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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스틱한 북한영화와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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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카펫
부천시청 잔디광장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의 풍경을 향한 호기심을 채워줄 ‘북한영화 특별상영: 미
지의 나라에서 온 첫 번째 편지’ 섹션을 만나보자. 국내 개봉한 북한영화 1호로 이름을 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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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및 개막작 상영
부천시청 잔디광장

괴수물 <불가사리>(1985), 영국, 벨기에와 합작한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2012)를 비롯해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단편 만화 시리즈 <교통질서를 잘 지키자요>(2006), 장편 <우리집
이야기>(2016)까지 3편의 장편과 6편의 단편이 준비돼 있다.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우리집 이야기>.

그를 영접할 시간이
다가온다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특별전의 일환으로 13일(금)부터 22일(일)까지 부천시의회 1층
갤러리에서 배우 정우성을 한 눈에 조망하는 전시가 열린다. 개막을 앞두고 스탭들이 분주
하게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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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평화로운>

장르의 성지,
부천에서 만나요

매진작을 향해
고고고!

<프롬 더 어스>

지상 최대의
VR 체험

발 빠른 관객들이 속속 매진작 리스트를 갱신 중이다. 백승기 감독의

BIFAN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VR 체험존을 ‘BIFAN VR VILLAGE’라는

<오늘도 평화로운>, 브루스 라브루스 감독의 <금남의 집>, 단편 걸작선,

이름으로 선보인다. 체험존은 13일(금)부터 22일(일)까지 부천중앙공원

심야상영 등이 여러 회차 쾌속 매진해 인기를 입증했다. 11일(수) 오후 7

에 12개의 부스로 조성되며 특히 ‘오디세이 VR 시네마’ 부스에서는 ‘삼

시 기준으로 온라인 매진된 상영 회차는 총 77개. 물론 공식 홈페이지의

성 오디세이’ 등의 최신 장비를 통해 극장 형태로 상영할 예정이다. 모

매진 알림 후에도 낙담하기는 이르다. 현장 예매분이 남아 있으니 상영

든 콘텐츠들은 체험존 안에 위치한 VR 라운지에서 선착순 현장 예약을

당일 서둘러 티켓부스로 향하자.

통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32편의 상영작에 대한 정보는 공식 사이트
(www.bifan.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집행위원장 최용배, 이하 BIFAN)가 7월 12일(목) 오후 8시,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개막식

‘13일의 금요일’ 밤을 불태울
심야상영

판타스틱오피스 (부천시청 별관)

을 갖고 11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올해 개막식 사회자는 배우 최민호와 임지연이 선정됐다. 개막식에는 올해 특

전화 032-327-6313

별전의 주인공인 배우 정우성과 부천 초이스 장편 심사위원인 배우 바바라 크램튼, 다카하시 히로시 감독, 변영주 감

씨네21 데일리사무실

독, 배우 김강우, 단편 경쟁 심사위원인 배우 김재욱을 비롯해 구혜선 감독과 배우 강지영, <레토>의 배우 유태오 등

영화제 기간에 찾아오는 ‘13일의 금요일’을 놓치지 않고 BIFAN에서 특별한 심야 상영 패키

어울마당 데일리 사무국

이 레드카펫을 밟을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최근 타계한 호러 거장 감독 3인의 초기작 세계를 조명하는 ‘3X3

지를 준비했다. 13일(금)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열리는 심야상영을 위한 패키지는 ‘13일의

씨네21 주식회사 www.cine21.com

EYES: 호러 거장, 3인의 시선’, ‘시간을 달리는 여자들: SF영화에서의 여성의 재현’ 등의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이 준

금요일, 잠들지 마라’라는 이름으로 준비되며 영화제 기대작인 <리벤지>, <맨디>, <지옥 인

비되어 있다. 특히 급변하는 남북관계를 반영한  ‘북한영화 특별상영: 미지의 나라에서 온 첫 번째 편지’ 섹션에서는

간>의 상영과 티셔츠와 배지로 구성된 한정 기념품 세트, 간식, 게스트와 함께하는 심야토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층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11
SK V1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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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한에서 제작된 3편의 장편과 6편의 단편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다. 

김현수

<맨디>

크로 구성된다. 심야상영을 더 색다르게 만나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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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배우 전도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배우 특별전의 주인공은 정우성이다.
모은영   배우가

지닌 ‘장르성’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해 보니 그의 출연작이 다시 보였다.

한국영화사에서 장르 영화의 폭을 넓혔던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더라. <유령>(1999)처럼 이
번 특별전을 통해 재발견하게 될 작품들이 많은 것 같다. 저작권자와 상영본 문제 등이 겹
쳐서 출연작 중 초기작 수급이 어려웠다는 점은 아쉽다. 이 특별전이 좀 더 지속된다면 우
리가 잘 몰랐던 한국영화사의 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고민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
김봉석   ‘3X3

EYES: 호러 거장, 3인의 시선’전을 준비하면서 보니 웨스 크레이븐 감독의

<나이트메어>(1984)가 영화제에서 한 번도 상영한 적 없어 의외였다. 어쩌면 가장 대중적
인 작품인데 왜 안 했을까? 상영 결정을 비롯해 공식 포스터와 기념품 제작 등은 모두 올
해를 관객 중심의 영화제로 만들자는 목표 아래 나온 아이디어다.
모은영   올해

초부터 Bifan을 좋아했다가 떠났던 관객을 돌아오게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열성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이야기했다.
김영덕   20회

때는 영화인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관객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건 결국 영화뿐이라고 생각하며 준비했다.
호러영화퀴즈대회와 스탬프 이벤트, 방탈출 이벤트 등 올해 선보이는 각종 기발한 이벤트들은
스태프들의 자발적 아이디어에서 비롯됐다고.
김영덕   맞다.

프로그래머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다. (웃음) 스탬

프 이벤트는 직접 해당 영화를 관람해야만 제공되는 이벤트이기도 한데, 프로그램팀과 이
벤트, 마케팅팀, 극장 등 모두가 협업해야 한다. 올해 대폭 늘어난 메가토크나 영화 관람
이외의 많은 이벤트 등은 사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고된 작업이다.
남종석   마침

영화제 기간에 13일의 금요일이 끼어 있는데 당일 심야상영 특별 패키지와

마스터클래스에서 한정 상품 증정 이벤트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심야 상영 관객에게 제공
하는 공개 미정의 간식도 기대해 달라.
김봉석   14일

" 떠났 던 관객도
돌아오게 만들겠다"

저녁에는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원컷 오브 더 데드(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의 야외 상영이 마련되어 있다. 좀비 코미디 영화의 야외상영이라는 흔치 않은 경험
을 선사할 것 같다.
올해 특히 아시아 장르 영화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영화들이 섹션별로 다수 포진되어 있다.
김봉석   아시아

영화가 흔히 한국, 중국, 일본을 제외하고는 낙후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장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필리핀 영화 <슬럼가 대습격>이나 말레이시아 영화 <정글히어
로> 같은 작품을 보고 있으면 기발한 아이디어는 물론이거니와, 할리우드 자본이 유입되
김봉석, 남종석, 모은영, 김영덕 프로그래머(왼쪽부터).

어 기술적으로도 전혀 뒤쳐지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다.
남종석   참고로

올해, 중국 영화 시장 규모가 할리우드를 넘어 세계 1위로 올라섰다. 올해

영화제 산업프로그램(B. I. G)에서도 아시아 영화 시장 트렌드와 할리우드와의 공동제작 가

김영덕, 남종석, 김봉석, 모은영 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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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을 앞두고 가장 신경이 곤두서있을 4인의 프로그래머를 만났다. “요새 바쁜 일정을 소화하느라 각종 영양

능성,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OTT플랫폼의 가능성에 대해 아시아 영화가 어떻게 대응해야

제와 비타민으로 연명하고 있다”라는 그들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건강보다 영화제를 먼저 챙기는 4인

할지를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갈 생각이다.

의 프로그래머에게 올해의 영화제 기획 방향에 대해 물었다.

글 김현수·사진 박종덕

7

등급 R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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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관람 불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CH 부천시청 어울마당 FC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LS 부천시청 잔디광장 HYU3
CGV부천 3관 HYU4 CGV부천 4관 HYU5 CGV부천 5관 HYU6 CGV부천 6관 HYU7 CGV부천 7관 BST1 CGV 부천역 1관 BST2 CGV부천역 2관 BST3 CGV
부천역 3관 BST4 CGV부천역 4관 BST5 CGV부천역 5관 SS 송내솔안아트홀 OA 오정어울마당 오정아트홀 SH 소사어울마당 소향관

관 객을 향해
한발 더 가 까이
최용배 집행위원장

질만한 영화제를 만들려 했다. 그 목표와 기조가 맞는다면 언젠가 성과
가 나타나지 않을까 한다.
작년 영화제를 치르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고, 제22회 영화제를 통해 개
선하려 한 점은 무엇인가.

지난해 관객수가 줄었다. 티켓 현장 판매율이 저조했던 것을 고려해 올
독이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선보인다는 점에서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영

해는 온라인 예매 비율을 80%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영화제 상영관
흐렸다 개기를 반복하는 부천의 하늘. 개막식 날의 일기를 주시할 수밖에 없

을 부천시 전체로 확대했는데, 극장이 분산되면서 이동이 힘들다는 얘

는 상황이지만 최용배 집행위원장은 차분해 보였다.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

기도 나왔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상영관을 부천 시청 중심으로

해 비의 양에 따른 매뉴얼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예감이 좋

집중시켰다. 더불어 영화 관련 이벤트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 올해

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감도 넘쳐 보였다.

GV(관객과의 대화), 마스터클래스, 메가토크 횟수를 대폭 늘렸다. 영화

화는 주인에게 버려진 보더콜리 뭉치(도경수)가 유기견 동료들을 만난

언더독

뒤 유토피아를 향해 생애 첫 모험을 떠나는 과정을 담았다. 리더 시츄,

Underdog

행동대장 셰퍼드, 사이좋은 치와와 두 마리가 사는 철거촌의 은신처에

오성윤, 이춘백 | 한국 | 2018년 | 100분 | 개막작
7.12 LS 20:00 | 7.13 BU8 19:30

합류한 뭉치는 떠돌이 생활에 서서히 적응해가지만, 포크레인과 포획꾼

와 관련된 행사를 보다 풍성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에 떠밀려 결국 인적이 드문 숲 속의 삶을 택하게 된다. 생애 처음으로

올해로 집행위원장 임기 3년째다.

올해 관객들이 주목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염소를 몰고 들판을 달리게 된 양몰이 개 뭉치가 뒤늦게 본능을 깨달아

3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가시적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말하기엔

다 자랑하고 싶지만, 정우성 특별전 ‘스타, 배우, 아티스트 정우성’ 얘기

가는 과정, 들개 밤이(박소담)와의 예의 바른 로맨스가 흐뭇한 광경을
눈물

가족

액션

코미디

만든다.

조심스럽다. 시작할 때의 목표와 기조는 분명했다. 첫 번째가 영화인들

를 먼저 하고 싶다. 슬픈 눈동자를 지닌 청춘스타로 시작해 지금은 완숙

이 온전히 신뢰하는 영화제를 만드는 거였다. 또한, 영화제는 결국 상영

한 배우가 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우 정우성은 우리에게 신뢰감

영화는 울타리 없는 생활의 어려움도 꼼꼼히 담는다. 공장에서 태어나

하는 영화로 평가받기 때문에 영화가 좋아야 한다. 그러려면 전문성 있

을 주는 훌륭한 예술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의 특별전에 많이 관심을 가

펫샵에서 분양되는 강아지들은 쉽게 버림받은 뒤 거리를 떠돌다가 로드

는 프로그래머들을 갖추어야 한다. 영화 제작자 출신 집행위원장으로서

져주면 좋겠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오성윤, 이춘백 감독의 <언더독>도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계의 일대 파란을 꿈꾸는 작품이 부천에서 첫선을

킬 당하거나 잔혹하게 포획된다. 완벽한 안전지대를 찾는 개들의 여정

의 장점을 발휘하고자 했다. 제작자가 잘 할 수 있는 건 적재적소에 실력

놓치지 말길 바란다. 개와 인간의 공존 문제를 다루는 <언더독>은 주제

보인다. 220만 관객을 기록하며 한국 장편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열었

은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현실을 놀랍도록 시의적절하게 건드려 놀라움

있는 사람들을 배치하고 구성하는 거다.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들에게 충

면에서도 예술적인 면에서도 훌륭한 성취를 보여주는 판타스틱한 작품

던 <마당을 나온 암탉>(2011)의 오성윤 감독과 이춘백 애니메이션 감독

을 안겨 준다. 박철민, 도경수, 박소담 등 스타 캐스팅의 화제를 뛰어넘

분한 시간과 자율성을 주고 영화제 프로그램을 맡김으로써 국제영화제

이다. 이 작품을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할 수 있어 기쁘다.

이 공동으로 연출한 <언더독>은 6년여의 작업 과정과 3D 애니메이팅 기

는 안정적인 목소리 연기, 3D로 생생하게 표현된 개들과  2D의 손맛이

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려고 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민들이 자부심을 가

글 이주현·사진 오계옥

술이 새롭게 더해진 야심작이다. 원작을 바탕으로 한 전작과 달리 두 감

느껴지는 한국적인 배경의 조합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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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보다 더 쎄고
<렛 미 인>보다 더 각인된다

<슈퍼히어로 조쉬> Bhavesh Joshi Superhero
비크라마디티아 모트와네 ㅣ인도 ㅣ153분 ㅣ월드 판타스틱 블루
 인도 영화, 어디까지 봤니?

프로그래머가 고른 절대 놓치면 안될
올해의 추천작 12편

인도영화에는 춤과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장르와 내용이 담
겨 있다. 부패한 정부에 저항하며 거리에 나섰던 조쉬와 친구들은 세상을 바
꾸겠다며 ‘슈퍼히어로’를 자처한다. 젊음의 치기와 정의감으로 장난처럼 시
작한 일이지만 세상의 악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개인의 인생과 세계의
정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영화.

<칼 + 심장> Knife + Heart
얀 곤잘레스 ㅣ프랑스, 멕시코, 스위스 ㅣ102분 ㅣ금지구역

<리벤지>

남종석 프로그래머

<안나와 종말의 날>

모은영 프로그래머

 매력적인 사운드 트랙이 돋보이는 마이너 영화의 끝판왕

<안나와 종말의 날> Anna and the Apocalypse

<청춘빌라 살인사건> Dogs in the House

애인 로이스의 변심에 절망하는 게이 포르노 감독 안느. 의문의 연쇄살인마

존 맥페일 ㅣ영국 ㅣ107분 ㅣ월드 판타스틱 블루

신해강 ㅣ한국 ㅣ93분 ㅣ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에 의해 포르노 배우들이 하나둘 죽어 나가는 와중에도 안느는 이에 영감을

 틴에이저들의 우정과 액션, 로맨스가 신선한 좀비 엽기 뮤지컬

 배우들의 호연이 돋보이는 짜릿한 코믹 잔혹 소동극

받아 <호모사이드>라는 문제작을 만드는 데에 열정적이다. 70년대 캠프 미

만약 <글리>, <하이스쿨 뮤지컬>, <풋루즈>가 <새벽의 황당한 저주>와 합쳐진

선혈 낭자한 핏빛 소동극에 휘말리게 된 동네 목욕탕 집 남자들과 사채업자

학과 슬래셔, 지알로 등 비주류적인 모든 것을 섞어놓은 작품으로, 올해 칸

다면? 스코틀랜드에서 날아온 <안나와 종말의 날>은 다양한 장르적 요소를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 결말을 예상할 수 없는 전개와 쫀쫀한 구성, 거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입성했다. 감독인 얀 곤잘레스의 형인 안토니 곤잘

재치 있게 버무린 뮤지컬 영화다. 안나와 친구들에게는 좀비가 된 눈사람,

친 욕설과 피로 물들인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미

레스가 이끄는 M83의 사운드트랙이 매력적이다.

게걸스러운 총각파티가 모두 장애물이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선 무엇이든

움보다 동정을 유발하는 캐릭터들이 있다. 무엇보다 주연을 맡은 김영호를

해내는 우정을 보여준다.

비롯한 배우들의 찰진 연기와 앙상블이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한다. 웃음

김봉석 프로그래머

과 감동이 교차하는 신해강 감독의 장편 데뷔작.

<슬럼가 대습격> Buy Bust

<세 친구> Braid

에릭 마티 ㅣ필리핀 ㅣ128분 ㅣ월드 판타스틱 레드

밋지 페어원 ㅣ미국 ㅣ85분 ㅣ월드 판타스틱 레드

<밤의 문이 열린다> Ghost Walk

<리벤지> Revenge

 동남아 액션의 판을 바꿀 필리핀 액션 대작

 특이한 촬영기법과 환각적인 이미지로 무장한 사이코호러

유은정 ㅣ한국 ㅣ90분 ㅣ부천 초이스: 장편

코랄리 파르쟈 ㅣ 프랑스, 영국 ㅣ 108분 ㅣ 부천 초이스: 장편

<슬럼가 대습격>은 필리핀의 중견 감독 에릭 마티의 액션 대작이다. 마약 조

마약 중계자 틸다와 페툴라는 오래된 절친이다. 거대한 마약 거래 현장을

 유령의 시간 속에 자신과 주변의 상처를 회복해가는 여성의 미스터리한 이야기

 금발의 미녀가 선사하는 잔혹한 액션 복수극

직의 보스를 체포하기 위해 특수부대가 슬럼가에 진입한다. 미로 같은 공간에

급습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둘은 마약을 팽개치고 달아난다. 이로 인해 쫓

혜정의 삶은 살아 있지만 사실 유령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죽음과 삶

<로리타>(1962)의 주인공을 연상시키는 금발의 미녀, 사막 한가운데의 호화

서 누구의 편인지조차 애매한 거주민들을 대피시킬 수도 없다. 슬럼가를 배경

기는 신세가 되자 어릴 적 친구 데프니의 집으로 찾아간다. 올해 미국 트

의 경계, 그 어딘가에 있는 유령의 시간을 헤매며 지나온 시간을 되돌리려는

주택, 불륜 관계 속의 애정행각 등으로 섹스플로이테이션 영화라고 의심하

으로 액션 장면이 거의 한 시간 동안 격렬하게 이어진다. 인도네시아 액션 영

라이베카 영화제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세 친구>는 모델 출신 배우인

여성의 기이한 여정을 통해 유령보다 더 유령처럼 살아가는 도시인의 모습

기 쉽지만 조금만 기다려 보자. 나도 모르게 여배우의 뒤태에 빠져 죄책감

화 <레이드 : 첫번째 습격>(2011)의 흥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줄 것이다.

밋지 페어원의 감독 데뷔작이다. 특이한 촬영기법과 프로덕션 디자인이

과 상처, 현실에 대한 성찰을 담은 영화다. <캐치볼>(2015), <밀실>(2016) 등의

영화 속 현실과 환각적인 이미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초현실적인 악몽을

단편으로 주목받았던 유은정 감독의 장편 데뷔작.

김영덕 프로그래머

을 느끼게 될 무렵 영화는 급격히 잔혹한 액션 복수극으로 선회한다. 21회에

<고독한 늑대의 피> The Blood of Wolves

제시한다.

시라이시 카즈야 ㅣ일본 ㅣ126분 ㅣ월드 판타스틱 레드

<어두움> The Dark

<데스트랩> The DMZ

<11월> November

 일본의 신세계, 시라이시 카즈야의 야쿠자영화

저스틴 P. 랭 ㅣ오스트리아 ㅣ95분 ㅣ부천 초이스: 장편

오인천 ㅣ한국 ㅣ93분 ㅣ코리안 판타스틱: 장편

라이네르 사르넷 ㅣ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ㅣ115분 ㅣ월드 판타스틱 블루

지금 일본에서 가장 활발하게 영화를 찍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언데드의 훌륭한 재창조를 렛미인으로 보고 싶다면?

 한정된 공간 속 긴장감에 눈을 뗄 수없는 영화가 온다

 에스토니아 시골 마을의 전설로 풀어내는 기묘한 스토리

신진 감독 시라이시 카즈야의 야쿠자 영화. 신임형사 히오카는 야쿠자 전쟁

저스틴 P. 랭 감독이 단편으로 제작한 동명의 졸업작품을 배경으로 만든 <어

오인천 감독의 여성 액션 신작 <데스트랩>은 한정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물

소박한 에스토니아의 농촌에는 살아 움직이는 물건들과 사후세계에서 돌아

일보직전의 히로시마에서 선임인 오카미와 함께 현장에 뛰어든다. 경찰과

두움>은 그의 장편 데뷔작으로, 올해 뉴욕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많은 호평

로만 이루어진 영화로 끝까지 긴장과 에너지를 놓치지 않는다. 인적 없는 외

오는 조상들, 유령과 악마, 늑대인간이 공존한다. 흑백의 영상으로 그려져

야쿠자, 누가 적이고 동료인지 판단하기 힘든 아수라장에서 히오카는 어떤

을 받았다. <렛 미 인>(2008)의 분위기가 흐르면서도, 비극적인 상황에 도달

딴 곳이지만 왠지 감시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하고, DMZ라는 특수한 공간과

더욱 기묘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는 판타스틱한 소공동체 속의 전설.  

선택을 할 것인가. 야쿠자영화의 고전 <의리없는 전쟁>(1973)의 오마주를 선

한 십대 소년과 소녀의 관계를 독창적으로 그려냈고, 언데드(죽지 못한 자)

뜬금없이 마주치는 정체불명의 인물들은 마치 급변하고 있는 최근의 국제

악마의 장난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약한 인간의 운명이 애절하다.

명하게 드러내며, 21세기 야쿠자영화의 신경지를 보여주는 걸작.

의 관념을 훌륭하게 재창조해내며, 마음속 깊이 영화를 각인시킨다.

정세를 예견하고 있는 듯하다. 애리조나영화제 최우수 액션 영화상 수상작.

<로우>(2017)가 있었다면 22회에는 <리벤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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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nderful World of
BIF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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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AN’s VR Village
Virtual Reality storytelling is the next step in
audience immersion, and with technological

Welcome to the 22nd edition of the spectacular Bucheon

advancements rapidly improving each year it is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As one of the leading genre

only a matter of time until VR becomes part of the
cinematic experience. Genre films in particular lend

film festivals in Asia, BIFAN is the place to be to enjoy an array
Secret Superstar

of cinematic delights that celebrate the excitement only genre

with narratives from within the filmic world itself,

films can generate. The devotion to genre cinema is expressed

12

themselves perfectly to VR as audiences engage

BiFan Stamps =
Horror Master Prizes

beautifully through the incredible BIFAN posters this year, as

category features a range of sci-fi, comedy and fantasy films.

playing with the perception of reality in order to

they simultaneously revere yet cheekily parody Freddy Krueger

Family Zone consists of fantasy adventures children and adults

fully experience a fantasy land, a different planet,

from Nightmare on Elm Street .

alike can enjoy. Forbidden Zone, on the other hand, are genre

or even spine-tingling horror.

Opening BIFAN 2018 is Korean animated film The Underdog ,

pieces designed to challenge even the most hardcore of fans.

Every year BIFAN provides a platform for VR

which tells the tale of abandoned dog Moong-chi who joins a

A number of special categories complete this years program.

filmmakers and innovators to showcase their

In recognition of the dedication and love that film fans bring to BIFAN every

pack of similarly forsaken canines. Together they mark on a

Jung Woo-sung: The Star, The Actor, The Artist celebrates the

works and share their expertise, however the 22nd

year, the festival has crafted a special stamp collecting event that rewards

quest to ‘The Place’ where they can roam free. Directing duo

career of the renowned superstar by featuring twelve films from

edition of the festival goes even further through

cinemagoers. BIFAN attendees simply need to pick up a Stamp Passport at

OH Sung-yun and LEE Chun-baek previously helmed landmark

his eclectic filmography. The Women Who Leapt Through Time

the construction of the VR VILLAGE. Operating

any of the Goods Shops (located at Bucheon City Hall, CGV Bucheon 6F, CGV

K-animation Leafie, A Hen into the Wild. Closing the festival

focuses on the incredibly determined and empowered female

from 13~22 July at Bucheon Central Park, the VR

Sopoong 7F, and the Korea Manhwa Museum 1F), and present it with a printed

is Indian film Secret Superstar by debut writer/director Advait

protagonists in the science-fiction genre, who have become

VILLAGE will be three times bigger than last year

film ticket at any information desk. A handmade stamp will be imprinted within

CHANDAN. The story examines the life of aspiring singer Insia,

iconic through their refusal to adhere to sexist limitations. Three

and provides an array of adventures that allow

the passport, and following the collection of ten stamps, a free 3X3 EYES: Three

who battles against her extremely patriarchal father and society

Horror Masters And Their Eyes celebrates the works of horror

audiences to experience space exploration, the

Horror Masters And Their Eyes gift can be collected. Fans can choose from

as a whole in order to realise her ambitions.

pioneers Wes Craven, George A. Romero and Tobe Hooper,

Joseon dynasty, life with wild animals, murder

three prizes that honour renowned genre pioneers Wes CRAVEN, George A.

Throughout the eleven day movie extravaganza, BIFAN

respectively, while Best of Asia showcases the box office hits

mysteries and much more through the Odyssey VR

ROMERO, and Tobe HOOPER that also feature some of their most iconic works.

will screen a staggering 290 films from 53 countries across

from eleven nations throughout the continent. Finally, Just

CINEMA Program Packs on offer.

This unique event not only offers great fan service to loyal cineastes but also

various programs. Staple category Bucheon Choice features

Turned 20! Fantastic at Full Speed is designed to achievements

Dexter Studios, Dark Corner and KAFA+Next

celebrates the Three Horror Masters And Their Eyes special program at BIFAN

twelve international films in competition vying for the coveted

of INDIESTORY, a company that has long worked hard to

D will present their latest creations, while the

2018.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movies of CRAVEN, ROMERO and

Best of Bucheon award. Bucheon Choice: Shorts has also

produce and distribute independent films in Korea.

invited VR experts and filmmakers will also take

HOOPER elevated the horror genre within popular culture on an international

selected twelve works to compete for the Best Short Film prize.

Exhilarating experiences and thrillingly unique encounters are

part in two special Panel Talks entitled Cinematic

scale, and as such three films from each director will be screened, including

Meanwhile Korean Fantastic boasts sixteen feature and six short

ready to be discovered at every cinema screen throughout

VR - Experience and Prospects to discuss the

Freddy Krueger’s debut in A Nightmare on Elm Street , zombie apocalypse

genre movies in competition. The World Fantastic Red program

BIFAN 2018. No matter what the preference, there really is

innovations that are taking place as well as the

Dawn of the Dead , crocodile terror Eaten Alive , among many other classics.

contains a host of blood-thirsty treats ranging from gory horrors

something for everyone at BIFAN.

future of the medium, at The Koryo Hotel on July 15.

For times and locations, be sure to check the screening schedule.

to pulse-pounding thrillers, while the World Fantastic Blue

Simon McEnteggart

Simon McEnteggart

Simon McEntegg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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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버스 만차 시 예정보다 일찍 출발할 수 있습니다.

• 셔틀버스는 안내 드리는 운행시간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 배차 간격 및 정류장 도착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지연 및 변동될 수 있습니다.

비스테이 부천 앞 택시 승강장
테마파크 호텔 앞 육교 근방
한국만화박물관 버스 정류소 옆
고려호텔 앞 쉼터 근방
뉴코아 택시 승강장 옆
현대백화점 중앙광장 앞

비스테이 부천
테마파크 호텔
한국만화박물관
고려호텔
CGV소풍
CGV부천

1호맵.indd 1

※ 자세한 정보는 셔틀버스 정류장 및 안내데스크에 있는
자원활동가에게 문의바랍니다.

부천시청 중앙공원 사이 횡단보도 앞

부천시청

▶ 정류소

※ 송내솔안아트홀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12:50~14:00

09:30~10:30

09:50~11:00

1회차

15:50~17:00

11:50~13:00

12:50~14:00

2회차

18:50~20:00

14:20~15:30

15:50~17:00

3회차

-

16:50~18:00

18:50~20:00

4회차

-

19:20~20:30

-

5회차

2018-07-11 오후 5:15

※ 회차 운행시간은 운행을 시작하는 버스(부천시청 정류장)의 출발시간과 운행을 종료하는 버스(부천시청 정류장)의 도착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차간격: 20분

7. 16(월)~22(일)

배차간격: 15분

7. 14(토)~15(일)

배차간격: 20분

7. 13(금)

▶ 운행시간

부천시청(중앙공원) → 비스테이 부천(CGV소풍) → 테마파크 호텔 → 한국만화박물관 → 고려호텔 → CGV소풍 → CGV부천 → 부천시청(중앙공원)

▶ 노선

5

셔틀버스 운영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