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G 주요일정 

7.13(금) *SF 판타스틱 포럼 – 북한 문화예술계의 

SF 와 판타지 

14:00-16:00 판타스틱큐브 

<사탄의 숭배자> 마스터클래스 with 조코 

안와르 

16:30-20:00 CGV 부천 5 관 

*SF 스토리 투 필름 : SF 작가 피칭 

쇼케이스 

16:00-19:00 판타스틱큐브 

한국영화의 밤 19:00-22:00 S 컨벤션웨딩홀 

7.14(토) 한중 공동제작 활성화 포럼 10:00-12:00 고려호텔 4 층 크리스탈룸 

메이드 인 아시아 런천 12:30-14:00 고려호텔 3 층 그랜드볼룸 

*영화 현장에서 바라보는 1 주 52 시간 13:00-15:00 판타스틱큐브 

아시아 제작자 포럼 1 부 – 메이드 인 

아시아 포럼 

14:00-16:00 고려호텔 4 층 크리스탈룸 

아시아 제작자 포럼 2 부 – DGK, 

아시아영화 프로듀서를 만나다 

16:00-18:00 고려호텔 4 층 크리스탈룸 

요가워크샵 15:30-16:00 BIFAN VR 라운지 

까딱댄스워크샵 16:00-16:30 BIFAN VR 라운지 

B.I.G 개막 리셉션&아시아 영화의 밤 19:00-21:00 고려호텔 3 층 그랜드볼룸 

*한국영화스태프의 밤 18:00-22:00 포차어게인 

7.15(일) *NAFF 프로젝트 비즈니스 미팅 09:00-18:00 고려호텔 3 층 그랜드볼룸 

영화산업 자금조달 설명회 - 해외 사례 

중심으로 

10:00-12:00 고려호텔 4 층 크리스탈룸 

노르딕 장르 인베이전 피칭&런천 12:00-14:00 고려호텔 4 층 크리스탈룸 

*반독과점 영화인 대책위원회 포럼 14:00-16:30 판타스틱큐브 

VR 패널 토크 14:00-18:00 고려호텔 4 층 크리스탈룸 

한국감독들의 해외 프로덕션 협업 - 

아시아에서 넷플릭스까지 

16:00-18:00 고려호텔 2 층 

*씨네한글 설명회 16:30-18:00 판타스틱큐브 

B.I.G 칵테일 리셉션 17:00-18:00 고려호텔 3 층 로비 

*한국영화감독의 밤 19:00-22:00 피맛골 지지미 

KAFA 와 함께 하는 BIFAN VR 의 밤 19:00-22:00 BIFAN VR Lounge 

*노르딕 장르 인베이전 진앤토닉 리셉션 20:30-23:30 시크릿 비어 

7.16(월) *NAFF 프로젝트 비즈니스 미팅 09:00–18:00 고려호텔 3 층 그랜드볼룸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인도 피칭&런천 12:00-14:00 고려호텔 4 층 크리스탈룸 

BIFAN 시나리오 쇼케이스 15:00-18:00 고려호텔 4 층 크리스탈룸 



B.I.G 칵테일 리셉션 17:00-18:00 고려호텔 3 층 로비 

인도 리셉션 19:00–21:30 고려호텔 4 층 크리스탈룸  

*시나리오 작가의 밤 18:30-22:00 피맛골 지지미 

*B.I.G 가라오케 파티 21:30-24:00 윤범의 싼타나 

7.17(화) *NAFF 프로젝트 비즈니스 미팅 09:00–12:00 고려호텔 3 층 그랜드볼룸 

<지옥 인간> 메가토크 with 바바라 크램튼 14:00-17:00 CGV 부천 3 관 

웹툰 투 필름 14:00-20:00 한국만화박물관 

B.I.G/NAFF 폐막식, 시상식 19:00-21:00 고려호텔 3 층 그랜드볼룸 

*한국영화프로듀서의 밤 20:00-23:00 한국만화박물관 

7.18(수) NAFF 환상영화학교 오픈 피칭&수료식 10:00–13:00 판타스틱큐브 

7.20(금)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 : 남북 영화 14:00-16:00 판타스틱큐브 

7.21(토) 요가워크샵 14:00-14:30 BIFAN VR 라운지 

까딱댄스워크샵 14:30-15:00 BIFAN VR 라운지 

요가워크샵 16:00-16:30 BIFAN VR 라운지 

까딱댄스워크샵 16:30-17:00 BIFAN VR 라운지 

7.9(월) - 7.12(목) *영화제작자 캠프 09:00–17:00 고려호텔 4 층 크리스탈룸 

7.12(목) - 7.18(수) *NAFF 환상영화학교 09:00–18:00 고려호텔 5 층 한라산룸 

7.13(금) - 7.21(토) 

             7.22(일) 

7.13(금) – 7.17(화) 

**BIFAN VR 빌리지 10:00–20:00 

10:00–15:00 

10:00-18:00 

부천중앙공원 

부천중앙공원 

고려호텔 3 층 코랄룸 

 

[*] 표시가 있는 일정은 영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적의 작품 감상을 위하여 별도의 한글 자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B.I.G 행사는 배지가 있는 분들에 한해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배지를 발급받지 못한 영화산업 관계자의 경우 

명함을 지참하시면 임시출입증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