산장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엄마의 모습을 목격한다.

At the anniversary of her father’s death, 
Eunjung and her mother go to the mountain 
where her father’s ashes were scattered. Later 
that night, Eunjung finds out something new 
about her mother.

한가로운 오후 바닷가, 남편은 아내에게 출장을 
핑계로 낚시를 즐기고 있다. 멋지게 아내를 낚는데 성공한 
남편의 눈에 두툼한 지갑이 보인다. 남자는 아무도 모르게 
지갑을 자신의 속 주머니로 숨긴다. 신이 난 남자는 급히 
자리를 뜨려 하는데…

A man is enjoying himself while fishing at 
a deserted beach. without telling his wife. he 
spots a bulky fatwallet from afar. Excited, the 
man runs to grab it And with no prying eyes, he 
rapidly hides it in his pocket. Meanwhile, a man 
is trying to get out of his seat, but...

화장실 불법촬영 베테랑 박부장은 사내 화장실에 
설치해놓았던 몰래카메라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그 
후, 불법촬영 노이로제에 걸린 임정희 인턴과의 대결이 
시작 되는데..

Mr. Park likes to illegally record women in 
restrooms. One day, he finds his hidden camera 
set in the toilet has disappeared leading to a 
sparring match with a female intern, who has 
suffered from the illegal filming.

800만원이 필요한 택시기사 경수는 돈을 구하기 위해 
납치극을 벌인다.

A taxi driver, Kyung Su, who needs 8 million 
won, takes a kidnapping job to raise the money.

Korea | 2019 | 24min | WP | 신서영 SHIN Seoyoung

Korea | 2018 | 17min | 박승원 PARK Seungwon

Korea | 2019 | 26min | WP | 정빛아름 JUNG Bitareum

Korea | 2019 | 3min | WP | 이민규 LEE Minkyu

Korea, Thailand | 2019 | 19min | WP   
정승훈 JUNG Seu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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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방식 Love Glitch 데빌 우먼 Devil Woman

뜨거운 그대들에게 
For My Young Fellows

캣 누아르 Cat Noir괜찮아 It's OK 패밀리 매뉴얼 Family Manual

결혼 전 현주는 예비남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 전 
여자친구의 기억을 지운다.

 Before her wedding, Hyeonjoo erases the 
groom’s memory of his ex-girlfriend.

벌목이 한참인 숲 속에서 벌목꾼들과 환경 운동가들이 
대치한다. 열정적인 환경보호주의자 에디는 숲 속에서 
멸종위기 동물을 찾다가 무언가에게 물리고, 이윽고 
그녀는 마치 한 마리의 야생동물처럼 사람들을 물어뜯기 
시작한다. 공포와 유머,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의식까지 
절묘하게 담아낸 작품.

An ambitious science student searching 
for an endangered animal gets bitten, and 
when loggers attack the camp, the changes 
overtaking her body become a threat to all 
sides.

만화를 그리던 남자의 눈 앞에 만화 속 인물들이 
나타나 선택을 강요한다. 이를 참다 못한 남자는 도망치고, 
만화 속 인물들과의 추격전이 시작된다.

One day, the characters of a cartoon 
show up in front of a man who wants to 
be a cartoonist. He runs away, only for the 
characters to give chase.

금이 가버린 관계와 검은 고양이에 관한 짧은 흑백 
필름. 유려한 그림체로 담아낸 매력적인 프로타고니스트와 
영화에서 풍기는 도회적인 감성이 인상을 남기는 작품.

A letter, a broken heart. The sound of the 
rain. A black cat, a plan.

영화촬영현장. 어떤 상황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멋진 
팀워크를 자랑하는 영화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결국 영화를 찍지 못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과연 그는 
그가 꿈꾸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A film crew feel like nothing can break their 
harmony or erase the smiles on their faces. 
Yet a crisis arises and the director falls into a 
situation where he can no longer continue. Can 
he finish filming and make the movie he always 
dreamed of?

32년간 한 직장에 근속하며 모든 것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즐거운 취미로 살아가는 야마다씨. 이제 막 은퇴를 
한 그는 미리 계획한 매뉴얼대로 살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지만 뜻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고 만다.

Jiro Yamada makes instruction manuals that 
meticulously plan out his entire life. However, 
when he is diagnosed with terminal cancer, he 
must change plans and make one final book - 
the “Yamada Family” Manual.

Australia | 2018 | 15min | AP |     
하이디 리 더글라스 Heidi Lee DOUGLAS 

Switzerland | 2018 | 6min | KP | 
오닐 뷔르기 O'Neil BÜRGI

1515

내 이름 송병준! 이렇게 강할 리가 없어!! 
My Name is B.J Song! He Can't be That Strong!!

릴리 Lili

학교에서 조용히 지내는 오타쿠 송병준. 그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용훈이 있다. 용훈은 병준이 만화부 
선배에게 물려받은 소중한 시계를 부숴버린다. 분노에 
가득 찬 병준. 만화부원들과 힘을 합쳐 무찌르기로 
결정한다.

Song Byung-joon is an Ottaku student who 
stays quiet at school. He has a friend Yong-
hoon who torments him. When Yong-hoon 
breaks the precious watch that Byung-joon 
inherited from his senior, he is filled with rage. 
He decides to work together with his friends to 
defeat Yong-hoon.

배우 오디션에 지원한 릴리는 최선을 다해 연기에 
임한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던 남자는 오디션이 
진행될수록 불필요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다. 별다른 장치 
없이 배우의 연기 하나로 영리하게 극을 이끌어나가는 
미투 호러.

In this #metoo horror film, nothing is as 
it seems when an audition between a young 
woman and an older man turns into a cat and 
mouse game for power.

Netherlands | 2019 | 9min | WP |     
잎케 반 베르켈라어 Yfke VAN BERCKELAER

조립 Assembly 피아노 레슨 Piano Lesson

여름 밤, 부부는 완수해야 할 과제가 있다.
One hot summer night, a couple has a 

mission to finish.

고도화된 기술을 자랑하는 미래. 공연을 위해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관할하는 도시를 방문한 
피아니스트는 음악을 통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로봇 인간과 논쟁을 벌인다. 그는 기계가 만들어내는 
연주를 진정한 음악이라 인정할 수 없는데... 
‘인간다움’이 퇴색해버린 사회에 대한 비관적인 스케치.

In the highly digitized near future, a 
pianist travels to a c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erforms a concert with no audience. 
He is going to find out that a girl, the last 
human being in the city, is the only one who 
understands his music.

Taiwan | 2018 | 22min | IP | 양 이치엔 YANG Yi-Chien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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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18 | 11min | WP | 김지홍 KIM Jeehong

Korea | 2019 | 16min | WP | 백선우 BAEK Sunwoo

Korea | 2019 | 26min | WP | 이광호 LEE Kwangho
Korea | 2019 | 19min | WP | 신택수 SHIN Tacksu

Korea | 2018 | 24min | WP | 박재현 PARK Jaehyun

Japan | 2018 | 28min | KP | 우치다 에이지 UCHIDA Eiji  

6/30
7/3
7/5

BU8
BU8
SO3

13:00
14:00
11:00

GV326
626
804

6/29
7/1
7/3

BU4
SO4
SO2

15:30
14:00
14:00

GV234
417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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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시즌 Hunting Season

괴물과 여인 
The Monster and the Woman

콰이어트 존 The Quiet Zone레인 캐쳐 Rain Catcher 완벽한 백색 
Perfectly Spotless

시골 주유소에서 일하는 칼리는 사냥꾼들에게서 
난폭한 짐승이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리고 그날 
밤, 상처입은 짐승이 칼리가 있는 주유소에 출몰한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그에게 다가가는데... 
<사냥 시즌>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여성에게 찾아온 
마법같은 순간을 섬세하게 포착한 작품이다.

Working at a small town gas station, Callie, 
a recovering alcoholic, is struggling to move on 
from her past. When a violent creature escapes 
from a group of local hunters, it happens upon 
her at the station. An unlikely bond between 
the beast and Callie ensues, forcing her to face 
her fears.

어느 한적한 작은 마을에 괴물이 출연한다. 이 괴물은 
천지가 진동할만큼 악취를 풍기며 사람을 잡아 먹을 
정도로 잔혹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괴물이 정말 그러한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블랙 코미디 연극 한 편을 보는 기분의 단편.

A lonely middle-aged woman Machiko 
works in the municipal office of a small town. 
She encounters a monster who turns out to be 
a master of a musical instrument, the shamisen 
zither.

일명 레인 캐쳐라 불리우는 런던의 사진작가. 그의 
일상은 온통 사진을 찍고 집으로 돌아와 암실에서 필름을 
현상하는 일의 반복이다. 허나 그의 사진 속에서 우연히 
한 남자가 발견되고 이 미스테리한 남자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사실에 그의 일상이 흔들린다.

A neo-noir about a young photographer 
haunted by a mysterious man appearing in his 
pictures.

팅은 새하얀 옷을 입고 모든 것이 백색인 아파트에서 
산다.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위생을 유지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으로서의 필수 덕목. 하지만 완벽한 백색의 벽에 
알 수 없는 검은 얼룩이 생기면서 그녀의 정신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

Living in a neat and tidy neighborhood, Ting 
believes that nothing is wrong with her life as 
long as there is no stain in sight. To live up to 
the standard, she will do whatever it takes.

전기에 극도로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전기 
장치가 없는 깊은 숲 속에 피신해 현대 문명의 혜택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 어느 날 그들의 은신처를 
보호하던 전파 망원경이 정지하면서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는데.. 16mm로 촬영한 화면의 질감의 아날로그의 
느낌을 더하는 영화.

A bunch of electro sensitive people live 
peacefully in a restricted area around a radio 
telescope, when suddenly a swarm of drones 
appear. Shot on healthy 16mm.

Canada | 2018 | 12min | AP | 섀넌 콜리 Shannon KOHLI

Japan | 2018 | 30min | KP | 이케다 아키라 IKEDA Akira Germany | 2019 | 26min | WP | 팀 엘리히 Tim ELLRICH

UK, Italy | 2018 | 17min | AP 
미셸 피에스카리스 Michele FIASCARIS Taiwan | 2019 | 26min | IP | 주어 리 CHO Li

당신의 마지막 날 
Your Last Day on Earth

블루-캣-블루스 Blue-Cat-Blues

세상을 떠나버린 아내를 보고 싶은 남자가 시간여행 
업체를 찾는다. 그는 시간여행 동안 꼭 지켜야 할 규칙을 
숙지하는데 첫째는 절대 과거의 사람과 접촉하지 말 
것, 둘째는 시간여행 내내 이베리안 여우탈을 착용하는 
것이다. 포근한 감성과 따뜻한 질감이 사랑스러운 
시간여행 이야기.

A fox-dressed man breaks the space time 
limits with only one goal: to spend some time 
with his wife. But underneath, there lies a far 
more complex and ambitious plan.

철거를 앞둔 건물, 마지막 점검을 하던 타이치는 
미스테리한 남자를 보고 그를 뒤쫓는다. 한편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은 한 소녀가 몰래 건물로 들어오는데. 
타이치와 35년간 건물을 관리한 오노데라, 소녀, 그리고 
신비에 싸인 남자... 낡은 건물 안 두 개의 추격전이 
시작된다.

On a final check at the ruins of a building, 
Taichi finds a mystery man inside. Meanwhile, 
a young girl is chasing a cat and is guided by 
a voice into the building. The drama of chasing 
and hiding is on display in the dismantling of 
Inokashira Hall.

Spain | 2019 | 13min | AP   
마크 마르티네즈 요르단 Marc MARTINEZ JOR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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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 2019 | 18min | IP  
후지와라 리호 FUJIWARA Riho

출장 마사지 Deep Tissue

서로를 모르는 두 남녀가 각자의 페티쉬를 공유하기 
위해 만남을 가진다.

Two strangers meet under mysterious 
circumstances and discover they share a 
mutual fetish.

USA | 2019 | 9min | IP
메러디스 앨러웨이 Meredith ALLO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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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실험 2 The Procedure 2 낙원 Last Stop: Paradise

아홉번째 걸음 Nine Steps 애프터글로우 Afterglow

선댄스 영화제에서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비밀실험> 의 속편. 1편에 이어 남자는 길을 걷던 중 
또다시 납치당하고 비밀실험의 대상이 된다. 이번 실험은 
그에게 어떤 시련을 안겨줄까?

A man is forced to endure another strange 
experiment.

결혼 30년째인 부부는 미지근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람을 다시 젊게 만들어준다는 특별한 곳을 찾는다. 
이 곳만의 놀라운 비법으로 부부는 회춘하고 다시 젊은 
시절의 열정을 되찾지만 모든 일에는 댓가가 따르는 법!

Married for 30 years, a couple try to rekindle 
passion by entering a mysterious institute in 
which they get rejuvenated and fall for each 
other again. Little do they know this comes with 
a price they might not be happy to pay.

늦은 밤. 어린 사울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길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 하지만 
아빠는 하나도 무서울 것 없다며 얼른 발걸음을 떼라고 
재촉한다. 왜 불길한 예감은 항상 적중하는 걸까? 사울, 
복도를 건너가선 안돼!

The night can be dark and full of horror for 
small children, especially for Saul who has to 
cross a long dark corridor to get to the toilet at 
night. His father is trying his best to persuade 
him it is not dangerous and will stand on one 
side of the corridor watching the whole time, so 
there is nothing to be afraid of.

무용가로의 장래가 촉망받는 녹은 홀연히 한적한 
시골로 떠나 버린다. 모두가 자신에게 갖는 기대에 대한 
부담과 그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대한 압박 등에서 벗어나 
그녀는 진정한 행복의 자아를 찾아보려 한다.

A girl is broken after failing to become a 
dancer. She visits a mountain village, where she 
meets an old woman with dementia. Her new 
friend brings a ray of light back into her life.

Canada | 2019 | 3min | IP   
캘빈 리 리더 Calvin Lee REEDER

Taiwan | 2019 | 30min | IP | 콴푸 F.T. 린 Kuan-Fu F.T. LIN

Spain | 2018 | 8min | AP   
모이세스 로메라, 마리사 크레스포 
Moises ROMERA, Marisa CRESPO

Japan | 2019 | 30min | WP
나가누마 리나 NAGANUMA Rina 

메이드 인 재팬 Made in Japan 사라 Sarah

살인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거짓 정보를 미디어에 팔며 
돈을 버는 쿄이치. 그가 만든 거짓말의 끝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비록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자극적인 
정보에 중독된 사회와 개인의 말초신경을 건든 작품.

When a murder is committed, Kyoichi thinks 
he knows one of the culprits. He tweets “I know 
the criminal” on twitter, and is inundated with 
responses.

이성을 보는 눈이 까다로운 트레버는 습관처럼 데이트 
앱을 열심히 탐색하지만 어느 누구도 맘에 들지 않는다. 
그러다 트레버는 ‘사라’ 라는 여자의 프로필을 우연히 보게 
되는데 그녀의 나이는 127살이다.

A guy is swiping through dating app 
profiles. He comes across Sarah, a 127 year 
old woman whose pictures were taken from a 
distance. As he swipes more, the woman gets 
closer. Eventually he can see she is beautiful. 
She’s a match. However, now, he’s no longer 
alone…

Japan | 2018 | 30min | IP   
마츠모토 유사쿠 MATSUMOTO Yusaku

USA | 2019 | 8min | AP | 그레이슨 체니 Grayson CHANEY 

또다른 세계 Another World

’또다른 세계’ 속 귀신들은 혼령을 환생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것을 잊고 환생하기 보다 
이승에서 헤어졌던 동생을 만나길 원하는 소녀와 조우한 
꼬마 귀신은 잠시 임무를 잊고 소녀를 환상적인 길로 
안내한다. 동양적인 세계관과 가족적인 가치를 빼어난 
비주얼로 구현해낸 애니메이션.

In the realm of “Another World”, ghosts are 
told to lead those spirits to the path of rebirth. 
However, one of these ghosts, Little Ghost, 
always loses track of what he is supposed to 
do. When he meets a girl searching for her 
brother, Little Ghost joins her on her quest.

Hong Kong | 2019 | 14min | KP  
토미 카이청 응 Tommy Kai chung NG

기억의 조각 Piece of Memories

인도네시아에서 초청된 다크한 분위기의 애니메이션. 
남자는 자카르타에서 일어난 사건을 뚜렷하게 기억하는 
피해자이다. 5년이 지난 지금 남자와 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든 삶은 어떻게든 
살아가야 한다.

An incident in Jakarta, where he became 
the victim of a tragedy, is clearly remembered 
by a father. After five years, he and his daughter 
continue to live their life.

레플리컨트 마인드 Replicant Mind

사람의 뇌에 있는 마음을 빼고 넣는 기술이 가능한 
시대. 컴퓨터에 저장해둔 마음을 환자에게 주입시키던 
도중 의사는 환자의 마음이 컴퓨터 데이터와 덮어쓰기 
되었음을 깨닫는다. ‘머리 이식’ 이라는 소재를 서늘한 
상상력으로 풀어낸 작품.

While injecting a mind back to their patient, 
a doctor and her assistant realize it has been 
duplicated. Now they must determine which 
copy has to be eliminated: the human or the 
computed duplicate.

Israel | 2018 | 10min | IP 
토머 바인베르크 Tomer WEINBERG

Indonesia | 2018 | 7min | IP  
레인나드 바토리우스 디나타, 피터 수크마 타니자야 
Reinnard Bartholius DINATA, Peter Sukma TANWIJAYA

림보 Limbo

조용한 시골 마을의 중년 남성 호세의 광기와 분열을 
담은 영화.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은 그로 하여금 
아내와 딸에게 총구를 겨누게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남자가 느끼는 기괴한 불안과 긴장은 없어지지 않고 
영화는 다시 파괴적인 결말로 나아간다.

When Xose doesń t manage to adapt to his 
new life, he gets pulled into a self-destructive 
spiral.

Spain | 2018 | 15min | AP
다니엘 비퀘이라 Daniel VIQUEIRA

6/29
7/3
7/5

BU4
SO5
SO6

13:00
11:00
11:00

GV222
607
807

6/28
6/30
7/5

BU8
SO5
BU8

17:00
10:30
11:00

GV
GV

138
307
812

Fantastic Short Film
s

판
타
스
틱

 단
편

 걸
작
선

1518

1211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Fantastic Short Films

74

75

판
타
스
틱

 단
편

 걸
작
선

Fantastic Short Film
s



Fantastic Short Film
s

판
타
스
틱

 단
편

 걸
작
선

첫 경험 My First Time 간조 Low Tide고양이 남자 Latex Meows 로스트 에피소드 Lost Episode

오늘 밤 메기는 드디어 첫 경험을 할 것이다. 그녀는 
첫 경험의 상대로 적당히 귀여운 외모의 코비를 골랐다. 
물론 코비는 그녀가 어떤 의도로 자신을 만나자고 한건지 
꿈에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Tonight Maggie is “doing it” for the first time. 
She meets Kobi, a cute enough guy but who is 
totally oblivious to Maggie’s real intentions…

잭은 아버지와 함께 바다 낚시를 떠난다. 
들뜬 마음도 잠시, 보트가 바다 속 무언가와 부딪히고 
다정했던 아버지는 무섭게 돌변하여 잭에게 물속으로 
들어갈 것을 강요하는데... 깊고 어두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주인공의 서늘한 연기가 이야기의 
미스테리함을 증폭시킨다.

 A boy is excited about heading out to sea 
on a father-son fishing trip, but his father may 
have more sinister intentions.

고양이 남자를 아십니까? 불행한 처지의 한 남자가 
고양이 마스크를 구입한 이후 인생이 달라진다. 사람들은 
처음에 고양이처럼 행동하는 남자를 별종 취급하지만, 
그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남자는 직업도 
갖고 여자친구도 만들고 마침내 고양이 마스크를 쓴 
신분증도 발급받는다.

Julian purchases a cat mask and lives his 
life as a cat. He meets a new girlfriend, Virginia, 
who accepts him as he is. Suddenly, against his 
wishes, Virginia wishes to have Julian castrated 
and a veterinarian appears ready to carry out 
the surgery.

인터넷에 떠도는 비디오, 이미지, 게임 위주의 
도시 괴담을 크리피파스타라고 한다. 이 단편은 유명한 
크리피파스타 중 하나인 자살하는 미키마우스를 씨앗으로 
또 다른 크리피파스타가 줄기처럼 뻗는 현상을 보여준다.

A three-channel visual exploration of suicide 
mouse, the online phenomenon considered 
the forefather of the Lost Episode genre of 
creepypasta.Israel | 2018 | 10min | AP | 아사프 리브니 Asaf LIVNI

Ireland | 2018 | 14min | AP
이안 헌트 더피 Ian HUNT DUFFY 

Spain | 2018 | 11min | IP   
브라이언 로드리게즈 Brian RODRIGUEZ

USA | 2019 | 8min | AP
크리스토퍼 래드클리프 Christopher RADCLIFF

스위치 SWITCH

한 소녀가 설레는 마음으로 첫 경험을 시도한다. 
하지만 절정의 순간 그녀의 몸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고 
그녀는 파트너에게 곧바로 거부당한다. 틴에이지들의 
신체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고민들을 경쾌한 팝 사운드로 
풀어낸 작품.

During her first sexual experience, a 
teenage girl discovers she possesses a 
disturbing ability. A queer, pop and fantastic 
tale about the emergence of sexuality and self-
acceptance.

Belgium | 2018 | 18min | AP
마리온 레나르 Marion RENARD

이 영화는 외딴 숲 속에 사는 미스터리한 두 형제를 
따라간다. 형제를 둘러싸고 기이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형제는 그에 따르는 공포를 극복해야 하는데… 
세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두 형제에 관한 잔혹동화.

3 volumes showing events in the life of 
two young brothers, Eric and Adam Madson. 
In Zombie (vol 1) they find a dead body, which 
appears to be a zombie. In Whispers (vol 2), 
Adam is alone at home, but hears noises coming 
from the dark room upstairs. In Awoken (vol 3) 
Eric wakes up and faces a monster entering his 
room carrying his mother's corpse.

Portugal | 2018 | 18min | AP
루이 페드로 소사 Rui Pedro SOUSA 

하모니 Harmony

총천연색의 자연으로 이루어진 외계 행성에 인간이 
첫 발을 내딛는다. 그는 황홀한 목소리를 지닌 생명체와 
심오한 문답을 나누며 자신이 찾아 헤매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상징적인 비주얼과 독특한 
외계의 사운드가 묘한 조화를 이루는 SF 판타지.

Recounting man's first steps on the 
eponymous exoplanet, ‘Harmony’, which takes 
it‘s name from the landscapes of rainbow 
geologies, and also from a genetic strangeness 
that allows its inhabitants with enchanting 
voices to reproduce among themselves.

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돌팔이 퇴마사 셰이크. 악령에 
들린 아내를 치료해달라는 남자의 의뢰를 받은 셰이크는 
가짜 퇴마 의식으로 사기를 치지만, 남자는 아내가 여전히 
악마에 씌어 있다고 믿는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참신한 
엑소시즘 호러.

Sheikh, a fake exorcist who recently lost his 
daughter and with it his trust in God, visits the 
home of Khalid, a man who claims his wife is 
possessed by a Djinn. He soon finds out that 
things are not as they seem.

France | 2018 | 20min | AP
베르트랑 데조토 Bertrand DEZOTEUX

United Arab Emirates | 2018 | 15min | AP  
하나 카짐 Hana KAZIM 

1518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지닌 해양 생명체의 
인생기. 완전히 생선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도 아닌 
그녀는 ‘반인반어’ 라는 불리한 몸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도 만들고, 사랑도 하고, 직업도 가지며 완전한 인간이 
되려한다. 네덜란드 감독이 일본의 한 마을에서 받은 
영감이 탄생으로 이어진 작품.

An ambitious amphibian sea-creature wants 
to venture into the human world. Her dream to 
evolve into the perfect individual is so strong 
that she overcomes the physical boundaries 
of her fish-body and transforms into a human 
being. Will she ever be content?

Netherlands, Japan | 2018 | 19min | IP   
테사 마이어 Thessa MEIJER

침대맡 이야기 Bedtime Story

엄마는 왜 자기 전에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걸까? 
<침대맡 이야기>는 잠들기 전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듣는 
이야기는 무섭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

A story about the fears we have as children 
that continue into adulthood. Fear knows no 
limits, and of course, everybody knows witches 
do exist.

Spain | 2019 | 9min | IP
루카스 파울리노, 앙헬 토레스  
Lucas PAULINO,  Angel TOR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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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립소 Calipso 도시인 Ipdentical

디테인먼트 Detainment수송선 The Shipment

뇌에 들어가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곰팡이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사람들은 위험을 피해 스스로를 격리시킨다. 
감염되면 처음에는 환각이 보이고 입맛이 없어지지만 
마지막에는 참을 수 없는 식욕이 생긴다. 몇 년째 아내와 
함께 격리된 채로 지내온 남자는 어느 날 보건당국에서 
아내의 감염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받는다.

There is a parasitic fungus that changes the 
neurological system of its hosts, turning them 
into zombies. This story is centered on a couple 
in quarantine, drowned in a toxic and decaying 
relationship for too many years. Now they must 
face this new threat of the parasitic fungus. 

안나는 지적재산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이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보고 비슷한 것을 느끼는 
세상에 질려버린 안나는 어릴 때 들었던 추억의 음악을 
찾아나서기로 결심한다. 획일화 되어가는 사회에 대한 
리드미컬한 단상.

Anna lives in a dystopia where there is no 
intellectual property. Tired of the reality that 
surrounds her, Anna begins the search for the 
only original song she remembers.

한눈에도 앳되어보이는 두 10세 소년이 유아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금된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디테인먼트>
는 30분이라는 비교적 긴 러닝타임을 아이들의 인터뷰와 
플래시백으로 구성한 대담한 작품이다. 2019 아카데미 
단편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연출력을 인정받은 작품.

Two ten year-old boys are detained by 
police under suspicion of abducting and 
murdering a toddler. A true story based on 
interview transcripts and records from the 
James Bulger case which shocked the world 
in 1993 and continues to incite public outrage 
across the United Kingdom.

노예 무역상이었던 과거를 청산하고 지금은 행성 간 
화물을 운송하는 남자. 오래된 수송선이 망가지자 딸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그는 윤리적인 갈등에 놓이게 된다. 
단편 치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 이 작품은 VFX
와 3D 전문가로 활약해온 감독의 대단한 야심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An ex-slave trader struggles to live a 
reformed life as a lowly interplanetary cargo 
hauler. Stranded and broke, he faces his dark 
past and difficult ethical choices in a desperate 
attempt to provide a better life for his daughter.

Portugal | 2018 | 15min | IP   
파울로 A.M. 올리베이라, 페드로 마틴
Paulo A. M. OLIVEIRA, Pedro MARTINS

Spain | 2018 | 9min | AP 
마르코 후타르츠 Marco HUERTAS

Ireland | 2018 | 30min | AP | 빈센트 램 Vincent LAMBE

Canada | 2018 | 30min | AP | 바비 발라 Bobby BALA

가위 Here There Be Monster 붉은 순환 The Feat 

집으로 향하는 스쿨버스 안에서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소녀는 숨죽여 울다 버스 안에서 깜빡 
잠이 든다. 차고지에서 눈을 뜬 그녀는 어둠속에서 거대한 
생명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날 밤, 소녀는 자신의 삶을 위해 난생 처음 용기를 낸다.

After incessant bullying on the bus ride 
home, Elki falls asleep and ends up trapped 
inside the school bus at the empty depot, but 
her frustration quickly turns to dread when she 
sees something lurking in the vast dark yard - 
something big.

레이자라는 젊은 여성이 비밀리에 낙태시술을 해주는 
한 중년 여성을 소개 받는다. 그녀의 집을 방문한 레이자는 
석연치 않음을 감지하지만, 시술대에 누웠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때였다. 마녀 의식, 태아를 먹는 여성 등 
선연한 피의 이미지가 뇌리에 남는 독특한 호러 영화.

At the beginning of the 70's in Spain, Leiza, 
a young city woman is visiting a remote village 
looking for an old lady called Riina, who was 
recommended to her to help deal with an illegal 
matter. Once there, she realizes everything is 
strange and that the old lady seems to have a 
hidden story.Australia | 2018 | 15min | AP  

드류 맥도날드 Drew MACDONALD Spain | 2018 | 15min | AP 
이삭 베로칼 Isaac BERROCAL 

킹덤 Kingdom 

조용하던 숲에 별안간 한 남자가 떨어진다. 길을 
잃은 듯한 남자는 알 수 없는 공간으로 들어가고, 걷고 또 
걷다 별안간 또 떨어진다. 이 단순한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남자는 외로움과 하나된 자신의 마음으로 걸어간다. 
69회 베를린영화제 단편경쟁 부문에 초청된 실험적인 
애니메이션.

The quiet, atmospheric terrain of the 
forest is undisturbed until a man comes along. 
Seemingly lost, he enters the unknown space, 
observing and exploring the area, before he 
starts to fall apart. Beneath the deceptively 
simple actions of the character lies a layered 
approach to his psyche, which hinges on 
isolation and a sense of belonging.

Singapore | 2018 | 6min | KP | 탄 웨이컹 TAN Wei Keong 

15 15

서비스 Service

마트에 장을 보러 간 테드는 직원이 아무데도 
보이지 않자 투덜대며 셀프계산대를 이용한다. 그런데 
셀프계산대의 서비스가 상당히 무례하다! 서비스업 
종사자와 고객의 갈등이라는 소재를 영국식 블랙유머로 
풀어낸 신개념 호러.

Ted is just trying to pay for his shopping, 
but the shoddy self-service till and eerily elusive 
shop workers have other, more sinister ideas. 
A twisted-tech-comedy about just how dark a 
customer service nightmare can get.

UK | 2018 | 8min | AP | 테오 왓킨스 Theo WATKINS

리틀 테이스트 A Little Taste

깊은 숲 속에서 소녀는 혼자 앉아있는 한 여자아이를 
보고 반가움을 느낀다. 서로 처음 만나는 듯한 두 소녀는 
시소를 타며 대화를 주고 받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다. 
서로 다른 의도를 가진 소녀들의 수상한 하루.

A little girl runs through the forest as if 
something or someone were stalking her. When 
she reaches a small clearing, she finds another 
girl playing alone on a swing...

Spain | 2019 | 6min | WP | 빅토르 카탈라 Victor CATALA

우유 Milk

야심한 밤 목이 마른 소년은 부엌으로 가서 우유를 
마신다. 인기척을 느낀 소년은 부엌에 서있는 엄마를 
발견하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의 공포를 그린 
작품.

On a late night, a young teen goes into the 
kitchen for a glass of milk. Upon encountering 
his sleepless mother, he quickly realizes things 
are not as they seem.

Canada | 2018 | 9min | KP   
산티아고 멩기니 Santiago MENGH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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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조각모음 Defragmentation

자니 익스프레스 Johnny Express

모두의 게임 The Game of All

아티스트 110 ARTIST-110

과부하 Overload

Defragmentation(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디지털 
프로세스에 은유적으로 인간의 사고 과정을 대입하여 
양가성이라는 모순된 심리를 표현하고자 한다. 지워지지 
않은 단위의 이야기들은 지워진 단위의 빈자리를 채우며 
재정립되고, 지워진 그것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This work intends to depict a contradictory 
psychology known as ambivalence by 
metaphorically comparing a digital process 
called ‘defragmentation’ to a human thinking 
process. The unit stories that are not deleted 
are reestablished by filling in the empty slots 
of deleted units, thus making it look as if the 
deleted ones never existed.

우주 택배기사 자니는 택배 배송을 위해 우주여행 
중이다. 곧 아주 작은 행성에 우주선이 도착하고, 배달해야 
할 택배를 받는다. 행성 주변을 돌아보지만 택배 수령자는 
보이지 않는다. 혼란에 빠진 자니, 택배 배송 하나로 
인해 보라색 외계인들은 그들의 문명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는데...

Johnny is travelling through space to deliver 
a package. He arrives on the planet and walks 
around looking for the recipient.

할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태어난 가상 캐릭터 ‘찹쌀떡’
이 강아지 친구와 함께 인생게임을 진행한다. 인생게임은 
실제 인생과 비슷하게 초, 중, 고 과정과 대학 과정이 있다. 
자신의 특기를 살려 트럼펫을 연주하기 위해 대학까지 간 
찹쌀떡이 부모의 이혼과 금전적인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게 
된다.

Mochi goes to college to develop his 
talent with the trumpet, but he struggles in the 
midst of his parents' separation and economic 
hardship.

거대한 돔 안의 공장도시의 한 낡은 노동 로봇이 
사고를 일으키면서 그림도구를 발견하며 가는 길마다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 돔을 관리, 감시하는 한 나태한 
관리인은 이 로봇이 그린 그림들을 보게 된다.
An old labor robot discovers drawing tools and 
begins to draw everywhere it moves. A lazy 
guard watching over the factory gets to see the 
drawings.

불의의 사고로 죽은 연인을 그리워하는 남자 
우주에서 오랜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지구로 돌아가는 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사건을 계기로 과거를 
돌아보게 된다.

A man misses his lover who died in an 
unexpected accident. After a long period in 
space, he is about to return to Earth when an 
inexplicable and impossible incident allows him 
to look back in time.

Korea | 2014 | 14min | 황보새별 HWANGBO Saebyul 

Korea | 2015 | 5min | 강수현 KANG Suhyun

미스홍 MissHong

어느 요양원, 치매에 걸려 과거 기억안에 갇힌 한 
할머니가 어릴적 가족과 함께한 추억이 있는 토슈즈를 
잃어버려 생긴 사건을 다루고 있다.

In a sanatorium, a grandma who is trapped 
in her own past suffering from alzheimer’s, loses 
her toe shoes that holds the dearest memory of 
childhood with her family.

Korea | 2017 | 7min | 전종기 JEON Jongki 

그린라이트 Green Light

핵전쟁 이후 오염으로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지구는 
더 이상 생명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폐허 속에서 홀로 
사는 마리는 메마른 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어느 날 우연히 고장 난 로봇 병사 M626을 
발견하게 되고 둘의 삶에는 변화가 생기게 된다.

With the ecosystem destroyed after a 
nuclear war, Mari, a survivor, does all she 
can to rebuild. When she stumbles upon a 
robot soldier in an abandoned city, everything 
changes.

Korea | 2016 | 16min | 김성민 KIM Seongmin 

17

Korea | 2015 | 5min | 우경민 WOO Kyungmin
Korea | 2014 | 16min | 오서로 OH Seoro

Korea | 2016 | 10min | 조예슬 JO Yeseul

12

2019년을 살아가는 진정한 무비러버라면 VR을 놓칠 수는 없는 법. Atlas V, 가오슝, 
샌드박스로부터 온 입증된 추천작부터 국내 그리고 해외 VR초청작에 이르기까지 40 여편의 VR을 
관람하길 원한다면 오라! 어디로? 쓰레기 소각장이 변모한 예술공간, 부천아트벙커로! 

어떻게 보나요?
하나, BIFAN 홈페이지에서 상영프로그램을 확인한다.
둘, 자유로운 상영프로그램 관람을 위해 1일권을 구매한다.
셋, 안내원의 설명을 잘 듣고 주의사항을 익힌다.
넷, 원하는 만큼, 마음껏 VR 관람을 즐긴다.

주의사항이 있나요?
관람권은 1일 단위 판매! 1일권 구매로 하루 동안 VR전시는 물론 컨퍼런스, 파티 참여까지!
모든 상영프로그램은 현장 선착순으로 예약이 진행됩니다!
단,  관람시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안에 모든 작품을 관람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전시 공간들을 맘껏 즐기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간혹 한글 자막이 제공되지 않는 작품도 있어요! 텍스트에 얽매이지 말고 VR의 세계로 빠져보아요!
잘 모르겠다면? 곳곳에 배치된 안내원의 설명에 귀 기울여 주세요!

* 6월 28일(금) 부터 7월 2일(화) 까지 다양한 VR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1일 VR관람권 구입을 
통해 예술과 기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세계 영화계 VR 전문가들을 만나보세요. 

If you are a true movie lover living in 2019, you won’t want to miss 
our VR films! Do you want to see more than 40 VR films, with proven 
recommendations from Atlas V, Kaohsiung and Sandbox, including domestic 
and overseas VR invitations? Then come on! Where to? To B39! A garbage 
incinerator, which has turned itself into the Re-mix Culture Playground!

How to enjoy VR Films
Step 1. Check the screening program on our web pages.
Step 2. Get a Daily Pass at the lobby, Bucheon Art Bunker, B39
Step 3. Listen carefully to all comments and guides from staff.
Step 4. Enjoy VR films to the fullest!

Precautions
You can enjoy all the VR screening programs, conferences and parties for a single 
day only with a daily pass. Daily Passes are sold on a daily basis and screening 
reservations have a first come, first served policy. There may be delays between 
screenings and therefore it might not be possible to watch all VR films in one day.
In order to show films in their best quality, Korean subtitles will not be provided.
Let’s get into the world of VR! Language doesn’t matter!

* We will hold various VR conferences from Jun 28 (Fri) ~ Jul 2 (Tue) as well. 
You can meet VR artists from all over the world, whilst experiencing the cutting 
edge of art and technology fused into one! All with just a daily pass!

6월 28일(금) ~ 7월6일(토) 14:00 ~ 22:00
부천아트벙커 B39  
1일 관람권 20,000원 (구매 당일 Beyond Reality의 모든 프로그램 참여 가능)

Jun 28 (Fri) ~ Jul 6 (Sat) 14:00 ~ 22:00
Bucheon Art Bunker, B39  
KRW 20,000 Daily Pass 

VR 관
람

 Beyond Reality
Beyond Reality Exhibition Guide

ㆍ일시

ㆍ장소 
ㆍ가격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ㆍDate
ㆍVenue 
ㆍTicket Price

*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more information of the program. 

6/29
7/4

SO6
BU8

13:00
11:00

GV220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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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 BONG-BONG Club: Here, Next year-
Wonder Kiddy!

Animation Filmmakers Association (KIAFA)
Shorts from Korea Independent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걸작 애니메이션 콜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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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방 My Father's Room

숙녀들의 하룻밤 Lady's Night

Before & After

남자는 울지 않았다 
The Man Did Not Cry

연애놀이 Love Games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아버지와 헤어져 살게 된 후에 그녀는 어린 시절의 상처도 
아버지에 대한 증오도 점점 잊어간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뜻밖의 순간에 가족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시간들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진다.

Her father abused her during childhood, but 
since he left, her pain and anger has begun to 
fade. One day, unexpectedly, she is struck by a 
revelation about her father’s life that casts her 
feelings about him into confusion.

36세의 기혼 여성이 자신의 어린 시절들과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 지난 나의 성장과정과 만나 볼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어떤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36 year-old married woman spends one 
night with each personality from her life time. 
What if you met yourself from past? What would 
you talk about?

거리 곳곳 빼곡히 들어선 성형외과가 보이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간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책상 위 뒤섞여있던 이력서들 사이로 
성형외과 전단지를 발견한다. 그녀는 밝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육체와 영혼을 의사에게 내맡긴 채 위험한 도박을 
시작하는데...

An advertisement for plastic surgery 
catches a woman’s eye. She decides that the 
key to changing her life for the better is to get 
plastic surgery.

처음으로 우는 날 죽게 되는 운명을 타고난 남자의 
이야기. 사회의 관습이나 문화로 인해 정해진 틀 내에서의 
규범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야기한다.

The story of a man fated to die if he cried.

연인이 놀이를 시작한다. 이미 성인이 된 연인들도 
그들의 연애 안에서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Lovers start games.

Korea | 2016 | 8min | 장나리 JANG Nari Korea | 2016 | 8min | 강민지 KANG Minji

Korea | 2012 | 15min | 정유미 JUNG Yumi

그녀 Her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허물을 빨고 있다. 하지만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시선을 빼앗겨 그녀에게 허물만을 
두고 가버린다. 남겨진 허물과 그녀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그녀의 빨래가 끝나고 있다.

She loves him, so she doesn’t think twice 
about washing the clothes he discards like dead 
skin. But he takes no notice as he has eyes for 
someone else. As time goes by, she continues 
doing the laundry. Her work is almost finished.Korea | 2011 | 19min | 한병아 HAN Byunga 

Manimals

여자는 한때 애인이었던 그들을 동물의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다. ‘나’는 같아도 어떤 이를 만나느냐에 따라 
연애의 양상이 달라진다. 완벽한 연애는 사실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A woman remembers her former boyfriends 
as animals. Even though the “self” may stay the 
same, the aspect of a relationship can change 
depending on whom one meets. The perfect 
relationship might not exist.

Korea | 2017 | 5min | 오지현 OH Ji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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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11 | 9min | 문형일 MOON Hyungil 

Korea | 2015 | 6min | 김고은 KIM Goeun 

15
본격 성인 심리학: 어른은 처음이라서
REAL Adult Psychology:
I’ve never been a grown-up before

2008년에 시작되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세계 최초 판타스틱 영화 산업 플랫폼 NAFF(아시아 
판타스틱 영화 제작 네트워크), 그 성과를 알아보자!

일,
2014년 리 측판 감독의 프로젝트였던 <G 어페어>, 필리핀 공포영화 중 역대 흥행 2위 기록! 
미카일 레드의 <귀신 상담사>, 2017년 블러드 윈도우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가브리엘 
그리에코의 <호흡>, 싱가포르-홍콩 공동제작 스릴러, 샘 로 감독의 <헬 홀>. 네 작품 모두가 올해 
부천 공식 상영작으로 부천을 찾는다!

이,
필리핀의 <워치 미 킬>, 말레이시아의 <엑스엑스레이 III>, 홍콩-중국 공동제작 
<최면재판>, 이승원 감독의 <리벤저>, 윤은경 감독의 <링거링>, 김광빈 감독의 <클로젯> 등 
NAFF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 혹은 선정되었던 영화들이 자국에서 개봉하였거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삼,
칸국제영화제가 선정한 판타스틱 7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시체스, 토론토,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과달라하라, 카이로, 
마카오국제영화제와 함께 ‘판타스틱 7’에 선정되며 전세계를 대표하는 7대 판타스틱영화제로 
등극되었다는 사실도 잊지말자.

Launched in 2008,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NAFF) is world’s first-
ever genre specific film industry program, with continued successful results. 
Let’s look at few of these.

One,
A key project Game of Suspects from 2014? LEE Cheuk-Pan’s film is Bucheon 
Choice selection as G Affairs How about Philippines’ 2nd most successful horror 
movie ever? Mikhail RED’s 2017 project Eerie returns as an official selection 
The first-ever Blood Window project selection from 2017? Gabriel GRIECO 
brings Respira: Transgenesis as a world-premiere title A Hong Kong-Singapore 
coproduction thriller project from 2018? Sam LOH’s Hell Hole comes to BIFAN as 
a world-premiere title.

Two,
Watch Me Kill from the Philippines, XX Ray III from Malaysia, Guilt by Design, a 
Hong Kong-China coproduction, formerly Hypnotize the Jury. Revenger, a film 
by LEE Seungwon, formerly The Legend Lingering, a film by YOON Eunkyoung. 
Closet, a film by KIM Kwangbin. These are completed/soon-to-be completed 
NAFF projects opened/to be opened domestically during 2018-19. 

Three,
FANTASTIC 7, a brand new program of Cannes Film Festival BIFAN, along with 
Sitges, Toronto, SXSW, Guadalajara, Cairo and Macao, was hand-picked by 
Marche du Film of Cannes Film Festival as FANTASTIC 7, a showcase of world’s 
most important genre film festivals and their selected projects.

NAFF and its results so far
Animation Filmmakers Association (KIAFA)
Shorts from Korea Independent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걸작 애니메이션 콜렉션

6/29
7/4

SO6
BU8

15:30
14:00

GV232
726

NAFF, 그
간

 무
엇
을

 이
뤄
냈
을
까

?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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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07 | 103min |  18    
장문일 JANG Moonil

Korea | 2018 | 114min | IP |  12    
최국희 CHOI Kookhee

Korea | 2016 | 120min |  15   
김태곤 KIM Taegon

Korea | 1993 | 111min |  12   
이명세 LEE Myungse

Korea | 2006 | 139min |  18  
최동훈 CHOI Donghoon

Korea | 2012 | 139min |  15   
최동훈 CHOI Donghoon

Korea | 2015 | 109min |  18   
한준희 HAN Junhee

Korea | 2008 | 121min |  12   
정지우 JUNG Jiwoo

Korea | 2010 | 115min |  15   
손재곤 SON Jae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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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 김혜수 Gorgeous Charming Dangerous, KIM HYE-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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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 김혜수
Since her debut, actress Kim Hye-soo has transformed into a 
variety of roles, mesmerizing the audience with her own unique 
charm. Having already marked the 33rd anniversary of her 
debut, she comes to Bucheon as BIFAN's third star to receive 
a special exhibition. Along with her 10 movie masterpieces, a 
colorful event program will be arranged to celebrate her film 
accomplishments.

배우 김혜수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매혹이다. 데뷔 이래 현재까지 배우 김혜수는 다양한 이미지로 
변신을 거듭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관객들을 매혹시켜 
왔다. 어느덧 데뷔 33주년을 맞이한 그가 BIFAN의 세 번째 
배우 특별전의 주인공이 되었다. 대표작 10편과 함께 그의 
영화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마련된다.

평범한 가구공장 직원이던 청년 고니는 우연히 
화투판에 끼어들었다 전국구 타짜로 변모해 간다. 
도박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랑과 우정, 배신과 
암투를 흥미롭게 그려 낸 작품. 허영만의 만화 
「타짜」 4부작 중 1부 ‘지리산 작두’를 영화화했다.

A guy with a talent for cards makes 
his way into the dangerous world of 
underground gambling. Having lost his 
entire savings at a gambling joint. Go-ni 
begins training under a master of gambler, 
in order to win back his money. A film based 
on the comic book Tajja by Huh Youngman.

타짜 Tazza: The High Rollers

미술대학 신입생 영신은 연극반에서 10살 연상의 
연출가 창욱을 만난다. 술꾼에 골초로만 보이던 
창욱인데, 어느 날부터인지 영신에게는 그의 몸짓 
하나, 말 한마디가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첫사랑의 
설렘과 아픔을 애틋하게 담아낸 영화. 김혜수의 
사랑스러움은 두 말이 필요 없다.

A film showing those feelings when a 
person first falls in love. A young freshman 
joins a theatre group and is mesmerized 
by an actor’s performance and deep 
conversations. She finds herself falling 
helplessly in love, despite him being ten 
years older.

첫사랑 First Love

가부장적이며 폭력적인 아빠를 둔 소년이 11
번째 새엄마로 집에 들어오는 여자와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며 겪는 성장 드라마. 미운 정이 고운 정이 되고 
성별과 세대를 초월하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둘의 공감대가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A young boy has seen ten stepmothers 
come and go. He meets the eleventh, and 
despite a rocky start, the two forge an 
unlikely bond. When the boy’s abusive father 
shows up, the boy and his eleventh mom’s 
relationship grows stronger. 

나날이 떨어지는 인기가 걱정스러운 톱스타 배우 
고주연에게 날아든 남자 친구의 바람 소식. 충격을 
받은 주연은 매스컴 앞에서 임신했다며 거짓말을 
한다. 톱스타의 임신 발표는 전 국민을 들썩이게 하는 
스캔들이 되는데, 주연은 과연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까?

A self-centered star actress suddenly 
finds herself in her 40s, with her acting 
career going downhill. She decides having 
a baby will boost her popularity once again. 
However, unable to have a baby of her own, 
she makes a deal with a pregnant teenager 
and a plan to deceive the public.

열한번째 엄마 My 11th Mother 굿바이 싱글 Familyhood 

화끈한 유부녀 이슬과 소심한 유부녀 작은 새. 두 
사람은 각기 훈남 대딩과 능글맞은 증권맨을 상대로 
비밀 연애를 하며 지루했던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다. 
꼬리가 길었던 탓일까?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로 
상황이 꼬여 가지만 그럼에도 경쾌한 소동극이 
펼쳐진다.  

Two bored housewives meet two 
different men in online chatrooms. Their 
online relationships develop offline, as they 
often pass each other unknowingly in the 
hallways of the motels where they meet their 
lovers. However, an unwelcome surprise is 
waiting for them just around the corner…

1997년, 대한민국 국가부도의 날까지 남은 
시간은 단 일주일. 위기를 감지하고 막으려는 사람과 
그 위기를 기회로 한몫을 잡으려는 사람, 평범한 
일상의 소박한 행복을 지키려는 사람, 대한민국을 
뒤흔든 거대한 격랑 속에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In 1997, South Korea was on the brink of 
fiscal disaster. As the IMF moves in, Korea 
and it’s people have some tough decisions 
to make. The film dramatizes the behind-
the-scenes story of the IMF negotiations 
through three parallel stories.

바람피기 좋은 날 
A Day for an Affair

국가부도의 날 Default

Korea | 2007 | 104min |  12   김진성 KIM Jinsung

지하철 보관함에 버려진 여자아이. 그런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속칭 엄마라 불리는 차이나타운의 
대모. 엄마의 손에 길러진 아이는 감정 없는 로봇처럼 
폭력적인 인물로 성장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나타난 한 남자가 그녀의 죽어 버린 일상에 
감정을 일으킨다.

A baby is found abandoned inside a 
coin locker at Western Seoul train station. 
Raised by a beggar until 10, she is taken 
by a corrupt detective who sells her off to 
a crime figure known as Mother. Showing 
toughness, the girl soon becomes Mother’s 
personal debt collector.

차이나타운 Coin Locker Girl

계획적인 지능 범죄에 능통한 한국의 도둑들이 
홍콩의 도둑들과 손을 잡고 마카오 카지노에 숨겨진 
다이아몬드, 속칭 ‘태양의 눈물’을 훔치려는 이야기를 
담은 하이스트 무비. 화려한 캐스팅 라인업과 케이퍼 
무비에 능통한 최동훈 감독이 보여주는 콜라보레이션!

Fresh from a successful heist in Korea, 
a cat burglar and his gang seek to escape 
the eyes of the Korean law by turning their 
attentions to Macau, as they are hired by 
a devious former partner to steal a $20 
million diamond from a Chinese gangster's 
mistress.

도둑들 The Thieves

외동딸과 단 둘이서 빠듯하게 살고 있는 연주의 
이층집에 고상해 보이는 소설가 창인이 입주한다. 
틈만 나면 1층으로 내려와 기웃거리는 그의 행동에는 
수상한 구석이 많지만 왜인지 모르게 연주는 그에게 
끌리는 것만 같다. 연주에게 다시금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일까?

Struggling to support herself and 
teenage daughter, a widow rents out the 
second floor of her home to a man who 
claims to be a novelist working on a new 
book. A battle of wits, charm and various 
tensions ensue with the trio living under one 
roof, each harboring their own elaborate 
motives.

이층의 악당 Villain & Widow

일제강점기 1937년. 조선총독부 1급 서기관으로 
경성에서 여자 깨나 울리며 지내던 이해명은 비밀 
구락부의 댄서 조난실에게 첫눈에 반해 바람둥이 
생활을 청산한다. 하지만 어느 날 난실이 바람처럼 
사라져 버리고, 해명은 난실을 다시 만나기 위해 
시대와 마주한다.

Set in the 1930’s, Lee Hae-myeong is 
a rich and hedonistic playboy who cares 
little for the Japanese colonization of his 
homeland. But things change when he 
falls in love with bar singer Jo Nan-sil, who 
turns out to be a member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모던보이 Modern Boy



한국영화 판타스틱 열전: 미지의 영화, 광기의 장르

A Crazy Chronicle of Korean Genre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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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year’s BIFAN wants to look back on the roots of 
Korean genre films that sought to explore new formats and 
alternatives. The special exhibition, aims to travel through 
Korean film history via Korean-style fantasy films such 
as sci-fi, horror, musical, monster and teen movies. Films 
that have broken the mold and attempted to show genres 
through different perspectives.

올해 BIFAN에서는 한국영화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형식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한국 장르영화의 뿌리를 돌아보고자 
한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굳건한 권위를 깨고 다양한 관점에서 
장르적 시도를 보여주었던 SF, 호러, 뮤지컬, 괴수, 하이틴물 

등 한국형 판타스틱 영화들을 통해 한국영화사를 새롭게 
횡단하고자 한다.

우주인 왕마귀가 지구를 점령하기 위하여 
비행접시를 타고 한반도에 착륙한다. 이에 군관민은 
힘을 합쳐 서울 장안의 고층건물과 주요 통신시설을 
파괴하는 왕마귀에 대항한다. 
<대괴수 용가리>(1967)와 함께 최초 괴수물로 
꼽히는 작품으로 100% 한국 기술로 만든 토종 
괴수물이다. 

A space creature name Wangmagwi (Big 
Devil) lands on earth with the aim of taking 
over the planet. The Korean people must 
unite together to save us all and defeat the 
invading monster.

삼류 나이트클럽의 악사 한은 생활고 때문에 
색소폰을 전당포에 맡긴다. 따분한 협객 생활에 지친 
문은 보스를 배신하고, 미혼모 마리아는 아이를 
잃어버린다. 박찬욱 감독의 두 번째 장편. 60년대 
최고 배우 도금봉의 유작으로 한 시대의 끝과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예견케 한다.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 
최초 상영. 

After witnessing his wife cheating on 
him, a suicidal saxophonist decides he has 
had enough. He teams up with his idiot 
friend, and a single mother who wants to be 
a nun, and together they plan to rob a café.

우주괴인 왕마귀 
Big Monster Wangmagwi

3인조 Trio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시골 청년 현인은 
청운의 뜻을 품고 상경한다. 콩쿨대회에서 장원을 
한 그는 가수로 대성한다. 숱한 여성들의 유혹이 
몰려오지만 시골에서 사랑하던 금녀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한국 음악영화의 효시격인 작품.

A man moves from the countryside to 
the city where he finds fame as a singer. 
His success brings opportunity but also 
temptation. One of the first musical films 
from Korea.

희대의 바람둥이 왕창한과 열 살 연상의 재벌 
외동딸 엄청난의 결혼식 날, 갑자기 신랑 왕창한이 
사라진다. 그를 찾기 위해 긴급 수사본부가 
설치되면서 그의 주변인물들이 차례로 불려온다. 
종잡을 수 없는 스토리와 설정, 그 가운데 난무하는 
수많은 영화에의 인용 등 오랫동안 한국 영화의 
컬트영화 목록 최우선을 차지했던 영화.

A well-known womanizer is set to marry 
the daughter of wealthy business man. 
However, on the day of the wedding, he 
goes missing. The police are called and 
begin an investigation, only to see some 
surprising witnesses come forward.

푸른언덕 The Blue Hill 미지왕 Ambiguous Man

한국 감독 최초로 홍콩에 진출해 홍콩 권격영화의 
시작을 알린 정창화 감독의 대표작. 1973년 홍콩 
영화로는 최초로 미국에 수출되어 그 해 전미 흥행 10
위권에 들면서 홍콩 권격영화의 세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작품. 쿠엔틴 타란티노가 애정을 과시하며 
<킬 빌>(2003)에 인용한 것으로도 유명한 작품이다.  

A young boxer wishes to enter a fighting 
tournament and enlists in a martial arts 
school. However, a gangster is terrorizing 
the town and their paths seem destined to 
meet. He must use the sacred ‘Iron Palm’ 
technique to achieve his goals. 

학교 괴담과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라는 한국식 
공포의 원형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여고괴담>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개봉 당시 흥행에는 
실패했으나 마니아들을 양산하며 지금까지도 사랑

받고 있다. 개봉 20주년을 맞아 디지털 복원 버전이 
최초 공개된다.  

Min-ah finds a strange diary belonging 
to two of her fellow students. Suddenly, 
one of the girls commits suicide without 
warning, and the entire school is shocked. 
Somehow, Min-ah starts to feel like she is 
being possessed by the recently deceased 
student.

죽음의 다섯 손가락 
Five Fingers of Death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Memento Mori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부상만 입고 돌아온 진석은 
언어장애가 있는 수옥과 결혼한다. 수옥은 악착같이 
일해 친정에서 얻어온 대나무로 죽세공업회사를 
세워 부를 이루지만 진석은 추월에게 빠져 수옥을 
구박한다. 김기영 감독의 ‘여’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으로 일하는 여성과 무능한 남편, 
신체적으로 결핍된 여성 등 그의 인장 같은 설정이 
여지없이 등장한다.  

Jin-seok returns home from war and 
marries Sun-ok. They have a son, but the 
son inherits Sun-ok’s stuttering problem 
and is sent to a special school. Meanwhile 
Jin-seok falls for Chu-wol and begins 
abusing his wife.

재개발을 앞둔 미금 아파트 504호에 청년 용현이 
입주한다. 그 곳은 30년 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용현의 전 입주자는 화재로 사망했다. 그는 510호에 
사는 선영을 만나고 과거의 불행과 기억이 악령처럼 
도사린 그곳에서 그들은 점점 광기에 휩싸인다.   

A young taxi driver moves into an 
apartment whose previous occupant 
suffered a grisly death. His wife-beating 
neighbor also knows of a brutal murder that 
occurred in the building a long time ago, and 
yet it still mysteriously affects all their lives.

수녀 Woman of Water 소름 Gooseflesh

Korea | 1979 | 96min |  18    
김기영 KIM Kiyoung

Korea | 2001 | 112min |  18   윤종찬 YOON Jongchan
Korea, Hong Kong | 1972 
97min |  12  정창화 CHUNG Changwha 

Korea | 1999 | 97min |  12   
김태용, 민규동 
KIM Taeyong, MIN Kyudong 

Korea | 1949 | 36min |   G   유동일 YU Dongil Korea | 1996 | 105min |  18   
김용태 KIM Yongtae

Korea | 1967 | 85min |   G  
권혁진 GWON Hyeokjin

Korea | 1997 | 100min |  18  
박찬욱 PARK Chanwook

한국영화 판타스틱 열전: 
미지의 영화, 광기의 장르

대만에서 온 강명은 강원도 백담사에서 열리는 
자연보호 세미나에 가는 도중 언니를 만나러 미국에서 
온 수지의 차를 얻어 탄다. 강명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괴인에게 습격을 받게 되고 그가 3일 전 죽은 
용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벌레를 퇴치하기 위해 
실험 중인 초음파로 인해 시체가 살아난다는 설정에서 
시작하는 한국 최초의 좀비 영화.  

A group of scientists experimenting with 
radio waves accidently cause corpses to rise 
from their graves. The dead are marching 
and are thirsty for blood. One of Korea’s first 
zombie flicks. 

괴시 A Monstrous Corpse

Korea | 1980 | 85min |  12    
강범구 GANG Beomgu 

고등학생 오영심은 자신도 모르게 사춘기를 
맞이한다. 친구의 질투 속에 인기가수 전영태를 
만나고 프로포즈를 받지만 그는 3달 후에 형부가 
된다. 영심의 고통에도 아랑곳없이 경태는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한다. 배금택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 한국 영화 네 번째 여성 감독인 
이미례 감독이 만든 하이틴 영화.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최초 공개된다. 

Yeong-shim’s high school life gets ever 
more complicated as she develops a crush 
on her brother-in-law, while at the same 
time having feelings for her teacher. On 
top of this, she is trying to graduate while 
also dealing with her parents continuous 
squabbling.

영심이 Young-Shim

Korea | 1990 | 100min |   G   
이미례 LEE Mir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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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in Comedy, Loud and Fabulous

대재앙으로 오염된 지구, 권력자들은 
인공지능도시 ‘에코반’을 건설하지만 방사능으로 
오염된 난민들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당시 126
억원의 제작비와 7년의 제작 기간을 들여 완성한 SF 
애니메이션. 미니어처를 제작해 촬영한 실사장면과 
인물들은 2D, 전투기와 모터 사이클 등은 3D로 
제작해 합성한 ‘멀티메이션’이라는 신기술을 통한 
놀라운 시각효과가 압도적인 작품.  

War and pollution has destroyed much 
of the planet’s population. The remaining 
survivors have ingeniously built a city that 
is fuelled by pollution. However, a conflict 
ensues when the city’s inhabitants need to 
continue creating pollution in order to power 
the city.

원더풀 데이즈 Wonderful Days

Korea | 2003 | 86min |  G    
김문생 KIM Moonseang 

고립된 일본식 목재 가옥, 어딘가 기이한 
기운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수연과 수미 두 자매가 
아름답지만 예민한 새어머니와 살게 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장화홍련전」이라는 전한국의 
전통적인 공포를 새롭게 변주한,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에 놓인 두 자매의 아름답고도 슬픈 
이야기. 

After a stay in a mental institute, two 
sisters return home to live with their father 
and cruel stepmother. Not only must they 
deal with a frosty relationship from their 
stepmother, but also a string of ghostly 
incidents that are occurring around the 
house.

장화, 홍련 A Tale of Two Sisters 

Korea | 2003 | 118 min |  12   
김지운 KIM Jeewoon

“Women in Comedy, Loud and Fabulous” is the third 
installment in the series of BIFAN’s special programs that 
focus on genre films and women, the first two being the 
21st BIFAN’s “Terrible Women: Monsters and Villainess” 
and the 22nd BIFAN’s “The Women Who Leapt Through 
Tim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Sci-fi Films.” 
Noteworthy female-led comedy films from the 1930s to 
the present day were selected, and female actors from 
comedic films, such as Marilyn Monroe and Moon-hee Na, 
will be looked at from a new perspective. 

<웃기는 여자들, 시끄럽고 근사한>은 21회 <무서운 여자들: 
괴물 혹은 악녀>, 22회 <시간을 달리는 여자들: SF 영화에서의 

여성재현>에 이은 장르와 여성에 주목하는 세 번째 기획이다. 
193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목할 만한 여성 코미디영화들을 

선정하고, 마릴린 먼로에서 나문희까지 코미디영화에서 
여성배우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 보았다.

웃기는 여자들, 
시끄럽고 근사한

    omen in    
omedy, Loud and 

Fabulous

한국영화 판타스틱 열전: 미지의 영화, 광기의 장르

웃기는 여자들의 웃기는 영화를 보다 깊이 있게 즐기기 위해 준비한 시끄럽고 
근사한 토크 프로그램

1. 장르의 디바 나문희
명실상부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국민배우이자 장르영화의 디바. 배우 

나문희를 말하다.

2. 웃고, 웃기는 여자들의 역사
노골적인 페미니스트 코미디 그리고 여성과 웃음의 관계를 논하다.

3. 응답하라 1990’s: 기획영화/로코/최진실
걸출한 여성 배우들과 뛰어난 여성 제작자들의 시대, 1990년대 한국영화와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배우 최진실에 대하여.

4. 퀴어한 웃음과 만나다
1990년대 퀴어 시네마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힌 독립영화들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퀴어한 웃음’에 대하여.

5. 그 영화에 그 관객: <고스트 버스터즈> 리-부트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 코미디 붐을 이끌고 있는 <고스트 버스터즈>. 

에디터 재재와 페미 ‘코미디 클럽’ 멤버들의 솔직한 이야기.

6. 로코 대해부
로맨틱 코미디는 로맨스라는 당의정을 입힌 독약인가 여성 쾌락과 욕망의 

해방구인가? 로코팬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 

※ 자세한 안내 및 일정은 p. 98에서 확인해주세요.

웃기는 여자들의 웃기는 영화를 보다 깊이 있게 즐기기 위해 준비한 시끄럽고 
근사한 토크 프로그램

1. NA Moon-hee, the Diva of the Genres
It is impossible to talk about the history of Korean comedy 

films without mentioning actress Na Mun-hee, a national treasure 
whom Korean audiences truly love.

2. Herstory in Comedy
A talk center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edy and 

women, along with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importance of 
the ‘Funny Girls’ special exhibition at BIFAN.

3. Comedy of the 1990’s in Korea
Focusing on the 1990’s Korean film industry, discussion topics 

will include Korean films, romantic comedies, and actress Choi 
Jin-sil.

4. Queer/Cinema/Comedy
1990년대 퀴어 시네마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힌 독립영화들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퀴어한 웃음’에 대하여.

5. Fab Movie vs. Fab Fan: Ghostbusters Re-boot
Independent films opened up a new chapter for Queer Cinema 

in the 1990s. BIFAN will discuss the role of comedy in Queer Film.

6. In-Depth Look into the Romantic Comedy Genre
Is romantic comedy a sugarcoated poison pill or an outlet for 

women’s dreams and desires? Romantic comedy fans will not 
want to miss this.

※ For details(Date & Venue etc.), please refer to 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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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토크: 매혹 김혜수
김혜수의 대표작 <타짜> 그 안의 결정적 장면과 매혹의 순간들을 만나본다.

Mega Talk: Gorgeous Charming Dangerous, KIM HYE-SOO
A talk program to meet her reperesentative work of Kim Hye-

soo, Tazza: The High Rollers and her shining moment at the movie.

6월 28일(금) 18:00 <타짜> 상영 후
부천시청 어울마당  
김혜리 (씨네21 기자)
김혜수 (배우), 최동훈 (감독)

Jun 28 (Fri), After 18:00 ‘Tazza: The High Rollers’ 
screening
Bucheon City Hall, Main Theater (2F)  
Kim Hye-ri (Editor, 「Cine 21」)
Kim Hye-soo (Actress), Choi dong-hoon (Director) 

Jun 28 (Fri) ~ Jul 7 (Sun)
Bucheon City Council, 1F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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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geous Charm
ing Dangerous, KIM

 HYE-SOO

ㆍ일시

ㆍ장소 
ㆍ진행

ㆍ패널

ㆍDate

ㆍVenue 
ㆍModerator
ㆍPanel

6월 28일(금)~7월 7일(일)
부천시의회 1층 갤러리  

ㆍ일시

ㆍ장소

ㆍDate
ㆍVenue

전시: 전시로 만나는 배우, 김혜수
매혹, 배우, 김혜수의 빛나는 모습을 더 오래 마주하고 싶다면 오라! 

김혜수를 새롭게 조망하는 특별전시가 영화제 기간 동안 마련된다. Exhibition: Meeting the Gorgeous Charming Dangerous 
Actress, KIM HYE-SOO

A special exhibition of gorgeous charming dangerous actress, 
Kim Hye-soo will be held during the festival.

88 89



웃기는 여자들, 시끄럽고 근사한

동네 민원 요정을 자처하는 옥분 할머니와 공무원 
민재는 앙숙지간이다.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던 
와중 민재의 영어 실력을 알게 된 옥분이 민재에게 
영어 선생님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옥분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영어를 배우고 
싶은 것일까? 장르 영화의 디바, 나문희의 역작. 

The film tells the story of an elderly 
woman who constantly files complaints with 
the local office about the wrongs that she 
sees around her each day. Along the way, 
she forms an unlikely friendship with a junior 
civil service officer who begins to teach her 
English.

홀로 외동딸과 빡빡하게 살아가고 있는 연주의 2
층 집에 고상한 소설가 창인이 입주한다. 틈만 나면 1
층으로 내려와 기웃기웃하는 그의 행동이 여간 수상한 
점투성이지만 왜인지 모르게 연주는 그에게 끌리는 
것만 같다. 과연 그녀에게 다시금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일까?

Struggling to support herself and 
teenage daughter, a widow rents out the 
second floor of her home to a man who 
claims to be a novelist working on a new 
book. A battle of wits, charm and various 
tensions ensue with the trio living under one 
roof, each harboring their own elaborate 
motives.

백치미를 뽐내는 금발의 쇼걸 로렐라이. 그녀는 
백만장자의 아들 에스몬드와의 결혼을 꿈꾸지만, 
에스몬드의 아버지는 돈만 쫓는 것으로 보이는 그녀를 
의심하며 사립 탐정을 고용해 뒷조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영화의 진짜 케미는 로렐라이와 그녀의 단짝 
도로시 사이에서 빛난다. 

Showgirls Lorelei Lee and Dorothy 
Shaw travel to Paris, pursued by a private 
detective hired by the suspicious father of 
Lorelei's fiancé, as well as a rich, enamored 
old man and many other doting admirers. 

아이 캔 스피크 I Can Speak

이층의 악당 Villain & Widow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Gentlemen Prefer Blondes

초자연 현상 전문가 애비, 물리학 박사 에린, 
무기 개발자 홀츠먼이 모여 만든 유령 퇴치 전문 
회사 ‘고스트 버스터즈’.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며 먼지만 풀풀 날리던 어느 날, 뉴욕 한복판에서 
유령들이 출몰했다는 제보가 들어온다. 드디어 준비된 
그녀들이 출동할 차례가 되었다!  

Following a ghost invasion of manhattan, 
paranormal enthusiasts Erin Gilbert and 
Abby Yates, nuclear engineer Jillian 
Holtzmann, and subway worker Patty Tolan 
band together to stop the otherworldly 
threat. 

남자친구와의 키스가 왜인지 역겹게 느껴지는 
메건. 이 사실을 알게 된 메건의 부모는 그녀가 
성소수자가 될까봐 두려워지고, 그녀를 용하고도 
신박한 성정체성 개조 캠프로 보내버린다. <L워드>, 
<길모어 걸스>, <러시안 인형> 등의 유명 드라마를 
연출한 제이미 배빗의 장편 데뷔작. 

Megan is a cheerleader. She has a 
boyfriend. However she doesn’t like kissing 
him, and pictures of girls adorn her locker. 
Megan’s parents conclude she is a lesbian 
and send her to a sexual conversion therapy 
camp. 

100명의 여성이 등장하는 동안 단 한 명의 
남성도 등장하지 않는 ‘여성들만의 영화’. 뉴욕 
맨해튼에 사는 상류층 여자들의 우정과 질투, 사랑 
등을 다룬 작품으로 클레어 부스 루스의 연극이 
원작이다.  위대한 개츠비  의 F. 스콧 피츠제럴드와 
극작가 도널드 오그든 스튜어트가 각본에 참여했다. 

Mary Haines appears to have it all: a 
successful husband, a lovely daughter, and 
the support of a close circle of friends. When 
Mary learns her husband is cheating, her 
pals rally around her. 

고스트 버스터즈 Ghostbusters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예요 
But I'm a Cheerleader

여자들 The Women

사내 연애로 시작해 결혼까지 성공한 봉수와 
소영. 결혼한 부부들이 으레 그렇듯 그들에게도 
권태기가 찾아오고 봉수는 눈엣가시 같은 마누라와의 
이혼을 택하기보다는 깔끔하게 죽이는 편이 낫겠다는 
무식한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90년대 한국 로코붐과 
더불어 최진실의 최전성기를 볼 수 있는 작품.   

After a long term office relationship, 
Bong-su and So-young decide to tie the 
knot. However, marriage life is not as 
fulfilling as they expected. Not wanting a 
divorce, nor to continue the relationship, 
Bong-su decides to hire a contract killer to 
take out his wife.

로맨틱 코미디는 많은 관객들이 사랑하지만 
비평의 영역에서는 종종 잘 다루어지지 않거나 가벼운 
장르로 여겨졌다. 평론가, 배우, 감독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무수한 로코 명작들의 클립을 통해 감독은 
우리 자신의 취향에 대한 여행으로 안내한다.  

British writer, musician and actor 
Elizabeth Sankey investigates the romantic 
comedy genre with the help of critics, 
actors and filmmakers, in the hope of better 
understanding how we look at love and 
romance.

여기 세 명의 여자가 있다. 말단 사무직원 
쥬디, 승진 안 되는 커리어 우먼 바이올렛, 육감적인 
몸매의 비서 도랠리. 그녀들이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은 성희롱을 일삼는 성차별주의자 부사장에 
대한 분노다. 이제 참다못한 그녀들의 판타스틱한 
복수가 시작된다.   

Stuck in a dead-end job under a boss 
that she trained, Violet Newstead is at her 
wit's end. But when the boss’ secretary and 
a new hire decide that they've had enough 
too, their revenge fantasy becomes hilarious 
reality in a scheme that spins out of control !

마누라 죽이기 How to Top My Wife 로맨틱 코미디 Romantic Comedy

나인 투 파이브 Nine to Five

되는대로 막 사는 약물 중독자 루스는 또 
임신했다. 법원은 루스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낙태를 권고한다. 그런 그녀를 
둘러싸고 ‘프로-라이프’와 ‘프로-초이스’ 사이의 
전쟁이 벌어진다. 서늘한 블랙 유머로 여성의 몸이 
어떻게 전쟁터가 되어가는지 보여주는 수작.  

An irresponsible, drug-addicted, 
recently impregnated woman finds herself 
in the middle of an abortion debate when 
both parties attempt to sway her to their 
respective sides.

해리와 샐리는 각자의 친구들과 EX였기에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나마 가까워진 건 최근이다. 
딱히 만날 이도 없어 친구처럼 지내는 둘의 관계는 
뉴욕이라는 공간 속에서 점점 특별해져만 간다.
90년대 로코붐의 시작이자 시나리오 작가 노라 
에프런의 대표작이며, 맥 라이언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던 작품.  

Harry and Sally have known each other 
for years, and are very good friends, but 
they fear sex would ruin their friendship.

시티즌 루스 Citizen Ruth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When Harry Met Sally

USA | 1996 | 106min |  15   알렉산더 페인 Alexander PAYNE

USA | 1989 | 96min |  15   로브 라이너 Rob REINER

Korea | 1994 | 100min |  18   
강우석 KANG Woosuk 

UK | 2019 | 79min |  G   엘리자베스 생키 Elizabeth SANKEY  

USA | 1980 | 110min |  15   
콜린 히긴스 Colin HIGGINS 

USA, Australia | 2016 | 116min
12  폴 페이그 Paul FEIG

USA | 1999 | 81min |  15   
제이미 배빗 Jamie BABBIT

USA | 1939 | 133min |  G   조지 큐커 George CUKOR

Korea | 2017 | 119min |  12   
김현석 KIM Hyunsuk 

Korea | 2010 | 115min |  15   
손재곤 SON Jaegon

USA | 1953 | 92min |  15   하워드 혹스  Howard HAWKS

Women in Comedy, Loud and Fabul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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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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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2008 | 103min |  G   
앤드류 스탠튼 
Andrew STANTON 

USA | 2001 | 146min |  12  
스티븐 스필버그 
Steven SPIELBERG

USA, UK | 2005 | 109min |  G   
가스 제닝스 Garth JENNINGS

부천의 과학기술과 로봇산업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 ‘로봇 특별전: 인간을 
넘어선 미래’ 개최를 기념하여 부천에 위치한 최첨단 로봇 전시장 ‘부천로보파크’를 
영화제 관객들에게 오픈합니다. BIFAN에서 영화를 관람한 관객이라면 모두 무료입장, 
올해가 아니면 다시는 없을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로봇 토크 콘서트
로봇 영화를 통해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 해박한 지식과 따뜻한 입담을 가진 로봇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쓸모있고 유익한 토크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로봇에 관심이 있다면 
나이불문 누구나 참여 가능. 6월 29일(토) 14시 CGV부천 8관, 무료입장. 상세한 
내용은 99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로봇 이벤트 존
로봇 영화와 더불어 로봇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존을 운영합니다. 유아를 

동반한 가족 관람객부터 성인들까지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체험과 전시, 
그리고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층에 마련된 관객 휴식존에서 땀을 식히면서 재미난 
이벤트에도 참여해 보세요! 부천시청 잔디광장 내 컨테이너 부스에서 운영. 

로봇 굿즈 대방출 
로봇 특별전을 기념하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부천산업진흥원이 콜라보한 

아주 특별한 굿즈를 관객 분들께 선물로 드립니다. 로봇 특별전 상영작 또는 토크 
콘서트를 관람한 관객이라면 누구나 득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배포 일정과 
방식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Robot Talk Concert
A special session to take a look into the future through a film about 

robots with witty & knowledgeable robot experts. Age doesn’t matter for 
those of who are interested in Robots. 14:00 on Saturday, Jun 29 at CGV 
Bucheon 8. Free admission. For more details, please refer to p.99.

Robot Event Zone 
BIFAN runs ”Robot Event Zone” from Jun 28 (Fri) to Jul 7 (Sun) where 

the visiting audience can have hands-on experience with Robots. Enjoy 
various kinds of activities, robot performances, and robot games. Robot 
Event Zone is located at Lawn Square of Bucheon City Hall.

Grand Release for Robot Souvenirs
In celebration of BIFAN’s Robots Special Program, BIFAN x Bucheon 

Industry Promotion Agency collaborated special souvgranenirs are ready 
for the visiting audience. For those of who have watched one of the films 
from Robots Special Program or Robot Talk Concert will get a chance 
to win the goods. Please visit our website to find more about the release 
dates and how to get.

6월 28일(금) ~ 7월 7일(일) 10:00–18:00   ※7월 1일(월) 휴무

올해 영화제 티켓 지참하여 로보파크 매표소 방문시 1인 무료입장

BIFAN 관객 부천로보파크 무료입장 이벤트

로봇 특별전과 함께하는 풍성한 이벤트

Events with BIFAN’s Robots Special Program

ㆍ운영일자

ㆍ이용방법

A special chance to learn and experience Bucheon’s science 
technology and Robot industry. Celebrating BIFAN’s special program 
‘Robots: Future Beyond the Human Race’, Bucheon ROBOPARK, a high-
tech Robot Museum located in Bucheon is open its door to the festival 
audience for free! For those of who watched a film at BIFAN can get this 
wonderful chance of free admission! Don’t miss it!

Free Admission to the Bucheon ROBOPARK for BIFAN Audience

Jun 28 (Fri) ~ Jul 7 (Sun) 10:00-18:00  
*CLOSED on Jul 1 (Mon)
Present a film ticket (of this year’s BIFAN) at the 
ROBOPARK ticket office. (1 Free admission per ticket)

ㆍOpening hours

ㆍHow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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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UK | 1985 | 94min |  18    
존 휴즈 John HUGHES 

USA | 1982 | 118min |  15   
리들리 스콧 Ridley SCOTT  

USA | 1973 | 88min |  15   마이클 크라이튼 Michael CRICH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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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특별전: 인간을 넘어선 미래 Robots: Future Beyond the Human Race

Robots have been portrayed in movies in various forms, from 
friendship with humans to annihilating humankind. Now, for us 
living in the 21st century, robots are not merely objects to be viewed 
in movies but are beings to be seen in our daily life. 
Just like most advanced human technology, robots are becoming an 
axis of daily life with their bold evolution. In this special exhibition, 
co-hosted by the Bucheon Industry Promotion Agency, we will have 
a chance to look at the identity of robots in the history of film and 
predict how the future will unfurl.

로봇은 인간의 친구 혹은 지배하고 절멸시키는 존재 등 다양한 
모습으로 영화 속에 그려져 왔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로봇은 더 이상 영화 속 피사체가 아닌 일상의 존재다. 
발전된 인류의 테크놀로지만큼 로봇도 과감한 진화와 함께 

시나브로 일상의 축이 되고 있다. 부천산업진흥원과 공동주최하는 
이번 특별전에서 우리는 영화사와 함께했던 로봇들의 아이덴티티를 

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순식간에 종말을 맞은 지구. 은하계 지역 
발전계획에 따라 4차원 고속도로 건설을 해야 한다는 
이유다. 외계인 친구 덕에 겨우 살아남은 아서 
덴트는 은하계를 돌아다니는 우주선의 히치하이커로 
살아가게 되고, 상상 이상의 갖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 

Arthur is trying to stop his house from 
being knocked down when he is suddenly 
transported to outer space by his friend 
Ford Prefect, moments before earth's 
destruction. The two embark on a wacky 
adventure through the galaxy, seeking the 
meaning of life while experiencing the weird 
and wonderful along the way.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The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무분별한 환경오염으로 지구에서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이 불투명해지자 인류는 호화 우주선 
액시엄 호를 타고 우주로 나간다. 지구에는 
쓰레기를 치우며 정화 작업에 나선 로봇 월-E
만이 남아있다. 너드와 흡사한 월-E가 로봇 이브와 
사랑에 빠지는 러브 스토리.

From the director of Finding Nemo 
(2003) comes the story of a charming 
robot who discovers life is more than his 
programming. After meeting Eve, a search 
robot sent to Earth on a scanning mission, 
Wall-E gives up his lonely existence and 
embarks on an adventure across the 
galaxy.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는 등 환경이 
열악해지자 인류는 로봇을 만드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 한 가정에 입양된 로봇 데이비드. 
데이비드는 자신이 인간이 아닌,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엄마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소년은 인간이 
되길 꿈꾼다.

David is a robotic boy programmed to 
show love and emotion and is adopted by a 
family whose real life son has been stricken 
by disease. As the human son unexpectedly 
recovers, David is soon abandoned and, 
with the help of some new found friends, 
begins a quest to become a real boy. 

월-E Wall-E

에이 아이 A.I. Artificial Intelligence

2019년의 LA는 완벽한 회색의 도시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 행성으로 떠났고,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빈민가에서는 날마다 비가 내린다. 인간과 
동일한 외양의 레플리컨트가 반란을 일으키고 지구로 
도망오자 그들을 잡기 위해 경찰들이 총동원된다. 
사이버펑크의 걸작.  

Director Ridley Scott’s definitive version 
of a classic sci-fi adventure. In a world 
where human like bioengineered beings 
known as replicants exist, Deckard is a 
replicant hunter on a mission to eliminate 
four escaped replicants who have travelled 
to earth. However, he encounters a 
mysterious woman, leading him to question 
what it means to be human.

블레이드 러너 Blade Runner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넘치는 16살 동갑내기 
친구 개리와 와이어트.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너드일 뿐이다. 영화 <프랑켄슈타인>(1931)에서 
영감을 받은 소년들은 첨단 컴퓨터를 이용해 완벽한 
여자를 만들겠다는 몽상을 하게 된다. 청춘영화의 
셰익스피어라 불린 존 휴즈 감독이 그려낸 ‘매드’ 
고등학생들의 망상.  

Two high school nerds have their 
frankenstein-inspired experiment 
unexpectedly taken to the next level when 
they create the perfect woman. The pair’s 
out of this world creation then guides the 
duo through the pleasures and pitfalls of 
adolescence.

신비의 체험 Weird Science

서기 2200년. 지구와 환경이 유사한 알테어-4 
행성을 조사하기 위해 떠났지만 행방불명된 탐사선 
벨레레폰호. 벨레레폰호를 찾기 위해 연합 혹성 
순양함 C-57-D이 출항한다. 미지의 세계에서 만나는 
새로운 생명체와 인간 그리고 로봇의 섬뜩하면서도 
환상적인 이야기가 펼쳐진다.

In this classic and much-emulated work 
of science fiction, a rescue mission to a 
distant planet discovers the two survivors of 
a spaceship that crashed 20 years before. 

금지된 세계 Forbidden Planet

USA | 1956 | 98min |  12   프레드 M. 윌콕스 Fred M. WILCOX

성인들을 위한 복합놀이공원 ‘델로스’는 서부 
개척 시대, 중세 유럽 시대, 로마 시대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과 똑같은 외양을 가진 로봇이 선사하는 
신세계의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일상에 지친 변호사 피터는 친구 존과 함께  델로스를  
찾아온다. HBO드라마 <웨스트월드>의 원작. 

A robot malfunction creates havoc and 
terror for unsuspecting vacationers at a 
futuristic, adult-themed amusement park.

이색지대 West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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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th is Mine: Original Beastly Cr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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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트 인 피스 Rust in Peace 선스프링 Sunspring 노 게임 It’s No Game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로봇이 깨어난다.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로봇은 자신의 집, 그리고 자신을 만든 
주인에게 돌아가고자 머나먼 거리를 여행한다.

An abandoned robot awakes alone in a 
junkyard. He travels home, to his creator’s 
ranch, to learn if the love he feels is returned. 

20년 전 컴퓨터는 세계 최고의 체스 플레이어를 
이겼다. 몇 년 전 컴퓨터는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를 
이겼다. 오늘 날 컴퓨터는 세계 최고의 감독들을 이기기 
위해 노력 중이다. <선스프링>은 컴퓨터 인공지능이 모든 
시나리오를 쓰고 사람이 연출한 첫 번째 단편영화이다.

It's about three people living in a weird 
future, possibly on a space station, probably 
in a love triangle. A computer generated 
the screenplay for this short science fiction 
film. Except Sunspring isn't the product of 
Hollywood hacks—it was written entirely by 
an AI. 

시나리오 작가들이 파업을 하면 스스로 ‘벤자민’
이라고 칭하는 A.I 봇이 그들의 역할을 대신 할지도 
모른다. ‘인간’ 시나리오 작가와 ‘시나리오 봇’이 협업하여 
시나리오를 쓴 단편. 데이빗 핫셀호프가 출연한다.

With a possible screenwriters strike 
looming, they should beware as Benjamin a 
self-named artificial intelligence bot might just 
take their jobs.

USA | 2018 | 18min | AP | 윌리엄 웰스 William WELLES

UK | 2016 | 9min | 오스카 샤프 Oscar SHARP

UK | 2017 | 8min | 오스카 샤프 Oscar SHARP

우주에서 날아온 물질이 인간이 만들어낸 각종 
쓰레기들을 에너지원으로 성장하며 거대한 괴수 
헤도라로 변신한다. 헤도라의 인류 파멸을 막을 
상대는 언제나처럼 고질라다. 인간이 배출한 쓰레기의 
해악을 보여주는 고질라 시리즈의 걸작. 

Hedorah is a monster formed from 
pollution threatening to wipe out mankind. 
Godzilla returns to defend Japan from 
extinction, and do battle with the monster. 
The 11th film in the Godzilla franchise.

고질라 VS 헤도라
Godzilla vs. Hedorah

외딴섬으로 탐험을 떠난 사람들은 원주민이 
신으로 숭배하는 갓파라는 존재의 알을 발견한다. 
알이 부화한 뒤 나타난 것은 날개 달린 도마뱀의 
모습이었다. 고질라와 가메라에 필적할 갓파의 국내 
첫 공개.  

An exploration team travels to a 
remote island where the natives worship 
a mysterious deity known as Gappa. After 
discovering an egg and bringing it back 
to Tokyo, the egg hatches and a strange 
bird-lizard like creature appears. Soon the 
hatchlings ginormous parents come looking 
for their baby, destroying everything in their 
path. 

대괴수 갓파 
Gappa, The Triphibian Monster

1965년에 만들어진 가메라의 탄생 30주년 기념 
작품. 아이들의 친구로 인식된 가메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그려내며 괴수 영화의 새로운 미래라는 
평가를 받았다. 요코하마 영화제, 블루리본 감독상, 
일본 SF 대상 등을 수상한 가네코 슈스케의 걸작.     

Gamera is a giant flying fire-breathing 
turtle that battles the Gyaos, giant winged 
creatures that attack humans. A reboot of 
the Gamera film series, the ninth installment, 
and the first entry in the Heisei Gamera 
trilogy.

메카고질라의 역습
Terror of Mechagodzilla

가메라 - 대괴수 공중결전 
Gamera: The Guardian of the Universe

지구인의 모습으로 위장한 제3혹성인이 지구를 
점령하기 위해 최강의 생명체 고질라를 모방한 금속 
소재 메카고질라를 만든다. 괴수와 기계수의 대결이 
흥미롭다. 15번째 고질라 시리즈이며 고질라 탄생 20
주년을 기념하여 만들어졌다.    

An alien race plans to take over the 
earth and rebuilds the once destroyed 
Mechagodzlla to conquer the planet. Joining 
them is Titanosaurus, a gigantic amphibious 
dinosaur controlled by a treacherous 
scientist. Earth’s only hope is Godzilla, but 
it will need the help of humans to take down 
the two colossal monsters and defeat the 
extraterrestrial invaders.

Japan | 1975 | 83min |  G   
혼다 이시로 HONDA Ishiro  

Japan | 1995 | 96min |  G  가네코 슈스케 KANEKO Shusuke  

Japan | 1967 | 84min | KP |  G   
노구치 하루야스, 
하시모토 히로시, 하야시 이사오 
NOGUCHI Haruyasu, HASHIMOTO Hiroshi, HAYASHI Isao

Japan | 1971 | 85min |  G  반노 요시미츠 BANNO Yoshimitsu 

In this monster special exhibition, you can watch 
Japanese classic monster movies, such as the ever 
popular Godzilla, the turtle-like Gamera, and the giant 
monster Gappa. All these works come back to Bucheon 
with newly remastered versions. It is also the only 
opportunity to see the Heisei Gamera Trilogy on the screen 
all at once.

방사능의 영향으로 깨어난 고질라, 거북이를 닮은 가메라, 
대괴수 가파 등 특촬물의 성지인 일본 클래식 괴수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괴수 특별전에서는 모든 작품이 새롭게 

리마스터링 된 판본으로 부천 관객들을 찾아온다. 
헤이세이 가메라 트릴로지를 한꺼번에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하다.

로봇 특별전: 인간을 넘어선 미래

퍼즐 Puzzle 아이와 로봇 Robot Will Protect You로봇은 로봇이다 A Robot is A Robot

가족과의 불화로 지구를 폭발시키고 우주에서 혼자 
사는 남자가 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코스모’라는 로봇이 
우연히 떨어진다. 귀여운 외형에 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따라다니는 이 로봇은 원래 지구에 살던 브라이언이라는 
소년의 생일 선물이었지만 지구의 폭발로 우주를 떠돌다 
그에게 온 것이었다!

After blowing up the Earth, Destructor 
finds himself quite lonely on his tiny plot of 
land floating in the middle of space. One day, 
Cosmo, a little hi-tech toy robot crosses his 
path and confuses Destructor with Brian, the 
little boy he was intended to for his birthday.

2062년. 사이버 스페이스가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제공하는 시대. 인구를 유지하려는 정부는 아이들을 
돌보는 로봇을 가정에 공급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 진짜 ‘사랑’이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9살 소녀 
티나와 그녀를 돌보는 로봇 SAM-53이 있다.

2062: When Cyberspace offers total 
emotional satisfaction online, the government 
encourages people to procreate by offering 
the incentive of a free robot to help with the 
children. One rainy night 9 year old Tina and her 
guardian robot, SAM-53, set off on a quest that 
asks: do we still need love in the real world?

전쟁에 참전했다 불구가 되어버린 로봇이 있다. 
노부인이 운영하는 고양이 미용샵에 취직한 로봇은 
효율적으로 일하며 소임을 다한다. 한때 전쟁터에서 적을 
잔인하게 죽였던 살인병기는 평화로운 일상을 즐길 권리가 
있는가? 마지막까지 영화를 보고 나면 제목이 뜻하는 
의미를 알게 된다.

A disabled robot war veteran finds its home 
among humans in the tender care of an old lady, 
who hires him in her hair salon for cats. Can it 
leave its days as a ruthless killer robot behind 
or is it going to act on the sinister murderous 
instincts that are a key part of its programming? 

Denmark | 2017 | 6min | AP
에밀 프리츠 에른스트, 닐라 뢰피케 드리센 
Emil FRIIS ERNST, Nilas RØPKE DRIESSEN

Estonia | 2019 | 11min | AP
니콜라 피오베산 Nicola PIOVESAN

Belgium | 2018 | 19min | AP  
올리비에 페루 Olivier PAIRO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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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에 사는 소년 토오루는 해변에서 거북이 
알을 발견한다. 알에서 부화한 거북이에게 토토라는 
이름도 지어주며 가족처럼 지내는 토오루이지만, 이 
거북이가 지닌 엄청난 힘을 알지는 못했다. 가메라 
탄생 40주년을 맞이하여 제작한 작품.  

A man finds a mysterious egg that 
hatches a baby turtle. The man decides 
to raise the turtle, not knowing it to be a 
Gamera, a large turtle like creature that 
saved the world 33 years earlier. When a 
man eating beast appears, it’s up to the 
small Gamera to save the world as the 
previous Gamera had done before. 

가메라 - 작은 용사들 
Gamera the Brave

Japan | 2006 | 96min |  G   
타사키 류타 TASAKI Ryuta

가메라가 괴수와 싸우는 와중에 부모님을 잃은 
소녀가 이리스라 불리는 괴물과 손을 잡고 거대한 
복수극을 준비한다. 구름처럼 하늘을 채운 갸오스 
무리들로부터 가메라는 승리할 수 있을까? 헤이세이 
가메라 3부작의 완성이며, 선과 악의 새로운 정의를 
보여준다. 

A young girl, whose parents had been 
accidentally killed by the giant fire breathing 
turtle Gamera, forms a special bond with 
a monster known as Iris and seeks to take 
revenge on Gamera. The 11th movie in the 
Gamera series and final part of the 1990s 
Gamera trilogy. It is the sequel to Gamera 2: 
Assault of the Legion.

가메라 3 - 사신 이리스의 각성 
Gamera 3: Revenge of Iris

정체불명의 운석이 일본에 떨어지고 난 후, 
괴생물체들이 출현해 인간들을 습격한다. 입에서 불을 
뿜으며 날아다니는 거북이 가메라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수호자다. 일본 최초의 SF 잡지 「성운」

에서 유래된 유서 성운상 미디어 부문 수상작.   
Insectoid aliens crash land on earth via a 

meteor and proceed to invade Japan. Only 
Gamera, the giant fire breathing turtle, can 
defend the planet. The 10th movie in the 
Gamera series and the second of the 1990's 
Gamera trilogy movies, being the sequel to 
Gamera: Guardian of the Universe.

가메라 2 - 레기온 내습 
Gamera 2: Assault of the Legion

Japan | 1996 | 99min |  G   
가네코 슈스케 KANEKO Shusuke  

Japan | 1999 | 108min |  G   
가네코 슈스케 
KANEKO Shusuke  

애비는 남편이 운영하는 바의 직원인 레이와 
불륜 관계. 남편 마티는 사립 탐정을 고용해 불륜의 
증거를 확보하고 분노한다. 레이를 마티를 해고하고 
사립탐정에게 두 사람의 청부 살인을 의뢰하는데… 
“분노의 저격자”로 출시된 바 있는 코엔의 데뷔작. 
부천에서 4K 최초공개.  

A rich but jealous man hires a private 
investigator to kill his cheating wife and 
her new man. But, when blood is involved, 
nothing is simple.

블러드 심플 Blood Simple

홍콩 영화 <당수태권도>(1972)를 프랑스어로 
새롭게 녹음하여 급진적인 정치 영화로 재구성한 
대표적인 상황 주의 영화. 하지만 그 원전이 된 
홍콩영화 <당수태권도>의 기원은 한국 액션 영화 
<정도>(1973)로 이어진다. 70년대 한국의 액션 
영화는 어떻게 홍콩과 프랑스를 거쳐 다시 현재로 
돌아왔는가. 영화 상영 후 이어질 강의와 함께 이 
기이한 여정의 비밀을 찾아볼 예정이다.  

A classic kung-fu movie has its dialogue 
altered to reflect the battle between 
proletariats and the bureaucracy, with the 
proletariats using discourse and bureaucrats 
using a mixture of violence and assimilation. 
A humorous look at a serious subject. 

변증법은 벽돌을 깰 수 있는가?
Can Dialectics Break Bricks?

아이돌 지망생이었던 미유는 병 속의 지니를 
만나게 된다. 1991년으로 돌아간 미유는 대학생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난다. 아이돌 마니아인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미유는 어머니와 함께 아이돌 
그룹을 결성한다. 빽 투 더 퓨처의 스토리 속에서 
펼쳐지는 일본 아이돌의 역사.   

A present-day high school student is 
transported back to 1991, where she goes 
to school alongside her parents. Worried her 
parents do not get along, she devises a plan 
to form the idol group AGS16 to ensure her 
parents fall in love.

빽 투더 아이돌 Linking Love

Japan | 2017 | 116min | IP |   G   
가네코 슈스케 KANEKO Shusuke   

France | 1973 | 90min |  18   
르네 비에네 Rene VIENET

USA | 1984 | 99min | AP |  18  조엘 코엔, 에단 코엔 Joel COEN, Ethan COEN

We have created three special screenings, 
all of which have different meanings. 
The 4K version of the Coen brothers' legendary debut, Blood 
Simple, which was released here as Sniper in Anger, 
will be screen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e have also 
prepared a screening of France's representative situational 
film, Can Dialectics Break Bricks?, which is based on the 
original Korean action movie Crush, and heavily influenced 
by Hong Kong kung fu films.  Finally, Kaneko Shusuke's sci-
fi comic Linking Love recounts the history of Japanese idols 
in a time-slip format.

각자 다르지만 모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세 개의 
특별상영작을 마련하였다. “분노의 저격자”로 출시되었던 
코엔 형제의 전설적인 데뷔작 <블러드 심플>의 4K 버전이 

국내 최초 상영되며 일본 아이돌의 역사를 타임슬립 
형식으로 되짚어보는 가네코 슈스케의 코믹 SF <빽 투더 

아이돌>과 홍콩영화를 원전으로 삼았지만 한국 액션영화가 
원작이었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상황주의 영화 <변증법은 

벽돌을 깰 수 있는가?>의 상영도 준비하였다. 

뜨거운 영화의 열기를 음악으로 더해줄, BIFAN이 준비한 판타스틱 뮤직페스티벌. 
A Special, Fantastic Music Film Festival @ B39

7. 5 (금) ~ 7.6 (토)
부천아트벙커

Jul 5 (Fri) ~ Jul 6 (Sat)
B39

판타스틱 뮤직페스티벌 Fantastic Music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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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아트벙커B39 특설무대

부천아트벙커B39 일대

부천아트벙커B39 특설무대

MMH홀

부천아트벙커B39 일대

MMH홀

부천아트벙커B39 특설무대

바스커션

리엘,디어모션

바스커션

클럽토이디

재즈라이징스타 2019

바스커션

G2, Flakko, Owell mood

크라잉넛

바스커션

MFB

바스커션

스위스탄산수

컨트리공방

바스커션

G2, Flakko, Owell mood

하림과 블루카멜

ㆍDate
ㆍVenue

7/3
7/6

619
919

SO4
FA

14:00
15:30 7/3

7/6
632
927

SO4
FA

17:00
18:00

Mega Talk

6/29
7/4

264
744

FA
SO4

24:00
20:00

6/29216 FA 13:00 Lecture

6/28
7/2
7/5

111
548
806

BU6
BU4
SO5

11:00
20:00
11:00

GV

7/2
7/4
7/7

534
742
1022

SO6
SO2
SO4

17:00
20:00
15:30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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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프로그램
메가토크

KR

1. 장르의 디바 나문희
명실상부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국민배우이자 장르영화의 디바. 배우 나문희를 

빼고 대한민국 코미디 영화와 코미디 연기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용한 가족>에서 시작해서 <권순분 여사 납치사건>, <수상한 그녀>를 지나 
<아이 캔 스피크>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 온 그의 연기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6월 28일(금) 17:00 <아이 캔 스피크> 상영 후

CGV 소풍 3관 
손희정(문화평론가)
심혜경(영화연구자)

ㆍ일시

ㆍ장소

ㆍ진행

ㆍ패널

강연

1. 전용의 계보: <정도>에서 <당수태권도>로, 그리고 
<변증법은 벽돌을 깰 수 있는가?>까지 

홍콩 액션영화 <당수태권도>를 원전으로 삼은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 상황주의 
영화 <변증법은 벽돌을 깰 수 있는가?>. 하지만 <당수태권도>의 시작은 다시 한국 
액션영화 <정도>로 이어진다. 한국의 액션영화 <정도>는 어떻게 홍콩을 거쳐 프랑스로 
갔으며 다시 한국영화로 돌아왔는가. <변증법은 벽돌을 깰 수 있는가?> 상영 후 유운성 
평론가의 강연과 함께 한국영화사에 있어 가장 흥미로운 전용의 사례를 만나본다.

6월 29일(토) 13:00 <변증법은 벽돌을 깰 수 있는가?> 상영 후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유운성(영화평론가)

ㆍ일시

ㆍ장소

ㆍ패널

마스터클래스

1. 메모리: 걸작 에이리언의 기원 - 
알렉산더 O. 필립 감독의 다큐멘터리 만들기

리들리 스콧 감독의 SF 호러 걸작인 <에이리언>이 영화화 되기까지의 배경을 
보여주는 신작을 들고 부천을 찾은 알렉산더 O. 필립 감독. 이 작품과 함께 <78/52>, 
<점쟁이 문어 파울의 일생>, <최신 좀비 가이드> 등 판타스틱 다큐 작업들을 통해 그의 
기상천외한 영상세계를 살펴 볼수있는 소중한 기회가 펼쳐진다.

6월 30일(일) 13:00 <메모리: 걸작 에이리언의 기원> 상영 후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알렉산더 O. 필립(감독)

ㆍ일시

ㆍ장소

ㆍ패널

2. 김우형, <리틀 드러머 걸> 촬영의 모든 것
박찬욱 감독의 첫 BBC 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에서 유려하면서도 황홀한 촬영을 

선사하며 한국 촬영감독으로는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 TV크래프트 어워즈(BAFTA)에서 
촬영, 조명상을 수상한 김우형 촬영감독과 함께 <리틀 드러머 걸> 촬영의 모든 것과 
카메라 뒤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다.

7월 2일(화) 18:00  *무료입장

한국만화박물관

김우형(촬영감독)

ㆍ일시

ㆍ장소

ㆍ패널

토크 콘서트

1. 로봇 토크 콘서트 - 인간과 로봇의 미래
로봇 특별전의 일환으로 각 분야의 로봇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로봇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영화 <로봇, 소리>를 연출한 이호재 감독, 「월간로봇」 의 편집자이자 미국 
최초의 성인형 휴머노이드 찰리(Charli)를 디자인 한 엄윤설 작가 및 로봇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 로봇 영화를 리뷰하고 ‘인간과 로봇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6월 29일(토) 14:00  *무료입장

CGV 부천 8관
이호재(감독), 엄윤설(작가, 키네틱아티스트)

ㆍ일시

ㆍ장소

ㆍ패널

6. <페르소나>, 그들 각자의 이지은
이경미, 임필성, 전고운, 김종관. 현재 가장 활발한 에너지로 한국영화계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네 명의 감독들이 그들 각자의 이야기를 한 배우를 통해 풀어냈다. 
대중음악계 최고 스타 아이유와는 또 다른 배우 이지은의 서로 다른 네 개의 얼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페르소나>를 스크린으로 만나는 첫 자리, 그리고 그 동안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나눠본다. 

6월 29일(토) 18:00 <페르소나> 상영 후
한국만화박물관

ㆍ일시

ㆍ장소

7. 20년의 재회, 그리고 계속되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한국영화에서 가장 성공적인 호러시리즈이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개봉 20주년을 맞아 디지털 복원판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영화와 함께 20년전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0년만의 동창회, 그리고 
여전히 계속되는 그들의 이야기. 

6월 30일(일) 17:30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상영 후
한국만화박물관

ㆍ일시

ㆍ장소

8. 그 영화에 그 관객: <고스트 버스터즈> 리-부트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여성 코미디 붐을 이끌고 있는 <고스트 버스터즈>. 여성 

관객들은 왜 이 영화에 열광하는가? 미칠 듯이 근사한 멜리사 맥카시와 케이트 매키넌 
때문인가, ‘백치비서’가 된 ‘토르’ 때문인가, 혹은 그 외의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 스브스 
뉴스의 에디터 재재님, 그리고 ‘페미니스트 코미디 클럽’ 멤버들과 이야기 나눈다. 

6월 30일(일) 20:30 <고스트 버스터즈> 상영 후

CGV 부천 6관
손희정(문화평론가)
재재(스브스 뉴스 에디터), 페미니스트 코미디 클럽

ㆍ일시

ㆍ장소

ㆍ진행

ㆍ패널

9. 로코 대해부
로맨틱 코미디는 로맨스라는 당의정을 입힌 독약인가 여성 쾌락과 욕망의 

해방구인가? 로맨틱 코미디를 심도 깊게 탐구한 에세이 다큐멘터리 <로맨틱 코미디> 
상영 후 엘리자베스 생키 감독 및 제임스 윔슬리 프로듀서와 함께 로맨틱 코미디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로코 팬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

6월 30일(일) 15:00 <로맨틱 코미디> 상영 후

CGV 부천 5관
엘리자베스 생키(감독), 제레미 웜슬리(프로듀서)

ㆍ일시

ㆍ장소

ㆍ패널

10. 괴수 특별전: 지구 정복 괴수전
괴수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준 헤이세이 가메라 3부작을 연출한 가네코 슈스케 

감독에게 당시 제작 배경과 연출과정에 대해서 들어본다. 장르로서의 괴수물 그리고 
할리우드로 확장된 일본 괴수물의 즐거움은 무엇인지 확인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7월 3일(수) 17:00 <가메라 3 - 사신 이리스의 각성> 상영 후

CGV 소풍 4관
가네코 슈스케(감독)

ㆍ일시

ㆍ장소

ㆍ패널

2. 매혹, 김혜수
데뷔 이래 현재까지, 매순간 전성기를 누리며 한국영화의 빛나는 순간을 이끌어온 

배우 김혜수. 그의 대표작 <타짜> 그리고 최동훈 감독과 함께 그가 있기에 가능했던 
한국영화의 결정적 장면과 매혹의 순간들을 만나본다. 

6월 28일(금) 18:00 <타짜> 상영 후
부천시청 어울마당

김혜리(씨네21 기자)
김혜수(배우), 최동훈(감독)

ㆍ일시

ㆍ장소

ㆍ진행

ㆍ패널

3. 웃고, 웃기는 여자들의 역사
“여자의 웃음이 담장을 넘어야 그게 행복이지.” 2016년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던 가모장숙 김숙은 이렇게 말했다. 이런 패러디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여성과 웃음’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권력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노골적인 페미니스트 코미디 <나인 투 파이브> 상영 이후 ‘웃기는 여자들’ 
특별전 기획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여성과 웃음의 관계를 이야기해본다.

6월 28일(금) 20:00 <나인 투 파이브> 상영 후

CGV 소풍 5관
손희정(문화평론가)

ㆍ일시

ㆍ장소

ㆍ패널

4. 응답하라 1990’s: 기획영화/로코/최진실 
한국영화 신르네상스기로 기록되어 있는 1990년대는 기획영화의 시대이자 

코미디의 시대이며 걸출한 여성 배우들과 뛰어난 여성 제작자들의 시대이기도 했다. 
한국영화산업의 한 가운데에서 활동하면서 <공동경비구역 JSA>,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건축학개론>, <카트> 등을 제작한 심재명 대표와 함께 1990년대 한국영화와 
로맨틱 코미디, 그리고 배우 최진실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6월 29일(토) 15:00 <마누라 죽이기> 상영 후

CGV 소풍 3관 
손희정(문화평론가)
심재명(제작자/명필름)

ㆍ일시

ㆍ장소

ㆍ진행

ㆍ패널

5. 퀴어한 웃음과 만나다 
1990년대 퀴어 시네마의 새로운 장을 열어젖힌 것은 독립영화들이었다. 그야말로 

이성애 규범의 승인을 추구하지 않는 ‘퀴어’한 영화가 등장하면서 ‘뉴퀴어시네마’가 
시작되었지만, 동시에 <고피쉬>,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예요> 같은 코미디 영화 역시 
등장하면서 퀴어영화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이 영화들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퀴어한 
웃음’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6월 30일(일) 18:00 <하지만 나는 치어리더예요> 상영 후

CGV 부천 5관
손희정(문화평론가)
조혜영(영화평론가)

ㆍ일시

ㆍ장소

ㆍ진행

ㆍ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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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Programs
Mega Talk

1. NA Moon-hee, the Diva of the Genres
It is impossible to talk about the history of Korean comedy films 

without mentioning actress Na Mun-hee, a national treasure whom 
Korean audiences truly love. A discussion on her acting performances, 
starting with The Quiet Family, Mission Possible: Kidnapping Granny K, 
Miss Granny and I Can Speak.

Jun 28 (Fri), After 17:00 ‘I Can Speak’ screening
CGV Sopoong 3
Jay Sohn (Culture Critic)
Shim Hye-gyeong (Movie Researcher)

ㆍDate
ㆍVenue
ㆍModerator
ㆍPanel

Master Class

1. Master Class 
Director Alexandre O. Philippe, who has made a new film that peaks 

behind the curtain of Ridley Scott’s masterpiece Alien, as well as the 
unique documentaries 78/52, The Life and Times of Paul the Psychic 
Octopus and Doc of the Dead, will make himself available to BIFAN 
attendees to discuss his film history. 

Jun 30 (Sun), After 13:00 ‘Memory: The Origins of Alien’ 
screening
Bucheon City Hall, Fantastic Cube (1F)
Alexandre O. Philippe (Director)

ㆍDate

ㆍVenue
ㆍPanel

Lecture

1. The Genealogy of Détournement
The French situational film Can Dialectics Break Bricks? is famous for 

using the Hong Kong action film Crush as an original text. However, the 
beginning of Crush leads back to the Korean action film The Right Way. 
How did the Korean action film The Right Way go to Hong Kong and then 
to France, only to return as a Korean film? After the screening of Can 
Dialectics Break Bricks?  a lecture will be held by film critic Yoo Un-seong 
discussing one of the most interesting examples of détournement in 
Korean film history.

Jun 29 (Sat), After 13:00 ‘Can Dialectics Break Bricks?’ 
screening
Bucheon City Hall, Fantastic Cube (1F)
Yoo Un-seong (Film Critic)

ㆍDate

ㆍVenue
ㆍPanel

* This event will be held in Korean only.

Talk Concert

1. Future of Humans and Robot
As part of the robot special exhibition, robot experts from a variety of 

fields will hold a robot talk concert. Director Lee Ho-jae (of the film Robot, 
Sori: Voice from the heart), and author Umm Yoon-sul (editor of monthly 
magazine 「Robot」) and designer of America's Humanoid Robot CHARLI 
will have time to review robot films and talk about ‘the future of humans 
and robots’.

Jun 29 (Sat) 14:00  * Free admission
CGV Bucheon 8
Lee Ho-jae (Director), 
Umm Yoon-sul (Kinetic Artist, Robot Designer)

ㆍDate
ㆍVenue
ㆍPanel

* This event will be held in Korean only.

2. A Master of Light & Shadow, KIM Woo-hyung: 
The D.P. of The Little Drummer Girl
Director of Photography Kim Woo-hyung will share his experience 

working on the set of The Little Drummer Girl, director Park Chan-wook’s 
first BBC drama series. His wonderful shots won the Photography & 
Lighting Award at the prestigious British Academy of Film and Television 
Arts (BAFTA).

Jul 2 (Tue) 18:00  *Free admission
Korea Manhwa Museum
Kim Woo-hyung (Cinematographer)

ㆍDate
ㆍVenue
ㆍPanel

5. Queer / Cinema / Comedy
Independent films opened up a new chapter for Queer Cinema 

in the 1990s. While 'New Queer Cinema' began with the appearance 
of a 'queer' movie that rejected heteronormativity, at the same time 
comedy movies such as Go Fish and But I'm a Cheerleader expanded the 
spectrum of queer cinema. The discussion will center on the important 
role comedy played in ‘New Queer Cinema’.

Jun 30 (Sun), After 18:00 ‘But I’m a Cheerleader’ screening
CGV Bucheon 5
Jay Sohn (Culture Critic)
Cho Hye-young (Film Critic)

ㆍDate
ㆍVenue
ㆍModerator
ㆍPanel

8. Fab Movie vs Fab Fan: Ghostbusters Re-boot
Ghostbusters is leading the female comedy boom after a feminist 

reboot. Why are female audiences enthusiastic about this film? Is it 
because of the outrageously fabulous Melissa McCarthy and Kate 
McKinnon, 'Thor' who plays an idiotic secretary, or is there another 
reason? We’ll have a discussion with Jeje, editor of SUBUSU News and 
members of the ‘Feminist Comedy Club’.

Jun 30 (Sun), After 20:30 ’Ghostbusters’ screening
CGV Bucheon 6
Jay Sohn
Jeje (Program Editor/SUBUSU NEWS), 
Feminist Comedy Club

ㆍDate
ㆍVenue
ㆍModerator
ㆍPanel

* This event will be held in Korean only.

9. Desperately Talking about Romantic Comedy
Is romantic comedy a sugarcoated poison pill or an outlet for 

women’s dreams and desires? After the screening of the documentary, 
Romantic Comedy, director Elizabeth Sankey and producer James 
Warmsley will discuss their film and the romantic comedy genre as a 
whole.

Jun 30 (Sun), After 15:00 ‘Romantic Comedy’ screening
CGV Bucheon 5
Elizabeth Sankey (Director), Jeremy Warmsley (Producer)

ㆍDate
ㆍVenue
ㆍPanel

10. The Earth is Mine: Original Beastly Creatures
Kaneko Shusuke, director of the Heisei Gamera Trilogy, which 

heralded a new dawn of monsters movies, discusses the production and 
directing processes of his movies. Find out what makes the monster 
movie genre so intriguing to audiences and gain insights as to why the 
genre has begun to penetrate into Hollywood.

Jul 3 (Wed), After 20:00 ‘Gamera 3: Revenge of Iris’ 
screening
CGV Sopoong 4
Kaneko Shusuke (Director)

ㆍDate

ㆍVenue
ㆍPanel

* Korean-Japanese translation will be provided.

6. Persona, To Each Their Own LEE Ji-eun
Four directors, Lee Kyung-mi, Im Pil-sung, Jeon Go-woon and Kim 

Jong-kwan, well known for their exertions in the Korean film world, have 
imagined their own stories through one actor. Actress, Lee Ji-eun, shows 
four different characters totally distinctive from her popular musical act 
as IU. Netflix original series Persona will be first shown on the big screen 
at BIFAN. Please enjoy this discussion surrounding the movie and the 
characters portrayed.

Jun 29 (Sat), After 18:00 ‘Persona’ screening
Korea Manhwa Museum

ㆍDate
ㆍVenue

7. The 20th Anniversary of Memento Mori - Meet Again
Memento Mori’ is one of the most successful and beloved horror 

series in Korean film.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the movie’s 
opening, a digital remastering of the original will be released. Members of 
the team who worked on the film will reunite after 20 years to talk about 
making the movie, and what it has meant to them.

Jun 30 (Sun), After 15:30 ‘Memento Mori’ screening
Korea Manhwa Museum

ㆍDate
ㆍVenue

2. Gorgeous, Charming, Dangerous KIM Hye-soo
Since she first appeared on our screens, actress Kim Hye-soo 

has been a shining light at the fore front of Korean films. A discussion 
will take place on her representative work Tazza: The High Rollers, and 
the contribution made by director Choi Dong-hoon. The movie will be 
screened to audiences at BIFAN.

Jun 28 (Fri), After 18:00 ‘Tazza: The High Rollers’ screening
Bucheon City Hall, Main Theater (2F)
Kim Hye-ri (Editor/Cine 21)
Kim Hye-soo (Actress), Choi Dong-hoon(Director)

ㆍDate
ㆍVenue
ㆍModerator
ㆍPanel

3. Women in Comedy
Comedian Kim Sook’s declaration that "happiness means a woman's 

laughter is loud enough for all to hear" was a national sensation in 
2016, due to an old-fashioned belief that women should laugh secretly 
to appear more lady-like. Once the outgoing feminist comedy Nine to 
Five screening has ended, there will be a talk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medy and women, along with an in-depth discussion on the 
importance of the ‘Funny Girls’ special exhibition at this year’s BIFAN.

Jun 28 (Fri), After 20:00 ‘Nine to Five’ screening
CGV Sopoong 5
Jay Sohn (Culture Critic)

ㆍDate
ㆍVenue
ㆍPanel

4. Comedy of the 1990’s in Korea
The 1990's, regarded as a new renaissance in Korean film, was the 

era of planned productions and comedy, and also the era of outstanding 
female actresses and producers. Producer Shim Jae-myung has worked 
in the heart of the Korean film industry on numerous titles, including Joint 
Security Area, Forever The Moment, Architecture and Cart. She is planning 
to talk about the 1990’s Korean film industry discussing topics such as 
Korean films, romantic comedies, and actress Choi Jin-sil.

Jun 29 (Sat), After 15:00 ‘How to Top My Wife’ screening
CGV Sopoong 3
Jay Sohn (Culture Critic)
Shim Jae-myeong (Film Producer/Myungfilms)

ㆍDate
ㆍVenue
ㆍModerator
ㆍ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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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Events
1. 쿨 풀 시네마

영화의 바다를 에메랄드 빛 감성으로 채워줄 쿨 풀 영화제! 날마다 새로운 이벤트로 
신선함과 산뜻함을 경험 할 수 있다.

6월 28일(금), 29일(토), 30일(일), 7월 7일(일) 18:30~
부천시청 잔디광장 일대

6월 28일(금) Cool Pool + 비눗방울   
6월 29일(토) Cool Pool + EDM파티   
6월 30일(일) Cool Pool + 크리스탈LED풍선  
7월 07(일) Cool Pool + 물총싸움  
신분증(각 종 대여 시 반드시 지참) 

ㆍ일시

ㆍ장소

ㆍ내용

ㆍ준비물 

* 우천 시 홈페이지 공지

1. Cool Pool Cinema

Cool Pool will make this sea of films into real sea. Visit Bucheon 
City Hall Lawn Square where there are new events every day and 
you can enjoy refreshing time. You can make a reservation first 
come first serve by online. 

Jun 28 (Fri), 29 (Sat), 30 (Sat), Jul 7 (Sun) 18:30~ 
Buheon City Hall Lawn Square
Jun 28 (Fri) Cool Pool + Bubbles
Jun 29 (Sat) Cool Pool + EDM Party
Jun 30 (Sun) Cool Pool + Crystal LED
Jul 7 (Sun) Cool Pool + Water Gun Fight

ㆍDate
ㆍPlace
ㆍContents

* ID is required when renting cool pool and mat 

2. Fantasia Event

From Iron Man to Groot, you can meet your dream movie 
character in mini games. Fight the superheroes through match, 
enjoy all kinds of benefits by posting on SNS.

Jun 28 (Fri)~Jul 7 (Sun)
Bucheon City Hall Lawn Square
Mon-Thu 15:00~19:00
Fri-Sun 11:00~18:00

ㆍDate
ㆍPlace
ㆍTime

3. Laser Tag

7 vs 7 people laser gun battle. Real hitting sense will make 
your nerves jump. The one and only chance for people of all ages 
to have fun and experience laser sports.  Participants can make a 
reservation online and you can apply first come first served on site.

Jun 28 (Fri)~Jul 4 (Thu)
Bucheon City Hall Lawn Square
15:00~18:00 
(Changes can be made in case of rain - notice will be 
posted online )

ㆍDate
ㆍPlace
ㆍTime 

* Online come-first-served basis 

2. 판타지아 이벤트

아이언맨부터 그루트까지. 당신이 꿈에 그려왔던 영화 속 주인공과의 만남을 미니 
게임으로 만나보는 이벤트. 대결을 통해 슈퍼히어로들과 겨루고 SNS인증을 통해 
다양한 혜택도 만끽하자.

6월 28일(금) ~ 7월 7일(일)   
부천시청 잔디광장 일대  
월-목 15:00 ~ 19:00/ 금-일  11:00 ~ 18:00 

ㆍ일시

ㆍ장소

ㆍ시간

3. 레이저 서바이벌 게임 

레이저 총으로 겨루는 7:7 배틀 한 판. 리얼한 타격감에 긴장 백 배의 몰입,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이저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사전 온라인 신청과 현장 선착순 신청을 통해 참가가 결정된다.

6월 28일(금) ~ 7월 4일(목)    
부천시청 잔디광장 일대  
15:00 ~ 18:00  (우천시 변동 홈페이지 공지)

ㆍ일시

ㆍ장소

ㆍ시간

ENKR
4. 별별 이벤트 

날마다 바뀌는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펼쳐진다. 유니크하고 
트렌디한 기념품을 만드는 나, SNS에 자랑하기에 이만한 기회가 없다.

6월 28일(금) ~ 7월 7일(일)    
부천시청 잔디광장 일대

ㆍ일시

ㆍ장소

◯ 커스텀 슬라임 (온라인 선착순 80명)
◯ 네온사인 만들기 (온라인 선착순 80명) 
◯ 캘리그라피 (온라인 선착순 60명) 
◯ 투명우산 그림 (온라인 선착순 40명) 
◯ 야광 탱탱볼 만들기 (온라인 선착순 100명) 
◯ 타투스티커 

5. 너의 목소리가 들려 [소리함] 

영화제 이벤트 기간동안 마니아 관객들의 목소리를 담을 소중한 소리함. 
행사부스에서 받은 설문지를 항목별로 작성하고 경품 추첨을 통해서 특별한 상품도 
받아보자!

6월 28일(금) ~ 7월 7일(일)   
부천시청 잔디광장 일대

ㆍ일시

ㆍ장소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모든 이벤트는 온라인 신청 시 event@bifa.kr로 보내주세요.

4. This - And - That Event

New events to experience every day on Bucheon City Hall Lawn 
Square! There is no other chance for you to post on SNS your own 
unique and trendy hand-made souvenir. 

Jun 28 (Fri)~Jul 7(Sun)
Bucheon City Hall Lawn Square

ㆍDate
ㆍPlace

◯ Make Your Custom Slime (80 people on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 Neon Sign Making (80 people on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 Calligraphy (60 people on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 Clear Umbrella Painting (40 people on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 DIY Glow-In-The-Dark Rubber Ball (100 people on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 Tattoo Sticker

5. I Can Hear Your Voice

It is a precious suggestion box that will contain audience’s voice 
about the festival. If you put in the questionnaires you received at 
the festival information desk, you can get the chance of winning 
special gift.

Jun 28 (Fri)~Jul 7 (Sun)
Bucheon City Hall Lawn Square

ㆍDate
ㆍPlace

* Please visit our website for more details. 
* If you want to join our event, please send E-mail event@bif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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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session

Possible Misfortunes on the Street

Procedure 2, The

Psychobitch

Puzzle

Q
73 Quiet Zone, The

R
72
41
75
50
94
94
57, 91
35
94

Rain Catcher

Recipe for Happiness

Replicant Mind

Respira: Transgenesis

Robot is A Robot, A

Robot Will Protect You

Romantic Comedy

Room, The

Rust in Peace

S
50
66
75
57
57
68
79
78
42
65
50
50
60
68

Sadako

Samsara

Sarah

School-Live!

School's Out

Scourge

Service

Shipment, The

Slide to Unlock

Smell Director

Sonata, The

Soul Conductor, The

Stars by the Pound

Stormy

K
49
64
78
60

Karma

KIM

Kingdom

Kokdu: A Story of Guardian Angels

L
82
37
75
76
56
71
74
97
43
38
79
35
77
44
82
70
77

Lady's Night

Last Days of the Man of Tomorrow

Last Stop: Paradise

Latex Meows

Legend of Gobi, The

Lili

Limbo

Linking Love

Lipstick Revolution

Little One, The

Little Taste, A

Lodge, The

Lost Episode

Love at the Crossroads

Love Games

Love Glitch

Low Tide

M
74
77
82
56
83
49
56
87
56
78
61
35
81
66
85

Made in Japan

Makr

Man Did Not Cry, The

Manikarnika: The Queen of Jhansi

Manimals

Manriki

Melancholic

Memento Mori

Memory: The Origins of Alien

Milk

Mimicry Freaks

Miracle of the Sargasso Sea, The

MissHong

Misuk PARK Decides to Die.

Modern Boy

F
71
85
39
79
64
47
55
39
84
69
86
70
92
47

Family Manual

Familyhood

Fanfare

Feat, The

Femily

Feral

Fighter, The

Film Adventure

First Love

Fishing

Five Fingers of Death

For My Young Fellows

Forbidden Planet

Furies, The

G
35
80
39
96
96
96
95
95
32
90
91
47
40
95
61
87
37
81
55
67

G Affairs

Game of All, The

Game of Life, The

Gamera 2: Assault of the Legion

Gamera 3: Revenge of Iris

Gamera the Brave

Gamera: The Guardian of the Universe

Gappa, The Triphibian Monster

Gasoline Thieves, The

Gentlemen Prefer Blondes

Ghostbusters

Ghostmaster

Girl in a Tiny Room, The

Godzilla vs. Hedorah

Golden Glove, The

Gooseflesh

Great 60 Days, The

Green Light

Gully Boy

Guui Station Exit no.3

H
59
76
48
48
41
83
78
67

Hacker

Harmony

Harpoon

Hell Hole

Hello, My Cat

Her

Here There Be Monster

Hey

B
53
76
82
69
53
86
45
92
97
86
73
91

Bangla

Bedtime Story

Before & After

BEHIND THE HOLE

Big Brother

Big Monster Wangmagwi

Bird Cage

Blade Runner

Blood Simple

Blue Hill, The

Blue-Cat-Blues

But I'm a Cheerleader

C
78
45
97
71
59
38
53
90
46
85
67
34
54
34

Calipso

Call My Name

Can Dialectics Break Bricks?

Cat Noir

Cattle Hill

Caw

Chained for Life

Citizen Ruth

Cleaning Lady, The

Coin Locker Girl

Coma

Come to Daddy

Copperman

Culprit, The

D
46
64
46
35
46

Dachra

Daddy in the Bag

Daddy's Girl

Daniel Isn't Real

Darlin'

ㄱ
95
96
96
96
78
77
68
64
55
56
47
91
76
95
95
61
80
70
72
87
67
85
39
85
47
38
83
81
92
32
75
69
60

가메라 - 대괴수 공중결전

가메라 - 작은 용사들

가메라 2 - 레기온 내습

가메라 3 - 사신 이리스의 각성

가위

간조

갈귀

거리의 가능한 불행들

걸리 보이

고비의 전설

고스트 마스터

고스트 버스터즈

고양이 남자

고질라 vs 헤도라

메카고질라의 역습

골든글러브

과부하

괜찮아

괴물과 여인

괴시

구의역 3번 출구

국가부도의 날
굴레: 소녀의 눈
굿바이 싱글

귀신 상담사

그것

그녀

그린라이트

금지된 세계

기름도둑

기억의 조각

기일

꼭두 이야기

ㄹ
59
94
72
75
57, 91
94
77
79
71
74
43

라라의 신비한 모험

러스트 인 피스

레인 캐쳐

레플리컨트 마인드

로맨틱 코미디

로봇은 로봇이다

로스트 에피소드

리틀 테이스트

릴리

림보

립스틱 레볼루션

ㅁ
90
49
55
56
74
56
56
85
80
42
37
81
87
42

마누라 죽이기

만리키

매드 매드 매드 쇼
메모리: 걸작 에이리언의 기원

메이드 인 재팬

멜랑콜릭

모뉴먼트

모던보이

모두의 게임

물비늘

미래인간의 마지막 날
미스홍

미지왕

밀어서 감옥해제

ㄴ
48
41
49
90
75
69
44
33
82
38
35
55
42
70
53

나는 악마를 가뒀다

나만 없어 고양이

나이트메어 시네마

나인 투 파이브

낙원

낚시

난

남산 시인 살인사건

남자는 울지 않았다

낮잠

다니엘 이즌 리얼 (내 상상의 친구)
내 얘기를 찍어줘

내 연적의 모든 것
내 이름 송병준! 이렇게 강할 리가 없어!!
내겐 너무 어려운 연애

94
80
74
53
51
64
75
49
47
59
65
40
54
52
93
87
90
82
43
84
87
53
39
50
48
38
38
73
58
67
78
86
54
77
88
93
36
37
66
93
46
92
85, 91
55
39

아이와 로봇

아티스트 110
아홉번째 걸음

악마의 바람소리

악의

안나

애프터글로우

야간근무자

야수

야콥과 미미와 말하는 개
어떤이

어서오시게스트하우스

에리카 38
에어포칼립스

에이 아이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여자들

연애놀이

열두번째 인턴

열한번째 엄마

영심이

영원한 족쇄

영화로운 나날

오버로드

온다

올 인클루시브

와일드

완벽한 백색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개미들을 죽였는가?
우유

우주괴인 왕마귀

운전 강사의 특이한 비밀

워킹 피쉬

원더풀 데이즈

월-E
위 아 리틀 좀비

위대한 60일
윤회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이누가미의 결혼

이색지대

이층의 악당

인비저블 위트니스

인생게임

Index
Day for an Affair, A

Dead Don't Die, The

Deep Tissue

Default

Defragmentation

Delirium

Detainment

Devil Woman

Dirty God

Disgusting Family, The

Dog Bridegroom, The

Don't Speak

Door Lock

DREADOUT

Dynamite Soul Bambi

84
46
73
85
80
38
79
71
54
65
46
66
41
47
54

Hey, How Are You?

Hibiki

Hiking, The

Hit-and-Run Squad

Hitchhiker's Guide to the Galaxy, The

HOME

How Many Ants Did We Kill

How to Top My Wife

Hunting Season

65
55
66
41
93
68
67
90
72

Monster and the Woman, The

Monument

Mope

Mostrous Corpse, A

Mulbineul

Mutant Blast

My 11th Mother

My Dad is a Heel Wrestler

My Extraordinary Summer with Tess

My Father's Room

My First Time

My Name is B.J Song! He Can't be 

That Strong!!

72
56
61
87
42
61
84
60
60
82
76
70

Stuck

Sunspring

Super Deluxe

SWITCH

43
94
5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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