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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fe 
 
              □ coffee  

              □ shop  

              □ rental  

              □ caps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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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달>

        오늘 부천에서 놓치면 후회할 것들

EVENT
13:00  메가토크 - 뉴미디어 ScreenX 쇼

케이스 

CGV부천 8관

13:00  무브먼트 - 공연단별꽃필 

소사구청 소향관

16:30  무브먼트 - 느루

U-Plex 중앙광장

19:30  무브먼트 - 유우래

CGV부천

20:40  스페셜 토크 -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 상영 후 진행. 게스트: 이

동진 영화평론가, 소설가 김중혁

부천시청 어울마당

O04

2016.7.24

버스킹, 버스킹, 버스킹

버스킹의 성지라 불리는 아일랜드 그라프튼 거리. 그

곳에서 결성된 최초의 한인 버스킹크루  K-Crew가 7

월23일 오후 1시 오정구청 오정아트홀 로비에서 공연

을 가졌다. ‘무브먼트’ 공연의 하나로 열린 행사에는 여

섯 멤버들의 감미로운 노래와 힘찬 연주가 돋보였다. 

<비긴 어게인>의 OST ‘로스트 스타(Lost star)’를 비롯

해 아델과 존 레전드의 주옥같은 명곡들로 채워진, 음

악영화의 한 장면 같은 공연이었다.   

일본영화의 오늘을 말하다

“원작 소설로 계속 영화를 만드는 건 그래야 투자를 받

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월23일 오후 12시40분 부천

시청 어울마당에서 ‘마스터 클래스 | 나카시마 테츠야

의 고백’이 진행됐다. <고백> 상영 후 유지선 프로그래

머의 진행으로 이어진 토크 나카시마 테츠야 감독은 

영화 제작의 어려움에 대해 솔직한 답변을 했다. 마스

터 클래스 제목 그대로 일본 영화계의 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고백의 시간이었다. 

한중 영화산업의 현재와 미래

세계 최대 영화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 영화

산업을 조명하는 ‘중국 영화의 밤’이 7월23일 

저녁 7시 S컨벤션홀에서 열렸다. 한중 양국의 

다양한 영화인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정

지영 조직위원장은 “오늘 마련한 행사를 통해 

양국의 합작과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

란다”며 뜨거운 환영사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

다. 이에 중국영화를 대표하는 거물 중 한 명

인 중국영화제작가협회 왕펑린 비서장은 “이

번 부천영화제를 통해 많은 한국 영화인들을 

알게 되어 기쁘다. 이제 시작이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양국의 보다 활발한 교류를 

기대해 본다.    

“영화 속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단죄를 받는다. 
현실보단 영화가 낫지 않나?”
_<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 스페셜 토크 중 허지웅 

평론가.

“다른 배우들의 코믹 연기가 
돋보이면 좋지요. 그래도 주인공은 
접니다.(웃음)”
 _<로스트 인 홍콩> GV 중 쉬 정 감독. 코미디 속에서 

절제된 연기를 선보인 이유에 대해 묻자.

“늘 내게 장난을 치는 어머니의 
영향이다.”
_<추격자> 스페셜 토크 중 나홍진 감독. 영화 속에 항상 

코미디적 요소를 넣는 것 같다는 질문에.

말.말.말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안영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회장 이은(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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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오계옥

스크린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7월24일 오후 1시 CGV부천에서 ‘메가토크 | 뉴미디어 

ScreenX 쇼케이스’가 열린다.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4-ScreenX> 상영 후 수록된 작품의 감독, 프로듀서가 

참여하는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ScreenX는 스크린

과 양쪽 벽면을 활용한 3면 영사 기술로 이번에 공개되

는 6편의 단편영화를 통해 영화 스크린의 새로운 포맷

에 대한 시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메

가토크 시작 전 배우들의 무대인사가 있을 예정이다.

모두를 위한 퍼레이드

관객과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황당무개 푸로젝트-황

당무개한 퍼레이드’가 7월23일 오후 5시30분부터 7시

까지 부천시청 및 중동, 상동 일대에서 열렸다. 마블 코

믹스의 주인공부터 BIFAN의 상영작 캐릭터들까지 폭

넓은 코스튬을 만날 수 있는 이색적인 퍼레이드. 영화

제를 찾은 관객은 물론 호기심 어린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도심에서 펼쳐지는 황당무계하고 판타스틱

한 행사 덕분에 축제 분위기로 한층 흥겹게 달아오른 

저녁이었다. 

 권
영

탕

 버스킹크루 K-Crew. <파코와 마법 동화책>

<귀신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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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히데오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

로 한 범죄 드라마. 쇼와 64년(1989년)

에 일어난 ‘아마미야 쇼코 유괴 살인사

건’을 소재로 한 이 이야기는 이미 NHK

에서 5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방

대하고 밀도 높은 원작의 전개를 가급

적 훼손하지 않으려 영화도 전·후편 2

부작으로 구성했는데 당연하고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사토 코이치, 

아야노 고, 에이쿠라 나나, 나가세 마사토시 등 믿을 수 있는 배우들로 

꾸려진 화려한 출연진만 봐도 이 작품에 모인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 가능하다. 

64 파트1, 파트2
64 PART 1, 64 PART 2  
제제 타카히사 | 일본 | 2016년 | PART 1-121분,PART 2-119분

월드 판타스틱 레드

베트남판 <도둑들>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특수

요원 다다는 비트코인(전자화폐)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악질적인 

해커 고스트를 잡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번번이 허탕을 치자 급기야 고스트 검거를 위해 범죄자들과 손을 잡기로 결심한다. 도둑

들을 이용해 도둑을 잡는다는 설정은 익숙하지만 비트코인을 범죄드라마의 소재로 끌고 

들어온 점은 흥미롭다. 그렇다고 해커와 벌이는 사이버 전쟁의 묘사에 집중하지는 않는다. 

대신 속고 속이는 사기극, 케이퍼 무비에서 익히 봐왔던 액션 활극, 무엇보다 서로를 의심

하는 도둑들이 벌이는 다채로운 매력의 캐릭터 쇼가 주를 이룬다. 이야기의 얼개가 꽤 치

밀하고 긴장감을 유지하는 솜씨도 좋다. 베트남 영화라고 하면 아직 우리에겐 낯설게 느

껴질 수도 있지만 실은 할리우드 장르영화와 비교해도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다. 장면의 

완성도, 극의 규모, 친절한 연출까지 두루 즐기기에 손색없는 대중상업영화다.  송경원

강렬한 섬광을 발사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소

년 알튼. 비밀 종교단체 ‘랜치’는 아이의 신비한 

힘을 ‘이용해’ 종교를 유지하려 한다. 아이가 실종

되자 지도자 마이어는 아이를 찾는 데 혈안이 되고, 아이의 능력을 실험대

상으로 삼고자 하는 정부까지 이 추격전에 가세한다. <미드나잇 스페셜>

은 어른들의 추악한 욕망으로부터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키려

는 소년의 아버지 로이와 그 일행의 목숨을 건 사투다. 감독이 오마주했다

는 존 카펜터의 <스타맨>부터 <E.T.>와 <미지와의 조우> 같은 SF물, 아버지

의 부성을 그렸다는 점에서 <더 로드> 등 연상되는 많은 영화들이 공존하

고 있다. 그럼에도 핵심적인 질문은 전작 <테이크 쉘터>(2011)로 향한다. 두

편 모두의 아버지가 배우 마이클 섀넌의 연기로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제

프 니콜스 감독의 변화를 보다 극명하게 살필 수 있는 작품이다. 

이화정  

우편배달부인 주인공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다.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불치병 선

고. 절망으로 가득한 그에게 어느 날 자신의 모

습을 한 악마가 나타나 달콤한 제안을 한다. 생명을 하루씩 연장해주는 대

신 세상에서 없앨 한 가지를 고르라고. 고민에 빠진 주인공은 자신의 삶을 

반추하기 시작한다. 고양이 ‘캬베츠(양배추)’와의 추억, 돌아가신 어머니와 

전 여자친구, 무뚝뚝한 아버지. 소중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쓸모없어 

버려야 할 것들은 과연 무엇일까? 흥미로운 스토리와 감각적인 연출. 빠

른 전개를 보여주지만 잔잔한 감동을 놓치지 않는 자아 성찰 영화. 사람이

라면 누구나 겪는 탄생과 삶,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

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영화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영화가 상

영되는 100분의 시간.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지.  

김은솔 객원기자 

비트코인을 잡아라
Bitcoin Heist
함 트란 | 베트남 | 2016년 | 110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미드나잇 스페셜
Midnight Special
제프 니콜스 | 미국 | 2016년 | 112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If Cats Disappeared from the World
나가이 아키라 | 일본 | 2016년 | 100분 | 부천 초이스: 장편

이른바 ‘64사건’이 일어난 지 14년 후 공소시효 만료까지 1년이 남은 

시점에서 신임 경찰청장이 갑작스럽게 재수사를 추진한다. 당시 수사

에 참여했던 미카미(사토 코이치)는 현재 공보경찰관으로 근무 중이다. 

영화는 미카미를 중심으로 여러 갈등 관계를 복잡하게 그려나간다. 공

보경찰 미카미가 취재를 원하지 않는 유가족이나 기자 클럽 사이의 갈

등을 조정하는 가운데 형사부와 경무부로 나뉜 경찰 내부 권력 다툼의 

부끄러운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게다가 미카미는 최근 부쩍 소

원해진 딸과의 관계도 걱정스럽다. 그런 와중에 64사건을 따라한 모방 

범죄까지 일어나며 사건의 향방은 점차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전편은 미제 사건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중심으로 한 심리 드라마에, 

후편은 모방 사건을 둘러싼 숨겨진 음모를 파헤치는 수사물에 초점을 

맞추었다. 범인의 수사나 피해자의 보호보다 권력과 암투, 혹은 여론 

눈치보기에 힘을 쏟는 경찰의 모습이 공권력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가

한다. 단순히 선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다층적인 서사는 물론이거니와 

캐릭터 간 거미줄처럼 얽힌 갈등 관계를 선 굵은 드라마로 풀어나가는 

솜씨가 놀랍다. 각본부터 연출, 연기까지 형사물에 관한 한 일본영화

의 저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증명하는 영화다.     

송경원 

베트남 상업영화의

현재를 확인하고 싶다면.

강렬한 섬광을

스크린으로 볼 찬스.

범죄 드라마의 진수를

맛보고 싶다면 고민 없이

선택해도 좋다. 탄탄한 시나리오,

안정된 연출, 최고의 배우들이

모인 보기 드문 조합. 게다가

왠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

살면서 ‘뭣이 중헌디?’

질문하는 100분



원작 캐릭터에 대단히 적역이다. 치하야의 모습 중 스스로와 연결되는 부분도 

있었나.

시나리오를 받은 뒤에 원작 만화도 보았다. 많은 순정만화들이 로맨스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치하야후루>는 스포츠물 같은 요소가 있어서 흥미

로웠다. 치하야의 매력에 촬영 전부터 두근두근했다. 치하야와 나의 공통

점이라….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굉장히 열

중한다는 점이 닮은 것 같다. 촬영하는 동안 치하야에게 깊이 빠져 있었고 

치하야의 일상을 연기하려면 그의 온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카

메라가 돌지 않는 때에도 그 긴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친구로 출연한) 다

른 배우들과도 가깝게 지냈다. 캐릭터를 억지로 만들어내기보다 현장의 

자연스러운 기운을 체화하려고 노력했다. 

치하야는 의외의 모습이 많은 캐릭터다. 엉뚱하고 헐렁한 한편 경기 도중엔 진

지한 전사가 된다.

치하야는 단순하고 정열적인 캐릭터다. 가루타를 하고 있으면 주위를 전

혀 안 보지만 일상에선 얼빠진 인물이다. 실제로 내 주위에 치하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조금 피곤하다고 느낄 것 같다. (웃음) 하지만 사랑스럽고 

멋진 소녀다. 같은 서클 내 멤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길을 독자적으로 가다가도 그들에게 조금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분명 있었을 것 같다. 하지만 자신이 가야 하는 길만을 생각하며 홀로 눈

물을 글썽이는 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복잡한 기분이 들 때 감독님께 많

은 조언을 구했다. 

고이즈미 노리히로 감독과의 협업은 어땠나.

감독님은 한 신, 한 신을 머릿속에 단단히 구상해두시는 편이었다. 장면을 

정해둔대로 완벽에 가깝게 구현하려고 하시면서 배우들에게 그걸 상세히 

알려주셨다. 하지만 감정적인 장면은 감독님 말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

었다. 그럴 땐 감독님께 의견을 드리기도 했다. 감정이 중요한 장면은 현

장에서 느낀 기세를 몰아가야 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리듬을 같이 

일하는 분들과 서로 맞춰가려고 노력했다.

<치하야후루> 시리즈를 통해 배우 히로세 스즈가 스포츠물과 전통적인 이야기

에도 무척 어울린다는 인상을 받았다. 자신에게 이 영화는 어떤 작품으로 기억

될까.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영화다. 열일곱, 열여덟의 청춘들이 서클활동

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 그 순간 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이다. 가루타를 소

재로 한 영화가 워낙 드물기도 해서 그런 점에서도 의미 있었다. 다른 배

우들과도 친해져서 사이좋게 촬영을 마칠 수 있어 기뻤다. 

전작 <바닷마을 다이어리>에서 연기한 스즈는 일찌감치 많은 걸 알아버린 소

녀였다. 자신도 어려서 데뷔했으니 공감이 갔을 텐데.

맞다. 스즈는 일정한 톤을 유지하는 기복 없는 캐릭터라 마음에 많이 와 

닿았다. 나도 그런 편이라 스즈가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상반기에 방영된 드라마 <괴도 야마네코>에선 실생활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

른 천재 해커 마오를 연기했다. 지금까지의 역할 중 가장 직업적으로 프로페셔

널한 캐릭터였다.

<괴도 야마네코>에서 처음으로 어둡고 대사도 적은 역할을 한 거였다. 첫 

화에선 눈빛만으로 연기를 해야 했다. 낯설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

었고, 완성된 걸 보고 더 잘해내야겠다는 욕심도 생겼다. 나를 통해 여성

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보통 나는 밝고 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역할을 주로 맡아왔기 때문에 <괴도 야마네코>에서처럼 몸을 많이 

쓰지 않고 눈으로 감정을 전달하면서 스스로를 억제하는 연기가 무척 흥

미로웠다.

앞으로의 꿈에 대해 말해준다면.

점점 영화를 많이 찍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세계에 물들어갈 수 있으면 좋

겠다. 어둡고 음침한 연기에도 도전해보고 싶다. 글 윤혜지·사진 오계옥

일본의 ‘국민 여동생’ 히로세 스즈는 <치하야후루 파트 1> <치하야후루 파트 2>로 부천을 

찾았다. 고이즈미 노리히로 감독이 영화로 만든 <치하야후루> 시리즈는 스에츠구 유키의 

동명 만화가 원작으로 일본의 민속 게임 가루타를 소재로 한다. 히로세 스즈가 연기한 주

인공 치하야는 평소엔 쾌활한 소녀지만 가루타에 임할 땐 누구보다 예민한 전사가 된다. 

캐릭터의 양면적 매력을 씩씩하게 체화한 히로세 스즈를 만났다. 

소녀의 진화

広瀬すず
히 로 세  스 즈

98



1 0

小泉德宏
<치하야후루> 프로젝트는 어떻게 시작됐나.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치하야후루>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만화였다. 

그 때 보고선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한 번 해볼까 싶었는데 마침 영화화 기

회가 주어졌다. 

원작에서 상세하게 표현된 치하야와 아라타, 타이치의 관계를 영화에선 압축

할 필요가 있었겠다. 셋의 관계를 그리면서 가장 주력한 지점이 어딘가.

원작이 편수가 많잖나. 청춘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사랑과 우정을 다룬 내

용이기도 해서 좁혀갈 필요가 있었다. 주인공 셋 중 노무라 슈헤이가 연기

한 타이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었다. 치하야의 가루타 능력이 원작에

선 초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었기에 타이치의 시선을 통해 치하야

(히로세 스즈)를 관찰하는 구성을 취했다. 셋이 만나 가루타를 시작한 계

기가 되는 어린 시절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가야 했다. 아라타(맛켄유)가 

가루타를 그만뒀다가 다시 시작하는 장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버리지 

않았다. 다만 시간관계상 영화에선 아라타가 가루타를 그만두는 계기를 

조금 다르게 그렸다.

<치하야후루>는 반쯤은 스포츠 만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 연습이나 경기 장면

에서의 긴박감도 많이 고려했겠다. 

가루타 경기 때 보면 해설 중엔 굉장히 조용하고 경기가 시작되면 ‘팟!’ 하

고 카드를 쳐내잖나. 그 때의 긴장감이 마치 사무라이들이 대결을 시작하

며 검집에서 검을 ‘팟!’ 하고 꺼내드는 순간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만화는 컷 구성이 완벽히 돼 있는 콘텐츠라, 영화화하면서 구성과 촬영 방식을 

선택하는 데에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가장 어려웠던 건 가루타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었다. 원작에선 게임의 

룰과 다양한 전략을 그냥 알려주면 되었지만 영화에선 지나치게 설명적으

로 보일 수 있어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만화는 독자가 타이밍과 

템포를 조절하며 볼 수 있는데 영화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카드를 탁 쳐

내는 한 순간의 연출은 불가피하게 슬로모션을 자주 사용해 관객의 시야

에 각인될 수 있게 했다. 만화 속의 과잉된 개그와 리액션을 그대로 가져

오면 ‘저게 뭐야?’ 싶을 수도 있어서 현실적 균형감도 고려했다.

일본의 많은 감독들이 여러 이유로 만화나 소설 원작을 영화화하는 프로젝트

에 도전한다. 그 안에 자신의 비전을 녹이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할 것 같은데.

일단 자기 자신을 널리 알리지 않으면 영화를 찍는 것부터가 힘들다. 그래

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해 인기 원작이 있는 영화를 연출하려는 감독

들도 있는 것 같다. 대체로 일본의 관객은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만든 영화

에 흥미가 없다. 그런 면에서 거의 오리지널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드는 한

국의 감독들이 부럽기도 하다. 또 한편으론 원작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재밌는 영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한다.　

<치하야후루 파트 3>의 연출 계획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내년부터 촬영을 시작한다.

글 윤혜지·사진 권영탕

가루타는 해설자가 들려주는 시구(詩句)를 듣고 뒷문장이 쓰인 카드를 먼저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일본의 민속 게임이다. 가루타를 소재로 한 <치하야후

루>는 순정만화의 정서와 스포츠물의 박진감이 훌륭하게 결합한 만화다. 영

화 <치하야후루 파트 1> <치하야후루 파트 2>는 원작을 거의 그대로 스크린

으로 옮겨 왔다. 감독 고이즈미 노리히로에게서 그 열띤 현장에 관해 전해 들

었다.

사무라이의 
대결과도 같은 

<치하야후루 파트 1> <치하야후루 파트 2> 

고이즈미 노리히로 감독  

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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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비주얼이 돋보이는 <비트코인을 잡아라>는 “베트남식 케이퍼 무비”다. 극중

에서 젊고 매력적인 사업가 토마스 역으로 분한 배우 유태오는 실제로 <오션스 일레

븐>(2001), <도둑들>(2012) 같은 영화들을 보며 캐릭터를 구성해나갔다고 한다. 사

실 그는 한국보다 할리우드에서 먼저 인정받은 배우다. 선댄스영화제에 초청된 벤슨 

리 감독의 <서울 서칭>(2015)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계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

고, 이후 출연한 드레이크 도리머스 감독의 <이퀄스>(2015)에선 “작은 배역이었지만 

크리스틴 스튜어트, 니콜라스 홀트 등 할리우드 배우들과 함께 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 농구 선수를 꿈꿨던 그는 인터뷰 내내 “연기와 운동

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했다. “경기장에서 관객들의 갈채를 받으며 땀 흘리는 것과 

무대에서 연기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배우의 심리는 비슷하다”는 것. 그는 최근 웹드

라마 <출출한 여자 시즌2> 출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국 활동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 동안 한국어 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준비가 된 것 같다며 “어떤 

역할이든 최대한 많이 경험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스크린에서 좀 더 자주 만

나게 될 그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 글 이호준 객원기자·사진 권영탕

이 제  더  많 은  한 국 영 화 에  
출 연 할  준 비 가  됐 다

<비트코인을 잡아라> 배우 유태오 

“폭력은 어떻게 일어났고, 그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한나 쇨드 감독은 

‘폭력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관심을 두었다고 한다. <에이니의 숲>은 숲 속 외딴 마

을 외부와 차단된 채, 폭력적인 아버지와 사는 13살 소녀의 고통을 그린다. 억압받은 

현재의 에이니를 실사영화로, 또 그녀의 엄마 세대 이야기를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으

로 결합시킨 독특한 형식이 인상적인 영화다. “손으로 인형을 하나하나 작업하다보

니, 무의식적으로 에이니의 내면과 엄마들의 이야기가 표현되더라.” 애니메이션 부

분은 킥스타터 후원을 통해서 제작비를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캠페인을 

통해서 제작비뿐만 아니라 그들의 할머니 세대 이야기도 모았다. 그렇게 100년이 넘

게 이어져온 억압받는 여성의 역사가 이 영화 안에 표현되었다.” 자국 스웨덴은 양

성평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여성들이 가

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인 자신 역시 그런 불합리함을 경험했

다는 한나 감독은 “소녀의 선택을 통해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여성을 그리고 싶었

다”고 말한다. 다음 작품은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일하는 소녀를 통해 바라본 자본

주의의 불합리, 이민자의 문제다.  글 이화정·사진 오계옥

폭 력 의  숲 에 서  
벗 어 나 기  위 하 여

<에이니의 숲> 한나 쇨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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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의 아들로 태어난 레옹 고몽은 탁월한 엔지니어였다. 1895년 그가 처

음 설립했던 회사는 사진 관련 업체로, 쌍안경이나 프로젝터, 촬영 장비 

등을 제작했다. 하지만 고몽은 당대 새롭게 나타난 ‘영화’라는 매체에 흥미

를 느꼈다. 그래서 이듬해 여름 파리 뷔트 쇼몽 지역에 최초의 영화 전문 

촬영소를 세웠고, 영화의 탄생과 더불어 빠르게 자신의 입지를 다져나갔

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고몽 영화사가 제작

한 900여편의 라이브러리 중 대표작을 선정해 특별전 형식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르네 클레르의 1950년대 작품부터 1980년대 뤽 베송이 연출한 

영화들, 랑지 베디아의 최신작까지 총 11편의 영화가 관객을 기다린다.

역사가 증언하듯 고몽은 ‘최초의’라는 타이틀과 함께 성장한 영화사다. 레

옹의 비서이자 최초의 여성 감독인 알리스 기-블라슈는 처음에 촬영 장

비 판촉을 위해 연출을 시작했지만, 무려 300편이 넘는 영화를 만들며 역

사에 한획을 그었다. 영화사 초기부터 고몽은 제작으로 다변화를 꾀했으

며, 기술적 도약이야말로 고몽의 힘이었다. 하지만 세계대전 발발로 미국

에 시장점유율을 빼앗기며 정체가 시작됐다. MGM과 맺은 배급 계약으

로 극장 경영에서 주도권을 잃었고, 30년대 유성영화의 등장을 맞은 회사

는 ‘고몽 프랑코 필름 오베르’로 합병됐다. 이후 1938년 하바스에 재매입

되며 되찾은 ‘고몽’사의 이름은 70년대까지 이어진다. 이 시기 고몽은 코

미디가 주를 이루는 상업적 코드의 작품들을 제작한다. <판토마 위기탈출

>(1964)은 그런 맥락에서 완성된 스펙터클 드라마다. 엄청난 흥행을 거둔 

이 영화에는 프랑스식 희극의 요소와 범죄 드라마의 스릴이 섞여 있다. 이 

밖에 전후 완성된 흑백영화 <뷰티 오브 더 데빌>(1950)이나 <얼굴 없는 눈

>(1960)의 흥미롭고 과감한 소재도 눈에 띈다. 이 작품들은 당대 고몽이 

얼마나 정교했으며, 또 미학적으로 세련되었는지를 증명한다.

배우 레아 세이두의 증조부로도 유명한 니콜라 세이두의 고몽 시대는 

1975년 시작되어 2004년까지 이어진다. 이때부터 고몽은 프랑스영화계

의 가장 중요한 ‘제작사’이자 ‘배급사’로서, 대중영화의 성공적 유통을 보

장하는 기틀을 마련한다. 비제의 오페라를 각색한 프란체스코 로시의 <카

르멘>(1984), 뤽 베송의 <서브웨이>(1985)를 비롯한 <그랑블루> (1988)와 

<니키타>(1990) 등 초기 대표작들, 이브 로베르의 <마르셀의 여름>(1990), 

<마르셀의 추억>(1990)은 90년대 전세계 영화팬에게 고몽의 이미지를 각

인한 영화들이다. 특히 <그랑블루>의 놀라운 성공으로 뤽 베송은 프랑스와 

할리우드를 오가며 감독과 프로듀서로서 자신의 필로그래피를 쌓기 시작

한다. 이렇듯 90년대를 거치며 ‘마거리트’란 창립자 어머니의 이름에서 딴 

데이지꽃 로고는 세계 각국으로 퍼진다.

2000년대를 알리는 고몽의 ‘디지털 시네마 프로젝트’는 1995년 뤽 베송

의 기존 영화 스튜디오에서 시작됐다. 영화 제작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과 비디오게임, 인터넷과 관련된 멀티플랫폼 사업이 구상됐고, 크실램 프

로덕션을 매입해 ‘고몽 멀티미디어’란 이름의 혁신적 기업 형태가 완성됐

다. 이즈음 고몽은 극장 흥행 수입 관리를 파테 그룹의 산하에서, 공동의 

이름으로 진행한다. 이른바 자국 영화사의 국제화를 통한 문화산업의 성

공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배우로 유명한 랑지 베디아의 <사랑은 부엉부

엉>(2016), 덴마크 출신으로 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연출자 니콜라스 빈

딩 레픈의 <네온 데몬>(2016)을 제작한 최근 경향이 그 다이내믹한 결과물

이다. 고몽은 여전히 변화하며 도약 중이다. 120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영

화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젊고 패기 있다.

이지현 영화평론가

고몽의 역사,
영화의 역사

 특별전 

 ‘고몽: 영화의 탄생과 함께한 120년’ 

<니키타>

<그랑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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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dern society the old are too easily regarded as 

being past their “usefulness date”. Vets who have 

served their time risking their own lives fighting 

for our way of life are well forgotten after time has  

passed and governments give minimal reward to both 

these groups. This is an area not lost on the filmmaker 

LEE Seo whose latest offering, Grandfather made its 

world premiere at BIFAN this year.

Vietnam vet Ki-Kwang (PARK Geun-Hyung) is living 

out his days driving a rust bucket bus he owns ferrying 

immigrants in his rural town to and from work. Like his 

bus he may be on his last legs. Ki-Kwang, a victim of 

age, war scars and alcohol abuse finds there’s now 

very little driving forward his life of meager means. 

When tragic news of his son comes, Ki-Kwang 

rushes to his estranged granddaughter (KO Bo Gyeol) 

to take care of any business that needs attending 

to. Finding a tentative connection, grandfather and 

granddaughter begin to find some compassion for 

one another. Stumbling upon suspicious events 

surrounding his son’s death and a lack of interest from 

the cops to reopen the case, Ki Kwang makes his own 

investigation and as he digs deeper into the darkness, 

secrets and lies begin to surface. 

Grandfather is a vengeance film that has a tone 

reminiscent of ‘The Man From Nowhere’(2010) yet 

has a pace of its own. The performance from veteran 

actor PARK Geun-Hyung makes the lead character 

of Ki Kwang a believable reality and the remaining 

cast. Through the film, a feeling of social injustice is 

portrayed in more ways than one. Refraining from 

melodrama, tragic events in the film give cause for 

reflection rather than reaction. More vengeance 

drama than action thriller, Grandfather is a worthy 

entry to the Korean Fantastic section. Chocoshrek

NAFF begins tomorrow! The 9th edition of 

the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NAFF) 

will run from July 25 until 28 and is one of 

Asia’s primary genre film market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filmmakers to establish 

relationships with key industry personnel and 

help support genre film projects. NAFF is a 

fundamental part of BIFAN’s programming, 

one that intends to drive film development, 

inaugurate co-productions, generate post-

production support, and provide crucial 

funding in order to forge a stronger Asian 

film industry. The four programs in NAFF 

2016 are invaluable platforms for filmmakers, 

making BIFAN a highly attractive festival for 

professionals and cineastes alike.

It Project

The first film market to focus exclusively 

on genre films, It Project 2016 has selected 

16 produc-tion teams to pitch their ideas to 

producers, distributors, and financiers. As 

well as helping to develop key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s, the pitching teams will 

compete for cash prizes up to 15 million KRW, 

a real lifeline in seeing film production through 

to its conclusion. The jury this year consists of 

acclaimed Indonesian director Joko ANWAR, 

Katherine LEE of Ivanhoe Pictures, acquisitions 

consultant Annick MAHNERT, and celebrated 

Korean director/scribe YIM Pil Sung.

Spotlight on Malaysia

Each year, Project Spotlight selects an Asian 

country in order to explore its genre output 

and examine the cinematic trends. Project 

Spotlight 2016 will focus on Malaysia, and will 

actively serve to forge ties between industry 

figures to provide backing for filmmakers in 

the region. Five carefully se-lected projects – 

Dawn Raid: The Hands That Rattled the Queen, 

Run Adam Run, Sitora the Weretiger, Vox, and 

XX Ray II – will pitch their ideas to investors to 

receive production support.

Nordic Genre Invasion

A non-profit organisation, Nordic Genre 

Invasion seeks to provide a platform to help in 

the de-velopment of genre films from Nordic 

countries. Teaming with NAFF this year, the 

collaboration pro-vides opportunities for three 

projects - Dark Moon, Night Satan: The Movie, 

and Revival - for investment and production 

IN THE WORDS 
OF DIRECTOR NA HONG JIN

Director NA Hong Jin visited BIFAN 

where his much acclaimed film, ‘The 

Wailing’ is screening in competition as 

part of the Bucheon Choice section. 

Here’s a summary of words he had to 

share with us.

“When it comes to my filming style I 

don’t try to restrain myself into specific 

genre or some type of a style but first I 

come up with a storyline then pick which 

genre or procedure would best match 

the story, some audience members may 

feel  there’s some sort of so called style 

of my own but I don’t want to pursue any 

specific or originated style …”

“One of the difficulties for me in making The Wailing was to actually make the 

audience feel suspicious. In terms of delivering the story I had to some how come 

up with ambiguous techniques in story telling.” ... (Speaking on the main character) 

“… I wanted to portray when humans face extreme fear or horror there’s 

something that they could do out of their own will.”

“… when it comes to climax many people define climax as something that is most 

active and most powerful, I wanted the climax (of The Wailing) to be most divine 

and most surreal and very calm and I’d been contemplating (the climax) for several 

months but once the idea came to me I was able to finish the script within 4 hours 

and this was how I was able to finish the screenwriting and come up with the film.”

“I’m in very good condition after the success of The Wailing so I will try to come 

back to audiences with another film and I hope it won’t take as long as the whole 

production period of The Wailing. I really want to thank you all because for this 

film the overall screenwriting and producing period has been so long that I kept on 

doubting whether the overall direction of this film and style would correspond to 

what society is looking for these days. I was so anxious and questioning whether I 

myself was doing well in terms of doing this because the whole procedure was so 

long … but because the audience has shown so much interest towards the film, I’ve 

now gained a lot of confidence and faith about my own style and I will try to pursue 

my own career as I have done with my previous films.” Chocoshrek

VENGEANCE HAS 
A GRANDFATHER

opportunities.

Fantastic Film School

Each year NAFF selects emerging filmmakers to 

participate in the Fantastic Film School, a train-

ing program taught by established professionals 

dedicated to providing advice on various 

aspects of the industry. Lecturers for BIFAN 

2016 include Justin DEIMEN (Group Managing 

Partner, Aurora Media Holdings), Bunnygraph 

Entertainment CEO John HEINEKEN, producer 

Yukie KITO (While the Women Are Sleeping), 

screenwriter/producer Vincent NGO (Hancock), 

director/VFX supervisor NISHIMURA Yoshihiro 

(Tokyo Gore Police), Sundance Film Institute 

Senior Programmer Charlie REFF, and Profes-

sor/documentary director ZHANG Tong Dao.
Simon McEnteggart

  REVIEW   interview

In the Mood 
for N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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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NA Hong 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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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퀴엠+죽음의 춤 Requiem for a Dream+Danse Macabre┃10:00┃⑱┃302┃CH  메이 후? 

May Who?┃10:20┃⑫┃303┃FC  마이 베베 러브 My Bebe Love #KiligPaMore┃10:00┃⑮┃301┃

SS  마낭 비링의 크리스마스 Manang Biring┃10:20┃⑫┃GV┃304┃HYU2  극장판 요괴워치: 탄생의 

비밀이다냥! Yo-kai Watch the Movie: It’s the Secret of Birth, Meow!┃10:00┃Ⓖ┃305┃HYU3  판타

스틱 단편 걸작선 6 Fantastic Shorts Films 6┃10:00┃⑮┃GV┃306┃HYU4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Memories of Matsuko┃10:00┃⑮┃GV┃307┃HYU5  어둠의 여인 Under the Shadow┃10:20┃⑫┃

308┃HYU6  사우스바운드 Southbound┃10:00┃⑮┃369┃HYU7  카츠라기 살인사건 The Katsuragi 

Murder Case┃10:20┃⑮┃309┃HYU8  더 시크릿 The Secret┃10:00┃Ⓖ┃310┃BST3  에이니의 숲 

Granny’s Dancing on the Table┃10:00┃⑮┃GV┃311┃BST4  크리에이티브 컨트롤 Creative Control

┃10:00┃⑱┃312┃BST6  변태 가면2: 잉여들의 역습 HK2: The Abnormal Crisis┃10:00┃⑮┃313┃

KM

 2 회차   크리피: 일가족 연쇄 실종 사건 Creepy┃12:10┃⑮┃GV┃315┃CH  컬러 오브 러브 Surga 

Yang Tak Dirindukan┃13:00┃⑮┃316┃FC  괜찮아요? 프리랜서 Heart Attack┃12:40┃⑫┃314┃SS  

홍금보의 보디가드 The Bodyguard┃13:00┃⑮┃317┃HYU2  낮비 Himeanole┃12:40┃⑱┃GV┃318

┃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 Fantastic Shorts Films 2┃12:40┃⑫┃GV┃319┃HYU4  패밀리 존: 

키즈 애니 모음 Family Zone: Kid’s Animation Collection┃13:50┃Ⓖ┃320┃HYU5  포인트 제로 Point 

Zero┃13:00┃⑮┃GV┃321┃HYU6  종말의 아이 Apocalypse Child┃12:40┃⑱┃322┃HYU7  판타스

틱 단편 걸작선 14 - ScreenX Fantastic Shorts Films 14 - ScreenX┃13:00┃⑫┃GV┃323┃HYU8  마

트 강탈 사건 Robbery┃12:40┃⑱┃GV┃324┃BST3  키코리키: 황금드래곤의 전설 Kikoriki: Legend of 

the Golden Dragon┃12:40┃Ⓖ┃325┃BST4  길라지와 랩소디 Illogically Sane┃12:10┃⑮┃GV┃326

┃BST6  에그엔젤 코코밍 Egg Angels Cocoming ┃12:40┃Ⓖ┃327┃KM 

 3회차   네온 데몬 The Neon Demon┃15:20┃⑱┃329┃CH  너츠! Nuts!┃15:40┃⑮┃330┃FC  나

의 소녀시대 Our Times┃15:20┃⑮┃328┃SS  크리처 디자이너: 에일리언에서 워킹데드까지 Creature 

Designers: The Frankenstein Complex┃15:40┃⑫┃331┃HYU2  그랜드파더 Grand Father┃15:20

┃⑱┃GV┃332┃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Fantastic Shorts Films 3┃15:20┃⑮┃GV┃333┃

HYU4  더 소노 시온 The Sion Sono┃15:20┃⑫┃334┃HYU5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If Cats 

Disappeared from the World┃15:40┃⑫┃335┃HYU6  큐브+할로우 씨 사건의 진실 Cube+The Facts 

in the Case of Mister Hollow┃15:20┃⑱┃336┃HYU7  타마샤 Tamasha┃15:20┃Ⓖ┃337┃BST3  가

라데 킬 Karate Kill┃15:20┃⑱┃GV┃338┃BST4  난 연쇄살인범이 아니다 I Am Not a Serial Killer┃

15:20┃⑮┃GV┃339┃BST6  마르셀의 여름 My Father’s Glory┃15:20┃Ⓖ┃340┃KM  맨하탄 녹턴 

Manhattan Nocturne┃14:00┃⑮┃1301┃OA  부천 초이스: 단편 1 Bucheon Choice: Shorts 1┃14:00┃

⑮┃1302┃SH  

 4 회차   미드나잇 스페셜 Midnight Special┃18:00┃⑮┃342┃CH  마터스: 천국을 보는 눈+할로

우 씨 사건의 진실 Martyrs+The Facts in the Case of Mister Hollow┃18:20┃⑱┃343┃FC  라비린스 

Labyrinth┃18:10┃⑮┃341┃SS  무에타이 몽키 트윈스 Monkey Twins┃18:20┃⑮┃344┃HYU2  베테

랑 Veteran┃18:00┃⑮┃345┃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Fantastic Shorts Films 8┃18:00┃⑮┃

GV┃346┃HYU4  소곤소곤 별 The Whispering Star┃18:00┃⑫┃347┃HYU5  오토헤드 Autohead┃

18:20┃⑮┃GV┃348┃HYU6  64 파트 1 64 PART 1┃18:00┃⑮┃349┃HYU7  심용결(ScreenX+3D) 

Mojin: The Lost Legend(ScreenX+3D)┃18:20┃⑫┃350┃HYU8  우리 생애 최고의 날 The Most 

Beautiful Day┃18:20┃⑫┃351┃BST3  숲 The Forest┃18:00┃⑫┃GV┃352┃BST4  사랑은 부엉부엉 

Owl You Need is Love┃18:00┃⑫┃353┃BST6  마르셀의 추억 My Mother’s Castle┃18:00┃Ⓖ┃354

┃KM  프랑켄슈타인 Frankenstein┃17:00┃⑮┃1303┃OA  일어나, 김광석 Who Killed Kim Kwang-

seok?┃17:00┃Ⓖ┃1304┃SH

 5 회차 

키리시마가 동아리활동 그만둔대+먼지아이 The Kirishima Thing+Dust Kid┃20:40┃⑮┃GV┃356┃

CH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stie┃21:00┃⑮┃357┃FC  전장의 크리스마스 Merry Christmas 

Mr. Lawrence┃20:40┃⑮┃355┃SS  바스킨 Baskin┃21:00┃⑱┃GV┃358┃HYU2  굿 맨 A Good 

Man┃20:40┃⑮┃GV┃359┃HYU3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0 Fantastic Shorts Films 10┃20:40┃⑮┃

GV┃360┃HYU4  켄과 카즈 Ken and Kazu┃20:40┃⑱┃GV┃361┃HYU5  얼굴 없는 밤 The Similars

┃21:00┃⑮┃GV┃362┃HYU6  64 파트 2 64 PART 2┃20:40┃⑮┃363┃HYU7  사랑의 불시착 I’m 

Not a Rebel┃21:00┃⑫┃GV┃364┃HYU8  저주받은 결혼식 Demon┃20:40┃⑮┃365┃BST3  나는 

과거를 살인한다 Kill Time┃20:40┃⑮┃366┃BST4  맨 인 더 다크 Don’t Breathe┃20:40┃⑱┃367┃

BST6  마이 빅 나이트 My Big Night┃20:40┃⑮┃368┃KM  리자의 달콤살벌한 연애 Liza, the Fox-

Fairy┃20:00┃⑮┃1305┃OA  니나 포에버 Nina Forever┃20:00┃⑱┃1306┃SH

O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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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에너지, 
숨길 수 없는 매력의 세 남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공연은 처음인가.

2006년 데뷔해 1집으로 활동할 때 참여했었다. 그때는 실

내 공연이었고 규모도 지금보다 작았는데 오늘 보니 그사

이 영화제도 우리만큼이나 많이 성장한 것 같다.(웃음)      

지난 5월에 발표된 ‘션’이라는 곡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간단히 소개해 준다면.

사실 그 노래는 멤버 허첵이 결혼할 때 남들이 안 하는 축

가를 불러주고 싶어서 만들었다. 그런데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 앨범을 발표하게 됐다. 5월에 발표해 결혼식 축가 행

사를 놓친 것이 아쉽다. (웃음)

음악을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영감을 주는 영화 

또는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지.

멤버 헤비포터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한다. 장르를 가리지 

않음은 물론이고 블록버스터부터 저예산 영화까지 두루두

루 본다. 단, 음악영화는 제외다. (웃음) 이유는 아무래도 음

악 쪽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 영화 속에서 과장되고 미화되

는 음악의 모습이 불편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멤버 징고는 

영화보다는 ‘미드’에서 영감을 얻는다. 영어 자막을 스스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이 마치 팝송을 들을 때 감수

성에 젖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 영감을 얻게 된다. 끝으

로 멤버 허첵은 스릴러 마니아다.  

오늘 BIFAN 공연 반응은 만족하는가.

조금 이른 시간에 공연해서 훤하긴 했지만, (웃음) 관객들의 

애정이 느껴지는 공연이었다. 문화를 즐길 줄 아는 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다. 

앞으로의 계획은?

곧 싱글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고 각자의 개인 활동도 있을 

것 같다. 멤버 저마다 개성 있는 음악을 보여 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글 김은솔 객원기자·사진 권영탕

‘판타스틱 콘서트’ 찾은 슈퍼키드

BIFAN 01  놀며 쉬며! 안락한 쉼터에서 신선놀

음을 즐겨 보아요.

02  “온 가족이 다 함께 BIFAN 나들이 

왔어요~” BIFAN의 온도를 시원하

게 내려줄 물총놀이.

03  “매진되지 않은 영화 어디 없나요?” 

주말. 몰려드는 관객들로 매진작 속

출. BIFAN의 인기를 증명하는 티켓

부스. 

0 4  “제 코스튬 어떤가요?” 축제에 대처

하는 우리의 자세. 영화 캐릭터로 완

벽 변신!

05  축제에 공연을 빼놓을 수는 없다! 잔

디광장이 흔들릴 정도로 모두 다 함

께 점프! 점프!

폭염 속에서도 BIFAN을 찾는 관객의 발걸음은 그칠 줄 몰랐다. 티켓을 구하기 위

해 긴 기다림도 마다치 않는 관객들, 다채로운 행사를 즐기기 위한 시민들이 한 자

리에 모였다. 흥겨운 BIFAN 주말 축제의 현장 속으로!
글 김은솔 객원기자·사진 오계옥, 권영탕

    무더위도 날려버린               관객 열정!

1 91 8

헤비포터, 허첵, 징고(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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