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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천에서 놓치면 후회할 것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7월29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한국 영화 표현의 자유 사수를 위한 포럼’

권영탕

이 열린다. 최근 제작과 상영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가 침해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표현의 자유 사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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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포럼과 연계해
7월25일부터 특별상영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오늘
<서울역>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오후 12시에 <불안한
외출>, 오후 2시에 <다이빙벨-확장판>의 특별상영

EVENT
19:00 부천시청 어울마당
폐막식

이 예정돼 있다.

아듀, BIFAN!
11일간의 영화 축제가 막을 내린다. 7월29일 오후 7시
부터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
틱영화제의 폐막식이 진행된다. 당초 부천시청 잔디광
장으로 예정되었던 행사는 우천 예보 관계로 실내에서
약식 진행될 예정이다. 폐막식이 끝나면 8시부터 폐막
작 <서울역>을 상영한다. 49개국 320편의 다양한 영화
를 소개한 BIFAN은 폐막식 이후 7월31일까지 이틀 더
상영을 계속한다.

<불안한 외출>

NAFF의 선택을 받은 영화는!
올해 새롭게 런칭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인더스트리 프로그램(이하 B.I.G)이 7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7월28일 고려호텔

말.말.말

3층 그랜드볼룸에서는 B.I.G 폐막식과 NAFF 프로젝트 시상식이 열렸다. 1천5백만원의 제작비가 지원되는 부천상은 알레한드로
수아레즈 로자노 감독의 <모과이>에 돌아갔다.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한 NAFF 코리안어워드는 이상우 감독의 <식인할멈>, 후
반작업 지원 부문인 모네프·웨이브랩·더컬러상은 시우콴 케네스 라이, 팍람 폴 쎄, 라우 윙타이 감독이 연출하는 <최면재판>

“어쩌면 배우들이 이란에 다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수상했다.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NAFF 수상자들.

_<어둠의 여인> GV 중 에밀리 레오 프로듀서.
사회비판적인 주제 때문에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폐막식 이후에도 판타스틱한 영화의 향연은 계속된

장국영과 함께한 시간

이란 정부로부터 압력이 있었냐는 질문에.

“감독으로서의 고집은 지키고
지휘자로서의 아집은 버리는,
소통하는 감독이 되겠습니다.”
_‘청년감독 발굴 프로그램: 내일을 향해 쏴라!’중
김상일 감독.

다. 7월30일 오전 10시50분부터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에서 ‘다시 보는 판타스틱 걸작선: 시간을 달리는

상영 후 나지량 감독과 함께하는 GV가 열렸다. 장국영

BIFAN’ 선정작인 <사무라이 픽션>, <링>, <김복남 살인

의 마지막 작품을 추억하는 관객들의 질문이 이어진 뜻

사건의 전말>, <지구를 지켜라!>가 연이어 상영된다. 오

깊은 시간이었다. 나지량 감독은 배우 장국영에 대해

후 3시30분에는 송내어울마당 솔안아트홀에서 폐막

“장면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작 <서울역>이, 오후 9시엔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에

연기하는 배우”였다며 “아직도 장국영의 마지막을 생

서 BIFAN의 화제작 <스위스 아미 맨>이 상영된다. 마

각하면 속상하다. 그러나 그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전

지막 날인 31일에는 송내어울마당 솔안아트홀에서 나

했다. BIFAN이 준비한 GV는 끝이 났지만 영화제는 31

카시마 테츠야 감독의 대표작이 상영된다. 오후 3시30

일까지 계속되니 상영 일정을 꼼꼼히 챙겨보자.

분에는 <갈증>이, 8시30분에는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

씨네21 오계옥

7월28일 오후 2시30분 CGV부천 5관에서 <이도공간>

생>이 상영될 예정이다.

“밀리터리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사무라이물이다.”
_<부활> GV 중 시모무라 유지 감독. 			
전직 군인들의 이야기지만 선혈이 낭자한
날붙이 액션에 공을 들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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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VE R S T O R Y
누구도 찍은 적 없는
장강의 진면목
<장강도> 양 차오 감독, 신지뢰 배우

<장강도>는 장강을 거슬러 오르는 화물선 선장의 여정을 통해
기억과 상실의 애잔함을 전하는 영화다. 양 차오 감독은 칸 영화
제에서 주목을 받은 <여정>(2004)에 이어 <장강도>로 2016년
베를린영화제 은곰상을 수상하며 시네아스트로서의 면모를 다
시금 확인했다. 뼈대는 강에서 만난 여인의 정체를 밝혀나가는
스릴러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지만 장강의 풍광에 취하다 보면
영화는 어느새 시간과 기억에 관한 거대한 시가 된다. 생략과 상
징이 많은 만큼 다소 설명이 필요한 영화다. 안 루 역을 맡은 신
지뢰 배우와 함께 BIFAN을 찾은 양 차오 감독을 만나 흘러간 장
강이 품고 있는 비밀에 대해 물었다.

서울역

고 거리를 배회하다 좀비떼를 만난다. 혜선은 노숙자와 짝이 되어 사

<여정> 이후 <장강도>로 돌아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력을 다해 좀비를 피하고, 혜선의 아버지 석규(류승룡)는 기웅과 함께

양 차오

의 마음속에 투영된 장강의 이미지를 표현하려 했다. 장강은 중국의 역사,

한계를 돌파하는 시간이었다. 처음 구상했을 때부터 사실 불가능에

무수히 겹치고 사라져간 시공간의 이정표다. 도도하게 흐르는 강의 시간

Seoul Station

혜선을 찾아 나선다.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좀비떼들로 정부는 급기야

가까운 기획이었다.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나 인력을 꾸리기 어려운

은 거꾸로 흐르는 법이 없다. 아직 어떤 감독도 그 시간을 이미지로 표현하

연상호 | 2016년 | 93분 | 폐막작

서울역 인근 지역을 폐쇄하기에 이르고 도시는 계엄을 방불케하는 상

건 차라리 사소한 문제였다. 장강 일대를 샅샅이 훑으며 촬영하는 것 자체

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꼭 하고 싶었다. 처음엔 만드는데 2년을 구상했는

황이 된다.

가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도전이었다. 정부의 허가를 받는 것도 쉽지 않

데 결국엔 촬영에만 4년이 걸렸다. 신지뢰 어릴 때부터 장강에 대한 이야기

<서울역>은 연상호 감독의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2011)이나 <사이

았다. 중간에 투자금이 끊어지는 경우도 허다했고 찍어 놓은 필름에 문제

는 항상 들어왔지만 실제로 가 본건 이번이 처음이라 좋았다. 한겨울에 물

비>(2013)와 표현의 결이 다른 작품이다. 사건의 전개나 인물에 있어서

가 생겨 전부 폐기하기도 했다.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남아준 스태프와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 바라진 않았지만. (웃음) 촬영 중 새벽안개 낀 장강의

연상호 감독의 직설화법.

개봉 1주차인 <부산행>이 관객 665만 명

복잡다단한 서사를 구축했던 전작들과 달리, <서울역>은 좀비떼의 출

배우들에게 감사한다.

모습이 유달리 기억에 남는다.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부산행>과 연결 짓지 않더라도

을 넘으며 고공행진 중이다. 연상호 감독

몰 이후 나타나는 캐릭터들의 상황극에 가까워, 오히려 앞선 <부산행>

매우 시적이고 아름다운 영상이지만 시나리오만으론 그 느낌을 충분히 전달받

‘장강을 찍었다’는 걸로 제 몫을 다하는 영화다. 매 장면이 그림처럼 아름답지

이 충무로에 이질적인 ‘좀비’의 안착을 위

과 구조적으로 비슷해 보인다. 사회비판적인 측면에서 표현의 수위는

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작품에 출연을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만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해 <부산행>에 좀 더 대중적인 수를 뒀다

전작들 보다 단도직입적이고 강렬해 졌다. 가출 청소년과 노숙자 같은

신지뢰

각본을 받을 당시엔 신인이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웃음) 농담

양 차오 장강은 장대하다. 함부로 내가 안다고 말하긴 어렵다. 하지만 영화적

면, 애니메이션 <서울역>은 그에 덜 구애

이 영화의 ‘집 없는’ 캐릭터들이 함께 좀비떼를 피하는 동안 도드라져

이고 시나리오가 깊은 감동을 줬다. 당시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얼마 되지

으로 의미 있는 장면을 꼽는다면 까오 춘(진호)과 안 루(신지뢰)가 강을 사

그 자체로 독립적인 반전
애니메이션.

받으며 만든 독립애니메이션이다. 서울

보이는 것은, 재개발과 빈부격차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서울의 모습이

않았을 때인데 장례를 치르며 많은 생각을 했다. 내 속에 쌓인 감정들을 표

이에 두고 닿을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서로 마주보는 장면이다. 눈앞에 있어

역에 출몰한 감염자들의 소동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역>은, 내

다. ‘용산아파트 분양’이라는 화려한 네온이 걸린 그곳에서, 감염자들과

현하고 싶을 때 이 시나리오를 만났다.

도 만질 수 없는 둘의 상태가 영화의 주제를 관통한다. 개인적으론 까오 춘

용면으로 볼 때 그 ‘감염자’가 KTX에 탑승하면서 시작되는 <부산행>의

피해자들 모두가 정부로부터 위험인물로 분류되고 물대포와 최루액으

영화가 다루는 시간이 웅장하다. 삶, 집착, 애정을 다룬 드라마처럼 보이다가

이 배에서 자고 있을 때 헤드라이트로 그를 비추는 장면이 인상적이다. 그

프리퀄 격으로도 읽힌다.(제작 순서상으로는 <서울역>이 <부산행>에

로 진압을 당한다. 연상호 감독이 바라 본 지금의 대한민국, 서울, 용산

도 문득 장강의 유구한 시간 아래 잠긴다는 인상을 받았다.

렇게 계획하고 찍은 게 아니다. 배우들의 기량, 그 날의 날씨, 빛과 바람 등

앞선다) 서울역 인근, 가출해서 여관에 사는 소녀 혜선(심은경)은 자신

의 모습은 기괴한 모습으로 출몰한 좀비를 빼고 보더라도, 이미 처절하

양 차오

을 원조교제 대상으로 알선해 용돈을 벌려는 남친 기웅(이준)과 싸우

고 끔찍한 지옥이다. 

하고 싶었다. 물론 관광지의 수려한 풍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중국인들

이화정

장강은 중국인에게 큰 의미다. 일차적으로는 장강의 아름다움을 전

강이 허락해줘야 찍을 수 있는, 우연이 빚어낸 마법 같은 순간이 담겼다.
글 송경원·사진 오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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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스틱 BIFAN!
내년에도 만나요~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판타스틱한 시간을 돌아보다
11일간의 영화 축제 제20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올해
BIFAN은 49개국 320편의 최다 상영 기록을 세우며 장르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로 관객의 시간을 오롯이 사로잡은 BIFAN!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의 기억을 모아 보았다.  글 이호준, 김은솔 객원기자·사진 오계옥, 권영탕

02

9

03

04

01 부
 천 곳곳을 수놓은 아름다운 포스터의 정체는? 일러스

0 4 나도 주인공! 영화 속 캐릭터로 완벽 분장한 자원활동가들.

06 영
 화제에 음악이 빠질 수 없다. 밴드 슈퍼키드의 재치 있

08 “ 장국영이 나온 잡지를 가져왔어요.” 나지량 감독에게 사

트레이터가 재해석하는 영화의 이미지를 만나다! 7월24일
오후 5시 부천시의회 홀에서 열린 ‘시간을 달리는 BIFAN
특별전 [20/20/20]’ 오프닝 현장.
02 어떤 영화가 탄생하게 될까. 제작을 위한 미팅의 열기
가 뜨겁다. 아시아 장르영화의 활로와 미래를 모색하는
‘NAFF 프로젝트 비지니스 미팅’ 현장.
03 영화제에서 영화만 즐기란 법 있나요? 부천시청 잔디광장
에서 우아하게 샴페인 한잔.

7월23일 오후 5시30분부터 7시까지 부천시청 및 중동, 상
동 일대에서 진행된 ‘황당무개한 퍼레이드’.
05 부천역 마루광장에 ‘근짱’이 떴다. 7월26일 오후 6시30분부
터 열린 오픈 토크를 위해 아침부터 마루광장이 들썩들썩.
배우가 아닌 단편 <위대한유산>의 감독 장근석과 함께 한 진
지한 현장 속으로.

고 열정 넘치는 음악으로 분위기 UP~! 7월22일 오후 7시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진행된 “황당무개 콘서트”.
07 ‘남은 시간도 부탁해요~’ 영화제를 움직이는 실질적 동력,
자원활동가. 각 분야에서 발로 뛰는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의 BIFAN이 존재할 수 있었다.

인 받는 장국영의 오랜 팬! 7월28일 오후 2시30분 CGV부
천 5관에서 <이도공간> 상영 후 진행된 나지량 감독과의
GV.
09 < 부산행> KTX에서 탈출해 <서울역> 보러? 좀비 분장을 하
고 포토월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관객들.

05

06

07

08

09

10

“기자라면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밖에”

김광석 죽음 직후 20년 동안의 취재를 담았다. 상당히 긴 시간이다.

지상파에 재직 중일 때 보도를 시도했지만 허락을 구하지 못했다. 의혹을 제기하
는 정도의 보도만 한번 했다. 검찰과 공조해서 조사하려고 시도한 적도 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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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새로운 형식을 향한 끝없는 도전

<오토헤드> 로힛 미탈 감독

렵사리 진행했는데 수사팀마저 없어져 버렸다.
김광석과는 생전에 인연이 있었나.

인도영화라고 하면 흔히 뇌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이다. <오토헤드>는 그 어

전혀 없다. 노래 잘하는 가수라고만 생각했다. 죽음 이후 우연히 사건을 취재하

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뉴욕아카데미를 졸업한 로힛 미탈 감독은 고향 뭄바이로 돌아가

게 됐는데 이상한 게 많더라. 당시 경찰서에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첫 장편영화를 찍었다. “할리우드 시스템은 처음부터 내게 맞지 않았다.” <오토헤드>는

사람들이 의지가 없었다. 그 때는 인터넷도 없었고, 초짜 기자가 더 이상 뭘 할

기존 영화계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반영한 영화다. 모큐멘터리 형식을 취하

“99%가 채워져도 나머지 1%가 없으면 보도할 수 없다.” 2년 전, 이상호 감독은

수가 없더라. 그러다 사건을 잊어버릴 때쯤 되면 김광석의 노래가 어디선가 들려

고 있는 이 작품은 인도의 택시 드라이버를 취재하는 한 다큐멘터리 팀의 시선을 따라간

한 방송에 출연해 가수 故 김광석의 죽음에 얽힌 의혹을 취재 중임을 밝혔다.

왔다. 그 음악 너머에서 김광석이 다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여

다. 얼핏 인도 빈민가의 삶을 알리는 다큐멘터리처럼 보이지만 주인공의 정체가 드러날

김광석 사망 20주기를 맞은 올해, 드디어 그가 취재의 결과를 담은 다큐멘터리

기까지 왔다.

수록 다큐멘터리 팀이 찍고 있는 것 또한 또 하나의 허상임을 냉소적으로 풍자한다. “발

<일어나, 김광석>으로 돌아왔다. 영화에는 언론에서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다

영화라는 매체를 선택해 죽음의 진실을 다룬 이유가 있나.

리우드는 실제보다 과장된 일종의 쇼다.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들이 걱정 없이 사는 모

이어리, 통화 녹취본 등 공개 후 파장이 예상되는 자료들이 담겨 있다. 진실을

나는 지금 마이크를 뺏긴 기자다. 대안 미디어에 대한 필요 때문에 영화로 왔다.

습으로 오랜 기간 인도인들을 세뇌시켜왔다. 독립영화 감독들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들

밝힐 1%는 채워졌을까.

지상파에서 방송할 기회를 가졌다할지라도 영화로 만드는 편이 좋았는지도 모

은 가난한 계층의 이미지를 소비해 감정적으로 조작된 자기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그래

르겠다. 뉴스는 휘발성이 너무 강하다. 반면 영화는 제작 과정이 좀 더 핍진하고

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오토헤드>는 인도영화에선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오래 걸리지만 훨씬 오랫동안 내구성 있는 콘텐츠로 남는다. 김광석 죽음의 진

자기비판적인 형식을 통해 양쪽 모두를 비판한다. 영화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해본 적 없

실을 캐는 과정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 단단하게 굳혀 놓는

다는 그는 앞으로도 형식의 경계를 넓히는 도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해볼 만한 건 이미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뭣보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대중적인 공감을 이끌어

다 해봤다는 말이 나왔을 때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게 바로 영화의 역사다.”

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글 송경원·사진 오계옥

<일어나, 김광석> 감독 이상호

워낙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영화가 공개된 후 파장이 클 것 같다.

중요한 논쟁 같은 걸 피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이 다큐멘터리는 싸움을 시작하
기 위한 도구로 만든 거다. 이 싸움은 한 개인의 변사 사건을 넘어 우리나라 변사
수사에 대한 문제 전체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공동체나 국가는 구성원
들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으로 나온 결과다. 사람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분단국가, 가족과 고향의 의미

<굿 맨> 문시현 감독

게 최소한의 의무지만 불가피하게 죽음이 발생했을 때 그 죽음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예방하는 게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이다.
그런 주제나 태도 면에서 전작인 <다이빙벨>(2014)과도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 같은 남자. <굿 맨>의 원래 제목은 ‘연어’였다. 북파공

모두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자라는 직업을 가진 이상 문제를

작원 두식(공형진)은 타깃의 여자를 사랑한 나머지 남한의 모든 삶을 버리고 북한에 체

계속 제기할 수밖에 없다.

류하길 선택한다. 하지만 여자의 딸 명애(이시원)의 손에 이끌려 다시 남한으로 귀순하

이번 작업을 하면서 자주 들은 김광석의 노래가 있나.

게 되는 아이러니에 빠진다. 가족이란, 고향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마음이 있

사실상 이 영화의 테마곡은 <외사랑>이다. 김광석의 노래는 그의 철학이나 사회

는 곳과 몸이 있는 곳은 다를 수 있다.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두식은 북한에서 처음으

상을 보여준다. <외사랑>이란 노래는 그의 삶과 사랑과 죽음의 접점에서 가장 진

로 인간적인 감정을 느꼈기에 그곳에 머물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문시현 감독은 말한

술하는 정보가 많고, 정서적으로도 영화의 톤과 잘 맞아서 중요하게 쓰고 있다.

다. 그러나 비윤리적인 선택의 끝은 슬프게도 파국이다. 두식의 결정은 너무 많은 사람에

이번 영화제에서 <다이빙벨-확장판>(7월29일 14시, 부천시청 판타스틱 큐브) 특별상

게 상처를 주고 만다.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다들 피해자에게 잊어라, 용서하라고 한다. 얼

영도 한다.

마나 잔인한 말인가. 해남(송재림)과 장로가 명애에게 그리 무심히 말하는 건 우리를 둘

지난 2년 동안 부산국제영화제 사태가 이어져 왔고 죄인 아닌 죄인의 마음으로

러싼 사회를 은유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ㅏ9코믹하고 일상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난 공

숨죽이며 지켜봐왔다. 사태의 본질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권력과 그걸 지

형진의 연기도 인상적이다.” <홈 스위트 홈>(2011) <신의 선물>(2013) 등 매번 가족을 만

켜내기 위한 영화인들의 의지의 충돌이다. 그런 측면에서 BIFAN에서 해외판으

들고 머물 곳을 선택하는 일에 관해 말해 온 문시현 감독. 다음 작품은 “두 남자가 주인

로 특별 상영을 한다는 건 의미가 크다. 

공인, 보다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거라고 한다.

글 김수빈 객원기자·사진 오계옥

글 윤혜지 ·사진 권영탕

B i F a n w or l d
feature

To BIFAN,
With Love
“My goodness how the time has flown. How
did it get so late so soon?” The classic Dr
Seuss poem seems particularly apt now that
BIFAN 2016 is drawing to a close. It’s hard
to believe that we cineastes have already
been treated to a full week of incredible
genre films from around the world. The 20th
anniversary has been chock-full of quality
films and brimming with positive energy from
all quarters, making the Fantastic Festival’s
entrance into adolescence a truly wonderful
experience. However, fear not - there are still
a few more days to enjoy.
Tonight will bear witness to the 20th edition’s
closing ceremony, which - weather permitting
- will take place on the Grass Square next to
Bucheon City Hall. Following the red carpet
event and closing statements by BIFAN
festival director Choi Yong-bae, the juries will
announce the results for competi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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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eon Choice and Korean Fantastic. In

are to be shown in celebration of both cult

each category the Best Film, Actress and

animated series.

Actor Awards will be unveiled, as well as the

As we bid farewell to BIFAN 2016 and begin to

Audience Choice Awards, with recipients

recount all the experiences, there are several

taking home cash prizes. In addition, the

features that stand out in memory. While the

European Fantastic Film Festival Federation

festival proudly screened an enormous 300

(EFFFF) Asian Award, NETPAC Award, Save

titles throughout the genre extravaganza, what

Energy, Save Earth Film Award, and BIFAN

was truly impressive was the sheer caliber

Children’s Jury Award from the Family Zone

of the films available to the public. Highly

program, will all be revealed.

anticipated works such as Swiss Army Man,

With the ceremony concluded, the Asian

The Neon Demon, Creepy and The Wailing all

premiere of animated horror tale Seoul Station

appeared at BIFAN alongside emerging talent,

will be screened. Director Yeon Sang-ho’s film

sequels to cult hits and programming that

depicts the outbreak of a zombie virus in the

honoured genre masters, and the buzz among

Korean capital, with madness and violence

filmgoers was palpable.

rapidly breaking out throughout the entire city.

Similar energy was also to be found at

Among the carnage, a young woman named

the industry gatherings, where new and

Hae-sun must fight for survival and find safety.

established filmmakers alike exclaimed how

Seoul Station is a prelude the wildly popular

great the opportunities were to meet potential

and record-breaking Train To Busan, currently

investors and development personnel for

playing in Korean cinemas.

future productions.

The weekend will also see 3 Surprise

As film festivals build upon their successes

Screenings alongside 10 Awards Screenings

with each passing year, it’s hard to imagine

- the results and details of which will be

how BIFAN 2017 could possibly achieve such

announced at the closing ceremony - while

a goal considering how big this year has been.

select films from the 20 Years, 20 Favorites and

Yet with BIFAN’s newly refocused dedication

other special programs are also due to take

to genre films and professionals, it actually

place. Bolstering the weekend entertainment

seems a realistic prospect. Next July can’t

even further is Bleach VS Naruto, as 7 films

come soon enough!

<The Neon Demon>

Simon McEnteggart

<Swiss Army Man>

13

REVIEW

Midnight Special Reflects
True Craftsmanship
in Film

interview

BIFAN Highlights
As BIFAN’s 20th edition draws to a close, we ask - what was the best film
you experienced at the festival?
“My favorite film by far has been the Thai, martial arts action movie "Monkey
Twins". I didn't know what to expect from the title, but all doubts were

Midnight Special is the 4th film written and directed by Jeff

quickly put to rest in the first 10 minutes. Imagine Ong Bak, with bits of

Nichols and his 3rd collaboration with Michael Shannon in the

Peking Opera...and monkeys. The revenge story is rather straight forward,

lead role. What can only be classified as a sci-fi supernatural

but the pacing was exciting, the fight choreography was incredible, the

drama centers on main protagonists Roy (the man) Alton (the

cinematography was gorgeous, and of course...there were cute monkeys!”

boy). Why am I being so vague you ask? Because to give away

Chris Weatherspoon (Film Producer)

almost any information on this story is a spoiler. Yes that’s the

“It's Neon Demon. This female-centric, seductively-stylish and hallucinatory

type of film this is. What I can tell you is that the beginning

horror film gripped me from the beginning till the end. It's electrifying score,

of this story begins with a young boy and 2 men on the run.

mesmerizing visual metaphors and Elle Fanning and Jena Mallone's powerful

The boy has a special power and people are after him. An

screen presence are forever haunting. How the director dissects into and

intriguing start to an intriguing film.

exposes our obsessions and pursuit of natural beauty is disturbing yet a feast

Highlights of the film include the masterful cinemaphotography

for the eyes and reminds us women are dangerous creatures.”

by Adam Stone who has worked with Nichols in all of his films.

Mai Nakanishi (Producer/Director, Programmer at Scream Queen Filmfest Tokyo)

Stone captures the world we know in frames that enhance

“When I go to film festivals in Korea I try to watch as many Korean films as

the films tones is only complemented by David Wingo’s

possible since especially the independent ones are hard or impossible to

soundtrack. Both Stone and Wingo succeed in driving the

find with English … I saw all movies but one included in the section Korean

emotion of the film especially in periods where there’s very

Fantastic: Features. I would say that my highlights among them were 3

little to no dialogue. Finely tuned subtle performances by

movies but for different reasons [including the documentary Who Killed Kim

Joel Edgerton, Kirsten Dunst, Adam Driver and Sam Shepard

Kwang-Seok? By director Lee Sang-Ho & Karaoke Crazies by director Kim

echo a deceivingly mellow pace to what is essentially a chase

Sang-Chan]. Director Lee Seo’s Grandfather definitely intrigued me (the

film and the tightrope delivery from Michael Shannon (Roy)

most): the main character is an old Vietnam War veteran. When Korean

keeps you guessing on his true intentions. Jaeden Lieberher’s

soldiers were sent to fight alongside American soldiers in Vietnam, it was

hollow portrayal of Alton presents a fragile and powerful

in exchange of economical help for Korea. The paradox in the film is that

character and he holds his own against the more experienced

exactly the people who benefitted from Korea’s prosperity turn out to be

heavyweight actors.

responsible for the personal tragedy of the main character. I would have

With an abundance of films that hammer a story down your

wished the movie explores more about this social side of the story instead of

throat, it is refreshing to find a piece of cinema that sparks

the “vengeance” action sequences. “

your brain and your imagination. Too often lackadaisical

Yana Lekarska-Tzonev (Filmmaker)

filmmaking hand-leads us through mundane plots and twist,

“My favourite film at BiFan 2016 is GRANNY'S DANCING ON THE TABLE.

actors and voiceovers explain every detail of story zombie-

With its use of both live action and stop-motion animation, it portrays a family

fying our cinematic experience and leaving no space for

cycle of abuse and isolation, haunting in its horror and unflinching gaze. And

intelligent film entertainment and conversation. Thank god for

yet, it finds a harsh beauty in storytelling, and a rare lead character who is

this piece of artful genre construct and may more follow in

both sympathetic and dangerous.”

Nichol’s lead.

Shelagh Rowan-Legg (Associate Editor, ScreenAnarchy)

Kevin “Chocoshrek” Treadaway

Kevin “Chocoshrek” Treadaway & Simon McEntegg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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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an

SCHEDULE
영화명 원제┃등급┃GV┃예매코드┃극장

1회차 나루토, 대흥분! 초승달 섬의 애니멀 소동 Naruto the
Movie 3: Guardians of the Crescent Moon Kingdom┃11:30
┃Ⓖ┃801┃SS 불안한 외출 The Anxious Day Out┃12:00┃
⑮┃FC 2회차 보루토-나루토 더 무비 Boruto: Naruto the
Movie┃14:30┃⑫┃802┃SS 다이빙벨-확장판 The Truth
Shall Not Sink with Sewol - Extended Edition┃14:00┃⑮┃FC 미스터 노바
디(감독판)+먼지아이 Mr. Nobody(Director’s Cut)+Dust Kid┃14:00┃⑮┃1801
┃SH 3회차 더 라스트: 나루토 더 무비 The Last: Naruto the Movie┃17:30┃
⑫┃803┃SS 4회차 전복된 두려움 Uptake Fear┃20:30┃⑱┃804┃SS 폐
막식+폐막작 Closing Ceremony+Closing Film: Seoul Station┃20:00┃⑮┃
805┃CH 울트라섹스를 찾아서 In Search of the Ultra-Sex┃20:50┃⑱┃806
┃FC 아멜리아+차라리 먹어주세요 Amelie of Montmartre+Melt Down┃20:00
┃⑱┃1802┃SH

7.29

1회차 깜짝상영 1 Surprise Screening 1┃10:30┃901┃SS
블리치 극장판: 메모리즈 오브 노바디 Bleach: Memories of
Nobody┃10:30┃⑮┃902┃CH 사무라이 픽션+차라리 먹
어주세요 Samurai Fiction+Melt Down┃10:50┃⑫┃903┃
FC 2회차 얼굴없는 눈 Eyes Without a Face┃13:00┃⑮┃
904┃SS 블리치 극장판 2: 다이아몬드더스트 반란 Bleach: The DiamondDust
Rebellion┃13:00┃⑮┃905┃CH 링+열 개의 계단 Ring+The Ten Steps┃
13:20┃⑫┃906┃FC 수상작 상영 1 Awards Screening 1┃14:00┃1901┃
OA 수상작 상영 4 Awards Screening 4┃14:00┃1902┃SH 3회차 서울역
Seoul Station┃15:30┃⑮┃907┃SS 블리치 극장판 3: 페이드 투 블랙 Bleach
: Fade to Black┃15:30┃⑮┃908┃CH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죽음의 춤
Bedevilled+Danse Macabre┃15:50┃⑱┃909┃FC 4회차 바지라오 마스
타니 Bajirao Mastani┃18:00┃⑮┃910┃SS 블리치 극장판: 지옥편 Bleach
the Movie: Hell Verse┃18:00┃⑮┃911┃CH 지구를 지켜라+살인의 막장: 숟
가락 살인마 Save the Green Planet+The Horribly Slow Murderer with the
Extremely Inefficient Weapon┃18:20┃⑱┃912┃FC 수상작 상영 2 Awards
Screening 2┃17:00┃1903┃OA 수상작 상영 5 Awards Screening 5┃17:00
┃1904┃SH 5회차 미스터 노바디(감독판)+먼지아이 Mr. Nobody(Director’
s Cut)+Dust Kid┃20:30┃⑮┃913┃CH 스위스 아미 맨 Swiss Army Man┃
21:00┃⑫┃914┃FC 수상작 상영 3 Awards Screening 3┃20:00┃1905┃OA
수상작 상영 6 Awards Screening 6┃20:00┃1906┃SH 6회차 심야상영 3
Midnight Screening 3┃24:00┃⑱┃915┃CH

7.30

1회차 깜짝상영 2 Surprise Screening 2┃10:30┃1001┃SS
세일러복과 기관총 디 오리지널 Sailor Suit and Machine Gun
┃10:30┃⑱┃1002┃CH 깜짝상영 3 Surprise Screening 3
┃10:50┃1003┃FC 2회차 라라 Rara┃13:00┃⑫┃1004┃
SS 세일러복과 기관총–졸업- Sailor Suit and Machine Gun:
Graduation┃13:00┃⑮┃1005┃CH 데브다스+살인의 막장: 숟가락 살인마
Devdas+The Horribly Slow Murderer with the Extremely Inefficient Weapon
Devdas┃13:20┃⑫┃1006┃FC 수상작 상영 7 Awards Screening 7┃14:00┃
2001┃OA 수상작 상영 9 Awards Screening 9┃14:00┃2002┃SH 3회차 갈
증 The World of Kanako┃15:30┃⑱┃1007┃SS 마이 빅 나이트 My Big Night
┃15:30┃⑮┃1008┃CH 4회차 맨하탄 녹턴 Manhattan Nocturne┃18:00┃
⑮┃1009┃SS 사우스바운드 Southbound┃18:00┃⑮┃1010┃CH 킹덤+한
(汗) (인터미션 20분) Kingdom+Sweat┃18:20 *intermission 20minutes┃⑱┃
1011┃FC 수상작 상영 8 Awards Screening 8┃17:00┃2003┃OA 수상작 상
영 10 Awards Screening 10┃17:00┃2004┃SH 5회차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 Memories of Matsuko┃20:30┃⑮┃1012┃SS 수부라 게이트 Suburra┃
20:30┃⑱┃1013┃CH

7.31

등급 Rate
Ⓖ 전체 관람가 General ⑫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⑮ 15세 이상 관
람가 Under 15 not admitted ⑱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⑲ 19세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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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 HYU7 CGV부천 7관 HYU8 CGV부천 8관 BST3 CGV부천역 3 BST4 CGV부천
역 4 BST6 CGV부천역 6 KM 한국만화박물관 SH 소사구청 소향관 OA 오정구청
오정아트홀
※상영일정은 영화제쪽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굿즈와 함께한
시간
기념품팀 자원활동가
장현진, 안영서

안영서, 장현진(왼쪽부터).

올해 기념품이 인기였다. 가장 잘 팔린 상품은 무엇인가?
장현진 보조배터리가 단연 1위였다. Q2와 Q5 두 종류가 있는데 Q2는 매진이고 Q5는 3차로 입고됐다. 수량

이 많지 않으니 빠른 구매를 바란다.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
안영서 관객들에게 잘 나가는 상품을 추천해주거나 매진 임박 상품을 알려주고 구매를 유도한다.

기억나는 구매자가 있다면.
안영서

장근석 감독을 만나러 온 일본 관객들이 생각난다. 에코백, 핀 버튼, 휴대폰 케이스 등의 기념품을

종류별로 엄청나게 많이 사갔다. 그날 매출이 아주 쏠쏠했다.(웃음)
힘든 점들도 많았을 것 같다.
안영서 가격을 깎아달라거나 서비스를 챙겨달라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 어떤 구매자는 진열돼 있는 상품을

그냥 가져가려고 해서 제지하느라고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장현진

정산할 때 판매 금액과 보유 금액이 맞지 않을까봐 두렵더라. 하지만 내 돈은 아니라도 역시 돈 세

는 건 은근히 재밌는 일이었다.(웃음) 

글 이호준 객원기자·사진 권영탕

CINSTAGRAM
이호준

윤혜지

데일리 마지막 호를 자축하며

드디어 데일리 9호 마감.

BIFAN 화제의 이벤트인 “황당무개 챌린지”

#김수빈 객원기자의 데일리팀 콜라주.

카드 게임을 체험해 봤다.

#중간에_함정이_있네

1등 상품이 무려 플레이스테이션4!!

#편집장이_지켜보고있다

#유희왕이된기분 #손은눈보다빠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