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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영화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20회를 맞아 지난 스무 편

의 걸작들을 스페셜 토크와 함께 재상영한다. 영화와 

사랑에 빠진 감독과 배우, 아티스트와 평론가들이 차

례로 관객과 함께 할 예정이다. 7월22일 첫 날에는 부

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오후 4시50분 <추격자>상영 후 

나홍진 감독의 스페셜 토크가 마련된다. 이후 오후 8

시30분 <마스터: 천국을 보는 눈>상영 후에는 허지웅 

작가가 게스트로 참여해 토크를 진행한다. 

<씨네21> 구독문의

1566-9595

씨
네

2
1 
권

영
탕

<종이달>

        오늘 부천에서 놓치면 후회할 것들

EVENT
16:00  U-Plex 중앙광장 

무브먼트 - 옐로우칩

부천시청 잔디광장 

주말행사 - Picnic in Fantasy

16:30 부천시청 잔디광장 

무브먼트 - 김세형

16:50 부천시청 어울마당 

스페셜 토크 - <추격자> 상영 후 진행

20:30 부천시청 어울마당 

스페셜 토크 -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 

상영 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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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위상을 그리다

올해 BIFAN이 야심차게 런칭한 아시아 영화 산업 프로

그램 “메이드 인 아시아”가 7월21일(목)부터 23일(토)까

지 일본, 홍콩, 베트남 등 아시아 10여 개국의 참가 속

에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중국 영화의 밤, 오픈 포

럼, 그리고 “베스트 오브 아시아” 특별전이 있다. 영화

제 기간 동안 참가국의 2015년 박스오피스 1~3위 작

품을 상영하는 만큼, 아시아 영화의 현주소를 살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황당해서 

더 재밌는 콘서트

BIFAN만의 개성이 묻어나는 황당하고 재미있는 공

연 ‘황당무개 콘서트’가 7월22일 저녁 7시부터 부천

시청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공연에는 재치 있는 

음악과 넘치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슈퍼키드, KBS 

‘TOP 밴드2’ 준우승에 빛나는 밴드 로맨틱펀치가 열

정 넘치는 공연을 선사하며 축제의 열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의 어디서든, 

이벤트

영화 상영 이외에도 부천은 영화제 기간 동안 볼거

리와 체험 이벤트로 풍성하게 채워진다. ‘황당무개 

푸로젝트’는 그 중 BIFAN만의 색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행사로 주목할 만 하다. 페이스 아트와 코스튬 

이벤트를 진행하는 ‘황당무개 오리지널’, BIFAN 20

주년을 기념하는 20종의 특별한 카드로 즐기는 카

드게임 ‘황당무개 챌린지’, 관객과 시민이 모두 어우

러지는 퍼레이드 행렬 ‘황당무개한 퍼레이드’로 구

성된다. 7월22일부터 28일까지 영화제 행사장 전 지

역에서 펼쳐지니 놓치지 말 것. 

드디어 개막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다. 어제 저

녁 7시,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식전행사로 레드카펫

이 열렸다. 임권택, 최동훈, 나홍진, 안성기, 장미희, 강

예원 등 한국 영화계를 이끄는 영화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해외 게스트로는 칸 영화제 부집행위원장인 

크리스티앙 죈느, 중국을 대표하는 배우 겸 감독 쉬 정

이 행사장을 찾았다. 8시10분부터는 본격적인 개막식

이 치러졌다. 최용배 집행위원장은 “영화로 기억되는 

영화제, 영화인이 만드는 영화제, 부천 시민에게 바치

는 문화 축제로 새로 시작하는 영화제의 미래를 지지

하고 응원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개막작 <캡틴 

판타스틱> 상영과 함께 11일간의 영화축제가 시작됐다. 

판타스틱한 세계로, 무브먼트!

각양각색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BIFAN 무브먼트가 7월22일(금)부터 7월28

일(목)까지 U-Plex 중앙광장, 부천시청 잔디광장 등지에서 펼쳐진다. 지친 

마음에 위로를 선사하는 기타리스트 김세형, 힙합뮤지션과 마술사가 뭉친 

아트크루 ‘딜라이트피플’, 아일랜드 최초의 한인 버스킹크루 ‘K-crew’ 등 개

성 강한 아티스트들의 퍼포먼스는 BIFAN의 즐거움을 더할 것이다. 7월23일

(토), 24일(일)에는 하루 3회의 공연이 진행되니 체크해 둘 것.

<추격자>

슈퍼키드

티
와

이
뮤

직

<몬스터헌트>딜라이트피플

발행인 김충환

제작총괄 장인숙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송경원 윤혜지 

객원기자 김수빈 김은솔 이호준 

사진 오계옥 권영탕  

디자인 김은 김지원  

제작 이준용

인쇄 (주)성전기획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사무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층

전화 032-327-6313

팩스 032-322-9629

씨네21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1

SK V1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팩스 02-6377-0505

표지사진  오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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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개봉작 <세일러복과 기관총>은 

가도카와 영화의 전성기를 알린 대표작 

중 하나다. 1978년 아카가와 지로의 동

명 소설을 영화화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데 힘입어 1982년과 2006년 드라

마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만큼 팬층

이 두터운 원작이라는 말이다. 마에다 

고지 감독의 <세일러복과 기관총: 졸업>은 가도카와 영화 40주년을 기

념해 제작한 리메이크판이다. 원작 소설과 영화, 드라마까지 있는 만

큼 고등학생 이즈미가 조직원이 4명뿐인 야쿠자 조직을 이어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본래 설정과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세일러복과 기관총: 졸업
Sailor Suit and Machine Gun: Graduation  
마에다 코지 | 일본 | 2016년 | 118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맥(안젤라 베이비)은 순직한 경찰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들어간 

온라인 숍에서 우연히 스카프를 구입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부

친의 사건 기록을 발견한 맥은 자신이 기억을 잃어버린 원인이 

첫 남자친구와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되고 모든 기억의 연결 고리가 된 미제 살인사건을 조

사하기 시작한다. 다소 난해한 플롯을 즐기던 프루트 챈이 대중적이고 친숙한 전개의 작

품으로 돌아왔다. 첫사랑의 기억과 아버지가 풀지 못했던 살인사건의 흔적이 교차하는 

이 영화는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잔혹한 진실을 따라간다. 전반적으로 

추리극의 팽팽한 긴장감보다는 첫사랑의 아련한 기억에 좀더 초점을 맞춘 듯하다. 안젤

라 베이비와 남자친구 역의 원경천이 사귀던 시절의 풋풋한 기억들은 따스한 분위기에 

감싸여 슬픔과 아련함을 안긴다. 대체로 예쁘고 훈훈한 분위기의 화면과 최종적으로 드

러나는 지워진 기억과 현실의 낙차도 꽤 흥미롭게 다가온다.  송경원

1920년대 미국에서는 정력 보충을 위해 남성의 

음낭에 염소 고환을 이식하는 수술이 유행했다. 

캔자스시티 주민들은 이 수술에 열광했고, 수술

을 집도한 존 R. 브링클리는 지역 유지로 거듭난다. 그는 자신의 재력과 영

향력을 활용해 라디오 방송국을 세우며 지역 내 대중문화 형성에도 기여

한다.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고 그는 도지사 선거에까지 출마한다.

영화 <너츠!>는 존 R. 브링클리의 자서전 <The Life of a Man>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 다큐멘터리다. 영화에서 가장 눈여겨볼 건 재기 만만한 편집이

다. 흑백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한 영화는 당대 신문기사, 라디오 녹취, 단편 

다큐멘터리 등 풍부한 푸티지와 자료들, 다양한 작화의 애니메이션, 역사

가들의 인터뷰를 이리저리 엮어 한시도 지루하지 않은 화면을 선보인다. 

이야기가 가진 흥미로운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한 편집으로, 올해 열

린 제32회 선댄스영화제에서 편집상을 수상했다. 김수빈 객원기자

<에이니의 숲>은 깊게 뿌리 박힌 폭력, 서서히 길

러지다가 마침내 무성해진 ‘폭력의 숲’에 살고 있

는 한 피해자를 관찰한다. 숲속 외딴집, 아빠와 

단둘이 사는 13살 소녀는 아버지에게 속박당한 채 바깥세상을 모르고 자

라난다. 나지막한 내레이션과 함께 소녀는 어디서부터 이 가정이 잘못됐

는지 추적하기 시작한다. 폭행의 시작은, 그 아내에게로, 또 더 먼 자신의 

유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이러니하게도, 영화는 순환되는 이 폭력

의 역사를 귀여운 스톱모션애니메이션으로 연출한다. 마치 ‘옛날 옛적 아

주 오래된…’ 같은 문구로 시작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상은 끔찍하

기 그지없는 것이다. 거대한 숲을 탈출하지 않는 이상, 에이니가 되물림되

는 폭력에서 벗어날 길은 요원해 보인다. 영화는 먼저 희생된 엄마의 아픔

까지 짊어진 가녀린 소녀에게 결단의 시간을 재촉한다. 상당히 충격적인 

결말에 앞서, 먼저 먹먹한 통증이 오래도록 남는 아름다운 작품.  이화정

나는 과거를 살인한다
Kill Time
프루트 챈 | 중국 | 2016년 | 128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너츠!
Nuts!
페니 레인 | 미국 | 2016년 | 79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에이니의 숲
Granny’s Dancing on the Table
한나 설드 | 스웨덴 | 2015년 | 89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는다. 그럼에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영화가 81년 버전의 리메이크

가 아니라 후일담을 그린 속편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세일러복과 기

관총>은 제목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듯 여고생의 매력을 어필하는 것

이 작품이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1년 작의 주인공인 야쿠시

마루 히로코가 이 작품 하나로 일약 톱 아이돌의 반열에 오르기도 했

다. 그런 의미에서 이즈미 역에 하시모토 칸나를 캐스팅 한 것은 흠잡

을 데 없는 선택이다. 화면에 3명의 야쿠자와 함께 잡히는 것만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하시모토 칸나의 첫 주연작으로 

주제가까지 직접 부르는 등 의욕을 보였다. 리메이크 자체는 의미 있

고 흥미로운 시도였지만 기대가 큰 만큼 아쉬움도 적지 않다.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간 이즈미가 다시 한 번 조직을 이끌게 되는 과정을 얼

마만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 당시 일본 사

회의 무의식을 반영했다고 평가받은 원작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녹

여내는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한 지점들이 보인다. 드라마, 코미디, 교

훈까지 한 작품에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시도한 부분도 관객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그럼에도 이즈미가 기관총을 난사하며 외치

는 명대사 “쾌감”을 외치는 장면이 어떻게 각색됐는지 보는 것만으로

도 기대해봄 직하다.    송경원 

프루트 챈의 말랑말랑한

감성을 확인하고 싶다면!

역시 영화는

편집의 예술

81년작과 꼭 비교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귀엽고 사랑스러운

드라마이니 원작과 비교보다는

개별 영화로서의 재미를

발견하길 권한다. 하시모토 칸나

팬이라면 심쿵 어택에

주의할 것!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탈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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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무살 BIFAN 축하합니다~” 제작자 이춘연, 배우 장미희, 안성기, 부산국

제영화제 집행위원장 강수연, 조직위원장 김동호 (왼쪽부터).

02  “날 보러 왔나요? 여러분~” <날, 보러와요>의 배우 이상윤과 강예원.

03  “우리 친해요~” 찰칵! 배우 이영진과 ‘부천초이스: 장편’부문 심사위원을 맡

은 배우 정진영. 

0 4  카라의 박규리는 가라! 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어떻게 헤어질까>팀의 배우 박

규리, 서준영, 이영란, 최희서. (왼쪽부터) 

05  웃음꽃 만발! 충무로 감독 총출동! 이준익, 최동훈, 한지승, 봉만대 감독.

06  “뜻깊은 공로상. 감사드립니다.” 공로상 수상자 김홍준 초대 프로그래머 겸 

전 집행위원장. 지금의 BIFAN을 있게 한 애정과 노력에 감사를!

07  매끄러운 진행을 보여준 개막식 사회자 배우 박성웅과 스테파니 리.

판타스틱 페스티벌, 
막이 오르다 

01

03

05

06

070 402

제 2 0 회  부 천 국 제 판 타 스 틱 영 화 제  
개 막 식  지 상 중 계

7월21일 오후 8시 부천시청 잔디광장.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

식이 열렸다. 개막작 <캡틴 판타스틱>을 비롯해 49개국 320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는 한여름의 영화 축제! 판타스틱한 영화와 함께 펼쳐지는 개막식 현장의 

열기 속으로 출발!

글 김은솔 객원기자·사진 오계옥, 권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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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어떻게 올해 심사위원을 맡게 되었나.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을 맡았다. 정지영 감독님이 조직

위원장을 맡으면서 적극 권유하셨다. 최용배 집행위원장님이 워낙 의욕적

으로 열심히 하셔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다. 그러니 영화제가 하라고 하면 

해야지. (웃음) 안타깝지만 지금 부산영화제가 개운치 않은 길을 걷고 있

는데, 다행히 부천은 시 차원에서 그런 갈등의 여지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서는 영화제에서 좋은 모습

을 보이면 의미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래도 다른 영화를 평가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막상 심사를 앞둔 기분이 

궁금하다.

예전에 제천영화제에서 한번 심사를 맡은 적이 있었는데 무척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영화를 보는 것도 즐겁지만 다른 영화인들과 함께 의견을 나

누는 시간이 무척 인상 깊었다. 이번에도 나머지 심사위원분들과의 즐거

운 토론을 기대하고 있다. 

개성 있는 장르영화를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장르가 있나.

외람되게도 장르영화를 그렇게 즐겨보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 장르성이 

강한 부천영화제의 심사를 맡아도 될지 걱정도 있었다. 하지만 넓게 보면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판타스틱한 체험이니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본다. 개

인적으론 내적 논리를 잘 구축한 영화에 끌린다. 그 부분을 살려 기분 좋

은 상상력을 선보인 영화를 찾으려 한다. 내용보다는 영화적 형식미에 중

점을 둘 것 이다. 또 하나의 기준은 다소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새로

움’이다.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작품에 먼저 눈길이 가는 건 자

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다. 

심사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생기면 어떻게 조정하려 하나.

벌써부터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영화를 보는 하나의 절대

평가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취향과 이견이 갈리는 게 당연하다. 함께 관

람하다 보면 나름의 규칙들이 합의되지 않을까 싶다.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꽤 재미있을 거라 기대한다.

12편의 경쟁작 중 주목하고 있는 작품이 있나.

지금 본 영화는 <곡성> 한 편이다. 편견을 가지고 싶지 않아 가급적 사전 

정보 없이 영화를 보려 한다. 영화가 극장에서 내게 무엇을 호소하는지에 

귀 기울일 생각이다. 관계자들이 예전보다 수위가 쎈 편은 아니라고 했다. 

전체적으로 잘 꾸려졌다는 자랑을 꽤 들어서 벌써부터 궁금하다. (웃음) 

부천영화제를 기대 중인 관객들에게 한 마디 부탁한다.

영화제는 축제이다. 축제는 결국 돈을 쓰는 일이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잘 쓰는가가 중요하다. 20회를 달려온 만큼 앞으로도 관객은 물론 부천시

민들에게도 유무형의 보상을 할 수 있는 영화제로 거듭날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은 정말 부지런한 분들이다. 그 부지런함에 

걸맞게 좋은 영화 많이 만나고 가시길 바란다. 

글 송경원·사진 오계옥

지적이고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도맡아온 정진영 배우가 올해 부천 초이스: 장

편 심사위원으로 BIFAN을 찾았다. 배우 장미희와 칸영화제 부집행위원장 크

리스티앙 전, <위플래쉬> 제작자 개릭 디온, 감독 겸 작곡가 카븐 델 라 크루즈

까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기준이 궁금해 대표로 정진영 배우에

게 물었다. “재미있고 좋은 영화”라는 그의 현답을 듣고 나니 올해 경쟁부문 

결과가 더욱 기대 된다. 

부지런한 관객에 걸맞은 
심사를 하겠다

부천 초이스: 장편 심사위원 

무제-1   1 2016-07-20   오후 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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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축제에는 일관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국내 영화제로선 최초로 미술감독

으로 선임된 이강훈 아트디렉터는 포스터, 심볼 등을 포함한 부천영화제의 전체적

인 이미지 스토리텔링을 도맡았다. 영화제 굿즈, 관계자들의 명함, 자원봉사자의 티

셔츠 등 곳곳에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덕분에 부천영화제는 첫 출범 때

의 신선한 개성과 국내 유일의 장르영화축제라는 정체성을 되찾았다. “내가 기억하

는 초기 부천영화제의 이미지를 되살리고 내가 앞으로 기억하고 싶은 부천의 모습

을 그려보는 것. 그 두 가지가 목표였다.” 해외 영화제, 특히 베를린국제영화제와 클

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의 디자인도 참고했다. “베를린은 키 컬러인 붉은 바탕에 

곰 형상의 엠블럼을 다양하게 활용해 시각적 통일감을 추구하더라. 클레르몽페랑은 

해마다 그 해의 작가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해 매년 개성이 다르면서도 독

특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건 일종의 질서다. 부천도 그래픽 체계를 잡아둔 

상태에서 자유롭게 뭐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만들어보려고 했다. 부천

이야말로 이미지로 기억돼야 할 영화제니까.” 적어도 예쁘고 개성있으리란 믿음은 

확실해보인다. 글 윤혜지·사진 백종헌

더  예 쁘 게 !  더  개 성 있 게 !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미술감독
이강훈 

과학자, 엔지니어, 사업가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VR(가상현실)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인물, 볼텍스 이머젼 미디어의 CEO 에드 란츠는 제20회 BIFAN에서 몰입형 풀

돔(Immersive Fulldome)을 설치하여 VR 영화들을 상영토록 했다. 인터뷰에 앞서 

스마트폰을 꺼낸 그는 자신도 <포켓몬 GO> 게임의 유저임을 밝히며 “현실은 무너졌

으며 지금은 사이버 세계로의 대량 이주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 운을 띄웠다. 실제 

우리의 일상은 현실보다 디지털 세계에 더 밀착해 있다. 그렇다면 영화는 어떻게 VR

을 수용하고 있을까. 에드 란츠는 이른바 ‘VR 시네마’의 특징으로 관람자의 의지대

로 포커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현실감을 꼽았

다. 풀돔 VR 체험에 대해선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은 곳에 몰입할 수 있음을 장점으로 

들었다. 올해 BIFAN의 상영작 중에선 증강현실에 빠져 파멸을 맞는 남자를 다룬 <크

리에이티브 컨트롤>이라는 작품에 관심을 비쳤다. 그는 앞으로도 ”두려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VR보다는 명상, 휴식 등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VR의 쓰임을 추구할 

것“이라 말했다. 에드 란츠의 바람처럼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우리의 현실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   글 이호준 객원기자·사진 권영탕

영 화 와  V R 의  만 남

볼텍스 이머젼 미디어 
CEO 에드 란츠

무제-8   1 2016-07-21   오후 6: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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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 전쟁  
본격 시작!

 프로그래머 3인의 강력 추천작들 

<키코리키: 황금드래곤의 전설> 
Kikoriki: Legend of the Golden Dragon

드니스 체르노프 | 러시아 | 2016년 | 80분

패밀리 존: 장편

키코리키 섬의 과학자는 원하는 상대의 능력치를 

교환할 수 있는 헬멧을 발명한다. 겁쟁이 월리는 

헬멧으로 용기를 얻으려다 잘못돼 애벌레로 변한

다. 러시아의 가장 성공적인 TV 애니메이션 시리

즈로 현재도 활발히 제작중이다. 인형장인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체코의 <패트와 매트>와 더불어 동구

권 애니메이션의 저력을 보여주는 작품. 

<하늘도 아닌, 땅도 아닌> 
The Wakhan Front

클레멍 코지토르 | 프랑스 | 2014년 | 100분

월드 판타스틱 레드

2014년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배경으로 프랑스 군

인들이 겪는 초자연적인 공포를 그린다. 첨단 무기

와 장비, 잘 훈련된 근육을 지녔어도 전혀 맞설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섬뜩하고 기묘한 전

쟁영화. 병사들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익스트림 롱

샷과 적외선 카메라의 적절한 사용, 민속음악과 테

크노음악이 교차하는 세련된 사운드로 장르영화와 

탐미주의적 작가영화의 경계에서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하고 있는 작품. 클레멍 코지토르의 데뷔작으

로, 제68회 칸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돼 호평받

았다. 

<셜리> Shelley

알리 아바시 | 덴마크 | 2016년 | 92분

월드 판타스틱 레드

루마니아에서 온 엘레나는 외진 산골 부유한 부부

의 집에 하녀로 입주한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

부는 엘레나에게 특별한 제안을 한다. 크리스티안 

문쥬의 <신의 소녀들>(2012)로 2012년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코스미나 슈트라탄이 자기 

몸조차 자기 것이 아니게 된 고독과 공포를 열연한

다. 태아-임신의 공포를 모티브로, 웰빙과 자연속 

삶에 집착하는 ‘잘사는 북유럽’과 이주노동자로서 

이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일’을 감내해야 하는 동구

권 여인의 갈등이 대비되는 고딕호러. 제목이 고딕

호러의 대표작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셜리’인 이

유는 곱씹어 볼 만 하다.

 01 김영덕 프로그래머  

 03 유지선 프로그래머  

 02 김세윤 프로그래머  

<패밀리 존: 키즈 애니 모음> 

자막을 읽지 못하는 꼬맹이들도 BIFAN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독수리와 치열한 열매 쟁탈전을 벌이

는 미어캣(<꽉 잡아!>), 자기에게 딱 맞는 소켓을 찾

아 모험을 떠난 꼬마 전구(<꼬마 전구의 모험>), 햇

님과 달님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하는 영화광 고슴

도치(<해와 달>)가 아이들을 맞이한다. 설원 위의 

여우와 쥐(<여우랑 쥐랑>), 지하실의 로봇과 새(<내 

작은 친구>), 소녀의 머리에 묶인 신비한 리본(<노

란 리본>)은 아이들은 물론 함께 온 엄마 아빠의 마

음까지 움직일 작품. ‘키즈 애니’라 이름 붙였으나 

아이들만 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근사한 애니메

이션들이다. 

<수부라 게이트> Suburra

스테파노 솔리마 | 이탈리아, 프랑스 | 2016년

134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로마의 수부라 거리를 대규모 유흥가로 바꾸는 부

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마피아와 정치인

이 협잡해 온갖 이권을 나눠먹기 직전, 뜻하지 않

은 곳에서 일이 터진다. 살인과 은폐, 음모와 계략, 

배신과 암투로 얼룩진 도시의 밤은 깊어만 간다. 

전혀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 않다. 이탈리아와 대

한민국은 놀랍도록 추잡하게 닮아있다. 아주 세련

되고 몹시 자극적인 범죄 스릴러로 잠시도 지루할 

틈 없는 이탈리아판 <내부자들>. 

<포인트 제로> Point Zero

호세 페드로 굴라르 | 브라질 | 2015년 | 84분

부천 초이스: 장편 

1980년대부터 눈에 띄는 단편으로 주목받았고 신

문 칼럼니스트이자 유명 CF감독이기도 한 호세 페

드로 굴라르의 데뷔작. 소년의 머리 위로 구름 대신 

도로가 놓이고 자동차가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 달

리는 시퀀스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듯 이것은 흔

한 성장영화가 아니다. 우주를 표류하는 우주인의 

시간처럼 막막하기만 한 소년의 날들. 사춘기의 불

안과 공포와 욕망의 카오스를 상상력으로 포착해

낸 새로운 스토리텔러의 탄생.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If Cats Disappeared from the World

나가이 아키라 | 일본 | 2016년 | 100분 | 부천 초이스: 장편

악마가 당신에게 생명을 하루씩 연장해주는 대신 세상에서 없앨 한 가지를 정해달라

고 한다면? 우편배달부 ‘나’는 고양이 ‘캬베츠(양배추)’와 함께 건조하고 평범히 살아

가던 중 갑자기 불치병 판정을 받으며 고요한 일상에 균열을 느낀다. 고독한 개인주

의로 점철되는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반짝이는 아이디어, 감동

적인 스토리, 유려하고 감각적인 비주얼과 스타들의 연기 앙상블이 성공적으로 조화

를 이루며 삶과 죽음에 대한 촘촘하고 경쾌한 성찰이 돋보인다. 가와무라 겐키의 동

명 소설이 원작이다.

<내 친구 아부렐레> Abulele

조나단 제바 | 이스라엘 | 2014년 | 96분 | 패밀리 존: 장편

사고로 먼저 떠난 형이 그리운 초등학생 아담의 눈 앞에 전설의 괴물 ‘아부렐레’가 나

타난다. 아담과 아부렐레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어른들의 눈을 피해 둘만의 모험

을 시작한다. CG에 의존하는 대신 정감어린 특수분장으로 매만진 이스라엘 판타지 

어드벤처. ‘나만의 비밀친구’를 갖고 싶은 아이들의 소망엔 국경이 따로 없으리니 먼 

나라에서 날아온 아주 가까운 이야기.

<마낭 비링의 크리스마스> Manang Biring

카를 조셉 파파 | 필리핀 | 2015년 | 87분

월드 판타스틱 블루

로토스코프 애니메이션 <마낭 비링의 크리스마스>

는 현실감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실에서 10cm 정

도 떠있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창출한다. 노년의 죽

음이라는 흔한 소재에도 불구하고 진부하지 않다. 

현실과 비현실, 비극과 희극, 죽음과 영원 등의 이

항대립 사이에서 보여주는 균형 감각이 놀랍다. 유

방암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지만 소원 하나를 이

루기 위해 애쓰는 마낭 비링의 삶을 ‘그려내는’ 카

를 조셉 파파의 손놀림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

억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보여준다.

<빌마크2> Villmark Asylum

펄 오이에 | 노르웨이 | 2014년 | 93분

월드 판타스틱 레드

펄 오이에가 <빌마크>(2003) 이후 12년 만에 만든 

속편이다. 다섯명의 멤버로 구성된 조사 연구팀이 

숲 속 버려진 요양소의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철거

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으로 물길을 차단하는 과정

에서 어두운 지하 미로를 발견한다. 그곳엔 과거의 

망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노르웨이인들에게 2

차 세계대전의 악몽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건

물은 철거할 수 있어도 과거는 지워버릴 수 없다. 

장르의 법칙에 충실한 클래식 호러. 

<카츠라기 살인사건> 
The Katsuragi Murder Case

아카호리 마사아키 | 일본 | 2016년 | 120분

월드 판타스틱 레드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평온한 일상을 이어가는 카

츠라기의 귀에 어느 날 끔찍한 소식이 들려온다. 

작은 아들 미노루가 거리에서 8명을 살해한 무차

별 살인사건을 일으키고 사형수가 된 것이다. 전작 

<그 밤의 사무라이>로 관객과 평단에게 짙은 인상

을 남기며 극작가와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아

카호리 마사아키의 신작으로 공동체의 허상과 존

재의 부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탁월하다. 

일본 영화중 드물게 감독 본인의 오리지널 각본 작

품으로 이야기의 구성이 깊고 촘촘하다. 

<아래층 사람들> The Tenants Downstairs

아담 추웨이 | 대만 | 2016년 | 97분

부천 초이스: 장편

친척으로부터 렌탈이 가능한 빌딩을 상속받은 임

대주 ‘나’는 대학가 주변 게시판에 광고를 내고 세

입자들을 모집한다. 여섯 개의 룸에 모인 여덟 사

람은 곧 임대주 ‘나’의 완벽한 타깃이 된다. <그 시

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로 잘 알려진 구파도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당시 구파도의 프로듀

서였던 아담 추웨이가 감독 데뷔한 작품이다. 영화

는 감시자와 피감시자의 관계를 욕망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동시에 그곳에서 파생되는 균열을 예리

하게 포착해낸다. 음습한 조명과 흘기는 듯한 날선 

촬영 그리고 빠른 편집은 영화 내내 끈적거리는 긴

장감을 유지하며 파국으로 치닫는 사건을 효과적

으로 폭발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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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aws and Angels is an exercise in genre 

filmmaking, pushing the boundaries of 

contemporary ’70’s spaghetti westerns whilst 

garnishing itself with classic cowboy aesthetics 

from zoom lensing, grainy 35mm film stock and 

color pallete to costumes and set designs and gun 

play. The tale of a group of bank robbers Led by 

Henry (Chad Michael Murray) making a run for the 

Mexican border in 1887 finds the gang escaping 

through a formidable trail in order to shake off any 

pursuit coming in the form of a posse headed by 

bounty hunter Josiah (Luke Wilson). Short of food 

and water, the gang stumble upon a family home 

and make themselves at home giving the film a 

home invasion tone.

The gang encounter a family who each have a 

dark side of their own, a darkness signaled from 

the first moment we’re greeted with the youngest 

daughter Florence (Francesca Eastwood, 

daughter of Clint Eastwood) and older sibling 

Charlotte (Madisen Beaty) where a disturb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lays out. Their 

zealot bible-quoting mother and abiding father 

have their own shady demons hiding under their 

facades. In the end all secrets will be laid bare 

one way or another

Directed and written by JT Mollner, this slow burn 

hostage tale presents a story questioning morals 

through characters who are morally malformed 

and what it lacks in thematic substance it makes 

up for with gritty nastiness and violence. Falling 

short of the Tarantino-esque nature it aspires to, 

the shock value and grotesque nature involved 

should keep fans of western and genre films 

satisfied.  Chocoshrek

As part of a new initiative designed to enhance 

and reinvigorate focus on the Korean and 

Asian cinema industry, Bifan has launched 

B.I.G. - the BIFAN Industry Gathering. B.I.G. 

will operate as an umbrella organisation of 

four in-depth programs that encompasses a 

host of extensive programs for film industry 

professionals who can come together to forge 

new relationships and examine the future of 

Asian film. Casual film-goers and cineastes 

alike are also welcome to join the diverse 

events on offer to witness and participate in 

exploring new trends in visual culture.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NAFF)

Celebrating its 9th edition this year, NAFF 2016 

will run from July 25~28 and functions as a pre-

miere genre film market in Asia. A launch pad 

for international genre film professionals, NAFF 

facilitates meetings with investors through It 

Project. Meanwhile Project Spotlight focuses 

his year on Malaysian cinematic output, and 

the Fantastic Film School sees 24 filmmakers 

from 15 countries receive tutorials from film 

experts about aspects of the industry.

Korea NOW

Audience rates have consistently risen to 

make the Korean film industry one of the most 

lucra-tive in the world, yet there remain several 

key areas of contention that require debate. 

The Korea NOW program will hold an array 

of forums to explore such issues, beginning 

with the case for Korea-China Co-productions 

on July 23. The following day will witness SF 

Fantastic Forum, a 2 part debate exploring 

adaptations of webtoons and Sci-fi expansion. 

Filmmaker’s rights are to be examined in We, 

Korean Filmmakers are Laborers! on July 

26. The next day will host directors pitching 

program Discovery of Young Filmmakers; 

Shoot for Your Tomorrow! shortly followed by 

Who Killed 
Kim Kwang-seok?

BiFan Launches B.I.G.

Director Lee Sang-ho returns to the big screen following his highly controversial 

debut The Truth Shall Not Rest With Sewol, with another explosive investigative 

documentary this time focusing on the death of renowned Korean folk singer Kim 

Kwang-seok. Who Killed Kim Kwang-seok? is screening in competition in the 

Korean Fantastic program.

Who was Kim Kwang-seok, and why was he important to you?

Kim Kwang-seok was a great artist, but I didn’t trace his unnatural death because 

he was famous. All life is precious. However, as I was around at that time I couldn’t 

avoid his death because of his music.

Why do you feel Kim Kwang-seok’s death requires investigation?

All deaths must be investigated when there’s suspicion of murder. However in this 

case, it didn’t happen. The initial investigation was a sham. I began with suspicion, 

but over time I became convinced that he did not commit suicide. I hope this film 

will be an indictment for a reinvestigation of his death.

How does your history as a journalist inform your work as a film director?

Journalists are responsible for discovering facts. Documentary directors use facts 

to compose important data on screen. So my experience as a reporter is absolutely 

helpful. However documentary directors make film, not news. Film is a new world, 

and I’m still learning.
Simon McEnteggart

Outlaw’s and 
Angels, 
Dark and Dirty

Moonwalkers

the same for screenwriters in BIFAN Scenario 

Showcase, with actors receiving their turn on 

July 28 as they audition for potential roles at 

the K-Star Showcase. The program comes to 

a close on July 29 with Calling for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n Film Industry, a forum 

exploring an intense area of debate that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contemporary Korean 

cinema in recent years.  

Made in Asia

Exploring the cinematic trends within Asian 

cinema is a tall order when considering the 

diverse cultures and industry structures 

involved. Enter Made in Asia, a newly 

formed initiative running from July 21~23 

exploring output from Korea, China, Hong 

Kong, Taiwan, Japan, Thailand, Philippines, 

Malaysia, Indonesia, and Vietnam. Chinese 

mega star Zheng Xu (Lost in Hong Kong) 

will be in attendance celebrating the filmic 

achievements from the Middle Kingdom. 

The event is bolstered by screening program 

Made in Asia which selects recent box office 

hits from the countries in the consortium for 

audiences to enjoy.

New Media

The New Media program will shine a spotlight 

on VR with Virtual Reality Experience Now! 

at the Vortex Immersion Dome on the Grass 

Square next to Bucheon City Hall from July 22-

31. Mega Talk: ScreenX Screening Showcase 

will be held on July 24, in which directors will 

discuss the challenges of the format following 

screenings employing the technology.
Simon McEntegg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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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Lee Sang-ho.

<Lost in Hong K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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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Rate   

Ⓖ 전체 관람가 General ⑫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⑮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⑱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⑲ 19세 이상 관람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SS 송내솔안아트홀  CH 시청 어울마당  FC 시청 판타스틱 큐브  HYU2 CGV부천 2관  HYU3 CGV부천 3관  

HYU4 CGV부천 4관  HYU5 CGV부천 5관  HYU6 CGV부천 6관  HYU7 CGV부천 7관  HYU8 CGV부천 8관  

BST3 CGV부천역 3  BST4 CGV부천역 4  BST6 CGV부천역 6  KM 한국만화박물관  SH 소사구청 소향관  OA 

오정구청 오정아트홀

※상영일정은 영화제쪽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회차   녹차의 맛 The Taste of Tea+대동단결 United We Stand┃13:00┃⑫┃102┃CH  엽문3: 최

후의 대결 Ip Man3┃13:20┃⑫┃103┃FC  폴리스 에보 Polis Evo┃13:00┃⑮┃GV┃101┃SS  에바

는 잠들지 않는다 Eva Doesn't Sleep┃13:20┃⑮┃104┃HYU2  카지노의 왕들 파트1 Comic 8: Casino 

Kings Part1┃13:00┃⑮┃105┃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Fantastic Shorts Films 15┃13:00┃

Ⓖ┃106┃HYU4  그랜드파더 Grand Father┃13:00┃⑱┃GV┃107┃HYU5  피닉스 라이트사건 The 

Phoenix Incident┃13:20┃⑮┃GV┃108┃HYU6  킹나레수안 일대기 King Naresuan6┃13:00┃⑫┃

109┃HYU7  몬스터 헌트 Monster Hunt┃13:10┃⑫┃110┃HYU8  싸이코 라만 Psycho Raman┃13:00

┃⑱┃111┃BST3  나는 과거를 살인한다 Kill Time┃13:00┃⑮┃112┃BST4  키코리키: 황금드래곤의 

전설 Kikoriki: Legend of the Golden Dragon┃13:00┃Ⓖ┃113┃BST6 배드 캣 Bad Cat┃13:00┃⑮┃

114┃KM  도리화가 The Sound of a Flower┃14:00┃⑫┃1101┃OA  프란시스의 밀실 The Cabinet of 

Francis┃14:00┃⑫┃1102┃SH

 3 회차   너츠 Nuts!┃15:50┃⑮┃116┃FC  마이 파파 리치 My Papa Rich┃15:50┃⑫┃115┃SS  

날, 보러와요 Insane┃15:50┃⑱┃GV┃117┃HYU2  세일러복과 기관총 디 오리지널 Sailor Suit and 

Machine Gun┃15:30┃⑱┃118┃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2 Fantastic Shorts Films 12┃15:30

┃⑮┃GV┃119┃HYU4  괴물의 아이 The Boy and the Beast┃15:30┃⑫┃120┃HYU5  빌마크 2 

Villmark Asylum┃15:50┃⑮┃GV┃121┃HYU6  암살 Assassination┃15:10┃⑮┃122┃HYU7  심용

결(ScreenX+3D) Mojin: The Lost Legend(ScreenX+3D)┃15:40┃⑫┃123┃HYU8  빙하추흉 Lost 

in White┃15:40┃⑫┃GV┃124┃BST3  마음을 읽는 아이 The Shamer’s Daughter┃15:40┃Ⓖ┃

125┃BST4  패티와의 스물 하룻밤 21 Nights with Pattie┃15:30┃⑱┃126┃BST6  아메리칸 사이코 

American Psycho┃15:30┃⑱┃127┃KM

 4 회차   추격자 The Chaser+汗(한) Sweat┃16:50┃⑱┃GV┃129┃CH  레이더스!: 사상 최고의 팬

필름 Raiders!: The Story of the Greatest Fan Film Ever Made┃18:20┃Ⓖ┃130┃FC  전장의 크리

스마스 Merry Christmas Mr. Lawrence┃18:20┃⑮┃128┃SS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Fantastic 

Shorts Films 11┃18:20┃⑮┃GV┃131┃HYU2  세일러복과 기관총- 졸업- Sailor Suit and Machine 

Gun: Graduation┃18:00┃⑮┃132┃HYU3  메멘토 Memento+열 개의 계단 The Ten Steps┃18:00

┃⑮┃133┃HYU4  라이브 프롬 울란바토르 Live from UB┃18:00┃⑫┃GV┃134┃HYU5  곡성 The 

Wailing┃18:20┃⑮┃GV┃135┃HYU6  갈증 The World of Kanako┃18:00┃⑱┃136┃HYU7  장강도 

Crosscurrent┃18:20┃⑮┃137┃HYU8  수부라 게이트 Suburra┃18:10┃⑱┃138┃BST3  가라데 킬 

Karate Kill┃18:00┃⑱┃GV┃139┃BST4  달타냥의 검 Code M┃18:00┃Ⓖ┃140┃BST6  살아있는 

데브의 밤 Night of the Living Deb┃18:00┃⑫┃GV┃141┃KM  라울로 살인사건의 전말 The Rotten 

Link┃20:00┃⑱┃1103┃SH

 5회차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 Martyrs+할로우 씨 사건의 진실 The Facts in the Case of Mister 

Hollow┃20:30┃⑱┃GV┃143┃CH  싱글 Single┃20:50┃⑫┃144┃FC  라비린스 Labyrinth┃21:00

┃⑮┃142┃SS  중독노래방 Karaoke Crazies┃20:50┃⑮┃GV┃145┃HYU2 미스터 노바디 (감독판) 

Mr. Nobody (Director’s Cut)+먼지아이 Dust Kid┃20:30┃⑮┃146┃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3 

Fantastic Shorts Films 13┃20:30┃⑮┃GV┃147┃HYU4  로스트 인 홍콩 Lost in Hong Kong┃20:30

┃⑫┃GV┃148┃HYU5  꺼져가는 불씨에 대한 매우 사소한 삶 Alipato - The Very Brief Life of an 

Ember┃20:30┃⑱┃GV┃150┃HYU7  낮비 Himeanole┃20:50┃⑱┃GV┃151┃HYU8  에이니의 숲 

Granny’s Dancing on the Table┃21:00┃⑮┃GV┃152┃BST3  깡패들 The Mobfathers┃20:30┃⑱

┃153┃BST4  서브웨이 Subway┃20:30┃⑮┃154┃BST6  을식이는 재수 없어 Ulsik the Clumsy Boy

┃20:30┃Ⓖ┃GV┃155┃KM

 6회차   심야상영 1 Midnight Screening 1┃24:00┃⑱┃156┃CH

O7.22

SCHEDULE
영화명, 원제┃상영시작시간┃등급┃ GV┃예매코드┃극장

CINSTAGRAM

개막식 지휘자. 뭐든 아름답게! 올해의 부천을 만든, 

최용배 집행위원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보타이  

이화정

개막식 전날 부천시청 로비, 늦은 시간까지 실내정원을 

꾸미는데 여념이 없는 스태프들. 멋진 무대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다. #멋진_분위기 #데일리_사무실_바로_옆 #

그래도_함께_밤새니_위로가_된다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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