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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부천에서 놓치면 후회할 것들

EVENT
12:00 황당무개 챌린지  

부천시청 잔디광장, CGV 부천, CGV 부천역

12:40 마스터 클래스 - <고백> 상영 후 진행 

부천시청 어울마당

13:00 무브먼트 - K-crew

오정아트홀

16:00 무브먼트 - 배드로맨스

U-Plex 중앙광장

16:00 주말행사 - Picnic in Fantasy

부천시청 잔디광장

16:30 무브먼트 - 브로클라운

부천시청 잔디광장

17:00 스페셜 토크 - <아멜리에> 상영 후 진

행. 게스트: 박준우 기자

부천시청 어울마당

17:30 황당무개한 퍼레이드

부천시청 및 상동, 중동 일대

18:10 메가토크 - <그랑블루> 상영 후 진행. 

게스트: 방송인 기욤

CGV부천 5관

20:40 스페셜 토크 - <렛 미 인> 상영 후 진행. 

게스트: 배우 이영진, 김도훈 허핑턴포스트코

리아 편집장

CGV부천 4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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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자>를 기억하다

7월22일 오후 4시50분 부천시청 어울마당

에서 ‘스페셜 토크 | 다시 보는 판타스틱 걸

작선: 시간을 달리는 BIFAN’의 첫 행사가 

열렸다. <추격자> 상영 후 <씨네21> 주성철 

편집장과 함께한 토크에서 나홍진 감독은 

“2008년 부천영화제에서 <추격자>를 상영

할 때 정전 사고가 있었다. 복구 후엔 중요

한 장면이 이미 끝나 있었다”며 당시를 회

상했다. 23일 오후 8시40분에는 <렛 미 인> 

상영 후 배우 이영진과 김도훈 허핑턴포스

트코리아 편집장의 스페셜 토크가 있으니 

체크 요망.

데이빗 보위를 위하여

별이 되어 떠난 데이빗 보위를 위한 헌정 공연이 열

린다. 지난 1월 타계한 그를 추모하는 공연으로 <라

이브 프롬 울란바토르>의 주인공이자 몽골의 인기 

밴드 모하닉, 해외가 인정한 일렉트로 록 듀오 프롬 

디 에어포트, 모던록의 대부 이승열과 ‘클래지콰이 

프로젝트’의 리더 클래지로 구성된 욜훈이 함께 한

다. 데이빗 보위를 그리워한다면 이번 공연을 놓치

지 말 것. 7월23일 오후 7시부터 부천시청 잔디광장.

VR 풀돔, 신세계를 체험하라! 

영화제 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부천시

청 앞에 마련된 풀돔(Fulldome)에서 VR 영상 콘텐츠

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3d 안경이

나 고글을 착용하지 않아도 사방에서 쏟아지듯 전개되

는 영상은 뛰어난 실재감을 자랑한다. 매시간 25분, 40

분, 65분으로 구성된 VR 영화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풀돔 입구에 비치된 FX Gear의 NOON 고글을 사용하

여 VR 콘텐츠를 감상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니 체

크해 두시라. 입장은 별도의 티켓 없이 차례대로 가능

하다.
나카시마 테츠야, 

환상의 심연 속으로

정의를 미추로 체현하는 스타일리스트 나카시마 테츠

야의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7월23일 낮 12시40분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고백> 상영 후 ‘마스터 클래

스 | 나카시마 테츠야의 고백’이 열린다. 유지선 BIFAN 

프로그래머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화려한 듯 깊이 

있는 나카시마 테츠야의 세계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영화와 만난 일러스트레이션

화제의 상영작 20편을 20명의 작가가 20점의 일

러스트레이션으로 표현한 환상적인 전시가 열린

다. 7월22일부터 열리는 ‘시간을 달리는 BIFAN 특별

전 20/20/20’은 프로그래머와 관객들이 뽑은 역대 

BIFAN 상영작 20편을 재해석한 일러스트레이션 전시

다. 영화제 마지막 날인 7월31일까지 부천시의회 갤러

리와 판타지스트리트 일대에서 열린다. 일러스트레이

션 20장 묶음과 엽서세트는 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씨네21> 주성철 편집장, 나홍진 감독(왼쪽부터).

<고백>

<그랑블루>

부천에서 떠나는 

프랑스 영화 여행

뤼미에르 형제에서 뤽 베송까지 프랑스 영화의 탄

생과 흐름을 되짚어 보는 ‘메가토크 | 기욤과 떠나는 

프랑스영화 여행’이 열린다. 7월23일 오후 6시10분 

CGV부천 5관에서 <그랑블루> 상영 후 진행되며, 게

스트는 프랑스문화원 담당관 기욤 고베르가 맡는다. 

한불수교 130주년 그리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특별전과 메

가토크는 프랑스 영화의 역사라 칭송받는 고몽에 대

한 유쾌한 토론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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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좀비영화의 원형을 제시했던 조

지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1968)이 떠오르는 제목이다. 하지

만 어느 날 갑자기 좀비들이 창궐한다

는 모티브 외에는 두 영화의 공통점은 

없다. <살아있는 데브의 밤>은 여타 좀

비영화처럼 인간의 생존을 위해 좀비로

부터 달아나거나 혹은 맞서는 좀비물과는 궤를 달리한다. 처절하고 잔

인하기보다는 차라리 발랄하고 상큼하다. 말하자면 좀비라는 소재는 

로맨틱 코미디의 자장 안에서 주인공 데브와 라이언의 사랑을 증폭시

키는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 등장인물들도 좀비를 무서워한다기보다

살아있는 데브의 밤
Night of the Living Deb  
카일 랜킨 | 미국 | 2015년 | 92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는 오히려 가지고 노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 이를테면 좀비의 목마를 

탄 후 다른 좀비들에게 킥을 선사하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데브의 모습

이나, 박수로 전기를 작동시켜 좀비를 통구이로 만드는 장면은 기발한 

슬랩스틱 코미디다. 그런 만큼 좀비들의 모습도 대개 우스꽝스럽고 조

악하게 표현 돼 있지만 사실 장르적 쾌감을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피칠갑을 한 좀비의 형상은 꽤 그로테스크하고, 좀비를 차로 칠 때 분

수처럼 쏟아지는 핏줄기는 B급 호러영화 특유의 쾌감을 십분 살리고 

있다. 카일 랜킨 감독은 장르 요소를 단순히 짜깁기 하지 않고 본인만

의 감성을 통해 전혀 다른 종류의 영화로 재탄생 시켰다. 특히 성조기 

모양의 브라우니를 칼로 자른 다음 빨갛게 물든 칼을 보여주는 식의 

블랙 유머는 영화의 양념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살아있는 데브의 밤>

은 한마디로 좀비물을 표방하고 있지만 다양한 장르적 색채를 맛깔나

게 버무린 영화다. 이야기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로맨스이며 그 종착역

은 두 사람의 곡진한 사랑의 확인이자 맺음이다. 사랑 앞에서 기꺼이 

헌신하려는 라이언의 태도는 여성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하고, 발

랄함과 섹시함을 겸비한 데브 역의 마리아 테이어는 영화의 매력을 한

층 끌어올린다.    

이호준

<웜 바디스>에 이은

새로운 느낌의 ‘좀비 로맨틱

코미디’를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허를 찌르는

병맛 개그는 보너스.

76

발리우드영화의 정점을 만끽하고 싶다면 주저 없이 이 영화를 

골라도 좋다. <바지라오 마스타니>는 맛살라 무비의 거장 산제

이 릴라 반살리 감독이 오랜 준비 끝에 선보인 역작이다. 실존했

던 인도 마라타 왕국의 전쟁 영웅 바지라오와 그의 두 번째 부인 마스타니의 설화를 각색

한 이번 영화에서 산제이 감독은 전쟁과 사랑, 격정의 대서사시를 스크린에 화려하게 수

놓는다. 패배를 모르는 맹장 바지라오(란비르 싱)는 정복 전쟁 중 전장에서 여전사 마스

타니(디피카 파두콘)를 만난다. 적으로 만나 서로를 마음에 품게 된 두 사람은 사랑을 나

누지만 바지라오에겐 이미 아내 카쉬바이(프리앙카 초프라)가 있다. 바지라오는 마스타

니를 포기하려 하지만 끝내 운명적인 사랑을 거부하지 못하고 평생 함께할 것을 약속한

다. 황금빛으로 물든 아름다운 화면과 놀랄 만큼 화려한 배경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다. 

밤의 대연회에서 울려 퍼지는 ‘Pinga' 뮤지컬 장면만으로도 볼 가치가 있다. 송경원

여고생 유우(고마쓰 나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뭇 여학생들의 ‘화이트 프린스’인 시라카와(지바 

유다이), ‘블랙 데빌’ 쿠로사키(나카지마 겐토) 사

이에서 은근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는 그녀는 누굴 택해야 할지 고민한

다. 그런데 어쩐지 유우는 자신을 종 부리듯 하며 괴로움에 미치게 만드는 

쿠로사키가 자꾸 눈에 밟힌다. <쿠로사키군의 말대로는 되지 않아>는 동

명의 인기 만화를 실사화한 기획 영화다. 순정만화의 클리셰란 클리셰는 

죄다 끌어모은 작품이지만 배우들의 미모, 뻔뻔하기 짝이 없는 연기와 만

나 형용할 수 없는 매력을 뿜는다. 우스개로만 볼 게 아니다. 일본의 만화 

원작 기획 영화는 날로 무섭게 진화하고 있으니까. 그 밖에도 ‘오글’이 양

념처럼 뿌려진 신마다 스스로 입을 틀어막고 허벅지를 때리거나 결국은 

못 참고 비명을 지르고 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론 쾌감의 비

명이다. 윤혜지

인어에 관한 설화는 영화 소재로 꽤 친숙한 편이

다. 사실 적지 않은 이야기에서 인어는 아름다운

만큼 잔인하고 무서운 존재로 묘사된다. <인어와 

함께 춤을>은 설화 속 인어의 몇 가지 두드러지는 속성을 전면에 내세운 

잔혹 동화다. 어느 밤 바닷가에서 음악을 연주 중인 뮤지션들을 접한 인어 

자매 스레브르나와 즈보타는 인간세계로 넘어와 밴드에 합류한다. 인어 

자매의 타고난 미모에 밴드의 인기는 금세 치솟지만 인어의 숨겨진 비밀

이 드러나는 순간 영화는 잔혹한 결말로 나아간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선원들을 꾀어 잡아먹는다는 바다의 요정 세이렌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는 

‘유혹’이라는 원제에 걸맞게, 알고도 빠질 수밖에 없는 몽환적이고 치명적

인 매력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뮤지컬, 코미디, 로맨스, 호러가 뒤섞인 장

르가 주는 기묘한 쾌감에 좀처럼 화면에서 눈을 떼기 힘들다. 

송경원 

바지라오 마스타니
Bajirao Mastani
산제이 릴라 반살리 | 인도 | 2015년 | 158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쿠로사키군의 말대로는 되지 않아
The Black Devil and the White Pr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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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식간에 지나간다.

웃지 마시길.

빠져들고 말 테니까.

디즈니식 동화가 어떻게

바뀔지 결말에 주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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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며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패밀리존: 장편’부문의 <을

식이는 재수없어>는 “섹션의 유일한 한국영화라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원

여름에 이어 김충일은 “어린이 교양지 <고래가 그랬어>에 만화로 연재되

었다”며 영화로 상영되었을 때는 어떤 차별점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하다

고. 김형원은 <패트와 매트>는 익숙한 영화로 “어릴 적 많이 접한 애니메

이션이고 오랜만에 보게 되어 재미 있었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개막식 날 

많은 스타와 다른 심사 위원단이 함께한 레드카펫 행사에 대해 김충일은 

“6학년인 저에게 초등학교 시절의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라 말

하며 그 날의 경험에 대해 말했다. 김민진은 “레드카펫 행사 도중 어떤 분

이 심사를 잘 부탁한다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 부담감도 있지만, 심

사 위원으로서 다양한 영화에 대한 감상과 정보들을 종합하여 책임감 있

는 심사로 보답하고 싶다”는 각오를 다졌다. 겉모습은 여느 초등학생과 

다름없는 그들이지만 인터뷰 내내 보여준 생기 있는 눈빛과 영화에 대한 

열정은 어른 못지않았다. 미래의 BIFAN 관객이 될 아이들의 심사위원 데

뷔를 축하하며, 꾸밈없는 눈을 통해 선정될 최고의 영화는 어떤 작품일지 

기대된다. 글 김은솔 객원기자·사진 권영탕

어린이의 시선으로 본, 
BIFAN 2016 

부 천 국 제 판 타 스 틱 영 화 제  ‘ 패 밀 리  존 ’  

어 린 이  심 사  위 원 단

“공정하고 공평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김민진의 눈빛은 어린이의 

장난스러움보다는 진지함이 묻어났다. 올해 영화제에는 패밀리 존 섹션의 

부활과 더불어 처음 시도되는 어린이 심사 위원단이 만들어졌다. “학교 홈

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신동환은 “부모님과 선

생님의 추천으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뜻 깊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총 20명의 심사단이 패밀리 존 상영작 가운

데 1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이한준은 “아직 영화를 다 보진 못했지

만 <캔터빌의 유령>이 기대된다. 평소 호러영화를 좋아하고 실마리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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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준, 지대휘, 신동환, 원여름, 김충일, 김형원, 김민진(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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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데브의 밤>은 겉은 좀비물이지만 속은 로맨틱 코미디 같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1968)을 오마주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좀비물의 

영향 아래 있는 영화다. 미국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새벽의 황당한 저주> 

(2004)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 시작했다. 지금 사는 곳은 뉴욕인데 촬영

은 포틀란드에서 했다. 사람들도 따뜻하고 시간도 여유 있게 흐른 푸근한 

도시다. 영화도 그런 영향을 받은 것 같다.

따뜻하고 푸근한 좀비영화라는 게 이상하지만 영화를 보고나면 왠지 납득이 

간다.

나는 이 영화를 풀뿌리 영화라고 부르고 싶다. 스튜디오의 힘을 빌리지 않

고 킥스타터 펀딩 등 모든 작업을 개인의 힘을 모아 만들었다. 스튜디오를 

향한 작은 승리랄까. 대형 제작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기 힘들

다. 아마 내가 원하는 개그 코드나 장면들을 넣기도 어려웠을 거다. 이 영

화는 나만의 호흡, 내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의 합이다.

확실히 호흡이 다르다. 장르를 규정하기도 애매하고. 좋은 것들만 추린 느낌이

다.

나는 슬로우 스타터다.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면 정해진 프로세스에 맞

춰야 하는데 매번 빨리빨리 하라는 독촉에 시달렸다. 지금 숙소에서 새로 

작업 중인 영화의 편집을 하다가 나왔는데 내가 생각해도 참 느리다.(웃

음) 하지만 그게 나다. 앞으로도 그렇게 영화를 찍고 싶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물론이고 <좀비오>(1985), <새벽의 황당한 저주>, 

<웜 바디스>(2012)까지 각종 좀비영화의 장면들이 떠오른다.

이 이야기에 좀비라는 소재가 적합하다고 생각해 차용한 것들이 있지만 

의식적으로 패러디 한 건 아니다. 나는 B급 호러와 코미디 중간 쯤 있는 

사람 같다. <이블 데드>(1981), <맨 인 블랙>(1997) 같은 영화가 좋다. 장르

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코미디, 로맨스나 드라마, 호러는 제일 마지막이다.

맷 데이먼과 벤 애플렉이 감독들을 데뷔시키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프로젝트 

그린라이트〉의 우승자라고 들었다.

맞다. 감독 경력의 시작은 아니지만 세상에 나를 세상에 알린 계기다. 원

래 고향인 코네티컷 주에서 영화를 쭉 찍었다. 그래도 감독인데 할리우드

는 한번 가봐야겠다 싶었는데, 어머니가 이런 쇼가 있다고 나가보라고 해

서 참여했다가 우승까지 했다. 이후 한동안 할리우드에서 작업을 했지만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인 것 같았다. 예를 들면 이번 영화에서 데브가 계속 

농담을 이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나는 그 주절거림이 좋았다. 만약 스튜디

오 임원들이라면 당장 편집했을 거다. 때로 대중상업영화는 지나친 배려

를 한다. 어쩔 땐 무시 받는 기분이 들 정도로. (웃음)

최근엔 댄 브래들리 감독의 액션 스릴러 <더 워커> 각본도 맡았다. 스튜디오 

작업과 개인 작업을 어떻게 병행하나.

간단하다. 스튜디오 작업으로 돈을 벌고, 돈이 모이면 내가 찍고 싶은 걸 

찍는다. 효율적인 반복이다. (웃음) 멀리 계획하고 일을 하는 편은 아니지

만 가능한 한 내 호흡을 유지하려 한다.  글 송경원·사진 오계옥

좀비영화는 지겹다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데브의 밤>을 추천한다. 아직도 좀

비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남았다는 데 놀랄 것이다. 카일 랜킨 감독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합해 신선한 이야기를 뽑아낼 줄

아는 재능을 지녔다. 13회 BIFAN 초청작 <인페스테이션>(2009)도 마찬가지

였다. 호러, 괴수, 좀비 등 B급 감성을 바탕으로 드라마, 로맨스, 코믹 등 생각

도 못한 조합을 선보이는 그의 영화는 굳이 장르로 가를 것 없이 일단 재밌다. 

영화를 제대로 가지고 놀 줄 아는 영리한 감독을 만났다.

Kyle Rankin

장르와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호흡

<살아있는 데브의 밤> 카일 랜킨 감독

i 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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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카모토 신야 작품들의 조명 엔지니어였던 요시다 케이스케는 2006년 <생여름>

으로 감독 데뷔했다. <낮비>는 감독이 “쭉 열렬한 팬이었다”는 후루야 미노루의 동

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그의 일곱번째 극영화다. 만화 원작 영화화 프로젝트를 제안

받은 김에 “밑져야 본전으로 <낮비>를 영화화하고 싶다고 말했”고, 시나리오를 본 후

루야 미노루도 흔쾌히 승낙해 <낮비>의 영화화가 성사됐다. 쟈니스 아이돌 V6의 멤

버이자 연극 배우로 꾸준히 활동해 온 모리타 고가 연쇄살인마 모리타를, ‘믿고 보는 

편안한 얼굴의 소유자’ 하마다 가쿠가 모리타의 고등학교 동창인 오카다를 연기했

다. “모리타 고는 어둡고 껄렁한 연기를 세심하게 열연해줬다. 하마다 가쿠는 일본 내

에서 ‘동정남’ 캐릭터로 독보적이다. (웃음) 연기 지도란 게 전혀 필요없는 배우였다.” 

영화는 모리타를 더욱 음습하고 장르적인 인물로 만들었고, 원작의 환상적 비주얼과 

시니컬한 코미디도 축약해 서늘하고 현실적인 호러물로 재탄생됐다. “인정사정 봐주

지 않는 한국의 범죄스릴러를 많이 참고해 리얼리티를 추구했다. (웃음) 유럽 상영 때

는 살육 장면이 역하다며 중간에 나가는 관객도 있었는데 스릴러에 면역력이 높은 

한국의 관객들은 <낮비>를 어떻게 볼 지 몹시 궁금하다.”   글 윤혜지·사진 오계옥

<내가 니 할매다>는 하루아침에 20대의 오두리(심은경)가 된 오말순(나문희) 여사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린 한국영화 <수상한 그녀>(2013)를 리메이크한 베트남 작품

이다. 판 기아 낫 린 감독은 오키나와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그녀>를 본 후 “이런 

영화야말로 베트남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연출을 결심했다고 한다. <수상한 그

녀>는 베트남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서도 리메이크 됐을 정도로 부모의 희생과 가

족애라는 보편적인 정서, 그리고 풋풋했던 젊은 시절로의 회귀라는 판타지를 건드리

는 영화이기도 하다. <내가 니 할매다>는 개봉 후, 빠른 속도로 베트남 역대 박스오

피스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비록 영화는 원작의 설정과 모티브를 거의 그대로 가져

왔지만 감독은 도시 호치민의 건축물, 음식 등 한마디로 “호치민스러움”을 어필하며 

자신만의 인장을 새겨 넣었다. 사실 영화를 보고 나면 젊은 다이(dai)를 연기한 배우 

미우 레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다. 감독은 그녀에게 원작을 보지 못하게 했고, 할머

니 걸음이나 엉뚱하고 쾌활한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단언컨

대, 그녀의 매력은 원작의 심은경 배우가 연기한 오두리에 결코 밀리지 않을 만큼 뛰

어나다. 직접 확인하시길!  글 이호준 객원기자·사진 오계옥

 

인 정 사 정  
봐 주 지  않 는 다

<낮비> 요시다 케이스케 감독

‘ 호 치 민 스 러 움 ’ 을  
 첨 가 했 다

 <내가 니 할매다> 감독 판 기아 낫 린 

peOple

모든 축제는 기념품으로 통한다. 실용성과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무장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기념품은 부천시청 잔디광장, 

CGV부천 5층, 송내 어울마당 지하1층 등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씨네21> 기자들도 물론, 대량구매했다. 글 김수빈 객원기자·사진 권영탕

BiFan
gOODS

  소장가치 100%,             더 판타스틱해진 기념품

01  반다나/손수건 머리에도 묶고 손에도 두르고, 영화 보면서 

눈물도 닦고. 쓰임새 다양한 손수건의 가격은 8000원.

02  휴대용배터리 보조배터리 전문 기업 ‘오로라모바일’과 콜

라보한 배터리. 아이폰보다 날씬하고 아이폰보다 가볍다. 

용량에 따라 8000원, 12000원.

03  티셔츠 파스텔톤의 고급스런 원단, 목 늘어남을 방지해주

는 밴드, 20회 기념 로고 라벨까지 새겨진 티셔츠. S부터 

XXL까지 다양한 사이즈에 가격은 15000원.

0 4  핀배지  BIFAN의 공식 심볼 ‘환상세포’ 모양의 니켈 금속 

배지. 금속의 묵직한 물성이 매력이다. 가격은 5000원.

05  BIBE GREEN 화분 자라나는 씨앗과 함께 BIFAN을 향한 

애정도 무럭무럭. 비마이그린과의 콜라보한 업사이클링 

제품. 가격은 10000원.

06  블루머그 차 한잔에 추억 한모금. 유약 컬러 선정부터 모

든 공정 과정을 함께해 더 특별한 머그컵의 가격은 8000

원.

07  에코백 BIFAN의 3가지 시그니처 컬러로 만들어진 에코백. 

핑크, 그린, 블루 3종에 가격은 15000원.

08  휴대폰케이스 한손에 담는 BIFAN의 추억. 아이폰6/6S, 갤

럭시7, 갤럭시7엣지 용으로 준비돼있다. 가격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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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는 판타스틱 걸작선: 

 시간을 달리는 BIFAN’ 특별전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영화 

다시 돌아가보고 싶은 BIFAN의 한때가 있다면? 영

화제의 스무살 생일을 맞아 관객의 사전 온라인 투표

로 부천의 역대 화제작 중 스무편을 추려 재상영하는 

‘다시 보는 판타스틱 걸작선: 시간을 달리는 BIFAN’ 

특별전이 열린다. 전설 아닌 레전드급 영화들과 부천

의 인연을 살펴보았다. 윤혜지

1 회  심 야 상 영 작

<킹덤>(1994) 라스 폰 트리에

‘부천의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킹덤> 심야상영

을 실시간으로 즐겼던 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

제 김영덕 프로그래머의 생생한 증언에 의하면, 

“영화가 워낙 길고 괴이한 데다 상영 전부터 무섭

다는 소문이 영화제를 뒤덮었다. 영화를 보니 정말 

‘오리지널’ 공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예측을 

자꾸 뒤엎는 전개에 놀란 관객과 마구 비명을 지르

면서 봤는데 현실의 효과음과 함께 영화를 보니 무

척 재미있었다. 옆에 앉은 관객과 서로 붙들고 때

리고… 심장이 쫄깃해진 채로 밤을 지새웠다. (웃

음)” 당시 프로그래머였던 김홍준 전 집행위원장이 

상영관마다 직접 나타나 관객을 부추겨 영화제를 

일종의 부흥회처럼 만들었다는 후문도 있었다. 

 3 회  심 사 위 원 특 별 상  수 상 작

<큐브>(1997) 빈센조 나탈리

아마도 부천이 가장 사랑한 감독이 아

닐까. 빈센조 나탈리는 데뷔작 <큐브>로 

이해의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고 제

7회 영화제엔 폐막작 <싸이퍼>(2002)

로 부천에 초청됐다. 그로부터 10년 뒤

인 제17회 영화제에는 <악령>(2013, 영

화제 상영 당시 제목은 <혼령의 집>)으

로 다시 한번 부천을 방문했다. <큐브>

와 함께 제3회 영화제엔 토드 헤인즈의 

<벨벳 골드마인>(1998), 다니엘 미릭

과 에두아르도 산체스의 <블레어 윗치> 

(1999)도 함께 상영돼 관객의 열띤 반

응을 끌어냈다. 인디 정신과 키치적 감

성이 뜨겁게 살아 있던 때였다. 

 3 회  상 영 작

<벨벳 골드마인>(1998) 

토드 헤인즈 

6 회  상 영 작

<도니 다코>(2001) 리처드 켈리

“제이크 질렌홀의 어둠의 얼굴”을 국내

에 처음 소개한 작품. 이해에 <도니 다코

>는 나카타 히데오의 <검은 물밑에서> 

(2002),  나지량의 <이도공간>(2002), 

대니 팡과 옥사이드 팡의 <디 아이> 

(2002)와 함께 부천 초이스에서 경쟁했

다(작품상은 <검은 물밑에서>가 가져갔

다). 제17회 선댄스영화제에서도 크리스

토퍼 놀란의 <메멘토>(2000)와 함께 각

본상을 두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작

품으로 선댄스에선 인기상을 수상했다. 

<메멘토>는 <도니 다코>보다 1년 먼저 

부천에서 상영되었다.

6 회  상 영 작

<이도공간>(2002) 나지량

부천에서 <이도공간>이 상영된 바로 다

음해에 장국영이 생을 마감해 부천을 

찾은 관객에겐 더욱 안타까운 기억으로 

남은 작품이다.

12회 작품상·여우주연상·EFFF 아시아영화상 수상작

<추격자>(2008) 나홍진 

12회 감독상·관객상 수상작 

<렛 미 인>(2008) 토마스 알프레드슨

이해의 상들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와 꼬마 뱀

파이어가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나홍진의 <추격

자>(2008)가 작품상과 여우주연상(서영희)을, <렛 

미 인>이 감독상과 관객상을 받았다. 두 작품은 제

41회 시체스영화제에도 나란히 함께 갔다. <추격

자>는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최우수작품상을, <렛 

미 인>은 골드 멜리스 유럽 최우수작품상을 수상

했다. 많은 관객의 가슴을 시리게 만들었던 <렛 미 

인>은 훗날 제15회 영화제에서 15주년 기념 앙코

르전 작품으로도 상영됐다.

1 4 회  작 품 상 · 여 우 주 연 상  수 상 작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2010) 장철수

서영희는 부천이 특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배우다. <추격자>에 이어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로 서영희는 두 번째 여우주연상을 손에 넣었다. 

물정 모르는 듯 순박한 얼굴이 원한 서린 악귀로 돌변했을 때 관객은 두려

움 대신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잔혹하고 힘 있는 여인의 얼굴이란, 부천에

서라면 언제나 환대받는 법이다. 

 

1 4 회  상 영 작

<미스터 노바디>(2009) 자코 반 도마엘

제14회 영화제에선 유독 ‘부천스러운’ 영화가 강세였다. 스르잔 스파소예비

치의 <세르비안 필름>(2010), 톰 식스의 <인간 지네>(2009), 마커스 던스탠

의 <콜렉터>(2009) 등 제목만으로도 모골이 송연해지는 잔혹한 영화가 줄

을 이었다. 물론 그 잔혹성에도 나름의 철학이 있었지만, 어쨌건 그런 의미

에서 자레드 레토의 잔잔한 열연이 돋보인 <미스터 노바디>는 더 눈에 띄는 

영화였다. 삶과 선택에 관한 화두를 SF의 숨으로 풀어낸 지적인 작품으로, 

올해 영화제를 찾을 관객은 한번 더 <미스터 노바디>를 곱씹어보아도 좋겠

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7회 작품상·관객상·남우주연상 수상작

<지구를 지켜라!>(2003) 

장준환 

이렇게 멋지고 터무니없는 데뷔작이 또 

있었을까. 부천에서 첫선을 보인 장준

환 감독의 데뷔작 <지구를 지켜라!>는 

그해 부천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였다. 무려 작품상, 관객상, 그리고 

백윤식의 남우주연상까지 3관왕을 거

머쥔 것. 관객상을 결정짓는 관객 투표

에선 5점 만점 중 4.77점이라는, 만장일

치에 가까운 호평을 받았다.

7 회  상 영 작

<데브다스>(2002) 

산제이 릴라 반살리

8 회  심 사 위 원 특 별 상  수 상 작  

<녹차의 맛>(2004) 
이시이 가즈히토 

“야마~ 야마~ 야마요~ 야마요~.” 한번 들으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녹차의 맛> 테마곡 <산이여>는 

영화제 기간 내내 관객 사이에 심각한 중독 증상

을 불러일으킨 주범이었다. <산이여>가 아니더라

도 그때 그 ‘녹차의 맛’을 떠올리기란 어렵지 않다. 

늘 별일이 없던 하루노 일가에서 보낸 시간들은 

어땠던가, 천천히 머릿속으로 되짚다보면 입가에 

문득 스며오는 맛이 있을 테니까. 오시이 마모루

의 <이노센스>(2004)도 같은 해의 화제작이었다. 

 1 3 회  상 영 작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2008) 

파스칼 로지에 

점점 체계화, 도식화되어가는 호러 고어 장르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킨 수작으로 2부 구성의 독특

함, 평범하고 현실적이어서 더욱 육체적으로 다가

오는 고문 장면 등이 인상적이었다. 영화 등급에 

관대한 프랑스에서조차 ‘포르노나 받는다’는 18살 

이상 관람가 등급을 공포영화 최초로 받아내(?) 

더욱 화제가 됐다. 감독 파스칼 로지에와 주연배

우 밀레느 잠파노이가 함께 부천을 방문하기로 하

였으나 아쉽게도 개인 사정으로 파스칼 로지에만

이 부천 땅을 밟았다.

5 회  개 막 작

<레퀴엠>(2000)
대런 애로노프스키

당시 대런 애로노프스키는 다른 작품

의 촬영으로 영화제 일정에 맞춰 부천

을 방문할 수 없었다. 개막식날 부천에

선 역대 최초로 개막작 감독의 화상 인

사 영상이 상영되었다. 

5 회  폐 막 작

<아멜리에>(2001) 

장 피에르 주네

5 회  상 영 작

<메멘토>(2000) 

크리스토퍼 놀란

1997 2001 2003 2009 2016

4 회  개 막 작

<아메리칸 사이코>(2000)
메리 해론

4 회  상 영 작

<링>(1998) 나카타 히데오

1회 20회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7 회  넷 팩 상  수 상 작

<키리시마가 

동아리활동 그만둔대>(2013) 

요시다 다이하치

2 회  작 품 상  수 상 작

<사무라이 픽션>(1998) 
나카노 히로유키

이전의 사무라이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던한 사

무라이영화로 일본 최초로 뮤직비디오 전문 프로

덕션을 차렸던 영상작가 나카노 히로유키의 감독 

데뷔작. 가수 겸 배우 호테이 도모야스도 큰 인기

를 누렸다. 파격과 개성을 위한 영화제인 부천에 

마침맞은 상영작인 만큼 이해의 작품상을 <사무라

이 픽션>이 가져간 건 자연스러운 결과였는지도!

SpeC 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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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BIFAN Industry Gathering) is pulling 

together some of the biggest names in the 

Asian film industr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ew programs such as Best of Asia, K-star 

Showcase and BiFan Scenario Showcase. 

Having major representation at BiFan’s BIG 

this year is China, whose film market grew 

over a massive 45% last year and with China 

well on target to take over North America as 

the largest market in the next year, it’s great to 

see China’s interest in BIG events at BiFan this 

year. 

China’s interest is represented by the 

attendance of superstar actor and filmmaker 

Zheng XU. The filmmaker who directed, co-

wrote, co-produced and starred in Lost in 

Thailand (2012) and Lost in Honk Kong (2015), 

two of the highest grossing films in China, 

the later which smashed several box office 

records last year is screening at this year’s 

BiFan as part of the Best of Asia section. Lost 

in Honk Kong came in second at Chinas box 

office last year to the film Breakup Buddies 

which also starred Xu alongside of Hunag Bo 

whose film  Mojin: The Lost Legend is also 

screening at BiFan. A star of stage, TV and film 

and receiving multiple nominations and awards 

for acting and directing in all disciplines Zheng 

XU has become one of China’s most significant 

director/ producers’ working today. 

In the last few years China has invested heavily 

into global films helping to finance some of the 

biggest Hollywood blockbusters and smaller 

productions worldwide. The acquisition of 

AMC and Legendary entertainment by Chinese 

conglomerate Wanda Cultural Industry Group 

is a signifier of the changing power dynamics 

at play and a continuation of China’s roll 

forward in the film market. With that being 

said some of the most noted investors in the 

industry including KongZhong Media who 

were involved in the joint Chinese-Korean 

film Bounty Hunters, starring LEE Minho and 

WANG Yu, Ray Production LTD who produced 

Crosscurrent, which will screen during this 

year’s BiFan. The company will be an active 

participant at this year’s BiFan Scenario 

Showcase (co-hosted by Screenwriters Guild 

of Korea). The   Ruyi Films who produced 

So Young a $100 million plus grossing film 

and Ent Communications will also have 

representation at this year’s BIG events. Of 

note, Ent Communications the biggest film and 

entertainment market research company in 

China. During the ‘Case Study: Korea-China 

Coproduction’ event, the company will provide 

essential data on the Chinese Film industry. 

This should give substantial understanding to 

Korean films to successfully launch in China. 

Ent Communication is currently expanding 

its horizons with film investment and talent 

agency and will look to network during their 

time in BiFan.

In a significant move to boost the relations 

“Oh God not again,” 

exclaims Nina as her 

bloodied and broken 

corpse rises from the 

mattress where her very 

alive boyfriend Rob is 

currently having sex with 

new love interest Holly, 

much to their horror. It’s 

a fascinatingly macabre 

and comedic sequence, brilliantly constructed and fea-turing the kind of witty 

inventiveness that is all too rare in British cinema these days. 

Writer/director siblings Ben and Chris Blaine have crafted a wickedly inspired 

romantic-comedy-horror in Nina Forever, one that consistently surprises and 

entertains through its novel take on classic genre tropes. Yet the film is much more 

than just titillation for genre fans as beneath the beautifully ghastly aesthetics lies 

a keen exploration on the nature of trauma, providing Nina Forever with genuine 

heart.

A supermarket worker training to be a paramedic, Holly’s uninteresting life hides 

a darkness that dwells within her, drawing her attentions to recently bereaved 

and suicidal co-worker Rob. However every time they have sex, Rob’s deceased 

girlfriend Nina gruesomely comes back to torment them, as much with deadpan 

sarcasm as with her ghoulish appearance.

It’s a tricky prospect to pull off well but the film is brilliantly effective in applying 

the situation to examine grief and the trauma of loss, as the directors make Nina’s 

presence felt everywhere from the colour red that slowly creeps into their lives, 

old pictures, missing spaces, and of course Nina’s body and her scathingly funny 

quips. Fiona O’Shaughnessy is perfectly cast as the undead girlfriend, bringing a 

sympathetic element alongside biting jealousy.

A self-confessed bizarrely erotic fairytale, Nina Forever is a thoroughly entertaining 

expe-rience - just be sure to leave memories of ex-partners at the door before you 

try it. 
Simon McEnteggart

between the Korean film industry and 

China, major Chinese film industry officials 

in including WANG FengLin (the secretary 

general of China Film Producers’ Association), 

GENG XiLin (executive vice chairman of China 

Film Distribution and Exhibition Association) 

and ZHANG Xun (former general manager of 

China Film Co-Production Corporation) will 

attend the signing of an MOU, which will lay 

the keystone of future work between the two 

film industries.

In an event that truly highlights the fruition 

of partnership between the Korea and China 

countries, the ‘K-Star Showcase,’ (hosted by 

BIFAN and Korea Entertainment Management 

Association) will welcome the attendance of 

YOU Xiao Gang, chairman of ‘China Television 

Drama Production Industry Association’ and 

board chairman of ‘Beijing Jingdu Century 

Culture Development Co. Ltd.’ and YANG Qun, 

president of ‘Beijing Zhongbei TV Art Center’. 

The showcase promotes Korean actors and 

actresses to casting directors from Chinese 

film and television series’ currently awaiting 

production. They will hold a preliminary 

screening event alongside global casting 

directors, and selected performers will 

continue on to a formal audition and potential 

for upcoming projects. This is surely a move in 

the right direction combining China’s powerful 

financial film and TV services alongside 

of Koreas continuing K-star power which 

continues to see its TV and film stars highly 

valued by audiences all over Asia.

As China expands its film market and 

influence over the film world its participation 

at these BiFan events with not just Korea but 

other attending global film reps offers great 

networking opportunities and the potential for 

a rise in film quality especially within China, 

Korea and Asia. One can only imagine now, 

the quality of films to come. Chocoshrek

China’s Expanding Importance 
on the Film Market Highlighted 
at BiFan

  feature 

Today we asked people attending the festival 

why others should make the effort to come to 

BiFan.

People should go to BiFan to watch movies 

that you cannot watch usually. There’s even 

an opportunity to watch various genres within 

the fantastic type of movies at BiFan and these 

are more interesting than the commercial films 

we are of course usually left with most of the 

year.

Rana Kim Film Enthusiast

I’m so glad to be here at Bifan since many of 

my filmmaker friends highly recommended it 

to me. I’m already impressed by the festival's 

identity which reflects creativity and diversity 

witnessed in its opening ceremony and I think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have to have and 

of course BiFan has it! Moreover, for me as 

a new(early) filmmaker, all the forums look 

comprehensive and mirror current mainstream 

hot topics such as Korea-China Coproduction 

and VR Panel talk.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more over the next few days and 

so people should come and enjoy these 

opportunities.

Jina Park Producer / Panda Media Manager

People should attend BiFan to discover great, 

unusu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films and 

enjoy the atmosphere of an intimate festival.

Aurelian Laine Writer-Producer at AJP 

Productions
Chocoshrek

Why should 
people 
come to BiFan?

  interview

Death Won’t Do Us Part? 
Nina Forever and 
the Nature of Trauma

  REVIEW 

i Fan wORlD

<Nina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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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사람들이 만드는 
판타스틱한 공간

개막을 앞두고 단장을 하느라 영화제 공간 곳곳이 분주하다. 부천시청의 로

비도 새롭게 바뀌었던데.

그렇다. 실내정원 컨셉으로 진행한 공간은 외부의 잔디광장과 연결되지만, 

차별점을 가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영화제 공간 중 가장 애착이 가

는 곳인데 바람이 잘 전달되었는지 반응이 좋은 것 같아 기쁘다.(웃음)

그렇다면 소속된 팀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소속된 팀은 기획팀 내에 공간기획/전시 분야이다. 영화 공간 부스나 

특별전에 해당하는 공간들을 기획하고 설치한다. 대부분의 경우 대행업체

에서 일을 진행하고 미술감독님이 컨펌하는 순서로 일이 진행된다.

이전에 관련된 일이나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나?

잠깐 전시기획회사에 다니기도 했고 대학전공도 실내건축과 문화콘텐츠를 

전공했다. 대학 시절 대외활동으로 올레국제스마트폰영화제, 서울LGBT영

화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등에 참여하기도 했다. 영화를 좋아하고 영

화산업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나.

공간디자인과 영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분야가 없을까? 라고 고

민하던 중 구인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다. 좋은 기회로 기획팀에서 일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두 영역에서 지금까지의 다양한 경험을 적용 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공간뿐만 아니라 영화에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영화제에서 기

대되는 행사나 영화가 있다면.

대니얼 래드클리프 주연의 <스위스 아미 맨>이 기대된다. 행사로는 VR 

Fulldome이 기대되는데, 특히 VR호러 <카타토닉>이 흥미로울 것 같다. 시

간이 없어서 볼 수 있을 진 모르겠지만.   

꼭 볼 수 있길 바란다.(웃음) 바쁜 와중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딱히 사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영화제를 하나의 큰 사건으로 본다면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에피소드가 아닐까 한다. 자원활동가, 스텝 등 

만나서 일하는 모든 분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일은 힘들지만 좋은 점이 

더 많다. 글 김은솔 객원기자·사진 권영탕

기획팀 공간기획/전시 이지영

O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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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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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차   캡틴 판타스틱 Captain Fantastic┃10:00┃⑮┃202┃CH  결혼이야기 Suamiku, Encik 

Perfect 10┃10:20┃⑮┃GV┃203┃FC  마이가 결정할게 2 Let Hoi decide┃10:00┃⑮┃201┃SS  

전병협 Pancake Man┃10:00┃Ⓖ┃204┃HYU2  도니 다코 donnie darko+할로우 씨 사건의 진실 

The Facts in the Case of Mister Hollow┃10:00┃⑮┃205┃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Fantastic 

Shorts Films 4┃10:00┃⑮┃GV┃206┃HYU4  벨벳 골드마인 Velvet Goldmine+먼지아이 dust Kid

┃10:00┃⑱┃207┃HYU5  인어와 함께 춤을 The Lure┃10:20┃⑱┃208┃HYU6  히어로 Hero the 

Movie┃10:00┃⑫┃209┃HYU7  모패 삼용사 The Three Warrior Impostors┃10:20┃Ⓖ┃210┃HYU8  

도성풍운2 From Vegas to Macau II┃10:00┃⑮┃211┃BST3  초록 들판의 노란 꽃들 Yellow Flowers 

on the Green Grass┃10:00┃Ⓖ┃212┃BST4  출구는 없다 Rupture┃10:00┃⑮┃213┃BST6  암살교

실: 졸업편 Assassination Classroom: Graduation┃10:00┃⑫┃214┃KM

 2 회차   고백 Confessions+마스터 클래스 Master Class┃12:40┃⑱┃GV┃216┃CH  세컨 챈스 A 

Second Chance┃13:30┃⑮┃217┃FC  지구에 떨어진 사나이 The Man Who Fell to Earth┃12:10┃⑮

┃215┃SS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 The Phantom detective┃12:30┃⑮┃GV┃218┃HYU2  몽상가 

The dreamer┃12:40┃⑫┃219┃HYU3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 Shorts 1┃12:40┃⑮

┃GV┃220┃HYU4  태양 The Sun┃12:50┃⑮┃221┃HYU5  아래층 사람들 The Tenants downstairs

┃13:00┃⑱┃222┃HYU6  패밀리 존: 키즈 애니 모음 Family Zone: Kid’s Animation Collection┃

12:40┃Ⓖ┃223┃HYU7  미성년 범죄 집단 Haze┃13:00┃⑱┃224┃HYU8  도성풍운 3 From Vegas 

to Macau III┃12:40┃⑫┃225┃BST3  비트코인을 잡아라 Bitcoin Heist┃12:40┃⑮┃GV┃226┃

BST4  캔터빌의 유령 The Canterville Ghost┃12:40┃Ⓖ┃227┃BST6  우리 생애 최고의 날 The Most 

Beautiful day┃12:40┃⑫┃228┃KM  키리시마가 동아리활동 그만둔대 The Kirishima Thing+먼지아

이 dust Kid┃14:00┃⑮┃1201┃OA  내 친구 아부렐레 Abulele┃14:00┃Ⓖ┃1202┃SH

 3 회차   배우, 헬무트 베르거 Helmut Berger, Actor┃16:10┃⑱┃230┃FC  마신자 - 빨간 옷 소녀의 

저주 The Tag-Along┃15:00┃⑮┃GV┃229┃SS  프란시스의 밀실 The Cabinet of Francis┃15:20┃

⑫┃GV┃231┃HYU2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 Fantastic Shorts Films 1┃15:20┃⑱┃GV┃232┃HYU3  

부천 초이스: 단편 2 Bucheon Choice : Shorts 2┃15:20┃⑫┃GV┃233┃HYU4  살아있는 데브의 밤 

Night of the Living deb┃15:30┃⑫┃GV┃234┃HYU5  훠궈전쟁 Chongqing Hot Pot┃15:40┃⑱┃

235┃HYU6  오픈 The Open┃15:20┃⑫┃GV┃236┃HYU7  빙하추흉 Lost in White┃15:40┃⑫┃GV

┃237┃HYU8  하늘도 아닌, 땅도 아닌 The Wakhan Front┃15:20┃⑫┃238┃BST3  로카 라퀴 Hang 

in There, Kids!┃15:20┃Ⓖ┃239┃BST4  라라 Rara┃15:20┃⑫┃240┃BST6  치하야후루 파트 1 

Chihayafuru Part I┃15:20┃Ⓖ┃GV┃241┃KM

 4 회차   아멜리에 Amelie of Montmartre+차라리 먹어주세요 Melt down┃17:00┃⑱┃GV┃243┃CH

패트와 매트 Pat & Mat┃18:20┃Ⓖ┃244┃FC  내가 니 할매다 Sweet 20┃17:40┃⑫┃GV┃242┃

SS  어떻게 헤어질까 How to Break up with My Cat┃17:50┃⑮┃GV┃245┃HYU2  불량공주 모모

코 Kamikaze Girls┃18:00┃⑮┃246┃HYU3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Korean Fantastic : Shorts┃

18:00┃⑫┃GV┃247┃HYU4  그랑블루 The Big Blue+메가토크 Mega Talk┃18:10┃⑮┃GV┃248┃

HYU5  니나 포에버 Nina Forever┃18:20┃⑱┃GV┃249┃HYU6  마스터 클렌즈 The Master Cleanse

┃18:00┃⑫┃250┃HYU7  난 연쇄살인범이 아니다 I Am Not a Serial Killer┃18:20┃⑮┃GV┃251┃

HYU8  트레이더스 Traders┃18:00┃⑮┃252┃BST3 어둠의 파수꾼 Keeper of darkness┃18:00┃⑱

┃253┃BST4  기름범벅 교살자 The Greasy Strangler┃18:00┃⑱┃254┃BST6  치하야후루 파트 2 

Chihayafuru Part II┃18:00┃Ⓖ┃GV┃255┃KM  사랑은 부엉부엉 Owl You Need is Love┃17:00┃⑫

┃1203┃SH

 5 회차   미드나잇 스페셜 Midnight Special┃20:40┃⑮┃257┃CH  카르멘 Bizet's Carmen┃20:20┃

⑫┃258┃FC  악마의 키스 The Hunger┃21:00┃⑱┃256┃SS  무법자와 천사들 Outlaws and Angels

┃20:40┃⑱┃GV┃259┃HYU2  로스트 인 홍콩 Lost in Hong Kong┃20:40┃⑫┃GV┃260┃HYU3  

렛미인 Let the Right One In+대동단결 United We Stand┃20:40┃⑮┃GV┃261┃HYU4  일어나, 김광

석 Who Killed Kim Kwang-seok?┃21:00┃Ⓖ┃GV┃262┃HYU6  금붕어, 여자 Bitter Honey┃20:40

┃⑱┃263┃HYU7  테라포마스 Terra Formars┃21:00┃⑮┃264┃HYU8  집으로 데려다줘 Take Me 

Home┃20:40┃⑮┃265┃BST3  판데믹 Pandemic┃20:40┃⑮┃266┃BST4  바지라오 마스타니 

Bajirao Mastani┃20:40┃⑮┃267┃BST6  쿠로사키군의 말대로는 되지 않아 The Black devil and the 

White Prince┃20:40┃⑫┃268┃KM  소르겐프리: 격리된 마을 What We Become┃20:00┃⑮┃1204

┃OA  우리는 고깃덩어리 We Are the Flesh┃20:00┃⑱┃1205┃SH

 6 회차   심야상영 2 Midnight Screening 2┃24:00┃⑱┃269┃CH

BI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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