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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심야 상영

25일 토요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BiFan의 마지막 심야 상영이 

열린다. 부천의 밤을 불태울 마지막 

영화는 6인의 감독이 참여한 푸티지 

호러 프렌차이즈 <VHS 3>, 금지구역 

섹션의 <찰리농장의 저주>(크리스 선)와 

<데스가즘>(제이슨 레이 호든) 3편이다. 

심야상영답게 올해 부천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작품들이니 각오를 단단히 하고 

참석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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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BiFan 러쉬! 축제가 끝나도 영화는 계속된다

폐막식이 끝나도 영화는 계속된다. 24일 폐막식 이후에도 25일 토요일, 26일 일요일 주말 이틀 동안 

영화 상영이 이어진다. 올해 BiFan이 주목한 화제작과 각 부문 수상작은 물론 관객들을 위한 깜짝 

상영도 마련되어 있으니, 끝까지 관심과 긴장을 놓지 말고 어떤 작품이 상영될지 기다렸다가 놓친 

작품이 있다면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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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축제의 마무리는 성대하게

제19회 BiFan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축제의 피날레인 

폐막식이 24일 저녁 7시 부천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폐막작은 김휘 감독의 <퇴마: 무녀굴>. 퇴마사로 변신한 

김성균과 비밀스러운 여인을 연기한 유선, 차예련, 

김혜성과 감독 김휘가 폐막식에 참석한다. 폐막식에는 

<타투이스트>의 감독 이서를 비롯, BiFan 상영작 감독과 

배우들이 다수 참여할 예정. 심사위원 이정현, 김태균, 

파블로 기사 코스팅거 그리고 홍보대사 오연서와 권율도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폐막식에서는 부천 

초이스를 비롯해 5개 부문 13개상 시상이 진행되니 올해 

수상작을 기대할 것. 

냥심 만큼 강한 팬심, 
고양이사무라이가 왔다!

쉽게 만나기 힘든 스타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자리, 갈라나이트의 마지막 손님은 

<고양이 사무라이2>의 배우 기타무라 

카즈키다. 23일 저녁 7시 40분 부천시청 앞 

레드카펫 위에 선 기타무라 카즈키는 긴 

시간 기다려준 한국 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 후 곧바로 이어진 상영까지 함께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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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도 계속 운영합니다~

폐막식 이후에도 영화 상영이 계속되듯, 셔틀버스 역시 25일, 26일 운행을 이어간다. 다만 버스 

정류장 운영에는 약간의 변화가 적용된다.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출발해 롯데시네마 부천을 

기점으로 순환하는 노선은 그대로지만, 영화 상영이 없는 CGV소풍과 CGV부천 근처의 

정류장에서는 버스가 서지 않는다. 버스 휴식 시간대는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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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커피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24일 저녁 7시 부천시청 관객라운지에서 영화 <커피의 맛> 

관객 대상 인도네시아 스페셜커피 무료시음회가 열린다. 

24일 금요일 오후 5시 롯데시네마 부천 2관에서 상영하는 

<커피의 맛> 관람 후 영화티켓을 가져오면 인도네시아 

와하나 농장에서 수확한 스페셜커피를 맛 볼 수 있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즐기는 오감만족 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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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도록 돕는다. 과거 실제로 믿음이 있는 자들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담

당하기도 했던 무당이 현대의 정신과 의사를 겸하고 있다는 설정을 통해 관

객에게 현실적인 공포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원혼, 저주, 퇴마 등 공포영화의 

흔한 소재에 대한 색다른 접근과 해석이 재미있다.

<이웃사람>의 김휘 감독이 두 번째 영화에서도 김성균과 함께 한다. 원작의 

영화화에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 배우들의 매력을 어떻게 이야기 속으로 녹여

낼지도 주목해볼만 하다. <퇴마: 무녀굴>은 퇴마를 위한 원혼과의 직접적인 

대결이라는 초자연적인 부분에 기대고 있지만 그 바탕에는 원혼의 사연을 추

적해나가는 스릴러의 정서가 짙게 깔려 있는 영화다. 전작 <이웃사람>이 공포

영화 같은 스릴러 였다면, 신작 <퇴마: 무녀굴>은 스릴러 같은 공포영화처럼 

보인다. 긴장과 놀람, 두 가지 도구를 잘 버무리는 김휘 감독의 연출력이 기대

지점이다.  송경원

진명(김성균)은 정신과 의사이자 퇴마사다. 무당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만신

의 손자이자 뛰어난 영감을 지닌 지광(김혜성)과 함께 영적인 이상현상에 시

달리는 사람들을 치료한다. 어느 날 진명의 선배가 사고를 당하고 진명과 지

광은 그의 아내 금주(유선)에게 문제가 있음을 느낀다. 한편 진명이 퇴마의식

으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 다큐멘터리로 찍고 싶은 PD 혜

인(차예련)은 금주의 치료를 도우며 그 과정을 찍기로 한다. 금주를 치료하던 

진명은 그녀가 강력한 존재에게 빙의되었음을 알게 되고 원혼의 비밀을 파헤

쳐 나간다.    

<퇴마: 무녀굴>은 신진오 작가의 장편소설 <무녀굴>을 원작으로 한 공포 스릴

러다. 제목 그대로 무속의 퇴마 과정을 따라가는 이 영화는 빙의를 다루는 방

식에서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 정신과 의사이자 퇴마사, 영매이자 간호사라는 

인물 설정은 흔히 미신으로 매도당하는 무속신앙을 또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

퇴마: 무녀굴
The Chosen: Forbidden Cave

김휘 | 한국 | 2015년 | 100분 | 폐막작  이 런  관 객 에 게  권 한 다  

스릴러와 호러, 둘 다 좋아한다면 추천. 김성균의 또 다른 모습이 보고 싶은 이들도 만족할 것이다.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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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린 여자와 퇴마사. 유선과 김성균이 <퇴마: 무녀굴>에서 맡게 된 배역이다. 김휘 감독의 신작 <퇴마: 

무녀굴>은 거대한 뱀을 죽인 신임 사또가 대대로 뱀의 저주를 입었다는 내용의 제주 김녕사굴 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신진오 작가의 소설 <무녀굴>을 각색한 영화다. 굵은 줄거리는 원작과 비슷하지만 등

장인물들과 디테일들은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 영화는 무엇보다 주인공 금주에게 크게 기대어 간다. 유

선이 연기하는 금주는 평소엔 냉철한 미술관 관장이지만 집에선 신이 들려 괴로워하는 여자다. “출산 후 

복귀작이라 배우로서 도전할만한 작품을 찾고 있었다. 금주는 숙제를 풀고 싶게 만드는 인물이었다.” 빙

의에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것이 아니기에 “신들린 상태일 때 그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가장 큰 숙

제였단다. 김성균은 <이웃사람>에 이어 다시 한 번 김휘 감독과 일하게 됐다. 대학병원 의사이자 퇴마사

인 진명을 연기한다. “진명은 내가 지금껏 연기한 역할 중 가장 지적인 인물이다. 감독님은 내가 의사로 

보이기만 해도 성공한 거라 하시더라. (웃음)” 영화는 부산에서 두 달 올로케이션으로 촬영했다. 스트레

스가 많은 현장일 것 같아 유선과 김성균은 부산 촬영장에 가족을 대동했다. 어린 딸을 데리고 사는 금

주처럼 현장에서까지 유선은 배우이자 엄마, 두 가지 역할을 해내야 했다. “아이도 어리고, 정신적으로

도 안정을 찾게 해줄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았는데 막상 아이를 데려오니 내 일만 두 배가 됐다. (웃음)” 

<퇴마: 무녀굴>로 호러 연기에 정점을 찍을 듯한 유선은 “(김)성균씨의 ‘삼천포’처럼 나도 밝은 캐릭터로 

홈런 한 번 쳐야할 것 같다’며 유쾌한 분위기의 모 드라마에 출연을 논의 중이라 전했다. 김성균은 곧 드

라마 <응답하라 1988>의 촬영을 시작한다.  글 윤혜지·사진 최성열

전설의 고향으로 
오세요
 <퇴마: 무녀굴> 배우 김성균, 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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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와의 연기,
어렵지 않아요
 <고양이 사무라이2> 배우 기타무라 가즈키 

interview
남자 중의 남자, 집사 중의 집사 마다라메 큐타로가 돌아왔다. <고양이 사무

라이> 시리즈의 기타무라 가즈키다. 그는 원작드라마와 극장판 1편 출연에 이

어 이번엔 원안과 각본에까지 참여했다. <고양이 사무라이>의 두 번째 이야기 

<고양이 사무라이2>는 의지할 데라고는 서로밖에 없는 외딴 섬으로 무대를 

옮겨 큐타로와 고양이 타마노죠의 끈끈한 우정을 더욱 부각시킨다. 영화제를 

찾은 기타무라 가즈키와 만나 시리즈와 고양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기

타무라 가즈키 역시 한 명의 ‘집사’일 뿐이었다. 

출연뿐 아니라 원안과 시나리오에도 참여했다고.

뉴욕에서 1편이 공개됐을 때 반응이 무척 좋아서 당시 프로듀서와 2편 이야기

까지 나왔다. 그 때 만들었던 원안으로 다른 각본가를 섭외해 시나리오를 썼

는데 고양이와 사무라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없더라. 원래 의도와는 너무 

다르다는 생각에 현장에서 조금씩 고쳐 나갔다. 주인공이 고양이라는 걸 분

명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다. (웃음)

<킬 빌>(2003), <용이 간다>(2007) 등 야쿠자 캐릭터로 이미지를 쌓았는데 <고양

이 사무라이> 시리즈로 그걸 완전히 뒤엎었다. 

이미지 변신의 의도가 있던 건 아니다. 일단 고양이와 사무라이라는 조합이 

재미있다고 생각한 게 첫번째고, 요즘 모든 세대가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든 게 시리즈를 만든 두 번째 이유다. 요즘 CG가 많이 사

용된 영화는 어떤 계층의 관객들을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잖나. 

사나운 미간 연기는 스스로 만든 건가.

시나리오에 원래 있던 설정이다.

드라마 전 시즌을 연출한 와타나베 다케시 감독이 극장판으로 복귀했다. 

그래서 의견을 교류하기가 편했다. 하지만 저예산이라 현장 정리가 잘 되지 

않아 힘든 점도 있었다. 영화는 바보스럽고 웃긴 데 반해 촬영 중에 그 유머의 

수준을 조절하는 데엔 의견이 다양해 전투적으로 촬영에 임했다. 

고양이 배우 아나고와는 어떤 배우보다 각별한 사이겠다.

아나고는 깜짝 놀랄 정도로 함께 연기하기 편한 배우였다. NG를 내는 일도 

결코 없었다. 전투신을 찍을 때도 내 품 안에서 무척 잘 자고 있었다. 심지어 

전편에서는 알아서 윙크를 해주는 기적적인 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나도 

고양이 집사로서 고양이가 예민한 동물이란 걸 잘 아는데 생각하던 것보다 

동물 배우와의 연기는 어렵지 않았다.  

꾸준히 합작 작품에도 출연하고 있다. 해외 영화인들과의 작업은 어떤 감흥을 주나.

나라별로 그 성격이 조금씩 다를 거다. 하지만 일본 영화에 한두 편 출연한 걸

로 모든 일본 영화 현장의 특징을 일반화할 수 없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현장 

분위기는 감독의 역량에 따라, 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서 합작 영화를 찍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다양한 나

라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작업해보고 싶다. 

글 윤혜지·사진 최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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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킬러에게 살해당한 귀신들이 그를 쫓는다. 하지만 공포는커녕 곳곳에 유머가 넘친다. 대만 

감독 리 청의 <세탁소 기담>은 세탁소로 위장한 청부살인 사무소에 고용된 킬러가 자신이 죽

인 이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독특한 영화다. 실제로 공포

영화를 전혀 보지 못하는 그는 귀신보다 킬러라는 주인공의 직업에 더 집중했다. “킬러야말

로 중산계급을 가장 잘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 영화의 킬러처

럼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일을 해야만 살아나갈 수 있다.” <세탁소 기담>은 2013년 부천국제

영화제가 운영하는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NAFF)에서 최고상을 받은 작품이다. 

“전에 작업한 단편 둘은 모두 어두운 영화였다. 그래서 처음 만든 상업영화는 밝게 만들고 싶

었다.” 그는 영화감독이기 전에 촉망받는 소설가였다. 그런 성향 때문인지 “영화를 생각하면 

이미지보다 글이 먼저 보여” 고민이라고. 데뷔작 그는 <세탁소 기담>을 통해 튼튼한 이야기

는 물론 감각적인 비주얼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감독임을 증명했다. 오는 8월 <세탁소 기담> 

대만 개봉을 앞둔 리 청 감독은 현재 프로게이머가 주인공인 청춘 영화를 준비 중이다.  

글 문동명·사진 최성열

<기항지>는 살인사건 자체가 아닌 소녀와 그녀를 둘러싼 주변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 스릴

러다. 옹자광 감독은 “진범을 찾는 것보다 사건의 배후를 파헤치고 싶었다”며 “중요한 건 사

회적 맥락과 내면의 죄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 홍콩에서 있었던 한 소녀의 살인사건

을 접한 후, 가해자 소년의 범행 동기에 “그들 모두 외로운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영화화에 착수했다. “현재 홍콩 사회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에 내몰렸

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그 희생양이다.” 감성적 연출에 대해 “왕가위 감독과 <화양연화> 등

을 찍은 크리스토퍼 도일 촬영감독이 촬영을 맡았는데, 그는 이 작품을 멜로라고 하더라”며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 무섭게만 연출하고 싶진 않았다”고 말한다. 영화

에서 또 다른 존재감을 보인 인물은 배우 곽부성. 그는 이번 영화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형사

로 분했다. “곽부성은 잘생긴 영웅 역할만 해왔다. 그도 이제 멋진 건 다 해봤으니 한계를 넘

어 새로운 연기에 도전하고 싶어 했다.” 사회와 인간의 내면에 관심이 깊은 옹자광 감독은 차

기작도 현대 사회를 투영한 작품으로 만들어낼 계획이다. 글 이예지·사진 최성열 

계속 밝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

곽부성의 
새로운 면을 찾아서

<세탁소 기담> 리 청 감독 

<기항지> 옹자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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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영화도 보고
스타도 만났다네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환상적인 일주일을 돌아보며

01

03 04

02
부천에 왔더니

01  18일 판타스틱 콘서트의 두 번째 주자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신나는 음악에 

축제의 밤이 한껏 무르익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02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식이 7월17일 오후 7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렸다. 수많은 배우와 감독들이 영화제를 빛낸 이 날의 행사에서 유난히 눈에 

띈 사람은 다름 아닌 한류스타 이민호! 손길 한 번에 곳곳에서 팬들의 함성이 

쏟아졌다.

03  17일 금요일 5시 CGV부천 8관에서 <방 안의 코끼리> 상영 후 메가토크가 

진행됐다. 3D영화 제작 경험을 자세하게 설명 중인 권칠인, 권호영, 박수영 

감독.(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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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19일 오후 7시에 열린 아시아 판타스틱 영화제작네트워크(NAFF) 개막식.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NAFF는 아시아 장르영화의 활로와 미래를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05  19회 BiFan의 또 다른 즐거움, 여러 감독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GV다. 18일 

토요일 오후 3시30분 CGV 소풍10관에서 GV를 진행 중인 <종이달>의 요시다 다이하치 감독. 

06  비 따위가 우리의 기대를 꺾을 순 없어! 18일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판타스틱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 이 날 콘서트 가수 혁오는 열광적인 무대로 요즘 대세임을 확실히 

증명했다. 

07  BiFan의 빅 게스트를 만날 수 있는 갈라나이트의 첫 테이프는 ‘훌륭한 배우, 좋은 사람’ 

임달화가 끊었다. 17일 금요일 저녁 7시 40분 부천시청 앞에서 레드카펫 행사 중인 임달화. 

08  안녕하십니까, 제가 올해 비판 레이디입니다~. 예쁘게 찍어주세요~. 시청광장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영화제를 즐기는 젊은 관객들.05

06

07

08
열흘 간의 축제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제 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17일 개막 후 

45개국 235편의 판타스틱한 영화를 소개하며 열혈 장르 팬들의 오감을 만족시켰다. 아마

도 BiFan만큼 팬과 스타, 감독이 하나 되는 영화제도 드물 것이다. 장르영화의 이름 아래 

모두 Fan이 되는 축제의 현장,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의 기억을 정리해봤다. 한 눈에 

보는 19회 BiFan의 이모저모, 내년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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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an diary

It’s hard to believe that the closing ceremony of the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will happen 

tonight at 7pm. It seems like just yesterday that we were 

star-gazing at the opening ceremony and tripping out to the 

psychedelic visions of <Moonwalkers>, the opening film of 

the fest. Yet, in the last 8 days, BiFan has screened a magical 

mystery tour of fantastic visions from all corners of the world. 

From zombies and kaiju to vampire yakuza and shape-shifting 

predator girlfriends to special events and forecasts for new 

and exciting projects developing through NAFF support, we’ve 

witnessed and reported on the myriad sights and sounds of 

BiFan. 

One highlight of BiFan is the festival’s spotlight on new and 

emerging Korean genre filmmaking, within the context of world 

genre trends. With 17 Fantastic Short Films programs, including 

the Bucheon Choice: Short Film programs in competition, 

BiFan presented numerous World and International premieres. 

Continuing its educational programs, the 5th BiFan Youth Film 

Academy Collection included seven films by young students 

who ha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special classes taught 

by prominent Korean film professionals in a film production 

workshop sponsored by Bucheon City. In addition, the festival 

sections on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KAFA) 3D film 

project and K-Indie Genre films gave special attention to non-

mainstream genre trends on the domestic scene. 

A particularly edgy offering in the Bucheon Choice: Feature 

competition is <Tattooist>, by Lee Seo. The film stars Song 

Il-Guk, an actor currently ubiquitous on Korean television as 

the famous father of three adorable triplets on the decidedly 

family friendly reality show <Superman Returns>. Song 

deliberately subverts his upright-citizen image with a dark turn 

as a sociopathic serial killer. A bigger-budget Korean film with 

another head-lining Korean star is <Coin Locker Girl>, which takes the scenario 

of a man rebelling against an authoritarian father figure and introducing a 

gendered twist, with famed actress Kim Hye-soo (<The Thieves> <Tazza: The 

High Rollers>) in the role of a ruthless gangster matriarch. 

Beyond Korean genre cinemas, BiFan presented an array of European, Asian, and 

American genre films. The Mexican Genre Film Showcase screened classics and 

contemporary horror films from a vibrant industry that has produced such giants 

as Guillermo del Toro and Alfonso Cuaron. A special look at the work of director 

Sono Sion, amid a slew of other offerings from Japan, secured the importance of 

Japanese filmmaking in shaping the contours of genre-bending cinema today, 

with an especially concentrated focus on Japanese auteurs in “The Masters” 

section (Takashi Miike, Oshii Mamoru, Sono Sion, and Fukasaku Kinji).

Before getting too wistful about the end of the festival, it’s important to note 

that screenings continue at BiFan through Sunday, July 26th, in particular the 

award winning films from the Bucheon Choice competitions, as well as surprise 

screenings on Saturday and Sunday. I’ve had a great time recounting my BiFan 

film adventures over the last 8 days, and I look forward to what promises to be a 

historic 20th edition. See you at BiFan2016! 

Michelle Cho

 BiFan Highlights: 
 Fantastic Films 
 from Korea to the World 

Tattoo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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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there are still a few days of special screenings and 

events remaining, tonight’s closing ceremony marks the official 

conclusion of the Bucheo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19th 

edition. In a year with healthy turnout from the audience and 

relatively cooperative weather, energy levels have been running 

high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festival. Although some 

of the films presented by BiFan will find their way to general 

release in Korea - in fact, <Pale Moon> and <12 Deep Red 

Nights> opened this week after well-attended GV screenings in 

Bucheon - many more never will. In that sense, BiFan represents 

a rare opportunity for adventurous Korean audiences to seek 

out a wider variety of films.

With next year’s 20th edition now emerging as a speck on the 

horizon, it’s an appropriate time to think about what the future 

of BiFan could potentially hold. Film festivals do not exist in a 

vacuum; they develop in response to the tastes of the audience, 

and to filmmaking trends. In this way, BiFan has come to screen 

a wider variety of genres (including comedy and romance) than 

what typically exists in the traditional model of a fantastic 

film festival centered on “dark” genres like horror and science 

fiction. 

One question open to festival organizers is the degree to which 

they wish to embrace BiFan’s mantle as Asia’s biggest genre 

showcase. In its first two decades, BiFan has ha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Japanese cinema, rightly giving over a large 

section of the program each year to films from Japan of diverse 

styles. Hong Kong cinema has also been well represented, but 

there has been comparatively less focus on other regions of 

Asia. This is not to say the region has been overlooked, as every 

year there are a selection of interesting works from countries 

like Indonesia, China, the Philippines, Thailand, and more. 

But genre cinema is undergoing an interesting transformation 

 Adieu, BiFan! 

in many of these territories, suggesting that the next decade might produce 

enough interesting films from Southeast Asia and China to fill up a much bigger 

portion of BiFan’s program, if the festival wishes for a slight change in focus.

The festival’s relationship to Korean genre cinema will also continue to be a 

topic of interest. This year’s special focus on ‘K-Indie Genre Films’ was a much-

needed spotlight on a type of film that is located neither at the center of the 

mainstream film industry, nor of the independent film sector. Low-budget 

Korean genre films receive little support or publicity, but slowly they are finding 

a market for themselves on IPTV and other video-on-demand services. BiFan 

often gives such films a boost by introducing them to a wider audience, and one 

hopes this continues to be an important part of the festival’s vision.

As for mainstream Korean genre films, the inclusion of <Coin Locker Girl> in 

this year’s Bucheon Choice competition section gave international guests an 

opportunity to see a notable mid-budget thriller from earlier in the year. But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if BiFan attempts to program a greater number of 

big-budget Korean genre films in coming editions. For local audiences, there 

is understandably less interest in watching films that have already received 

wide exposure at home. But at the same time, it’s a bit of a shame that guests 

flying in from abroad didn’t get the opportunity to see (for example) the flesh-

eating rats of <The Piper>, or the wedding massacre sequence in the big-budget 

extravaganza <Assassination>.

Of course, no film festival can be everything for all people. Festival organizers 

have to decide on a particular focus for their programming, based on the wishes 

of its audience. One of the exciting things about BiFan is that the possibilities 

seem limitless. Meanwhile, we look forward to more cinematic discoveries at the 

20th edition. Darcy Paquet

Slow West 

Coin Locker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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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가 좋다

올해 BiFan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재작년에 티켓 매니저로 참여했다. 올해는 직접 상영관 매니저

로 지원했다. 다른 영화제까지 합쳐서 영화제 스탭으로 3년 정도 일했는데, 상영관 쪽 일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상영관이 관객과 가장 많이 만나는 곳이어서 기대가 컸다.

영화제의 매력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다. 업무 또한 일반 회사 보다는 

자유로운 편이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한몫 한다.

스탭뿐만 아니라 관객으로서도 여러 영화제에 다녀봤을 것 같다. BiFan만의 특징이 있다면. 장르가 독특

하다보니까 마니아층이 뚜렷하다. 영화제를 잘 알고, 매해 찾아오는 분들도 많다. 상영관에 있으니 그

게 더 잘 보인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호두까기 인형> 상영 때 우리도 예상을 못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어린이 친

구들이 너무 많이 왔다. 입장, 상영 때 통제가 너무 힘들었다. 끝나고 웃음이 날 정도였으니까.(웃음) 7월 

24일 오후 2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한 번 더 상영이 있는데, 거기 상영관 매니저는 벌써부터 준비를 단

단히 하고 있다. 글 문동명·사진 박종덕

BiFan

등급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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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⑱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 19세 이상 관람가 Under 19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CS2 CGV소풍 2관(구 프리머스) CGV Sopoooong 2  CS10 CGV소풍 10관

(구 프리머스) CGV Sopoooong 10  CS11 CGV소풍 11관(구 프리머스) CGV 

Sopoooong 11  CB3 CGV부천 3관 CGV Bucheon 3  CB7 CGV부천 7관 CGV 

Bucheon 7  CB8 CGV부천 8관 CGV Bucheon 8  LB1 롯데시네마 부천 1

관  LOTTE CINEMA Bucheon 1  LB2 롯데시네마 부천 2관  LOTTE CINEMA 

Bucheon 2  LB3 롯데시네마 부천 3관  LOTTE CINEMA Bucheon 3  KM 한

국만화박물관 KOREA MANHWA MUSEUM  CH 부천시청 Bucheon City Hall  

GN 부천체육관 Bucheon Gymnasium

※상영일정은 영화제쪽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GV 게스트와의 만남 Ⓖ 전체관람가  ⑫ 12세 관람가  ⑮ 15세 관람가  ⑲ 청소년 

관람불가 DC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M 메가박스 전주(객사) J 전주시네마타운 

CGV J CGV 전주 CGV H CGV 전주효자 야외상영장 카페 하루일기

※상영일정은 영화제쪽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화명 원제┃등급┃GV┃예매코드┃극장

11:00 길티 오브 로맨스: 욕정의 미스터리 Guilty of Romance┃⑱┃

GV┃813┃CB7  앤트보이: 레드 퓨리의 복수 Antboy: Revenge of the 

Red Fury┃⑫┃817┃CB8

14 :00  에멜리 Emelie┃⑱┃801┃CS2  굿나잇 마미 Goodnight 

Mommy┃⑱┃804┃CS10  시발, 놈 - 인류의 시작 Super Origin┃⑮

┃GV┃807┃CS11  호러열전 Why Horror?┃⑱┃810┃CB3  하루코

의 파라노말 액티비티 Haruko's Paranormal Laboratory┃⑮┃814

┃CB7  신촌좀비만화 [3D] Mad Sad Bad┃⑱┃818┃CB8  바바렐라 

Barbarella┃⑮┃821┃LB1  동창회의 목적 Purpose of Reunion┃⑱

┃824┃LB2  바들라푸르 Badlapur – Don’t Miss the Beginning┃⑱

┃827┃LB3  리얼 술래잡기 Tag┃⑱┃830┃CH  호두까기 인형 [3D] 

The Nutcracker┃Ⓖ┃833┃KM

17:00  블러드 문 Blood Moon┃⑱┃802┃CS2  멜리스 Malice┃⑮

┃GV┃805┃CS10  두더지 Himizu┃⑱┃808┃CS11  콘택트 Contact

┃⑫┃811┃CB3  완벽한 파트너 My Secret Partner┃⑱┃GV┃815┃

CB7  살인 퍼즐 The Ignorance of Blood┃⑮┃819┃CB8  욕망의 둥

지 Shrew's Nest┃⑱┃822┃LB1  커피의 맛 Filosofi Kopi┃Ⓖ┃825┃

LB2  샤미타브 Shamitabh┃Ⓖ┃828┃LB3  폴링 The Falling┃⑮┃831

┃CH  구울 Ghoul┃⑮┃834┃KM

19 :00  폐막식 + 폐막작(퇴마 : 무녀굴 The Chosen: Forbidden 

Cave)┃⑮┃GV┃836┃GN

20:00  져먼 앵스트 German Angst┃Ⓧ┃803┃CS2  ABC 오브 데

쓰 2 ABC's of Death 2┃⑱┃806┃CS10  폭력교실 Dangerous Boys

┃⑫┃809┃CS11  헬리온스 Hellions┃⑱┃812┃CB3  지옥이 뭐가 나

빠 Why Don't You Play in Hell?┃⑱┃816┃CB7  도쿄아포칼립스: 최

후의 결전 Yakuza Apocalypse┃⑱┃820┃CB8  나를 찾아봐 We Are 

Still Here ┃⑱┃823┃LB1  타불라 식당 Tabula Rasa┃Ⓖ┃826┃LB2  

좀비버 Zombeavers┃⑱┃829┃LB3  좀비 홀로코스트 I Survived a 

Zombie Holocaust┃⑱┃832┃CH  천공의 눈 Eye in the Sky┃⑫┃

835┃KM

행사

18:00 부천 체육관 폐막식

07.24 FRI

마감은 언제 어디서나…. 개막식이 끝나고 주차장. 차들이 

밀리기 시작하니 마음이 급한 윤혜지 기자가 자동차 트렁크 

위에서 마감을 시작했다. 그렇게 정신없이 9일. 데일리 마지막 

마감 중.

최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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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감성이란 점에서 장르영화제인 BiFan과 어울린다. 공연을 온 소감은. 평소에도 BiFan

을 즐겨 왔다. <인간 지네>(2009)도 여기서 봤다. 개봉하기 힘든 파격적인 작품을 볼 수 있

어 좋다. 소감은, 우리도 B급으로 인정받은 느낌? 네임드 B급이 됐다.(웃음)

음악만큼 좋아하는 영화가 있나. B급영화를 좋아한다. 1집 <골든 에이지> 재킷은 80년대 

할리우드 B급영화를 패러디한 것으로 멤버 나잠수가 그렸다. <람보> <백 투 더 퓨처> 등을 

그린 전설의 포스터 디자이너 드루 스트루잔의 작품들을 참고했다. 

최근 싱글 《SQ》가 나왔다. 유명 프로듀서 토니 마세라티와 작업했다. 고급인력이 투입됐

지만 결과물은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BiFan의 장르영화들과도 비슷하다. B급 

영화라는 것이 못 만들어서 B급이 아니다. 대중적인 소재는 아니지만 마니아들이 있다. 메

이저 장르에만 편중되어 있는 음악계의 빈칸 하나를 채우고 싶다. 

공연을 앞둔 심정은. 영화팬들과 어떻게 즐길 생각인가. 저희 음악을 몰라도 처음 보는 관

객들이 있는 공연장이 더 좋다. 좋은 반응이 나오면 그만큼 새로운 팬이 생겼다는 뜻이니

까! 글 문동명·사진 박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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