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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환영사 Welcoming Message

최문순 | 강원도지사

김한근 | 강릉시장

CHOI Moonsoon | Governor of Gangwon-do

KIM Hangeun | Mayor of Gangneung City

2021 강릉국제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화제 개최를 위하여 애써 주신 김동호 이사장님과 안성
기 자문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를 드립니다. 2019년 시작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강
릉국제영화제는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강릉을 대
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인문 도시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전통과 수려한
자연환경은 국제영화제의 광장이 되기에 최적의 여건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 강릉국제영화
제가 국내외 영화인들의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소중
한 통로가 되어 문화예술을 통한 연대의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영화제가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on successfully hosting the 2021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Chairman Kim
Dongho and Chairman of Advisory Committee Ahn Sungki
for their hard work in hosting the film festival.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ich started in 2019
and celebrated its 3rd anniversary this year, has established
itself as a festival representing Gangneung, providing film
lovers with an opportunity to enjoy in-depth culture and
art. With its deep cultural tradition and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Gangneung, Korea’s representative city of the
humanities, is without a doubt the ideal city to host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this difficult time for all, I hope
that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ll serve as
a valuable channel for filmmakers at home and abroad to
show the power of compassion and solidarity through culture and art. I hope this film festival ends successfully with
the love and support of many people.
Thank you.

여행자가 되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가을입니다. 회
를 거듭할수록 내용은 깊이를 더하고 다채로워진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에 오신 전 세계 영화인과 영화 애호가 여
러분을 환영합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영화인들의 국제
네트워킹 강릉포럼으로 ‘영화제의 영화제’라는 호평을 받
았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문학의 만남’을 통해 문학적 영
화 감상으로 새로운 영화 보기의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지역 영화인과 시민들이 워크숍, 아카데미에서 영화
를 함께 제작해 보는 등 지역에 확고히 뿌리 내리려는 시
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화평론가 앙드레 바쟁의 “영
화는 현실 그 자체”라는 말처럼 우리가 처한 녹록지 않
은 현실을 담아낸 영화로 함께 감동하고 연대한다면, 인
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고단한 코로나
19 팬데믹에서 한 발 벗어나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편
안하게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
릉시민들과 함께 영화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세요.

Welcome to the 3rd GIFF! With the festival getting richer
and more diverse year after year, the beautiful autumn
breeze greets movie lov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this time again. The GIFF’s Gangneung Forum has been
praised as the “festival of film festivals” as it offers a global networking venue for the film industry. GIFF’s effort
to connect films with literature has opened a new way of
exploring movies. It has also built great relationships with
the local community through various activities, for example, by providing workshops where local movie people and
citizens make films together. Like André Bazin’s argument
that cinema is an art of reality, many films brilliantly reflect today’s tough reality. I am certain that seeing such
films together will strengthen our solidarity and help us
build a better future. I hope that GIFF can give you some
time to enjoy great films with a cup of coffee and take a
short break from the pandemic. Have a great time with
the people of Gangneung.
Thank you.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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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Introductory Messages

인사말 Introductory Messages

김동호 | 이사장

안성기 | 자문위원장

KIM Dongho | Chairman

AHN Sungki | Chairman of Advisory Committee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가 열립니다. 코로나 확산이 그치지
않고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영화는 계속되어야 한
다는 믿음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해 강릉국제영화제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강릉시민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아
픔에 연대하고자 영화제 기간을 3일로 단축하고 상영작
수도 25편으로 축소하여 개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강
릉국제영화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세계 영화제나 영
화 산업이 어떻게 마주하고 또 대처해 나갈 것인가를 논
의하기 위해 강릉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는 개최 시기를 11월 초에서 10월 말로 앞
당기고 개막식 장소인 강릉아트센터를 제외하고는 대도호
부관아와 CGV 강릉,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작은공연
장 단, 고래책방 등 시내 중심부에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영화는 관객과 만
나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올해도 강릉국제영화제는 극
장에서 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120여편의 영화를 선정
하고 10일간 관객들을 만납니다. 특히 대도호부관아에
서 야외 상영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영화를 관람하고 즐
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코로나 상황
으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배롱야담, 씨
네라이브 등의 이벤트와 강릉의 다양한 공간을 탐험하며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 등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릉국제영화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강릉시, 강릉시의회,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
과 특히 강릉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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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the 3rd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e have prepared a variety of programs, because we
believe that films should continue and persevere despite
the gloomy situation due to COVID-19. Last year’s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as shortened to three
days and we reduced the number of films screened to 25
in order to offer comfort and solidarity to the people of
Gangneung. Last year,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eld the Gangneung Forum to discuss how global
film festivals and the film industry can respond to the
post-COVID era. This year, the 3rd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ll be held earlier than usual, at the
end of October instead of early November. We have carefully selected around 120 films to be screened over the
course of 10 days. Except for the Gangneung Arts Center,
the venue for the opening ceremony, the locations for this
year have been moved to be more accessible to everyone,
such as Gangneung Daedohobu Gwana, CGV Gangneung,
Shinyoung Theater, Stage ‘Dan’ and GOre Bookstore. We
strongly believe movies should be accessible to the masses and the outdoor screening at Gangneung Daedohobu
Gwana was prepared for this very reason. In addition, we
have prepared various events to encourage participation,
such as Baerong Night Talk and Cine-Live. Also, in hopes
to spread the positive energy and excitement throughout
the city, there are stamps that can be collected while
exploring various places in Gangneung.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the city of Gangneung,
the Gangneung City Council, Chamber of Commerce
and other relevant organizations, and last, but not least,
the citizens of Gangneung for their support towards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안녕하십니까.
강릉국제영화제 자문위원장 안성기입니다.
올해도 강릉국제영화제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
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
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인 만
큼 강릉국제영화제를 준비하며 더욱 신중했습니다. 올
해 강릉국제영화제는 현재 상황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의성 있는 작품들이 눈에 띕니다. 국내외 영화
인들이 온전히 영화에 집중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큽니다. 3회를 맞게 된 강
릉국제영화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장편경
쟁 부문에서는 문학 원작이라는 출품 제약을 없애고, 시
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장편 극영화로 범위를 확장하는
등 계속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더욱 다양
한 작품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감회가 남다릅니다. 문향
과 예향의 도시 강릉에서 영화와 함께하며, 잠시나마 어
려움을 잊고 영화가 주는 휴식을 느끼실 수 있길 바라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This is Ahn Sungki, Chairman of the Advisory Committee
of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is an honor to be with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gain this year. Like last year, the world is
still in the midst of the COVID-19 pandemic. As this is a
difficult time for everyone, we are being more careful and
sincere than ever in our preparations for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is year’s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ll be dominated by contemporary
works that encourage discussions regarding the current
state of the world. I have modest hope that both domestic
and foreign filmmakers will focus solely on their craft of
filmmaking and have ample opportunity to share impactful stories with each other.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ow in its third year, has been growing
steadily. The International Narrative Feature Competition
continues to expand, removing the restriction on submission of original literary works and expanding the scope
to include feature-length films based on screenplays. As
such, I am deeply pleased to be able to introduce works of
greater diversity this year. I hope that you will be able to
forget your difficulties for a brief moment and relax while
watching movies in Gangneung, the city of art, culture
and literatur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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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포스터 Official Poster

공식 트레일러 Official Trailer

Memory 2021

Almost two years have passed since we stopped sharing
happiness with each other. Feeling alone, living out our
days in solitude. I looked at the sparsely planted trees as
I ran. Rain, followed by snow. Seasons changed. It was
comforting to watch trees change their clothes. Despite
being separated from each other, all the trees stretch out
their branches of hope towards the sky, and their roots are
able to reach out to each other. Seeing these trees standing along the path gave me great comfort. We are still
running. With the hope that we will meet again at the end
of this path, in the embrace of a thick and luscious forest.

강릉의 바다와 떠오르는 해, 그리고 영화.
이날의 축제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으로 기억되기를…
- 신선미 작가 -

한복을 입은 여인이 세계 최초의 카메라이자 인화기 그리고
영사기인 시네마토그래프를 이용해 해가 떠오르는 강릉바다
풍경을 관객을 향해 영사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여인은 허
난설헌, 신사임당 등 강릉이 배출한 여성 예술인들을 연상케
한다. 시선을 아래로 향하면 시네마토그래프 부품들을 분주
히 옮기고 있는 영화요정들의 모습이 동화처럼 펼쳐진다.
시네마토그래프를 이용한 영화 상영이 ‘최초의 영화 상영’이
라 명명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사상 최초로 대중이 함께 영
화를 보는 공동체적 영화 관람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영화는 이렇게 함께 하는 공동체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했다.
올해 강릉국제영화제는 영화 태동기부터 시작된 영화 공동
관람의 소중함과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축제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
올해 포스터는 탁월한 기법으로 전통 채색화의 대중화를 이
끌고 한국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신선미 동양화 작가
가 원화를 그리고 디자인 스튜디오 펄럭펄럭이 디자인했다.
A woman in Korean traditional costume holds a cinematograph, the world’s first camera/printer/projector,
projecting Gangneung’s sea with a rising sun for the audience. She reminds us of the female artists from the city of
Gangneung, such as Heo Nanseolheon and Shin Saimdang.
Additionally, little cinema fairies in the background bustle
about carrying various parts of the cinematograph.
Screening with the cinematograph is viewed as the world’s
“first film screening” because it truly enabled the public to
watch a movie together as a group. Like the beginning of
a film was a shared experience, we hope that the 3rd GIFF
offers a festive venue where people can once again experience the beauty of “group watching.”
The 3rd GIFF poster was created by the design studio
FLAPFLAP, using original features drawn by Shin Sunmi
whose unique painting technique made the Korean traditional painting popular again, suggesting a new way forward for the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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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신선미 작가

Drawing: SHIN Sunmi

디자인: 디자인 스튜디오 펄럭펄럭

Design: FLAPFLAP

함께 한다는 것의 기쁨을 잊고 산 지 벌써 2년이 되어간다.
각자의 삶에서 혼자 달려야 하는 것 같았다. 그 길 위에 드
문드문 떨어져 서있는 나무들을 보며 달렸다.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한 계절이 갈 때마다 옷을 갈아입는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가 조그만 위안이 되었다. 서로 따로 떨어져
있으나 같은 하늘로 희망의 가지를 뻗고 보이지 않지만,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려 서로 맞잡고 있을 길 위에서 만난 나무

Director Kim Jinyu, who directed the trailer for the 3rd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the active filmmaker in Gangneung. His feature-length debut Bori , which
was released last year, was shown at both domestic and
foreign film festivals and received rave reviews, thanks to
its warm sensibility and delicate direction. It won the Fern
Flower Award at the 7th Kids Ki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DGK Award at the 23rd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Best Picture Award at the 18th Spirit of Fire
Film Festival and the Audience Award and Chemnitz Award
at the 24th Schlinge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들이 위로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도 달린다. 이제 곧 그 길의
끝에 있는 울창한 숲에 다 함께 도달하리라는 희망으로.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 트레일러의 연출을 맡은 김진유 감독

감독: 김진유

Director: KIM Jinyu

은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강릉 영화인이다. 지난해 개봉한 장

출연: 곽진석

Cast: KWAK Jinseock

촬영: 이큰솔

Cinematographer: LEE Kunsol

촬영팀: 정그림, 진서형

Camera Department: JEONG Grim,

특수효과: 정종배

CHIN Seohyung

음악: 최만선

Special Effects: JUNG Jongbae

사운드디자인: 최지영

Music: CHOI Manseon

편 데뷔작 〈나는보리〉는 따뜻한 감성과 섬세한 연출로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어 극찬받았
다. 제7회 폴란드어린이국제영화제 최우수 영화상,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감독조합상 감독상, 제18회 러시
아 Spirit of Fire 영화제 최고작품상, 제24회 슈링겔국제영

Sound Design: CHOI Jiyeoung

화제 관객상·캠니츠상 등을 수상했다.

슬로건 Slogan
Turn the page!
이 슬로건은 책의 다음 장을 넘기듯,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
움츠려 들지 말고 삶의 새로운 장을 펼치자는 다짐이다.

Referring to reading through a book page-by-page, this
slogan is a resolution for leaping into a new stage in life
without dwelling on the past or to lose hope in front of a
difficult situation in the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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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제영화제 단편영화 제작지원 GIFF Short Film Fund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는 기존의 문학 원작이라는 출품

강릉국제영화제는 지역 영화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제약을 없애고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장편 극영화’로
범위를 확장하였다. 총 10편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하여
국내외 저명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작품상, 감독
상, 각본상 세 부문의 시상을 진행한다.

The 3rd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emoved
the existing restrictions on the submission of original literature and expanded the scope to include ‘a narrative feature-length film’ to kick off its film competition. A total of
10 films will be selected and awarded in three categories:
Best Picture, Best Director, and Best Screenplay.

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편영화를 제작지원한다.
예심과 본심을 통해 단편 3편을 선정하며, 선정 작품에
는 각 편당 최대 1천만 원의 지원금과 함께 제4회 강릉국
제영화제에서 작품을 상영할 기회가 주어진다.

심사위원 Jury

조선희 | 작가
CHO Sunhee | Writer

본선 심사위원 Jury for GIFF Short Film Fund

1960년 강릉 출생. 1982년 연합통신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1995년부터 5년간

첫 장편 연출작 〈남매의 여름밤〉으로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 4관왕을 기록하며 화

『씨네21』 편집장, 한국영상자료원 원장과 서울문화재단 대표로 일했다. 2019년 10월에

려하게 데뷔했다. 제45회 서울독립영화제, 제40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제42회 낭

서 2020년 4월까지 베를린자유대학의 방문학자로 베를린에 체류했다. 저서로는 『클래

뜨3대륙영화제, 제35회 마르델플라타국제영화제, 제19회 뉴욕아시안영화제, 제49회

식중독』, 『세여자』, 『상식의 재구성-한국인이라는 이 신나고 괴로운 신분』 등이 있다.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전 세계 관객과 평단을 매

Born in Gangneung in 1960 Cho Sunhee began working as a reporter at Yonhap
News Agency in 1982 and since 1995 she has taken on the role of editor of Cine
21 , the director of the Korea Film Archive,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FAC. From October 2019 to April 2020, she
stayed in Berlin as a visiting scholar at the Free University of Berlin. Her published
works include Addiction to Korean Classic Movie , Three Women and Reconstruction of Common Sense .

료시켰다.

윤단비 | 영화감독
YOON Danbi | Director

1999년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로 데뷔, 〈가족의 탄생〉으로 2006 그리스 테살로니

은 제6회 대단한단편영화제에서 상영하였다.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장편 제작지

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다. 연극 연출은 물론, 국악과 영화가 결합된 공연, 무성영화

원을 받은 〈애비규환〉은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 파노라마 부문

의 변사 버전 연출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하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에 공식 초청되었다.

Kim Taeyong debuted with Memento Mori in 1999. Family Ties won the Golden
Alexander for Best Feature at Thessaloniki IFF. Late Autumn screened at the 61st
Berlinale. In addition to directing plays, he is also steadily working on combining
various genres, such as performances that combine traditional music and movies
and directing a silent film version.

최하나 | 영화감독

KIM Taeyong | Director

CHOI Hana | Director

이디르 세르긴은 철학을 전공한 뒤, 영화 연출을 시작했다. 그의 작품들은 수많은 영

작품에서 프로듀서로 참여했고, 최근 프로듀서 및 제작자로 참여한 〈잔칫날〉로 제8

공동위원장으로, 칸국제영화제 아시드 칸 섹션에서 7년째 프로그래머로도 활동하고

회 들꽃영화상에서 프로듀서상을 수상했다.

있다.

Idir SERGHINE | Co-president of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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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graduated from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Filmmaking,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She made the short film Gosum The Hedgehog while in
school and it screened at the Great Short Film Festival. More Than Family received
the Support for Independent Feature Film Production award from the Korean Film
Council and was officially invited to the Korean Cinema Today – Panorama Section
of the 25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파수꾼〉, 〈분노의 윤리학〉, 〈마이 라띠마〉, 〈리얼〉 등 다양한

화제에서 상을 수상했다. 현재 SF 장편 영화를 준비 중이다. 또한, 그는 아시드 칸의

이디르 세르긴 | 아시드 칸 공동위원장

Yoon made a splendid debut with her first feature film, Moving On , which won her
four awards at the 24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udiences and critics
from around the world have been captivated by her, as evidenced by the awards
received from various festivals including the 45th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the 40th Korean Association of Film Critics Awards, the 42nd Nantes Three Continents Festival, the 35th Mar del Plat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19th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and the 49th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를 졸업했다. 재학 중 연출한 단편 〈고슴도치 고슴〉

키국제영화제의 최고상인 골든알렉산더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인 〈만추〉는 베를린국

김태용 | 영화감독

GIFF provides support for short film production to help
develop the film ecosystem in the community and promote film production. We select three short films and
each will receive a grant of up to 10 million KRW along
with the opportunity to screen at the 4th GIFF.

Hong worked as a producer for various films including Like You Know It All , Bleak
Night , An Ethics Lesson , Mai Ratima and Real . She recently received the Producer
Award at the 8th Wildflower Film Awards.

After studying philosophy, Idir Serghine directed several award-winning films in numerous festivals. He is currently preparing a science fiction feature film. Moreover,
co-president of ACID (Association of Independent Cinema for its Diffusion), he has
been a programmer for the association for the Cannes Film Festival for 7 years.

홍이연정 | 프로듀서
Ray L. HONG |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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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 심사위원 Preliminary Jury of GIFF Short Film Fund

〈철원기행〉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들꽃영화상 신인감독상을 받으며 인상적으로 데뷔

임원 Executive Members

사원 Members

이사장 Chairman

김동현

KIM Donghyun

김동호

김래원

KIM Raewon

김보미

KIM Bomi

이사 Board of Directors

김수련

KIM Sooryun

강수연

KANG Sooyoun

김진엽

KIM Jinyup

권혁승

KWON Hyuksung

남상무

NAM Sangmoo

김년기

KIM Nyeonki

박광수

PARK Kwangsoo

김동찬

KIM Dongchan

박소연

PARK Soyoun

김진무

KIM Jinmoo

박용재

PARK Yongjae

김형익

KIM Hyeongik

박필현

PARK Pilhyun

김홍준

KIM Hongjoon

우승룡

WOO Seungyong

폴란드 우츠 국립영화학교 졸업 후 〈검은 땅의 소녀와〉로 제9회 라스팔마스 국제영

박선자

PARK Seonja

유인택

YOO Intaek

화제에서 촬영상을 수상했다. 이후 〈히말라야, 바람이 머무는 곳〉, 〈안녕, 투이〉, 〈오

박중훈

PARK Joonghoon

이기웅

YI Kiung

장군의 발톱〉 등에서 각색 및 촬영으로 활발히 활동했다. 2017년부터는 강원영상위

안성기

AHN Sungki

이마리오

LEE Mario

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강원도 영화계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이현승

LEE Hyeonseung

이순희

LEE Soonhee

Kim is a graduate of Lodz Film School in Poland. His work, With a Girl of Black
Soil , earned him the Cinematography Award at the Las Palmas de Gran Canari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e has continued his active work of script adaptation
and cinematography with films such as Himalaya , Where the Wind Dwells , Thuy ,
and Soldier’s Mementos . He has taken on the role of General Manager of Gangwon
Film Commission, spearheading the effort to develop the film industry in Gangwon.

이홍섭

LEE Hongsup

전종률

JEON Jongryul

채윤희

CHAI Yoonhee

정미숙

JEONG Misuk

최돈설

CHOI Donsul

정상진

JUNG Sangjin

조해진

CHO Haejin

감사 Auditor

주재윤

JU Jaeyoon

고광록

최동열

CHOI Dongyeol

최상복

CHOI Sangbok

고문 Advisors

최은희

CHOI Eunhee

김홍신

KIM Hongshin

최종봉

CHOI Jongbong

임권택

IM Kwontaek

최철용

CHOI Chulyong

허성필

HUH Seongphil

허인영

HUH Inyoung

했다. 이후 〈초행〉으로 로카르노국제영화제와 마르델플라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
며 주목받았다. 봄내필름 소속으로 〈춘천, 춘천〉과 〈겨울밤에〉에는 프로듀서로 참
여, 강원 영화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기생충〉의 시나리오 윤색을 맡았다.

김대환 | 영화감독
KIM Daehwan | Director

김성태 | 강원영상위원회 사무국장
KIM Sungtai | General Manager,
Gangwon Film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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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제영화제 임원 및 사원 GIFF Executive Members & GIFF Members

Kim made an impressive debut with his film, End of Winter , which had him earn
the New Director Award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a Wildflower
Film Award. He began to draw atten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s for the film, The First Lap , which earned awards at the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Mar del Plat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s a member of Bomnae
Films, he took part in Autumn, Autumn and Winter’s Night as producer, making
himself a renowned movie person in Gangwon province. Most recently he worked
on the script adaptation for Parasite .

KIM Dongho

KO Kwang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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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스태프 Festival Staff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김은희

KIM Eunhee

자막/번역 Subtitle/Translation

여은선

Rau YEO

김홍준

서연우

SEO Yeonwoo

— 스튜디오210 STUDIO210

오지원

OH Jiwon

신다혜

Navi SHIN

하성철

Jake HA

우아름

WOO Arum

프로그래머 Programmer

오의석

OH Ouisuk

여은정

Billie YEA

이경진

LEE Kyungjin

조명진

임상윤

LIM Sangyoon

서영지

SEO Youngji

이성희

LEE Sunghee

정연이

JEONG Yeony

박결

PARK Kyeol

이소정

LEE So-jeong

강수지

KANG Suji

이현정

LEE Hyunjeong

행사운영팀 Event Management Team

김나영

KIM Nayoung

이혜영

LEE Hyeyoung

최홍석

CHOI Hongsuk

김영혜

KIM Younghye

장선아

JANG Sunah

기획팀 Planning Team

권혁지

KWON Hyeok-ji

김지원

KIM Jiwon

장지원

CHANG Jiwon

이재호

LEE Jae-Ho

신예지

SHIN Yeji

김하은

KIM Haeun

정수연

JEONG Suyeon

고유미

GO Yumi

심인우

SIM Inwoo

송민정

SONG Minjung

정여은

JUNG Yeoeun

구매랑

KOO Maerang

심지윤

SIM Jiyun

윤혜연

YOON Hyeyeon

정지란

JUNG Jinan

변천사

BYUN Chunsa

장수연

JANG Suyeon

정원

JEONG Won

조미연

CHO Mi-yeon

신혜빈

SHIN Hyebin

정혜영

Positive JUNG

조소라

JO Sora

장현찬

JANG Hyun-chan

홍보팀 PR Team

차샘이나

CHA Saemyina

최익성

Nick CHOI

강서현

KANG Seohyeon

임금님

Reina IM

김미헌

KIM Miheon

최정화

CHOI Jungwha

김기연

KIM Kiyeon

김은정

KIM Eunjung

김수정

KIM Soojeong

한송이

HAN Song-yi

김도현

KIM Dohyun

오선혜

OH Sunhye

김수현

Zenna KIM

한예슬

HAN Yeseul

김영아

KIM Yeongah

이상림

LEE Sanglim

김은수

KIM Eunsu

황미현

HWANG Mihyun

김현영

KIM Hyunyoung

이이향

LEE Yihyang

김은아

KIM Eun-ah

황선영

HWANG Sunyoung

백주홍

BAEK Joohong

태은솔

TAE Eunsol

김재민

KIM Jaemin

홍지영

HONG Jiyoung

김진경

KIM Jinkyung
KIM Hyunkyung

KIM Hongjoon

Jin CHO

사무국장 General Manager
노대식

ROH Daesik

초청팀 Hospitality Team

회계팀 Accounting Team

김현경

김청하

KIM Cheongha

홍은실

HONG Eunsil

루크 그린 Luke GREEN

유나리

YOO Nari

심혜연

SIM Hyeyeon

박서진

PARK Seojin

김석태

KIM Seoktae

이인애

LEE Inae

박해준

PARK Haejoon

트레일러 Trailer

김예니

KIM Yeny

허정희

HEO Jeonghui

박혜진

PARK Hyejin

김진유

KIM Jinyu

이노해

LEE Nohae

박효정

PARK Hyojeong

곽진석

KWAK Jinseock

조아란

CHO Aran

배은미

BAE Eunmi

이큰솔

LEE Kunsol

김샛별

Chloe KIM

외주협력업체 Contribution

백지수

PAIK Jisoo

정그림

JEONG Grim

김소희

KIM Sohee

기술 상영 Technical Screening

서미성

SEO Meesung

진서형

CHIN Seohyung

김예원

KIM Yaewon

— 진미디어 JINMEDIA

서영조

SUH Youngjo

정종배

JUNG Jongbae

이선경

LEE Sunkyung

박찬진

PARK Chanjin

서주원

SEO Juwon

최만선

CHOI Manseon

엄정화

EOM Jeonghwa

김혜원

KIM Hyewon

소민영

SO Minyeong

최지영

CHOI Jiyeoung

박종효

PARK Jonghyo

송은호

SONG Eunho

프로그램팀 Program Team

손정예

SON Jeongye

신지원

SHIN Jiwon

페스티벌 북 디자인 Festival Book Design

최하나

CHOE Hana

유리

YU Ri

신혜원

SHIN Hyewon

— PaTI 멋짓공작소

강정원

KANG Jeongwon

최수훈

CHOI Soohoon

안영수

AHN Youngsoo

박하얀

김유진

Emma KIM

양예나

YANG Y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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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Poster
신선미

SHIN Sunmi

PARK Ha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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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활동가 기프티어 Volunteers GIFFTEER

페스티벌 북 인쇄 Festival Book Publication

— 홀리가든 Holygarden

기획팀 Planning Team

표혜영

PYO Hyeyoung

심효영

SIM Hyo-young

— 대성문화출판사&인쇄출판

김은주

KIM Eunjoo

권수연

KWON Suyeon

하민수

HA Minsoo

오세리

OH Seri

김영수

손유리

SON Yuri

권재영

GWON Jaeyeong

한여준

HAN Yeojun

유가원

YOO Gawon

조홍주

CHO Hongju

김나희

KIM Nahee

한은석

HAN Eunseok

이상제

LEE Sangje

김덕영

KIM Deokyeong

홍나린

HONG Narin

이서영

LEE Seoyeong

KIM Youngsoo

디자인 Design
— 펄럭펄럭 FLAPFLAP

개막식/폐막식 Opening Ceremony/Closing Ceremony

김도희

KIM Dohee

홍희주

HONG Heeju

정다혜

JEONG Dahye

김민재

KIM Minjea

— MBC강원영동 MBC EASTGANGWON

김민영

KIM Minyoung

황다원

HWANG Dawon

차지현

CHA Jihyeon

김민혜

KIM Minhye

허승준

HEO Seungjune

김민지

KIM Minji

최낙경

CHOI Nak-kyung

신준근

SHIN Junkeun

김선경

KIM Sunkyoung

초청팀 Hospitality Team

최상원

CHOI Sangwon

공식기록 Documentation Team

김근홍

KIM Geunhong

김성민

KIM Seongmin

손우리

SON Woori

한다희

HAN Dahee

— 코리아이미지 KOREAIMG

김재욱

KIM Jaewook

김수연

KIM Suyeon

양혜정

YANG Hyejeong

허지현

HER Jihyeon

김요한

KIM Yohan

이유진

LEE Yujin

김예진

KIM Yejin

이재웅

LEE Jaeung

홍수아

HONG Sooah

문대영

MOON Daeyoung

홍나래

HONG Narae

김진경

KIM Jinkyoung

이정원

LEE Jeongwon

황유경

HWANG Yukyeong

심성규

SIM Sunggyu

노윤호

NOH Yoonho

전혜진

JEON Hyejin

황정현

HWANG Jeonghyeon

진성욱

JIN Sunguk

— 마케팅그룹티엔씨 Marketinggroup TNC

류효림

RYU Hyorim

정민경

JEONG Minkyoung

임경빈

IM Kyungbeen

강종택

KANG Jongtaek

문하연

MUN Hayeon

최민주

CHOI Minju

홍보팀 PR Team

이동우

LEE Dongwoo

오윤형

OH Yoonhyung

민근혜

MIN Geunhye

최지현

CHOI Jihyeon

송근호

SONG Geunho

전용태

JEON Yongtae

강한아름

KANG Hanaruem

민지현

MIN Jihyun

이재원

YI Jaewon

정보영

CHUNG Boyoung

박소영

PARK Soyeong

프로그램팀 Program Team

이주원

LEE Joowon

— 포스 Phos

문현정

MOON Hyungjung

박소현

PARK Sohyun

강민지

KANG Minji

정은경

JUNG Eungyeong

최우창

CHOI Woochang

이예진

LEE Yujin

박지민

PARK Jimin

강하정

KANG Haajung

정지인

JUNG Jiin

강민수

KANG Minsoo

윤기웅

YOON Kiwoong

변금순

BYUN Keumsoon

김미소

KIM Miso

김성현

KIM Sunghyun

김성연

KIN Sungyung

엄소현

EOM Sohyeon

유민지

YU Minji

회계팀 Accounting Team

SON Heejae

박명수

PARK Myungsoo

온유민

ON Yoomin

이승민

LEE Seungmin

김아름

KIM Areum

용순미

YONG Soonmi

이윤주

LEE Yunjoo

이예인

LEE Yein

— 오케이라이팅 OK lighting

유혜영

YOU Hyeyoung

이지은

LEE Jieun

김옥수

윤수정

YOON Sujeong

이현정

LEE Hyunjeong

윤희은

YOON Huieun

정승현

JEONG Seunghyeon

— 강한친구들 TOP GUARD

이다경

LEE Dakyoung

하석현

HA Seok-hyun

채규칠

이선주

LEE Sunju

함예슬

HAM Yeseul

홈페이지 Website Design

이현정

LEE Hyunjung

황정민

HWANG Jeongmin

— 와우생각 WOWIDEA

이혜원

LEE Hyewon

이성식

인은서

IN Eunseo

행사운영팀 Event Management Team

정경애

JUNG Kyoungae

김예슬

KIM Yeseul

온라인홍보대행 Online PR Agency

정민기

JUNG Minki

김은혜

KIM Eunhye

— 나다M nadaM

정세희

JEONG Sehui

김진문

KIM Jinmoon

송수연

조민경

CHO Minkyung

김혜주

KIM Hyejoo

주현지

JOO Hyunji

송아린

SONG Ahlin

최승아

CHOI Seung-a

송하정

SONG Hajeong

최조은샘

CHOI Choeunsaem

신영욱

SHIN Youngwook

손희재
황재성

HWANG Jaesung

홍보 영상 Promotional Video

KIM Oksoo

— 스토리텔러스 Storytellers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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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Sangwon

LEE Sungsik

SONG Suyeon

CHAE Kyuch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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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예매 안내 Ticketing Guide

• 티켓 가격

• Ticket Price

일반

5,000원

General

강릉키즈 섹션

5,000 KRW

Gangneung Kids Section
무료

작은공연장 단

Free of charge

Stage ‘Dan’

관아극장

Gwana Theater

• 예매 안내

• Ticketing

※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는 대면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모바일) 예매를 권장합니다.

※ The 3rd GIFF recommend that visitors buy tickets online (mobile) to minimize face-to-face contact.

기간

방법

온라인

결제 방법

티켓 판매 시작일 ~ 마지막 상영 시작 전까지

Period

강릉국제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모바일 포함)

Where

* 한 영화당 1인 최대 4매까지 예매 가능

Official Website: www.giff.kr
* Up to 4 tickets per person per movie
Credit/debit card, mobile payment, coupon (reservation no.)

신용(체크)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티켓교환권(예매번호)
* 무통장 입금, 지역화폐, 문화누리카드, 복합 결제 불가

From the first day of ticket sales to the beginning of the very last screening

Payment
Online

* No-bankbook transfer, local currency, culture card (Munhwa-Nuri card),
mixed payment not accepted

- 해당 영화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취소 가능
- Until 20 minutes before the start of the movie

- 공식 홈페이지 예매확인/취소 페이지에서 취소
취소 및 환불

- Official Website: Confirmation/Cancellation

- 현장에서 지류 티켓 발권한 경우 현장 티켓데스크에서만 취소 가능

Cancellation/

(해당 실물 티켓 반드시 지참)

Refund

- 해당 영화 상영 당일 취소 시 건당 1,000원의 취소 수수료 부과
기간

결제 방법

the day of screening.

10월 23일(토) ~ 10월 30일(토)
오전 9시 30분 ~ 마지막 영화 상영 시작 후 20분 까지
Period

신용(체크)카드, 현금, 티켓교환권(예매번호), 배지
* 문화누리카드, 지역화폐 사용 불가

Payment
CGV 강릉 6층,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강릉대도호부관아
- 현장매표소에서 상영 시작 20분 전까지 예매 취소가 가능
취소 및 환불

On site

Location

(해당 실물 티켓 반드시 지참)
- 해당 영화 상영 당일 취소 시 건당 1,000원의 취소 수수료 부과

only (The actual physical ticket must be returned.)
- A cancellation fee of 1,000 KRW will be charged if the ticket is cancelled on

현장
장소

- Paper tickets purchased on site can be cancelled at the on-site ticket booth

From Sat. Oct 23 to Sat. Oct 30
From 09:30 a.m. to 20 minutes after the beginning of the last movie
Credit/debit card, cash, coupon (reservation no.), badge
* Culture card(Munhwa-Nuri card), local currency not accepted
CGV Gangneung (6F), Shinyoung Theater
Gwana Theater Outdoors Ticket Booth
Cancellation is possible until 20 minute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movie at

Cancellation/

the on-site ticket desk. (The actual ticket must be returned.)

Refund

- A cancellation fee of 1,000 KRW will be charged if the ticket is cancelled on
the day of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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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운영수칙 Theater Regulations

• 할인 안내

상영관 운영 수칙

대상

경로(만65세 이상)/국가 유공자/장애인/강릉 지역 주민/10인 이상 단체관람

할인가

4,000원

예매 방법

- 할인예매는 현장 티켓데스크에서만 가능
* 온라인 예매 불가
- 현장 매표소에서 취소 가능

취소/환불

- 해당 영화 상영 당일 취소 시 건당 1,000원의 취소 수수료 부과
* 지류 티켓 지참 필수
- 1인 1매 할인

유의사항

- 중복 할인 불가
- 증빙서류(주민등록증, 국가유공자증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지참 필수
(증빙서류 미 지참 시 발권 불가)

정시상영
• 강릉국제영화제는 정시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정시 상영 시작 후에는 10분 뒤 일괄 입장하며 이후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방역 진행 협조
• 상영관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 후 영화 상영 중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고열 등의 코로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근처 자원 활동가 또는 스태프에게 구체적인 증상을 전달한 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좌석 간 거리두기
• 영화제 기간 상영관은 좌석 간 거리두기로 좌석을 축소하여 운영합니다.
• 코로나19로 지정 좌석에만 착석 가능합니다.
• 영화 상영 중 좌석 이동 시 퇴장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반입금지
• 쾌적하고 안전한 영화 관람을 위해 강릉국제영화제에서 운영하는 모든 상영관에서 음식물 및 주류의 반입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뚜껑이 있는 음료 및 생수는 허용합니다)

• Discount
Entitled to

The elderly (65 or older), men of national merit, the disabled, Gangneung
citizens, a group of 10 or more people.

Discount Amount

4,000 KRW

Ticketing Flow

- Discount will be given only at the Box Office.

촬영금지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연령에 따른 입장 제한
• 강릉국제영화제는 관람 등급을 준수합니다.

- Cancellation at the on-site ticket desk
Cancellation/
Refund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관계없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상영작 관람이 불가합니다.

- A cancellation fee of 1,000 KRW will be charged if the ticket is cancelled
on the day of screening.
* The actual physical ticket must be returned.
- Discounts are applied for one ticket per person.
- Multiple discounts are not possible.

Note

• 전체, 12세, 15세 관람 등급 상영작의 경우 연령 미만인 관객은 보호자 동반 시 관람이 가능합니다.

- The buyer must carry related documents (i.e. ID card, Men of National
Merit certificate, welfare card for the disabled, etc.) Without the required
documents discount tickets cannot be issued.

코로나19 예방 수칙
◉ 강릉국제영화제는 모든 관객과 스태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방 수칙을 적용하오니,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 모든 행사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관람, 이동, 매표 및 입장 대기 시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를 준수해주세요.
• 행사장 입장 시 출입명부작성,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증상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 마스크 미착용 시 행사장 입장이 제한됩니다.
• 모든 행사 장소 입장 시 발열 체크를 진행하며, 37.5도 이상일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예방접종확인서를 소지하여 주시고 직원 요청 시 예방접종확인서를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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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운영 안내 Operating Schedule

Theater Regulations

• 티켓부스

장소

On-time Screening

CGV 강릉 6층

• All movies start on schedule.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 Audiences arriving late can enter the theater once as a group, 10 minutes after the start time.

운영시간
10월 23일(토) - 10월 30일(토)
09:30 - 마지막 상영 20분 후까지

강릉대도호부관아

No entrance is allowed after 10 minutes.

* 작은공연장 단에서는 티켓부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Quarantine Cooperation
• Please wear a mask when entering and while seated in movie theaters.
• If you experience COVID-19-related symptoms, please share the details with staff or volunteers around

• 배지데스크

you and get support.

Seat Buffering

장소

운영시간

CGV 강릉 6층

10월 23일(토) - 10월 30일(토) 10:00 - 19:00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 현장발급 불가, 사전 신청배지 배부

• The total number of available seats will be reduced during the festival due to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 Patrons must sit in their reserved seats following quarantine measures.
• The patron who changes the seat during the movie can be asked to leave the premises.

• 종합안내/
굿즈샵

No Food and Drinks

장소

운영시간

강릉대도호부관아

10월 23일(토) - 10월 30일(토) 09:00 - 21:30

강릉 월화거리

• Food and drinks are not allowed at all in theaters during the festival for everyone’s safety and comfort.
(Capped bottles are allowed.)

10월 23일(토) - 10월 30일(토) 09:00 - 21:30
10월 31일(일) 17:00 - 19:00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릉대도호부관아 운영 취소

No Photography
• Taking a photo or recording a video is prohibited in the theater.

Film Screening Age Restrictions

• Box Office

Venue

• The GIFF abides by legal age restrictions.

CGV Gangneung 6F

• For films with Ⓖ, ⑫, ⑮ ratings, children underage must be accompanied by parent or adult guardian.

Shinyoung Theater

• No children under 18 are admitted to ⑱ rated films regardless of adult guardians accompanying them.

Outdoors Ticket Booth(Gwana Theater)

Opening Hours
Sat. Oct 23 - Sat. Oct 30
09:30 - 20 minutes after the beginning of the
last movie

* There is no Ticket Booth in Stage ‘Dan’.

COVID-19 Prevention Rules
◉G
 IFF puts the safety of the audience and staff above everything. Please abide by the rules we set to

• Badge Desk

help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 Please follow basic quarantine measures (i.e. washing hands and covering coughs).

Venue

Opening Hours

CGV Gangneung 6F

Sat. Oct 23 - Sat. Oct 30 10:00 - 19:00

* Social Distancing System Level 3 & 4: On-site issuance is not possible,

• Please wear a mask at all times while attending the festival.

pre-application badges will be distributed.

• Please make sure you maintain a safe social distance from others at a ticket booth, in and out of the
theater, and around the festival venue.
• Please kindly cooperate with the staff to check your body temperature and fill in the entry log.
• People who are not wearing a mask will be allowed to enter the venue.
• Body temperature checks are mandatory and people with a fever (37.5 or higher) cannot enter the
venue.
• Please carry a vaccination certificate and show it to the staff when asked if you are vaccinated.

• Information/
Goods Shop

Venue

Opening Hours

Gangneung Daedohobu Gwana

Sat. Oct 23 - Sat. Oct 30 09:00 - 21:30

Gangneung Walhwa Street

Sat. Oct 23 - Sat. Oct 30 09:00 - 21:30
Sun. Oct 31 17:00 - 19:00

* Social Distancing System Level 4: Gangneung Daedohobu Gwana will suspend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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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래책방 GOre Bookstore

⑦ 중앙동 살맛터 Jungang-dong Salmatteo

② 구슬샘 문화창고 Okcheon Cultural Storage

⑧ 강릉대도호부관아 Gangneung Daedohobu Gwana

③ CGV 강릉 CGV Gangneung

⑨ 작은공연장 단 Stage ‘Dan’

④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Shinyoung Theater

⑩ 명주사랑채 Myeongju Sarangchae

⑤ 임당생활문화센터 Imdang Community Cultural Center

⑪ 봉봉방앗간 BonBonBangAgan

⑥ 지앤지오 말글터 G&GO Malgulter

⑫ 명주예술마당 Myeongju Ar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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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가이드 Screening Schedule Guide

상영시간표 보는 법

개막식 & 폐막식 Opening Ceremony & Closing Ceremony

등급 Ratings

How to Read the Screening Schedule
상영관

[상영코드] 상영시간

[Code] Screening Time

Theater

상영작 제목(국문)

Title (Korean)

상영작 제목(영문)

Title (English)

러닝타임 | 등급 | 페이지

Running Time | Rating

Ⓖ

전체 관람가

General audiences

⑫

12세 이상 관람가

Over 12 admitted

⑮

15세 이상 관람가

Over 15 admitted

⑱

청소년 관람 불가

Over 18 admitted

| Page Number

GV

Guest Visit 게스트와의 만남

GT

GIFF Talk 전문가의 영화해설

PE

Program Event 프로그램 이벤트

C

Commentary 해설상영

자막코드 Subtitle Codes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모든 상영작에는 다음과 같이 자막이

폐막식 Closing Ceremony

시간

10월 22일(금) 19:00

시간

10월 31일(일) 19:00

장소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소공연장

장소

CGV 강릉 8관

Date

Fri. Oct 22 19:00

Date

Sun. Oct 31 19:00

Venue Gangneung Arts Center

Venue CGV Gangneung 8

GAC1

19:00 -

GAC2

개막식 + 개막작: 스트로베리 맨션

폐막식 + 폐막작: 국제장편경쟁 작품상 수상작

Opening Ceremony + Opening Film:

Closing Ceremony + Closing Film:

Strawberry Mansion

International Narrative Feature Competition

91min | G | 43p

Award Winner

CGV8

19:00 -

제공됩니다.
1. 영어대사 한글자막 제공
2. 한국어대사 영어자막 제공

* 이벤트는 스케줄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기타언어대사 한글자막과 영어자막 동시제공

* 이벤트가 진행되는 상영의 경우, 종료시간은 이벤트와 영화
러닝타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 Event time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due to the guest’s schedule.

Unless otherwise noted, all screenings will include subtitles
as follows:
1. Korean subtitles for English language films

* For event screenings, the ending time include the event

2. English subtitles for Korean language films

time and the screening time.

3. Korean & English subtitles for other language films

상영관 Theater

프리미어 정보 Premiere Status

GAC1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

Gangneung Arts Center 1

GAC2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

Gangneung Arts Center 2

SY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Shinyoung Theater

CGV2

CGV 강릉 2관

CGV Gangneung 2

CGV3

CGV 강릉 3관

CGV Gangneung 3

CGV4

CGV 강릉 4관

CGV Gangneung 4

CGV7

CGV 강릉 7관

CGV Gangneung 7

CGV8

CGV 강릉 8관

CGV Gangneung 8

DAN

작은공연장 단

Stage ‘Dan’

GW

관아극장

Gwana Theater

32

개막식 Opening Ceremony

WP

월드 프리미어

World Premiere

IP

인터내셔널 프리미어

International Premiere

AP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KP

한국 프리미어

Korean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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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10월 23일 토요일 | Sat. Oct 23
CGV2

[112] 15:30~18:04

[118] 19:00~21:54

[201] 10:00~11:14

[207] 14:00~15:15

[213] 16:30~19:35

[218] 20:30~21:44

스페셜토크3: 파이브 타이거

Re-LOVE

Re-BORN

유기 동물 보호소

스페셜토크4: 강물 속에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

개는 짖기를 멈추지 않는다

The Candidate

Special Talk3: Five Tiger

Re-LOVE

Re-BORN

Sheltered

Special Talk4: Step into the

Untold Scandal

The Dog Who Wouldn’t be

107min | Ⓖ | 86p

11min | Ⓖ | 54p

74min | Ⓖ | 163p

River

125min | ⑱ | 59p

PE

94min | Ⓖ | 178p

GV

114min | Ⓖ | 181p

CGV2

GV

PE

Quiet
PE

74min | Ⓖ | 78p

[102] 10:00~11:38

[107] 14:00~15:49

[113] 17:00~18:16

[119] 19:30~21:23

기프 신작전 단편묶음4

연못

스페셜토크2: 익스큐즈 미,

희망의 요소

[202] 10:30~12:09

[208] 13:00~14:32

[214] 15:30~18:06

[219] 19:00~21:54

Discover GIFF Shorts4

The Day is Over

미스, 미스, 미스

The Element of Hope

기프 신작전 단편묶음3

아야

완령옥: 디렉터스 컷

리아나

98min | ⑫ | 130p

109min | Ⓖ | 108p

Special Talk2: Excuse Me,

83min | Ⓖ | 110p

Discover GIFF Shorts3

Aya

Center Stage: Director’s Cut

Lianna

99min | Ⓖ | 126p

92min | Ⓖ | 85p

156min | ⑱ | 146p

114min | ⑱ | 63p

CGV3

PE

[203] 10:00~11:30

[209] 14:00~15:22

[215] 16:30~18:28

[220] 19:30~21:31

[103] 10:00~12:15

[108] 13:30~15:12

[114] 16:00~17:58

[120] 20:00~21:38

앨리스의 하늘 아래

잊혀진 사람들

검거

스트로베리 맨션

패션 피쉬

수아드

코 파일럿

균열

Skies of Lebanon

The Young and the Damned

The Round-Up

Passion Fish

Souad

Copilot

The Divide

90min | Ⓖ | 116p

82min | ⑮ | 153p

88min | ⑫ | 151p

135min | ⑮ | 66p

102min | ⑫ | 82p

118min | ⑮ | 105p

98min | Ⓖ | 109p
[204] 10:30~12:08

[210] 13:30~14:48

[216] 16:00~17:22

[221] 19:00~20:30

[104] 10:00~11:47

[109] 13:00~15:54

[115] 17:00~18:49

[121] 20:00~21:55

보톡스

하루에 만난 사계절

나이트 닥터

요괴 헌터 - 히루코

클라라 솔라

해상화

빌랭 길을 오르며

여자 여자

Botox

Four Seasons in a Day

The Night Doctor

Hiruko the Goblin

Clara Sola

Flowers of Shanghai

Going up rue Vilin

Women Women

98min | ⑫ | 95p

78min | Ⓖ | 112p

82min | ⑮ | 102p

90min | ⑫ | 147p

107min | ⑫ | 96p

114min | Ⓖ | 57p

[205] 10:00~11:54

[211] 13:30~14:57

[217] 16:30~18:18

[222] 20:00~21:33

[105] 10:00~11:23

[110] 13:30~15:36

[116] 16:30~18:18

[122] 19:30~21:44

포레스트 - 아이 씨 유

비를 위한 노래

잠자는 남자

교살자

코펠리아

강원도

1번국도

준호

에브리웨어

Songs for Rain

A Man in a Dream

The Strangler

Coppelia

Gangwon-do

Route 1

Junho

Forest - I See You

87min | ⑫ | 81p

78min | Ⓖ | 46p

93min | ⑮ | 70p

83min | Ⓖ | 174p

96min | Ⓖ | 113p

PE

49min | Ⓖ | 50p

PE

78min | ⑫ | 114p

GV

104min | ⑫ | 99p

[117] 16:30~18:30

강릉 틴즈 단편묶음2

사이렌

Gangneung Teens Shorts2

The Siren

70min | ⑫ | 168p

90min | Ⓖ | 177p

91min | Ⓖ | 43p

GV

Everywhere

GV

114min | ⑫ | 111p
[111] 13:30~14:40

Strawberry Mansion
GT

115min | ⑮ | 71p
SY

GV

PE

GV

CGV7

DAN

Commentary 해설상영

[106] 13:30~14:41

CGV4

SY

Program Event 프로그램 이벤트

C

출마선언

16min | Ⓖ | 53p

CGV7

GIFF Talk 전문가의 영화해설

PE

[101] 10:30~12:17

Miss, Miss, Miss

CGV4

Guest Visit 게스트와의 만남

GT

10월 24일 일요일 | Sun. Oct 24

15min | Ⓖ | 55p
CGV3

GV

DAN
GV

[206] 10:30~12:06

PE

13:00~18:00

강원도

세미나: 캐주얼 시네마

Gangwon-do

Seminar: Casual Cinema

96min | Ⓖ | 113p
GW

[123] 18:00~21:25
GW

봄날은 간다
One Fine Spring Day
115min | ⑮ | 175p

PE

[212] 14:00~14:43

[223] 18:00~19:45

강릉 키즈 단편묶음

남매의 여름밤:

Gangneung Kids Shorts

배리어프리 버전

43min | Ⓖ | 157p

Moving On:
Barrierfree Version

* 본 시간표의 상영 종료 시간은 GV, PE 등 이벤트를 포함한 시간입니다.

105min | Ⓖ | 156p

* The screening time includes the program events on this screening schedule.
* 본 시간표의 상영 종료 시간은 GV, PE 등 이벤트를 포함한 시간입니다.
* The screening time includes the program events on this screeni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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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10월 25일 월요일 | Mon. Oct 25
CGV2

SY

DAN

Program Event 프로그램 이벤트

C

Commentary 해설상영

[306] 13:00~14:38

[312] 16:30~17:52

[317] 19:30~21:31

[401] 10:00~12:00

[405] 14:00~15:58

[410] 17:00~19:02

[415] 20:00~21:19

희망의 학교

사랑이다

배회의 장소들

스트로베리 맨션

령

엘리스 섬 이야기

아야

기프 신작전 단편묶음5

School of Hope

It’s Love

Les Lieux d’une fugue

Strawberry Mansion

Anima

Ellis Island Tales

Aya

78min | Ⓖ | 115p

98min | ⑱ | 73p

42min | Ⓖ | 48p

91min | Ⓖ | 43p

120min | Ⓖ | 76p

118min | Ⓖ | 49p

92min | Ⓖ | 85p

[402] 10:30~11:46

[406] 13:30~15:10

[411] 16:30~18:03

[416] 19:00~21:35

애송이들의 브래지어

심플 맨

사랑의 단서

이웃들

Rookies Brassiere

I was a Simple Man

A Hint of Love

Neighbours

76min | Ⓖ | 176p

100min | Ⓖ | 98p

93min | ⑱ | 74p

125min | Ⓖ | 101p

[403] 10:00~12:28

[407] 14:00~15:31

[412] 16:00~18:05

[417] 19:30~20:50

메이트원

스트로베리 맨션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

기프 신작전 단편묶음1

Matewan

Strawberry Mansion

Untold Scandal

Discover GIFF Shorts1

133min | ⑮ | 65p

91min | Ⓖ | 43p

125min | ⑱ | 59p

80min | ⑫ | 120p

[404] 10:00~11:43

[408] 13:00~14:55

[413] 16:00~18:26

[418] 19:30~21:40

뜨거운 수프

우리

별은 우리를 기다려

왕과 함께

C

CGV2

GV

[302] 10:00~11:50

[307] 13:30~15:03

[313] 16:00~17:38

[318] 19:00~21:09

다른 행성에서 온 형제

무서운 아이들

알렉시스, 쿠바 댄서

총을 든 자들

The Brother from Another

The Terrible Children

Cuban Dancer

Men with Guns

Planet

93min | Ⓖ | 83p

98min | Ⓖ | 107p

129min | ⑮ | 67p

[303] 10:00~12:08

[308] 14:00~15:50

[314] 17:00~19:02

[319] 20:00~21:22

코르시카의 여름

세리 누와르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앙코르

I Comete – A Corsican

Série Noire

I Know Where I’m Going!

Once More

Summer

110min | ⑮ | 47p

92min | ⑮ | 148p

82min | ⑱ | 72p

128min | ⑱ | 89p
CGV7

GIFF Talk 전문가의 영화해설

PE

10월 26일 화요일 | Tue. Oct 26

CGV3

CGV4

110min | ⑮ | 64p
CGV4

Guest Visit 게스트와의 만남

GT

[301] 10:30~11:48

* 해설상영 Commentary
(40min)

CGV3

GV

* 해설상영 Commentary
(15min)

CGV7

GT

Discover GIFF Shorts5
GV

79min | ⑱ | 135p

C

[304] 10:30~11:48

[309] 13:30~15:13

[315] 16:30~18:16

[320] 19:30~21:41

Hot Soup

We

Stars Await Us

Down with the King

퀸 오브 글로리

내츄럴 라이트

백조의 노래

바람이 멈출 때

103min | Ⓖ | 97p

115min | Ⓖ | 119p

146min | ⑫ | 117p

100min | ⑫ | 87p

Queen of Glory

Natural Light

Swan Song

Should the Wind Drop

78min | Ⓖ | 103p

103min | ⑫ | 100p

106min | ⑫ | 118p

101min | Ⓖ | 91p

[409] 13:30~14:48

[414] 16:00~18:14

[419] 19:30~21:44

아와카쉬

우리는 그렇게 자랐다

준호

GV

SY

[305] 10:00~11:59

[310] 14:00~15:40

[316] 17:00~18:48

[321] 20:00~21:53

Awakash

Far from You I Grew

파야 다이

리보리오

1번국도

희망의 요소

78min | Ⓖ | 77p

104min | Ⓖ | 88p

Faya Dayi

Liborio

Route 1

The Element of Hope

119min | ⑫ | 79p

100min | ⑫ | 80p

78min | ⑫ | 114p

GV

83min | Ⓖ | 110p

GV

GV

GV

Junho
GV

104min | ⑫ | 99p

GV

* 본 시간표의 상영 종료 시간은 GV, PE 등 이벤트를 포함한 시간입니다.
* The screening time includes the program events on this screening schedule.

13:00~17:30
학술포럼: 『낭』 이야기
Academic Forum: NANG
Stories

GW

[311] 15:00~16:23

[322] 19:00~20:39

코펠리아

그러니까 전원을 잘 껐어야지

Coppelia

Why didn’t You Turn Your

83min | Ⓖ | 174p

Camera Off?
69min | ⑮ | 143p

GV

* 본 시간표의 상영 종료 시간은 GV, PE 등 이벤트를 포함한 시간입니다.
* The screening time includes the program events on this screeni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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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10월 27일 수요일 | Wed. Oct 27
CGV2

CGV3

Guest Visit 게스트와의 만남

GT

GIFF Talk 전문가의 영화해설

PE

Program Event 프로그램 이벤트

C

Commentary 해설상영

10월 28일 목요일 | Thu. Oct 28

[501] 10:30~11:45

[506] 14:00~15:18

[511] 17:00~18:20

[516] 20:00~21:18

[601] 10:00~11:38

[606] 14:00~15:58

[611] 17:00~18:33

[617] 20:00~21:49

강릉 틴즈 단편묶음1

잠자는 남자

기프 신작전 단편묶음1

하루에 만난 사계절

알렉시스, 쿠바 댄서

엘리스 섬 이야기

사랑의 단서

연못

Gangneung Teens Shorts1

A Man in a Dream

Discover GIFF Shorts1

Four Seasons in a Day

Cuban Dancer

Ellis Island Tales

A Hint of Love

The Day is Over

75min | ⑫ | 164p

78min | Ⓖ | 46p

80min | ⑫ | 120p

78min | Ⓖ | 112p

98min | Ⓖ | 107p

118min | Ⓖ | 49p

93min | ⑱ | 74p

109min | Ⓖ | 108p

[502] 10:00~11:22

[507] 14:00~15:18

[512] 16:30~18:08

[517] 19:30~21:13

[602] 10:30~12:10

[607] 13:30~15:30

[618] 20:00~21:54

기프 신작전 단편묶음2

기프 신작전 단편묶음6

사랑이다

뜨거운 수프

리보리오

령

리아나

It’s Love

Hot Soup

Liborio

Anima

Lianna

100min | ⑫ | 80p

120min | Ⓖ | 76p

114min | ⑱ | 63p

Discover GIFF Shorts2

CGV4

GV

Discover GIFF Shorts6

CGV2

CGV3

82min | ⑮ | 123p

78min | ⑮ | 138p

98min | ⑱ | 73p

103min | Ⓖ | 97p

[503] 10:00~11:18

[508] 13:30~15:12

[513] 16:00~17:32

[518] 19:00~21:15

[603] 10:00~11:45

[608] 13:30~14:43

[613] 16:30~18:56

[619] 19:30~21:35

희망의 학교

수아드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패션 피쉬

남매의 여름밤:

백설공주

별은 우리를 기다려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

School of Hope

Souad

I Know Where I’m Going!

Passion Fish

배리어프리 버전

Snow White

Stars Await Us

Untold Scandal

78min | Ⓖ | 115p

102min | ⑫ | 82p

92min | ⑮ | 148p

135min | ⑮ | 66p

Moving On:

73min | Ⓖ | 58p

146min | ⑫ | 117p

125min | ⑱ | 59p

[604] 10:30~11:49

[609] 13:00~15:08

[614] 17:00~18:38

[620] 19:30~21:38

기프 신작전 단편묶음5

코르시카의 여름

균열

보톡스

I Comete – A Corsican

The Divide

Botox

Summer

98min | Ⓖ | 109p

98min | ⑫ | 95p

CGV4

Barrierfree Version
CGV7

[504] 10:30~11:48

[509] 13:30~15:13

[519] 19:30~21:41

우리가 심은 씨앗

내츄럴 라이트

바람이 멈출 때

The Seeds We Sow

Natural Light

Should the Wind Drop

78min | Ⓖ | 90p

103min | ⑫ | 100p

101min | Ⓖ | 91p

105min | Ⓖ | 156p
CGV7
GV

Discover GIFF Shorts5
SY

[505] 10:00~11:59

[510] 13:30~15:16

[515] 16:00~17:38

[520] 19:30~21:09

파야 다이

애송이들의 브래지어

너멍굴너머

그러니까 전원을 잘 껐어야지

Faya Dayi

Rookies Brassiere

Beyond Fest

Why didn’t You Turn Your

119min | ⑫ | 79p

76min | Ⓖ | 176p

68min | Ⓖ | 106p
GV

GW

79min | ⑱ | 135p

SY

GV

[605] 10:30~12:09

[610] 14:00~15:11

[615] 16:30~18:25

[621] 20:00~21:33

그러니까 전원을 잘 껐어야지

컬러 오브 브라스

월든

교살자

Why didn’t You Turn Your

Color of Brass

Walden

The Strangler

[521] 19:30~21:25

Camera Off?

71min | Ⓖ | 173p

85min | ⑫ | 92p

봄날은 간다

69min | ⑮ | 143p

Camera Off?
GV

128min | ⑱ | 89p

69min | ⑮ | 143p

GV

GV

93min | ⑮ | 70p
GV

One Fine Spring Day
115min | ⑮ | 175p

GW

* 본 시간표의 상영 종료 시간은 GV, PE 등 이벤트를 포함한 시간입니다.
* The screening time includes the program events on this screening schedule.

[616] 16:00~16:45

[622] 19:00~19:53

경칩 + 맛있는 저녁식사 + 간병

트루먼 라이프 + 그녀가 처음

The Awakening of the

울던 날

Insects + Delicious

Trueman Life + Remedy

Dinner + Care

53min | Ⓖ | 133p

45min | ⑫ | 130p
* 본 시간표의 상영 종료 시간은 GV, PE 등 이벤트를 포함한 시간입니다.
* The screening time includes the program events on this screeni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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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10월 29일 금요일 | Fri. Oct 29
CGV2

GV

Guest Visit 게스트와의 만남

GT

GIFF Talk 전문가의 영화해설

PE

Program Event 프로그램 이벤트

C

Commentary 해설상영

10월 30일 토요일 | Sat. Oct 30

[701] 10:30~11:48

[706] 13:30~14:48

[712] 16:00~18:20

[717] 19:30~21:39

[801] 10:30~11:44

[806] 13:00~15:36

[812] 16:30~18:47

[819] 19:30~21:24

아와카쉬

기프 신작전 단편묶음6

다른 행성에서 온 형제

총을 든 자들

유기 동물 보호소

완령옥: 디렉터스 컷

출마선언

포레스트 - 아이 씨 유

Awakash

Discover GIFF Shorts6

The Brother from Another

Men with Guns

Sheltered

Center Stage: Director’s Cut

The Candidate

에브리웨어

78min | Ⓖ | 77p

78min | ⑮ | 138p

Planet

129min | ⑮ | 67p

74min | Ⓖ | 163p

156min | ⑱ | 146p

107min | Ⓖ | 86p

Forest - I See You

110min | ⑮ | 64p

CGV2

GT

Everywhere
GV

CGV3

[707] 14:30~16:25

[713] 17:30~18:43

[718] 20:00~21:22

우리가 심은 씨앗

월든

영화 재판 혹은 마카베예프의

앙코르

[802] 10:00~11:33

[807] 14:00~15:39

[813] 17:00~18:40

[820] 20:00~21:55

The Seeds We Sow

Walden

경우

Once More

무서운 아이들

기프 신작전 단편묶음3

심플 맨

여자 여자

78min | Ⓖ | 90p

85min | ⑫ | 92p

The Makavejev Case or Trial

82min | ⑱ | 72p

The Terrible Children

Discover GIFF Shorts3

I was a Simple Man

Women Women

93min | Ⓖ | 83p

99min | Ⓖ | 126p

100min | Ⓖ | 98p

115min | ⑮ | 71p

CGV3

in a Movie Theater
GV

73min | ⑱ | 150p
[803] 10:30~12:01

[808] 13:30~15:00

[814] 16:00~18:28

[821] 19:30~21:43

[703] 10:00~11:23

[708] 14:00~15:55

[714] 17:00~18:50

[719] 20:00~21:22

배회의 장소들 + 빌랭 길을

요괴 헌터 - 히루코

코 파일럿

메이트원

코펠리아

우리

세리 누와르

나이트 닥터

오르며

Hiruko the Goblin

Copilot

Matewan

Coppelia

We

Série Noire

The Night Doctor

Les Lieux d’une fugue

90min | ⑫ | 147p

118min | ⑮ | 105p

133min | ⑮ | 65p

83min | Ⓖ | 174p

115min | Ⓖ | 119p

110min | ⑮ | 47p

82min | ⑮ | 102p

+ Going up rue Vilin

[704] 10:00~11:18

[709] 13:30~15:17

[715] 16:30~18:16

[720] 19:30~21:55

퀸 오브 글로리

클라라 솔라

백조의 노래

WR: 유기체의 신비

[804] 11:00~11:43

[809] 13:00~15:13

[815] 16:30~18:24

[822] 20:00~21:30

Queen of Glory

Clara Sola

Swan Song

WR: Mysteries of the

강릉 키즈 단편묶음

백설공주

해상화

앨리스의 하늘 아래

78min | Ⓖ | 103p

107min | ⑫ | 96p

106min | ⑫ | 118p

Organism

Gangneung Kids Shorts

Snow White

Flowers of Shanghai

Skies of Lebanon

43min | Ⓖ | 157p

73min | Ⓖ | 58p

114min | Ⓖ | 57p

90min | Ⓖ | 116p

CGV4
CGV4

GT

91min | Ⓖ | 48p
CGV7

85min | ⑱ | 152p
SY

CGV7

GT

[710] 14:00~15:57

[716] 17:00~18:08

[721] 19:30~21:44

[805] 10:30~11:44

[810] 14:00~16:35

[816] 17:00~18:19

[823] 19:30~21:10

기프 신작전 단편묶음2

비를 위한 노래

너멍굴너머

우리는 그렇게 자랐다

개는 짖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웃들

스페셜토크1: 아니타

왕과 함께

Discover GIFF Shorts2

Songs for Rain

Beyond Fest

Far from You I Grew

The Dog Who Wouldn’t be

Neighbours

Special Talk1: Anita

Down with the King

82min | ⑮ | 123p

87min | ⑫ | 81p

68min | Ⓖ | 106p

104min | Ⓖ | 88p

Quiet

125min | Ⓖ | 101p

19min | ⑮ | 52p

GT

SY

11:00~15:15

GV

DAN

워크숍: 영화의 일생
Workshop: The Life of a Film
GW

PE

[705] 10:30~11:52

[711] 16:30~18:04

[722] 19:00~20:54

Re-LOVE

Re-BORN

Re-LOVE

Re-BORN

94min | Ⓖ | 178p

114min | Ⓖ | 181p

100min | ⑫ | 87p
PE

GV

74min | Ⓖ | 78p
DAN

114min | ⑫ | 111p

[702] 10:30~11:48

[811] 15:00~16:15

[817] 17:30~18:40

강릉 틴즈 단편묶음1

강릉 틴즈 단편묶음2

Gangneung Teens Shorts1

Gangneung Teens Shorts2

75min | ⑫ | 164p

70min | ⑫ | 168p

GW

[818] 16:30~18:00

[824] 18:30~20:41

사이렌

컬러 오브 브라스

The Siren

Color of Brass

90min | Ⓖ | 177p

71min | Ⓖ | 173p

PE

* 본 시간표의 상영 종료 시간은 GV, PE 등 이벤트를 포함한 시간입니다.
* The screening time includes the program events on this screening schedule.

* 본 시간표의 상영 종료 시간은 GV, PE 등 이벤트를 포함한 시간입니다.
* The screening time includes the program events on this screeni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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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220] CGV4
10.24 19:30 GV
[317] CGV2
10.25 19:30 GV
[407] CGV4
10.26 14:00

스트로베리 맨션
Strawberry Mansion

AP
2021 Sundance Film Festival

USA | 2020 | 91min | Fiction | color | Ⓖ

근 미래, 국가는 국민들의 꿈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하
기 위해 모든 꿈을 녹화한다. 공무원인 제임스는 벨라의
꿈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그녀가 사는 곳을 방문한다.
그곳에서 제임스는 벨라가 꾼 평생의 꿈이 담겨 있는 방
대한 비디오 카세트들을 발견한다. 그것을 분석하면서 그
는 벨라의 꿈속에 등장하는 여인에게 매료되고, 점점 그
가 익숙했던 현실의 세계가 낯설어지기 시작한다. 이 초현
실적 로맨틱 판타지의 근 미래는 사실 그리 멀리 있지 않
은 세상인 듯하다. 광고는 이미 우리 무의식까지 잠식해
가고 있고, AI는 뉴스를 골라 주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
봐야 할 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지 않은가? 영화는 디지털
디스토피아에서 우리가 아날로그적 과거를 마감하며 던
져 놓고 온 가치들의 현재적 유효성에 대해 질문하게 한

2021 Sitges Film Festival

In the near future, the government forces citizens to
record their dreams and imposes taxes on them. Civil
servant James is given the job of auditing Bella’s dreams
and visits her house. There he finds a vast library of VHS
tapes containing a lifetime of dreams, and sets about
auditing them. In the process, he falls for a woman who
appears in Bella’s dreams, and grows distant from the real
world. The near future portrayed in this surreal romantic
fantasy is not too away. Advertisements already encroach
on our subconsciousnes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used
to select news items and suggest ways of viewing the
world. The film makes us question the present-day validity
of the values that we previously discarded upon departing
from the analogue era. This fantastic film with vivid colors
was shot digitally before being transferred to 16mm.

다. 강렬한 색감의 이 판타스틱 영화는 디지털로 촬영한
뒤 다시 16mm로 변환하는 디지털의 아날로그화 작업을
통해 완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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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앨버트 버니 Albert BIRNEY

켄터커 오들리 Kentucker AUDLEY

3편의 장편영화를 연출했다. 켄터커 오들리와 공동

배우이자 감독이다. 2015년에 선댄스영화제에서 처

연출한 ⟨실비오⟩는 『더 뉴요커』에서 2017년의 베스

음 상영된 ⟨크리스마스, 어게인⟩에서 주인공을 맡았

트 영화 TOP 10에 올랐다.

고 그 외 많은 독립영화에도 출연했다. ⟨스트로베리

Albert Birney has previously directed three feature
films. Sylvio co-directed with Kentucker Audley
was named one of the ten-best films of 2017 by
The New Yorker .

맨션⟩은 ⟨실비오⟩에 이은 앨버트 버니와의 두 번째
공동 연출작이다.
Kentucker Audley is a filmmaker and actor. He
starred in the 2015 Sundance-premiered, Christmas, Again and can be seen in many other indie
films. Strawberry Mansion is his second collaboration with Albert Birney after 2017’s Sylv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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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문학

조르주 페렉의 영화 사용법

Cinema & Literature

Georges Perec:
A User’s Manual

조르주 페렉은 현대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
한 작가 중 한 사람이다. 소설과 시, 희곡, 시나리오, 에
세이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전방위적인 글쓰기 작
업을 펼쳤고, 도전적인 실험 정신과 탁월한 언어 감각, 풍
요로운 서사, 섬세한 감수성 등을 고루 보여주었다. 초기
에 페렉이 시대와 사회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 집중했다면
(『사물들』), 중기에는 울리포(Oulipo) 그룹의 일원으로서
치열한 언어 탐구에 몰두한다(『실종』). 이후, 페렉은 자
서전적 글쓰기(『W 혹은 유년의 기억』)와 일상의 글쓰기
(『공간의 종류들』) 시기를 거치고, 마침내 『인생사용법』
에 이 모든 경향을 담아내면서 진정한 의미의 ‘종합적 문
학’을 실현한다. 페렉은 초기부터 영화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 창작에 참여했다. ⟨세리 누
예로부터 문향(文鄕
문향(文鄕)의
)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강릉에서
개최되는 강릉국제영화제의 ‘영화와 문학’ 섹션은 강릉
국제영화제의 고유한 빛깔이 선명히 드러나는 섹션으로
‘조르주 페렉의 영화 사용법’, ‘여성은 쓰고, 영화는 기억
한다’, ‘원작의 발견’ 이렇게 세 개의 서브 섹션으로 구성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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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neung has long been known as a town for literature
and the arts. The Cinema & Literature section reveals the
unique character and spirit of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ich is held in this artistic town. Offering
multiple special sub-sections such as writer’s exhibitions
and special exhibits that highlight various writers and
themes, the Cinema & Literature program presents the
intersection of the two artistic genres of film and literature,
starting from the birth of cinema.

와르⟩에서처럼 장편영화의 시나리오를 맡는가 하면, ⟨배
회의 장소들⟩에서처럼 자신이 직접 기록영화를 연출하기
도 했다. 또 ⟨잠자는 남자⟩의 경우 자신이 쓴 소설을 다시
영화화한 것인데, 베르나르 케이잔과 공동 연출을 맡아
‘장 비고 상’을 수상하는 등 커다란 주목을 받는다. 이번
에 소개되는 페렉의 영화들은 그의 문학 세계뿐 아니라
언어와 영상에 대한 그만의 새로운 실험과 탐구를 이해하

Georges Perec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writers of
contemporary French literature. He wrote in all directions
across various genres including novels, poems, plays,
screenplays and essays. He demonstrated a daring experimental spirit, excellent sense of language, rich narrative and
exquisite sensibility, all in great balance. In the early days,
Perec focused on analysis and critique of the times and
society (Things ). In his middle period, as a member of the
Oulipo group, he devoted himself to intense linguistic exploration (La Disparition ). Afterwards, Perec went through
a period of autobiographical writing (W ou le Souvenir
d’enfance ) and essay writing (Espèces d’espaces ), until he
finally incorporated all of these tendencies in La Vie, Mode
d’emploi , literally realiz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Perec showed a keen interest in films from the beginning
and was involved in filmmaking in various ways. He wrote
feature-length screenplays like Série Noire and he directed
Les Lieux d’une fugue , a story of his own account. He also
adapted his own novel A Man in a Dream into a film, which
he co-directed with Bernard Queysanne, and received the
Prix Jean Vigo. The section will introduce the films of Perec
that are an essential guide to understanding his new experiments and explorations of language and images as well as
his literary world. (KIM Hoyoung)

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김호영)

조르주 페렉의 영화 사용법 Georges Perec: A User’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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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남자
A Man in a Dream

(소설 『잠자는 남자』 도입부)
“너의 알람이 울린다. 너는 조금의 미동도 없다.”
(영화 ⟨잠자는 남자⟩ 도입부)
페렉의 소설 『잠자는 남자』와 동명의 영화는 이렇게 이
십 대 중반의 은둔형 외톨이인 주인공을 ‘너’로 지칭하는
파격적인 2인칭 화자를 등장시킨다. 소설 속의 성별을 알
수 없는 화자는 영화 속에서는 여배우 루드밀라 미카엘
이 분한 보이스 오버로 재현된다. 페렉 자신의 젊은 시절
에 대한 자전적인 이 작품은 현대 사회에서의 고립에 대
한 사회학적 단상이란 요약 외에는 가능한 그 어떤 고전
적 서사도 거부한다. 소설과 영화는 서사의 통념을 완벽
히 파괴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동일한 양태를 띠지만, 소
설과 영화의 미묘하게 다른 첫 부분 만큼이나 드러나는

[308] CGV4

10.24 16:30 PE

10.25 14:00

[506] CGV2

[714] CGV4

10.27 14:00

10.29 17:00

IP
1974 Cannes Film Festival

France, Tunisia | 1974 | 78min | Fiction | b&w | Ⓖ

“네가 눈을 감자마자, 잠의 모험이 시작된다.”

[217] SY

1974 Venice Film Festival

“As soon as you close your eyes, the adventurous dream
begins.” (Beginning of the novel, A Man Asleep ) “Your
alarm goes off. And you don’t move an inch.” (Beginning
of the film A Man in a Dream ) The movie, based on the
novel A Man Asleep by Georges Perec, unconventionally
uses a second person point of view, referring to the reclusive, mid-20s protagonist as “you”. A French actress,
Ludmila Mikaël, voiced the narrator whose gender is
unknown in the novel. The novel is an autobiographical
story of Perec and can only be described as a sociological
view of isolation in modern society. While both the film
and the movie completely break the common idea of narration, they are also dissimilar as manifested in the subtle
differences in each of their beginnings. Although the
film’s credits say it is directed by Bernard Queysanne and
written by Perec, it is in fact co-directed by the two. The
film won the Prix Jean Vigo in 1974.

차이가 있다. 영화, ⟨잠자는 남자⟩는 크레딧에는 베르나

세리 누와르
Série Noire
France | 1978 | 110min | Fiction | color | ⑮

미국 작가 짐 톰슨의 『어 헬 오브 어 우먼』을 조르주 페
렉과 알랭 코르노가 각색한 영화다. 프랭크는 파리 변두
리에 사는 외판 방문 세일즈맨이다.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고, 삶은 지루하기만 하다. 새로운 삶을 꿈꾸던 어느
날, 그는 한 노파에게 옷 한 벌을 팔게 되고, 그녀는 옷
값 대신 자신의 열 여섯 살 조카, 모나와의 하룻밤을 제
안한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프랭크는 그 제안을 거절하
고, 감동을 받은 모나는 그에게 숙모가 큰돈을 집에 숨
겨 놓았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모나와 함께 돈을 훔치기
로 결심한 프랭크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알
랭 코르노의 냉정하고 건조한 블랙 코미디는 1979년 개
봉 당시 이야기 중심의 사실주의적 영화 표현의 계승자라
불리는 베르트랑 타베르니에 감독 및 여러 평론가들의 극

1979 Cannes Film Festival

This is Georges Perec and Alain Corneau’s film adaptation
of A Hell of a Woman by American novelist Jim Thompson. Frank is a house-peddling salesman living in the outskirts of Paris. His marriage bumpy and his life boring, he
wants something new. One day, he sells a piece of cloth
to an old lady who suggests that Frank spend a night
with her 16-year-old niece, Mona, instead of getting paid.
Frank declines the suggestion and Mona, who is touched,
tells Frank that her aunt keeps a large amount of money
at home. Mona and Frank decide to steal the money and
start to make a thorough plan. This calm and dry black
comedy by Alain Corneau was highly praised by critics
and director Bertrand Tavernier upon its release in 1979.
It also ranked highly on the list of the Best 100 French
Movies chosen by movie critics in 2014.

찬을 받았으며, 2014년 영화 평론가들이 선정한 최고의
프랑스 영화 100선에서도 상위권에 선정되었다.

르 케이잔의 연출, 페렉 텍스트로 기록되었으나 두 사람
이 공동 연출한 작품이다. 장 비고상 수상작.

※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르노도상을 수상했다. 그때부터 소설, 연극, 오페라

프랑주 감독의 조연출로 일했다. 감독 데뷔 이후 여

대본, 라디오 드라마, 꿈을 기록한 일지, 그리고 바

러 작품을 연출했다.

둑의 기술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

Bernard Queysanne began his career in television
and second assistant to Robert Enrico. Then, he
became the assistant of Georges Franju. He has
directed many films.

Georges Perec won the Prix Renaudot for his first
novel, Things: A Story of the Sixties published in
1965. Since then he has written fictions, plays, an
opera libretto, radio plays, a collection of dreams,
and a study of the game of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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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랭 코르노 Alain CORNEAU
프랑스 작가 겸 감독. 1973년에 첫 연출작 ⟨프랑스 소사이어티 어노니미⟩를 발표하였다. 1991년 ⟨세상의 모든 아
침⟩으로 세자르 상을 받았다.
Alain Corneau was a French writer-director. He directed his first film France Societe Anonyme in 1973. And
he won the Cesar Award for direction by Every Morning Of The World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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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으로 경력을 시작하여 로버트 앙리코와 조르주

St

베르나르 케이잔 Bernard QUEYSANNE

1965년에 발행한 자신의 첫 소설 『사물들』을 통해

©

조르주 페렉 Georges PEREC

※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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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주 페렉의 영화 사용법 Georges Perec: A User’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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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의 장소들
Les Lieux d’une fugue

엘리스 섬 이야기
Ellis Island Tales
KP

France | 1978 | 42min | Documentary | color | Ⓖ

페렉이 참여한 영화 중 유일하게 페렉이 단독 연출한 작
품으로 1965년에 쓰고, 사후에 출판된 동명의 텍스트를
기초로 하고 있다. 불어 제목인 ⟨Les Lieux d’une fugue⟩
에서 fugue는 학교 수업을 빼먹고 몇 시간동안 배회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으로 양친을 잃
고 고모 집에서 자랐던 11살 페렉의 자전적 이야기를 30
년 후 회상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있다. 보이스오버로 등
장하는 화자는 화면에는 등장하지 않는 주인공의 배회
를 묘사하면서 당시 어린 페렉이 실제 배회했던 장소인 샹
젤리제의 현재의 모습을 배경으로 풀어낸다. 영화의 말미
에서 1인칭의 목소리로 전환되는 동일한 화자는 3인칭의
어린 소년에 대한 회상을 1인칭의 고독했던 자신의 기억
에 대한 내밀한 고백으로 끝을 맺는다. 단순한 방식으로
연출된 이 영화는 페렉 특유의 디테일에 대한 세밀한 묘
사와 그 작품이 갖는 자전적 특징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Among the many movies Perec participated in, this is the
only one that he directed alone. He wrote this story in
1965 and a book with the same title was published after
he died.
The French word “fugue” used in the title means “playing
hooky and roaming around for hours”. This autobiographical movie takes the voiceover narrator back to his life 30
years ago, centering on the story of an 11-year-old Perec
growing up in his aunt’s house after losing his parents
to the Second World War. The narrator describes young
Perec’s “fugue” against the backdrop of today’s Champs
Élysées – the place where he actually roamed during his
youth – without a protagonist appearing on screen. At the
end of the movie, the 3rd person narrative switches to a
1st person narrative, privately sharing lonely memories.
The movie is directed in the simplest way possible and
yet captures the quintessence of delicate delineation and
autobiographical characters.

KP

France, USA | 1979 | 118min | Documentary | color | Ⓖ

뉴욕의 작은 섬, 엘리스섬은 1892년부터 1945년까지 미
국으로 이민하려던 이민자들이 입국 심사를 받던 장소
로 유명한 곳이다. 약 50여 년간 이곳을 거쳐 간 수백만
의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다. 이 영
화는 당대의 아카이브 필름과 사진들을 이용해 이곳을
스쳐갔던 사람들의 흔적들을 보여줄 뿐 아니라, 이 이미
지들 너머, 그 당시 이들을 촬영했던 사람들도 보지 못했
던 이민자들의 이야기들을 의도치 않게 쫓게 되면서, 디
아스포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엘
리스 섬의 이야기. 유랑과 희망의 스토리』라는 책으로도
출간된 이 영화는 무엇보다 로베르 보베르와 조르주 페렉
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양친을 나치에 의해
잃었지만,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는 큰 관심을 가

Ellis Island is a small island in New York that served as the
USA’s major immigration station from 1892 to 1945. For
about half a century, most of the immigrants who were
processed at Ellis Island were Jews. This film uses archival
video footage and pictures to reveal the traces of the people who passed through the island and then follows stories of the immigrants that were unintentionally captured
on cameras, raising a question on the true meaning of
the diaspora. This film, which was also published as the
book, Ellis Island Revisited: Tales of Wandering and Hope ,
also chronicles the meeting of Robert Bober and Georges
Perec, resulting in the latter tracing the roots of his existence. Perec, who had lost his parents to the Nazis, had
not been very interested in his Jewish identity until he met
Bober.

지지 않았던 페렉은 로베르 보베르를 만나 비로소 자신의
뿌리에 대한 탐구를 이렇게 시작한다.

작품이다.
※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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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조르주 페렉 Georges PEREC

로베르 보베르 Robert BOBER

1965년에 발행한 자신의 첫 소설 『사물들』을 통해 르노도상을 수상했다. 그때부터 소설, 연극, 오페라 대본, 라

로베르 보베르 감독은 프랑스의 중요한 다큐멘터리 감독 중 하나이다. 보베르의 1960, 70년대 영화들은 주로 전

디오 드라마, 꿈을 기록한 일지, 그리고 바둑의 기술에 관한 책을 집필했다.

후 시대와 홀로코스트의 폐해에 주목하였다. 1979년에 조르주 페렉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다큐멘터리 작품 ⟨엘

Georges Perec won the Prix Renaudot for his first novel, Things: A Story of the Sixties published in 1965.
Since then he has written fictions, plays , an opera libretto, radio plays, a collection of dreams, and a study of
the game of go.

리스 섬 이야기⟩을 제작하였다.

영화와 문학 Cinema & Literature

Robert Bober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renowned documentary directors, especially in France. In the
1960s and 1970s, his films mainly explored the postwar period and the consequences of the Holocaust. In
1979, he produced a documentary in close collaboration with Georges Perec, Ellis Island Tales .

조르주 페렉의 영화 사용법 Georges Perec: A User’s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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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쓰고, 영화는 기억한다

Women Write,
Films Remember
[115] CGV7
10.23 17:00 PE
[803] CGV4
10.30 10:30

빌랭 길을 오르며
Going up rue Vilin

KP

France | 1992 | 49min | Documentary | color | Ⓖ

이 영화의 제목이 된 빌랭 길은 파리 벨빌 구역의 노동자
집단 거주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페렉이 태어나서 유년 시
절 6년을 살았던 곳이다. 그의 어머니는 아우슈비츠 수
용소로 강제 이송되기 전까지 이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했
었다. 퇴락해 가던 이 구역은 1982년 3월 4일, 페렉이 죽
은 바로 그다음 날 철거되었고, 이후 공원으로 조성되었
다. ⟨빌랭 길을 오르며⟩에서 로베르 보베르 감독은 생전
에 조르주 페렉이 시도했던 작업을 기초로 500여 장의
사진들을 가지고 이제는 이미 사라진 이 공간에 대한 기
억들을 퍼즐처럼 하나 하나 맞춰간다. 그리하여 이 작업
은 사라진 공간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역사와 기억을
되살리는 작업이 된다. 또한 이는 페렉의 저작, 『W 혹은
유년의 기억』의 유년기 부분을 형상화하는 작업이 된다.
로베르 보베르는 1992년 완성된 이 작품을 통해 짧은 생

1992 FIPADOC

Rue Vilin, which is in the neighborhood of Belleville in
Paris, is a place where labor workers collectively lived as a
group. Perec himself lived in this district from birth until
he was six years old. His mother ran a hair salon until she
was forcibly sent to the Auschwitz concentration camp.
The district, which became run down, was demolished on
March 4, 1982, the day after Perec’s death and is now a
public park. In the movie, director Robert Bober builds on
Perec’s work by putting together 500 pictures, the fragmented memories of Rue Vilin, as if solving a puzzle. The
work recreates the forgotten history and memories of the
people who used to live in a place that no longer exists.
This also helps Perec configure the childhood section of
his book W, or the Memory of Childhood . The film was
completed in 1992 and became Bober’s beautiful homage
to his friend Perec, who lived a short life.

낳은 천재 작가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허난설헌과 흔
히 현모양처의 상징으로만 대중들에게 각인되어 있으나,
시문과 그림 등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던 또 한 명의
조선 시대 대표적 예술가, 신사임당의 삶에서 착안한 ‘영
화와 문학’의 서브 섹션이다. 사후에야 문집이 나올 수 있
었던 허난설헌의 고달팠던 삶과 평가절하된 측면이 강한
신사임당의 창작자로서의 삶은 여성 서사 중심의 영화 속
동시대 여성들의 모습과도 조우하는 지점들이 있을 것이
다. 이 섹션에서는 각자의 관점으로 다양한 여성 서사를
써 내려가는 동시대 여성 작가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시
선으로 상영작들에 관해 논해보는 스페셜 토크의 시간

을 마감한 친구, 조르주 페렉에게 아름다운 오마주를 바

을 마련한다. 전하영, 오승현, 송경아, 이서영 작가가 올

친다.
※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해 스페셜 토크의 초청 게스트로 참여한다.
‘여성은 쓰고, 영화는 기억한다’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부부 강간의 문제를 다룬 인도

로베르 보베르 Robert BOBER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다큐멘터리 감독 중 한 명이다. 보베르의 1960, 70년대 영화들은 주로 전후 시대와 홀로코
스트의 폐해에 주목하였다. 1979년에 조르주 페렉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다큐멘터리 작품 ⟨엘리스 섬 이야기⟩을
제작하였다.
Robert Bober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renowned documentary directors, especially in France. In the
1960s and 1970s, his films mainly explored the postwar period and the consequences of the Holocaust. In
1979, he produced a documentary in close collaboration with Georges Perec, Ellis Island Tales .

50

‘여성은 쓰고, 영화는 기억한다’는 강릉 출신으로 조선이

영화와 문학 Cinema & Literature

영화 ⟨아니타⟩, 한 자녀 정책과 남아선호 사상으로 고통
받는 중국 사회를 그린 ⟨강물 속에⟩, 생존과 가족부양의
수단으로 매춘을 강요받는 남아프리카 여성을 그린 ⟨파
이브 타이거⟩, 현대 사회에서 고용 불안정의 문제를 한 비
정규직 여성과 그녀의 상사를 중심으로 유머러스하게 파

Programmed under Cinema & Literature, this sub-section
is inspired by the lives of two prominent woman artists,
Heo Nanseolheon and Shin Saimdang. A native of Gangneung, Heo was a writer of extraordinary talent during the
Joseon Dynasty, while Shin, in addition to her role as a
wise mother and good wife, was a gifted painter and writer.
However, Heo’s writing was only published posthumously,
and Shin’s creativity was undervalued during her lifetime.
The lives of the two women seem to draw parallels with
those of contemporary women represented in films with
strong female narratives.
This section invites female writers who share women’s narratives from different perspective. Writers Jeon Hayoung,
Oh Seunghyun, Song Kyunga and Yi Seoyoung will hold a
special talk. This year’s program introduces four films. The
Indian film Anita delves into the issue of marital rape, and
the way women’s social advancement is seen in a negative
light. Step into the River is a portrait of Chinese society
suffering from the impact of the one-child policy and the
tradition of preferring sons to daughters. Five Tiger features
a South African woman forced into prostitution in order
to make a living and support her family. Excuse Me, Miss,
Miss, Miss humorously examines the issue of employment
insecurity through the story of a female temporary worker
and her boss.

헤치는 ⟨익스큐즈 미, 미스, 미스, 미스⟩가 소개된다.

여성은 쓰고, 영화는 기억한다 Women Write, Films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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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타
Anita

익스큐즈 미, 미스, 미스, 미스
Excuse Me, Miss, Miss, Miss

수쉬마 카데파운 Sushma KHADEPAUN

소니 칼벤토 Sonny CALVENTO

India, USA | 2020 | 19min | Fiction | color | ⑮

[816] SY 10.30 17:00 PE

Philippines | 2019 | 16min | Fiction | color | Ⓖ

상영작 정보는 p139에서 확인

상영작 정보는 p169에서 확인

스페셜 토크 게스트
Special Talk Guest

스페셜 토크 게스트
Special Talk Guest

–

–

전하영 JEON Hayoung

이서영 YI Seoyoung

한국영화아카데미와 시카고예술대학에서 영화와 뉴미디어를 공부했다. 이후 〈박제된 공

노동조합에 출근하면서 SF와 판타지를 쓴다. 2010년 환상문학웹진 거울에 단편 「종의

주〉, 〈프레임 워크〉, 〈저 소리 부분을 지워버릴 것입니다〉 등의 단편영화를 연출했다. 영화

기원」과 「성문 너머 코끼리」를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발표된 저서로는 『악어의

연출 작업에 그치지 않고 단편소설 「영향」으로 2019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하며 소설

맛』,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 『유미의 연인』이 있다. 공동 저자로 참여한 작품으로는 『이

가로 등단했다. 2021년에는 「그녀는 조명등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로 젊은작가상 대

웃집 슈퍼히어로』, 『다행히 졸업』, 『여성작가SF단편모음집』, 『아직은 끝이 아니야』, 『인어

상을 수상하며 문학계의 주목받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의 걸음마』 등이 있다. 기술이 어떤 인간을 배제하고 또 어떤 인간을 위해 일하는지, 혹은

Jeon studied film and new media at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and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nd has directed short films including Briar Rose , Frame Walk , and
I Shall Erase that Sound . She also made a debut as a writer with her first story Impact that
earned her a Newcomer Award from Munhakdongne in 2019. She went on to win the grand
prize for young writers with She Spent So Many Hours Under the Lamps in 2021, putting
herself in the spot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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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통해 배제된 바로 그 인간이 기술을 이용해 전복을 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Yi Seoyoung writes science fiction and fantasy while working at a labor union. Her literary
career began by publishing her short story The Origin of the Species and Elephant Beyond
the Gates in the science fiction-fantasy webzine Mirror in 2010. She has published The
Taste of the Alligator , Reign in the Lower Place , and Yumi’s Lover and co-wrote The Superhero Next Door , Thankfully Graduating , A Collection of Sci-fi Shorts by Female Writers ,
It’s Not Over Yet and The Little Mermaid’s Steps , among others. She is vastly interested
in what kind of humans technology excludes and works for, or whether these very humans
excluded by technology can use technology to subvert.

여성은 쓰고, 영화는 기억한다 Women Write, Films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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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타이거
Five Tiger

강물 속에
Step into the River

노마웡가 쿠말로 Nomawonga KHUMALO

마 웨이지아 MA Weijia

South Africa | 2020 | 11min | Fiction | color | Ⓖ

[106] CGV2 10.23 13:30 PE

China, France | 2020 | 15min | Animation | color | Ⓖ

상영작 정보는 p120에서 확인

상영작 정보는 p161에서 확인

스페셜 토크 게스트
Special Talk Guest

스페셜 토크 게스트
Special Talk Guest

오승현 OH Seunghyun

© 김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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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아 SONG Kyunga

광고 카피라이터로 10년, 화장품 마케터로 8년 일했으며 현재는 작가로 활동 중이다. 장편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1994년 「청소년 가출협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소

소설 『꼰대책방』을 통해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와 미래 사회를 향한 문학적 상

설가이자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누나가 사랑했든 내가 사랑했든』, 『우모리 하늘신발』,

상력을 동시에 드러내며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SF 엔솔로지 『책에 갇히다』에 참여했으

『백귀야행』 등의 소설을 발표했고, 『책에 갇히다』, 『잃어버린 개념을 찾아서』 등 SF 엔솔

며 육아에세이 『아이를 만나고 나는 더 근사해졌다』를 공동집필하였다. 제9회 교보문고

로지에 참여했다. SF, 호러 등 장르문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S&M 페미니스트』,

스토리 공모전에서 단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마흔셋에 시작한 글쓰기를 앞으로도 43

『뱀파이어 유격수』, 『드래곤 펄』, 『철학자의 돌』 등 SF와 판타지 장르의 저서 다수를 번역

년간은 계속할 예정이다.

하기도 했다.

A former ad copywriter of 10 years and cosmetics marketer of 8 years, Oh Seunghyun is
now a writer. She gained attention with her novel Kkondae Bookstore , which conveys a critique of modern civilization and reveals her literary imagination for the future of society. She
also participated in the sci-fi anthology Stuck in a Book and co-wrote the parenting essay I
Got More Fabulous with a Child . She won the Best Award in the short story section at the
9th Kyobo Bookstore Story Contest. She started writing at 43 and plans to keep writing for
43 years more.

Song completed a doctorate course in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nd has been working
as a novelist and translator since the publication of her first piece, Association of Runaway
Teens . She has published novels including My Sister’s Lover is My Lover , Project LC. RC
and Night Parade of One Hundred Demons and took part in SF anthologies with Locked up
in a Book and Finding a Lost Concept . With a great interest in SF and horror literature, she
has translated fantasy literature including The S&M Feminist , The Vampire Shortstop , The
Dragon Pearl and Philosopher’s Stone .

영화와 문학 Cinema &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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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
Flowers of Shanghai
영화의 탄생기부터 지금까지 문학의 영화화는 때로는 원
작에 충실한 형태로, 때로는 고전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때로는 그 원형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된 형태 등
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원작의 발견’은 한 사람의
독자이자 한 사람의 창작자로서의 감독이 자신의 색깔과
독창적 시각으로 창조한 영화와 그 원작의 관계에 대해
되짚어 보는 ‘영화와 문학’의 서브 섹션이다.
우선, 허우 샤오시엔이 ⟨해상화⟩에서 19세기 중국 최초
의 연재소설인 한자운의 『해상화열전』(1892)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이를 영화 언어로 형상화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한편, 프랑스 서간체 문학의 최고봉
으로 일컬어지며, 수차례 영화화되었던 프랑스 작가, 피
에르 쇼데를로 드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1782)는 지
구 반대편의 이재용 감독에 의해 ⟨스캔들: 조선남녀상열
지사⟩로 다시 탄생했다. 드 라클로의 프랑스 상류층 사회
의 계략과 배신의 인간상들은 이제 유교 사상이 지배하
던 조선 시대에도, 은밀하지만 대담하게 자신들의 욕망을
분출했던 이들로 전치된다. 주앙 세자르 몬테이로의 ⟨백
설공주⟩는 고대에서부터 전해지던 설화를 바탕으로 그림
형제에 의해 창작되고, 디즈니 풍 동화적 이미지로 우리
의 유년 시절의 한 축을 구축했던 『백설공주』를 기존의
이미지로부터 완전히 탈피시키는 양상을 보여준다. 감독
은 스위스 작가 로베르 발저에 의해 각색된 원작을 바탕

From the birth of cinema to the present, screen adaptations
of literary works have taken various forms, sometimes offering a form faithful to the original or a modern reinterpretation, and sometimes even presenting radical adaptation
in which the original text is almost unrecognizable. In this
sub-section of Cinema & Literature, the director, both as a
reader and a creato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his
own unique creation and its original.
Hou Hsiaohsien’s Flowers of Shanghai presents a fascinating reinterpretation and cinematic embodiment of
Han Ziyun’s 1892 novel The Sing-Song Girls of Shanghai
which was the first serialized novel in China. Hailed as the
epitome of French epistolary literature, Dangerous Liaisons
(1782) by Pierre Choderlos de Laclos has been made into
several films. In Lee Jaeyong’s Untold Scandal , the French
aristocrats caught up in deception and betrayal in the original novel are replaced by those who secretly yet boldly vent
their desires in the Joseon Dynasty steeped in Confucianism. João César Monteiro’s Snow White marks a complete
departure from the previous version of the ancient folktale
by Brothers Grimm or the Disney film of the same title
that served as an important part of our childhood. Based
on Swiss author Robert Walser’s new version of the story,
the director expands his experimental imagination. The
screening of each film will be accompanied by a talk with
researchers on the cinematic transformation of the original
work.

Taiwan, Japan | 1998 | 114min | Fiction | color | Ⓖ

상해에 핀 꽃이란 의미의 ⟨해상화⟩는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상해가 영국 조계지로 지정되었던 19세기 말, 상해
의 유곽에서 살아가는 기녀들과 손님들에 관한 이야기
다. 이 영화는 한자운이 1892년 상해 소설잡지 『해상기
서』에 연재한 중국 최초의 창작 연재소설 『해상화열전』
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 원작은 ⟨색,계⟩의 작가, 장아
이링이 자신의 영감의 원천이라 밝혔던 작품이기도 하다.
영화는 19세기 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청나라 말기
를 그린다. 그러나 기방을 드나드는 유한계급들에게는 이
런 시대 상황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듯 보인다. 그들은 오
직 아편과 기녀들과의 유흥에만 몰두한다. ‘원신 원컷’을
뜻하는 38개의 플랑 시퀀스로 이루어진 이 영화는, 이들
이 세상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듯
한 기방의 어두운 실내에서 이야기를 전개함으로써 극대
화한다. 청의 몰락은 이미 그들 사이에 와 있다.

1998 Cannes Film Festival

Set against the backdrop of 19th century Shanghai, and
the settlement of the British Empire, this film tells a story
of Chinese courtesans and their guests in Shanghai’s redlight districts. The original story is China’s first serial
novel, The Sing-song Girls of Shanghai , which was written
by Han Bangquing and published in the novel magazine,
Book of Shanghai , in 1892. Eileen Chang, author of Lee
Ang’s film Lust, Caution , translated the novel into English
and it was cited as the inspirational source for the movie.
Flowers of Shanghai describes the declining Qing Dynasty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nation’s fate seems to be of
no importance to the leisure class, which is frequenting
the brothel and only seems to care about opium and girls.
The film consists of 38 plan-sequences (one scene-one
shot) which all take place in dimly lit rooms, sophisticatedly emphasizing a detached world view. In the meantime,
the collapse of the Qing Dynasty happens right before
their very eyes.

(2019년 4K 복원판, Korean Premiere)

허우 샤오시엔 HOU Hsiaohsien
국립대만예술대에서 영화학을 공부한 후, 첫 번째 장편 영화 ⟨귀여운 여인⟩을 감독했다. 장편 데뷔작으로 흥행에
성공한 그는 1989년, 대만 역사에 관한 3부작 중 첫 작품인 정치극 ⟨비정성시⟩로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
자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영화계에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2015년 ⟨자객 섭은낭⟩으로 칸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

으로, 실험적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각 영화의 상영

을 받았다.

은 각 원작의 변용에 대해 연구한 연구자들과의 토크를

After film studies at the National Taiwan University of Arts, he directed his first feature, Cute Girl which
was a box office hit. In 1989, he won the Golden Lion in Venice for A City of Sadness , a political drama that
began a trilogy on the history of Taiwan. With The Assassin , he won the best director award in Cannes Film
Festival.

동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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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공주
Snow White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
Untold Scandal

Portugal | 2000 | 73min | Fiction | color/b&w | Ⓖ

영화는 스위스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로베르트 발저가
1956년 크리스마스에 혼자 산책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눈밭에서 쓰러져 죽은 뒤 찍힌 그의 시신 사진으로 시작
된다. 이 사진은 발저 자신의 산문인 『크리스마스 이야
기』에서 묘사했던 눈밭에서 한 시인이 맞이하는 쓸쓸한
마지막 순간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회자된 사진이다. 사
진에 이어 검은 화면 위로 로베르트 발저가 직접 각색했
던 백설공주의 대사가 들린다. 그것은 백설공주와 그녀
를 방금 독살한 왕비 간의 대화다. 로베르트 발저가 각색
한 백설공주와 이 영화는 그림 형제의 동화가 끝나는 바
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동화가 ‘이렇
게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고 끝을 맺는 그 이후의
이야기다. 주앙 세자르 몬테이로 감독은 내용과 형식의
실험을 통해 로베르트 발저의 상상력을 더 확장하여 기

2000 Venice Film Festival

The movie begins with a photo of a dead body in the
snow. The body is of Robert Walser, a Swiss novelist and
poet who died of a heart attack while he was taking a walk
alone on a Christmas day. The photo is famous because
Robert Walser described in his prose, Christmas Story , a
poet’s lonely death on a snowfield. Following the photo,
an empty black screen appears with voice narration, reading some lines of Snow White that Walser adapted himself. The dialogue is between Snow White and the witch
who just killed her. Walser’s adaptation of Snow White
and Monteiro’s Snow White begins from the point where
the Brothers Grimm’s fairy tale ends and looks at what
happens after the “happily ever after.” Experimenting with
content and format and building on Walser’s imagination,
director Monteiro totally overturns common ideas about
Snow White.

존의 백설공주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전복시킨다.

조선에서 태어난 것이 한이요, 불만인 조씨 부인. 조선 최
고의 바람둥이로 팔도에 그 명성이 자자한 조원. 어느 날
조씨 부인은 조원에게 남편의 새 소실 자리 처녀를 유혹
해 달라 청하는데, 조원의 표적은 이미 딴 곳에 있었으니
소문난 정절녀 숙부인 정 씨더라. 허나, 천하의 조원도 열
녀문을 무너뜨리기가 영 녹록지 만은 않은데....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는 1782년에 출판된 피에르 쇼데를로
드 라클로의 서간체 소설, 『위험한 관계』를 원작으로 하
고 있다. 이재용 감독은 프랑스 귀족 사회를 배경으로 하
는 이 원작을 조선시대라는 완전히 이질적인 사회, 문화
적 배경 속으로 옮겨왔다. 이 작업은 원작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를, 서구보다 한층 강
화된 여성 순결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는 당시 조선의
유교적 시대 상황 속에 배치함으로써, 더 확장된 논점을

2004 Shangh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03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rs. Cho always grumbles that she was born during the
Joseon Dynasty, which forces chastity and faithfulness.
One day, she asks her cousin Won, one of the most wellknown playboys of the Joseon era, to seduce a young
woman who is soon to be Mr. Cho’s mistress. However,
Won has been struggling already with another difficult
target on his mind, the famous woman of fidelity, Jeong.
The film Untold Scandal is based on Dangerous Liaisons ,
a French epistolary novel by Pierre Choderlos de Laclos,
which, published in 1782, depicts the desires and dark
tricks of French aristocrats. Director Lee brought the
original story to a place with completely different social
norms and cultural values. Lee successfully recreates and
expands the original story that explores secretive human
nature by adapting it into a Confucian society that emphasizes chastity and demonizes women with expressive
desires.

통해 원작의 재창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주앙 세자르 몬테이로 João César MONTEIRO

이재용 LEE Jaeyong

포르투갈의 전통 설화에서 따온 ⟨실베스트르⟩는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노란 집의 추억⟩으로 은사

한국영화아카데미 7기. 이미숙, 이정재 주연의 첫 장편 영화 ⟨정사⟩를 연출했다. 이후 ⟨순애보⟩, ⟨스캔들: 조선남

자상을 수상, 이후 ⟨신의 코미디⟩로 또다시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도발적인 영화 스

녀상열지사⟩, ⟨다세포 소녀⟩ 등의 연출을 맡아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두근두근

타일로 유명한 그는 자신의 영화에 항상, 주로 주연으로 출연한다.

내 인생⟩으로 우디네극동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죽여주는 여자⟩로 판타지아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다.
네

씨

영화와 문학 Cinema & Literature

©

Silvestre from Portuguese short stories was presented at Venice Film Festival, where he returns with Recollections of the Yellow House and wins the Silver Lion. Again in Venice with God’s Comedy and another prize.
Known as provocative, performs in all his film usually as the main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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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의 발견 Re: Origin

A member of the 7th group of graduates from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Lee Jaeyong’s first feature
was the fiction film, An Affair , starring Lee Misuk and Lee Jungjae. He has directed various movies with different genres and styles including Asako in Ruby Shoes , Untold Scandal , and Dasepo Naughty Girls . My Brilliant
Life earned the Audience Award at the 17th Udine Far East Film Festival and The Bacchus Lady won the Best
Screenplay Award at the 20th Fantasia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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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세일즈 展

Masters & Newcomers

Tribute GIFF:
John Sayles

존 세일즈는 존 카사베츠로 대표되는 미국 독립영화 1세
대의 정신을 가장 잘 계승했다고 평가받는 미국 독립영
화 2세대 감독이다. 세일즈는 영화에 입문하기 전 소설가
로서 미국 사회의 인종, 젠더, 계급 갈등 등에 대한 신랄
하면서도 경쾌한 분석의 메시지를 담은 『빔보스의 자부
심』, 『조합비』와 같은 작품을 저술하였다. 1979년 ⟨세코
커스 7⟩을 시작으로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로 무대를 확
장한 후, 세일즈는 사회 참여적 메시지를 다양한 영화 장
르를 통해 풀어낸다. 제작 측면에서는 거대 할리우드 시
스템을 철저히 거부하고 저예산 독립 영화 시스템으로만
영화를 만들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세일즈는
감독, 시나리오 작가, 배우로서 다방면의 역할을 펼쳤을
뿐 아니라, 소설가로서의 행보도 지속했다. 흔히 세일즈의
영화는 작가 출신 특유의 문학적 색채가 확연히 드러나
며, 그의 각본은 높은 완성도를 보여 준다고 평가받는다.
로스앤젤레스 비평가협회에서 각본상을 수상했고, 아카
데미시상식 각본상에 노미네이트 된 바 있다.
‘존 세일즈 展’에서는 기혼 여성의 커밍아웃과 홀로서기
를 다룬 ⟨리아나⟩, SF 장르를 차용하여 미국 사회의 인종
영화사의 거장과, 새롭게 세계 영화사를 써 내려가는 차
세대 거장 감독들의 작품들이 조우하는 섹션이다. 올해
는 ‘존 세일즈 展’, ‘폴 베키알리 展’, ‘인: 사이트’, ‘아시드
칸’의 네 개의 서브 섹션으로 구성된다.

60

The Masters & Newcomers section is dedicated to master
filmmakers and next-generation directors who are making
history in world cinema. It consists of sub-sections such as
Tribute GIFF: John Sayles, Tribute GIFF: Paul Vecchiali, In:
Sight and ACID Cannes.

문제를 환기하는 ⟨다른 행성에서 온 형제⟩, 미국 현대사
의 뒤편에 숨겨진 어두운 노조 탄압의 역사를 다룬 ⟨메이
트원⟩, 두 여성의 우정과 연대를 통해 서로의 상처를 치
유하는 이야기를 다룬 ⟨패션 피쉬⟩, 권력과 폭력의 상관
관계를 다루고 있는 ⟨총을 든 자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원작의 발견 Re: Origin

John Sayles is a second-generation American independent
film director who is considered to have best inherited the
spirit of the first-generation of American independent filmmakers represented by John Cassavetes. Before venturing
into the film industry, Sayles wrote several novels with
acute yet amusing analyses of race, gender and class conflict in American society, such as Pride of the Bimbos and
Union Dues . Since his directorial debut in 1979 with Return
of the Secaucus 7 , Sayles has shared a number of socially
engaging messages through various film genres. In terms of
production, he stoutly rejects the huge Hollywood system,
and makes low-budget independent films instead. To that
end, not only does Sayles play a multiple role as a director,
screenwriter and actor, but also he continues to write fiction. Many of his films carry his unique literary sentiments,
and his screenplays show a high degree of completion.
Sayles previously won Best Screenplay at Los Angeles Film
Critics Association Awards, and was nominated for Best
Original Screenplay at the Academy Awards.
At Tribute GIFF: John Sayles, audiences can view the exceptional work of Director Sayles: Lianna is about a married
woman’s coming-out story and how she became independent; The Brother from Another Planet though masked
as science fiction, reaches deeper and evokes racial issues
in American society; Matewan deals with the oppression
against labor unions in American modern history; Passion
Fish is a story of healing through friendship and solidarity
between two women; Men with Guns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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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나
Lianna
USA | 1983 | 114min | Fiction | color | ⑱

존 세일즈 John SAYLES

뉴저지 중소도시에 사는 30대의 리아나는 대학교수 남

영화 ⟨세코커스 7⟩(1979)부터 존 세일즈 감독의 영화들은 미국 독립 영화계의 발전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다. 그의 작품들은 전형적인 할리우드 영화로 분류되는 영화들과는 상
당히 다른 눈으로 세상을 조명한다. 소설가로 지내다, 감독이자 프로듀서인 로저 코먼의 권
유로 영화를 시작했고, ⟨패션 피쉬⟩(1992)를 통해 첫 아카데미시상식 각본상 후보에 올랐
다. 그는 여전히 장편영화와 TV 시리즈 등을 만들고 있다.

편 딕과 두 아이를 둔 여성이다. 그러나 위선적이며 권위
적인 남편 딕이 리아나를 속이고 바람을 피게 되면서 리
아나의 결혼 생활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결혼 생활의
권태에서 탈출하기 위해 그녀는 친구 샌디와 아동 심리학
에 관한 강좌를 듣는다. 그곳에서 리아나는 강사인 루스
에게 점점 빠져든다. 루스를 통해 그녀는 지금까지 알지

Beginning with Return of the Secaucus 7 (1979) the films of John Sayles have been integral
to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Film in the United States. His films depict a world very
different from the version offered by Hollywood. Sayles career as a storyteller began with his
fiction which brought Sayles to the attention of legendary Director/Producer Roger Corman.
One of his films Passion Fish (1992) won Sayles his first Academy Award nomination for
Best Original Screenplay. Sayles continues to work for hire on features and television series.

못했던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고 그녀를 위해 남편을
떠날 것을 결심한다. 하지만 남편 딕은 그 둘의 관계를 무
기로 도리어 리아나를 위협한다.
평범한 중산층의 가정주부가 홀로 사회적 편견에 맞서는
모습을 존 세일즈는 담담히 영화속에 담아 냈다. 존 세
일즈는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자신의 데뷔작보다 앞서 완
성했다. 그러나 남성 감독이 레즈비언의 사랑을 다룬다는
것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투자사를 찾지 못하다가 두 번
째 작품인 ⟨베이비 잇츠 유⟩를 성공시키고 난 뒤에야 제
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이 영화를 완성했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관음적이지 않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세상
의 우려를 말끔히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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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nna is in her 30s living in a small city in New Jersey.
She has two kids, and her husband Dick is a professor.
Her marriage is no longer happy as Dick is hypocritical
and bossy and even cheats on her. To overcome the weariness, Lianna takes a college course on child psychology
with her friend Sandy during which she falls in love with
the teacher, Ruth. Realizing her sexual identity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Ruth, Lianna decides to break up
with Dick. Although Dick has been cheating on her, he
threatens Lianna for having a lesbian affair. Meanwhile,
Ruth feels uncomfortable, as Lianna wants to live with
her.
Director Sayles calmly depicts a common, middle-class
housewife, coming out and fighting against social bias all
by herself. Sayles completed the movie’s scenario before
his 1979 debut movie Return of the Secaucus 7 . However,
he was unable to find a production investor due to the
social bias against a male director telling a lesbian story.
After the success of his first film as well as his second
(Baby It’s You ), he was finally able to raise the funds to
complete Lianna . His balanced view on the issue with no
voyeuristic element made the movie successful, dispelling
all doubts and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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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1984 | 110min | Fiction | color | ⑮

이 영화는 존 세일즈가 35만 달러의 초저예산으로 완성
한 SF 영화다.
어느 날 뉴욕에 다른 별에서 온 한 외계인이 엘리스 섬에
떨어진다. 그는 발가락이 세 개밖에 없는 이상한 발을 가
지고 있지만, 겉모습은 평범한 젊은 흑인 남성과 유사하
다. 그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손을 대기만 하면 어떤 기
계의 고장이든 고칠 수 있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 덕분에 그는 할렘에서 자신만의 안식처
와 직업을 얻게 된다. 하지만 순조로워 보였던 정착 생활
은 어느 날 그의 별에서 백인을 닮은 두 명의 외계인들이
그를 잡아가기 위해 도착하면서 뒤흔들리기 시작한다.
존 세일즈는 할렘가에 정착하고자 노력했으나 타인종에
대한 편견으로 외계인 취급을 받았던 미국 흑인 이민 세
대에 대한 이야기를 SF라는 장르적 장치를 통해 풍자적
언어로 풀어낸다. 주인공이 떨어진 뉴욕의 작은 섬, 엘리
스 섬은 실제로 수많은 미국 이민자들이 이민 신청 결과
를 기다리던 장소로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주인공 역의 배우 조 모튼의 초기작으로 그의 훌륭한 연
기를 보는 것도 영화의 큰 즐거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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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Sundance Film Festival
1984 Sitges Film Festival

John Sayles’ humorous science fiction film made with a
very low budget of 350,000 dollars.
One day, a space alien crash-lands his ship on Ellis Island,
close to Harlem in New York City. Other than his threetoed feet, he resembles a black human man. He cannot
talk but manages to blend in with the people he encounters. He displays the ability to heal the wounds of himself
and others, as well as fix machines, by holding his hand
over the affected area. With this ability, he lands a job
and secures housing in Harlem. His smooth transition begins to become shaky when two other white man-looking
aliens from his home planet come to New York to return
him home.
With satirical language of the SF genre, Sayles tells the
story of the immigrant generation of African Americans
who tried so hard to settle in Harlem but were treated as
aliens due to racial prejudice. The Ellis Island where the
alien crashes onto is now listed as an UNESCO heritage
site for serving as the nation’s major immigration station
in the past. Joe Morton plays the main character and
doesn’t speak a word for the entire film. It sometimes
feels like a silent picture and seeing his great performance
is delightful as well.

마스터즈 & 뉴커머즈 Masters & Newco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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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행성에서 온 형제
The Brother from Another Planet

[302] CGV3

메이트원
Matewan
USA | 1987 | 133min | Fiction | color | ⑮

1987년 칸국제영화제 감독주간에서 소개되었던 작품으
로 20세기 초, 미국 버지니아 서부지역 석탄 광산 마을인
메이트원의 광부들의 삶과 투쟁에 대한 이야기다.
탄광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항하기 위해 광부들은 노
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벌인다. 회사는 파업에 동참한 광
부들의 자리에, 노조를 와해시키려 흑인 노동자들과 이
탈리아 이주 노동자들을 고용한다. 세계산업노조 조합원
조 케너핸은 메이트원 노조를 돕기 위해 마을에 도착한
다. 조 케너핸은 기존의 광부들과 회사에 의해 새로 투입
된 광부들 사이의 점점 고조되는 갈등을 해결해 나간다.
그런 노력 끝에 마침내 흑인, 이탈리아 광부들도 노조 활
동에 동참하게 된다. 그러나 탄광회사는 노조 와해 시도
를 멈추지 않는다.
영화는 1920년 5월 버지니아 주의 밍고 지역에서 일어
난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다. 영화 속 조 케너핸은 허구
의 인물이지만,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메
이트원⟩은 존 세일즈 감독의 사회 참여적 성향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존 세일즈 展 Tribute GIFF: John Sayles

1988 Academy Awards
1987 Cannes Film Festival

This film, which screened for Directors’ Fortnight of the
Cannes Film Festival in 1987, dramatizes the life and
strikes of coal miners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Matewan, a small town in the hills of West Virginia. When
the coal miners set up a union and go on a strike to fight
against unfair labor conditions, the management hires new
workers, including African American laborers and Italian
immigrant workers, to break up the union. Joe Kenehan,
an organizer for the United Mine Workers, arrives in
Matewan to help the miners. He helps ease the escalating
conflict between the old and new miners, and the new
workers finally change their minds and help promote the
cause of the union. As their efforts to break up the union
end in vain, the company hires private detectives who
hold grudges against the miners. The film is based on a
true story that happened in Mingo, Virginia in May 1920.
While Joe Kenehan is a fictional character, others in the
film are based on actual people. Sayles is one of the most
socially active, independent film directors in America, and
Matewan is one of his most important works, showing the
director’s viewpoint and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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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피쉬
Passion Fish
USA | 1992 | 135min | Fiction | color | ⑮

스타 배우인 메이앨리스는 어느 날 차 사고를 당해 하반
신 마비 상태에 이른다. 그녀는 사고 후 오래전 자신이 떠
나왔던 루이지아나 고향집으로 돌아간다. 상실감에 그녀
는 점점 알콜 중독에 빠지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 고용
된 간병인들을 괴롭혀 차례차례 쫓아낸다. 그녀의 괴팍
한 행동으로 인해 이제 아무도 메이앨리스의 간병인으로
지원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 그녀 앞에 한때 마약 중독으
로 절망적 경험을 했던 챈텔이 새로운 간병인으로 나타
난다. 거동이 불편한 몸 상태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
한 메이앨리스. 그녀에게 챈텔은 마지막 기회다. 이 영화
는 단순히 베푸는 자와 베풂을 받는 자의 이야기가 아니
다. 메이앨리스 만큼이나 챈텔 역시 아픔을 갖고 있고 불
안정한 인물로, 현재 딸에 대한 양육권도 상실한 상태다.
메이앨리스가 감정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과정은 챈텔에게 있어서도 과거의 아픔에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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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Academy Awards
1993 Golden Globe Awards

After soap opera actress May-Alice has a car accident,
she is paralyzed waist-down. She retreats to her family’s
home in Louisiana and indulges in alcohol while suffering
dejection and unleashing her anger on her nursing aides,
prompting each to quit. No one wants to help May-Alice
anymore, but Chantelle, who once suffered from drug addiction, applies to be her aide. Chantelle is the last chance
for May-Alice, who desperately needs help due to mobility
difficulties. The movie is not about a kind nurse and a
recovering patient, or a giver and a taker. Chantelle also
has some pain and is as unstable as May-Alice. Chantelle
has lost custody of her daughter due to her drug abuse
history. May-Alice’s journey of physical and mental recovery helps Chantelle overcome her own past wounds as
well. Director Sayles, who also plays a part in the movie,
applies his warm and meditative perspective and naturally
portrays the two women becoming friends and helping
each other without applying dramatic elements.

총을 든 자들
Men with Guns
USA, Mexico | 1997 | 129min | Fiction | color/b&w | ⑮

라틴 아메리카의 특정되지 않은 국가, 움베르토는 은퇴
한 의사로 아내와 사별했다. 오래전 그는 정부의 소외 지
역 토착민들 위한 의료진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의대생들
을 교육했었다. 무료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는 자신
이 가르쳤던 일곱 명의 제자들이 현재 어떻게 일하고 있
는지를 살펴 보기로 결심하고 집을 나선다. 여정 중 그는
탈영병, 고아, 신부 그리고 강간을 당한 후 실어증에 걸린
여인을 만나고 이들과 함께 자신의 학생들을 다시 만나
기 위한 여행을 계속한다. 그러나 움베르토의 여행은 그
가 상상했던 옛 제자들과 반가운 해후가 아닌 끔찍한 비
극을 발견하는 과정이 된다.
존 세일즈는 이 영화를 친구인 소설가 프란시스코 골드만
이 들려 준 실화, 즉 라틴 아메리카의 한 국가의 산간 지
역에서 정부에 의해 육성되었던 의사들이 게릴라들을 치
료해 줬다는 이유로 정부군에 의해 사살되고, 게릴라들

복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이 영화에서 배우로 출연하기

에겐 정부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사살된 사건에서 영감

도 하는 존 세일즈 감독은 특유의 따뜻한 관조적인 시선

을 받아 완성했다. 영화는 제목처럼 총으로 대표되는 폭

으로, 드라마적 요소의 개입 없이도 메이앨리스와 챈텔이

력의 도구와 권력을 가진 정부군이나 게릴라들이 총을

친구가 되고 서로를 돕게 되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보여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배하고, 죽음으로 이끌

준다.

었는지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한 줌의 소수에게 집중된

KP
1999 Golden Globe Awards
1997 San Sebastiá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movie is set in an unnamed Latin American country.
The protagonist Humberto is a retired doctor that lost his
wife. A long time ago, he trained seven students, through
a government program, to provide health care to impoverished citizens in a remote region. One day, bored with
his mundane life, he decides to find out how the seven
students are doing. On his journey to meet them, he
accumulates a few travelling companions: a deserter from
the Army, an orphan, a fallen priest and a woman who
has turned mute after having been raped. Humberto finds
that his journey is not a happy reunion with the students
but a discovery of tragedy.
Sayles made the film based on a true story told by his
friend, novelist Francisco Goldman, that in a Latin American country, government-trained doctors in a remote
mountainous village were killed because they treated
guerillas. As is in the title, the movie is about how the
men with guns - representing power and tools - like the
government forces have been ruling and killing the people
without the guns like guerillas. How many people have
suffered from the violent power concentrated on very few
people? Who gave them the guns?

폭력적 권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고통받게
했는가? 과연 누가 이들에게 총을 쥐여 주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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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베키알리 展

Tribute GIFF:
Paul Vecchiali

폴 베키알리 Paul VECCHIALI
1930년에 태어나 기술학교 입학 전 어린 시절을 툴롱에서 보냈다. 그의 영화는 실험적이고
자전적인 톤으로, 1930년대의 프랑스 영화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작
품들은 ⟨로자 장미, 공공의 소녀⟩와 ⟨앙코르⟩이다. 특히 1988년 영화 ⟨앙코르⟩에서 베키
알리는 프랑스 영화 최초로 에이즈와 동성애에 관한 주제를 다뤘다.
유럽 영화계는 2015년을 폴 베키알리의 해로 명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동안 모두가 잊고 있던 노장 감독은
그다음 해, 오랜만에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고, 그의
회고전이 유럽에서 개최되었다. 첫 영화 ⟨더 스몰 드라마⟩
(1961)를 시작으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지 반세기를 지
나 재평가되기까지 베키알리는 30편 이상의 장편과 더 많
은 단편을 만들었고, 그의 누벨바그 동료들처럼 까이에
뒤 시네마의 지면 등에서 평론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러
나 이 노장 감독은 자신의 선배, 동료들과는 달리 평탄하
지 않은 영화인으로서의 길을 걸었다. 그는 힘든 환경에
서 때로는 기복을 보이기도 했으나 가장 치열한 방식으로
저예산 독립영화 시스템을 고수했다. 또한 평론가로서 논
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극단적인 시각조차 불사하는 외골
수의 길을 걸었다. 올해 아흔을 넘긴 이 노장 감독은 아
직도 영화를 만든다. 그런 그의 영화를 뒤늦게서야 접한
후세대들은 그가 흔히 다루는 매춘 종사자, 동성애자,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그의 시대를 앞선 편견 없는 시선

The European film world did not hesitate to call 2015 Paul
Vecchiali’s year. The director, who had been forgotten for a
while, was invited to the Cannes Film Festival the following
year for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and his retrospective was held in Europe. Starting with his debut film The
Small Dramas (1961), Vecchiali has made more than thirty
feature films and many more short films. Like many of
his colleagues in the French New Wave, he wrote for film
magazines like Cahiers du Cinéma. However, this veteran
director has taken the road less travelled. Despite his ups
and downs in difficult circumstances, he has steadfastly
adhered to the low-budget independent filmmaking system.
As a critic, he does not hesitate to speak up and provoke
controversy, sometimes taking a rather extreme view. Now
in his 90s, Vecchiali continues to make films, and today’s
audiences who belatedly discover his films are bound to be
surprised at the modernity of his cinematic experiments
prompted by formal restrictions, not to mention his unbiased views towards prostitutes, homosexuals,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He was born in 1930 and raised in Toulon, before going to polytechnic. His cinema takes as
a starting point the French cinema of the 1930s, with an experimental and autobiographical
tone. His best-known films are arguably Rosa la Rose, Fille Publique Rose and Once More .
In 1988, he became the first director to talk about AIDS and homosexuality in a French film
with his film Once More .

과 형식적 제약을 창조의 원천으로 삼는 그의 영화적 실
험의 현대성 앞에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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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살자
The Strangler
France | 1970 | 93min | Fiction | color | ⑮

⟨교살자⟩는 폴 베키알리의 세 번째 장편영화다. 몰래 집
에서 빠져나온 어린 소년 에밀은 한 남자를 만나 밤길을
같이 거닌다. 그들 앞으로 울고 있는 여자가 지나가고, 남
자는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가 에밀의 눈앞에서 여자를 에
밀의 목도리를 이용해 목 졸라 죽인다. 이제 삼십 대가 된
에밀. 그는 어린 시절 강렬했던 살인의 광경을 잊지 못한
다. 그는 이제 상처 입고 고통받는 여성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불행을 끝낼 수 있는 자비로운 행동이라 굳게 믿
고 연쇄 살인을 저지른다. 샤칼이라는 미스터리한 남자
는 그런 에밀의 뒤를 쫓아 그가 죽인 여자들의 소지품을
뒤진다. 한편 형사인 시몬은 에밀이 연쇄 살인범이라 확신
한다. ⟨교살자⟩ 표면의 단순한 스토리라인 이면에는 무척
복잡한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층위가 존재한다. 살인자
는 의지를 잃고, 형사는 이성을 잃고, 희생자인 여성들은
삶과 운명 사이에서 혼란스럽다. 영화의 초반부는 병리학
에 기반한 미국식 스릴러 장르의 외형을 띄고 있으나 곧
이 장르의 관습을 벗어난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동시대
관객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았으나 2015년

[222] SY

[121] CGV7

10.24 20:00

10.23 20:00

[621] SY

[820] CGV3

10.28 20:00

10.30 20:00

KP
2017 IndieLisboa International Independent Film Festival
1970 Cannes Film Festival

Third feature film of Vecchiali. Emile, a little boy, runs
away from home and meets a man at night. They walk
together, and a crying woman appears before them. The
man approaches her and strangles her to death before
Emile’s very eyes. Emile in his 30s still cannot shake off
the vivid memory and becomes a serial killer, believing
that taking the life of women with wounded heart is a
mercy. A mysterious man, Chacal, follows Emile and rummages through belongings of the murdered. Meanwhile,
the detective Simon is certain that Emile is a serial killer
and uses Anna to catch him. Behind the seemingly simple
storyline are the complex emotional layers of characters:
helpless murderer, irrational detective, and female victims
confused between life and fate. In the beginning, the film
seems to be like a typical American thriller but soon it
breaks conventional flows of the genre. The Strangler was
dismissed by the audience when it was released, but its
rerelease in 2015 received a lot of praise from the audience and critics.
※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여자 여자
Women Women
France | 1974 | 115min | Fiction | color | ⑮

예전에 동일한 남자와 결혼했던 전력이 있는 두 명의 한
물간 여배우들이 파리의 좁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비
싼 파리의 물가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그녀들의 하루
하루의 삶을 더 힘들게 한다. 영화는 현실과 환상과 꿈이
얽혀 있는 일상에서 고독과 노화,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
항해 함께 싸우고 있는 두 여자의 세상을 그린다. 두 인
물을 연기하는 소니아 사비앙주와 헬렌 수르제르는 삶의
패잔병 같은 이 두 인물의 무력하면서도,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를 완벽히 연기한다. 초기에 프랑스의 대배우, 시몬
느 시뇨레와 다니엘 다리유가 맡기로 했던 이 배역은 재
정적 문제로 한 명은 폴 베키알리의 친동생이기도 한 이
두 배우가 맡게 되었으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제작되었다.
이런 악조건에도 베키알리는 가장 아름다운 프랑스 영화
중의 한 편으로 선정되기도 한 이 작품을 만들었다. ⟨미
세스 하이드⟩로 국내에도 알려진 세르쥬 보종 감독은 자
신과 같은 세대의 프랑스 감독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여자 여자⟩와 같은 영화가 존재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영화가 재개봉되면서 후세대 관객들과 평론가들에 의해

KP
2017 IndieLisboa International Independent Film Festival
1983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wo over-the-hill actresses who both were married to the
same guy at one time share a small Parisian apartment.
High living prices in Paris add to their difficulties. The film
depicts the world of two women who fight the fear of isolation, aging, and death in their daily life where reality and
fantasy are mixed up. Sonia Saviange and Hélène Surgère
perfectly play the hopeless yet child-like characters who
are like the remnants of a defeated troop. Director Pier
Paolo Pasolini highly praised Women Women and asked
the two actresses to play a scene in his film, the 120 Days
of Sodom . The two characters of Women Women were
supposed to be done by famous French actresses, Simone
Signoret and Danièle Darrieux, but some financial issues
thwarted the plan. Instead, Hélène and Sonia (Vecchiali’s sister) took the roles, and Vecchiali still managed to
create a great piece which is selected as one of the most
beautiful French films as well. Director Serge Bozon who
is well known in Korea for his film, Mrs. Hyde , once said
that film like Women Women is one of the reasons and
driving forces for contemporary French directors to make
films.
※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큰 찬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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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코르
Once More
France | 1988 | 82min | Fiction | color | ⑱

열흘 만에 촬영된 이 놀라운 영화는 1978년부터 1988
년까지 한 남자의 삶을 따라간다. 루이는 아내와 젊은
딸이 있는 가장이지만 평범한 삶에 권태를 느끼고, 뒤늦
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집을 나온 그는 이
제 여러 남자들을 만나기 시작한다. 폴 베키알리 감독의
⟨앙코르⟩의 주인공 루이는 후천성 면역결핍증에 걸린 인
물로 나온다. 베키알리 감독은 이렇게 프랑스 영화에서
처음으로 동성애와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같이 다룬다.
그러나 ⟨앙코르⟩에서 이 결합은 동성애적 관계가 후천성
면역결핍을 일으킨다는 식의 고발이 결코 아니다. 영화는
당대 사회가 은폐하고 있던 사람들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고, 그들의 삶이 사회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담담히 고찰하게 한다. 영화는 총 10개의 에피소드
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에피소드는 한 해에 하루 또
는 이틀간의 루이의 삶이다. 마지막 에피소드 이외에 각
에피소드는 오직 하나의 플랑 시퀀스로 구성되었다. 영화
적 형식의 제약을 창조성 발현의 동력이라 여겼던 베키알

KP
1988 Venice Film Festival

The amazing film completed in just 10 days follows the
life of a man from 1978 to 1988. Louis is a family man,
with a wife and young daughter, who finds his mundane
life boring. Then he discovers in mid-life that he is gay
and starts to meet a lot of men. He contracts the AIDS
virus. Once More is the first French film to link homosexuality and AIDS, but it surely doesn’t argue that same-sex
relationship causes the AIDS. The film reveals the issue
that the society wanted to hush up and calmly tells that
gay people must not be isolated in the society. Louise
finds his love who stays with him although he has the
virus. The film consists of ten episodes, each of which
depicts one or two days of Louis’s life every year around
the time of his daughter’s birthday. Except for the last
episode, all of them are made in plan-sequence. With
this film, director Vecchiali who believes that constraints
of film format are the source of creativity cinematically
describes our life that really is a one-shot, one-scene.
※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사랑이다
It’s Love
France | 2015 | 98min | Fiction | color | ⑱

결혼한 지 십 년을 훌쩍 넘긴 오딜은 그녀의 남편 쟝이 바
람을 피웠다고 의심을 하게 되고, 그에게 똑같이 되갚아
주기로 결심한다. 운명은 그녀를 복수를 위해 이용할 배
우인 다니엘에게로 이끈다. 게이이며 현재 전직 군인인 알
베르트와 함께 사는 다니엘은 그녀와 사랑을 나누게 된
다. 하지만 이 일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다. 이 영화
에 대해 베키알리 감독은 ‘핸드 메이드’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영화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
던 노감독이 제작 여건의 빈약함으로 겪었을 어려움을 짐
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이 영화 속에도 드러나
는 베키알리식의 실험정신은 눈길을 사로잡는다. 영화는
두 차례에 걸쳐 두 등장인물의 동일한 대화를 보여준다.
먼저 쟝의 눈으로 오딜을, 그리고 오딜의 눈을 통해 쟝을.
각자의 시선으로 동일한 대사와 함께 동일한 장면을 되
풀이하여 보여준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시선으로 같은 상
황을 보면서 이제 우리의 입장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열
정적인 씨네필인 감독은 영화의 여기저기에 자신의 후세

리 감독은, 영화의 컷과 달리 단절되지 않는 우리 삶을 영

대 감독인 알랭 기로뒤 감독의 ⟨호수의 이방인⟩의 패러디

화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독특한 실험을 ⟨앙코르⟩를 통

를 비롯한 그가 사랑한 영화 동지들에 대한 애정의 표식

해서 하고 있다.

들을 영화 속에 숨겨 두고 있다. 생경한 이 영화를 능동

AP

Odile has been married for over ten years and suspects
that her husband, Jean, is cheating on her. She decides
to give him a taste of his own medicine. Fate leads her
to an actor named Daniel who she will use to hurt Jean.
Daniel, who lives with Albert, a gay veteran, has sex with
Odile. However, this incident leads to unexpected results.
Director Paul Vecchiali states the film was “handmade.”
One can only imagine how the experienced director
plowed through difficult conditions to produce this film,
his passion never wavering in the process. Nevertheless,
the experimental spirit of the director is mesmerizing.
The film repeats scenes with the same lines of dialogu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on two occasions: first, Odile
through Jean’s eyes, and then Jean through Odile’s eyes.
The audience must choose whom they relate with more,
looking at the same situatio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In addition, the passionate cinephile director has cleverly
hidden homages to fellow directors and their works, including Alain Guiraudie’s Stranger by the Lake . The film
welcomes the audience’s active interpretation.

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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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이트

In: Sight
[411] CGV3
10.26 16:30
[611] CGV2
10.28 17:00

사랑의 단서
A Hint of Love
France | 2019 | 93min | Fiction | color | ⑱

유명 배우인 쥬느비에브 가를랜드는 라신의 희곡 『앙드
로마크』를 자신의 동료이자 남편인 앙드레와 연습한다.
그러나 그녀는 이 역을 연기하는 데 있어 왠지 모를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그녀의 역할을 가장 친한 친구인 이자벨
에게 양보한다. 이자벨은 사실 남편의 정부다. 그녀는 오
래전부터 쥬느비에브의 자리를 탐해왔다. 쥬느비에브는
아픈 아들을 돌볼 겸 아들과 함께 시골 여행길에 오른
다. ⟨사랑의 단서⟩는 폴 베키알리 감독의 가장 최신작이
며 그의 서른 번째 장편 영화다. 그는 이 영화를 아흔의
나이에 만들었다. 영화는 폴 베키알리 감독의 사망한 친
동생이자 배우인 소니아 사비앙주에 대한 헌사로 시작된
다. 그녀는 올해 폴 베키알리 展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여
자 여자⟩의 주인공 중 한 명이다. 이 영화는 ⟨여자 여자⟩
에서 소니아 사비앙주의 역할처럼 심리적 동요를 심각하
게 겪고 있는 여배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여자 여
자⟩의 배우들이 그러했듯, 다변적 심리 상태를 연기하는
배우 마리안 발제르의 퍼포먼스에 많은 부분을 기대고 있

KP
2020 Lisbon & Estoril Film Festival

Geneviève Garland, a famous actress, rehearses Andromache de Racine with her husband André as a partner.
Feeling a deep discomfort from portraying this character
she gives up her role to her best friend Isabelle, who in
fact is the mistress of her husband and has long wanted
to replace her. Geneviève then goes on a trip to the countryside with her sick son. A Hint of Love is Vecchiali’s
30th feature film and most recent work. He made this
film at his age of 90. The film begins with a tribute to
his late sister and actress, Sonia Saviange, who played
the main role in Women Women , which is another of
Vecchiali’s film being featured at GIFF this year. A Hint of
Love is the story of an actress going through tumultuous
emotions like the character played by Sonia in Women
Women . Another thing the two films share is that they
both largely rely on the performance of the main actress.
The film’s star Basler eminently expresses diverse emotional status. The protagonist of Andromache de Racine
and Geneviève are interconnected by destiny, which is well
implied throughout the entire movie.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신진 감독들의 새로운
영화적 통찰력(insight)을 관객의 시야(sight) 안(in)에
포섭하겠다는 포부 하에 기획된 섹션으로, 아시아, 아프
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3대륙 감독들의 첫 번째 또
는 두 번째 작품들을 소개하는 ‘마스터즈 & 뉴커머즈’의
서브 섹션이다.
‘인: 사이트’에서는 인도 한 마을의 미신적 제의를 통해
집단의 이기심을 수면에 드러내 보이는 크리슈나 보라의
⟨비를 위한 노래⟩, 세계적 전염병 시대를 살게 된 사람들
의 고군분투를 계급적 측면에 대한 고찰로까지 밀어붙이
는 아르헨티나의 아나 카츠의 ⟨개는 짖기를 멈추지 않는
다⟩, 북아메리카 토착민들의 저항 운동을 그린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니노 마르티네즈 소사의 ⟨리보리오⟩, 인
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미세한 변화의 바람을 두 자매
가 공존의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보여주는 치따
란잔 기리의 ⟨아와카쉬⟩, 잃어버린 언니의 비밀을 찾아가
는 어린 동생의 시선으로 이집트 젊은 세대의 이상과 현
실 사이의 방황을 그려내는 에이텐 아민의 ⟨수아드⟩, 환

다. 한편 영화 초반, 연극 리허설 장면에서의 라신의 희곡

각 식물 재배를 매개로 에티오피아인들의 지난한 삶 속으

속 주인공 앙드로마크와 쥬느비에브 사이의 운명적 연관

로 뛰어드는 제시카 베쉬르의 ⟨파야 다이⟩, 중국에서의

성은 영화 전반에 걸쳐 암시된다.

무차별적인 벌목으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를 통해 자연

This sub-section of Masters & Newcomers introduces the
first or second films of up-and-coming directors from Asia,
Africa and Latin America, thereby bringing new cinematic
insights into the audience’s sight.
At In: Sight, we have proudly selected the following
screenings: Krrishna Kt Borah’s Songs for Rain reveals the
selfishness of community through a superstitious ritual
taking place in a village in India; Ana Katz’s The Dog Who
Wouldn’t be Quiet sheds light on the struggles of people living in an era of global epidemics that is worsened
by class system; Nino Martínez Sosa’s Liborio from the
Dominican Republic, depicts the resistance movement of
Native North Americans; Chittaranjan Giri’s Awakash is
about how two sisters find a way to adapt to the changing
tide of India; Ayten Amin’s Souad depicts the journey of a
younger sister searching for her lost older sister, revealing
her secrets and the pain caused by the mismatch of ideal
and reality amongst young Egyptians; Faya Dayi by Jessica
Beshir, plunges into the hard life of Ethiopians through
the cultivation of hallucinogenic plants; Cao Jinling’s Anima raises questions about the coexistence of nature and
humans through the problems caused by illegal logging in
China; The Terrible Children , directed by Ahmet Necdet
Cupur, approaches the conflict between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in Turkey through the lens of his family.

과 인간의 공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카오 진링의 ⟨령⟩,
터키의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내재된 갈등을 자신의 가
족이 겪고 있는 문제를 통해 접근하는 아멧 넥뎃 쿠푸르
감독의 ⟨무서운 아이들⟩을 만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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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Anima

[401] CGV2

[409] SY

10.26 10:00

10.26 13:30

[607] CGV3

[701] CGV2

10.28 13:30

10.29 10:30

KP
2021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hina | 2020 | 120min | Fiction | color | Ⓖ

롱키 부족의 어린 투투는 동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곰
을 죽이게 되고, 곰을 신성시 여기는 부족민으로부터 추
방자 취급을 받게 된다. 성인이 된 투투와 동생 린지는
그들이 자란 숲 근처에서 불법 벌목꾼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 자연에 대한 부채 의식을 갖고 자신이 자란 숲을
훼손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린지. 그와 달리 자
연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투투. 이로 인해 갈등
을 겪던 그들은 어느 날 동시에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
고, 이는 형제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다. 마구잡이 벌목
으로 인해 그들의 고향 숲은 점점 파괴된다. 그러던 어느
날 자연은 자신을 상처입힌 인간에 대해 예상치 못한 반
격을 가한다. 영화는 인간이 단순히 정복의 대상으로 완
벽히 대상화하는 자연의 모든 생물들이 사실 얼마나 서
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경험하게 한다.

2021 Moscow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order to save his younger brother Linzi’s life, young
Tutu ends up killing a bear. Their indigenous Ewenki
community considers this act sacrilegious and the two
are marginalized by the group, growing up isolated on the
edge of the forest where they eventually join a team of illegal loggers. Linzi feels guilty about destroying the forest
he grew up in, having a sense of debt to nature. On the
other hand, Tutu sees nature only as a means to make a
living, which causes conflict between the two. One day,
they fall in love with the same woman at the same time,
and this completely separates the brothers. In the meantime, reckless logging destroys their forest even more
until one day, nature strikes an unexpected counterattack
against the humans who have done it harm. The film
depicts how all living things in nature, which humans perfectly objectify as something to conquer, are in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아와카쉬
Awakash

AP

India | 2020 | 78min | Fiction | color | Ⓖ

파란만장했던 10년간의 부부생활은 수자타를 귀향길
에 오르게 한다. 고향 집엔 동생, 스와티가 아버지의 죽
음 이후 혼자 살고 있다. 수자타는 그곳에서 과거의 사
건으로 인해 자신에게 적대적인 동생과의 관계를 회복해
야 하는 처지에 처한다. 게다가 전통적 가치관을 갖고 있
는 수자타는 스와티의 라이프 스타일이 당혹스럽다. 동
생은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자 친구를 스스럼없
이 집에 데려온다. 수자타는 아침 식탁에서 동생의 남자
친구를 마주쳐야 하는 이 상황이 난감하기만 하다. 두 자
매의 갈등은 증폭되기만 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
진 두 자매의 동거에는 언제 폭발할 지 모를 긴장감이 감
돈다. 자매임에도 세대 차이를 보이는 이 두 자매를 통해

2021 Film Bazaar

After 10 years of an uneventful married life, Sujata returns home to where her sister Swati has lived alone since
their father passed away. Swati is hostile towards Sujata
due to some old grudges and her lifestyle adds to Sujata’s
frustration. Swati brings home her boyfriend although
they aren’t married, and Sujata feels uncomfortable to see
him have breakfast in her house. Life for the two sisters
with completely different worldviews is highly charged
with continuously escalating conflict. Awakash describes
the slowly changing Indian society through the generational difference of the sisters. Such change occurs with
small things in our daily life, not with the grand agenda of
society. Now, the first thing to do is to mend differences
within the family.

⟨아와카쉬⟩는 서서히 변화하고 있는 인도 사회를 들여다
본다. 그 변화는 사회의 변혁이 아닌 내밀한 일상에서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지금은 우선 가족의 울타리
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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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 진링 CAO Jinling

치따란잔 기리 Chittaranjan GIRI

중국 중앙희극학원에서 극문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2015년부터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영화예술대학

2009년 토론토국제영화제 수상작인 ⟨더 맨 비욘드 더 브릿지⟩와 같은 유명 영화들에 출연하며 영화계에 입문하

에 재학했다. 그녀는 ⟨미스 히스테리⟩, ⟨재세계중심호환애⟩, ⟨칠십칠천⟩ 등의 각본을 썼으며, 역시 자신이 각본을

였다. 기리는 뉴델리국립극학교 출신으로 인도 연극계의 촉망받는 인물이기도 하다. ⟨아와카쉬⟩는 기리의 작가

쓴 ⟨령⟩으로 감독 데뷔를 했다.

겸 영화 감독 데뷔작이다.

Cao Jinling attended China’s Central Academy of Drama, where she received a doctorate degree with a major
in dramatic literature, and in 2015/2016 attended the School of Cinematic Arts at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Her body of screenwriting work includes the screenplays for Meet Miss Anxiety , Crying out in Love ,
and Seventy-Seven Days . She wrote the screenplay for Anima , which is her directorial debut.

Chittaranjan Giri has been an actor associated with distinguished films such as The Man Beyond the Bridge
winner of the prestigious Prize at the TIFF, 2009. Giri is an alumnus of the National School of Drama, New
Delhi and an eminent practitioner of the Indian Theatre circuit, as well. Awakash is Giri’s debut as a writer
and film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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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짖기를 멈추지 않는다
The Dog Who Wouldn’t be Quiet

30대 평범한 남성이다. 그는 평범한 성인들의 삶의 리듬
대로 사랑, 이별, 결혼, 그리고 부모 되기 등의 단계를 밟
아 나간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세상에 적응
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세바스티안에게 생의 순간순간은
풀어야 할 숙제의 연속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이 바이러스에 오염된 공기는 인간
의 상체 부근에 머물며, 보호장비 없이 그 공기를 마신
사람들을 죽인다. 이제 사람들은 우주인을 연상시키는
유리구를 머리에 쓰고서만 직립 보행을 할 수 있다. 하지
만 높은 가격대로 인해 세상은 유리구를 갖춘 사람들이
직립 보행을 하는 세상과 유리구가 없는 사람들이 쪼그
리고 앉아 보행하는 세상, 둘로 나뉜다. 이 영화는 풍부
한 반추적 은유들을 통해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305] SY

10.24 20:30

10.25 10:00

[805] SY

[505] SY

10.30 10:30

10.27 10:00

KP
2021 Rotterda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rgentina | 2020 | 74min | Fiction | b&w | Ⓖ

임시직을 전전하는 세바스티안은 그의 개에게 헌신적인

[218] CGV2

2021 Sundance Film Festival

Sebastian, a man in his 30s, works a series of temporary
jobs and is very devoted to his dog. Just like everyone
else, he goes through the steps of life - love, breakup,
marriage, and parenting. He has done his best to adapt
to the world, and he feels as if he is resolving an issue at
every stage of his life. One day, an unknown virus takes
the world. When the air is polluted with this virus, it stays
above people’s waistline, and those who inhale it without
protective gear die. People now need to wear the type of
glass bubble helmet that astronauts would use. But for
its high price, people are divided into two groups: those
who can walk straight with the glass mask and those
who adapt to an uncomfortable crouch. Dotted with ruminating metaphors, the film makes a bitter portrayal of
common people in an ever-more polarizing society in the
times of the COVID-19 pandemic.

파야 다이
Faya Dayi

KP
2021 Rotterda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thiopia, USA, Qatar | 2021 | 119min | Documentary | b&w | ⑫

흥분을 유발하는 식물인 카트는 신과의 합일을 갈구했
던 이슬람 신비주의자 분파인 수피파의 신도 이맘스에 의
해 발견되었다고 한다. 종교적 명상과 황홀경의 단계에
진입하기 위해 수 세기 동안 수피파가 섭취했던 카트잎은
오늘날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수익성 좋은 작물이 되었다.
수 세기 전의 종교의식과는 상관없이, 오늘날 에티오피아
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와 유사한 마약의 일종인
카트잎을 씹는다. 그들에게 카트잎은 삶의 고통스러운 무
게로부터 벗어나 잠시나마 환상의 세계로 탈출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도구다. 영화는 카트를 경작하는 하라르
고산지대 사람들을 만나면서, 카트라는 프리즘을 통해
그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는 폭력적인 정부의 탄압과 그

2021 Visions du Réel

Ethiopian legend has it that khat, a stimulant leaf, was
found by Sufi Imams who longed for unity with god. For
centuries, Sufi Muslims have chewed the khat leaf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a state of religious meditation and
euphoria. Today, it is Ethiopia’s most lucrative cash crop
used as a psychoactive drug not all that different from
Cannabis. Regardless of the religious rituals of centuries
ago, khat consumption has become part of daily life
among many Ethiopians today. For many, chewing khat is
the only means to escape from the unbearable weight of
everyday realities, if only for a little while. The film takes
us into the highlands of the city of Harar, and, through
the prism of khat, highlights government repression prevalent in daily life, as well as the dreams of the youth.

럼에도 그들이 꿈꾸는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들을 수
면 위로 떠오르게 한다.

있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평범한 사람들의 쓸쓸한 자
화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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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 카츠 Ana KATZ

제시카 베쉬르 Jessica BESHIR

영화감독이자 작가이며 배우이다. 몇 편의 단편영화 연출 이후, 2002년 ⟨뮤지컬 체어스⟩로 장편 데뷔를 했고, 산

브루클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멕시코계 에티오피아 작가이자 감독, 제작자, 촬영감독이다. 첫 번째 단편 ⟨하이

세바스티안국제영화제를 비롯해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두 번째 장편영화 ⟨실연당한 여자의 여행⟩은 칸

에나와의 우정⟩은 2017년 선댄스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이후 연출한 ⟨히 후 댄스 온 우드⟩와 ⟨헤로인⟩은 핫독스

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었다. 카츠는 영화와 연극에서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등 해외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파야 다이⟩는 첫 장편이다.

Ana Katz is a filmmaker, writer and actress. After making a few short films, she made her feature debut in
2002 with Musical Chairs . It won awards at several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ncluding a special jury mention at San Sebastián. Her second feature, A Stray Girlfriend , was presented in the Un Certain Regard section
at Cannes. Besides directing, Katz has many acting roles to her credit, both in film and theatre.

Jessica Beshir is a Mexican-Ethiopian writer, director, producer and cinematographer based in Brooklyn. She
made her directorial debut with her short film Hairat , which premiered at the 2017 Sundance Film Festival.
Her short films, He Who Dances on Wood and Heroin , have screened around the world including Hot Docs,
IFFR, IDFA, Eye Film Museum, and MOMI among others. Faya Dayi is Jessica’s feature de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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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리오
Liborio

[310] SY

[211] SY

10.25 14:00

10.24 13:30

[602] CGV3

[710] SY

10.28 10:30

10.29 14:00 GT

KP

Dominican Republic, Puerto Rico, Qatar | 2021 | 100min | Fiction | color | ⑫

20세기 초, 평범한 농민 리보리오는 허리케인과 함께 실
종됐다가 신성이 깃든 몸으로 마을로 돌아온다. 그는 선
을 행하고, 악을 몰아내며, 병자를 치료하라는 신의 사명
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은 점점 그의 곁
에 모여들고 자유 독립 공동체의 꿈을 품고 산속으로 이
주한다. 그러나, 곧 미 해병대가 침범하면서 상황은 급변
한다. 리보리오는 싸움을 피하고 싶지만, 그들이 영원히
도망만 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국 치열한 전투
가 시작된다. 영화는 리보리오가 정말 메시아적 능력이 있
는 인물인지 아닌지 명확히 얘기하지 않는다. 다만 그는
별다른 방어 수단이 없는 이들이 싸울 수 있는 구심점이
되는 인물이다. 니노 마르티네즈 소사 감독은 첫 장편 극
영화를 통해 1915-16년 미국의 침공에 대한 단호한 저
항으로 인해 당시 북아메리카 지역의 저항운동에 영감을

2021 Rotterda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the early 20th century, Liborio, a common farmer, is
lost in a hurricane and comes back with a holy spirit in his
body. He tells people that he is entrusted with a mission
from God to do a good deed, stamp out vice and cure
the sick. More and more people follow him and move
into a mountainous village with the hope of making a
free, independent community. Soon, the invasion of the
US Marine Corps brings about an abrupt turn of events.
Liborio wants to avoid a fight but knows that they cannot
run away forever. Inevitably, a fierce war begins. The film
doesn’t tell whether Liborio is the Messiah or not. Still, he
is the center of a group of people who lack the means to
defend themselves. With an interesting perspective, Nino
Martínez Sosa’s first feature recreates an actual person,
Liborio, who became an inspiration for many in North
America with his bold resistance to the US invasion in
1915-1916.

주었던 인물인 리보리오를 흥미롭게 재창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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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위한 노래
Songs for Rain

KP
2021 New York Indian Film Festival

India | 2020 | 87min | Fiction | color | ⑫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강이 메말라 가자 어업을 주업
으로 하는 외딴 마을 주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진다. 주요
수입원이 고갈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
지자 마을 사람들은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여러 주술의식을 행하고, 마을의 원로들에게 신탁을 구
한다. 한 사제가 마침내 마을의 한 노인과 벤가를 결혼
시키는 것이 비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엄청
난 선언을 한다. 이 신탁에 벤가의 어머니는 크게 분노한
다. 하지만 점점 상황이 악화되자 마을 사람들은 이 결혼
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다. 하지만 결혼할 당
사자로 지목된 벤가에게는 이미 마음에 둔 여자가 있다.

2021 Melbourne Indian Film Festival

A prolonged drought dries up a river, causing difficulties
to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in a remote fishing village.
Losing their major income sources, they begin to desperately rely on shamanism and receiving advice from the
elderly. One day, a priest declares that the only way to
call rain is to marry an old man in the village to a young
man. The people have a fierce discussion on this issue but
eventually agree that they will make it happen. However,
Benga, the naive man who was chosen as the groom,
already has a woman he wants to marry. The movie bitterly criticizes collectivism that is accepted in the name of
common interest. Can the sacrifice of an individual – one
that is always weak - really make a miracle?

영화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허울 뒤에 은폐된
집단 이기주의에 통렬한 비판을 가한다. 집단 앞에 약자
일 수밖에 없는 개인의 희생은 다수가 말하는 거룩한 기
적을 과연 일으킬 수 있을까?

니노 마르티네즈 소사 Nino Martínez SOSA

크리슈나 보라 Krrishna Kt BORAH

도미니카의 산토도밍고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한 이후 스페인으로 건너가 ⟨반복되는 날들⟩, ⟨고독의 편린⟩, ⟨미

샤티야지트 레이 영화 및 텔레비전 전문학교 출신으로, ⟨비를 위한 노래⟩는 그의 장편 데뷔작이다. 이전에는 주로

투⟩등 여러 장편영화와 다큐멘터리의 편집자로 경력을 쌓았다. 그는 고국에 영화제작사를 설립하여 감독과 제작

학교에서 제작하는 몇 편의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에 참여했다. 그의 다큐멘터리 ⟨어브리지⟩는 2019년 콜카타국

자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하였고, 그의 첫 장편영화 ⟨리보리오⟩를 연출했다.

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단편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했다.

After study film at Santo Domingo University, He moved to Spain and began a prolific career as an editor
working in several awarded feature films and documentaries such as: The Hours of the Day , Solitary Fragments and Me Too , among others. He founded in his home country the production company. Balsié Guanábana Macuto that serves as a launchpad for his director’s career and directed his first feature film Liborio .

An alumni of Satyajit Ray Film and Television Institute in the department of Producing for Film and Television.
Songs for Rain is the debut feature film of the director. Prior to that, he has been a part of few short films
and documentaries mainly produced by the institute as a part of the academic curriculum. His documentary
project Abridged , has been awarded as the best short documentary at 2019, Kolkat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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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드
Souad

[108] CGV4

[307] CGV3

10.23 13:30

10.25 13:30

[508] CGV4

[802] CGV3

10.27 13:30

10.30 10:00

KP
2021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gypt | 2021 | 102min | Fiction | color | ⑫

이집트 소도시, 19살의 수아드와 13살의 라밥 자매는 보
수적인 가족들과 살고 있다. 수아드는 가족들 앞에서 조
신하게 행동하지만 사실 그녀는 아슬아슬한 이중의 삶을
살고 있다. 가족들 몰래 온라인 세계에서 여러 남성들과
은밀한 가상 연애를 하는 수아드. 그녀는 소셜 네트워크
에 자신이 원하는 허구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지어낸다. 그러나 작은 사건들이 이어지고, 그녀
는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이제 여동생 라밥은
왜 언니가 왜 그렇게 떠나야 했는지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 기존의 관습이 지배하는 현
실 세계와 젊은 세대가 탈출구로 소구하고 있는 소셜 네
트워크로 대표되는 가상의 세계. 이 두 세계 사이의 균열
이 드러난다. 영화는 부모 세대의 기대와 사회적 관습으
로 인해 질식해 가는 수아드의 상황을 핸드헬드 카메라

2020 Cannes Film Festival

19-year-old Souad and 13-year-old Rabab are sisters
living with a conservative family in a small town in Egypt.
Souad is a good girl in front of her family but she has
a hidden life. On a social networking platform, she has
secretive, virtual relationships with a lot of men. She
constantly lies on the platform to make herself the person
she aspires to be but a series of small incidents bring her
to a tragic end. Now, the little sister Rebab needs to go
on a journey to find out why Souad had to leave like that.
Today’s world seems to consist of two conflicting worlds:
the real world governed by conventional traditions and
the virtual one represented by the social networking sites
the younger generation sees as an escape way. The film
describes Souad, who finds social conventions and her
parents’ expectations of her suffocating, with handheld
cameras in closeups, making her look more isolated.

와 클로즈업을 통해 그녀를 밀착, 고립시킴으로써 이미지

무서운 아이들
The Terrible Children

KP

France, Turkey, Germany | 2021 | 93min | Documentary | color | Ⓖ

20년 전 학업을 위해 마을을 떠난 아멧 넥뎃 쿠푸르 감
독은 동생들 소식에 가족이 살고 있는 터키 남동부의 한
마을로 돌아간다. 그의 동생 마흐무트는 아내와 이혼하
고 싶다는 뜻을 가족들에게 피력한다. 한편, 여동생 제이
넵은 고등학교 온라인 강좌에 등록한다. 보수적인 아버
지의 뜻과는 달리 제이넵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꿈이
다. 가족들에겐 마흐무트와 제이넵의 희망 사항이 그저
낯설기만 하고 이들 남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그들 가
족과 지역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터키
기성세대와 그 세대의 세계관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대에
대한 이 다큐멘터리를 위해 아멧 넥뎃 쿠푸르 감독은 자
신의 가족사에 직접 카메라를 들이댄다. 그가 갖는 영화
속 인물들과의 친밀함은 카메라를 든 사람과 그 앞에 선
사람 사이의 함부로 도달할 수 없는 교감과 자연스런 상

2021 Visions du Réel
2021 DocsBarcelona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fter leaving home to study 20 years ago, filmmaker
Ahmet Necdet Cupur returns to his family’s town in
southeastern Turkey after hearing news about his siblings.
His brother Mahmut tells his family that he wants to
divorce his wife while his younger sister Zeynep enrolls in
a high school online course. Contrary to her conservative
father’s wishes, Zeynep’s dream is to go to college. The
family finds the wishes of Mahmut and Zeynep odd, and
what the siblings try to achieve becomes a source of conflict in their family and community. Ahmet Necdet Cupur
takes a look into his family history with his camera in
order to make this documentary about a new generation
in Turkey that challenges the older generation and their
worldview. His intimacy with the characters in the film
made it possible to create an incomparable rapport and
natural interaction between the camera holder and the
person standing before him.

호작용을 가능하게 했다.

화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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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텐 아민 Ayten AMIN

아멧 넥뎃 쿠푸르 Ahmet Necdet CUPUR

1991년 첫 번째 단편, ⟨헤르만⟩을 클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에서 선보인 후, 에이텐 아민은 2013년 장편 데뷔

토목공학 학위를 받은 후, 전쟁 기간 동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했다. 이후 그는 루마니아에서 단편영화

작인 ⟨빌라 69⟩로 아부다비국제영화제에서 아랍 영화 특별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그녀가 공동감독 한 다큐멘

를 찍으며 영화감독의 길에 들어선다.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아 단편영화 ⟨라틴 바빌론⟩을 완

터리 ⟨타흐릴 2011⟩은 베니스국제영화제,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선정되었다.

성한 이후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20년 만에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Ayten has been working in the film industry for the past 12 years. Her first short film Herman was selected
at Clermont-Ferrand Film Festival. In 2013, her debut feature film Villa 69 , received the Special Jury Award
for Arab Film at Abu Dhabi Film. She co-directed the documentary Tahrir 2011 , that was selected at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IFF.

Ahmet Necdet Cupur obtained a civil engineering diploma and worked in Iraq and Afghanistan during the war.
In one of his journeys, he shot a short film in Romania and decided to be a filmmaker. He obtained funds
from CNC for his short film, Latin Babylon . The year he completed his film, he returned back to his natal
village, after twenty years of absence, with an idea of shooting a documentary about his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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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드 칸

ACID Cannes
[208] CGV3
10.24 13:00
[410] CGV2
10.26 17:00 GV

아시드(ACID)는 독립영화 배급을 위한 조합의 약어로,
독립영화의 배급과 존속을 위한 감독들의 조합이다. 아
시드는 1991년 독립영화의 보호를 위해, 181인의 감독들
이 발의한 「저항하라」라는 선언문을 출발점으로 독립영
화의 새로운 재인을 발굴해 왔다. 1993년부터는 칸국제
영화제의 한 섹션인 ‘아시드 칸’섹션을 통해 독립영화들
을 해마다 세계 영화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아시드 칸’은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의 주인
공인 라드 주드, 칸국제영화제의 친숙한 이름이 된 저스
틴 트리엣 등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걸출한 감
독들을 발굴해 냈다. 강릉국제영화제는 아시드와의 공
식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세계 독립영화인들의 경험을 공
유하고, 미래의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
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올해 ‘아시드 칸’에서는 기억과 연대가 가지는 힘에 대한
실험이 돋보이는 ⟨우리가 심은 씨앗⟩, 공산주의 동유럽
청년들이 갈구했던 자유의 이상향을 회고적 시선으로 돌
아보는 ⟨월든⟩, 일찍 어른이 되어야 하는 보육원 아이들
에 대한 ⟨우리는 그렇게 자랐다⟩, 세상이 잊은 코카서스
의 작은 나라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운 오마주인 ⟨바람이
멈출 때⟩, 코르시카 마을 주민들에 대한 독특한 초상을
완성해 내는 ⟨코르시카의 여름⟩,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현
실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있는 질문을 제기하는 ⟨출마선
언⟩, 디아스포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돋보이는 ⟨아
야⟩, 실제 유명 래퍼를 기용해 허구의 스타 래퍼를 연기
하게 함으로써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비트는 ⟨왕과 함께⟩

ACID (Association du cinéma indépendant pour sa diffusion) is an association of filmmakers aimed at distributing
and upholding independent films. ACID was initiated by
the 1991 declaration Résister put forward by 181 directors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independent film industry
and discovering new talent. Since its inception at the 1993
Cannes Film Festival, ACID Cannes has annually introduced independent films from around the world, and can
be credited for the discovery of several promising directors
who have all earned worldwide renown, including Alexander
Sokurov, Justine Triet and Radu Jude (winner of Golden Bear at the 2021 Berlinale). This section will feature
films selected through an official collaboration with ACID
Cannes, and thus provides a valuable opportunity to share
the experiences of independent filmmakers around the
world and encounter works by future masters.
In this year’s ACID Cannes, we are proud to present the
following line-up of eight films: The Seeds We Sow showcases an experiment on the power of memory and solidarity; Walden , a retrospective look at the utopia of freedom
that communist Eastern European youths longed for; Far
from You I Grew , a story about the children at a nursery
school having to grow up too fast; Should the Wind Drop ,
a beautiful homage to the forgotten people of the small
country of the Caucasus; I Comete - A Corsican Summer ,
a unique portrait of the villagers of Corsica; The Candidate
raises meaningful questions about democracy in creative
ways; Aya , an in-depth reflection on diaspora; and Down
with the King twists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fiction by hiring a real famous rapper to play a fictional star
rapper.

아야
Aya
코트디부아르 작은 섬 라우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야는
어머니와 동생과 코코넛을 따고, 모래위에서 한가롭게 잠
들기도 하는 지금의 생활을 사랑한다. 하지만 바다가 조
금씩 육지를 갉아먹으면서 고향은 점점 바다에 잠식당하
고 있다. 주민들은 점점 도시로 이주하고 그녀의 가족들
도 이제는 이곳을 떠나야만 한다. 사이먼 쿨리발리 길라
드 감독은 ⟨아야⟩를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모호한 경계
위에 위치시킨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정치적 문제로, 때
로는 자연재해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아스포
라의 문제가 한 소녀의 내적 방황과 성장기를 통해 모습
을 드러낸다. 감독은 영화 속의 섬 주민들에게 좀 더 친
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최소한의 촬영팀을 구성하고, 조연
출이 직접 언어가 다른 이 섬 주민들 및 아마추어 배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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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and raised in Lahou, a small island in Côte d’Ivoire,
Aya is happy as can be, living with her mother and brother, picking coconuts, and taking naps peacefully on the
sand. However, as the sea level gradually increases, her
homeland is slowly being eroded by the sea. Residents
are relocating to the city, and her family has no choice
now but to leave. Director Simon Coulibaly Gillard’s Aya
is somewhere between a documentary and feature film.
The problem of diaspora happening around the world is a
political problem and a natural disaster. This complicated
problem is shown through a girl’s internal struggle and
personal journey. The director reduced his filming crew
consciously to ease interaction with the islanders, and his
assistant director translated between the islanders and
amateur actors to create this film.

과 소통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다.

사이먼 쿨리발리 길라드 Simon Coulibaly GILLARD
불가리아 출생. 영화 연출 석사과정을 위해 브뤼셀로 이주. 벨기에의 수도에서의 5년 동안, 그는 문서로 기록되지
않은 시골 지역에서 자신의 길과 영감을 찾았다. 이 시도는 성공적이었으며, 사이먼 쿨리발리 길라드의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들은 많은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다. ⟨아야⟩는 그의 최신작이다.
Simon Gillard was born in Bulgaria. He moved to Brussels to follow a master in film direction (Insas). During
these last five years in the Belgian capital, he looks for his way and his inspiration in the little documented
rural territories. With success, because several documentaries of Simon Gillard are multi-prized in many festivals. His latest work is the film Aya .

등 총 8편의 영화를 만나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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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gium, France | 2021 | 92min | Documentary | colo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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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선언
The Candidate
France | 2021 | 107min | Docu-Fiction | color | Ⓖ

토마스 폴로 감독은 자신의 첫 번째 영화를 기발한 아이
디어로부터 출발시켰다. 출연 배우를 소도시의 시장으로
출마시킨다는 것이다. 감독은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
는 아르덴 지방의 소도시, 레뱅을 이 스펙터클의 무대로
정하고, 로랑 빠뽀를 이 역할에 캐스팅했다. 로랑 빠뽀는
피에르 쉘러 감독의 ⟨원네이션⟩에서 단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로랑은 선거 캠프를 꾸리고 주민들을 만나기 시작
한다. 그는 자신이 시장으로 선출되면 자신은 글자 그대
로 사라질 것이며, 시는 주민들의 것이 될 것이라 공언한
다. 허구와 현실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진다. 배우 자신조
차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빠진 듯하다. 허구의 정
치인이 진짜 정치인으로 보이도록 연기하는 과정은 정치
의 역할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질문
을 촉발하고 현재 민주주의의 상태에 대해 의문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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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Thomas Paulot planned his first film from the
ingenious idea of getting an actor to run for mayor in a
small town. The director set the stage for this spectacle
in Revin, a small town in the Ardennes region suffering
from high unemployment, and cast Laurent Papot for
the role. Laurent Papot also appeared in a minor role in
Pierre Schoeller’s One Nation, One King . Laurent sets up
an election camp and begins meeting the residents. He
declares that if he is elected mayor, he will literally disappear, and the city will belong to the people. The line between fiction and reality becomes increasingly blurry. Even
the actor himself seems to be confused about his identity.
The process of an actor performing the role of a fictional
politician to look like a real politician sparks meaningful
questions about what the role of politics should be and
raises questions about the current state of democracy.

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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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과 함께
Down with the King
USA, France | 2021 | 100min | Fiction | color | ⑫

유명 래퍼인 머니는 음반 작업을 위해 매사추세츠의 시
골 농장으로 보내지지만, 그는 이미 음악 산업에 대해 염
증과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에 지친
상태다. 시골 생활의 여유에 매료된 머니는 갑자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은퇴를 발표한다. 그의 에이전시에서는 고
수익을 내는 랩퍼를 다시 음악계로 복귀시켜야만 한다.
영화는 농민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의 과정을 통해 변화
하는 유명 래퍼의 내적 여정을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디에고 온가로 감독은 세계적인 갱스터 래퍼 프레디 깁스
를 주인공으로 기용했다. 프레디 깁스가 실제로 겪은 바
있는 음반사와의 갈등과 스타로서의 압박감 등은 영화
속 주인공의 상황과 오버랩 되면서 허구의 인물 머니에게
더욱 복잡하고 다원적인 입체감을 더한다. 한편 다른 등
장인물들은 전문 배우와 실제 현직 종사자인 비전문 배

AP
2021 Cannes Film Festival

Celebrity rapper Money is sent to a rural farm in Massachusetts to work on a record, but he’s already fed up with
the music industry and the pressure to maintain his reputation. He immediately falls in love with the slow pace of
country life and announces his retirement through social
media however his agency is determined to bring back
their high-grossing rapper. The film delightfully depicts
the journey of a famous rapper who changes through the
unexpected encounter with farmers. Directed by Diego
Ongaro, the film’s protagonist is played by world-famous
gangster rapper Freddie Gibbs. Gibbs has experienced
similar events in his real life, such as conflict with his record label and the pressure a star must deal with, making
the fictional character Money a more complex and realistic character. To add more to the film’s hyper-realism, the
other characters of the film consist of professional actors
and non-professional actors of the music industry.

우들로 구성되었다

토마스 폴로 Thomas PAULOT

디에고 온가로 Diego ONGARO

런던의 센트럴세인트마틴 예술대학에서 순수예술 학위를 받았다. 그는 로잔예술대학교에서 영화 전공 과정을 이

매사추세츠 서부 시골에 사는 프랑스 감독이다. 2005년에 그는 2006년 클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에서

수하며 여러 단편영화를 연출하였고, 졸업영화 ⟨헤븐 오브 더 비스트⟩는 2019년 라꽁드레 인터내셔널 파리/베를

Canal+ 상을 수상한 단편 영화 ⟨내 가방과 내 공⟩을 쓰고 감독했다. 그 후 그는 ⟨리턴 투 라브라도리아⟩, 밀라노

린에서 상영되었다. 그의 첫 번째 장편영화 ⟨출마선언⟩은 다큐멘터리와 픽션의 경계를 넘나드는 영화다.

영화제에서 쇼트 옛 굿 섹션 대상을 수상한 ⟨쌀과 고기⟩와 ⟨밥과 나무들⟩이라는 세 편의 단편 영화를 감독했다.

Thomas Paulot obtained a degree in fine art at Central Saint Martins in London. He then joined ECAL/HEAD
in cinema curriculum and directed several short films. His graduation film, Heaven of the Beasts is screened
at the Rencontres Internationales Paris /Berlin 2019. The Candidate is his first feature film, between immersive documentary and fiction.

Diego Ongaro is a French director living in rural western Massachusetts. In 2005, he wrote and directed Me
My Bag and My Ball in 2005, a short film that won the Canal+ Award at the 2006 Clermont 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He has since directed three other short films, Return to Labradoria , Rice and Meat
and Bob and the Tre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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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그렇게 자랐다
Far from You I Grew

13살 소년이다. 니콜라는 율리시즈의 이야기와 잭 런던의
소설을 좋아하고, 그의 친구 사에스와 숲속을 산책하며
잡담을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때때로 니콜라는 엄마를
만나 세례식, 축제 등에 함께 가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15살이 되는 니콜라는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선택
을 해야만 한다. 마리에 뒤모라 감독은 자신의 전작에서
이미 니콜라를 만난 적이 있다. 사실 뒤모라 감독은 프랑
스 동부지역의 한 소외계층의 가족에 대한 여러 편의 영
화를 만들고 있다. 각 영화는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
을 다룬 후, 다음 영화에서는 또 다른 구성원을 다루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전작에서 위탁시설에 맡겨지던 니
콜라는 이제 청소년이 되었다. 한 가족과 긴 세월을 함께
한 뒤모라 감독의 영화는 이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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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 2020 | 104min | Documentary | color | Ⓖ

니콜라는 프랑스 브루슈 계곡의 한 위탁시설에 살고 있는

[414] SY

2020 IDFA

Nicolas is a 13-year-old boy living in a foster home in the
Bruche Valley in France. He likes Ulysses stories and Jack
London novels and enjoys chatting with his friend Saes as
they walk in the woods together. Sometimes Nicolas sees
her mother and goes to baptism ceremonies and festivals
with her. Now turning fifteen, Nicolas must make an important decision for his future. Director Marie Dumora has
already met Nicolas in her previous films. She has been
making several films about stories of one underprivileged
family in eastern France. Each of her films deals with one
member from the same family and focuses on another
member in the next work. Nicolas, who had been entrusted to foster care in her previous film, is now a teenager.
As she has spent a long period of time with the family,
the director’s films are full of ethnographic exploration
and loving warmth for the underprivileged.

지적 탐구와 애정의 시선으로 가득하다.

코르시카의 여름
I Comete – A Corsican Summer
France | 2021 | 128min | Fiction | color | ⑱

코르시카의 작은 마을. 아이들이 뛰어놀고, 십 대들은 어
슬렁거리고, 어른들은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노인들은
흘러가는 시간을 되돌아본다. 마을을 떠난 적이 없는 이
들은 외국으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이들을 반긴다. 가족
들과 오랜 친구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나눈다. 뜨거
운 태양 아래서 퍼지는 웃음소리에 여름은 시간을 멈추
지만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한다. 코르시카 출신의
작가이자 연극 연출가이며 배우인 파스칼 태그나티 감독
은 자신의 첫 영화에서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의 평범하
지 않은 초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는 결코 완성되지 않
을 여러 개의 다른 퍼즐 조각들을 모아 놓은 듯, 마을 주
민들의 이야기를 파편화하여 펼쳐 보인다. 영화가 한 걸
음 한 걸음 나아감에도 이들의 이야기는 하나의 내러티
브로 연결되지 않고, 그의 카메라는 종종 마을 사람들을

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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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small town in Corsica, children run, teenagers hang
out, adults discuss the future and old people look back at
their past. Those who have never left the village welcome
those returning from abroad. Family and old friends share
these precious moments in the mountains. Summer may
stop time at the sound of laughter under the hot sun, but
it cannot heal all wounds. In his directorial debut, Corsica-born writer, theater director and actor Pascal Tagnati
creates unusual portraits of his family and neighbors. He
unfolds the story of the villagers like fragments, as if he
were trying to place together several different pieces of
a puzzle that will never be completed. Even as the film
advances step by step, their stories are not connected to
a single narrative, and his camera often observes the villagers in long takes, sometimes suddenly stepping closer
into their secret moments.

롱테이크로 관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의 너무나 은
밀한 순간에 성큼 다가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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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에 뒤모라 Marie DUMORA

파스칼 태그나티 Pascal TAGNATI

프랑스 동부에서 영화를 찍으며 그녀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해왔다. 한 영화의 등장인물은 그녀를 그 다음 영화

배우이자 작가 겸 감독이다. 2010년 그의 첫 번째 단편영화 ⟨벨로루스카이아⟩를 연출하며 배우로도 출연했다. 파

로 이끌고, 지난 영화의 등장인물이 그 다음 영화에서 등장하기도 한다. 그녀의 영화 ⟨라 플레이스⟩는 시네마뒤

스칼 태그나티는 특유의 유머와 감수성으로 동시대 사람들을 관찰한다. ⟨코르시카의 여름⟩은 그의 첫 번째 장편

릴에서 상을 받았으며 그녀의 다른 작품들도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영화이다.

Marie Dumora shoots her films in Eastern France and, as a result, has created her own cinematic territory.
The character of one film leads her to the next like a guiding thread, meaning that we occasionally find them
again several years later from one film to the next. Her works have screened at numerous festivals and won
various awards, including the Intangible Heritage Award at the Cinéma du Réel festival in Paris for La Place .

Pascal Tagnati is an actor, author and director. He released his first short film, Belorusskaïa , in which he also
acted, in 2010. In his films, Pascal Tagnati observes his time, his contemporaries or himself, with humor,
sensitivity and melancholy. I Comete – A Corsican Summer is his first featur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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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심은 씨앗
The Seeds We Sow

마크롱의 퇴진 구호를 학교 벽에 붙인 혐의를 받아 기소
된 고등학생 키아라는 경찰 구금 중 사망한다. 친구의 갑
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학생들은 친구의 죽음
을 애도하고, 소외된 그들의 목소리를 표출할 방법을 모
색한다. 영화는 실제 비직업 배우들인 고등학생들이 나
단 니콜로비치 감독이 설정한 상황에서 자신의 실제 모습
을 펼쳐 보이는 픽션과 다큐멘터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영
화다. 감독은 2018년 약 2,500명의 고등학생이 참가했
던 고등교육 시행령 개정 반대 운동을 다루면서, 키아라
라는 허구의 인물을 등장시킨다. 이 영화 속에서 우리는
그녀의 얼굴을 볼 수도,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 하지
만 극 중 인물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그녀에 대한 이야기
를 듣게 되면서 점점 허구의 인물인 키아라는 ‘나’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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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CGV7

10.29 10:30

10.27 19:30 GV

AP
2020 Cannes Film Festival
2020 FID

France | 2021 | 78min | Fiction | color | Ⓖ

고등교육 시행령 개정에 대한 항의 표시로 프랑스 대통령

[504] CGV7

Accused of tagging “MACRON RESIGN” on a wall in her
high school to oppose the revision of the higher education
enforcement ordinance, Chiara was arrested but did not
come out of custody alive. Her friends and classmates,
shocked by her sudden death, pay tributes to her, and go
on to find ways to express their neglected voices. The film
lies somewhere between a fiction and a documentary because the actors are unprofessional high school students
who show their natural reactions in a situation set by the
director, Nicholovitch. While Chiara is a fictional character
created by Nicholovitch, the student’s movement is real.
About 2,500 high school students took part in the movement to oppose the higher education revision in 2018. In
the film, the audience cannot see or hear Chiara at all but
actors repeatedly talk about her throughout the movie,
making her a lively character that can be anyone – even
you or I.

또 ‘너’일 수도 있는 생명력 있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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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멈출 때
Should the Wind Drop

KP
2020 Cannes Film Festival

France, Armenia, Belgium | 2020 | 101min | Fiction | color | Ⓖ

아르메니아 출신의 노라 마르티로샨 감독은 장편 데뷔작
인 ⟨바람이 멈출 때⟩을 통해 스스로 독립국가라 선언했
으나 국제사회에서는 미승인국으로 남아있는 코카서스
지역 나고르노카라바흐 공화국의 아르메니아인들에 대
한 섬세하고 깊이 있는 오마주를 보내고 있다. 국제 감사
관인 프랑스인 알랭은 코카서스에 있는 오랫동안 사용
하지 않고 있는 공항의 재개 여부를 승인하기 위해 공항
을 감사하는 임무를 맡고 파견된다. 이 지역의 어린 소년
인 에드가는 수상한 거래를 하며 공항 주변을 배회한다.
외부인인 알랭에게 이 지역 사람들의 공항에 대한 태도는
미스터리 하기만 하다. 대학살과 디아스포라를 겪고도 분
쟁이 계속되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곳 사람들과 구글
지도로 이곳을 바라보는 외부자에게 국경은 완전히 다른

2020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ailing from Amernia herself, Director Nora Martirosyan’s
first feature film Should the Wind Drop sends a solemn
and sensitive homage to Armenians of the Nagorno-Karabakh Republic, a breakaway state in the South Caucasus
that is not internationally recognized. International auditor
Alain, a Frenchman, is dispatched to audit airports in the
Caucasus to approve the reopening of a facility that hasn’t
operated for a long time. Edgar, a young boy from the
area, wanders around the airport making suspicious deals.
To Alain, an outsider, what the airport means to the
locals is a total mystery. Borders have a completely different meaning to the people who live in on-going conflict
and genocide, compared to what outsiders see on Google
Maps. Nora Martirosyan’s camera carefully captures the
scenery of this barren and broken land.

의미를 지닌다. 노라 마르티로샨의 카메라는 이 척박한
땅이 가진 의미를 서두르지 않고 한 땀 한 땀 짚어나간다.

나단 니콜로비치 Nathan NICHOLOVITCH

노라 마르티로샨 Nora MARTIROSYAN

영화 감독이자 연극 연출자다. 응용예술과 예술사를 공부한 뒤, 파리에서 다큐멘터리 창작 그룹 ‘레 필름스 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이다. 그녀는 아르메니아 예레반의 에꼴데보자르, 프랑스의 르프레누

도 뚜흐네’를 만들어 그의 첫 단편영화를 연출하였다. 첫 장편영화 ⟨카사 노스트라⟩는 2012년 칸 국제영화제 아

아, 암스테르담의 라익스아카데미를 졸업했다. 그녀는 여러 단편영화를 연출하여 수상하기도 했다. 2013년~2014

시드 칸 섹션에서 상영되었다. 영화 연출과 동시에 그는 두 개의 연극을 작업하기도 하였다. 그의 두 번째 장편

년에는 아카데미 레지던시인 빌라메디치에 머물며 작업을 이어갔다. 현재는 보르도 에꼴데보자르의 교수로 재직

⟨웨어 데어 이즈 셰이드⟩는 칸국제영화제 등 여러 국제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중이다.

Nathan Nicholovitch is a director and stage director. After studying Applied Arts and Art History, he created
the collective Les Films aux dos tournés in Paris in which he directed his first short films. His first feature
film, Casa Nostra , screened at ACID in Cannes back in 2012. His second feature film, Where There is Shade
screened several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ncluding Cannes Film Festival.

Nora Martirosyan is an artist and a film director living in France. She graduated from Art School in Yerevan, Armenia, from Le Fresnoy in Frace and from the Rijksakademie in Amsterdam. She directed several
award-winning short films. She was resident of Villa Medicis, French Academy in Rome for the period of
2013/2014 and is currently teaching at Bordeaux School of Fine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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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 기프

Premiere GIFF
[615] SY
10.28 16:30 GV
[707] CGV3
10.29 14:30 GV

월든
Walden

AP
2020 Cannes Film Festival

France, Lithuania | 2020 | 85min | Fiction | color | ⑫

야나는 파리에서의 30년 망명 생활 후, 리투아니아 공화
국의 수도이자 자신의 고향인 빌뉴스를 방문한다. 그녀는
숲으로 가려져 비교적 인적이 드물었으며, 그녀의 첫사랑
이었던 파울리어스가 ‘월든’이라 명명했던 호수를 다시 보
고 싶다.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 호수를 찾아가는 여정은
그녀가 처음으로 느꼈던 사랑의 감정과 공산주의 몰락 전
의 암시장 그리고 자유를 갈망했던 30년 전의 기억을 다
시 되새기는 과정이 된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저작 『월든』 속의 영혼의 안식처를 꿈꾸었을 파
울리어스와 야나의 호숫가는 실상 정치 경찰들이 불쑥
침범해 들어 오던 위태롭고 불안정한 공간이었다. 체코에
서 태어나 17세의 나이로 파리 망명길에 올랐던 보예나
호락코바 감독은 이 작품을 통해 다큐멘터리 ⟨나의 동쪽

2020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fter a 30 year exile in Paris, Jana returns to Vilnius, the
capital of Lithuania, her hometown. She wants to find the
quiet lake in the forest that Paulius, her first lover, called
“Walden”. The journey of finding the lake reminds her of
feelings of first love, the grey market before the fall of the
communist bloc and her longings for freedom 30 years
ago. Young Jana and Paulius may have thought that the
lake, based on the original literature piece, Walden Pond,
by Henry David Thoreau, could be their peaceful shelter,
but it was in fact an unstable and sloppy place where the
political police would make abrupt visits, Director Horackova was born in the Czech Republic and sought asylum in
Paris when she was 17. Like she did in the documentary
film, A l’est de moi , Horackova tells an autobiographical
story with regrettable, calm and meditative eyes.

에서⟩ 이후 다시 한번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회한과 잔
잔한 관조의 시선으로 보여준다.

보예나 호락코바 Bojena HORACKOVA
1996년 첫 장편영화 ⟨미렉 디든 리브⟩를 연출하였고 벨포르국제영화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등에 선정되었다. 그
녀의 두 번째 장편영화 ⟨이스트 프롬 미⟩는 2008년 벨포르국제영화제 국제경쟁 부문에서 초청되었다. 또한 ⟨파
프롬 히어⟩를 비롯해 여러 다큐멘터리 영화를 감독했다. ⟨월든⟩은 그녀의 세 번째 장편영화이다.
Bojena Horackova directed her first feature film Mirek didn’t Leave in 1996 selected at Belfort Entrevues,
Rotterdam and etc. Her second feature film, East from Me , was presented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t Belfort Entrevues in 2008. She also directed several documentaries including Far from Here . Walden
is her third featur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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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최신작들을 강릉국제영화제에서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섹션으로 국제장편경쟁, 기프 신작전, 기프 단
편제작지원의 총 3개의 서브 섹션으로 구성된다.

아시드 칸 ACID Cannes

This section, which introduces the latest works from all
over the world, consists of a total of three subsections:
International Narrative Feature Competition, Discover GIFF,
and GIFF Short Film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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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편경쟁

International Narrative
Feature Competition
[204] CGV7
10.24 10:30
[620] CGV7
10.28 19:30 GV

보톡스
Botox

KP
2021 Faj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ran, Canada | 2020 | 98min | Fiction | color | ⑫

올해 국제장편경쟁 본선 진출작들의 특징은 동시대인들
이 공유하는 정치 사회적 화두와 삶과 죽음에 대한 인간
의 근원적 질문과 같은 지속되는 주제들을 기존의 위치
와는 조금씩 다른 지점에서 바라보면서 각 주제의 이면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해 내는 각기 다른 영화 미학적 실험은 각 감
독들만의 독특한 시각의 폭과 깊이를 더욱 다채롭게 하
며,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
제장편경쟁’에서는 인간은 어떻게 폭력의 도구가 되는지
2차 세계대전 중 전쟁 범죄를 통해 그려낸 ⟨내츄럴 라이
트⟩, 한국 연극계 미투 운동이 남긴 여진을 뼈아프게 조
명하는 ⟨준호⟩, 약물 밀매에 휩쓸리게 된 야간 진료 의사
가 겪는 봉변의 상황을 치밀한 사건의 중첩을 통해 그린
⟨나이트 닥터⟩, 예기치 못한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된 두
자매의 이야기를 탄탄한 구성으로 다룬 블랙 코미디 ⟨보
톡스⟩, 꿈을 통제하는 미래 사회를 화려한 색감의 상상
력으로 창조해낸 ⟨스트로베리 맨션⟩, 어린 쿠르드 소년의
눈을 빌려 근본주의의 폭력적 본질에 대한 통찰을 던지
는 ⟨이웃들⟩, 현대 상하이의 네 명의 여성의 행복에 대한
욕망을 한 사람의 모습으로 구현해 내는 미학적 실험이
흥미로운 영화 ⟨뜨거운 수프⟩, 죽음에 대한 독특하고 깊
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는 ⟨심플 맨⟩, 가족의 굴레에서 자
신의 삶을 찾고자 싸우는 여성의 내적 성장 과정을 그린
⟨클라라 솔라⟩, 이민자로서의 정체성 찾기를 유쾌하게
보여주는 ⟨퀸 오브 글로리⟩ 등 열 편의 작품이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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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year’s international feature film competition’s ten films
cover themes, such as political and social issues shared by
contemporaries and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life and
death from different spectrums and perspectives, to gain
fresh insight. The aesthetic experiments of each film make
each director’s unique perspective more colorful and vivid,
elevating the level of artistic achievement. In this year’s
International Narrative Feature Competition, Natural Light
depicts how humans became tools of violence through war
crimes during World War II; Junho , painfully illuminates
the aftershocks left by the #MeToo incident in the Korean theater scene; The Night Doctor depicts how a night
doctor is pulled into illegal drug trafficking and a series of
unexpected events; Botox is a well-written black comedy
about two sisters who are caught up in an unexpected
murder case; Strawberry Mansion draws a vividly realistic
future where dreams can be controlled; Neighbours looks
at the violent nature of fundamentalism through the eyes
of a young Kurdish boy; Hot Soup , an interesting aesthetic
experiment of the desire for happiness of four women in
modern Shanghai depicted as one person; I was a Simple
Man shows a unique and in-depth reflection on death;
Clara Solar depicts a woman fighting to find her life, entangled with her family; Queen of Glory is a comedy about an
immigrant finding his/her identity.

현대 이란, 자폐증을 앓고 있는 듯한 아크람은 피부 미용
사인 동생 아자르와 그녀를 무시하는 가부장적인 오빠
아메드와 함께 살고 있다. 어느 날 자신을 놀리는 아메드
를 실수로 지붕에서 밀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크람. 두
자매는 오빠의 시체를 숨기고 사람들에게 오빠가 독일
로 떠났다고 거짓말을 한다. 비밀이 드러날 수 있는 아슬
아슬한 상황들에 아자르는 애가 타지만, 아크람은 자신
들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하면서 점점 오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카베 마자헤리 감독은 자폐증이
있는 동생을 무시하는 한 오빠의 실제 이야기에서 영감
을 받아 영화를 완성했다. 감독은 이들의 관계가 역전될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를 영화로 만들어 보고자 했다.
코엔 형제의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이 블랙 코미디는 가

2020 Torino Film Festival

Set in today’s Iran, the film revolves around two sisters
Akram and Azar—one is autistic and the other is a beautician—who live with their overbearing older brother. One
day, Akram accidentally pushes her brother off the roof
and kills him. The two sisters then hide his body and
tells everyone that he fled to Germany. While Azar grows
increasingly nervous about keeping up the lie, in Akram’s
mind, the lie turns into reality, and she ends up believing
that her brother will come back. According to director Kaveh Mazaheri, the film was inspired by a true story about
a brother mistreating his autistic sister. He wondered
what would happen if the sister turned the table on him
one day. Reminiscent of a Coen brothers’ film, this black
comedy presents a careful portrait of two women who
break free from the patriarchal order by sheer chance.

부장적 질서안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탈주하게
된 두 여인의 좌충우돌을 치밀한 구성을 통해 보여준다.

카베 마자헤리 Kaveh MAZAHERI
독학으로 영화를 공부한 후, 2005년부터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작품 ⟨리터치⟩는 국제영화제에서 80개
이상의 상을 수상했으며, 2017년 트라이베카영화제, 크라쿠프국제영화제, 팜스프링즈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작
품상 등을 수상했다. ⟨보톡스⟩는 마자헤리 감독의 첫 장편이다.
Kaveh Mazaheri has started filmmaking on self-taught in 2005. One of his films named retouch has won more
than 80 international awards and it was qualified at three academy awards qualifying film festivals such as
tribeca, krakow and palm springs in 2017. Botox is his first featur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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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솔라
Clara Sola

[104] CGV7

[404] CGV7

10.23 10:00

10.26 10:00

[709] CGV7

[517] CGV3

10.29 13:30

10.27 19:30

KP

Sweden, Costa Rica, Belgium, Germany | 2021 | 107min | Fiction | color | ⑫

코스타리카의 산골 마을. 클라라는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고 동물들과 소통하는 비밀스러운 능력을 가진 40대
여성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폐증 같은 병증을 가지고 있
다. 그녀의 어머니는 독실한 종교인으로 딸을 끊임없이
통제하고 있다. 딸이 척추 만곡증에 고통받고 있지만, 신
이 준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고 고집하며 수술에 동의하
지 않고, 딸이 표현하는 성적욕구마저 죄악시한다. 어머
니는 딸이 가진 특별한 치유의 능력을 이용해 딸이 가족
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고 있다. 십대 조카인 마리아의 남
자 친구에게 끌리는 클라라. 조금씩 클라라의 자유를 향
한 갈망이 시작된다.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남성의 부재
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족내에서 가부장적 규범이 전통

2021 Cannes Film Festival

In rural Costa Rica, Clara is a 40-year-old woman with
mental issues that may be a form of autism. She has the
power to heal others and communicate with animals.
However, her deeply religious mother constantly controls
her, refuses to get her an operation to fix her spine, and
even keep her sexual appetites in check. Clara’s mother
makes her daughter perform miraculous cures to earn a
living. However, Clara becomes interested in her teenage
niece Maria’s boyfriend, and starts yearning for freedom.
How does patriarchy manifest itself as part of traditional
norms even in the absence of male father figures? Director Nathalie Álvarez Mesén take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problems arising from family dynamics found
in her previous short films.

뜨거운 수프
Hot Soup

KP
2020 Warsaw Film Festival

China | 2020 | 103min | Fiction | color | Ⓖ

현대 상하이를 배경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고
있는 네 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다. 인공지능 기업 임원인
탕탕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원한다. 둘링은 중국
의 경제발전과 행복 지수에 대한 박사논문을 쓰고 있다.
십 대 소녀 팡유안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한편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하고 있는
맹은 사설 택시를 이용하면서 매번 동일한 운전기사를
만난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행복 추구라는
오래된 인간의 질문이 네 명의 여성들을 하나로 연결시킨
다. 영화는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
가고 있는 이들을 마치 단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정교한

으로 위장되어 이어지는가? 이 영화에서 나탈리 알바레

교차 편집을 통해 보여준다. 사회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

즈 메센 감독은 이전 단편작품에서 다뤘던 가족관계의

지 않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욕망은 다른 듯 닮은 듯 네

역학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더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다.

명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치 서로 다른 양념이 배

2020 Hain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 story of four women trying to make a happy life in
Sanghai. Tgangtang, an executive at an AI company, and
her husband want a baby. Duling is writing a PhD paper
on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happiness index.
Teen girl Fangyuan struggles to meet her father’s expectations. Meng, who studies people’s happiness, gets to meet
the same taxi driver every time. Although the society we
live in rapidly changes, the pursuit of happiness is still an
important thing to everyone. That is what runs through
these four women. They live different lives in different
places, but the film sophisticatedly crosscuts them to
make them look like one person. Our desire to be happy
remains strong in this changing world, and these four
women’s stories come together like a bowl of hot soup
with various ingredients.

어든 ‘뜨거운 수프’ 한 그릇처럼 형상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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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탈리 알바레즈 메센 Nathalie Álvarez MESEN

장밍 ZHANG Ming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영화대학원에서 영화 연출/시나리오 석사 전공. 단편 ⟨필립⟩으로 팜 스프링스 단편영화제에

영화감독이자 제작자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베이징 영화아카데미의 교수이자 상하이 국제영화제

서 ‘15분 미만 단편최우수상’을 수상. 2021 토리노 스크립트랩을 통해 두 번째 장편작 ⟨늑대가 당신의 손을 찢어

선정 고문위원이다. 그의 전작 ⟨명왕성시각⟩은 2018년 칸국제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되었다. ⟨뜨거운 수프⟩는

버릴 것이다⟩를 준비 중이다.

장밍의 열 번째 장편영화이다.

Nathalie Álvarez Mesén graduated from Columbia University’s Graduate Film Program in NYC with an M.F.A.
in Film Directing/Screenwriting. Her short, Filip , won Best Film Under 15 Minutes at the 2016 Palm Springs
Shortfest. She is developing her second feature, The Wolf Will Tear Your Immaculate Hands in the Torino
ScriptLab 2021.

Zhang Ming is a film director, screenwriter, producer, professor of the Beijing Film Academy and selection
advisor for Shangh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is previous film The Pluto Moment premiered at Cannes
Directors’ Fortnight 2018. Hot Soup is Zhang Ming’s 10th featur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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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플 맨
I was a Simple Man

로 말기암으로 삶의 끝을 마주보고 있는 한 노인을 통해
죽음에 대한 성찰적 시선을 드러낸다. 4개의 챕터로 이루
어진 영화 속에서 죽어가는 남자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반추한다. 미국의 일본계 이민자 가정의 일원으로 중국계
미국 여성을 사랑했던 그가 겪은 부모님의 반대, 젊은 나
이에 아이들과 자신을 두고 떠난 아내, 그 슬픔으로 자식
들과도 멀어져 버린 자신. 배경이 되는 폴리네시아의 신화
와 그의 꿈과 환상은 현실과 뒤섞이고, 고통스러운 가족
사는 조각조각 그 모습을 드러낸다. 독특한 문화의 렌즈
를 통해, 기억, 가족 및 죽음을 명상적으로 묘사하고 있
는 영화는 결정적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순간에 의존하지
않고, 미세한 날씨의 변화를 잡아내는 카메라와 음악의
사용으로 잔잔하지만 강렬하게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122] SY

10.26 13:30

10.23 19:30 GV

[813] CGV3

[419] SY

10.30 17:00

10.26 19:30 GV

KP
2021 Sundance Film Festival

USA | 2021 | 100min | Fiction | color | Ⓖ

⟨심플 맨⟩은 하와이의 북쪽 섬, 오하후의 시골을 배경으

[406] CGV3

2021 Melbourn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et in a remote village in Oahu, the northern island
of Hawaii, this film conveys an introspective view of
death through the story of a man with terminal cancer.
Throughout the four chapters, the dying man reflects on
his past. As a member of a Japanese immigrant family in
the U.S., he faced opposition from his parents when he
fell in love with a Chinese-American woman. His wife died
prematurely, and the grief subsequently caused a rift in
his relationship with his children. Against the backdrop of
Polynesian mythology, his dreams and fantasies become
mixed with reality, and his painful family history is gradually pieced together. Through the lens of a unique culture,
the film presents a contemplative description of memory,
family and death. It does not rely on decisive events or
dramatic moment, but captures subtle changes in weather
conditions through music and image in order to make audiences consider death in a calm yet powerful way.

순간에 대해 관객을 스스로 생각하도록 이끈다.

준호
Junho

IP

USA, Korea | 2021 | 104min | Fiction | color | ⑫

‘미투’(#MeToo) 운동이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해결되지 못 한 채로 남아있다. 영화 속 젊은 연극배우
‘준호’는 동료들과 함께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도 꿈과 열
정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 준호가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
갈 즈음 극단 대표의 성 추문 사태가 미디어를 통해 알려
진다. 준호는 자신만큼은 결백하다고 믿으며 미국으로 도
망치듯 떠난다. 먼저 미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극단 선
배 창녕이 운영하는 푸드 트럭에서 보조로 새 삶을 시작
하는 준호.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준호의 기대와는 달
리 준호가 두고 온 과거와 무의식 속 기억들이 현재의 준
호의 삶에 균열을 가져온다. 극단 내 준호의 가장 든든
한 동료였으며, 폭력의 피해자인 현진에 대한 기억들이 그
를 괴롭힌다. 준호는 그가 묵과해온 사실들과 다시 마주
해야 한다. 묵인, 외면, 동조. 미투 운동이 드러낸 가해자
의 민낯은 단순히 직접적 행위의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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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AAMFest

The questions posed by the #MeToo movement remain
unresolved. In the movie, young theater actor ‘Junho’ lives
with his colleagues without losing his dreams and passion,
even in a coercive environment. As Junho builds up his
position as an actor, the sexual scandal of the CEO of the
troupe becomes known through the media. Junho believes
that he is innocent and leaves for the United States, almost fleeing. First, Junho starts a new life as an assistant
in a food truck run by Changnyeong, a troupe senior living
in the United States. Contrary to his expectation of easily
settling down, the past and subconscious memories he
left behind meddle in Junho’s current life. The memories
of Hyunjin, who was Junho’s most reliable colleague in
the troupe and a victim of assault, haunt him. Junho must
face the fact that he looked the other away. Connivance,
disregard, sympathy. The bare faces of the perpetrators
exposed by the #MeToo movement is revealed in a complex aspect that is not only limited to those who were
directly responsible.

크리스토퍼 마코토 요기 Christopher Makoto YOGI

부석훈 David Seok Hoon BOO

하와이 호놀룰루 출신의 작가/감독. 장편 데뷔작 ⟨어거스트 앳 아키코즈⟩는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샌프란시스코 예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에

미어로 상영되어 각종 상을 수상하고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다. 두 번째 장편영화 ⟨심플 맨⟩은 선댄스영화제의

서 4편의 단편영화, 미국에서 3편의 단편영화를 완성했다. 다수의 그의 영화들이 해외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작가/감독랩, IFP 영화 주간, 필름 인디펜던트의 패스트 트랙 참여작으로 제롬 재단과 씨네리치의 지원을 받았다.

⟨준호⟩는 감독의 첫 독립 장편영화다.

Christopher Makoto Yogi is an artist and filmmaker from Honolulu, Hawaii. His debut feature film, the
award-winning August at Akiko’s , had its World Premiere at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Rotterdam
in 2018 to critical acclaim. I Was a Simple Man , his second feature film, has participated in the Sundance
Screenwriters and Directors Labs, IFP Film Week, Film Independent’s Fast Track, and received a Jerome Foundation and Cinereach grant.

David Seok Hoon Boo received his bachelor’s degree from Dongguk University’s Department of Film and
Digital Media and his master’s degree from San Francisco Art Institute. He has made 4 short films in Korea,
3 short films in the U.S. and has screened several films at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Junho is his first
independent featur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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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츄럴 라이트
Natural Light

는 독일의 소련 침공에 참여한다. 평범한 헝가리 농부였
던 이스트반 세메트카는 군인으로 징병 되어 저항 세력을
정찰하는 특수부대의 상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외딴 마
을로 가는 길에 그의 중대는 적의 공격을 받는다. 지휘관
이 살해당하고, 세메트카는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광
기에 빠져든 그의 중대를 이끌어야 한다. 데네스 나지 감
독은 영화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폭력의 도구가 되는지,
그가 그 길에서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해 묻고 싶었다고 한
다. 과연 인간은 거대한 구조의 피해자일 수밖에 없을까?
이 질문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과는 멀리 떨어져 있을
지라도, 하루하루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는 현재의 우리
에게도 유의미하다. 데네스 나지 감독은 헝가리 작가 팔
자바다의 동명의 장편 소설 중 일부를 각색해 이 영화를

[416] CGV3

10.25 13:30

10.26 19:00 GV

[509] CGV7

[810] SY

10.27 13:30

10.30 14:00 GV

KP
2021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ungary, Latvia, France, Germany | 2021 | 103min | Fiction | color | ⑫

제2차 세계대전, 점령당한 소련. 추축국의 일원인 헝가리

[309] CGV7

2021 Fajr Film Festival

World War II, occupied Soviet Union. As a member of
the Axis Powers, Hungary aids the Germany army in their
campaign in the Soviet Union. A Hungarian farmer named
István Semetka is drafted into the army, and serves as
a Caporal in a special unit scouting for partisan groups.
On their way to a remote village, his company falls under
enemy fire, and the commander is killed. It is then left
to Semetka to take commend of the unit overcome with
uncontrollable fear and madness. Director Dénes Nagy
based the script on the eponymous novel by the Hungarian writer Pál Závada. How do men become instruments of
violence? What choices do people make along the way?
Are humans bound to becomes victims of a huge system?
The film asks some significant questions to those of us
facing crossroads every day, albeit far removed from dire
circumstances of war.

만들었다.

이웃들
Neighbours

KP
2021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witzerland, Kurdistan | 2021 | 125min | Fiction | color | Ⓖ

2021 Shangh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80년대 초 시리아 국경 마을, 어린 세로는 처음으로 학교

In a Syrian border village in the 1980s, young Sero goes to
school for the first time. A stern and oppressive teacher
who wants to turn Kurdish children into strong Pan-Arab comrades is appointed. He forbids them to use the
Kurdish language and teaches them to hate Jews. Sero,
who has been close with a neighboring Jewish family for a
long time, is confused. With a sensitive sense of comedy
and satire, the film shows how absurd this violent world
is through the eyes of an innocent child who never stops
dreaming even in the darkest moments of a dictatorship.
It is painful to watch as Sero, a little child whose only
wish is to have a TV to watch cartoons, is forced to grow
up too fast as he comes to understand the pain of the
adults around him. The film was inspired by the director’s
autobiographical experiences. His retrospective gaze on
his bittersweet childhood overlaps with the ongoing Syrian
tragedy, and sheds light on a timely subject.

에 가게 된다. 어느 날, 쿠르드인 아이들을 든든한 범아
랍 동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강압적인 교사가 부
임한다. 그는 쿠르드어를 금지하고, 유대인들을 증오하도
록 교육한다. 이웃의 유대인 가족과 오랜 시간 친밀하게
지내온 세로는 혼란스럽기만 하다. 독재의 엄혹한 순간
에도 꿈을 꾸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 이
근엄하며 폭력적인 세계가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영화는
섬세한 유머와 풍자로 보여준다. 단지 만화를 볼 수 있는
텔레비전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던 이 어린아이가 점점 주
변 어른들의 고통을 이해해 가는 과정은 일찍 어른이 되
어 가는 아이를 보는 서글픔을 느끼게 한다. 영화는 감
독의 자전적 경험에서 영감을 얻었다. 그의 씁쓸하고 달
콤한 유년 시절에 대한 회고적 시선은 현재 진행형인 시
리아의 비극과 중첩되며 여전히 시의성을 가진 문제를 향
한다.

데네스 나지 Dénes NAGY

마노 카릴 Mano KHALIL

부다페스트 연극영화예술대학을 졸업했다. 그의 단편영화 ⟨소프트 레인⟩은 2013년 칸국제영화제 감독주간에

구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극영화 연출을 공부했다. 슬로바키아 TV에서 독립영화 감독으로 일했으며, 1996년부터

초청되었다. 그의 다큐멘터리 ⟨어나더 헝가리⟩는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최초 상영되었고, 그의 다큐멘터리 최신

스위스에 거주하며 제작사 프레임 필름에서 독립영화 감독이자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작인 ⟨함⟩은 제21회 사라예보영화제 다큐멘터리 경쟁섹션에 선정되었다.

Mano Khalil studied fiction film direction in the former Czechoslovakia. Worked as an independent film director for Czechoslovakian and later for Slovakian Television. Since 1996 lives in Switzerland, he has worked as
an independent film director and producer. He grounded the production film company Frame Film.

Dénes Nagy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Theatre and Film Arts of Budapest. His short fiction Soft Rain
was premiered at the 45th Directors’ Fortnight in 2013. His documentary Another Hungary had its premiere
at the 43rd IFF Rotterdam, while his latest documentary Harm at the Documentary Competition of the 21st
Sarajevo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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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 닥터
The Night Doctor

은 약사인 자신의 사촌에게 부탁을 받고 약물 중독자들
에게 마약의 효과를 대신할 수 있는 약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행하고 있다. 한편 그는 아내 몰래 사
촌의 동료 약사와 위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어느 날
사촌은 그에게 헤로인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환각 작
용으로 위험성 높은 약물의 처방전 발행을 부탁하고, 이
를 거절한 미카엘은 약물 밀매 일당에게 협박을 당하기
시작한다. 오늘 밤, 그는 그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
아야 한다.
영화는 대낮의 빛에 가려 보이지 않다가 어두운 밤의 세
계에서 비로소 얼굴을 드러내는, 사회의 은폐된 사람들

[304] CGV7

10.24 16:00

10.25 10:30

[719] CGV4

[704] CGV7

10.29 20:00

10.29 10:00

KP
2021, 2020 Cannes Film Festival

France | 2020 | 82min | Fiction | color | ⑮

파리 외곽 지역에서 야간 진료를 전담하는 의사 미카엘

[216] CGV7

2021 Shangh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ikaël is a night doctor who treats patients from underprivileged neighborhoods in Paris. His pharmacist cousin
makes him issue fraudulent prescriptions for alternative
drugs. Meanwhile, he is embroiled in a dangerous affair
with his cousin’s colleague. One day, his cousin asks him
to issue a prescription for a high-risk drug with powerful
hallucinogenic effects that could replace heroin. When
Mikaël refuses to do so, he begins to receive threats from
the drug traffickers. Tonight, he has to reclaim control
over his life. The film creates a new portrait of Paris by
delving into stories of those who are invisible in daylight
and only reveal themselves in the dark of night. Vincent
Macaigne, a muse for young French directors, leaves a
lasting impression as a man in crisis.

퀸 오브 글로리
Queen of Glory
USA | 2021 | 78min | Fiction | color | Ⓖ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오하이오로 이주할 준비를 하던
가나 이민자 출신의 사라는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소원
하던 어머니가 사망 소식을 듣게 되고, 어머니가 운영하
던 기독교 서점을 물려받게 된다. 장례를 가나식으로 치
루기 위해 준비하며, 서점을 처분하려는 사라. 그러나 가
나 출신 친척들과 서점 점원 핏과의 만남은 사라의 계획
을 어긋나게 한다. ⟨퀸 오브 글로리⟩는 가나의 문화적 전
통을 많은 부분 고수하고 있는 부모 세대와 미국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이민자 2세대에 대한
고전적 이야기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어머니가 이민의 땅
에서 만들어낸 작은 공동체와 사라가 속한 대도시 문화
사이의 충돌을 그리고 있다. 이 충돌은 때로는 웃음과

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과는

공감을, 때로는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사라의 변화를 일

완전히 다른, 파리에 대한 새로운 초상을 만들어 낸다. 프

으키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사라의 애도를 돕는다. 나

랑스 젊은 감독들의 ‘뮤즈’라 할 수 있는 빈센트 맥케인의

나 멘사 감독은 영화의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주인공인

위기의 남자 연기가 깊은 여운을 남긴다.

사라 역을 연기했다.

Sarah, a Ghanaian immigrant who is preparing to move to
Ohio to follow the man she loves, suddenly learns that her
long-lost mother has passed away. Sarah suddenly has
to take over the Christian bookstore her mother left her.
While preparing the funeral for it to be held in Ghanaian
tradition, Sarah tries to sell the bookstore. However, after
meeting her Ghanaian relatives and bookstore clerk Pitt,
nothing seems to go according to what Sarah planned.
Queen of Glory follows the classic story of a second-generation immigrant who is confused about her identity and
experiences clashes with her parents’ generation. The film
also depicts the clash between her mother’s closely-knit
community of immigrants with the city culture Sarah is
accustomed to. This clash sometimes evokes laughter and
empathy and at other times inspires Sarah to change and
helps her to mourn her mother’s death. Director Nana
Mensah wrote the screenplay for the film and played the
main character, Sarah.

엘리 와주망 Elie WAJEMAN

나나 멘사 Nana MENSAH

단편 ⟨로스 앤젤레스⟩를 필두로 감독 생활을 시작했다. 2011년, 피오 마르마이 주연의 ⟨알리야⟩로 장편 데뷔를 했

가나계 미국인 작가, 감독, 프로듀서, 배우. 장편 데뷔작 ⟨퀸 오브 글로리⟩의 각본, 프로듀싱, 그리고 연출은 물론

고, 이 영화를 통해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아 칸국제영화제 감독주간에 선정되었다. 두 번째 장편 ⟨스파이: 디 오

출연까지 도맡아 진행했다. 넷플릭스의 6부작 코미디 시리즈 ⟨더 체어⟩에서 산드라 오와 밥 발라반의 상대역을 연

리지날⟩으로 칸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의 54번째 막을 열었다.

기했다.
St

ph

e

프리미어 기프 Premiere G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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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e Wajeman began his career as a filmmaker with his short film Los Angeles . In 2011, he directed his debut
feature, Alyah starring Pio Marmaï. The film met critical acclaim and was selected at the Directors’ Fortnight
in Cannes. His second feature, Les Anarchistes , opened the 54th edition of La Semaine de la Cri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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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ribeca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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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 Mensah is a Ghanaian-American writer, director, producer, and actress. Queen of Glory marks Mensah’s
directorial feature debut. Mensah starred in the film, which she also wrote, produced, and directed. Mensah
appears in a series regular role opposite Sandra Oh and Bob Balaban in Netflix’s six-episode half hour comedy
series The Chair .

국제장편경쟁 International Narrative Featur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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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파일럿
Copilot

KP
2021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Germany, France | 2021 | 118min | Fiction | color | ⑮

90년대 중반, 독일. 터키 출신의 학생 아슬리와 전쟁을
피해 독일로 온 레바논 출신의 카리스마 넘치는 사이드
‘기프 신작전’의 영문 제목, ‘Discover GIFF’, 즉 ‘강릉국
제영화제를 발견하라’는 관객과 전 세계 감독들에게 보내
는 초대장이자 새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영화 광장이
되겠다는 강릉국제영화제의 제언이다.
올해 ‘기프 신작전’에서는 총 37편의 장,단편 신작을 선보
인다.
우선 이 섹션에서 소개되는 단편영화들은 유사한 주제
를 다루거나, 비슷한 문화적 지형을 공유하는 감독들의
작품들을 묶음으로 구성했다. 총 6개의 단편묶음으로
이루어진 ‘기프 신작전’의 단편영화들은 짧은 러닝타임에
도 불구하고, 찰나의 순간을 긴 여운으로 기억하게 하는
내용적, 미학적 성취를 이루고 있다.
‘기프 신작전’의 장편 부문에서는 영화 팬들의 기억 속에
뚜렷이 각인된 감독들의 최신작들과 신예 감독들의 탄탄
한 데뷔작들을 소개한다. 전작들의 완성도로 인해 가졌
을 기대감을 때로는 이전에 다뤘던 주제의 변주와 고유
의 색깔을 드러내면서,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와 미
학으로 충족시켜 주는 작품들이 소개된다. 한편 아직은

GIFF’s section devoted to new films is titled “Discover
GIFF” in English. This exhibition is an invitation to audiences and directors around the world hoping they will “discover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e have
prepared this section with the confidence that GIFF shall
become the ideal platform to introduce new works to movie
lovers all over the world.
In this year’s Discover GIFF, a total of 37 new feature and
short films will be presented.
First, the short films introduced in Discover GIFF consist
of works by directors with similar themes or cultural landscapes. The short films of Discover GIFF are curated as six
groups, creating lingering emotions via content and visuals.
Second, the feature section of Discover GIFF introduces the
latest films of established directors as well as well-recognized debut films of new directors. Some of the films show
their unique perspective or variation on previously covered
themes; others show completely new themes and aesthetics. The premiers of new directors who are starting their
journey into movie history are ready to meet our audiences.

는 파티에서 만나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진다. 두 연인은
아슬리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다. 그들의
험난한 사랑은 아름답게 해피엔딩을 맞는 것 같다. 여기
까지 영화는 고전적인 사랑 이야기의 형식을 따른다. 하
지만 이후, 전개되는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인
다. 아슬리는 결혼 후 점점 이슬람 극단주의에 경도되는
사이드와 갈등을 빚기 시작하고 사이드는 어느 날 홀연
히 사라진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 뒤, 영화는 세계를 뒤흔
들 충격적인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반부의 사랑 이야
기가 토대가 됨으로 인해 이 반전은 더 소름 끼치는 충격
으로 다가온다. 전작 ⟨24주⟩로 한국 영화 팬들에게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앤 조라 베라치드 감독의 최신작인

Mid 1990s, Germany. Asli, a student from Turkey, and
Saeed, a charismatic Lebanese refugee, meet at a party
and fall in love at first sight. The two lovers get married
despite Asli’s mother’s opposition. Their love story, though
rough seems to be headed for a happy ending. So far, the
film follows the format of a classic love story. However,
the story takes a sudden and drastic turn. Asli begins to
have marital problems with Saeed, who is more and more
absorbed with Islamic extremism. Saeed suddenly disappears one day. After a series of events, the film is building
up for an unimaginable shocking twist. The twist is even
more horrifying due to the contrast of the love story in
the first half of the film. Director Anne Zohra Berrached’s
previous film 24 Weeks was a sensation among Korean
fans. Her latest film, Copilot is a special attempt to paint
a terrorist from the wife’s perspective, blind with love.

⟨코 파일럿⟩은 인간의 사랑이 때로는 증오와 파괴와도
맞닿아 있음을 통렬히 성찰하게 한다.

앤 조라 베라치드 Anne Zohra BERRACHED
독일 에르푸르트에서 태어난 앤 조라 베라치드는 바뎀 뷔르템부르크 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하였다. 앤의 첫 장편영

Discover GIFF! Open your eyes to new possibilities.

화 ⟨투 머더즈⟩는 63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고, 두 번째 장편영화 ⟨24주⟩ 또한 66회 베를린

낯선 이름이나 세계 영화사에 새로운 이름을 쓰기 시작

국제영화제에서 독일예술영화 조합상을 받았다.

한 미지의 감독들의 데뷔작들이 관객을 만날 예정이다.

Born in Erfurt, Germany, Anne Zohra Berrached graduated from the Baden-Württemberg Film Academy. Her
first feature film Two Mothers won for Best Screenplay at the 63rd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her
second feature film 24 Weeks won the Guild of German Art House Cinemas award at the 66th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Discover GIFF! 기프를 발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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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멍굴너머
Beyond Fest

알렉시스, 쿠바 댄서
Cuban Dancer

Korea | 2021 | 68min | Documentary | color | Ⓖ

귀농 청년의 논밭이자 산속 오지의 청정구역 너멍굴, 비
어 있던 땅에 ‘너멍굴영화제’라는 이름을 걸고 호기롭게
시작한 축제는 어느덧 3회 째가 되었다. 허점투성이였던
영화제가 점점 모습을 갖춰갈 즈음, 현실보다 낭만을 외
치며 영화제를 기획했던 청년들 또한 하나둘 변해간다.
땅의 주인은 더 이상 자신의 논밭 너멍굴을 놀릴 수 없
어 너멍꾼 탈퇴를 선언하고, 남은 너멍꾼들은 새로운 장
소와 의미를 찾기 위해 분투한다. 너멍굴을 떠난 이 영화
제가 의미가 있을까? 또 앞으로 계속될 수 있을까? 벌써
2년에 걸친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두 함께
모여 영화를 보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제
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영화 ⟨너멍굴너머⟩는
관객이 모인 곳이 극장이 되고, 그곳에서 소통하는 관객
이 모여 영화 공동체가 되고, 함께 하는 축제가 되는 영

WP

A film festival is held in Neomeonggul, the farmland of
a return farmer, a green area in the backwoods country.
The Neomeonggul Film Festival reached its third anniversary since its gallant departure. During the course
of which the half-fledged film festival turns into a solid
event, the youth in charge of it have second thoughts
on the romance they sought in exchange for reality. The
return farmers eventually declare their renouncement of
the site, and the remaining youth struggle in pursuit of a
new place and meaning. Will the festival still carry significance if it relocates from Neomeonggul? Will it persist?
After going through two full years of the pandemic, we
desperately yearn for a film festival where we can round
up to appreciate and have a talk about films. Beyond Fest
ruminates over the true essence of film festivals. Here,
the audience’s gathering place becomes a theater, and the
audience interact to form a film collective.

화제의 본래적 의미에 대해 되새기게 하는 영화다.

106

Canada, Italy, Chile | 2020 | 98min | Documentary | color | Ⓖ

15살 알렉시스는 하바나의 쿠바 국립발레학교의 촉망받
는 무용수다.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한 알
렉시스는 멋진 미래를 꿈꾸고 있다. 더 전문적인 발레 교
육과 더 큰 세상을 꿈꾸며 알렉시스는 플로리다 발레학
교에 입학하기 위해 슬프지만 들뜬 마음으로 고향 하바
나를 떠난다. 하지만 낯선 환경과 새로운 교육 시스템에
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한없이 위축되
고 고향에 대한 향수에 힘들어하는 알렉시스. 그는 이제
혼자 힘으로 적응을 해야 하며, 자신을 증명해 내야 한
다. 로베르토 살리나스 감독은 5년에 걸쳐 이 영화를 촬
영했다. 그 긴 시간 동안 감독과 알렉시스가 만들어낸 유
대관계는 영화 속에 그대로 오롯이 새겨져 있다. 이 다큐
멘터리는 글자 그대로 알렉시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게

AP
2021 Visions du Réel
2021 DocsBarcelona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15-year-old Alexis is a promising dancer of Havana’s Cuban National Ballet School. Well aware of his talents, he
dreams of a grand future ahead of him. Thus, he leaves
his hometown Havana to receive a quality education and
step into a bigger world at a ballet school situated in Florida. But unfamiliar surroundings and a new educational
system hinders Alexis from settling in. Intimidated and
homesick, he has no choice but to adapt and prove he has
what it takes. Director Roberto Salinas invested five years
in the shooting of this film. The intimacy between Salinas
and Alexis is evident in the film as this documentary literally accompanies Alexis’ growth process. Cuban Dancer
uses graceful and elegant dance sequences to tell the
touching story of Alexis’ boldness to thrust himself into
his own fate.

한다. 유려한 댄스 시퀀스와 자신의 운명을 향해 도약하
는 알렉시스의 용기가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허건 HUH Gun

로베르토 살리나스 Roberto SALINAS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였다. 단편 ⟨메이데이⟩를 시작으로 영화 연출을 시작하였으며, ⟨무기들의 시간⟩으로 제12

장편 다큐멘터리, 광고, 방송에 걸쳐 다수의 작품에서 다큐멘터리 감독과 촬영 감독으로 지냈다. 최근에 연출한

회 서울세계단편영화제에서 금상을 받았다.

다큐멘터리 ⟨트러블메이커⟩는 제16회 뉴욕 하바나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었다. 주로 사회문화적 문제를 다룬 작

Huh Gun majored in history in college. He began directing with his short Mayday , and received the Gold Prize
at the 12th Seoul World Short Film & Video Festival with Weaponless .

품들을 연출한다.

프리미어 기프 Premiere GIFF

Salinas has worked as a documentary director and D.O.P. on numerous productions including feature documentaries, commercials, and TV series. His previously directed documentary The Troublemaker, Behind the
Scenes of the United Nations was an official selection of the 16th Havana Film Festival New York. His work is
focused mainly on social and cultural issues.

기프 신작전 Discover G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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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
The Day is Over
China | 2020 | 109min | Fiction | color | Ⓖ

중국 산골 마을. 12살 소녀 지앙은 누군가가 그녀에게 남
긴 외설스러운 쪽지를 발견하고 범인을 찾아내려 급우의
가방을 뒤진다. 하지만 도둑질로 오인 받고, 선생님과 급
우들의 질타에 시달리게 된다. 상황은 악화되기만 하고,
지앙은 돈을 벌러 도시로 떠난 아빠를 찾으면 그가 자신
을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기 시작
한다. 그녀의 결백을 믿는 친구들이 도시로 떠나려는 지
앙의 여비를 모으기 위해 노력한다. 중국어 제목 ‘연못’은
영화의 결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영화 속에
서 아이들을 품는 것은 오직 연못 뿐이다. 어른들이 아이
들을 보호해 주지 못할 때,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
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언제나 슬프다. 다큐멘터
리 작업을 해온 기 루이 감독의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넘나드는 연출력이 돋보인다. 영화의 어린 배우들은 마치

[107] CGV3

[120] CGV4

10.23 14:00

10.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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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CGV7

10.28 20:00

10.28 17:00

KP
2021 Rotterda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1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 remote country village in China. Twelve-year-old Jiaxing
discovers a suggestive slip of paper that had been sent to
her and starts going through her peers’ bags to find the
culprit. But in reverse, she gets mistaken as a thief and is
criticized by her teacher and classmates. As the situation
worsens, Jiaxing starts believing she’ll be able to escape
the matter if she finds her father who left town to make
money in the city. Jiaxing and her close friends struggle to
save up for her road trip. The film’s Chinese title, “池塘
(Pond)” is precisely linked with the film’s ending since the
pond is what embraces children. It’s always distressing to
witness children defending themselves due to the absence
of adults. Documentary filmmaker Qi Rui’s cross-feature/
documentary directing stands out in the film. The child
actors in the film also act beautifully as if they aren’t acting but living their own lives.

균열
The Divide

AP

France | 2021 | 98min | Fiction | color | Ⓖ

10년을 함께 보낸 라파엘과 쥴리는 이별을 앞두고 있다.
그녀들의 애정전선의 균열은 마침 프랑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균열과 시점을 같이하고 있다. 노란 조끼
(Gilet Jaune) 시위가 한창인 파리, 쥴리를 쫓아가던 라
파엘은 넘어져 팔에 골절상을 입고 응급실로 후송된다.
마침 병원 정신과의 휴진으로 정신과 환자들이 밀어닥치
고, 시위에서 부상당한 사람들이 밀려들면서 병원은 아
수라장이 된다. 이 혼란의 한복판에서 라파엘은 시위에
참가했던 부상당한 운송 노동자 얀을 만난다. 시위에 대
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화이트칼라 라파엘과 블루칼
라 얀의 이 만남은 소란스러운 소동으로 이어진다. 카트
린 코르시니 감독의 이 사회성 짙은 코미디는 커플의 균
열과 주인공의 팔의 골절상으로 인한 신체의 균열 그리고
사회의 균열이 야기하는 예기치 못했던 상황의 현기증 나

본인의 삶을 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카메라

는 중첩을 통해 사실은 그들이 모두 이어져 있음을 역설

앞에서 자연스러운 연기를 펼친다.

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Raphaëlle and Julie are about to break up after 10 years of
love. While their relationship is falling apart, the Parisian
society experiences a crack as well. Amidst a gilet jaune
demonstration, Raphaëlle following Julie falls and is taken
to a hospital emergency room with a fractured arm. The
psychiatry department is closed for the day, but a lot of
psychiatric patients come to the hospital. People hurt
during the demonstration flood the hospital as well, causing a total chaos. There, Raphaëlle meets Yann, a wounded truck driver, who joined the demo. Their conflicting
views of the demonstration, or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a white-collar man and a blue-collar man, leads to
another fuss. This deeply social comedy film elaborately
connects fractures of a relationship, an arm, and the
society with unexpected incidents, revealing that they are
paradoxically all connected in their world.

기 루이 QI Rui

카트린 코르시니 Catherine CORSINI

북경전영학원에서 촬영을 전공하였고, 2001년부터 다큐멘터리 연출을 시작하였다. 그는 촬영감독으로 ⟨더 선플

프랑스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배우다. 1982년부터 15편의 영화를 연출했다. 2001년 ⟨리플라이⟩, 2012년 ⟨쓰

라워즈⟩에 참여했으며, 2006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아카데미 참가자로 선발되었다. 그의 장편 극영

리월드⟩가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2015년에는 ⟨썸머타임: 아름다운 계절⟩로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피아

화 데뷔작인 ⟨연못⟩은 핑야오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자 그란데상을 수상했다. 코르시니는 2016년 칸국제영화제의 황금 카메라상의 심사위원장으로 초청됐다.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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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 Rui studied cinematography at the Beijing Film Academy and has engaged in documentary filmmaking
since 2001. He was the director of photography and art for The Sunflowers , and was selected for the AFA
Training Program of the 2006 Busan Film Festival. His directorial debut feature, The Day is Over , won Workin-Progress Jury Award at the third Pingya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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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annes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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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rine Corsini is a French film director, screenwriter and actress. She has directed 15 films since 1982. Her
film Replay was entered into the 2001 Cannes FF. Her film Three Worlds competed at the 2012 Cannes FF.
In 2015, she won the Variety Piazza Grande Award at the Locarno Festival for her film Summertime . She was
announced as the President of the Jury for the Caméra d’Or prize at the 2016 Cannes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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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요소
The Element of Hope

포레스트 - 아이 씨 유 에브리웨어
Forest - I See You Everywhere
WP

Korea | 2021 | 83min | Fiction | b&w | Ⓖ

⟨희망의 요소⟩는 세상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차단되어 마
치 자신이 집의 일부인 듯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
의 이야기다. 그는 구직을 하고 있지만 희망적이지 않은
듯하다. 그가 하루에 만나는 유일한 사람은 아내. 그러나
그와 아내와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의 아내
는 남편과의 관계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대학교 교
직원인 아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듯하다. 영화 속
에서 남자는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눈치챌 만큼
심하게 나는 하수구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한다. 그는 오랜
시간 냄새에 노출되어 후각이 마비된 사람처럼 집안 가득
풍기는 절망의 공기에 마비되어 있다. 그는 그저 오늘도
아내가 먹지도 않는 아침 밥상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
래를 한다. 그가 이 닫힌 세계에서 나는 냄새가 어떤 것
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곳을 나서야 한다. 아내와 그의 관

The Element of Hope is the story of a man who is completely cut off from the world and lives a life of isolation
as if he were part of the house. He is looking for a job but
does not seem hopeful. The only person he meets every
day is his wife. However, communication between him and
his wife is hard. His wife thinks their relationship has no
hope. His wife, who is a faculty member at the university,
appears to be dating another man. In the movie, the man
cannot smell the sewage stench that anyone that visits
notices immediately. Despair hangs over this household,
just like the stench that has paralyzed the man’s sense of
smell after being exposed for so long. He prepares breakfast for his wife that she will never eat. He cleans and
does the laundry. He needs to leave this house to smell
the stench, reset his sense of smell in the outside world.
He needs to go out in the world to understand what went
wrong in this relationship with his wife.

계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는 이제 세상

Hungary | 2021 | 114min | Fiction | color | ⑫

베네덱 플리고프 감독에게 국제적 명성을 가져다주었던
초저예산 장편 데뷔작 ⟨숲⟩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된 다양한 관계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각 에피소드의 모음은 시작과
끝이 있는 단편영화의 묶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
다. 우리는 각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 갑자기 등장인물들
의 대화 중간에 불쑥 끼어든 것 같은 처지가 된다. 앞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는 관객 스스로가 퍼
즐의 조각을 맞추듯 유추해야 한다. 또한 에피소드 간의
연결고리도 명확하지 않다. ⟨숲⟩에서 베네덱 플리고프 감
독의 스타일이었던 등장인물들을 밀폐된 장소에서 핸드
헬드 카메라로 가두어 놓는 방식은 이 영화 속에서 더 강
화되어 시도된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숲이 그 속에 있을
때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영화를 감상한 후 한 걸음 떨어

KP
2021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1 IndieLisboa International Independent Film Festival

This film can be seen as a follow-up to Forest , the first
feature film from Bence Fliegauf, which had a very low
budget but brought him international fame. The film consists of seven episodes describing diverse people in relationship crises. Each episode begins and ends in a manner
that isn’t immediately clear to the viewer. At the start of
each episode, the audience feels as if they have barged
into the conversation of the characters in the movie. The
viewers are put in a situation where they should guess
what the characters were talking about before they joined
the conversation. The connecting links between the episodes are unclear. Fliegauf’s style of putting characters in
a closed place and filming them with handheld cameras,
which appeared in Forest , has intensified in this film. A
large forest is seen from everywhere but can’t be seen
when we’re in it. This film is like a forest. Take one step
backward and look at the film again after watching it.

져 이 영화가 만들어가는 숲을 보아야 할 것 같다.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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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영 LEE Weonyoung

베네덱 플리고프 Bence FLIEGAUF

이원영은 ⟨낮달⟩, ⟨만추⟩ 등의 단편영화를 연출하였다. 그의 첫 장편 영화 ⟨검은 여름⟩은 제22회 부산국제영화

작가, 감독, 미술감독이자 사운드디자이너이다. 그의 장편영화 ⟨숲⟩, ⟨더 딜러⟩, ⟨바람처럼⟩, ⟨릴리 레인⟩은 베를린

제 ‘한국영화의 오늘’ 부문에 초청됐으며, 2019년 극장에서 개봉했다.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은하수⟩는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황금표범상을 받았다.

Lee Weonyoung has directed short films including Drink in the Middle of the Day and Farewell . His first feature film Black Summer was invited to the ‘Korean Cinema Today’ section of the 22nd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was released in theaters in 2019.

Bence Fliegauf is a writer, director, production designer and sound designer. His feature film Forest , The
Dealer , Just the Wind , Lily Lane were selected for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Milky Way won
the Golden Leopard, the top prize at the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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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만난 사계절
Four Seasons in a Day

때,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북아일랜드와 회원국으로 남
아 있는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매일 넘나들며 사람들
을 실어 나르는 칼링포드 페리호를 이용하는 승객들을
포착한다. 당일치기 여행자들, 가족들, 노동자들, 모든
것이 일상적이고 평온해 보인다. 정치가 그어 놓은 경계선
은 바닷속에 숨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적인 대화 사이로, 현재의 상황과 미지의 위협
에 대한 불안감들이 은연중에 떠오른다. 유럽연합에 남
느냐, 남지 않느냐, 이 둘 사이의 선택은 모두에게 미래에
대해 똑같이 큰 물음표를 만든다. 넓은 바다를 건너는
짧은 여정은 육지에서와는 조금은 다른 생각들과 감정
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영화는 이 사람들의 일상과 생
각이 이 가상의 경계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바탕

[110] SY

10.24 13:30

10.23 13: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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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DAN

10.27 20:00

10.24 10:30

AP
2021 Hot Docs Canadian

Belgium, Norway, Croatia, Lithuania | 2021 | 78min | Documentary | color | Ⓖ

⟨하루에 만난 사계절⟩은 브렉시트에 대한 논쟁이 뜨거운

[210] CGV7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Four Seasons in a Day captures passengers on the Carlingford ferry. Every day, the Ferry carries people across
the border between Northern Ireland, which has left the
European Union, and Ireland, which remains a member of
the union. Daytime travelers, families, workers, and everything seem routine and peaceful. The political boundary
seems to be hiding beneath the sea. But between their
everyday conversations, the current situation and anxiety
about unknown threats creep up. The choice between
Brexit or not creates an equally big question mark to them
and about their future. The short journey across the vast
ocean seems to evoke thoughts and emotions different
from those from the land. The film depicts mosaic-like
portraits of people sharing the same space based on how
these people’s daily lives and thoughts are connected to
this invisible political boundary.

강원도
Gangwon-do
WP

Korea | 2021 | 96min | Fiction | color | Ⓖ

⟨강원도⟩는 겨울 강원도에서 벌어지는 두 개의 스토리
가 불규칙하게 교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입대를 앞
둔 한 젊은 남자는 아버지를 찾아 철원에서 속초까지 여
행을 떠난다. 한편 억압적인 남편으로부터 도망친 여자는
우연히 만난 남자의 도움을 받아 속초에서 철원 고향 집
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같은 공간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무관한 듯 펼쳐진다. 박기용 감
독은 영화를 구상하며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떠
올렸다고 한다. 이 영화에서 소설과 유사한 요소들을 발
견할 수 있다. 생면부지의 아버지와 아들, 소설 속 어머니
와 비슷한 처지에서 도망 나온 여자. 그러나 ⟨강원도⟩는
소설의 충실한 각색과는 거리가 멀다. ⟨강원도⟩는 인물
들의 이야기보다 강원도라는 공간에 대한 영화라 할 수
있다. 그들이 지나가는 이 공간은 군사 분계선 인접지역

으로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자이크 같은 초

으로써 한국사의 무게가 층층이 배어 있다. 영화 스토리

상화를 그린다.

너머, 이곳을 살아간 사람들의 기억들이 희미하게 떠오

Two stories take place in Gangwon-do during the winter
intersect with each other. A young man who is about to
enlist in the military goes on a trip from Cheorwon to
Sokcho in search of his father. Meanwhile, a woman who
is running away from her oppressive husband returns to
her hometown in Cheorwon from Sokcho with the help
of a stranger. The story of two people moving in opposite
directions in the same space unfolds as if they are unrelated. Director Park was inspired by Lee Hyoseok’s When
Buckwheat Flowers Bloom . Elements similar to the novel
can be found in the film such as a father and son who
are separated and a woman who escaped from a situation
similar to on that the mother faced in the novel. This film
is about the space of Gangwon-do rather than the stories
of the characters. The space they pass through is an area
adjacent to the 38 parallel that separates the two Koreas. The living past of Korea permeates this space. The
storyline of this film is just a representation of the many
memories that have witnessed this time and space.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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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너벨 버베크 Annabel VERBEKE

박기용 PARK Kiyong

벨기에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이다. 애너벨은 2010년 브뤼셀의 왕립연극영화학교를 졸업하였고, 그의 졸업영화

1997년 장편 데뷔작 〈모텔 선인장〉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 커런츠상을 수상하고 프리보그국제영화제 심사

⟨칠드런 오브 더 씨⟩는 8개의 상을 받았다. 그녀의 다음 영화 ⟨위 윌 리멤버 뎀⟩은 2018년 비전뒤릴영화제의 폐막

위원상, 로테르담국제영화제 국제평론가협회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후 ⟨낙타(들)⟩, ⟨두려워하지 마라⟩ 등 여러 작

작으로 선정되었다.

품을 연출하였다. 현재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영화학과 주임 교수다.

Annabel Verbeke is a Belgian documentary filmmaker. In 2010, Annabel graduated at RITCS Film School in
Brussels. Her graduation film Children of the Sea won 8 international awards. Her next film We Will Remember Them was the closing film of Visions Du Réel 2018.

With his feature Motel Cactus , Park Kiyong received the New Currents Award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ury Award at the Fribour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FIPRESCI Prize Special Mention at the
Rotterda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ince then, he has directed several films including Camel(s) and Fear
Not . He is currently the head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Film at Dankook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Culture, Arts, and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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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국도
Route 1

희망의 학교
School of Hope
WP

Korea | 2021 | 78min | Fiction | b&w | ⑫

사채업자에게 고용된 남자는 어느 병든 아빠가 빌린 돈
을 제때 갚지 못하자 그 딸을 고모에게 데려다 준다는 구
실로 데리고 나온다. 그러나 그는 여자를 윤락가에 곧 팔
아넘길 예정이다. 여자는 그 사실을 알지만, 자신의 운명
에 대해 완전히 체념한 듯하다. 그런 그들 앞에 넉살 좋
은 한 남자가 등장하고 막무가내로 그들과 동행하게 된
다. 그들을 실은 차가 1번 국도를 달린다. 영화 속의 1번
국도는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전라남도 목포까지 연결되
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국도다. 그 길은 더 이상 갈 수 없
는 끊어진 길이며, 완성할 수 없는 종단이고, 불가능한
마침표가 된 지 오랜 길이다. 평택의 대추리에서부터 파
주의 군사 도로까지, 그 길 곳곳엔 가까운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울음소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떠나갈 곳도 찾
지 못하고 돌아갈 곳도 잃어버린, 버려지는 것에 익숙한

As a man fails to repay his loans, his daughter is taken by
another man hired by the loan shark. She is told he will
take her to her aunt. But he plans to sell the daughter to
a brothel. She knows this and seems to have accepted this
as her fate. A good-natured man appears accompanies
them suddenly without their consent. They take route 1
and ride on. Route 1 in the movie is the first national road
in South Korea that connects Sinuiju, the furthest northern point of North Korea to Mokpo, the furthest southern
point of South Korea. It is now a divided road that can
no longer be taken, an incomplete and impossible ending
for so long. From Daechu-ri in Pyeongtaek to the military
road in Paju, the tragic cries of our modern history still
linger on this road. The people are used to having no
place to go, no starting point, used to being lost and being forgotten. These people are somewhat like this road.

사람들. 그 길과 그들은 어딘가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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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2021 Hot Docs Canadian

Finland, France, Morocco | 2020 | 78min | Documentary | color | Ⓖ

모로코 아틀라스 산맥 동쪽의 광활한 사막. 주기적인 비
와 눈으로 가축을 부양할 수 있었던 이 지역은 기후변화
로 인해 가뭄이 끝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땅속 진흙 구덩
이에서 식수를 구하기 위해 수 마일을 걸어야 하고 유목
생활은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 지역의 울라드 부카이스
부족도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을 해야 할 필요
성에 직면한다. 부족의 부모들은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
가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작은
학교를 세운다. 모하메드 엘 아부디 감독은 3년에 걸쳐
⟨희망의 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촬영했다. 아이들은
당나귀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또는 걸어서 학교에 간
다. 정부의 무관심에 젊은 교사는 아이들을 도우려 전기
도 없는 학교에서 홀로 싸울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이
교사의 이타심과 희생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일까?
영화가 남기는 질문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A vast desert, east of the Atlas Mountains in Morocco,
where regular rain and snow used to allow livestock to
grow well, now is suffering from never-ending drought
due to climate change. People have to walk miles to get
drinking water from mud pits. Their nomadic life becomes
almost impossible now. The Oulad Boukais tribe in the
region is facing the need to adapt to the changing environments and settle down. Parents in the tribe set up a
small school hoping that education would help the next
generation prepare for a new way of life. The director of
this film, Mohammed El Aboudi, filmed teachers and students of School of Hope for three years. Children come to
school by riding donkeys, bicycles, or on foot. Due to the
government’s indifference, young teachers are forced to
fight by themselves at the school, where there is no electricity, to help their children. Until when should we leave
everything to these teachers’ altruism and sacrifice? The
film leaves heavy questions to us.

강경태 KANG Kyungtae

모하메드 엘 아부디 Mohamed El ABOUDI

학부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하였다. 2014년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장편 옴니버

모로코 태생. 호주의 본드대학교 영화방송 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핀란드에 거주하며, 2006년에 핀란드

스 ⟨오늘영화⟩에 각본 및 감독으로 참여하였다.

방송사 YLE에서 ‘최우수다큐멘터리감독상’을 수상하였다. 다큐멘터리 작품 ⟨댄스 오브 아웃로스⟩는 로카르노국

Kang Kyungtae majored in anthropology as an undergraduate and film studies in graduate school. He served
as a screenwriter and director for the feature-length omnibus Today’s Movie , which was the opening film of
the 2014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되었다.

프리미어 기프 Premiere GIFF

Mohamed El Aboudi was born in Morocco and graduated from Bond University, Australia with a degree of
Master of Film and Television. He currently resides in Finland, and was awarded in 2006 as the best and most
experienced documentary director by the Finnish Broadcasting Company YLE. His long documentary, Dance
of Outlaws had its world premiere at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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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리스의 하늘 아래
Skies of Lebanon
France | 2020 | 90min | Fiction | color | Ⓖ

1950년대. 앨리스는 그녀의 지겨운 고향 스위스를 떠나
햇빛이 내리쬐고 활기가 넘치는 땅 레바논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최초로 레바논인을 보낼 우주선 개발
의 꿈을 갖고 있는 천체물리학자 조셉과 사랑에 빠지고,
금세 가족을 이룬다. 그러나 가족과 달콤한 일생을 보내
길 몇 년, 레바논에서 시작된 내전은 그들의 파라다이스
를 위협한다. 클로에 마즐로 감독의 첫 번째 장편영화인
⟨앨리스의 하늘 아래⟩는 감독의 할머니의 자전적인 이야
기로부터 시작되었다. 자유의 공기가 머물던, 그러나 이제
는 파괴되어 버린 레바논을 영화는 판타지적이면서도 애
수에 찬 회상의 시선으로 그린다. 영화는 현실 이미지와
스톱 모션 이미지를 섞는 독특한 방식으로 연출됐다. 스
톱 모션이 만들어 내는 동화적인 분위기는 레바논 내전

[203] CGV4

[413] CGV7

10.24 10:00

10.26 16:00

[822] CGV7

[613] CGV4

10.30 20:00

10.28 16:30

KP
2021 San Francisc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0 Cannes Film Festival

The 1950s. Alice left her boring hometown of Switzerland
for the sunny and vibrant land of Lebanon. There, she
falls in love with astrophysicist Joseph, who dreams of developing a spacecraft that will send the first Lebanese into
space. Alice and Joseph quickly form a family. However,
after a few sweet years, a civil war in Lebanon threatens
Alice and Joseph’s paradise. Skies of Lebanon is director
Chloé Mazlos’s first feature film. It was inspired by an
autobiographical story of the director’s grandmother.
The film depicts Lebanon, once free, but now destroyed,
through a magical and sad perspective. The film is directed in a unique way that blends real images with stop
motion images. The fairy tale atmosphere created by stop
motion techniques is gradually destroyed by real images
of the civil war in Lebanon.

이라는 현실 이미지에 의해 점점 파괴될 운명이다.

별은 우리를 기다려
Stars Await Us

KP
2020 Pingya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hina | 2020 | 146min | Fiction | color | ⑫

장 다레이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인 ⟨별은 우리를 기다
려⟩는 마치 몇 개의 조각을 잃어버린 퍼즐처럼 구성되어
있다. 그 조각들을 관객은 영화 속에서 찾아야만 한다.
수십 년 전 러시아인, 중국인, 한국인이 살았던 동북아시
아. 쿠프치노에서 영향력 있는 밀수업자였던 마는 몇 년
의 감옥생활 후 새해 전날 출소한다. 마는 옛 여자친구를
다시 만날 희망을 품고 자동차 수리 공장에 취직하여 새
삶을 꿈꾼다. 그곳에서 만난 웨이에게서 비슷한 나이 때
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웨이와 친구가 어려운 상
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별은 우리를 기다려⟩
는 폭력과 상처로 얼룩진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이 서로
에게 기대어 잠시간이라도 자신들의 체온을 나누는 작은
공동체를 보여준다. 그들이 만드는 공동체의 바탕은 서
로에게 가지는 연민이다. 굴레처럼 옭아매는 세상을 과연

2020 Tallinn Black Nights Film Festival

Director Zhang Dalei’s second feature film, Stars Await
Us , consists of a puzzle with missing pieces and it is
the audience’s task to find the missing parts. Located in
Northeast Asia, Kupchno was a place where Russians,
Chinese and Koreans lived together many decades ago.
Ma, a once influential smuggler in Kupchno, is released
from prison the day before the New Year. He gets a job at
an auto-repair shop in hopes of rehabilitating himself and
reuniting with his ex. There, he meets Wei, who reminds
Ma of his younger self, and he helps the young man
and his friend get out of the doghouse. Stars Await Us
portrays a small community of the outcasts supporting
each other and sharing a warm heart in the midst of this
violent and scarred world. The community stands upon
the compassion for one another. Will the figures be able
to break away from the world’s fetters?

이들은 벗어 날 수 있을까?

클로에 마즐로 Chloé MAZLO

장 다레이 ZHANG Dalei

클로에 마즐로는 파리에 거주하는 영화감독이자 시각아티스트이다. 스트라스부스 장식 예술 학교에서 그래픽 디

2016년 그의 첫 장편영화 ⟨팔월⟩을 연출한 이후 중국의 떠오르는 신인 감독이 되었다. 이 영화는 대만금마장영

자인을 공부한 뒤 다양한 기술의 교차로인 영화 제작을 전공했다. 그의 3번째 단편 ⟨레 쁘띠 까이유⟩는 2015년

화제에서 작품상을 포함하여 3개의 상을 수상했다. 그의 새로운 장편영화 ⟨별은 우리를 기다려⟩는 핑야오국제영

세자르영화제 단편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 ⟨앨리스의 하늘 아래⟩는 그의 첫 장편영화이다. ARTE 프랑스시네마

화제와 탈린블랙나이츠영화제에 초청되었다.

가 공동 제작한 본 영화는 프랑스 국립영화영상센터의 지원을 받았고 카날플러스 및 시네플러스가 참여했다.

In 2016, Zhang Dalei completed his first feature film The Summer is Gone , which made him one of the
most anticipated emerging directors in China. The film won FIPRESCI Prize, Best Feature Film and Best New
Performer at the 53rd Golden Horse Film Festival. His new feature film Stars Await Us was selected to be in
competition at the 3rd Pingya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24th Tallinn Black Nights Film Festival.

Chloé Mazlo is a filmmaker and visual artist living in Paris. After studying graphic design at the Ecole
Supérieure des Arts Décoratifs in Strasbourg, she specialized in filmmaking, at the crossroads of different
techniques. Her third short film, Les petits cailloux , won the 2015 César for short film. Skies of Lebanon is
her first featur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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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조의 노래
Swan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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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
2021 SXSW

USA | 2021 | 106min | Fiction | color | ⑫

오하이오주의 샌더스키의 사교계 명사들의 스타일리스트
였고 지역 클럽 공연의 아이콘이었던 팻은 은퇴 후 요양
원에서 삶을 포기한 채 살고 있다. 어느 날, 팻은 최근에
사망한 친한 고객의 마지막 소원이 그가 그녀의 장례식
화장을 해주는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이 이
야기는 팻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를 만들어 준다. 그는 그
녀를 만나기 위한 긴 여행을 시작한다. ⟨백조의 노래⟩는
자신을 재발견하는 한 노년의 코믹하면서도 씁쓸하고 달
콤한 여정이다. 토드 스티븐스 감독은 ⟨백조의 노래⟩로
그의 전작 ⟨에지 오브 세븐틴⟩과 ⟨집시 83⟩ 이후 ‘오하이
오 3부작’을 완성한다.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사
람들의 성장 이야기를 다뤄 온 그의 전작에서처럼 이 영

2021 Sydney Film Festival

Pat, once a stylist of socialites in Sandusky, Ohio, and an
icon at the local bar scene is now hopelessly living in a
nursing home after retirement. One day, Pat is told that
the last wish of a recently died close client is having him
do her funeral makeup. This story gives a new life goal
for Pat. He starts a long journey to meet her. Swan Song
is a rather comical and bittersweet journey of an old man
discovering himself again. Todd Stephens, the director of
Swan Song has completed his Ohio Trilogy with his previous films Edge of Seventeen and Gipsy 83 . As he dealt
with the personal growth of minorities in society, this
movie is also about Pat’s growth story. This film is a very
special growth story of an old man who used to only wait
for his death.

우리
We

KP

France | 2021 | 115min | Documentary | color | Ⓖ

앨리스 디옵 감독의 파리 외곽지역 사람들에 대한 이 다
큐멘터리는 섬처럼 별개로 떨어져 있는 개인들이 모여 만
들어 내는 ‘우리’의 본질을 포착하려는 야심 찬 시도이
다. 하지만 이 영화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에 대한 규정
을 하려 하지 않는다. 이 영화는 ‘우리’를 구성하는 사람
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 영화를 위해 앨리스 디옵 감독은
자신이 유년 생활을 보낸 파리 근교 북부 지역을 다시 찾
는다. 그녀는 그곳에 사는 흑인 및 이민자들을 카메라에
담는다. 그들은 정비공이고, 간호사이며, 실제 앨리스 디
옵의 가족이다. 그녀는 자신이 영화를 만드는 이유에 대
해 “내가 촬영하지 않았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평범한 삶의 존재를 보존하려는 집착”이라 말한다. 첫 영

화도 팻의 성장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영화는 죽음만을

화를 만들 때부터 앨리스 디옵 감독이 관심을 가졌던 사

기다리던 노년의 아주 특별한 성장 이야기이다.

람들의 삶, 즉 역사가 기록하지 않을 이 평범한 사람들의

2021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lice Diop’s documentary about the people of the suburbs
of Paris is an ambitious attempt to capture the essence of
‘we’ created by individuals who are separated from each
other like islands. However, this film’s intention is not to
define this community of ‘us’. This is a story about the
people who make up ‘we’. For this film, director Alice Diop
revisits the northern suburbs of Paris, where she spent
her childhood. She captures Blacks and immigrants who
live there. They’re mechanics, nurses, and they are Alice
Diop’s family. She explains what inspired her to create the
film as: “It’s my obsession to preserve the existence of
ordinary life that would have disappeared without a trace
if I hadn’t filmed it.” The lives of people Diop is obsessed
about since her first movie, in other words,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who will not be recorded in history, are
captured in the film through the director’s affectionate
gaze.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영화에 담았다.

토드 스티븐스 Todd STEPHENS

앨리스 디옵 Alice DIOP

⟨어나더 게이 무비⟩, ⟨집시 83⟩을 제작, 연출하였고 ⟨17세 언저리⟩의 각본과 연출을 맡았다. 네 편의 전작 모두

오네수부아에서 나고 자란 앨리스 디옵은 현대 프랑스 사회와 문화 다양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전작 ⟨투워

유수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상영되었다. 토드 스티븐스 감독은 현재 뉴욕 SVA에서 영화 전공 교수

즈 텐더니스⟩는 2017년 프랑스 세자르상 단편영화상을 수상했다.

를 지내고 있다.

Born and raised in Aulnay-sous-Bois, Alice Diop questions contemporary French society and its cultural diversity. Her film Towards Tenderness won the best short film award at the French César Awards in 2017.

Todd wrote, produced and directed Another Gay Movie and Gypsy 83 and also wrote and produced Edge Of
Seventeen . All four of his previous features won numerous festival awards and were released theatrically all
over the world. Todd is currently a Professor of Film at School of Visual Arts in 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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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타이거
Five Tiger

딸을 부양해야 한다. 하지만 그녀가 이 마을에서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독실한
신앙인인 피오나는 결국 마을의 신망받는 교회 지도자의
매춘 제안을 받아들인다. 절대적 빈곤은 이렇게 여성의
몸까지 착취의 대상으로 만들고, 위선적 종교 권력은 피
오나를 한순간의 욕망의 소구 수단으로 유린한다. 그녀
의 신앙심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 들이고 자신을 희생하
도록 한다. 남아프리카의 종교적 구조 안에서 빈곤으로
인한 성매매의 문제를 교차적인 접근을 통해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노마웡가 쿠말로 감독은 이 영화를, 실제
로 종교에 심취해 있는 성매매 여성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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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Sundance Film Festival

South Africa | 2020 | 11min | Fiction | color |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피오나는 병든 남편과 어린

[417] CGV4

2021 Sydney Film Festival

Fiona supports her sick husband and her daughter in
South Africa. She makes money through hard labor, but
there are not many things that she can do to earn a living.
A god-fearing lady, Fiona finds herself in a transactional
relationship with a renowned church leader. Absolute poverty exploits a woman’s body and a hypocritical religious
power uses Fiona as a tool to meet sexual desire. The film
depicts the social issues of the nation by cross-connecting
the structure of religious circles and the sexual trafficking
of the poor. Director Khumalo made this movie after an
inspiring conversation with a deeply religious sex worker.
He says he wanted to tell people that the very institutions
that are supposed to help us survive could sometimes
become what are bringing us down.

개기일식
Solar Eclipse

KP

Iran, France | 2021 | 15min | Fiction | color | Ⓖ

테헤란에 사는 십 대 사아아기와 두 친구는 오늘 오후에
있을 세기에 한 번뿐이라는 개기일식 소식에 들떠있다. 장
난기와 반항심이 넘치는 그들은 사진을 찍기 위해 찾은
공원에서 필요도 없는 카메라 거치대를 훔치기도 하고 다
가올 파티와 남자애들에 대한 수다를 떨며 공원을 배회
한다. 공원의 외딴 구석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마침내 고
대하던 개기일식이 시작된다. 하지만 개기일식이 끝나고,
태양이 다시 드러났을 때 사아아기는 감춰진 채로 있었어
야 할 무언가를 보게 된다.
표면적으로는 지루하기까지 한 사아아기의 평온한 일상
에서 사실은 이미 예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던 균열이 개기
일식이라는 흔하지 않은 자연현상을 통해 비로소 그 모

받아 만들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습을 드러낸다. 때로는 그 균열을 의식하게 된 순간, 아

수 있는 힘을 주는 공동체적 믿음이 때때로 우리를 가로

이들은 급격히 어른이 될 것이다. 영화는 고통스러운 성

막는 상황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한다.

장통을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자연현상에 빗대어 들려

2021 Côté Court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aaghi and her two friends living in Tehran are very excited to see the total eclipse as it only happens once a
century. The playful and rebellious teens go to the park to
take a picture of the event, steal a camera stand and talk
about boys and an upcoming party. Their wanderings lead
them to a remote part of the park and the eclipse starts.
As the sun appears again after the event, Saaghi sees
something that should have remained hidden.
Saaghi’s daily life seems to be tranquil and even boring.
But it has a crack that in fact has long been in the making
but only is revealed through an unusual natural phenomenon, the solar eclipse. When children realize this crack in
their life, they grow up one step further. The movie figuratively speaks of the painful growth of children through
an unexpected natural phenomenon.

준다.

노마웡가 쿠말로 Nomawonga KHUMALO
요하네스버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감독이다. 그녀가 연출한 ⟨파이브 타이거⟩는 2021년 선댄스 영화제 경쟁부
분에서 상영되었다. 현재 2019년 더반필름마트 더 모스트 프로미싱 내러티브와 베스트 사우스아프리카 내러티브
부문에서 수상한 장편 극영화 ⟨더 부르사리⟩를 작업 중이다.
Nomawonga Khumalo is a Johannesburg-based writer and director whose short film, Five Tiger , was selected
to play In Competition at the 2021 Sundance Film Festival. She is currently in pre-production on the feature-length narrative film, The Bursary . The film was selected for the 2019 edition of the Durban FilmMart
where it won prizes under the ‘Most Promising Narrative’ and ‘Best South African Narrative’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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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 아미르파즐리 Raha AMIRFAZLI

알리레자 가세미 Alireza GHASEMI

이란 영화 감독, 테헤란예술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이란 영화 감독. 테헤란예술대학에서 영화 연출로

전공했다. 그녀는 ⟨나우시아⟩를 포함 여러 편의 단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여러 편의 단편영화를 연

편영화를 해외 영화계에 선보였다.

출한 뒤, ⟨런치타임⟩으로 칸국제영화제 단편경쟁

Raha Amirfazli is an Iranian filmmaker who graduated from the Art University of Tehran in Film Directing. She has made several short films that have
earned 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screenings,
including Nausea .

부문 후보에 올랐다.
Alireza Ghasemi is an Iranian Filmmaker. He received his Master’s degree in Film Directing from
the Art University of Tehran. He has made several
short films until the global admired short Lunch
Time , which earned him a nomination for the
short film Palm d’Or of Cannes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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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파테메흐
Kal Fatmeh

야간열차
The Night Train

Iran | 2020 | 54min | Documentary | color | Ⓖ

이란. 마을에서 동떨어진 외진 고산지대. 칼 파테메흐는
그녀의 어린 두 아들과 가축을 키우는 작은 농장을 꾸리
며 살고 있다. 언어 장애를 갖고 있어 어렵게 사람들과 소
통하는 칼 파테메흐의 하루 일과는 온갖 종류의 노동으
로 점철되어 있다. 그의 아들들도 소몰이를 하는 등, 엄
마를 돕고 있지만 이 가족들에게 삶이 그리 수월해 보이
지 않는다. 마디 자만푸어 감독은 이미 전작 ⟨버터플라
이⟩에서 이란의 외진 마을에 사는 한 가족을 자신의 카
메라 앞에 세운 적이 있다. 그가 자신의 피사체와 갖는 깊
은 유대관계는 ⟨칼 파테메흐⟩에서도 눈부시게 빛난다.
언어 장애를 가진 파테메흐는 묵묵히 자신의 말을 들어
주는 이 낯선 이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언어의 문제에
도 불구하고 손짓을 써가며 그동안 가슴에 묻어 두었던
얘기들을 담담히 들려준다. 그 속에는 불행한 삶을 살았

KP

Iran. A remote area high up in the mountains far from
the village. Kal Fatmeh lives with her two young sons
and runs a small farm raising livestock. She has a speech
impairment and has a hard time communicating with people. Her daily routine is filled with all kinds of hard labor.
Her sons also help her, herding cattle, but life is hard on
this family. In his previous film, Butterfly , director Mahdi
Zamanpor zoomed into a family living in a remote Iranian
village. The deep bond he has with his subjects shines
brightly in Kal Fatmeh as well. Fatmeh, due to her speech
impairment, has to rely on gestures to communicate. This
is captured by a stranger’s camera, who silently listens to
her. Despite her communication limitations, she calmly
tells the stories from the bottom of her heart. She talks
about motherhood for a daughter who lived an unhappy
life. She laments over the discrimination women have experienced.

던 딸에 대한 모정이 서려 있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습

Sweden | 2020 | 15min | Fiction | color | ⑮

평범한 학생인 오스카는 스톡홀름에서 면접을 마치고 집
으로 향하는 열차를 탄다. 면접의 결과를 가족들에게 알
려주는 전화를 하던 오스카는 건너편에 앉은 매력적인
아랍계 소년 아메드를 발견한다. 오스카는 아메드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다. 아메드 역시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
끼는 것 같다. 아메드도 자꾸만 그를 바라본다. 밤을 달
리는 기차 안 승객들은 하나둘 잠이 들고 긴 밤을 뜬눈
으로 새우는 오스카와 아메드. 그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
이 흐른다. ⟨야간열차⟩는 오스카가 처음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 오스카는 낯선 남
자의 매력에 끌리는 자신이 당혹스럽다. 영화는 이 둘 사
이의 터질듯한 긴장감을 관능적으로 이미지화 한다. 이들

KP
2021 Palm Springs International Festival of Short Films
2020 Venice Film Festival

Oskar, an average student, boards a train home after his
interview in Stockholm. While Oskar informs his family
of the result, he discovers an Arab boy, Ahmad, sitting
across him. Oskar can’t take his eyes off him. Ahmad
also keeps staring at Oskar. He seems to be on the same
wavelength. As night falls, the passengers start to dose
off but the two boys do not get a wink of sleep. Tension
heightens between them. The Night Train depicts the first
moment Oskar grows aware of his sexual orientation. Oskar is perplexed by his own attraction towards a stranger
of the same sex. The film sensually portrays the tension
between them. Though they only exchange names, their
emotions are visually amplified to the point where it almost feels tactile.

은 겨우 통성명 정도를 나누지만 그들이 공유하는 감정
은 마치 촉각으로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이 이미지를 통해
극대화된다.

에 대한 한탄이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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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 자만푸어 Mahdi ZAMANPOUR

제리 카를손 Jerry CARLSSON

이란방송대학에서 연출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감독이자 작가, 제작자로 65편 이상의 다큐멘터리와

스웨덴의 예술학교인 발란드아카데미를 졸업하였다. 그의 단편들은 로카르노국제영화제, 트라이베카영화제를 포

TV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그가 연출한 ⟨매쉬티 이즈매일⟩은 비전뒤릴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중편영화상을 받

함하여 수많은 영화제에 초청되었고, 특히 ⟨쉐도우 애니멀즈⟩는 2018년 끌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에서 까날

았다.

플러스상과 심사위원특별상을 받았다.

Mahdi Zamanpour holds an MA degree in directing from IRIB University. He started his career as a director,
writer & producer and has made more than 65 documentaries and TV programs. Mashti Esmaeil has garnered
him numerous international awards such as won the Best medium-length film in Visions Du Réel 2014.

Jerry Carlsson graduated from Valand Academy. His award-winning short films have been screened at numer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ncluding Locarno, Tribeca and Clermont-Ferrand, where his short film Shadow Animals received both the Special Jury Prize and the Canal+ Award in 2018.

프리미어 기프 Premiere GIFF

기프 신작전 Discover GIFF

123

사랑의 감각
Love Hurts

기프 신작전 단편묶음 ②

기프 신작전 단편묶음 ②

Discover GIFF Shorts ②

Discover GIFF Shorts ②

[502] CGV3

[502] CGV3

10.27 10:00

10.27 10:00

[705] SY

[705] SY

10.29 10:30

10.29 10:30

KP

France | 2020 | 32min | Fiction | color | ⑫

고등학생인 샘은 곧잘 싸움질하는 불량 학생 트로이를
만나 사랑에 빠진다. 항상 상처로 뒤덮인 몸을 하고 있는
트로이는 샘에게 자신은 사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그는 내성적인 성격의 샘에게 자신을 샌드백처
럼 사용해 보라고 제안한다. 한 번도 폭력을 사용해본 적
이 없던 샘은 트로이의 제안을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트
로이를 구타하면서 어느새 억제되었던 자신의 감정을 서
서히 발산하고 쾌감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트
로이를 좋아하는 그녀는 그런 자신이 너무 두렵다. 사랑
이란 무엇일까? 정답을 구할 수 없는 이 물음에도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도덕적 기준과 잣대는 엄연히 존재한다.

2021 Clermont-Ferrand Short Film Festival

Sam, a teenage girl, falls in love with Troy, the leader of
an ultraviolent teenage gang and whose body is always
covered with wounds. One day, he tells Sam that he
cannot feel physical pain at all and asks the shy and introverted girl to hit him as if he is a punching bag. After
multiple declines, she reluctantly agrees only to find it
greatly satisfying as it helps her release suppressed emotions. Because she likes Troy, she is now afraid of herself.
What is love? For this question which has no absolute
answer, society still applies some moral standards and
conventional ethics. Director Rysto puts this complicated
relationship before the audience, directly asking the true
meaning of love.

생강차의 맛
The Taste of Ginger
대만. 40대 후반의 지웨이와 슈펜은 아이를 잃었다. 그들
의 일상은 슬픔으로 얼룩져 텅 빈 것 같다. 서로는 서로에
게 자신들의 상처에 대해 말하지도 서로를 위로하지도 못
한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괴로움이 더 힘들게 느껴지
던 어느 밤, 지웨이는 이제는 작가가 되어 대만을 방문한
전 애인 아만다를 다시 만나게 되고 그녀의 제안에 그녀
의 거처를 방문한다. 그곳에서 그녀가 예전에 즐겨 준비
하던 생강차를 마시는 지웨이. 옛 감정이 다시 떠오른다.
⟨생강차의 맛⟩은 대만의 정치, 문화에 대한 여러 편의 다
큐멘터리 작업을 했던 장-로버트 토만 감독이 만든 중편
뮤지컬 영화다. 영화는 이 이야기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

이 영화를 통해 엘사 리스토 감독은 상대에게 고통을 주

대지 않는다. 다만 모든 것이 절망스러울 때 심장을 뛰게

는 이 난감한 사랑 앞에 관객을 세워두고, 과연 사랑은

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 타인에게 위로받는 것. 그렇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극단으로 밀어붙인다.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는 지웨이를 담담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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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Taiwan | 2021 | 35min | Fiction | color | ⑮

Zhiwei and Shufen, a Taiwanese couple in their late forties, lost their child. Their daily lives seem empty, stained
with sadness. They cannot talk to each other about their
wounds or even comfort each other. One night, suffering
from painful emotions, Zhiwei meets her ex-girlfriend
Amanda who now became a writer. He visits her residence
during her visit to Taiwan. There, old feelings come back
to him, as he drinks ginger tea that she used to enjoy
preparing. The Taste of Ginger is a mid-length musical
film directed by Jean-Robert Thomann, who worked on
several documentaries on Taiwan’s politics and culture.
The film does not place moral standards on them. But it
calmly shows Zhiwei gaining strength to live again from
the memories that made his heart pound and others who
comfort him.

엘사 리스토 Elsa RYSTO

장-로버트 토만 Jean-Robert THOMANN

프랑스 남부에서 5년 동안 영화를 공부했다. 현재 장편영화와 TV시리즈 조감독으로 활동하는 그녀는 틈날 때마

프랑스 영화감독이다. 그는 2020년부터 대만과 관련된 여러 다큐멘터리와 단편영화를 연출하였다. 특히 다큐멘

다 단편영화 시나리오를 쓴다. 그녀의 첫 번째 작품인 ⟨조 이즈 데드⟩는 2012년 오바뉴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을

터리 ⟨날루완⟩과 단편영화 ⟨애퍼리션⟩ 등으로 여러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장편 극영화 ⟨쇼트 스토리 앳 더 웨

수상했다. ⟨사랑의 감각⟩은 그녀의 두 번째 작품이다.

스트 게이트⟩는 대만과 중국에서 개봉하였다.

Elsa Rysto studied cinema in the south of France for 5 years. Now an assistant director on feature films and
television series, she spends her free time writing to direct her own short films. Jo is dead , winner of the 2012
SIRAR script contest at the Aubagn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her first. Love Hurts is the second.

Jean-Robert Thomann is a French filmmaker. Based in Taiwan since 2020, he has directed a number of
documentaries and short films related to the country, including the documentary Naluwan and short film Apparition , which were screened at numerous international festivals. He has also directed the feature film Short
Story at the West Gate , released both in Taiwan and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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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2021 Sundance Film Festival

USA | 2020 | 8min | Fiction | color | Ⓖ

미국의 한 한국 이민자 가정. 가족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한 남자가 막 운명했다. 장례 절차를 위해 장례 업체의 직
원들은 벌써 가족의 집에 도착했다. 이제 사자에게 가족
들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야 할 순간이다. 남겨진 가족들
의 마지막 인사 속에는 영어와 한국어가 그들의 이원적
인 정체성과 혼란스러운 감정처럼 뒤섞여 튀어나온다. 그
때 아들은 갑자기 죽은 아버지의 배에 입을 대고 바람을
불어 소리를 낸다. 일명 ‘배방구’. 우스꽝스러운 소리가 나
는 이 행동은 서양인들인 장례 업체 직원들을 충분히 당
황하게 만들 수도 있는 일이다. 아마도 그 행위는 아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곧잘 하곤 했을 애정
표현이었을 것이다. 여전히 그것을 기억하고 있던 아들은

2021 Palm Springs International Festival of Short Films

The husband and father of a Korean immigrant family
that resides in the States has passed away and the funeral
company employees have arrived at their house. Now,
the family says its farewell to the deceased, a jumble of
English and Korean, which is synonymous to their dual
identity and state of confusion. Then, the son suddenly
blows his breath on his dead father’s stomach, making a
silly noise, ‘a tummy raspberry’. His behavior baffles the
Western employees waiting right beside them. That raspberry probably was the late father’s display of affection to
his child. The memory imprinted in his mind, the son now
reenacts his father’s loving act in attempt to let him go.
This 8-minute short film bears a kind of emotional resonance that far surpasses its short running time.

끝이 보이는 하루
Day is Done

KP

China | 2020 | 24min | Fiction | color | Ⓖ

⟨끝이 보이는 하루⟩ 속의 가족은 장 다레이 감독의 2016
년 장편 연출 데뷔작인 ⟨팔월⟩에 등장했던 바로 그 가족
들이다. 같은 배우들이 이번엔 이 단편영화에서 각자가
맡았었던 역할을 다시 연기한다. 시간이 흘러, 그들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이제 주름이 생
겼고, 절대 가라데 봉을 손에서 놓으려 하지 않던 소년 샤
오 레이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다. 이제 그는 곧 학업을 위
해 러시아로 떠날 예정이다. 출발 전 할아버지에게 인사
를 드리기 위해 그는 가족들과 함께 할아버지 댁에 잠시
다니러 왔다. ⟨끝이 보이는 하루⟩는 곧 있을 이별에 대처
하는 가족들의 일상을 감정적 과장 없이 평범한 여느 하
루처럼 그리고 있다. 이별의 슬픔은 공기 속에 아련히 부

아버지가 자신에게 보냈던 사랑의 제스처를 그대로 재현

유하고 있다. ⟨팔월⟩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자전적 이야

하며 그를 이제 보내려 한다. 8분 가량의 이 짧은 단편영

기를 들려주었던 장 다레이 감독은 ⟨끝이 보이는 하루⟩

화가 남기는 여운은 영화의 러닝타임과는 별개의 것으로

에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2021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family in director Zhang Dalei’s Day is Done also
appeared in his 2016 feature debut film, The Summer
is Gone . In this short film, the same actors reenact
their previous roles. As time passed by, the figures went
through various changes: the parents gained a few more
wrinkles, and the boy Xiao Lei, who used to cling onto
his bo staff, became a young man. Now, he will soon
leave for Russia to study. Before Xiao Lei’s departure, he
stops by his grandfather’s place with his family to pay his
respects. Day is Done plainly depicts a family’s manner of
confronting a “goodbye” without even a hint of exaggeration, as if it were another ordinary day, while the sorrow
of a farewell encroaches the air. Taking a departure from
his concentration on his father’s autobiography in The
Summer is Gone , director Zhang now weaves his own tale
in Day is Done .

보인다.

126

줄리안 도안 Julian DOAN

장 다레이 ZHANG Dalei

베트남계 미국인 2세 영화감독이다. 그는 어색하지만 감동적인 코미디를 통해 우리 존재의 불편한 구석을 탐구

2016년 그의 첫 장편영화 ⟨팔월⟩을 연출한 이후 중국의 떠오르는 신인 감독이 되었다. 이 영화는 대만금마장영

하는 것을 즐긴다. 그의 최신 단편영화 ⟨라즈베리⟩는 2021년 선댄스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줄리안은 코기와 실외

화제에서 작품상을 포함하여 3개의 상을 수상했다. 그의 새로운 장편영화 ⟨별은 우리를 기다려⟩는 핑야오국제영

를 좋아하고 베트남계 미국인 영화의 르네상스를 이번 생에 볼 수 있길 고대한다.

화제와 탈린블랙나이츠영화제에 초청되었다.

Julian Doan is a 2nd generation Vietnamese-American filmmaker. He enjoys exploring the uncomfortable corners of our existence through awkward, yet heartfelt comedy. His latest short film Raspberry , which premiered
at the 2021 Sundance Film Festival. He loves corgis, the outdoors, and looks forward to seeing a Vietnamese
American film renaissance in his lifetime.

In 2016, Zhang Dalei completed his first feature film The Summer is Gone , which made him one of the
most anticipated emerging directors in China. The film won FIPRESCI Prize, Best Feature Film and Best New
Performer at the 53rd Golden Horse Film Festival. His new feature film Stars Await Us was selected to be in
competition at the 3rd Pingya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24th Tallinn Black Nights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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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춘
Uncle

팔마
Palma

Korea | 2021 | 27min | Fiction | color | Ⓖ

한때는 잘나갔지만, 이제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성인
영화관을 물려받은 용한, 그는 복잡한 과거를 지닌 사
람이다. 용한은 동거하는 여자친구와 새로운 삶을 설계
하는 낙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용한의 아버지가 용한
의 딸과 함께 극장으로 찾아와 이 집에 눌러앉겠다고 선
언하면서 용한이 설계해왔던 미래는 일그러지기 시작한
다.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딸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
하는 용한. 딸을 조카라고 그녀에게 소개한다. ⟨삼춘⟩에
서 보여주는 가족은 어수룩한 사고뭉치 아빠와 어른보다
어른스러운 아이, 전형적이지 않은 아빠의 여자친구 그리
고 아들에게 성인영화관 경영 비법을 전수하는 할아버지
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올바른 가정교육을 위한 환경과
는 전혀 무관한 듯한 이곳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간

WP

Yonghan, who inherited an adult cinema that once did
well, but now no one visits, is a man with a complicated
past. Yonghan lives with his girlfriend and the only joy
in his life is dreaming the future with her. One day his
father comes to the theater with Yonghan’s daughter and
declares that they will have to live with him. The future
he thought of has been destroyed. Yonghan introduces
his daughter to his girlfriend as a niece because he cannot
tell the truth to his girlfriend. Uncle shows a troublemaking father, a mature and considerate child, her father’s
untypical girlfriend, and a grandfather who teaches adult
theater management skills to his son. This family with
a lack of proper child education forms rather new and
unique intimacy. They may seem unbalanced but have no
deficiency of love.

다. 불안해 보이지만, 이들이 얽히고설켜 만들어내는 새로

AP

France, Belgium | 2020 | 40min | Fiction | color | Ⓖ

남편과 헤어진 잔은 그녀의 여섯 살짜리 딸과 함께 스페
인의 마요르카섬으로 둘만의 주말 바캉스를 떠난다. 경
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잔에게 이 여행은 오직 딸
의 학교 숙제인 ‘여행지에서 학급 마스코트인 인형 키키
와 함께 하는 사진 찍기’가 그 목적이다. 신용카드는 이미
한도를 초과했고, 딸을 먹일 식료품을 살 돈도 수중에 없
는 잔. 그러나 그녀는 딸의 학급 학부모들과 남편에게 딸
이 엄마와 해외에서 멋진 여행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혼자서도 딸을 잘 키우고 있음을 인정받길 원한다. 잔과
그녀의 딸은 어떻게 진정한 그들만의 바캉스를 보낼 수
있을까? 전작 다큐멘터리 ⟨댓 위치 더즈 낫 킬⟩로 비전 뒤
릴 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여러 영화제의 주목을 받았던
알렉스 푸킨 감독의 내밀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첫 극

2021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Jeanne takes her six-year-old daughter on a weekend trip
to Mallorca, Spain, after breaking up with her husband.
Despite her financial troubles, Jeanne’s only concern is to
finish her daughter’s school assignment, which is to take
a picture with Kiki, the class mascot, on a trip. Jeanne
cannot even feed her daughter as her credit cards have
gone over their limits and she has no money on hand.
Still, Jeanne wants to show other parents and her former
husband that she can afford a great overseas trip and
raise the child just fine single-handedly. Will they truly be
able to have a good vacation? This is the first fiction film
with sophisticated psychological descriptions from Poukine who received acclaim from var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Visions du Réel, for her documentary film That Which Does Not Kill .

영화다.

운 가족 관계에 결핍의 요소는 없는 듯하다.

한준희 HAN Junhee

알렉스 푸킨 Alexe POUKINE

UCLA에서 영화연출 석사과정을 마쳤고, 가족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만들고 있다. 미국에서 LA 한인타운 노래

영화감독, 시나리오 작가이자 배우다. 연극 수업을 들은 후, 그녀는 인류학, 다큐멘터리, 시나리오 작법 등을 공

방 도우미 엄마를 대신해 소녀 가장이 된 여고생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영화 ⟨딸 셋, 엄마 하나⟩를 연출하였다. 이

부했다. 그녀의 졸업 다큐멘터리 영화 ⟨쁘티트 모흐⟩는 수많은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팔마⟩는 그녀의 첫 번째

작품은 미쟝센단편영화제를 비롯하여 LA 아시안퍼시픽영화제 등에 초청되었다. 최근 한국에서 단편영화 ⟨삼춘⟩

극영화다.

을 연출하였다.

Alexe Poukine is a filmmaker, screenwriter and actress. After taking drama classes, she studied anthropology,
documentary filmmaking and screenwriting. Her graduation documentary Petites morts was selected at various film festivals. Palma is her first fiction.

Han Junhee holds a master’s degree in filmmaking from UCLA and makes films about families. He directed
a short film called Mother of Three , which stars a female high schooler that became a child breadwinner on
behalf of her mom, a karaoke helper, in K-town, Los Angeles. The film screened at the Mise-en-scène Short
Film Festival and the Los Angeles Asian Pacific Film Festival. He recently directed the short film Unc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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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칩
The Awakening of the Insects
France | 2021 | 15min | Animation | color | Ⓖ

홍콩에 사는 람은 아내가 죽은 이후로 기억을 잃은 노인
이다. 곤충들이 동면에서 깨어나는 날로 알려진 3월 5일,
도교 여성 퇴마사인 맹이 갑자기 그를 찾아온다. 그녀는
노인의 머리 위에 자리 잡은 악마를 보고 그것을 내쫓기
로 결심한다. 이 영화는 이미 여러 편의 공동 작업을 함께
했던 스테파니 랑사크, 프랑수와 르루아 콤비가 공동 작
업한 그들의 여섯 번째 애니메이션이다. 그들은 전작인 단
편 애니메이션 ⟨붉은 강⟩을 칸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을
통해 세계 영화인에게 선보인 바 있다. 아시아, 특히 베트
남의 문화에서 큰 영감을 받은 스테파니 랑사크와 프랑
수와 르루아는 작품의 소재 뿐만 아니라 그림체에도 동
양적 요소를 반영해왔다. 이 작품 역시 홍콩에서 구전되
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겨울잠을 자던 벌레들이
깨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시기, 상실의 아픔으로 소중

KP
2021 Annecy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Lam is an old man living in Hong Kong who lost his
memories ever since his wife passed away. On the fifth of
March, a Taoist exorcist named Meng unexpectedly visits
him, determined to drive out the demon that settled on
top of his head. The fifth of March is the day when insects
awake from hibernation. This film is the sixth joint animation of the duo François Leroy and Stéphanie Lansaque,
who already have collaborated on multiple works together.
They previously screened their short animation film Red
River to filmmakers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Cannes
Film Festival’s Critics’ Week. The two constantly draw
from Asian, particularly Vietnamese, cultural influences as
their source of inspiration to choose their subject matter
and drawing style. A Hong Kong-born orally transmitted
tale also exerted strong influence on this work. Can this
old man’s excruciating loss be cured amid the time when
insects come out of their long winter sleep?

한 이의 기억까지 지워버린 이 노인의 아픔은 치유될 수

맛있는 저녁식사
Delicious Dinner
Korea | 2021 | 15min | Fiction | color | Ⓖ

딸의 수학여행 날 아침. 엄마는 악몽에 시달리느라 늦잠
을 자서 딸의 아침을 챙겨주지 못한다. 대신 돌아오면 맛
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겠다는 엄마, 딸은 엄마에게
갈비찜을 해 달라고 한다. 식사를 못 챙겨준 죄책감에 가
게 문을 일찍 닫고 정성껏 장을 본 엄마는 요리를 시작한
다. 그날 밤 식탁에 둘러앉은 엄마, 아빠, 딸. 그런데 세 식
구의 분위기가 이상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7년의 무심한 세월이 흘렀다. 사고 진상 규명은 아
직도 요원해 보이는데, 멈추지 않는 악몽처럼 아이를 잃
은 부모들에게 남은 죄책감은 계속 그들의 일상 속에 머
물고 있다. 챙기지 못했던 딸의 아침 식사, 돌상에 올린
헌 명주실…. 잊어버릴 수 있었던 소소한 일들이 가슴에
박힌 뼈아픈 가시가 되어 오늘도 심장을 찌른다. 누군가
는 이제 그만 하자고 한다. 그래서 더욱 한 편, 한 편의 세

WP

The morning of her daughter’s field trip, the mother
couldn’t fix breakfast for her due to experiencing lengthy
nightmares. The mother, instead, promises to cook
braised short ribs for dinner as the daughter requests.
Out of guilt, the mother closes her store early to shop for
groceries and start cooking. However a strange ambience
surrounds the family that night. Seven dismal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inking of MV Sewol without any signs of
the truth behind what happened. The parents of the victims retain a sense of guilt that haunts them night after
night. The breakfast she couldn’t fix for her daughter, the
worn-out silk thread laid on the table…the most trivial
things leave the bereaved with hard feelings. These days,
some say we should stop talking about the tragic incident.
Others say they are sick and tired. But that is why every
single film on MV Sewol is even more priceless.

월호에 대한 영화들이 소중하게 느껴진다.

있을까?

프랑수와 르루아, 스테파니 랑사크 François LEROY, Stéphanie LANSAQUE

김재훈 KIM Jaehoon

2002년부터 파리, 하노이, 사이공에서 같이 작업해왔다. 그들의 첫 번째 영화 ⟨굿바이 미스터 츄⟩ 이후

대학에서 광고와 영화 연출을 전공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각종 영화 현장에서 조감독으로 근무하며 영화

2009년에 홍콩의 한 아파트에서 닫힌 문 뒤로 일어나는 일을 그린 판타지 영화⟨메이 링⟩을 만들었다. 이

제작을 공부했다. 현재는 메가박스, 비단길 등 여러 투자, 제작사들과 함께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본

후 베트남과 관련된 단편영화 ⟨붉은 강⟩, ⟨차가운 커피⟩, ⟨우아한 시체⟩ 세 편을 만들었으며, ⟨경칩⟩은 그

격적으로 영화의 연출을 준비 중이다.

들의 6번째 단편영화이다.

Kim Jaehoon majored in advertising and filmmaking in college. Since 2005, he has studied filmmaking while
working as an assistant director on various sets of films. He is working on scripts with various investors and
production companies like Megabox and Bidangil Pictures and is also getting ready to direct a film.

Since 2002, Francois and Stephanie share their time between Paris, Hanoi, and Saigon. After their first
film Goodbye Mister Chu , they released Mei Ling in 2009, a fantasy film which takes place behind
closed doors in a Hong Kong apartment. Three other shorts about Vietnam then followed: Red River ,
Cold Coffee , Cadavre exquis . The Awakening of the Insects is their sixth short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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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Care

트루먼 라이프
Trueman Life

Korea | 2021 | 15min | Fiction | color | ⑫

준경은 야간시간 간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요양 보호사
다. 그는 거동이 어려워 침대 생활을 하는 노인 태식을 보
살핀다. 업무일지에 세세하게 자신의 업무와 태식의 상태
를 기록하는 준경. 태식은 어딘가가 불편한지 이따금 끙
끙 앓는 소리를 내고 무언가 중얼거린다. 야간 간병업무
로는 익숙해 보일 듯한 평범한 풍경, 그러나 밤이 깊어질
수록 알 수 없는 기운이 준경과 태식을 덮쳐 온다. 이 영
화의 제목인 ‘간병’의 사전적 의미는 앓는 사람이나 다친
사람의 곁에서 시중을 드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이 제
목은 표면적으로는 영화의 소재가 되는 간병업무를 이르
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큰 반전을 내포한 이 영화의 결
말을 알고 나면 이 제목이 가진 상황의 아이러니함과 그
로테스크함에 전율하게 될 것이다. 영화는 초반부터 이

WP

Joonkyung is a personal care assistant in charge of
the night shift. He takes care of old Taesik who is unable to move in bed. When Joonkyung writes his work
journal, Taesik groans little and murmurs about something. It seems like an ordinary night shift in a nursing
home. However, as the night goes on, unknown air hits
Joonkyung and Taesik. The Dictionary meaning of the film
title, ‘Care’ , is the act of waiting and serving beside a sick
person or injured person. Therefore, the title seems to
simply imply the ostensible subject of the film. However,
at the end of the film, an immense twist gives a thrill with
the irony and grotesqueness of the situation with the title.
Not bedridden Taesik, but someone else who desperately
needed care. It is only in the end that we become aware
of beings who have not been cared for or comforted.

반전을 치밀한 디테일을 통해 준비한다.

WP

Korea | 2020 | 26min | Fiction | color | Ⓖ

⟨트루먼 라이프⟩의 제목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이 가
짜인 트루먼의 삶을 그린 피터 위어 감독의 ⟨트루먼 쇼⟩
에서 왔다. 그러나 ⟨트루먼 쇼⟩가 속임을 당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면 ⟨트루먼 라이프⟩는 표면적으로는 속이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된다. 영화는 역할 대행 서비스
업체의 대표인 극자를 인터뷰하는 형식의 네 가지 에피소
드로 구성되어 있다. 집안의 가보인 도자기를 아버지 몰
래 파손하는 역할, 카페 사장의 환심을 사고 싶어 하는
남자를 작가처럼 인터뷰하는 기자, 불륜 현장을 급습하
는 아내, 시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며느리 대행. 극
자는 이처럼 누군가의 역할을 대신하고 돈을 번다. 하지
만 영화가 전개되면서 역할 대행을 맡기는 사람들과 그
역할에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각자 사정이 드러난다.
영화는 역할 대행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대한
것이기보다, 이렇게 이 시대에 ‘트루먼 라이프’를 살아가

The title, Trueman Life is inspired by Peter Weir’s The
Truman Show , which depicts Truman’s life, where everything surrounding him is fake. If The Truman Show
is about one person being fooled, Trueman Life is about
someone who is cheating. The film is composed of four
episodes in the form of interviewing Geukja, owner of a
role-acting service company. One day, she becomes an
intruder secretly destroying pottery, a family heirloom.
The other day, she becomes a reporter who interviews
a man as if he is an author to help him attract a cafe
owner, a wife who swoops into the scene of an affair, and
a daughter-in-law who calls her parents-in-law and send
her regards on behalf of the real daughter-in-law. Geukja
makes money by becoming someone else. The film tells
stories of those who hire her and those who get deceived
by her. The film is not about how these role-acting businesses work, but it is about people living Truman’s Life in
this era.

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된다.

132

조규현 CHO Kyoohyun

박서경 PARK Seokyong

고양예고 졸업 후 서울대학교 조소과에 재학중이다. 2020년부터 단편영화 ⟨직거래⟩, ⟨주차⟩등을 연출하였다.

2021년 홍익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하며 졸업작품으로 영화 ⟨트루먼 라이프⟩를 제작하였다.

Cho Kyoohyun graduated from Goyang High School of Arts is currently studying sculp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2020, he has directed short films such as The Direct Dealing and Parking .

Park Seokyong studied Film & Animation at Hongik University, and made Trueman Life as her senior project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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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처음 울던 날
Remedy
Philippines | 2020 | 27min | Fiction | color | Ⓖ

필리핀의 한 시골 해안 마을. 모나의 어머니는 장례식에서
곡을 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다. 어머니는 유난히 구슬
픈 울음소리로 고객들에게 인기 많은 곡 소리꾼이다. 어
머니의 직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는 모나는 곡을 연습
하지만 계속해서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난다. 유년의
어느 순간부터 모나는 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딸을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를 피해 도망친 모나는 자신
이 울 수 없는 이유를 찾아야만 한다. 영화는 타인을 위
해 울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스스로를 위해 울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감정을 인지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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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
2021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n a small coastal village in the Philippines, Mona’s mom
works as a professional mourner-for-hire. She is popular
for her great performances. Mona trains under her mother
but faces a hurdle that seems to be insurmountable. From
a certain moment in her childhood, she somehow lost the
ability to cry. Mona retreats from her mother who cannot
understand her daughter and tries to find the reason. The
film delivers the message that if we are to cry for others
for our solidarity to express comfort and catharsis, we
must be able to cry for ourselves first. If we cannot understand our own feelings, how can we sympathize with
the pain of others? Mona’s job training is tough but it
helps her grow up.

핫 스팟
Hot Spot
KP

France | 2021 | 16min | Fiction | color | ⑫

어느 날 아델은 부모님이 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는다. 충격에 싸여 거리를 걷던 아델은 우연히 마주친
한 미국인과 충동적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 후로 그녀에
게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녀의 오르가슴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부모님의 장례식을
준비해야 한다. 난감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델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아나이스 쿠에 란스 감독의
이 도발적인 코미디는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
지 주제를 결합한다. 오르가슴과 애도. 프로이트에 따르
면, 애도는 우리가 애착의 어떤 대상을 잃어버렸을 때 자
유로운 리비도를 새로운 대상에 투자하는 것이다. ⟨핫 스

이리라. 그리하여 영화 속 모나의 직업 훈련기는 모나의

팟⟩에서 아델은 고통스러운 감정의 회오리를 신체적 쾌

내적 성장기가 된다. 아픔에 대한 연대의 표현이 위로가

락의 회오리로 대체한다. 아델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별

되고 때로는 카타르시스를 안겨줄 수 있음을 이 영화를

의식은 이렇게 유머러스하고 특별하게 벌어진다.

One day, Adèle receives a call that her parents have died
in a car accident. While walking down the street in shock,
Adele develops an impulsive relationship with an American
she stumbled upon. After that, she has a big problem.
Her orgasm never ends. But now she must prepare for
her parents’ funeral. How will she get out of this predicament? This is so embarrassing for Adèle. Directed by
Anaïs Couet-Lannes, this provocative comedy combines
two themes that couldn’t seem further apart—Orgasm
and Mourning. According to Freud, mourning is the investment of free libido in a new object when we have
lost an object of attachment. In Hot Spot , Adèle replaces
a whirlwind of pain with a whirlwind of bodily pleasure.
Adèle’s unusual farewell takes place in a uniquely humorous and special way.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4

돈 조세푸스 라파엘 에블라한 Don Josephus Raphael EBLAHAN

아나이스 쿠에 란스 Anaïs COUET-LANNES

시카고에 있는 드폴대학의 영화예술학교에 다녔다. 2019년 에블라한의 단편영화 ⟨엄빌리컬 코드 투 헤븐⟩은

2011년, 그로노블단편영화제와의 협업 하에 G.R.E.C와 단편 작품을 공동 연출하였다. 그 이후, 단편 시나리오와

2019 시카고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고, 같은 해 시네 유스 어워즈에서 최우수 실험영화상을 받았다. 에블라한은

오디오비주얼 작업을 수차례 진행한 것을 영감 삼아 라메흐아보아 프로덕션이 제작하고 프랑스 2와 부르고뉴-프

작가, 감독 외에도 음악가, 거리 사진가, 포스터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랑슈콩테가 지원한 코미디 ⟨핫 스팟⟩을 연출하였다.

Don Josephus Raphael Eblahan attended the School of Cinematic Arts at DePaul University, Chicago. In 2019,
Eblahan attended the 55th Chicag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r his short film, Umbilical Cord to Heaven
winning CineYouth’s Best Experimental Film. In addition to writing and directing, Eblahan also performs as a
musician, a street photographer, and a poster designer.

Anaïs Couet-Lannes directed a short film with the G.R.E.C in 2011 in collaboration with the Grenoble short
film festival. She then wrote several short films as well as others audiovisual projects of various inspirations
which led her to comedy with Hot Spot produced by La Mer à boire productions and supported by the Bourgogne-Franche-Comté region and Franc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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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번호 3번. 중력
Opus .03 Gravity

다리 밑 이야기
Crotch Stories
WP

Korea | 2021 | 27min | Fiction | color | ⑫

의대생 수인은 혼수상태로 누워있는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있다. 그의 주 고
객은 청소년들이다. 구석진 허름한 여인숙을 수술방 삼
아 어둠의 경로를 통해 연결된 학생의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 수인. 그러나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고, 결국 그
는 경찰 조사를 받기에 이른다. 상대 여고생이 수인의 존
재를 부정하면서 수인은 일단 풀려나지만, 경찰은 의심
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다. 다시 새로운 고객의 연락이 온
다. ⟨작품 번호 3번. 중력⟩은 불행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불법 시술을 하는 수인도, 그의 고
객들도 현재의 무게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 도덕
적인 비난을 그들에게 퍼붓기에는 누구도 그들의 절망에
손 내밀어 준 적이 없다. 그들을 세상에 발 딛게 할 중력
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오늘도 세상 속에서 부유하고

Suin, a medical student, is carrying out illegal abortions
to pay for his father’s hospital bills. He is in a coma.
His main customers are teenagers. A shabby inn is his
operating room where he performs abortions. His clients
contact him via illegal channels. The police find out about
his operations and eventually investigate him. His client,
a high school girl, denies any knowledge of him and Suin
is let go. However, the police are not convinced and keep
an eye on him. A new customer contacts him. Opus .03
Gravity is a story of people that have their own heavy
crosses to bear. Suin, who performs illegal procedures,
and his clients are crushed under the weight of the grim
reality they all must bear. No one can judge them unless
they have been in their shoes. Why does gravity not seem
to affect them? They seem to be floaters of this world,
like they don’t belong.

KP

France, Belgium | 2021 | 36min | Documentary | color | ⑱

너는 고통 속에서 출산하게 될 것이다. 왜? 과연 출산의
짝은 항상 고통인 것일까? 성경의 신탁처럼 새겨진 이 문
구는 수 세기를 거치며 출산과 고통을 하나의 짝으로 생
각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해왔다. ⟨다리 밑 이야기⟩는
출산에 대해 새로운 상상력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밀린
기아르-슈미드 감독은 이 영화를 산파들과 산모들의 증
언을 뒤섞은 하이브리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연출했다. 감독 자신의 경험과 다른 여성들의 경험을 통
해 우리 몸이 임신과 출산의 경험으로부터 과연 무엇을
기억하는지,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에 대해 질문하고, 출산으로 일어나는 몸의 변화의 과학
적 분석을 위해 신경과학을 소환한다. ⟨다리 밑 이야기⟩
는 이렇게 고대부터 만들어져 온 출산에 대한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전환시킨다.

“I will make your pains in childbearing very severe; with
painful labor you will give birth to children.” Why so? Is
there another option? Does delivery have to go in tandem
with agony? The phrase above has reinforced the perceived tie between childbirth and pain, branding the two
as a pair. Crotch Stories suggests an original perspective
towards childbirth. Director Myleine Guiard-Schmid
frames this film as a hybrid animation documentary by
incorporating the testimonies of midwives and mothers.
The director raises questions about her own and other
women’s bodily recollection of pregnancy and delivery
as well as the changes women experience after delivery;
citing neuroscience to scientifically analyze the physical
transformation one undergoes since conception. Crotch
Stories thus originally reconstructs the longstanding viewpoint on childbirth.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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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혁 JUNG Kihyuk

밀린 기아르-슈미드 Myleine GUIARD-SCHMID

본래 전자공학을 전공하였으나 영화 연출에 뜻을 두고, 용인대 영화과 학사, 석사를 거쳐 중앙대학교 첨단영상

촬영 전공으로 INA 학교 졸업 후 독학으로 촬영 기사 작업을 이어가다가 브뤼셀의 아뜰리에 그라퓌에서 애니메

대학원 영화제작 박사를 수료하였다. 그동안 꾸준히 독립영화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2021년에 영화진흥위원회

이션 영화를 전공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다가 프랑스 부르고뉴에 스튜디오를 설립하여 폴레 얼루어, 아뜰리에

독립장편 제작지원에 선정되어 ⟨울간의 별⟩을 작업중이다.

그라퓌 제작의 첫 작품, ⟨다리 밑 이야기⟩를 연출하였다.

Jung Kihyuk originally studied electronic engineering, but wanting to become a film director, he got his bachelor’s and master’s degree in film at YongIn University, and a Ph.D. in Film Making at the Graduate School
of Art & Technology at Chung-Ang University. He has continuously been involved with making independent
films and as of 2021 he has been working on The Star in Ulsan , an independent feature sponsored by the
Korean Film Council.

After graduating from the INA school as a camera operator, Myleine Guiard-Schmid first started her carreer as a self-taught cinematographer and then chose to study animated cinema at the Ateliers Graphoui in
Brussels. After a lot of travels, she installed her studio in French Burgundy and directed her 1st film, Crotch
Stories , an animated documentary produced by Folle allure and Ateliers Graph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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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We’re Not Animals
France | 2021 | 16min | Fiction | color | ⑮

이고르는 전 애인 마리가 남성들이 착각하는 여성의 오
르가슴에 대한 이야기로 인스타그램의 스타가 된 이후 무
척 우울하다.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처럼 다른 사람
들에게 비쳐질 것이 무척 화가 난다. 마리에 대한 미련과
분노는 결국 이고르로 하여금 친구 아르노와 함께 마리
의 집을 찾아가게 만든다. 현재 마리는 친구들과 함께 공
동체 생활을 하며 자신의 본능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자
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크 오디아드 감독의 2015
년 작 ⟨디판⟩의 시나리오 작가로 잘 알려진 노에 드브레
의 연출작이다. 연극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노에 드브레
감독은 마치 연극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최소화된

KP
2021 Sundance Film Festival

Igor has the blues after his ex-girlfriend, Marie, becomes
an influencer through her stories on male delusions of
female orgasms. He’s worried others might think he fails
to please her. Feeling wrath and regret, Igor finds Marie’s
house with his friend Arno. There he discovers her living
in company with her friends, enjoying a Bohemian lifestyle
true to her primal nature. This film is directed by Noé
Debré, the screenwriter of Jacques Audiard’s Dheepan .
Debré, who also works in theater, manages to progress
within a limited apartment space with minimal props to
focus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actors. Just like the
title of the film, because We’re Not Animals , we cannot
but only concentrate on the issue of sexual gratification.

아니타
Anita

KP
2021 Palm Springs International Festival of Short Films

India, USA | 2020 | 19min | Fiction | color | ⑮

곧 취업할 예정인 미국에 사는 젊은 인도 여성 아니타는
자매의 결혼식을 위해 남편과 함께 인도로 돌아간다. 그
녀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이 있음을 예고한다. 하지만
그녀의 가족들은 아니타가 임신을 했을 것이라고 지레짐
작하고 기뻐한다. 관습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아니타의
가족들에게 여성의 취업이란 그리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
다. 지금까지 자신을 지지하고 존중한다고 생각했던 아
니타의 남편도 미심쩍은 태도를 취한다. ⟨아니타⟩는 가족
안에서조차 여성에게 가해지는 차별적 시선이 완연한 인
도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 상황은 그 경중
의 차이일 뿐 인도 사회만의 특수한 상황은 아니다. 여성

소품으로 꾸며진 아파트의 제한된 실내 공간에서 배우들

의 사회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비판에서 영

간의 연기합에 집중하며 극을 진행시킨다. 영화의 제목

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런 가족들의 분위기에 휩쓸

처럼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에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리는 남편과 그로 인해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타⟩에 여전

남녀의 성적 만족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화두일 수밖에

히 터부시되는 또 다른 논쟁의 지점을 만든다.

2020 Venice Film Festival

Anita, a young Indian woman who is about to get a job in
the US, visits India with her husband for her sister’s wedding. She tries to tell her family the good news. However,
her family is delighted to assume that Anita is pregnant.
For this conservative family who values customs, women’s
employment is not very welcomed. Anita’s husband, who
thought he was supportive and respectful of her, also
takes a suspicious attitude. Anita is set in Indian society,
where the discriminatory gaze on women is also evident
inside the family. Of course, this situation is just a matter
of gravity and not exclusive to only Indian society. The
film takes a step further in criticism of negative views on
women’s social advancement. Her husband gets swept
away by the atmosphere of her family and the events that
happen because that creates another point of controversy
that is tabooed in Anita .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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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에 드브레 Noé DEBRÉ

수쉬마 카데파운 Sushma KHADEPAUN

프랑스의 작가 겸 감독이다. 그는 자크 오디아드의 ⟨디판⟩, 로맹 가브라스의 ⟨세상을 가져라⟩, 토마스 맥카시의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이자 감독이다. 그녀의 최근 단편영화 ⟨아니타⟩가 2020년 베니스국제영화제 오

⟨스틸워터⟩, 미셀 하자나비시우스의 ⟨로스트 프린스⟩등 여러 영화의 각본을 썼다. 또한 TV시리즈 ⟨팔레먼트⟩의

리종티섹션에 초청되면서, 그녀는 2000년 이후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섹션에 초청된 첫 번째 인도 여성 감독이

제작자이자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는 세 번째 단편영화 연출작이다.

되었다. 그녀의 이전 단편영화 ⟨포렌⟩은 2017년 팜스프링즈국제단편영화제에 초청되었다.

Noé Debré is a French writer and director. He wrote among other films Jacques Audiard’s Dheepan , Romain
Gavras’ The World is Yours , Tom McCarthy’s Still Water , or Michel Hazanavicius’s The Forgotten Prince . He
is also the creator and show-runner of the TV series Parlement . We are Not Animals is his third short film as
a director.

Sushma is a writer/director based in New York. Her latest short film Anita had its world premiere in Venice’s
Orizzonti 2020. She is the first Indian female director who has been in competition in Venice since 2000. Her
previous short film, Foren , had its world premiere at the Palm Springs International ShortFest i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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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때
Time to Eat

KP

Korea | 2021 | 21min | Fiction | color | Ⓖ

홀로 사는 노인 경옥의 집은 낡아 전기마저 고장이 났다.
전등을 켤 수도 없고, 냉장고도 멈췄다. 경옥은 얼마 전
다친 한쪽 발에 깁스까지 한 상태라 거동도 불편하다. 아
들 진섭에게 집에 한 번 들르라고 연락을 하지만 아들은
오겠다는 말만 할 뿐이다. 복지센터에서 간간히 들러 전
해주는 도시락을 아들을 위해 하나 더 얻은 경옥은 밥
도 먹지 않고 아들을 기다린다. 제목을 통해 유추할 수
있듯, ⟨밥 때⟩에서 밥은 영화의 주요 모티프다. 밥을 함
께 먹는 행위는 생존의 수단으로 끼니를 때운다는 것 이
상의 의미가 있다. 복지센터에서, 병원에서 경옥에게 밥을
제공하지만, 그녀가 밥을 함께 먹고 싶은 사람은 아들이
다. 한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 식
구(食口)의 의미에서 경옥과 아들은 첫 번째 조건을 이미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나, 경옥은 두 번째 조건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언제쯤 그녀와 아들은 함께 밥을 나눌

2021 Cannes Film Festival

Old Kyungok lives alone in poverty. Her electricity is
cut. The lights are out, and the refrigerator has stopped
whirring. Kyungok has a cast on one foot from a recent
accident, making it hard for her to move around. She calls
her son Jinseub to visit her. He tells her that he will without really meaning it. Kyungok, has received two lunch
boxes from the Catholic welfare center that provides free
meals occasionally. She waits to eat with her son. As can
be suspected from the title, eating is the main motif of
the film in Time to Eat . Eating together means more than
filling ourselves with food to sustain ourselves. Kyungok
is served with meals at the welfare center or hospital, but
she wants to share them with her son. The meaning of
family stems from the Chinese characters that mean eat
together, while living under the same roof. Kyongok does
not live with her son, but she has not given up on the
concept of eating together with him. When will she be
able to share a meal with her son?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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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이 있는 집
The House with Pots
Korea | 2021 | 22min | Fiction | color | Ⓖ

어린 딸을 혼자 키우는 정인은 예전에 살던 동네로 이사
한다. 무슨 사연인지 정인은 동네의 한 집 앞에 놓여 진
화분들 중 하나를 훔치다가 아빠와 혼자 살고 있는 이
웃집 중학생 가영에게 들킨다. 그럼에도 그 화분을 집에
들고 온 정인. 정인은 다시 만난 가영에게 못 본 척 해달
라고 부탁하는데…. 이 영화 속 화분에는 식물에게 물을
주고 보살폈던 사람에 대한 기억과, 화분이 머물던 그 장
소에 대한 기억이 아로새겨져 있다. 정인이 몰래 훔쳐 온
화분은 정인의 방 한 켠에 그 기억들을 가져다 놓는다.
그 기억들은 정인과 어린 딸을 안심시키는 뭔가 따뜻한
기운인 것처럼 보인다. 이제 화분 속 식물의 이름은 ‘안심
이’이다. 한동안 식물을 키우지 않았었던 정인. 자신과 어
린 딸을 누일 작은 공간 하나를 마련한 그녀는, 이제 화

WP

Jeongin, raising her young daughter alone, moves back
to her old neighborhood. For some reason she steals one
of the flower pots in front of a house and gets caught
by middle schooler Gayoung, who lives with her father.
Jeongin still takes the pot back home. As they bump into
each other another day, Jeongin asks Gayoung to pretend
she didn’t see her. In the film, that pot is branded with
the memories of the person who took loving care of it
as well as the place it stayed. The stolen pot transplants
those memories into Jeongin’s house. It holds a warm
energy that sets Jeongin and her son at ease. Now, they
name the plant ‘Security.’ It’s been quite a while since
Jeongin grew a plant. Perhaps, she wanted to settle into
her new phase of life just like the plant took root in the
pot.

분이라는 한 뼘의 공간에라도 뿌리를 내린 식물처럼 자신
의 삶의 새로운 단계에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싶었던 것
은 아닐까?

이성식 LEE Seongsik

김윤지 KIM Yoonzy

현재 청주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단편영화 연출작 ⟨덧칠⟩이 노이다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받았다.

1995년생. 중앙대학교 공간연출학과에서 영화미술을 전공 했으며,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영상원 연출

Lee Seongsik is currently attending Cheongju University. His short film The Paint Over won the award for
Best Picture at the Noid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전공으로 입학하였다.

프리미어 기프 Premiere GIFF

Kim was born in 1995 and studied film arts in the department of spatial design at Chungang University. Kim
is currently studying directing at the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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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 단편제작지원

GIFF Short Film Fund
[322] GW
10.25 19:00 GV
[520]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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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10:30 GV

그러니까 전원을 잘 껐어야지
Why didn’t You Turn Your Camera Off?
WP

Korea | 2021 | 69min | Fiction | color | ⑮

코로나 19로 시작된 비대면 온라인 강의. 학생들은 학교
에 가는 대신 각자의 집에서 컴퓨터로 강의를 들었다. 처
음 도입된 이 시스템은 꽤 당황스러운 장면들을 연출하
곤 했는데, 주로 마이크와 카메라 끄는 것을 깜빡하는
것에서 비롯된 실수들이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재미있는
실수 정도의 수준이라 그 날의 대학의 익명 커뮤니티를
반짝 달구는 정도였다. 하지만, 어느 날 온라인 강의실에
지역 영화 생태계 발전과 역량 있는 영화인 발굴 및 육성
을 위하여 강릉국제영화제가 제작지원하는 단편 영화들
을 소개하는 ‘프리미어 기프’의 서브 섹션이다. 강릉국제
영화제의 제작지원 대상은 강릉 로케이션 50%이상 예정
작 또는 강릉 거주 인력(스태프) 채용 30%이상 또는 제
작지원 공고 시점에서 주민등록상 강릉 거주자 또는 강
릉기반 활동 영화인(감독, 프로듀서) 참여 작품, 이 세 가
지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하는 작품이다. 2019년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에서부터 시작된 강릉국제영화제 제작지
원으로 총 6편의 작품이 제작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2020년 제작지원작 중 완성된 유미선 감독의 ⟨그러니까
전원을 잘 껐어야지⟩가 상영된다.
이미 열 편 이상의 작품을 연출한 유미선 감독의 ⟨그러니
까 전원을 잘 껐어야지⟩는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낸 새
로운 일상의 형태인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
의 이야기다. 온라인 강의 중 예기치 않은 사고는 우리 속

Under Premiere GIFF, this section introduces short films
produced and supported by the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and revitalization of the local film ecosystem. The
GIFF’s production support is open to films that the meet
one of the following thee conditions: a) 50% of the film to
be shot in Gangneung, b) 30% of workforce from Gangneung, or c) produced by a director/producer based or resident in Gangneung. Since the 1st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9, a total of six films have received
production support. This year, You Misun’s Why didn’t
You Turn Your Camera Off? completed with last year’s
GIFF Short Film Fund will be screened. With more than ten
works under her belt, Why didn’t You Turn Your Camera
Off? , You tells the story of students taking online lectures
as part of ‘the new normal’ created by the COVID-19
pandemic. An unforeseen situation during an online lecture
reveals our voyeuristic desires.

서 남녀의 신음소리 비슷한 것이 들리고, 모두가 당황해
자신의 마이크를 음소거로 변경하지만 오직 한 학생, 한
미만이 마이크를 그대로 켜 두고 있다. 신음소리는 계속
된다. 큰 소란이 한미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다. 쉽게 영
상을 녹화할 수 있고, 쉽게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대,
컴퓨터 뒤에 앉아 쉽게 그것을 듣고 감상할 수 있는 시대.

The pandemic made online Zoom courses a common
practice. Students now take courses through their personal devices instead of going to school. This system sometimes exposes rather embarrassing moments when one
forgets to turn off their microphone or camera, which in
most cases are simply laughable events that may be briefly floodlit on the university’s online community. But one
day, the online classroom is swept with the sound of a
couple moaning. Everyone in the class hastily starts muting their microphones except for one—Hanmi. The sound
of a woman reaching orgasm echoes online. It all happens
before Hanmi is aware. In this era of easy recording, easy
sharing, and effortless streaming, intersecting with the
COVID-19 pandemic as its backdrop, the film exposes the
voyeurism of modern humans.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변화시킨 우리 일상을 배경으로 영
화는 사람들 속에 내재된 관음증의 민낯을 드러낸다.

유미선 YOU Misun
현재 영국 런던필름스쿨 MA 과정에 재학중이다.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미선은 봄이 왔다는 사실을 몰랐
다⟩ 등 10여 편의 단편과 다큐멘터리를 연출, 촬영, 편집하였다.
You Misun is currently in the Master of Arts program of London Film School. She has directed, filmed, and
edited about 10 short films and documentaries including A Short Film about Love and Misun didn’t Know that
Spring was Coming .

의 관음증을 수면 위로 떠 오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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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기프

복원의 발견

Classic GIFF

Re: Discover

이 섹션의 국문 제목 ‘복원의 발견’은 그 제목에서부터 복
원된 작품뿐 아니라 ‘복원’이라는 작업 자체가 가지는 의
미를 발견하고, 복원된 작품의 역사적, 미학적, 사회적,
기술적 맥락까지 탐구하겠다는 강릉국제영화제의 지향
을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 강릉국제영화제가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작품-복원-관객으로 이어지는 순환과 생산,
재생산의 구조다. ‘사물을 원래 상태로 되돌림’이라는 사
전적 의미에 충실한 상영본의 화학적 또는 디지털적 복
구 그 자체도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영화의 복원은 원상
태로 돌아가는 복구를 뛰어넘어 작품의 재발견을 이뤄내
고, 관객의 기억을 새롭게 창조한다. 또한 이 섹션에서 소
개하는 ⟨완령옥: 디렉터스 컷⟩의 예와 같이 초기 편집 당
시 사용되지 않은 장면들을 삽입하거나, 이전의 버전과
는 다르게 재편집함으로써, 복원은 영화 개봉 당시의 관
객들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작품을 소개하는 작업이 되
기도 한다. 이처럼, 복원은 또 다른 창조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올해 ‘복원의 발견’은 홍콩 뉴웨이브의 대표적 감독, 관
금붕의 ⟨완령옥: 디렉터스 컷⟩을 비롯, 마이클 포웰과 에
메릭 프레스버거 콤비의 그동안 국내에서 보기 힘들었던
‘복원의 발견’, 그리고 시대를 앞선 거침없는 도전을 감행
했던 ‘가치의 전복자들’, 이렇게 2개의 서브 섹션으로 구
성된 섹션으로 고전 영화를 동시대의 시선으로 재해석하
고 재평가하기 위해 기획된 섹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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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 GIFF reinterprets and reevaluates classical films
with contemporary eyes. It includes the sub-sections Re:
Discover and Film as a Subversive Art showcasing works
that, ahead of their time, faced relentless challenges.

This section reflects the GIFF’s intention to discover the
meaning of not only restored films but also the work of
restoration itself, and thus explore the historical, aesthetic,
social, and technological contexts of restored works. Ultimately, the festival seeks to discover the circular structure
of production and reproduction moving from films, restoration to audiences. Indeed, the chemical or digital restoration of a film is of great significance. However, the restoration of a film goes beyond restoration to its original state
to cast a new light on the work and create new memories
for the audience. Introduced in this section, Center Stage:
Director’s Cut is an example of restoring a film by inserting
scenes absent in the original version, and re-editing it to
create a new version for contemporary audiences. Restoration can thus be said to be another creative process.
This year’s Re: Discover line-up consists of the following
films: Hong Kong New Wave’s leading director, Stanley
Kwan’s Center Stage: Director’s Cut ; I Know Where I’m
Going! , co-directed by Michael Powell and Emeric Pressburger, a rare collaboration restored into 4K; Hiruko the
Goblin by Japanese genius director Tsukamoto Shinya,
restored into 2K to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its release.

공동 연출작,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의 4K 복원판
그리고 개봉 30주년 기념으로 복원된 일본의 천재적 악
동 감독, 츠카모토 신야의 ⟨요괴 헌터 - 히루코⟩의 2K 복
원판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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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CGV3

[221] CGV7

10.24 15:30

10.24 19:00

[806] CGV2

[808] CGV4

10.30 13:00

10.30 13:30

완령옥: 디렉터스 컷
Center Stage: Director’s Cut

요괴 헌터 - 히루코
Hiruko the Goblin

Hong Kong | 1992 | 156min | Fiction | color | ⑱

1935년 봄, 중국 무성영화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 완령옥
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
녀는 16살 어린 나이에 영화계에 입문하여 9년의 짧은 기
간 동안 29편의 영화에 출연해 수많은 이들의 우상이 되
었다. 그러나 그녀를 이용했던 남자들과 황색 저널리즘의
농간에 시달리다 스물다섯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관금
붕은 배우 완령옥의 삶을 그린 1992년 영화 ⟨완령옥⟩을
장만옥이 연기하는 완령옥과 실제 완령옥에 대한 아카이
브 필름을 섞어 만들었다. 이번 강릉국제영화제를 통해
소개되는 ⟨완령옥⟩은 실제 완령옥이 등장하는 아카이브
필름 부분을 더 추가하여 관금붕 감독이 다시 편집한 버
전이다. 이 영화를 통해 장만옥은 이전의 전형적인 역할
을 벗어나 내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받았다. 허구의
완령옥과 실제의 완령옥이 뒤섞이는 이 영화는 각각의 시

1992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the spring of 1935, Ruan Lingyu, an actress representing the Chinese silent film era, took her own life and put
everyone in shock. Entered the film industry at the young
age of sixteen, she appeared in 29 films over the nine
years and became an idol. However, she ended her short
life at the age of 25 after suffering from yellow journalism
and abusive men who used her. Stanley Kwan made this
film by mixing the 1992 film Center Stage , a biographical
film of Ruan Lingyu, played by Maggie Cheung, and actual
archive footage of Ruan Lingyu. Center Stage: Director’s
Cut screened at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ll have more archive footage re-edited by the director.
Maggie Cheung was received well by her performance in
Center Stage and showed tremendous growth going beyond her previous typical roles. This film, the combination
of fictional Ruan Lingyu and real Ruan Lingyu is also a
portrait of two actresses representing each era.

대를 대표하는 두 배우의 초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Japan | 1990 | 90min | Fiction | color | ⑫

⟨요괴 헌터 - 히루코⟩는 20세기 일본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이자 일본 사이버 펑크 영화의 거장인 츠카모토 신야
의 1990년 작품이다. 영화의 개봉 30주년을 기념하여 복
원되었다. 츠카모토 신야의 기괴한 상상력이 폭발하는 이
영화는 호러 미스터리 장르를 차용하고 있다. 영화는 지
옥의 문 위에 세워진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지구를 침략
하려는 악귀인 히루코에 대항해 고고학 교수인 히에다와
귀신 들린 고등학생 마사오가 벌이는 목숨을 건 싸움을
그린다. 시체 같은 창백한 얼굴에 거미의 다리 같은 것이
무수히 머리에 돋아나고, 촉수 같은 긴 혀를 날름거리는
히루코를 비롯하여 충격적인 비주얼을 선보이는 등장인
물들과 음습한 기운을 불어넣는 영화 배경의 시각적 효
과는 이 영화의 원작인 모로호시 다이지로의 동명의 작

1992 Fantasporto

Hiruko the Goblin is a 1990 film by one of the most
prominent directors of Japanese films in the 20th century
and the master of Japanese cyberpunk films, Tsukamoto
Shinya. This Tsukamoto Shinya’s second feature film was
restored to 2K to commemorate the 30th anniversary of
its release. Director’s bizarre imagination bursts in this
horror mystery genre-like film. At the high school built
on the gates of hell, the archaeology teacher Hidea and
haunted high school student Masao’s life-threatening
fight against Hiruko, a goblin trying to invade the Earth,
begins. Shocking visuals and spooky vibes such as Hiruko’s deathly pale face, spider-like legs popped up countlessly on his head, tentacle-like long tongues dramatically
maximize the imagination of the film’s original work,
Morohoshi Taijiro’s comic book with the same title.

품이 가지는 만화적 상상력을 한층 극대화하고 있다.
(2021년 2K 복원판, Korean Premiere)

(2021년 4K 복원판, Korean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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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금붕 Stanley KWAN

츠카모토 신야 TSUKAMOTO Shinya

허안화, 엄호, 담가명 감독을 비롯하여 홍콩 뉴웨이브의 주축이 된 젊은 감독들과 함께 작업을 이어나갔다. 관금

영화 프로듀서, 작가, 편집자, 감독, 촬영 감독, 아트 디렉터, 프로덕션 디자이너, 그리고 배우다. ⟨철남⟩(1989),

붕의 ⟨완령옥⟩을 통해 장만옥이 베를린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장편 이외에도 단편, 다큐멘

⟨이치 더 킬러⟩(2001), 그리고 ⟨동경의 주먹⟩(1995)으로 알려져 있다. 1997년 베니스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을 지

터리, 그리고 홍콩과 런던 기반의 연극을 연출하였다.

냈다.

Stanley Kwan found himself working with several of the young directors who went on to become figureheads
of a ‘new wave’ in Hong Kong cinema, including Ann Hui, Yim Ho and Patrick Tam. He joined them when
they moved into the film industry. Center Stage won Maggie Cheung the Best Actress prize in Berlin. In addition to his feature films he has directed short films, documentaries and a play which was staged in Hong Kong
and London.

Tsukamoto Shinya is a film producer, screenwriter, editor, director, cinematographer, art director, production
designer and actor. He is known for Tetsuo (1989), Koroshiya 1 (2001) and Tokyo Fist (1995). He was a
Member of the jury at the Venice Film Festival i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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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전복자들

Film as a Subversive Art

[314] CGV4
10.25 17:00 GT
[513] CGV4
10.27 16:00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I Know Where I’m Going!
UK | 1945 | 92min | Fiction | b&w | ⑮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는 여러 편의 작품을 공동 연
출했던 마이클 포웰과 에메릭 프레스버거 콤비의 1945년
작품으로, 4K로 복원되었다. 야망에 찬 25세의 중산층
여성인 조안은 부유한 중년의 로버트 벨린저 경과 사랑없
는 결혼을 선택한다. 결혼식을 위해 길을 떠난 조안은 악
천후로 인해 결혼식이 열릴 칼로란 섬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근 섬에 발이 묶이게 된다. 휴가를 위해 역시 칼로란 섬
으로 향하던 군인인 토르퀼도 조안과 같은 처지에 놓인
다. 둘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둘은 서로에게 이끌린
다. 로맨스 영화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 영화는 탄탄한 시
나리오와 정교한 촬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강렬
함을 펼쳐 보인다. 아마도 마이클 포웰과 에메릭 프레스
버거 콤비의 영화 중 가장 덜 알려진 영화일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콤비 특유의 위트를 곁들인 이 아름다운 영화

Restored by the BFI National Archive and The Film
Foundation in association with ITV. Restoration funding
provided by the Hobson/Lucas Family Foundation.
Additional support provided by Matt Spick.

2021 Cannes Film Festival

Directed by Michael Powell and the Emeric Pressburger
duo in 1945, who co-directed several films together, I
Know Where I’m Going! was restored to 4K. Joan, an
ambitious 25-year-old middle-class woman chooses
rich, middle-aged Sir Robert Bellinger for marriage without love. On her way to her wedding in Kiloran Island,
Joan gets stuck on a nearby island due to bad weather.
Torquil a soldier heading for Kiloran Island for vacation
is also stuck in the same situation as Joan. They spend
time together and they are attracted to each other. The
film, which shows the typical romance genre, unfolds the
intensity of life-changing love with a solid scenario and
sophisticated directing. Perhaps one of the least known
films by Michael Powell and the Emeric Pressburger duo.
Today we need to rediscover this beautiful film full of
genuine wit.

‘가치의 전복자들’은 선구적 영화 형식으로 당대의 영화
관념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던 작품들과 감독들을 소개하
는 ‘클래식 기프’의 서브 섹션이다. 이 섹션의 제목은 1991
년 초판이 출간되어 올해 출판 30주년을 맞는 『가치의
전복자들: 세계 영화 작가 전집』과 올해 탄생 100주년이
되는 미국의 감독이자 평론가 아모스 보겔의 『전복적 예
술로서의 영화』, 양 저서에서 영감을 얻었다. 첫 번째 책
은 당대의 많은 한국 평론가들이 저술에 참여했던 생경
했던 미지의 감독들을 소개한 2권으로 된 저작이다. 이
영화들을 실제로 볼 기회가 없었던 당시의 시네필들과 영
화학도들에게 이 책 속에 삽입된 스틸과 내용만으로 영
화에 대한 갈증을 채웠던 기억들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저서는 영화사에서 미학적 실험과 세계관의 전복을 시도
했던 작품들에 대한 아모스 보겔의 역작이다. ‘가치의 전
복자들’은 이 두 저작이 시도했던 시도를 동시대로 옮겨

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 ‘미지’의 고전 작품들의 혁신성

(2021년 4K 복원판, Korean Premiere)

을 재평가하고자 시도한다.
‘가치의 전복자들’에서는 개봉 당시 많은 국가에서 상영

마이클 포웰, 에메릭 프레스버거 Michael POWELL, Emeric PRESSBURGER
ur
© I m a g es c o

에메릭 프레스버거는 1935년에 브리튼에 정착하여 마이클 포웰과 공동작업을 시작했다. 함께 작업한 ⟨북위 49

te

sy

도선⟩(1941)을 통해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았다. ⟨콘트라밴드⟩(1940)와 ⟨북위 49도선⟩(1941)의 연이은 성공
에 둘은 합작프로덕션회사 ‘더 아쳐스’를 설립하여 총 14편의 영화에 공동 시나리오, 제작, 연출로 이름을 올렸다.
of

Pa r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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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35, Emeric Pressburger settled in Britain and launched a partnership with Michael Powell. They won an
Academy Award for best original story for 49th Parallel (1941). After the success of their next two collaborations, Contraband (1940) and 49th Parallel (1941), they formed The Archers, a joint production company,
and shared equal writing, producing, and directing credits for its 14 films.

클래식 기프 Classic GIFF

금지되었던 두산 마카베예프의 ⟨WR: 유기체의 신비⟩의
복원 버전과 이 영화를 둘러싼 숱한 논쟁들을 되짚어 보
는 고란 라도바노비치 감독의 ⟨영화 재판 혹은 마카베예
프의 경우⟩, 전위적 작가, 루이스 부뉴엘의 멕시코 빈민가
에 대한 기념비적인 작품 ⟨잊혀진 사람들⟩, 전대미문의 전

Classic GIFF showcases pioneering directors and their
works whose innovative cinematic forms gave rise to new
perceptions of cinema. The title of this sub-section is based
on two publications: Subverting Values: An Anthology of
World Filmmakers (1991), published 30 years ago, and
Film as a Subversive Art by the American director and critic
Amos Vogel, born 100 years ago. The former is a two-volume work written by a number of Korean critics, which
introduced unknown directors from other parts of the
world. Cinephiles and film students who had no access to
the films introduced in the book at that time welcomed the
chance to read about them and see their still images. The
latter is Amos Vogel’s masterpiece on works that attempted to subvert aesthetics and worldviews in film history. This
section shifts the insights of the two books into the present
times, and seeks to reevaluate the innovation of ‘unknown’
classical works that is still valid today.
This section introduces a restored version of Dusan Makavejev’s WR: Mysteries of the Organism , which was banned
in many countries at the time of its release, Goran Radovanovic’s The Makavejev Case or Trial in a Movie Theater ,
which examines various controversies surrounding WR:
Mysteries of the Organism , avant-garde filmmaker Luis
Buñuel’s The Young and the Damned , which delves into the
mind of a Mexican slum boy using surrealistic images, and
The Round-up by Hungarian director Miklós Jancsó, who
creates films the likes of which the world has never seen
before.

복적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헝가리의
거장, 미클로슈 얀초의 ⟨검거⟩를 소개한다.

복원의 발견 Re: Dis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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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CGV3

[215] CGV4

10.29 17:30

10.24 16:30 GT

영화 재판 혹은 마카베예프의 경우
The Makavejev Case or Trial in a Movie Theater

KP
2020 Rotterda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erbia | 2019 | 73min | Documentary | color/b&w | ⑱

⟨영화 재판 혹은 마카베예프의 경우⟩는 두산 마카베예
프 감독의 1971년 영화 ⟨WR: 유기체의 신비⟩를 비판하
기 위해 당시 사회주의 유고슬라비아에서 공산당이 어떻
게 공개 플랫폼을 사용했는지를 밝힌다. 그 과정에서 이
예술가의 위치를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에 초점
을 맞춰 탐구한다.

실제 노비 새드 영화관에서 공개 재판
이 열렸으며,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유고슬라비아 보안
국은 사건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슬로보단 밀레틱
기자가 장비를 몰래 반입하여 녹음했다. 고란 라도바노
비치 감독의 이 영화는 위대한 동유럽 영화감독 중 한 명
에 대한 경의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 없이 민
주주의 사회를 수립하려고 시도했던, 혹은 진정한 민주
주의 없이 자유를 확립하려 시도했던 사회주의 유고슬라

2019 Belgrad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Makavejev Case or Trial in a Movie Theater reveals
how the Communist Party used the open platform in
socialist FR Yugoslavia to criticize Dusan’s 1971 film WR:
Mysteries of the Organism . From the political and social
perspective of the era, the film investigates the artist’s
position in socialist Yugoslavia. In fact, an open court
trial was held at the Novi Sad movie theater and heated
debate happened. Yugoslavia’s security agency prohibited
the recording of the incident, but one journalist Slobodan
Miletić sneaked in equipment and recorded it. Goran Radovanovic shows his tribute to one of the great Eastern
European film directors, and tries to shed light on the
trauma of socialist Yugoslavia’s greatest failure to establish democracy without true freedom or bring freedom
without true democracy.

검거
The Round-Up

1966 Cannes Film Festival

Hungary | 1965 | 88min | Fiction | b&w | ⑫

내용으로는 혁신적이며, 형식에서는 도전적인 정치영화로
평가를 받는 ⟨검거⟩는 미클로슈 얀초 감독을 세계적 대
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그의 초기작 중 하나이다. 영화
는 1860년대 말, 헝가리에서 코슈트 러요시가 이끌었던
헝가리 혁명이 진압되고 오스트리아가 헝가리의 패권을
다시 잡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저항군들은 고
립된 요새에 감금된다. 수용소의 교도관들은 이 수감자
들 중에 반란군의 지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의 색출을 위해 온갖 고문을 자행한다. 헝가리 독립
을 위해 치열히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오마주를 보내는
이 영화는 한 편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미클로슈 얀초 감
독이 살았던 시대의 헝가리를 상기시킨다. 시대가 흘러 오
스트리아군은 소련군으로 변했으나, 헝가리 사람들은 여

비아의 가장 큰 실패의 트라우마를 밝히려는 시도이기도

전히 싸우고 있던 감독의 시대가 ⟨검거⟩의 이미지 위로 오

하다.

버랩된다.

1966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Round-Up is evaluated as a political movie - innovative in content and challenging in format. It is also one
of the initial works of Miklós Jancsó that made him a
world-renowned director. The film is set against Hungary
in the late 1860s where the national movement led by
Kossuth has been crushed and the Austrian hegemony
re-established. The authorities round up and jail the guerilla members in an isolated fort and learn that the guerilla leader is present among the prisoners. To identify the
leaders, they apply multifarious forms of coercion. The
film, homage to the people who fought hard for the Hungarian independence, reminds us the old Hungary where
Jancsó lived by telling an old story. That time, Hungary
was still fighting for its independence although the Austrian army was replaced by the Soviet army. Hungary in his
time overlaps the image of the film.

(2021년 4K 복원판, Korean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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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란 라도바노비치 Goran RADOVANOVIC

미클로슈 얀초 Miklós JANCSÓ

1977년에서 1980년까지 괴테 협회에서 장학금을 받아 뮌헨에 체류했다. 베오그라드에 돌아온 후에 작가 겸 장

영화사에 길이 남을 작품으로 꼽히는 ⟨검거⟩와 ⟨적과 백⟩을 통해 유럽에 이름을 알렸다. 헝가리 대초원을 배경으

편/다큐멘터리 영화감독으로 지냈다. 유럽영화아카데미, 세르비아 베를린 영화인협회의 멤버로, 전 세계의 유수

로 한 강렬한 미쟝센, 움직이는 인물들을 적절히 포착하는 롱테이크 기법의 사용, 그리고 안무 연출로 유명한 그

영화제들에서 작품들이 상영되었다.

의 영화들은 주로 되풀이되는 폭력과 억압의 역사를 다룬다.

Between 1977 and 1980 he sojourned in Munich on a scholarship awarded by the Goethe Institute. After his
return to Belgrade, he has worked as writer and director of both feature and documentary films. He is a member of the European Film Academy, Berlin and Film Artists Association of Serbia. His films were screened at
numerous film festivals worldwide.

He became widely known to Europe with The Round-up and The Red and the white , deemed the greatest
film in films history. His films, mostly reflecting the history of repeating violence and repression, have been
making their fame by the bold and powerful mise en scene staged in Hungarian great plain, the long take cinematography beautifully capturing moving characters and the choreography direction.

클래식 기프 Classic G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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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CGV7

[209] CGV4

10.29 19:30 GT

10.24 14:00

WR: 유기체의 신비
WR: Mysteries of the Organism

잊혀진 사람들
The Young and the Damned

Yugoslavia, West Germany | 1971 | 85min | Documentary | color/b&w | ⑱

1971년, 베를린국제영화제와 칸국제영화제에서 두산 마
카베예프 감독의 ⟨WR: 유기체의 신비⟩가 상영된 후, 이
영화는 세계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심
리학자이자 성과학자인 빌헬름 라이히의 저작을 바탕으
로 만든 이 영화는 빌헬름 라이히에 대한 교육영화, 밀레
나에 관한 장편영화, 공산주의와 섹슈얼리티의 관계, 정
신과 물질의 관계 등 4개(또는 그 이상)의 영화를 하나로
합친 것이다. 영화는 거칠고 노골적이며 대담한 다큐멘터
리와 픽션을 교묘히 뒤섞어 놓고 있다. ⟨WR: 유기체의 신
비⟩는 요시프 브로즈 티토 체제의 유고슬라비아에서 격렬
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상영이 16년간 금지되었고, 다
른 수많은 나라에서도 상영이 금지되었다. 올해 제작 50
주년을 맞이하는 이 영화는 현재에도 시대를 앞선 내용
과 미학에서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

1971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Dusan Makavejev’s WR: Mysteries of the Organism drew
huge global controversy after its screening at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Cannes Film Festival in
1971. Based on the work by the Marxist psychologist and
sexual studies scientist Wilhelm Reich, the film combines
four (or more) films - an educational film about Wilhelm
Reich, a feature film about Milena,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sm and sex, and the connection between
spirit and matter. The film is a clever mix of rough, blatant, and bold documentaries and fiction. WR: Mysteries
of the Organism caused outrage in Tito’s Yugoslavia,
banned for 16 years and also banned in numerous other
countries. This year, the film marks its 50th anniversary.
After all those years, it still surprises us with forwarding
content and aesthetics going beyond our contemporary
times.

Mexico | 1950 | 82min | Fiction | b&w | ⑮

⟨잊혀진 사람들⟩은 파리에서 기념비적인 초현실주의 영화
를 만들었던 루이스 부뉴엘 감독이 멕시코로 건너가 만
든 영화다. 이 영화에는 네오 리얼리즘적 경향과 초현실
주의적 경향이 동시에 혼재한다. 실제로 이 영화는 에스
파냐어를 쓰는 사람들과 도시에 대한 중요한 기록물로써
2003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특이한 전
력을 가지고 있다. 영화는 멕시코 도시 외곽을 배경으로
빈민가를 날 것 그대로 묘사하면서도 때때로 부뉴엘 특
유의 몽환적 이미지들이 환영처럼 끼어든다. ⟨잊혀진 사
람들⟩ 속의 아이들은 몸은 아직 미성숙하나 철저한 약
육강식의 세계 속에 산다. 그들은 때때로 어른보다 더 악
랄하고, 그들이 휘두르는 폭력은 죽음을 불사한다. 측은

1951 Cannes Film Festival

The Young and the Damned is a film directed by Luis
Buñuel in Mexico who is well known for his monumental
surreal film in Paris. The film has neorealistic and surrealistic elements at the same time. It is also inscribed on
UNESCO’s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as it is deemed
important records of the people and the city using Español. The film describes a city slum in Mexico in the raw
while exhibiting Buñuel’s unique dreamy images as illusions. The movie shows children who are still young but
adapt to the law of the jungle. They are sometimes more
vicious than adults and their violent acts lead to death.
They are without compassion. Maybe that’s the feeling
they don’t even know of because the world never extended love or sympathy to them.

지심은 그들의 세계에서 잊혀진 감정인 듯하다. 어쩌면 그
것은 그들이 모르는 감정일 수도 있겠다. 한 번도 세상은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보낸 적이 없으므로.
(2019년 4K 복원판, Korean Premiere)
※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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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마카베예프 Dusan MAKAVEJEV

루이스 부뉴엘 Luis BUÑUEL

1932년 유고슬라비아 벨그레이드 태생. 대부분 작품들이 유고슬라비아의 노비 필름(‘블랙 웨이브’) 무브먼트에

초현실주의 사조를 녹여냈던 스페인 감독. 무용한 잔인함, 에로티시즘, 종교적 열광 등의 주제에 관심을 가졌다.

속하며, 몇 편의 정치적, 육적(肉的)인 영화들로 인해 검열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973년에 유고슬라비아를 떠

그는 프랑스에서 아방가르드 실험들을 통해 명성을 얻고, 멕시코에서 무명의 삶을 살다가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나 미국 대학들에서 강의를 이어나갔다. 2019년에 타계했다.

만든 후기 영화들을 통해 이름을 알렸다.

Born in Belgrade, Yugoslavia in 1932. Many of his works belong to the Yugoslavian movement Novi Film(aka.
Black Wave). Several of his films were censored because of their political and sexual themes. In 1973, he left
Yugoslavia and subsequently taught at various universities in the USA. He passed away in 2019.

Spanish filmmaker who was a leading figure in Surrealism, the tenets of which suffused both his life and his
work. An atheist sympathizer who was preoccupied with themes of gratuitous cruelty, eroticism, and religious
mania, he won early fame with avant-garde experiments in France and then pursued an obscure career in
Mexican commercial cinema before earning acclaim with his late films made in Spain and France.

클래식 기프 Classic G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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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 기프

강릉 키즈

Family GIFF

Gangneung Kids

‘강릉 키즈’에서는 미취학 아동도 함께 즐길 수 있는 5편
‘패밀리 기프’는 다양한 세대의 관객들이 즐길 수 있는 영
화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강릉 키즈’와 ‘강릉 틴
즈’ 그리고 올해 신설된 ‘강릉 빅 픽처’, 총 세 개의 서브
섹션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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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preschoolers to seniors, the Family GIFF section introduces films that all generations can enjoy. The program
is divided into three sub-sections: Gangneung Kids, Gangneung Teens and Gangneung Big Picture.

의 단편묶음과 올해 윤단비 감독이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직접 연출한 ⟨남매의 여름밤⟩을 소개한다. 각각의 영화
는 깊이 있는 주제들을 모든 연령층이 각자의 눈높이에
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영상언어를 구사하고 있다.

가치의 전복자들 Film as a Subversive Art

Gangneung Kids features a set of five short films for preschool children. Director Yoon Danbi introduces the barrier-free version of her film, Moving On . Each film delivers
reflective stories via film languages that help people in all
age groups view the movies from their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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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키즈 단편묶음
Gangneung Kids Shorts

남매의 여름밤: 배리어프리 버전
Moving On: Barrierfree Version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 간다. 아무래도 아빠의 일이 잘 풀
리지 않는 모양이다. 시집간 고모에게도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고모까지 집을 나와 이 가족들과 합세한다. 작
은 마당에 텃밭을 일구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2층 양옥집
에서 남매 옥주와 동주의 여름이 이렇게 시작된다. 그들
을 떠난 엄마, 아빠와 갈등을 빚는 옥주, 할아버지 집 처
분을 논의하며 마음이 조금씩 상하기도 하는 아빠와 고
모. 그러나 이 영화에는 극단적인 선악의 대립도, 드라마
틱한 반전도 없다. ⟨남매의 여름밤⟩은 다만 이 가족이 만
들어내는 사람 냄새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다. 강릉
국제영화제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영화를 만
나 볼 수 있도록 영화의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해설과
화자 및 대사, 음악, 소리 정보들을 알려주는 배리어프리

[212] GW

10.24 18:00

10.24 14:00

[603] CGV4

[804] CGV7

10.28 10:00

10.30 11:00

2020 Rotterda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Korea | 2019 | 105min | Fiction | color | Ⓖ

아빠는 갑자기 짐을 싸 들고 옥주와 동주 남매와 함께

[223] GW

2019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ne day, Okju and Dongju’s father abruptly takes his
family to their grandfather’s house. It seems like something has gone wrong with his business. Their aunt also
seems to have trouble with her marriage, as she also
moves in with the family. So Okju and Dongju’s summer
starts in their grandfather’s old two-story western-style
house with a small yard and a garden. During their stay,
Okju comes into conflict with her mother who left them,
and her father and aunt disagree over whether to sell their
father’s house. But Moving On displays no extreme right
and wrong as well as a dramatic twist. Rather, it is replete
with the humanity and warmth that this family emanates.
For a wider audience, we screen the film’s barrier free
version, which adds an audio commentary explaining the
visuals and barrier free subtitles that inform the viewer of
the speaker, dialogue, music and sound.

자막을 넣어 만든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상영한다.

본능
Instinct

KP

France | 2019 | 5min | Animation | color | Ⓖ

한 사냥꾼이 얼어붙은 울창한 숲속에서 사냥용 덫에 걸
려 옴짝달싹 못 하게 된다. 그가 서서히 얼어 죽어 가고
있는 동안, 그가 사냥하던 곰이 서서히 다가와 그의 옆에
털썩 주저앉는다. 유희를 위해 사냥을 하고 희생양을 전
리품으로 삼는 존재는 인간 외에 극소수 종에 불과하다
고 한다. 이 영화는 자연에서 예외적이긴 하나 부상을 당
한 약한 생명체에 대해 때때로 동물이 표현하는 측은지
심의 순간을 그리고 있다. 사냥꾼은 자신이 아무렇지도
않게 총구를 겨누었던 동물이 사실은 자신과 같은 체온
을 가진 생명체라는 사실을 극한의 순간에 자각한다. 동
물을 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인간은 동물에게서 인
류애라 부르는 인간만의 숭고한 가치와 유사한 그 무엇
을 목도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인간의 오만
함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살기 위해 사냥을

2020 Clermont-Ferrand Short Film Festival

A hunter gets caught in an animal trap in a freezing
forest. As the cold weather slowly freezes him to death,
the bear he has been hunting appears and plunks down
next to him. It is said that humans are among the very
few species that enjoy trophy hunting. The film describes
nature’s rare event where an animal sympathizes with
an injured, weak creature. The hunter realizes at the
very last minute that the animal he has been hunting is
also a being that has a warm temperature just like him.
When people who regard animals as a target for conquest
witness an animal expressing something similar to love
for humanity – something that they believe is only for
humans – they will inevitably think about man’s arroga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man. Between
beings hunting for life and human beings hunting for fun,
which would you say is more “humane?”

하는 존재와 유희를 위해 생명을 뺏는 존재. 누가 과연
더 ‘인간적’인 것일까?
※ 영어자막 미제공 No English subtitles provided

윤단비 YOON Danbi
경쟁섹션, 제15회 대한민국청소년영화제 본선에서 상영하였다. 2017년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에 입

아서 알렌더, 마티유 안토니, 레나 벨몬테, 빅터 커스크, 시리엘 길러민, 엘리엇 토마슨
Arthur ALLENDER, Mathieu ANTOINE, Lena BELMONTE, Victor KIRSCH,
Cyrielle GUILLERMIN, Elliot THOMASSON

학하여 2019년 첫 장편 데뷔작 ⟨남매의 여름밤⟩를 연출하였다.

디지털 예술 학교인 ArtFX에서 함께 공부한 2019년 졸업생들이다.

2008년 국민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여, 2015년 단편 ⟨불꽃놀이⟩를 연출하였고, 16회 대구단편영화제 단편

Yoon Danbi was admitted to the Theatre Arts Depart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2008. In 2015, she directed Firework , which was invited to the Short Film Competition of the 16th Daegu Independent Short Film
Festival and was a finalist at the 15th Korea Youth Film Festival. In 2017, she entered the Graduate School of
Cinematic Content at Dankook University and directed her first feature Moving On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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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키즈 단편묶음
Gangneung Kids Shorts

[212] GW

10.24 14:00

10.24 14:00

[804] CGV7

[804] CGV7

10.30 11:00

10.30 11:00

마트로시카
Matryoshka
WP

Korea | 2021 | 7min | Animation | b&w | Ⓖ

응시하며 총을 겨누고 있다. 원시 부족들이 나타나 유리
창에 무언가를 쏘아 댄다. 화가 난 주인공이 유리창을 깨
고 총을 쏜다. 잠시 후 거대한 것이 빠르게 날아와 건물
에 부딪힌다. 조류 충돌 또는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신조
어는 조류가 항공기와 충돌하는 상황으로 인해 항공기
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생긴 표현이다. 그런데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고층 건물이 늘어나면서 이 용어의
사용은 조류의 유리창 충돌 사고를 이르기까지 확장되었
다. 우리나라에서도 연간 800만 마리 이상에 달하는 조
류 충돌이 일어난다고 한다. 멸종위기 종을 포함한 수많
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
는 것이다. 이 애니메이션은 가해자처럼 보였던 이들이 사
실은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들과

Gangneung Kids Shorts

[212] GW

유리벽
The Glass Wall
고층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시. 한 남자가 두려움에 밖을

강릉 키즈 단편묶음

In a city densely packed with skyscrapers, a man trembling with fear points a gun somewhere outside the glass.
But then, primitive tribes appear, shooting something at
the glass wall. Enraged, the protagonist breaks the glass
and shoots at them. An enormous object strikes the
building in full course. The term “Bird Strike” was newly
coined due to the potential damage aircrafts could receive
due to bird collision. But as the number of windshield
skyscrapers increased, this term has been extended to the
instance where birds crash into windows. It is said there
are over 8 million bird strikes in Korea annually. That is,
numerous birds including endangered species are killed by
artificial structures. Through a storyline full of suspense
and tension, this animation shows how the so-called
“inflictors” are actually victims and how we should live in
symbiosis with birds.

공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극적 긴장감과 긴박감을 더한

AP

Korea | 2021 | 7min | Animation | color | Ⓖ

마트로시카 장인이 운영하는 한 인형 가게에서 새로운 주
인을 기다리는 마트로시카 가족. 어느 날, 한 아이와 엄마
가 마트로시카 가족을 구매하러 방문한다. 가게를 떠나
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막내 마트로시카. 하
지만 결국, 붙잡힌 막내는 그들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삶의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과 동
시에 설렘을 불러일으킨다. 남효경, 최유재 감독은 ⟨마트
로시카⟩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환경의 변
화가 주는 의외의 즐거움에 대해 말하고자 했다고 한다.
영화는 나무결, 헝겊 등 인형과 소품의 질감을 최대한 살
리면서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감을 더했다. 영화를 보는
사람들을 즉각적으로 힐링시킬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는 감독들의 의도가 성공적이라는 것은 이 영화를
보고 난 뒤 관객들의 입꼬리에 걸릴 따뜻한 미소로 체감

2021 Festival Stop Motion Montréal

A family of matryoshka dolls displayed on the shelf of a
master craftsman’s store is waiting for a new owner. A
child comes into the store with its mom and wants to buy
the doll family. The smallest of the dolls desperately runs
away from the kid with hopes of staying in the store but
gets caught and moves to the kid’s house. It is natural for
everyone to feel both anxious and excited when his or her
living environment changes. The directors say that they
wanted to describe the anxious feelings and unexpected
pleasure associated with a change in the surroundings
through the film. The film uses warm colors and succeeds
in expressing the realistic textures of the props, such as
wood grains, fabric and the dolls. Warm smiles from the
audience will show the director that she has succeeded in
achieving her goal of creating a film that instantly heals
people.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토리라인을 통해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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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LEE Jiyoon

남효경 NAM Hyokyoung

최유재 CHOI Yoojae

2002년 청강문화산업대학 애니메이션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그는 단편애니메이션, 웹툰, 캐릭터 디자인 제작

1996년 부산 출생. 2016년에 홍익대학교 영상애니

1996년 서울 출생. 2016년에 홍익대학교 영상애니

을 하고 있다. 연출작으로는 ⟨바나나거북⟩, ⟨인천모기멸종보고서⟩, ⟨유리벽⟩ 등이 있다.

메이션학과에 입학하여 2021년에 졸업하였다.

메이션학과에 입학하여 2021년에 졸업하였다.

Lee Jiyoon graduated from Chungkang College of Cultural Industries Department of Animation in 2002, and
currently produces animated short films, webtoons and character designs. His directorial credits include Banana Turtle , Incheon Mosquito Extinction Report and The Glass Wall .

Born in 1996 in Busan, South Korea, Nam Hyogyeong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Film & Animation in 2021.

Born in 1996 in Seoul, South Korea, Choi Yoojae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Film & Animation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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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neung Kids Shorts

[207] CGV2
10.24 14:00 PE
[212] GW

[212] GW

10.24 14:00

10.24 14:00

[804] CGV7

[804] CGV7

10.30 11:00

10.30 11:00

희망
Hope

강물 속에
Step into the River
KP

Qatar | 2020 | 9min | Animation | color | Ⓖ

⟨희망⟩은 바닷가 백사장에서 갓 태어난 아기 바다거북
아쿠아의 바다로의 목숨을 건 여정에 관한 이야기다. 그
리 멀지 않은 길이지만, 작은 체구에 느린 걸음의 아쿠아
에게 그 길은 고난의 연속이다. 태어나자마자 인생의 힘겨
운 시험을 치러야 하는 아쿠아. 그의 앞에 놓인 장애물
들은 참으로 다양하다. 인간이 만든 환경오염물들부터
여기저기서 그를 노리는 자연계의 포식자들까지, 이제 아
쿠아는 이 다양하고 힘든 고비들을 넘어야 한다.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 중 단 1%만이 어른 거북이 된다는 바다거
북.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바다로 가는 아쿠아는 과
연 바닷속을 유유히 헤엄칠 순간을 만나게 될까? 이 영

Hope is the story of baby sea turtle Aqua’s life-risking
journey to the ocean from the sandy beach. Though the
destination isn’t that far away, Aqua’s short pace and
small physique makes it an extreme ordeal. The tiny turtle
encounters hardship after hardship as soon as he is born
as all kinds of obstacles block his way, ranging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to natural predators. Aqua has to
overcome each crisis one by one. It is said that only 1%
of sea turtles that hatch from eggs gain the opportunity
to become adults. Taking step after step, will Aqua be
able to swim freely in the sea? The film encourages the
audience to root for Aqua’s breakthrough and growth as it
depicts the turtle as an ever so loving character.

China, France | 2020 | 15min | Animation | color | Ⓖ

여자라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마을 아이들에
게서 따돌림을 당하는 루와 웨이는 중국 시골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녀들이다. 그들이 사는 마을에는 아름다운
강물이 평화롭게 흐른다. 하지만 이 강에는 중국 정부의
40년가량 이어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과 뿌리 깊은 남
아선호 사상의 결과로 인해 공공연히 행해지는 폭력의
끔찍하고 비극적인 비밀이 서려 있다. 아이들은 어느 날
이 강 속에 살고 있는 정령들을 만나게 된다.
⟨강물 속에⟩는 마 웨이지아 감독의 전통적 동양화 기법
을 접목시킨 그림체가 돋보이는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이
영화가 그려내는 아름답고 서정적인 풍경과 그림체는 이

화가 구축하는 아쿠아라는 캐릭터의 사랑스러움은 관객

세계에 숨겨진 사회적 차별에 뒤따르는 폭력과 선명한 대

으로 하여금 어느 순간부터 아쿠아가 이 모든 위기를 용

비를 만들어 내면서 비극미를 증폭시킨다. 이 작품을 통

감하게 극복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게 할

해 마 웨이지아 감독은 한번도 말해지지 못했던 희생당

것이다.

한 이들에 대한 애도를 표한다.

2020 DOK Leipzig

Lu and Wei are two young girls living in a small village
who are bullied by their village friends just because of
their gender and disabilities. Before the village is a beautiful and calm river which in fact harbors the tragic and violent secrets of the one-child policy and the son preference
tradition of China. One day, children encounter spirits
living under the water.
Step into the River is an animated film with beautiful traditional Chinese painting style. The movie’s lyrical sceneries and drawing style create a strong contrast to th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hidden in society, amplifying the
tragic imagery. Director Weijia extends her condolences to
the victims who never received a proper apology.

압둘라 알 자나히 Abdulla AL-JANAHI

마 웨이지아 MA Weijia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 내려는 열정을 가진 카타르 영화감독이다. 그는 도하영화연구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시카고예술대학 졸업작품인 ⟨모든 것은 변한다⟩는 히로시마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부

소에서 지원을 받은 단편영화 ⟨희망⟩을 연출 했으며, 아지알청소년영화제에서 수상한 단편영화 ⟨더 언럭키 햄스

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시카고국제영화제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터⟩를 제작했다.

Ma Weijia is an independent animation artist. The Same River Twice , her graduation film made at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has won awards at numerous festivals, including the Hiroshima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the 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and the Chicag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bdulla Al-Janahi is a Qatari filmmaker with a passion for making a difference through his unique work. He is
the writer and director of the short film Hope , which is supported by Doha Film Institute. In addition, he was
the producer of short film The Unlucky Hamster , which won the Special Jury Mention at the Ajyal Youth Film
Festiv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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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Palm Springs International Festival of Short Films

패밀리 기프 Family GIFF

강릉 키즈 Gangneung Kids

161

강릉 틴즈

Gangneung Teens
[201] CGV2
10.24 10:00
[801] CGV2
10.30 10:30

유기 동물 보호소
Sheltered

KP

Netherlands | 2020 | 74min | Documentary | color | Ⓖ

한 네덜란드 동물 보호소의 일상에는 희망과 절망이 교
차한다. 보호소에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버림받은 개, 고
양이, 토끼 등 이른바 반려동물이라 불렸던 동물들이 입
소하고 그들을 돌보는 보호소의 직원들은 이 동물들의
잃어버린 건강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되찾아 주기 위해
헌신적으로 돌보고 교육한다. 유기 동물들이 인간에 대
한 유대감을 회복하고, 새 주인을 찾아 떠나는 것은 동
물 보호소 직원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동물들에게 새로운 동반자를 찾아 줄 수도 없고,
때로는 새로 유기되는 동물들에게 보호소의 한 자리를
내주기 위해 고통스러운 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 영화는
인간들의 무책임함으로 상처받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

2021 Visions du Réel

An animal shelter in the Netherlands sees constant hopes
and despair. Dogs, cats and rabbits abandoned by their
“companion” keep coming in, and the shelter staff make
a devoted effort to treat them and help them regain trust
in people. For the staff, seeing these animals bonding
with people again and finding a new companion is the
greatest pleasure. But the staff know that not all animals
can find a new companion and they sometimes need to
do the painful job of making room for new, incoming
animals. The film is about animals hurt by irresponsible
owners and the people who take on the responsibility
instead. A lot of things coexist in our world: devotion and
selfishness, responsibility and irresponsibility and love and
vanity.

이자 대신 책임을 떠안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
의 세상에는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헌신과 이기
심이, 책임과 무책임이, 사랑과 허영심이.

‘강릉 틴즈’에서는 총 9편의 장, 단편영화들이 소개된다.
동시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어려
움을 각기 다른 시선으로 다룬 작품에서부터, 동물권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작품, 참신한 설정으로 영화적 상상력
의 기발함을 때로는 웃음으로 때로는 오싹함으로 체험하
게 하는 작품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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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neung Teens screens nine short and feature films. The
program showcases a diverse range of films including one
that applies various perspectives to the relationship difficulties of contemporary teens, one that seriously covers the
issue of animal rights, and one that uses cinematic imagination with creative setups to make the audience laugh at
one time and shudder at others.

사스키아 귀벨스 Saskia GUBBELS
네덜란드 마스트리 흐트대학 미술아카데미에서 사진과 시청각디자인을 전공한 후, 브레다의 성 요스트미술아카
데미에서 학위를 취득했다. 그녀의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나오미스 시크릿⟩은 오랫동안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비
밀로 해온 나오미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엘렌의 귀를 통하여⟩는 청각 장애를 가진 소녀에 관한 다큐멘터리
로, 20곳 이상의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Saskia Gubbels studied at the Art Academy in Maastricht and Visual Arts at the St. Joost Academy in Breda.
Her short documentary, Naomi’s Secret is a documentary film about Naomi who kept her mother’s addiction
a secret for a long time. Through Ellen’s Ears documentary about a deaf girl screened in more than 20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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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CGV2

[501] CGV2

10.27 10:30

10.27 10:30

[811] DAN

[811] DAN

10.30 15:00

10.30 15:00

J에게
Dear. J

소희
Sohee
WP

Korea | 2021 | 5min | Animation | color | Ⓖ

학창시절 제일 친했던 친구인 J와의 추억을 다시 곱씹어
보는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다. 오래
되어 손상된 필름을 영사할 때 생기는 화면에 비가 내리
는 듯한 버티컬 노이즈 현상의 효과로 마치 옛날 필름을
돌려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영화는 과거로 돌
아간다. 화자인 ‘나’는 향수 어린 독백으로 친구와 함께
했던 자신의 학창시절을 회상한다. 언제나 함께 했고, 귀
가 길의 헤어짐을 아쉬워했던 친구 J와 ‘나’. 자신의 자전
적 경험을 투영한 이 영화에서 김정수 감독은 상대가 이
성이라서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순간과, 동성이라서 우정
으로 착각했던 순간들에 대해 되짚어 본다. 감독은 우정
으로 오인되는 사랑의 감정이나 일반적인 연애로 이해되
는 사랑이나 그것의 바탕이 되는 감정은 같은 게 아날까

A documentary style animation, in Dear. J the narrator
reminisces old memories with their best friend, J. Applying
vertical noise effects, the film takes its audience to the
past through its antique-like visuals. Through a nostalgic
monologue the narrator reflects on their school days with
J. “I” was always with J, and “we” felt bad we had to say
goodbye whenever we went back home. Director Kim
Jungsoo looks back on the moments she confused love
because she met a he, and the times she confused friendship because she met a she. Director Kim Jungsoo casts
the question of whether love mistaken for friendship, or
love understood as a typical romance, share the same
emotional foundation. The film does not direct the audience to a solid answer. It is up to each person to find the
answers to this emotional question on his or her own.

WP

Korea | 2021 | 18min | Fiction | color | ⑫

학생들 사이 인기도 많고 예쁘장한 외모로 단연 돋보이
는 소희. 그런 소희의 눈에 다른 또래들에 비해 부유해
보이는 예진이 들어온다. 반에서 조용한 학생인 예진은
화려한 소희가 내민 손을 흔쾌히 잡게 되고 둘은 친구가
된다.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교묘하게 아이들을 괴롭히
는 소희의 행동에 예진은 걱정의 조언을 건넨다. 그런 예
진에게 돌아온 대가는 집단 따돌림이다. ⟨소희⟩의 첫 장
면은 학생 전담 경찰과 죄책감 없는 소희의 면담이다. 영
화는 끝날 때까지 이 경찰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영
화의 끝 장면에서 마침내 보게 되는 한 경찰의 앞 모습.
그것은 바로 경찰이 되어 미소 짓는 소희의 얼굴이다. 앞
으로 소희도 문제 학생 면담자의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한때 한국 사회면을 달궜던 학창 시절 왕따의 주동자는

하는 질문을 던진다. 영화는 관객에게 이것이 우정인지

이후 경찰이 되고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의 기억 속에 사

사랑인지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이 감

회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현실이 영화 속으로 소환된다.

Sohee is the popular girl that everyone likes at school.
One day, she takes an interest in Yejin on account of her
family’s wealth. The two thus become friends—the quiet
girl Yejin and the queen Sohee. But as Sohee keeps bullying other classmates, Yejin gives advice to Sohee out of
concern. In return, Sohee starts bullying Yejin. The very
first scene of the film unfolds between a police officer and
a guilt-free Sohee. The camera doesn’t capture the face of
the officer until the very end. And at last, we come to see
the officer’s face as the film comes to its ending—it is the
face of Sohee who has become a cop. In the future, Sohee may be the officer in charge of school violence. This
film reflects the actual incidents that occurred in Korean
society, where the bully became the police and the victims
turned into social outcasts due to their past wounds

정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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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KIM Jungsoo

김은지 KIM Eunji

2021년 경기대학교 애니메이션 영상학과를 졸업하였다. 연출한 작품으로는 ⟨불면증⟩과 ⟨J에게⟩가 있다.

청주대학교 영화학과를 졸업하였고 첫 데뷔작 ⟨지근거리⟩로 영화계에 입문하였다.

Kim Jungsoo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Animation and Visual Arts at Kyonggi University in 2021. Her
films include Insomnia and Dear. J .

Kim Eunji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Film at Cheongju University. She made her debut with her first
film, Near dist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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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CGV2

10.27 10:30

10.27 10:30

[811] DAN

[811] DAN

10.30 15:00

10.30 15:00

위장
Camouflage
WP

Korea | 2021 | 25min | Fiction | color | ⑫

와 성격을 가진 또 다른 김공주가 있다. 이상하게 나는
자꾸 걔가, 거슬린다.” 태어나자 마자 내게 부여된 이름은
나란 존재의 정체성을 사회가 규정하는 최소한의 표식이
다. 그런데 주인공 김공주의 최소한의 정체성은 같은 반
의 동명이인으로 인해 부정당한다. 더 수려한 외모를 가
진 활달한 또 다른 김공주는 이 버거운 의미의 이름을 짊
어질 자격이 있는 진짜 주인으로 인정받은 듯하다. 똑같
이 수업시간에 졸았음에도 선생님의 눈에 조차 주인공
김공주는 존재하지 않는 듯 다른 김공주만이 지적을 당
한다. 사람의 두 번째 정체성이 정립된다는 청소년기를 힘
들게 거쳐 가고 있는 주인공 김공주가 겪는 혼란과 그녀
가 그녀만의 작은 영역이라도 만들고 싶어 하는 소망을
무참히 짓밟는 비정한 청소년들의 세계는 어쩌면 그녀가

Gangneung Teens Shorts ①

[501] CGV2

김공주들
Killing Kim Gongjoo
“내 이름은 김공주다. 우리 반에는 나랑 전혀 다른 외모

강릉 틴즈 단편묶음 ①

“My name is Kim Gongjoo. There’s another girl named
Kim Gongjoo in my class with utterly different looks and
personality. I feel like she is an eyesore.” My name must
have been a distinctive mark granted to me, justifying
my existence and identity from the moment I was born.
But that isn’t the case for our protagonist, Kim Gongjoo,
because of the other Gongjoo in her class. The other girl
has exquisite looks on top of an outgoing personality that
seem to dominate her ownership of that name. Even when
the two both doze off in class, the teacher only takes note
of the other Gongjoo as if the protagonist doesn’t exist in
the first place. It is said that one’s adolescence sets up a
person’s second identity. We can sense how terrifying it
may be to encounter what Gongjoo faces when witnessing
the confusion of Kim Gongjoo’s adolescence as well as
the adolescent world that tramples over her wish to secure her own boundaries.

AP

Korea | 2021 | 27min | Fiction | color | ⑫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유하와 강압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
라는 민정, 둘은 중학교 동창이다. 고등학생이 되어 오랜
만에 마주친 민정 앞에서 유하는 중학교 시절처럼 여전히
자신이 친구들에게 인기 많은 아이인 척한다. 민정은 자
신의 어머니를 멋진 여성으로 기억하는 유하에게 차마 어
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얘기하지 못한다. 가벼운 장난처럼
어느 날 둘은 함께 강도 짓을 할 계획을 세운다. 이 영화
의 제목, 위장은 중의적 의미를 지닌다. 가장 표면적으로
는 그들이 강도 짓을 도모하면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복
면을 둘러썼던 변장이 그것이다. 두 번째 의미는 훨씬 고
통스럽다. 자신이 왕따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해자
친화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유하의 위장,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는 민정의 위장. 이 둘의 위
장이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보호색 없는 그들의 위

꾸는 악몽을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

장이 금방이라도 탄로 날 것 같이 어설프게 다가오기 때

움을 갖게 한다.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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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LA Short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Yooha, the victim of bullying, and Minjeong, the daughter
of an overbearing mother, used to be middle school classmates. After entering high school, they bump into each
other and Yooha pretends she’s still the popular girl she
used to be back in middle school. Minjeong is also unable
to talk about her relationship with her mother since Yooha recalls Minjeong’s mother as a nice lady. One day, the
two frivolously plan a robbery. The title of this film, Camouflage, thus holds a dual meaning. First, their superficial
camouflage lies in their disguise of faces with literal masks
to conceal their identity. The second camouflage is much
more heartbreaking. Yooha’s veil displays the stance of
pro-assailant in an attempt to conceal that she’s being
bullied; and Minjeong’s veil hides the hole in her heart.
Their disguises are pitiable because of their crude nature—lacking even the simplest form of camouflage, ever
so vulnerable to disclosure.

이아린 LEE Ahlynn

고경하 KO Kyeongha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하였고, 단편영화 ⟨들리나요⟩, ⟨오늘⟩, ⟨빨간풍선⟩, ⟨비밀⟩ 등을 연출하였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을 졸업하였다. 그가 연출한 단편영화 ⟨독⟩은 서울세계단편영화제에 초청되었다. 2019

영화 스크립터로 일하며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년부터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며 웹드라마와 웹예능을 연출하고 있다.

Since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Film at Seoul Institute of the Arts, Lee Ahlynn has directed short
films such as Can You Hear Me , Today , Red Ballon and Secret . She is currently working as a commercial film
scriptwriter.

Ko Kyeongha graduated from the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is
short film Poison was officially invited to the Seoul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for its world premiere.
Since 2019, he has been working as a producer for the Sandbox Network, directing web dramas and mobile
entertainmen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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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DAN
10.23 13:30

바겐 세일 킬러
Bargain Sale Killer
Korea | 2021 | 10min | Fiction | color | Ⓖ

실패율 제로의 프로페셔널 킬러, 목표물 제거를 위해 옥
상에 올라왔다. 타깃은 오질 않고, 의뢰인에게 전화가 온
다. “타깃이 늦는다고 하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킬러님
조금 할인이 안 될까요?”
무리한 요구에 킬러는 분노하지만, 사실 그는 더 낮은 금
액을 제시하는 다른 킬러들과 경쟁해야 하는 무한경쟁의
사회에 살고 있다.
⟨바겐세일 킬러⟩는 더 (가격) 경쟁력이 있는 노동력을 팔
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무한경쟁 시대의 현대인들의 상
황을 무시무시한 청부살인의 세계와 등치시켜 웃음을
유발한다. 한정된 공간인 ‘옥상’을 배경으로, ‘타킷이 도
착하기 전’까지라는 제한된 시간의 설정은 주인공에게 더
큰 압박감을 갖게 하는 요소로, 주인공이 강요받는 선택

[111] DAN

[113] CGV3

10.23 13:30

10.23 17:00 PE

[817] DAN

[817] DAN

10.30 17:30

10.30 17:30

KP
2021 Yubari Fanta

A professional killer with no missing target climbs to the
rooftop to get the job done. With no target in sight, he
gets a phone call from the client. “The target is late. And
with all due respect, Mr. Killer,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please?” The killer gets upset with the unreasonable
proposition, but he knows that he needs to compete with
others who take the job at lower prices.
To survive in the age of limitless competition, people need
to be (price) competitive. The film puts this difficulty of
modern society on a fun spin by connecting it to the life
of a killer. The limited space ‘the rooftop’ and the limited
timeline ‘until the target’s arrival’ add to the pressure on
the killer, effectively emphasizing the unfairness of the
client’s request. Do you think they act against business
ethics? Are you sure others do not?

익스큐즈 미, 미스, 미스, 미스
Excuse Me, Miss, Miss, Miss
Philippines | 2019 | 16min | Fiction | color | Ⓖ

필리핀의 한 백화점 비정규직 직원인 벤지는 과도한 업무
강도에 시달리며 곧잘 직장에서 졸기 일쑤다. 마치 한 사
람이 아닌 듯 몇 사람의 일을 척척 해치우는 총괄 상사에
게 벤지와 그녀의 동료들은 그저 한심한 사람들일 뿐이
다. 몇 번의 경고 끝에 상사는 벤지를 해고하기로 결심한
다. 그런 상사를 설득하려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벤지. 어
느 날 벤지는 상사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다. 이제 벤지에게 반격의 기회가 왔다.
⟨익스큐즈 미, 미스, 미스, 미스⟩는 기괴하고 발랄한 상상
력으로 현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승자독식과 노동 착취

KP
2021 Sundance Film Festival

Vangie, a contractual salesperson in a department store
in the Philippines, often dozes off at work due to an excessive workload. Her boss decides to fire her after a few
warnings, and Vangie makes every effort to change her
mind. But Vangie gets the upper hand as she uncovers the
ultimate secret.
With a fun and wild imagination, the film describes the
winner-takes-all nature and labor exploitation of modern
capitalism. The B film-like, easy humor code makes the
audience laugh, but many will remember the film and its
satirical criticism when they leave the theater and return
to their daily life.

의 문제를 그린다. B급 감성의 진지하지 않은 듯한 영화
의 유머 코드는 관객에게 표면적으로는 웃음을 선사하지
만, 이 영화를 본 뒤 우리는 일상에서 이 영화가 보여준

의 부당함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 이런! 이

날카로운 사회비판을 떠올리고 체감하는 순간을 맞이하

곳에 상도가 없다고? 그럼 다른 어딘가에는 그것이 존재

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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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슬우 HYUNG Seulwoo

소니 칼벤토 Sonny CALVENTO

⟨병구⟩, ⟨그 냄새는 소똥냄새였어⟩, ⟨그녀의 이별법⟩ 등의 단편영화를 연출했고,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

필리핀 출신의 감독, 작가, 프로듀서다. 그는 하노이국제영화제 연출, 제작워크숍에 참가하여 연출 및 제작 부문

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우수 인재상을 수상했다. 2021년 그의 판타지 코미디 ⟨익스큐즈 미, 미스, 미스, 미스⟩는 선댄스영화제에 13편

Hyung has directed short films including Allergy , Love Triangle and Selfie and has also appeared in movies
and TV dramas.

의 국제 단편영화 중 한 편으로 초청 되었다. 이 영화는 선댄스영화제에 선정된 최초의 필리핀 단편영화다.

패밀리 기프 Family GIFF

Sonny Calvento is a director, writer and producer from the Philippines. He was a fellow of the Hano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Directing and Producing Studio where he was awarded Best Talent in Directing and
Producing. In 2019, he directed a fantasy comedy short film, Excuse Me, Miss, Miss, Miss . It is the first ever
Filipino short film to be selected in Sundance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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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틴즈 단편묶음 ②
Gangneung Teens Shorts ②

으깨지다
Squish
플로가 마라케시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톰은 그들의 다
섯 살 난 아들 샘을 돌보게 된다. 플로의 부탁에도 불구
하고, 톰은 아들의 기타 수업을 깜빡하고 만다. 이 사실
을 알게 된 플로가 톰에게 전화를 걸지만, 톰은 기타 강
습에 아들을 데려다주는 중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급히
샘을 차에 태워 전속력으로 차고를 빠져나가는 톰. ‘퍽’.
톰이 방금 무언가를 쳤다.
‘으깨지다’, ‘철벅 소리를 내다’라는 뜻을 가진 이 영화의
영문 제목 ‘Squish’는 영화를 아마도 가장 위트있게 요약
한 제목일 것이다. 사소한 거짓말을 덮으려다 일어난 뜻
밖의 사고는 점점 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주인공을 몰
아간다. 벨기에 영화 특유의 블랙 유머가 영화 전반에 흘

Gangneung Teens Shorts ②

[111] DAN

[111] DAN

10.23 13:30

10.23 13:30

[817] DAN

[817] DAN

10.30 17:30

10.30 17:30

2021 Brussels Short Film Festival

Belgium | 2020 | 20min | Fiction | b&w | Ⓖ

강릉 틴즈 단편묶음 ②

2020 Asiana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Flo goes to Marrakech for work. So, it’s Tom who takes
care of Sam, their 5-year-old son. Flo left him a list of
tasks to complete during his absence. Despite this, Tom
forgot Sam’s guitar course. Learning this through a call
from the guitar teacher, Flo calls to yell at Tom who lies
that they are on the way to the class. He hurriedly picks
up Sam and drives the car out of the garage at full speed.
SQUISH. Tom just crushed something.
The title summarizes the film in the wittiest way. The
accident that began with a small lie to cover up a minor
mistake drives Tom into increasingly unexpected situations. It is a delightful movie with abundant black humor
unique to Belgian films and full of clever imagination
about a day with a child.

목화토금수
Tree Fire Earth Gold Water
Korea | 2021 | 24min | Fiction | color | ⑫

강휘는 고3 때 담임 선생님이었던 목원에게 찾아가서 일
이 잘 안 풀린다는 호소를 하며 점쟁이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다. 선생님은 강휘에게 그와 같은 반 학생이었으
며 현재 사주풀이를 하고 있는 도은을 추천한다. 하지만,
도은은 더 이상 손님을 받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다. 강휘
의 간절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도은은 그의 사주풀이를
시작하는데…. 목화토금수, 사주의 오행을 이르는 용어
로부터 제목을 빌어온 이 영화는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
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결국 어려운 순간에도 그 사
람이 하는 선택의 결과가 그의 운명을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도은의 입을 통해 하고 있다. 영화의 결말에 도
은이 맞닥뜨리게 되는 본인의 운명이 도은 자신이 예견했

러 넘치는 이 작품은 한나절 동안 일어나는 야단법석 육

던 운명이라는 사실은 그의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것 같

아 대소동에 대한 기발한 상상력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길로 가는 도은에게도 사실

있는지를 보여 주는 유쾌한 작품이다.

다른 선택의 기회는 있었다.

WP

Kanghui visits his senior high school teacher, Mokwon,
to ask if he could be introduced to a fortuneteller who
would help him sort out his issues. Mokwon recommends
the fortuneteller Doeun, who used to be in the same
class as Kangui. Though Doeun had already decided to
stop accepting customers, Kangui’s desperation compels
the fortuneteller to look into his fate. Tree Fire Earth
Gold Water : The title of this film derives from the five
elements of destiny, alluding to how fate is not something
predetermined but rather the outcome of a choice made
at the sharp end of what decides one’s destiny—as Doeun
informs the audience. The movie’s ending may seemingly
refute the assertion above since Doeun’s fortune telling
does hit the mark. But keep in mind he actually had an
alternative option that he did not take.

자비에르 세론 Xavier SERON

박소원 PARK Sowon

2014년 세드릭 부르주아와 함께 벨기에 레슬링 선수에 관한 다큐멘터리 ⟨드림캐쳐스⟩를 연출하였다. 2011년부터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하였고, 단편영화 ⟨고백⟩, ⟨마지막 라면⟩, ⟨네모네모로직 하는 법⟩을 연출했다.

그는 메릴 포투나-로시와 함께 ⟨문샤인⟩, ⟨더 블랙 베어⟩, ⟨더 플럼버⟩와 같은 단편영화를 만들어왔다. 자비에르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Film at Seoul Institute of the Arts, Park Sowon directed the short
films Confession , The Last Ramen and How to Solve Nonograms .

는 2016년 그의 첫 번째 장편 극영화 ⟨데쓰 바이 데쓰⟩를 완성했고, 이 블랙 코미디는 카를로비바리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In 2014, he directed Dreamcatchers with Cédric Bourgeois, a documentary about Belgian wrestlers. From
2011, he made several short films with Méryl Fortunat-Rossi, Moonshine , The Black Bear or The Plumber .
Xavier completes Death by Death , his first feature fiction film in 2016. This black comedy is selected at the
Karlovy Vary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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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빅 픽처

Gangneung Big Picture
[610] SY
10.28 14:00
[824] GW
10.30 18:30 PE

컬러 오브 브라스
Color of Brass
WP

Korea | 2021 | 71min | Documentary | color | Ⓖ

1998년, 원계환은 우연한 기회로 트럼펫을 사게 되고 이
를 계기로 퇴직한 친구들과 브라스 밴드를 결성하여 그해
겨울 첫 공연을 한다. 2000년 밀레니엄, 2002년 태풍 루
사, 2005년 강릉단오제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그리고
10년간 지속된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들.... 강
릉의 변화를 촉진시킨 중요한 순간엔 항상 강릉그린실버
악단이 있었다. 강릉 출신의 이마리오 감독은 자신의 카
메라 앞에 평균 연령이 고희(古稀)를 훌쩍 넘어선 이 특
별한 뮤지션들을 앉혔다. 그들의 이야기는 개인사의 기록
‘강릉 빅 픽처’에서는 개봉 20주년을 맞아 기획한 ⟨봄날
은 간다⟩의 특별 상영과 강릉 출신 이마리오 감독의 강릉
그린실버악단에 관한 신작 ⟨컬러 오브 브라스⟩를 영화 주
인공들의 스페셜 공연과 함께 만나 볼 수 있는 기회를 마
련한다. 역시 강릉 출신인 김소정, 김슬기, 유민아 감독의
자칭 연애 셀프 다큐멘터리 ⟨애송이들의 브래지어⟩가 관
객들을 다시 만날 예정이다. 한편 ‘Re-Love (다시 사랑하
기)’와 ‘Re-Born (다시 태어나기)’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김인선, 김태훈, 양익준, 이민섭, 유준상, 한제이, 정승훈
감독이 의기투합한 ‘Re - 다시 프로젝트’의 옴니버스 영
화 일곱 작품이 소개된다. 또한 ‘강릉 빅 픽처’에서는 KBS
한국방송공사의 시네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안
준용 감독의 ⟨사이렌⟩이 강릉국제영화제를 통해 첫선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호프만의 고전을 현대 발레로 재해석
한 독특한 애니메이션 ⟨코펠리아⟩가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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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gneung Big Picture offers a special screening of One
Fine Spring Day , marking the film’s 20th anniversary, a
special performance by the main characters of Color of
Brass , local movie director Lee Mario’s film about the
Gangneung Green Silver Band, and another chance for
the audience to see Rookies Brassiere from directors (Kim
Sojeong, Kim Seulgi, Yu Minah) which they call a “love
affair self-documentary”. The “Re-Project” showcases
an omnibus edition of seven movies from seven directors
(Yang Ikjune, Kim Inseon, Yu Junsang, Lee Minseob, Han
Jay, Kim Taehun, Jung Seunghoon) who cooperated under
the theme of “Re-Love” and “Re-Born”. The Siren directed
by Ahn Junyong as part of a Cinema Project by the Korean
Broadcasting System, will have its premiere, and Coppelia ,
a unique animation remake that interprets old stories of
Hoffman through a lens of ballet, will meet audiences.

이자, IMF 외환 위기부터 많은 것을 함께 견디고 지금까
지 살아온 우리의 역사가 된다. 단순한 노년의 우아한 소
일거리로의 음악이 아니다. 돼지 돈사를 개조해 연습실로
쓰면서 어렵게 시작했던 그들의 음악은 부도로 실의에 빠
진 사람을 집 밖으로 불러내는 사람을 살리는 음악이었
고, 절망에 지친 사람들의 흥을 북돋고 동료를 살피는 위
로와 용기의 음악이었다.

In 1998, Won Gehwan buys a trumpet by chance and organizes a brass band with his retired friends for their first
performance that winter. “Gangneung Green Silver Band”
has always been there for Gangneung’s most important
moments including the turn of the millenium, 2002 typhoon Rusa, the 2005 UNESCO listing of the Gangneung
Danoje Festival and Gangwon province’s decade-long bidding to host the Winter Olympics. Gangneung-born director Lee Mario captures on film these distinctive musicians
whose average age easily surpasses 70. Their stories, and
how they endured all kinds situations, such as Korea’s
Currency Crisis, are Korea’s history as much as they are
personal histories. Their music is not the output of a simple and elegant senile hobby. Even in the midst of tough
circumstances, their music still succeeds to summon the
bankrupt and despaired out of their self-limiting boundaries, hearten those hopeless and worn out, and look after
colleagues. From a shabby studio renovated from a pork
meat plant, the music of consolation and bravery enters
the world.

이마리오 LEE Mario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미디어활동가. 서울영상집단에 합류하면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사회적 이슈를 공동으로 작업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여했으며 독립영화와 연관된 활동들
을 했다. 현재 강릉에서 다큐멘터리 작업과 지역영화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Lee Mario is a documentary director and media activist. After joining the Seoul Film Group, he learned about
documentary production and started creating films. He initiated and participated in projects that collaborated
on social issues and produced independent films. He is currently working on documentaries and local films in
Gangneung.

강릉 빅 픽처 Gangneung Big Picture

173

[105] SY
10.23 10:00

코펠리아
Coppelia

[311] GW

[123] GW

10.25 15:00

10.23 18:00 PE

[703] CGV4

[521] GW

10.29 10:00

10.27 19:30

AP
2021 Annecy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Netherlands, Germany, Belgium | 2021 | 83min | Animation | color | Ⓖ

네덜란드 국립 발레단의 실사 댄스와 애니메이션의 조합
을 통해 E.T.A. 호프만의 이야기를 현대 가족극으로 각색
한 작품이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카리스마 넘치는 성
형외과 의사인 닥터 코펠리우스의 마법에 빠지자, 열정적
인 스완은 사랑스러운 프란츠를 구하기 위해 이제 행동
에 나서야 한다. 그의 심장이 의사가 만든 «완벽한» 로
봇 여성인 코펠리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데 사용되기 전
에 말이다. 150년 전 고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실사와
CGI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독특한 작품이다. 호프만의 작
품 속의 괴짜 과학자는 영화에서는 성형외과 의사가 되
었고, 이제 사람 크기의 인형을 만드는 대신 그는 장신에
금발의 허리 잘록한 백인 로봇들을 만든다. 영화에서 달
라진 점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스완은 코펠리아와는 완연

E.T.A. Hoffman’s story is adapted into a modern family
drama through a combination of live dance by the Dutch
National Ballet and animation effects. After everyone in
town is enchanted by the charismatic plastic surgeon Dr.
Copelius, passionate Swan must now act to save her love
Franz before his heart is used to create Coppelia, the
“perfect” female robot woman. This unique film combines
live action and CGI animation and is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a classic created 150 years ago. The eccentric
scientist in Hoffman’s work is changed to a plastic surgeon in the movie, and instead of making human-sized
dolls, he creates tall, blonde, slim-waisted fair-skinned
robots. This is not the only thing that has changed in the
movie. Swan is played by Michaela DeFrance, a black ballerina, adding a modern twist on the classic.

봄날은 간다
One Fine Spring Day

2002 Rotterda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Korea | 2001 | 115min | Fiction | color | ⑮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대사를 우리 자신의 이별의
순간에 문득 떠올리게 된지도 20년이 지났다. “아저씨,
강릉!” 사랑하는 은수를 만나기 위해 서울-강릉의 먼 거
리를 친구의 택시를 잡아타고 염치없이 외치던 상우. 그를
위해 택시를 몰고 친구가 달려갔던 그곳, 강릉에서 ⟨봄
날은 간다⟩의 20주년 특별 상영회를 개최한다. 영화 속
의 은수와 상우의 사랑에 함께 설렜고, 그들의 이별에 함
께 마음 저렸지만, 그들의 사랑은 어설펐고, 미숙했다. 그
것은 바로 우리가 겪었던, 겪고 있는 또 언제가 겪을 우
리 사랑의 모습이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또 다른 스무
해가 더 지나도 영화 속 김윤아의 노래 가사 한 구절처럼
“눈을 감으면 문득 (떠오르는) 그리운 날의 기억”처럼 우

2001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ow can your love for me change just like that?” It has
already been 20 years since this phrase became popular.
“To Gangneung, please!” Sangwoo gets in a friend’s taxi
in Seoul to meet his lover Eunsu in Gangneung. In Gangneung, their destination is a screening of the movie One
Fine Spring Day once again, celebrating its 20th anniversary. We have fluttered and suffered with Sangwoo and
Eunsu, but in fact their love was not very movie-like, dramatic, or beautiful. It was rather clumsy and premature.
That is the love we had, have, and will have in the future
again. For that reason, we will still remember Sangwoo
and Eunsu, even 20 years later from now, just like the
“memories of the day that come to me when I close my
eyes”, which are lyrics from the movie’s soundtrack.

리는 여전히 은수와 상우를 떠올리게 될 것 같다.

히 다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닌 흑인 발레리나 미
카엘라 드프랑스에 의해 연기되면서, 고전에 현대적 가치
를 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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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튜더 Jeff TUDOR

스티븐 드 불, 벤 테서 Steven de BEUL, Ben TESSEUR

허진호 HUR Jinho

여러 편의 전작들이 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고, BBC,

스티븐 드 불과 벤 테서는 벨기에 영화감독이자 애니메이

⟨8월의 크리스마스⟩로 데뷔하여 대종상영화제 신인감독상을 받는 등 흥행과 평가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었으며,

NHK, PBS 등의 방송사에서 방영되었다. ⟨코펠리

션 감독, 프로듀서이다. 그들은 스톱모션 스튜디오인 비스

⟨위험한 관계⟩로 칸국제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초청되었다. ⟨봄날은 간다⟩, ⟨외출⟩, ⟨행복⟩, ⟨호우시절⟩, ⟨덕혜옹

아⟩는 제프 튜더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영화다.

트 에니매이션의 설립자이며 영화, 드라마, 광고 작업으로

주⟩, ⟨천문: 하늘에 묻는다⟩ 등의 연출작이 있다.

Jeff’s films have been screened at many arts film
festivals and by broadcasters including BBC, NHK
and PBS. Coppelia is the brainchild of filmmaker
Jeff Tudor.

유명하다.

Hur Jinho made his debut with Christmas in August , which was very successful at the box office and amongst
critics, receiving the Best New Director award at the Daejong Awards. He was invited to Critics’ Week at the
Cannes Film Festival for Dangerous Liaisons . He is well known for his delicate expression of human emotions
through beautiful imagery and dialog. His major works include One Fine Spring Day , April Snow , Happiness , A
Good Rain Knows , The Last Princess , Forbidden Dream .

Steven de Beul and Ben Tesseur are Belgian directors,
animators, producers and founders of the stop motion
studio Beast Animation. They are known for their roles
in several acclaimed films, series and commerc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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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CGV3

[117] DAN

10.26 10:30

10.23 16: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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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송이들의 브래지어
Rookies Brassiere

사이렌
The Siren

Korea | 2015 | 76min | Documentary | color | Ⓖ

Korea | 2021 | 90min | Fiction | color | Ⓖ

첫 연애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스물한 살 슬기는 같이 활
동을 하는 친구 민아, 소정과 함께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
작한다. 전 남자친구를 빨리 잊을 수는 없을까? 왜 난 남
자가 싫은 걸까? 사랑이란 건 있는 걸까? 각자의 물음을
가지고 시작한 다큐멘터리. 세 사람은 카메라로 자신을
기록하고, 쉽게 하기 힘들었던 자신의 이야기를 서로에게
터놓는다. 하지만 고민을 극복할 수 있기는 할런지. 계속
촬영을 해도 답 없는 ‘애송이’ 같기만 하다.
감독은 “별다른 기획 의도 없이 무작정 ‘연애’, ‘사랑’이란
키워드만 가지고 시작했다. 다큐멘터리를 위해 내 상처를
꺼내야 하는 것도 싫고, 가끔 친구의 상처가 버겁기도 했
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나를 덜
미워하고 싶어졌다. 미워하더라도 내가 왜 미운지 알고 싶
어졌다.”고 말한다. 이 감정은 고스란히 영화에서 인물들

Seulgi, aged 21, has just broken up with her first boyfriend. Together with her friends Minah and Sojeong, she
starts making a documentary. How can I get over my
ex-boyfriend? Why do I hate men? Is there such a thing
as love? They each start with their own question, and
record themselves. In the process, they open up to one
another and share their deepest thoughts. But will they
ever find answers to their questions? Even as they continue filming, they feel like hopeless greenhorns. “With no
specific direction or purpose, we started with such keywords as ‘dating’ and ‘love’. I find it difficult to expose my
wounds, and sometimes it’s overwhelming to hear about
my friends’ worries and concerns. There were times when
I wondered whether this whole project was a good idea after all. I struggled to accept myself. But now I hate myself
less. Or, at least I want to know why I hate myself.”

소음공해 처리 시설 직원인 오 과장은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던 지역 주민들의 폭언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는
다. 지역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태승이 후임으로 온다. 그는 오로지 승진을 위해 이곳에
왔다. 태승은 곧장 서명을 받으러 다니기 시작한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주민들이 서명을 해주면서 승진이 코앞인
듯했으나, 서명을 안 하고 버티는 영식과 동규가 그의 앞
길을 가로막는다. 그들의 미심쩍은 언행들이 내심 마음에
걸렸던 태승은 어쩌면 두 사람이 오 과장을 살해했을지
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게 된다. 영화의 제목 ⟨사이렌⟩은
그리스 신화 속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어부들을 유혹해
스스로 바다로 뛰어들게 만들었다고 알려진, 사람의 얼굴
에 새의 몸통을 가진 바다의 님프 세이렌에서 영감을 얻
었다. 당장의 이득만을 좇아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간의 자기 고백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당혹감을 현실감 있

들의 이야기 위로 세이렌의 유혹에 죽음을 향해 스스로

게 그려내는데 일조한다.

내달렸던 신화 속 사람들의 이미지가 오버랩된다.

김소정, 김슬기, 유민아 KIM Sojeong, KIM Seulgi, YU Minah
고등학교 시절 만나 함께 영화를 했다. 영화분석 등의 수업을 들으며 과정은 힘들었지만, 무언가를 만들

Manager Oh, an employee at a noise pollution treatment
center, takes his own life after suffering verbal abuse by
local residents demanding a huge amount of compensation. Amid public criticism of regional self-centeredness,
Taeseung joins the center as his successor. With his
heart set on getting promotion, Taeseung immediately
goes around asking for signatures. As the local residents
cooperate in order to avoid further public criticism, the
promotion seems to be just around the corner. However,
when Youngsik and Donggyu get in the way, Taeseung
suspects that they may have killed Manager Oh. The title
has been inspired by sirens from the Greek mythology—
half-bird and half-woman creatures that lure sailors with
their enchanting singing to jump into the sea. The story
of people running towards a catastrophe in pursuit of
immediate gains overlaps with the story of sailors lured to
their deaths.

안준용 Ahn Junyong

어 낸다는 것에 신나있던 사람들이었다. 성인이 되어도 함께 모여 영화를 찍었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영화학교 C.E.C.C.(Centre d’Estudis Cinematogràfics de Catalunya)에서 수학했다.

돕기도 하였다. 무더위날 양배추를 머리에 얹고 열을 식히며 촬영하고, 밤샘 촬영에 앉아 졸다가 깜짝 놀

2016년 ⟨나와 함께 있어줘⟩가 21회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한국단편경쟁 부문에 초청되었다.

랐던 우리들의 모습은 언제나 애송이었던 것 같다.

Ahn Junyong studied at the Center d’Estudis Cinematogràfics de Catalunya (CECC), a film school in Barcelona, Spain. In 2016, Here with Me was invited to the 2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Wide Angle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Kim Sojeong, Kim Seulgi and Yu Minah met in high school and created films together. Taking classes
such as film criticism was difficult, but the three were having so much fun creating something, it
didn’t seem to matter. Even as adults, the three got together to shoot films and helped each other’s
works. This pays homage to three young people so passionate about filmmaking that neither the
scorching summer sun nor the sleepless nights could stop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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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다시 프로젝트
Re-LOVE

Re-LOVE

[112] CGV2

[112] CGV2

10.23 15:30 GV

10.23 15:30 GV

[711] GW

[711] GW

10.29 16:30

10.29 16:30

선우와 익준
Sunwoo and Ikjune
Korea | 2021 | 42min | Fiction | color | Ⓖ

현재 선우와 익준은 연인이자 한 영화의 공동연출자이
다. 영화의 시작은 여명이 막 밝아 오기 직전의 풍경이다.
익준은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건너편 산동네를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안방에 있는 선우는 눈을 뜬 채로
익준의 침대 위에 누워있다. 그들 옆으로는 서로 같은 시
나리오가 놓여있고, 둘의 표정에서 어떤 생각들이 움직이
는 것이 느껴진다. 촬영의 중반을 맞이한 둘은 오늘도 촬
영 현장으로 향하며 찍어야 할 장면에 대해 긴 대화를 나
눈다. 촬영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연기 지도를 한다. 그 과정에서 선우와 익준은 각
자 혹은 함께 사랑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겪게 된다. 그
들이 찍는 영화 속에 그들이 겪었던, 겪고 있는 연애가 들
어있는 액자식 구성의 영화로 양익준 감독의 반가운 신
작이다. 현실과 허구가 뒤섞이면서 이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들과 복잡하고 미묘한 순간들을 영화는 섬세하게

하나이야기
Hana
WP

Currently, Sunwoo and Ikjune are lovers and co-directors of a movie. The film starts with a landscape shot at
dawn. Ikjune is smoking a cigarette from the veranda of
his house, looking at the village across the street. In the
bedroom, Sunwoo is lying on Ikjune’s bed with her eyes
open. Next to them are the same movie scenarios. You
can predict what they are thinking by looking at their faces. Production is half-way and the two are having a long
conversation about what to shoot today as they are headed to the set. At the set, they are talking with the actors
and giving acting directions. In the process, Sunwoo and
Ikjune experience various feelings about love, either individually or together. Fans are happy to see director Yang’s
new film, a unique frame that contains the love that is
experienced by the two characters, past and present. The
subtle and complex feelings of the two are expressed with
detail as it becomes harder to differentiate reality and fiction.

표현 한다.

WP

Korea | 2021 | 25min | Fiction | color | Ⓖ

아버지의 장례식 다음날. 하나는 남겨진 것들을 지체없이
정리하려 한다. 아버지가 살던 집을 정리하기 위해 간 하
나는 그곳에서 뜻밖의 존재를 만난다. 바로 아버지가 키
우던 개 ‘땡이’. 얼떨결에 땡이를 맡게 된 하나. 오랫동안
연이 끊겼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가운데 찾아온 인연이기에, 땡이를 보는 하나의 마
음은 괴롭기만 하다. 하나는 결국 땡이를 유기한다. 가까
스로 돌아온 하나의 일상. 하나는 과거의 가족을 잊고,
지금 내 가족에게서 안정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불쑥불
쑥 올라오는 죄책감은 하나를 괴롭게 하고, 결국 하나는
땡이를 다시 찾아 나선다. 유품이 아닌 반려견이라는 존
재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

The day after her father’s funeral, Hana goes to his old
house to clear the place out, and finds an unexpected
company—none other than his dog, Ddaengi. Hana struggles to accept the sudden death of her long-estranged
father, and ends up abandoning Ddaengi. At last, her daily
life is back on track. She tries to forget her old family and
seeks stability in her new family. However, haunted by
a sporadic sense of guilt, she starts looking for Ddaengi
again. That Ddaengi is a companion dog, not a keepsake
from Hana’s father, means that he should be accepted
as a new family member. That way, Hana can restore her
relationship with her late father, and look into her own
wounds. It will hurt for sure, but her wounds will only
start healing when exposed.

미한다. 그것은 또한 하나에게 이미 지워버린 아버지와의
관계를 복구하는 행위이고, 자신의 상처를 다시 들여다
보게 하는 행위일 것이다. 아플 것이다. 하지만 상처는 드
러날 때 비로소 치유될 수 있다.

양익준 YANG Ikjune

김인선 KIM Inseon

2004년까지 연기자로만 활동하다 2005년에 상영시간 43분의 중편영화 ⟨바라만 본다⟩를 만들며 영화연출을 시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연출을 전공하였다. 단편영화 ⟨수요기도회⟩, ⟨아빠의 맛⟩을 연출하였고, 장편영화 ⟨어른

작했다. 이후 2008년 영화 ⟨똥파리⟩를 연출하며 장편영화 감독으로 데뷔, 현재 배우와 영화연출 작업을 병행하

도감⟩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넷팩상을 수상하였다.

고 있다.

Kim Inseon majored in directing at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She directed the short films Wednesday
Prayer Group and A Familiar Taste . Her feature film Adulthood won the Netpack Award at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Yang Ikjune’s film experience had been limited to acting up until 2004. In 2005, he began directing, starting
with his 43-minute film Always Behind You . He made his debut as a feature film director with the movie
Breathless in 2008 and is currently working both as an actor and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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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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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16:30

10.29 19:00

깃털처럼 가볍게
Light As a Feather

오늘의 초능력
Today’s Superpower
WP

Korea | 2021 | 27min | Fiction | color | Ⓖ

남미에서 NGO 활동을 하던 여자가 한국에 들어온다.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여자는 오랜만에 만나는 남
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지만, 남자는 방송국 일로 바
쁘다. 여자는 남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쌓이고, 남자는 노
력하는 마음을 몰라주는 여자가 서운하다. 다툼도 잦아
지고, 여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만 간다. ⟨깃털처
럼 가볍게⟩는 배우 유준상이 직접 출연하고 연출한 작품
이다. 한 마음으로 만났어도 사실은 같은 것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사실
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각자의 경험이 말
해 줄 것이다. 영화는 여자의 속마음을 들어 볼 수 있는,
영화만이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순간, 즉 여자를 제외하
고는 모든 세상이 정지하는 순간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Re-다시 프로젝트

An NGO worker in South America returns to Korea.
During her month-long stay in Korea, she tries to spend
as much time as possible with him, but the man is busy
with his work at the TV station. They become disappointed with each other, and start quarrelling frequently. The
woman now spends more time alone at home. Actor Yu
Junsang has directed and starred in this film about two
people who struggle to accept their differences. Although
they are together, they are two different people who see
the same thing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he film
repeatedly creates a unique cinematic moment where the
whole world comes to a halt except for the woman, thereby offering a glimpse into her mind. Is it possible to find a
space of emotional coexistence for people who cannot live
in the same world like the tiger and the fish in the film?

하루에 한 번, 숨을 참으면 투명인간이 되는 초능력을 가
진 지우. 어느 날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지고 몰래 나가려
다 알바생에게 잡혀 경찰서로 가게 된다. 거기서 자신처럼
하루에 한 번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민성과 하늘을 날
수 있는 하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김공익을 만
나게 된다. 하지만 그들 모두 초능력을 오늘은 발휘할 수
없었다는데…. 이들의 만남은 우연인 걸까? 왜 오늘은 초
능력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걸까? SF와 판타지 장르의 영
화를 주로 만들어 온 이민섭 감독은 ⟨오늘의 초능력⟩에
서 다시 SF와 판타지가 혼재된 장르로 돌아왔다. 어린 시
절 우연히 초능력을 선물로 받았으나, 오직 자신의 소소
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만 힘을 쓴 이들은 다시 그
힘을 얻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장르가 가지는 독특

영화 속 호랑이와 물고기처럼 같은 세상에 살 수 없는 이

한 상상력을 통해 영화는 세상에 무심한 우리가 스스로

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감정적 공존의 공간을 우리는 찾

잠재운 자신의 초능력을 세상을 위해 한번 써보라고 유

을 수 있을까?

쾌하게 제안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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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o has supernatural powers that let her become invisible once a day when holding her breath. One day, she is
taken to the police for stealing from a convenience store
and meets Minsung who can teleport once a day, Hajin
who can fly, and Kim Gongik, the mind-reader. But they
all say they couldn’t use their powers that day. Did they
bump into each other by chance? Why couldn’t they use
their powers that particular day? Director Lee Minseob
returns with another film featuring his specialty: SF/
fantasy. The figures in the movie were given superpowers
by some fortuity but used them solely for trivial, personal
matters. Will they be able to recover their powers to save
the world? The film seems to humorously nudge the audience to go on and use their powers for the good of the
world.

유준상 YU Junsang

이민섭 LEE Minseob

1995년 연극 「여자의 적들」로 데뷔한 배우다. 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26년째 다양한 무대에서 대중과 소통하고

서울영상고등학교에서 디지털 영상을, 경희대학교에선 연극영화를 전공했다. ⟨아버지가방에들어가신다!⟩, ⟨갤럭

있다. 2013년부터 열 장의 앨범을 발표하며 뮤지션으로도 활동 중이다. 2016년에 감독으로 데뷔, ⟨내가 너에게

시 아이즈⟩등의 SF 장르와 ⟨애타게 찾던 그대⟩와 같은 판타지 장르의 영화를 주로 만들었다. 이번 ⟨오늘의 초능

배우는 것들⟩을 시작으로 세 편의 음악 영화를 만들었다.

력⟩은 SF적인 설정과 판타지가 공존하는 영화다.

Yu Junsang is an actor who made his debut in the play Women’s Enemies in 1995. Over the past 26 years he
has had an active career as an actor, performing in dramas, movies, and musicals. Since 2013 he has released
ten albums, maintaining a prolific career as a musician. Debuting as a director in 2016, he made three films
with heavy elements of music, starting with Things That I Learn from You .

Director Lee majored in visual media at Seoul Visual Media High School and theater and film at Kyunghee
University. He has mainly made sci-fi genre films, such as Daddy in the Bag and Galaxy Eyes , and the fantasy
genre film Voice Over . Today’s Superpower is a mixture of sci-fi and fanta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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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다시 프로젝트
Re-BORN

Re-BORN

[118] CGV2

[118] CGV2

10.23 19:00 GV

10.23 19:00 GV

[722] GW

[722] GW

10.29 19:00

10.29 19:00

1+1
Another Self

장아치청
Jangah & Chichung
WP

Korea | 2021 | 30min | Fiction | color | Ⓖ

세상 모든 일이 안 풀리는 차지천. 어느 날 만취 상태로
편의점에 갔다가 “1+1입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물건을 받
아온다. 그리고 다음날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발가
벗고 그의 방에 있다. 지천은 자신을 대신할 분신을 집에
두고 여자친구와 첫 여행을 떠난다. 남겨진 지천의 분신
은 지천 패밀리와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데….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상상 ‘내가 한 명 더 있었으
면 좋겠다.’ 이 영화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
게 될까에서 출발한 이야기이다. 한제이 감독은 이 영화
를 통해 말한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이고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다. 몸 상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으려면 적절
한 온도를 지켜야 한다. 싱거운 된장이 썩는 것처럼 인생
도 좀 단짠단짠해야 반짝반짝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Re-다시 프로젝트

Nothing seems to work out for Cha Jicheon. One day,
he goes to a convenient store in a drunken state, and
purchases a “buy one get one free” deal. The next morning, there’s a naked man in his room who looks just like
him. Jicheon leaves his alter ego at home, and takes his
girlfriend on their first holiday together. Now, Jicheon’s
family spends a night with his alter ego… ‘I wish there
were another me.’ This film starts from this wistful thinking and makes it come true. Director Han Jay explains,
“We’re all given limited time, and our lives are bound to
expire one day. In order to stay in good health physically
and emotionally, we must maintain the right temperature.
After all, life sparkles with vicissitudes along the way. You
must live your own life, and endure hardships in order to
grow. Nobody else can live your life for you.”

오래된 원전 인근 로얄맨숀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초능력
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초능력을 얻
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확실한 건 그 또한 쉽게 쓸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는 것. 88콜라를 먹고 딱 1시간 동안
생기는 장아의 초능력 인장풍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한번 쏘고 나면 10초는 쉬어 줘야 한다는 것. 치청
의 초능력도 마찬가지다. 그의 능력은 치유력인데, 손바
닥에 불이 날 정도로 싹싹 비벼줘야 겨우 그 힘이 발휘된
다. 장아가 공격과 방어를 하고 장아가 다치면 치청이 치
료를 해준다는 원초적인 계획만을 가지고 어딘가로 향하
는 두 사람. 초능력이 생긴 후에도 이래저래 쉽지 않은,
뭘 해도 빡센 그들의 액션 활극이 시작된다! 슈퍼 히어로
가 아닌 어리숙한 초능력자들의 좌충우돌기. 사실은 우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하고 고된 것도 감내해야 성장을

리도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초능력을 누구

한다. 누군가 대신 살아주는 인생은 결국엔 내 것이 아

도 모르게 한 번씩 사용하면서 자신만의 히어로물을 하

니다.”

루하루 만들어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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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oyal Mansion near the old nuclear power plant, there
are two seemingly ordinary people with superpowers. It’s
not clear how they gained their superpowers. One thing
is for certain however; it’s not easy to put them to use.
Jangah can generate strong winds for exactly an hour
after drinking 88 Cola. The fatal drawback is, Jangah
must rest for at least ten seconds each time. The same
goes for Chichung’s superpower. The only way to awaken
Chichung’s curative power is to ferociously rub his palms
together. Together they devise a basic plan— Jangah
in charge of attacking and defending, and Chichung in
charge of curing—and hit the road. Thus begins the action-packed drama of two people with superpowers who
nevertheless face a tough world out there. They are by
no means super heroes. Perhaps we all have our own superpowers, which we secretly use every now and then to
create a hero narrative of our own.

한제이 HAN Jay

김태훈 KIM Taehun

단국대 영화콘텐츠 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단편영화 ⟨말할 수 없어⟩, ⟨달콤한 선물⟩을 연출했으며, 장편영화 ⟨담

은둔 고수들이 모여 살고 있는 로얄맨숀에서 태어난 김태훈은 초능력을 숨긴 채 살아왔다. 하지만 그의 초능력이

쟁이⟩는 전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에 초청되었다.

⟨포화 속으로⟩ 전쟁 씬 연출을 시작으로 드라마 ⟨아테나: 전쟁의 여신⟩과 ⟨아이리스2⟩,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

Director Han graduated from Dankook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Film Contents. Han directed the short
films I Can’t and The Sweet Present and the feature film Take Me Home which was invited to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연출을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고, 더이상 세간의 관심을 막을 길이 없었다. 드디어 그를 드러낼 때가 왔다.

패밀리 기프 Family GIFF

Kim Taehun was born in the Royal Mansion, the home to many hidden legends. Kim had lived hiding his
innate abilities however his superpowers were finally revealed when he directed 71 - Into the Fire , the dramas
Athena: Goddess of War and Iris 2 and Battle of Jangsari . Now, there is no way to stop the public’s interest.
Now is the time to show his true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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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다시 프로젝트

강릉 포럼

Re-BORN

Gangneung Forum

[118] CGV2
10.23 19:00 GV
[722] GW
10.29 19:00

러브씩
Love Sick
Korea | 2021 | 23min | Fiction | color | Ⓖ

부산에서 시작된 좀비 바이러스가 전국을 덮치고, 주인
공 승범 또한 좀비가 되지만 여자친구 지윤의 도움으로
백신을 맞고 가까스로 치료된다. 백신에 의해 좀비가 사
라지고 1년 후, 좀비 바이러스는 종식되었지만 좀비가 되
었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보이지 않는 차별
은 아직 남아있다. 4년 동안 지속되었던 좀비 바이러스
속에서 살아남은 승범은 치료제로 자신을 구해준 지윤
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지윤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는다.
가상의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이 이야기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고 있는 현재의 우리 상황을 떠올릴 수밖에 없

WP

A zombie virus breaks out in Busan and spread across
the rest of the country. Seungbeom turns into a zombie,
but, with the help of his girlfriend Jiyoon, gets vaccinated
and returns to normal. A year after the vaccine comes to
the rescue, those previously afflicted with the virus are
still subject to invisible discrimination. Having survived
the zombie virus that lasted for four years, Seungbeom
proposes to Jiyoon, and she reveals a secret that she’s
been withholding from him. This story of a zombie virus
reminds us of the current coronavirus pandemic. We’re
wary of physical contact, and some people are shunned
as hosts of the virus. At the end of this seemingly endless
tunnel, we may experience the same kind of aftermath.

게 한다. 사람이 타인과의 접촉을 혐오하게 된 시대, 사람
을 사람이 아닌 바이러스의 숙주로 두려워하게 된 시대.
아직도 그 끝을 모를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끝나면 우리
는 영화 속의 후유증을 또 다른 형태로 겪게 될지도 모
른다.

정승훈 JUNG Seunghoon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미디어와 영화 전공를 전공했다. 여러 편의 단편영화를 기획, 연출한 정승훈 감독의 최
신작 ⟨노이지어 댄 핸⟩이 2019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되었다. 현재 첫 번째 장편영화인 ⟨88팔팔⟩을
준비하고 있다.
Jung Seunghoon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majoring in media and film. He has
directed and produced various short films. His latest film Noisier Than Hen was invited to the 2019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He is currently preparing his first feature film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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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포럼 Gangneung Forum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
당신은 여전히 영화(관)를 믿는가?
전 세계 주요 영화제 수장들이 영화제의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비전과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강
릉포럼’은 명실공히 영화계의 다보스 포럼을 지향한다. 올해 강릉포럼은 ‘당신은 여전히 영화(관)
를 믿는가?(Do You Still Believe in Cinema?)‘라는 주제로 열리며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등이 대
거 참석할 예정이다.
일시

10월 23일(토) 16:00

장소

명주예술마당

사회자

김홍준(강릉국제영화제 예술감독)

기조 발제자

바냐 칼루제르치치(로테르담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패널	사브리나 바라체티(우디네극동영화제 집행위원장)
패널
조안 고(말레이시아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사무엘 하미에르(뉴욕아시아영화제 집행위원장)
마에다 슈(후쿠오카아시아영화제 집행위원장)
로나 티(마카오국제영화제 前집행위원장)
장마르끄 떼루안느(브졸국제아시아영화제 집행위원장)
마르틴 떼루안느(브졸국제아시아영화제 조직위원장)
안스가 포크트(카르타헤나콜롬비아국제영화제 수석 영화 큐레이터)

Do You Still Believe in Cinema?
Gangneung Forum aims to serve as an unique film culture and industry forum where the heads of
maj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film festivals and discuss the vision and
cooperative measures for the future. This year, a great number of executive committee heads will
join the forum for a heated discussion under the theme: “Do You Still Believe in Cinema?”
Date

Sat. Oct 23 16:00

Venue

Myeongju Art Center

Moderator

KIM Hongjoon(Artistic Director, GIFF)

Keynote Speaker

Vanja KALUDJERCIC(Festival Direct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Panel

Sabrina BARACETTI(President, Udine Far East Film Festival)
Joanne GOH(Chairperson, Malaysi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amuel JAMIER(Executive Director,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MAEDA Shu(Festival Director, Fukuok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Lorna TEE(Former Head of Festival Management,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wards Macao)
	Jean-Marc THEROUANNE(General Manger, Vesou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Asian Cinema)
	Martine THEROUANNE(Festival Director, Vesoul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Asian Cinema)
Ansgar VOGT(Chief Film Curator, Cartagen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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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 토크 일정표 GIFF Talk Schedule

GIFF:: John Sayles
Sayles’’ Master Class
‘존 세일즈 展’ 마스터클래스 ‘Tribute GIFF

GV(Guest Visit)의 경우, 감독, 제작자, 배우 등 상영 영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게스트와 관객의
만남의 자리라면 기프 토크GIFF Talk는 상영되는 영화와 관련하여 또 한 사람의 관객인 영화평론
가, 연구자, 기자 등을 초청하여 상영 영화에 대한 비평적 시각을 관객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A Guest Visit (GV) is an opportunity for audiences to meet festival guests directly related to screening films. GV invitees include directors, producers and actors while GIFF Talk is where film critics,
scholars and editors share their critical views with the audience.

날짜

시간

장소

분류

상영작

진행

Date

Time

Venue

Category

Title

Speaker

10/24

16:30

CGV4

GT

검거
The Round-Up

김현수(씨네21 기자)
KIM Hyeonsu(Cine21 Journalist)

10/25

17:00

CGV4

GT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I Know Where I’m Going!

임수연(씨네21 기자)
IM Sooyeon(Cine21 Journalist)

10/29

14:00

SY

GT

비를 위한 노래
Songs for Rain

임수연(씨네21 기자)
IM Sooyeon(Cine21 Journalist)

다른 행성에서 온 형제
The Brother from Another Planet

김현수(씨네21 기자)
KIM Hyeonsu(Cine21 Journalist)

10/29

16:00

CGV2

GT

10/29

19:30

CGV7

GT

WR: 유기체의 신비
WR: Mysteries of the Organism

서동진(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교수)
SEO Dongjin(Kaywon University of Art &
Design Intermedia Art Professor)

10/30

16:00

CGV4

GT

코 파일럿 Copilot

김현수(씨네21 기자)
KIM Hyeonsu(Cine21 Journalist)

다른 행성에서 온 영화 형제, 존 세일즈

John Sayles, a cinematic brother from another planet.

미국 독립영화 2세대를 대표하는 존 세일즈 감독의 영화 세

John Sayles, the paradigm of the contemporary independent
filmmaker representing American independent films, will
share his way of independent film production, his social
participatory attitude and philosophy on cinema.

계와 그가 고수해온 독립영화 제작 시스템, 그리고 그의 영
화를 관통하는 사회참여적 태도와 영화 철학에 대해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이다.
일시	10월 24일(일) 19:00 〈리아나〉 상영 후
일시
(사전녹화)
장소

CGV 강릉 3관

사회

김홍준(강릉국제영화제 예술감독)

게스트

존 세일즈(감독)

Date	Sun. Oct 24 19:00 Follows the screening of
Date
Lianna (Pre-recorded video)
Venue
CGV Gangneung 3
Moderator KIM Hongjoon(Artistic Director, GIFF)
Guest
John SAYLES(Director)

* 게스트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GT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 This event is only operated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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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르주 페렉의 영화 사용법’ 프로그램 이벤트

‘여성은 쓰고, 영화는 기억한다’ 스페셜 토크

‘Georges Perec: A User’
User’s Manual
Manual’’ Program Events

‘Women Write
Write,, Films Remember
Remember’’ Special Talk

라운드테이블: 조르주 페렉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

Roundtable: Some Stories about Georges Perec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영화 읽기

문학, 영화, 사회학 등 페렉을 각자의 영역에서 연구하고 사

Experts of literature, film and sociology who love and study
George Perec’s works will share their thoughts on his artistic world, works and life.

‘여성은 쓰고, 영화는 기억한다’ 섹션의 여성 서사 중심 단편

랑한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조르주 페렉의 작품세계와 그의
삶에 대해 들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일시

10월 23일(토) 17:00 〈빌랭 길을 오르며〉 상영 후

장소

CGV 강릉 7관

게스트	김호영(한양대학교 프랑스학과 교수)
게스트
김태용(작가)
신지은(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Date	Sat. Oct 23 17:00 Follows the screening of Going
Date
up rue Vilin
Venue CGV Gangneung 7
Guest	KIM Hoyoung(Professor, Hanyang University)
Guest
KIM Taeyong(Writer)
SHIN Jieun(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 This event is only operated in Korean.

영화 상영 후, 각자의 관점으로 다양한 서사를 써 내려가는
여성 작가들을 초대하여 동시대 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
를 풀어나갈 스페셜 토크가 마련되어 있다.

Understanding Films by Crossing the Boundaries of
Genres
After screening of a short centered on female narratives in
the Women Write, Films Remember Section, a special talk
will invite female writers who write various female-centered
narratives from their own perspectives to tell stories about
the lives of contemporary women.
* This event is only operated in Korean.

스페셜토크1: 아니타

Special Talk1: Anita

일시

10월 30일(토) 17:00 〈아니타〉 상영 후

장소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사회

김신현경(서울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Date	Sat. Oct 30 17:00 Follows the screening of
Date
Anita
Venue
Shinyoung Theater
Moderator	KIM Hyungyung(Professor, Seoul Women’s
Moderator
University)
Guest
JEON Hayoung(Writer)

씨네라이브: 타자기 심포니와 낭독으로 만나는

Cine-Live: Symphony of Typewriter and Reading

〈잠자는 남자〉

A Man in a Dream

게스트	전하영(『그녀는 조명등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
게스트

창작에 있어 끊임없는 내용과 형식의 도전을 감행했던 페렉

This program encourages us to interpret and appreciate
Perec’s works in the same experimental way he challenged
the typical form of artistic creation. The event will feature
experimental performances accompanied by a specially
adapted typewriter and author Kim Taeyong’s reading of A
Man in a Dream .

스페셜토크2: 익스큐즈 미, 미스, 미스, 미스

Special Talk2: Excuse Me, Miss, Miss, Miss

일시	10월 23일(토) 17:00 〈익스큐즈 미, 미스, 미스, 미
일시

Date	Sat. Oct 23 17:00 Follows the screening of
Date
Excuse Me, Miss, Miss, Miss
Venue
CGV Gangneung 3
Moderator Jin CHO(Programmer, GIFF)
Guest
YI Seoyoung(Writer)

의 영화를 실험적 방식으로 해석하고 감상할 것을 제안한
다. 조르주 페렉의 첫 영화 〈잠자는 남자〉를 김태용 작가의
낭독과 특별히 개조한 타자기 연주와 함께 감상하는 실험적
퍼포먼스.
일시

10월 24일(일) 16:30

장소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공연 게스트

김태용(작가)

Date
Venue
Guest

Sun. Oct 24 16:30
Shinyoung Theater
KIM Taeyong(Writer)

Commentary Screening: Focus on

〈배회의 장소들〉을 중심으로

Les Lieux d’une fugue Georges Perec, a stroller in Paris

이나 다채롭다. 다큐멘터리와 픽션, 단편영화와 장편영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업했고 TV용 영화 제작에도 적극 관여
했다. 특히 영화 작업을 문학성 회복의 과정으로 간주했던
동시대 누보시네마 그룹(뒤라스, 로브그리예 등)과 달리, 페
렉은 순수한 영화적 열정으로 이미지와 사운드를 탐구했다.
페렉의 〈배회의 장소들〉을 중심으로 그의 창작 세계를 이해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시

10월 25일(월) 16:30 〈배회의 장소들〉 상영 전

장소

CGV 강릉 2관

게스트

김호영(한양대학교 프랑스학과 교수)

스〉 상영 후
장소

CGV 강릉 3관

사회

조명진(강릉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게스트

이서영(『유미의 연인』 작가)

* This event is only operated in Korean.

해설상영: 조르주 페렉 파리의 산책자,

조르주 페렉의 영화 창작 활동은 그의 문학 창작 활동만큼

다』 작가)

Perec has created as many diverse works for the film culture as he has for the field of literature. He wasn’t shy of
crossing different genres and types, engaging in documentary, fiction, short film, feature film and even television
films. Unlike the nouveau cinema movement group (e.g.
Duras, Robbe-Grillet) that viewed cinema as a process of
recovering literary value, Perec had a passion for film itself
and genuinely explored images and sounds. The screening
and commentary, focusing on Perec’s Les Lieux d’une
fugue , will help the audience find a way to better understand his world of creativity.

스페셜토크3: 파이브 타이거

Special Talk3: Five Tiger

일시

10월 23일(토) 13:30 〈파이브 타이거〉 상영 후

장소

CGV 강릉 2관

사회

김겨울(작가)

게스트

오승현(『꼰대책방』 작가)

Date	Sat. Oct 23 13:30 Follows the screening of
Date
Five Tiger
Venue
CGV Gangneung 2
Moderator Winter KIM(Writer)
Guest
OH Seunghyun(Writer)

스페셜토크4: 강물 속에

Special Talk4: Step into the River

일시

10월 24일(일) 14:00 〈강물 속에〉 상영 후

장소

CGV 강릉 2관

사회

김겨울(작가)

게스트

송경아(『백귀야행』 작가)

Date	Sun. Oct 24 14:00 Follows the screening of
Date
Step into the River
Venue
CGV Gangneung 2
Moderator Winter KIM(Writer)
Guest
SONG Kyunga(Writer)

Date	Mon. Oct 25 16:30 Before Screening Les Lieux
Date
d’une fugue
Venue CGV Gangneung 2
Guest KIM Hoyoung(Professor, Hanyang University)
* This event is only operated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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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 Lecture
‘원작의 발견’ 강연 ‘Re: Origin

세미나: 캐주얼 시네마 Seminar: Casual Cinema

강연1. 영화 〈해상화〉와 소설 『해상화열전』의

Lecture1. Comparing the Narrative Structures of the

캐주얼 시네마란 무엇인가?: 제작에서 감상까지

서사구조 비교

film Flowers of Shanghai and the novel The Sing-Song

오늘날 영화를 만들거나 보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더

Girls of Shanghai

이상 특별한 일로 간주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An analysis of the film Flowers of Shanghai that compares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e film to that of the original
novel.

가 아직 일상적 활동으로 폭넓게 자리잡고 있지 못한 이유는

영화 〈해상화〉와 소설 『해상화열전』의 서사구조 비교를
통한 영화 분석
일시

10월 23일(토) 13:00 〈해상화〉 상영 후

장소

CGV 강릉 7관

강연자

김영옥(작가)

Date	Sat. Oct 23 13:00 Follows the screening of
Date
Flowers of Shanghai
Venue
CGV Gangneung 7
Speaker KIM Youngok(Writer)
* This event is only operated in Korean.

무엇일까? 기술적 토대와 제도적 실행 사이에 존재하는 어
긋남 때문일 수도 있고, 관습적 영화 개념이 여전히 영향력
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워크숍, 강연, 토론 등
으로 구성된 본 행사는 영화가 좀더 가까운 일상적 활동으
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위해 고려해 봄 직한 실천적 방법의 사례들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행사는 단국글로벌영상콘텐츠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기

What is Casual Cinema?: From Production to
Appreciation
Nowadays, the act of making or watching a film can no
longer be considered special in itself. Nevertheless, why is
film yet to be established as an everyday activity? It may
be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echnological foundation and institutional practices, or it may be because the
conventional concept of cinema’s influence remains strong
to this day. This event, which consists of workshops, lectures, and discussions, was prepared to examine what is
needed to make a film more approachable daily activity,
and to present examples of practical methods to consider.
This event is planned and organized in cooperation with
the Institute of Dankook Global Visual Contents.

획, 진행된다.

강연2.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와

Lecture2. Les Liaisons dangereuse by Pierre Choderlos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

de Laclos and the film Untold Scandal

피에르 쇼데를로 드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는 시대와

How Pierre Schoderlo de Laclo’s Les Liaisons dangereuse
continues to be varied beyond the era and genres.

1부: 캐주얼하게 영화 만들기

Session 1: Making Films Casually

2부: 캐주얼하게 영화 보기

Session 2: Watching Films Casually

Date	Sun. Oct 24 16:30 Follows the screening of
Date
Untold Scandal
Venue
CGV Gangneung 2
Speaker	SONG Kijeong (Professor, Ewha Womans
Speaker
University)

일시

10월 24일(일) 13:00

장소

작은공연장 단

Date
Sun. Oct 24 13:00
Venue Stage ‘Dan’
Guest	KIM Sol(Filmmaker)
Guest
PARK Kiyong(Director)
SEO Hansol(Filmmaker)
SON Moa(Filmmaker)
YOO Unseong(Film Critic)
LEE Yubin(Researcher)
LIM Jungeun(Filmmaker)
HUR Jang(Researcher)

장르를 뛰어넘어 어떻게 계속 변주되는가
일시	10월 24일(일) 16:30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
일시
상영 후
장소

CGV 강릉 2관

강연자

송기정(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교수)

* This event is only operated in Korean.

게스트	김솔(감독)
게스트
	박기용(단국글로벌영상콘텐츠연구소 소장, 감독)
서한솔(감독)
손모아(감독)
유운성(영화평론가)
이유빈(단국글로벌영상콘텐츠연구소 연구원)

강연3. 백설공주의 현대적 변용에 나타나는 여성상 변화

Lecture3. Changes of Femininity in Snow White’s Modern

임정은(감독)

각인된 백설공주의 이미지를 전복시키다. 고전 동화의

Interpretation

허장(단국글로벌영상콘텐츠연구소 연구원)

무한한 해석의 가능성 엿보기
일시

10월 30일(토) 13:00 〈백설공주〉 상영 후

장소

CGV 강릉 7관

강연자

이채론(문화예술기획자)

Overthrowing the imprinted image of Snow White,
this program takes a glimpse at the infinite number of
interpretations of classical fairy tales.

* This event is only operated in Korean.

* 이 세미나 참석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Date	Sat. Oct 30 13:00 Follows the screening of Snow
Date
White
Venue
CGV Gangneung 7
Speaker LEE Chaeron(Writer)
* This event is only operated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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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포럼: 『낭』 이야기 Academic Forum: NANG Stories

워크숍: 영화의 일생 Workshop: The Life of a Film

대표적인 아시아 영화 연구 잡지인 『낭』의 필진,

An academic forum with editors and designers from
NANG , a leading Asian film research magazine.

한 편의 영화가 관객에게 닿기까지, 우리가 영화에

Since its inception in 2016, NANG , an Asian film and
culture journal, has contained the original views of editors
and writers. Each issue aims to establish a specific topic
for which to provide grounds for ideas, experiments and
research. Ahead of its upcoming 10th issue, this forum
will reflect on the path that NANG has taken so far and
discuss the present and future of film-related publications.
The event will be held in two sessions.

영화 굿즈 디자이너, 영화 포스터 디자이너, 푸드 스타일리스

디자이너들과 함께하는 영화 학술 포럼
2016년에 창간된 이후, 아시아 영화와 문화 관련 저널인
『낭』은 편집자와 필진들의 독창적인 시각을 담아왔다. 각 호
는 특정 주제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험, 연구
에 대한 지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마지막 10호의
발행을 앞두고 지금까지 『낭』이 걸어온 길을 성찰함과 동시
에 영화 관련 출판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
다. 본 행사는 두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Designing pages

Session 1: Designing Pages

영화 잡지의 디자인, 출판, 편집, 제작에 대하여

A discussion about the design, publication, editing and
production of movie magazines.

2부: Turning pages
영화 출판물의 난관과 전망에 대하여
일시

10월 25일(월) 13:00

장소

작은공연장 단

사회

김홍준(강릉국제영화제 예술감독)

게스트	다비데 카짜로(낭 매거진 편집장)
게스트
달시 파켓(들꽃영화상 집행위원장)
신동혁(낭 매거진 아트디렉터)
신해옥(낭 매거진 아트디렉터)
유운성(영화평론가)
* 이 포럼 참석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해 미처 몰랐던 것들
트 등 영화와 함께하는 독특한 직업을 가진 이들과 함께 하
는 하루 과정의 워크숍
일시

10월 29일(금) 11:00

장소

작은공연장 단

사회

이화정(영화 저널리스트)

What the Audience Didn’t Know about Film’s Life
Cycle: from Inception to Completion
A unique one-day workshop with behind-the-scenes heroes
- goods item designers, poster designers and food stylists.
* This event is only operated in Korean.
Date
Fri. Oct 29 11:00
Venue
Stage ‘Dan’
Moderator LEE Hwajung(Journalist)

1부: 영화 푸드

Session 1: Designing Food in Films

때로는 단순한 소품의 역할을 뛰어넘어 영화의 이미지를 함

Session 2: Turning Pages

이 특별한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It’s time to learn about food styling in cinema and the
job of a food stylist. Sometimes, food in a film’s miseen-scene goes beyond just a prop. It implies the image of
the film and even becomes an important key to the film’s
narrative.

A discussion about the challenges and prospects of film
publications.

게스트	김수진(푸드 스타일리스트)
게스트

Guest

Date
Mon. Oct 25 13:00
Venue
Stage ‘Dan’
Moderator KIM Hongjoon (Artistic Director, GIFF)
Guest	Davide CAZZARO(NANG Magazine, Chief
Guest
Editor)
Darcy PAQUET(The Wildflower Film Awards
Korea, Artistic Director)
SHIN Donghyeok(NANG Magazine, Art
Director) SHIN Haeok(NANG Magazine, Art
Director)
YOO Unseong(Film Critic)
* Registration is required to attend this forum.
Please refer to the GIFF website for the details.

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며, 영화 해석의 중요한 열쇠가 되기
도 하는 영화 속의 숨은 특별한 주인공, 영화 음식의 제작과

제이킴(푸드 스타일리스트)

KIM Soojin(Food Stylist)
J KIM(Food Stylist)

2부: 영화 굿즈 디자인

Session 2: Designing Film Goods

영화 관람 후 가시지 않은 영화의 감동을 이어주는 매개체

It’s time to uncover the production of merchandise items,
which connect the sensations of films that have not yet
disappeared after watching them and realize the desire of
audiences to live in the story’s cinematic world.

이자 영화 속에 살고 싶은 관객의 욕망을 실현시켜주는 매체
인 영화 굿즈 제작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자리이다.
게스트

어주영(굿즈 디자이너)
토끼리(굿즈 디자이너)

Guest	EO Juyoung(Goods Item Designer)
Guest
Tokkiri(Goods Item Designer)

3부: 영화 포스터 디자인

Session 3: Designing Film Poster

영화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하고, 관객의 기대감을 조성하는

It’s time to learn about the production of movie posters,
which often create the first impression of a movie and raise
the audience’s expectations. Designer KIM Haejin, who has
made bold movie posters, will tell us the story behind the
birth of the field and how the industry works.

영화 포스터 제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다. 굵직굵직한 영
화 포스터들을 제작해온 김혜진 디자이너와 함께 영화 포스
터의 탄생 비화와 영화 포스터 산업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
본다.

Guest

게스트

KIM Haejin(Poster Designer)

김혜진(포스터 디자이너)

* 이 워크숍 참석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사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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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빅 픽처’ 스페셜 콘서트 & 토크

배롱야담 Baerong Night Talk

‘Gangneung Big Picture
Picture’’ Special Concert & Talk
〈봄날은 간다〉

One Fine Spring Day

‘영화 & 문학’을 주제로 문인과 영화 전문가들의 토크 행사

To mark the 20th anniversary of Hur Jinho’s One Fine
Spring Day , a special concert and talk event will be held
following this special screening. Held in Gangneung, the
background of the film and the destination of Eunsu’s taxi
in the film, the events should draw even more nostalgia.
Since the soundtrack received as much love as the film,
the festival has prepared a movie music concert that will
touch the hearts of fans. After the concert, director Huh
Jin-ho and actors from the film will join the special talk.

를 진행한다. 책과 영화, 두 장르를 아우르며 이야기하며 흥

해 참여할 수 있다. 사전신청은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

Professionals from the film and literature industries will be
invited to have a nighttime, candid talk on their respective
art forms. Their different and interesting perspectives will
provide rich and diverse discussions, and this year’s Baerong Night Talk will cover more expansive topics. Due to
the pandemic attendance is limited to those who make a
reservation in advance.

능하다.

* This event is only operated in Korean.

SF의 광활한 세계, 종이와 스크린 사이

The Endless Sci-Fi Universe: Somewhere Between

Date	Sat. Oct 23 18:00 Before the screening of One
Date
Fine Spring Day
Venue
Gwana Theater
Moderator LEE Hwajung(Journalist)
Guest	HUR Jinho(Director), YOO Jitae(Actor)
Guest
CHO Sungwoo(Music Director, Festival
Director of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제43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작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

Paper and Screen

* This event is only operated in Korean.

을 두드린다.

〈컬러 오브 브라스〉

Color of Brass

일시

10월 23일(토) 19:00

‘강릉 빅 픽처’에서 상영되는 이마리오 감독의 신작 〈컬러 오

Gangneung Green Silver Band members are the heroes of
Color of Brass , the new film by Lee Mario. Its members
having an average age of 70, the Gangneung Green Silver
Band, which marked the 22nd anniversary of its foundation
this year, will perform and join the talk with the director
and other musicians.

장소

구슬샘 문화창고

사회

김겨울(작가)

게스트

김초엽(작가)

“아저씨 강릉~”의 저릿한 기억. 허진호 감독의 〈봄날은 간
다〉 개봉 20주년을 맞아 영화의 주요 배경이었던 강릉에서
특별 상영과 스페셜 콘서트 & 토크를 진행한다.
OST로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인 만큼 팬들의 마음을 감동시
킬 영화음악 콘서트를 준비했다. 더불어 게스트들과의 스페
셜 토크까지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다.
일시

10월 23일(토) 18:00 〈봄날은 간다〉 상영 전

장소

강릉대도호부관아 관아극장

사회

이화정(영화 저널리스트)

게스트	허진호(감독), 유지태(배우)
게스트
조성우(음악감독,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브 브라스〉의 주인공은 강릉그린실버악단이다. 영화 상영
후, 올해 창단 22주년을 맞이한 평균나이 70대인 관악단,
강릉그린실버악단의 특별한 공연과 이마리오 감독 및 뮤지
션들과의 토크를 즐길 수 있다.

욱 다양하고 폭넓은 주제의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확장하
여 기획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신청을 통

다면』의 저자 김초엽, 유튜브 ‘겨울서점’의 운영자이자 작가,
DJ로 다방면에서 활동 중인 김겨울이 만나 SF소설의 세계를
이야기한다. 과학도에서 소설가가 되기까지 끊임없이 경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활동해온 김초엽 작가의 첫 작품집 『우
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과, 책에서 엿볼 수 있는 작
가의 시선을 따라 과학 소설이라는 매력적인 문학 장르의 문

“I feel distance from the past. This is all thanks to my
bike” says Kim Kkobbi who calls herself a “missionary of
bike”. With this program, she will show her short film Aimez-vous camping that she made just because she loves
to travel by bike, and then discuss the new world she has
discovered while riding. Kim will present an honest talk on
how the bike gives us freedom, power, and changes and
how the world sees the bike.

강릉그린실버악단

*This event is only operated in Korean.

떻게 자유와 힘, 그리고 변화를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예찬

바이크로 달리며 여행하는 것이 좋아 만든 단편영화 〈캠핑
을 좋아하세요〉 관람 후, 작가가 바이크를 만나 발견하게 된
새로운 삶의 지평을 관객들과 나눈다. 바이크가 우리에게 어
에서 나아가 바이크를 둘러싼 시선과 그에 대한 작가의 진솔
한 이야기까지 들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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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Oct 23 19:00
Okcheon Cultural Storage
Winter KIM(Writer)
KIM Choyeop(Writer)

“삶이 전과는 참 멀리 와있다. 이게 다 바이크 덕분이다.” 자

이마리오(감독)

전후

Date
Venue
Moderator
Guest

Bike: Power to Bring You Everywhere

칭 ‘바이크 전도사’로 활동하는 자유로운 라이더 김꽃비가

장소	대도호부관아 관아극장
장소

The world of Sci-Fi novels will be explored by Kim
Choyeop, the author of If We Can’t Travel at the Speed of
Light (winner of 43rd Today’s Author Award), and Winter
Kim, an author/Youtuber (Winter Bookstore)/DJ. They
will discuss the first novel of scientist-turned-novelist Kim
Choyeop who has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boundaries
of different worlds. The audience will have a chance to see
the attractive genre of sci-fi novel from the author’s perspective.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힘, 바이크를 좋아하세요?

Date	Sat. Oct 30 18:30 Before and After the screening
Date
of Color of Brass
Venue Gwana Theater
Guest	LEE Mario(Director)
Guest
Gangneung Green Silver Band

일시	10월 30일(토) 18:30 〈컬러 오브 브라스〉 상영
일시

게스트

미로운 관점들을 관객들과 공유한다. 올해의 배롱야담은 더

일시

10월 24일(일) 19:00

장소

고래책방

사회

정지혜(영화평론가)

게스트

김꽃비(작가)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

Date
Venue
Moderator
Guest

Sun. Oct 24 19:00
GOre Bookstore
JEONG Jihye(Film Critic)
KIM Kkobbi(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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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재구성, 불평등의 퍼즐을 맞추다

Reconstruction of Common Sense: Putting the Pieces of

소설 to 시나리오, 각색에 대하여 알고 싶은

Novel to Screenplay: Two or Three Things About

갈등이 끊이지 않는 한국 사회의 양태를 냉철하고 성숙하게

Inequality Together

두 세 가지 것들

Adaptations

The book Reconstruction of Common Sense is a mature
and objective interpretation of the Korean society in which
conflict never ceases. The author Cho Sunhee allows
readers to independently explore the historical “facts” and
political problems of a democratic society from a journalist’s point of view. In this Baerong Night Talk, Writer Cho
Sunhee and Artistic Director of GIFF try to answer the
question “Who are Koreans?” from multiple angles.

시나리오 작가이자 소설가로 20년을 살아온 김호연이 영화

Kim Hoyeon, a screenwriter and novelist of 20 years,
shares his experience of writing for various genres, such as
film and literature. He shares his works: screenplays based
on a movie treatment equivalent to the original (Public Enemy , Double Spy ), adapting a movie screenplay based on
novels (Heartbreak Hotel and The Fortress ) and screenplays based on his own novel (Mangwon-dong Brothers ).
In addition, the writer shares interesting stories with detail
about how he adapted to the different demands of the film
industry and the literary world as a screenwriter and a novelist.

재구성한 책 『상식의 재구성』의 저자 조선희는 독자들로 하
여금 민주주의 사회의 역사적 ‘팩트’와 정치적 문제를 주체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저널리스트의 관점을 보여준다. 이번
배롱야담에서는 조선희 작가와 강릉국제영화제 예술감독의
대담을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해법을 가지고 ‘한국인은 누
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한다.
일시

10월 27일(수) 19:00

장소

구슬샘 문화창고

사회

김홍준(강릉국제영화제 예술감독)

게스트

조선희(작가)

Date
Venue
Moderator
Guest

Wed. Oct 27 19:00
Okcheon Cultural Storage
KIM Hongjoon(Artistic Director, GIFF)
CHO Sunhee(Writer)

맛있는 영화 토크,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Delicious Movie Talk: Life-Enriching Foods from Movies

영화 속 음식 이야기

Movie is to see, and food is to see and taste. Movie and
food have a common denominator in that they both stimulate our vision. Lee Jooick, the author of Taste of Movie,
All of a Sudden and producer of film Late Autumn , reviews
unique and various foods from movies, connecting the nature of the foods to characters’ personalities.

영화는 보고 음식은 맛보고. ‘보는 즐거움’이라는 공통분모
를 가진 영화와 음식을 통해 문화를 이야기한다. 『불현듯,
영화의 맛』 저자이자, 영화 〈만추〉의 제작자인 이주익 작가
와 함께 영화에 나온 ‘그 음식’의 독특하고 색다른 맛의 이
유를 등장인물의 성격, 요리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일시

10월 28일(목) 19:00

장소

봉봉방앗간

사회

오동진(영화평론가)

게스트

이주익(작가)

Date
Venue
Moderator
Guest

Thu. Oct 28 19:00
BonBonBangAgan
OH Dongjin(Film Critic)
LEE Jooick(Writer)

와 문학을 넘나들며 글 작업해 온 자신의 경험을 관객들과
나누는 자리. 원작에 준하는 영화 트리트먼트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 쓰기(〈공공의 적〉, 〈이중간첩〉), 소설을 바탕으
로 한 영화 시나리오 각색 작업(〈태양을 쏴라〉, 〈남한산성〉),
자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직접 각색해 영화 시나리오로 완성
하게 된 이야기(〈망원동 브라더스〉)를 들려준다. 아울러 영
화계와 문학계의 차이와 분위기, 시나리오 작가와 소설가의
다름과 같음을 두 분야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버텨온 작가가
풍성한 디테일과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준다.
일시

10월 29일(금) 19:00

장소

지앤지오 말글터

사회

김홍준(강릉국제영화제 예술감독)

게스트

김호연(작가)

Fri. Oct 29 19:00
G&GO Malgulter
KIM Hongjoon (Artistic Director, GIFF)
KIM Hoyeon(Writer)

한국 영화에서 길을 잃은 한국 사람들

Koreans Lost in Korean Cinema

『담배와 영화』의 금정연 작가와 『영화와 시』의 정지돈 작가

Writer Keum Jungyun of Cigarettes and Film and writer
Jeong Jidon of Film and Poetry introduce the audience
to the column “Koreans Lost in Korean Cinema,” which
is serialized in the Korean Film Archive. Like the joke
that all cinephiles from all over the world hate their own
countries’ films, the two writers talk about the conflicting
feelings they have towards Korean cinema, their work and
even monumental personal stories. The dialogue between
the two artists allows audiences to share the same ironic
emotions that can be felt in 21st century Korean films as a
Korean living in the 21st century.

가 한국영상자료원에 연재 중인 칼럼 “한국 영화에서 길을
잃은 한국 사람들”을 다룬다. 세계 각국의 시네필들은 모두
자국의 영화를 싫어한다는 농담처럼, 마냥 좋은 마음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한국 영화’에 대
한 이야기와 더불어 작품과 관련된 의미심장한 작가의 개인
적인 이야기까지. 21세기를 사는 사는 한국인으로서 21세기
한국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아이러니컬 한 감정들을 두 작
가의 대담에서 찾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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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Venue
Moderator
Guest

일시

10월 30일(토) 19:00

장소

임당생활문화센터

게스트

금정연(작가), 정지돈(작가)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

Date
Venue
Guest

Sat. Oct 30 19:00
Imdang Community Cultural Center
KEUM Jungyun(Writer), JEONG Jidon(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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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관아 STAGE Gwana Stage

Cultural Event
재능과 열정이 넘치는 청년 아티스트들의 무대인 ‘청춘마이
크 시너지 강원권’과 강릉의 다양한 뮤지션들이 자신들만
의 색깔로 표현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특별상영 전에는
OST 공연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
기간

10월 23일(토) ~ 10월 30일(토)

장소

강릉대도호부관아

The CHEUNGCHUN MIC Gangwon Artist concert features
performances arranged by young artists full of talent and
passion. It will also include other Gangneung musicians
that have prepared performances to showcase their local
style and color. An OST performance has also been prepared and will take place before the special screening.
Date

Sat. Oct 23 ~ Sat. Oct 30

Venue	Gangneung Daedohobu Gwana
Venue

청춘마이크 시너지 강원권 아티스트
	홀리우드, JAZZ IT ALL, 장유경, JSG, 넥스트덤,
Ensemble MUZAK, 국악밴드 우리음,

CHEUNGCHUN MIC Gangwon Artist
	Holywood, JAZZ IT ALL, JANGYOOKYUNG, JSG,
NextDum, Ensemble MUZAK, OURSOUND_LAB,
CUNGONG

전통타악그룹 천공
아티스트	유미 with 이태영밴드(팝), 사공(얼터너티브),
아티스트

Artist	YOOMI with LEETAEYOUNG BAND, SingerArtist
song Writer SAGONG, SOON BAND, ENSEMBLE

김의순밴드(재즈), 앙상블현(국악퓨전),

HYUN, ELEFUN.D with DJ BWAVE

엘리펀디(힙합) with DJ BWAVE

청춘마이크 시너지 강원권 아티스트 공연 일정
CHEUNGCHUN MIC Gangwon Artist Performance Schedule
시간
Time

10월 23일(토)
Sat. Oct 23

10월 24일(일)
Sun. Oct 24

10월 29일(금)
Fri. Oct 29

10월 30일(토)
Sat. Oct 30

15:00

JSG

JAZZ IT ALL

홀리우드 Holywood

Ensemble MUZAK

15:30

우리음
OURSOUND_LAB

천공
CUNGONG

넥스트덤
NextDum

장유경
JANGYOOKYUNG

아티스트 공연 일정
Artist Performance Schedule
시간
Time

10월 23일(토)
Sat. Oct 23

10월 24일(일)
Sun. Oct 24

10월 27일(수)
Wed. Oct 27

10월 28일(목)
Thu. Oct 28

10월 29일(금)
Fri. Oct 29

10월 30일(토)
Sat. Oct 30

17:00

-

김의순밴드
SOON BAND

-

-

-

-

18:00

유미 with 이태영밴드
YOOMI with
LEETAEYOUNG
BAND

-

앙상블현
ENSEMBLE
HYUN

사공
Singersong Writer
SAGONG

-

-

18:30

-

-

-

-

엘리펀디 with
DJ BWAVE
ELEFUN.D with
DJ BWAVE

강릉그린실버악단
Gangneung Green
Silver Band

* 공연 일정은 아티스트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Performance schedules are subject to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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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아 EVENT Gwana Event

책의 길 & 책마당 Book Road & Book Ground

전시

Exhibition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벤트로, 강릉의 독립서점 4곳을 방문하고 서점마다 추천한 차별화된 도서들

강릉 작가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강릉의 숨은 아름다움을

The hidden beauty of Gangneung will be shown to the audience from the perspectives of Gangneung artists.

을 통해 문학 작품의 새로운 면모를 찾아볼 기회를 제공한다. 강릉의 유서 깊은 문화재 ‘강릉대도호부

느낄 수 있다.
기간

10월 23일(토) ~ 10월 30일(토)

장소

강릉대도호부관아

전시 부스	
부스 이현정(『강릉이 취향이라서요』 작가)
윤의진(『동쪽수집』 작가)
조현아(‘비밀상점’ 작가)
최소연(‘슬로우슬로우담담’ 도예가)
원지유(‘식물원’ 작가)
나소희(‘식물원’ 작가)
남나영(‘월량화’ 작가)

Date
Sat. Oct 23 ~ Sat. Oct 30
Venue
Gangneung Daedohobu Gwana
Exhibition Booth
	LEE Hyunjung(Reillust)
YUN Euijin(EastCollection)
CHO Hyuna(A-To Lab)
CHOI Soyeon(SLOWSLOWDAMDAM)
WON Jiyu(SIKMULWON)
NA Sohee(SIKMULWON)
NAM Nayoung(Rattancraft W.R.HWA)
CHEA Hwakyoung(PADO Studio)

채화경(‘파도스튜디오’ 작가)

GIFF BOX

GIFF BOX

강릉국제영화제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고 추첨을 통해 경
품을 받을 수 있는 포토 이벤트이다.

An event which visitors can make memorable photos and
win gifts.

기간

10월 23일(토) ~ 10월 30일(토)

장소

강릉대도호부관아

Date
Venue

Sat. Oct 23 ~ Sat. Oct 30
Gangneung Daedohobu Gwana

영상 제작 프로그램

Making Film: A Youth Video & Film Production Program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해주는 영상 제작 프로

A video and film production program to encourage children
and teenagers dream for the future.
In cooperation with Gangneung Media Center.

그램으로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와 함께한다.
일시

10월 25일(월) ~ 10월 26일(화)

장소

중앙동 살맛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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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Venue

관아’ 에서 출발하여 ‘책의 길’을 걸으며 강릉의 개성 있는 카페와 식당에 대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으며
투어 인증을 마친 관객들에게는 소정의 증정품이 제공된다. ‘강릉대도호부관아’ 책마당에서는 강릉의
독립서점들을 모두 만날 수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을 비치하여 독서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스탬프투어 ‘책의 길’

강릉대도호부관아 → 지앤지오 말글터 → 고래책방 → 깨북 → 한낮의 바다

책마당 독립서점

이스트씨네, 별빛아래 책다방, 아물다, 깨북

A new event introduced this year, participants can visit four independent bookstores in Gangneung
to see recommended books at each location, discovering new qualities of literature. The Book Road
starts from Gangneung Daedohobu Gwana(a historical site of an official guesthouse for government
officers) and offers information on unique, local cafes and restaurants. Those who finish the tour will
be given gifts as well. An event will be set up at Gangneung Daedohobu Gwana where visitors can
check out all the independent bookstores in Gangneung to take a break while reading literature from
a variety of diverse genres.

‘Book Road’ Stamp
Tour
Book Ground
Independent
Bookstores

Gangneung Daedohobu Gwana → G&GO Malgulter → GOre Bookstore →
ggeebook → Hannajui bada (Midday Sea)

East Cine, Starlite4us, amulda, ggeebook

Mon. 25 Oct ~ Tue. Oct 26
Jungang-dong Salmatteo

문화행사 Cultural Event

203

지역행사

지역행사 Local Event

Local Event
지역영화아카데미(G-LoCA)

Gangneung Local Cinema Academy (G-LoCA)

강릉 지역 영화 제작 환경 발전을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

A workshop designed to improve the film production ecosystem in Gangneung. Going beyond teaching theories and
technologies, the program allows students to think about
the right way of producing a movie in the region, reflecting on the local environment, and gives an opportunity to
screen their own work. The students can experience the
complete cycle of film production. Students are selected
for diverse roles (directing, producing, sound, camera, etc.)
and then put together as a team to make a movie together.

로, 이론 및 기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환경에 맞는 제
작 방식을 고민해보면서 영화 제작 후 상영 기회를 제공해
시네마의 완성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출/PD/사
운드/촬영 분야로 나누어 선발하여 각 파트별 수강생이 한
팀으로 모여 각기 다른 영화를 제작해본다.
강사진
• 연출 전공: 박근영(감독)
• PD 전공: 제정주(프로듀서)
• 사운드 전공: 표용수(음향감독)
• 촬영 전공: 이큰솔(촬영감독)
• 공개 피칭: 직접 제작한 작품을 피칭을 통해 처음 공개하
고 최종 완성 전 피드백 시간을 가진다.
• 일시: 10월 27일(수) 15:00
• 장소: 작은공연장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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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ors
• Directing: PARK Kunyoung (Director)
• Producing: JE Jeongju (Producer)
• Sound: PYO Yongsoo (Sound designer)
• Cinematography: LEE Kunsol (Cinematographer)
• Pitching: Students showcase their work and get feedback
before completing the movie.
• Date: Wed. Oct 27 15:00
• Venue: Stage ‘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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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색인

Turn
the Page!

182

1+1

58

백설공주

114

1번국도

118

백조의 노래

164

J에게

117

별은 우리를 기다려

95

우리는 그렇게 자랐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다

92

월든
위장

152

WR: 유기체의 신비

보톡스

167

132

간병

157

본능

163

유기 동물 보호소

161

강물 속에

175

봄날은 간다

158

유리벽

113

강원도

81

비를 위한 노래

170

으깨지다

121

개기일식

50

빌랭 길을 오르며

101

이웃들

124

사랑의 감각

169

익스큐즈 미, 미스, 미스, 미스

74

사랑의 단서

153

잊혀진 사람들

사랑이다

136

78
151
130

개는 짖기를 멈추지 않는다
검거
경칩

73

교살자

177

사이렌

109

균열

128

삼춘

134

그녀가 처음 울던 날

125

생강차의 맛

178
47

70

143

그러니까 전원을 잘 껐어야지

166

김공주들

180

깃털처럼 가볍게

127

끝이 보이는 하루

46
183

작품 번호 3번. 중력
잠자는 남자
장아치청

99

준호

선우와 익준

67

총을 든 자들

세리 누와르

86

출마선언

소희

122

칼 파테메흐

82

수아드

173

컬러 오브 브라스

105

165

코 파일럿

102

나이트 닥터

59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

156

남매의 여름밤: 배리어프리 버전

43

스트로베리 맨션

98

심플 맨

174

코펠리아

139

아니타

103

퀸 오브 글로리

148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

100

내츄럴 라이트

106

너멍굴너머

85

아야

다른 행성에서 온 형제

77

아와카쉬

64
137
97

다리 밑 이야기
뜨거운 수프

107
72

알렉시스, 쿠바 댄서

89

96
133
79

앙코르

120

126

라즈베리

176

애송이들의 브래지어

129

184

러브씩

116

앨리스의 하늘 아래

66

76

령

123

80

리보리오

49

코르시카의 여름

클라라 솔라
트루먼 라이프
파야 다이
파이브 타이거
팔마
패션 피쉬

야간열차

111

포레스트 - 아이 씨 유 에브리웨어

엘리스 섬 이야기

179

하나이야기
하루에 만난 사계절

여자 여자

112

159

마트로시카

108

연못

135

핫 스팟

131

맛있는 저녁식사

150

영화 재판 혹은 마카베예프의

57

해상화

63

리아나

71

경우

141

화분이 있는 집

목화토금수

181

오늘의 초능력

160

희망

83

무서운 아이들

146

완령옥: 디렉터스 컷

110

희망의 요소

168

바겐 세일 킬러

87

왕과 함께

115

희망의 학교

65
171

91
14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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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38

메이트원

		

바람이 멈출 때

147

요괴 헌터 - 히루코

밥때

119

우리

배회의 장소들

90

우리가 심은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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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of Films

감독 색인

76

Anima

50

139

Anita

179

182

Another Self

77
130
85

74

Going up rue Vilin

126

Raspberry

114

강경태

133

박서경

140

이성식

Hana

134

Remedy

167

고경하

171

박소원

166

이아린

Hint of Love, A

176

Rookies Brassiere

150

고란 라도바노비치

111

베네덱 플리고프

110

이원영

베르나르 케이잔

59

이재용

벤 테서

158

이지윤

170

자비에르 세론

Awakash

147

Hiruko the Goblin

151

Round-Up, The

146

관금붕

46

Awakening of the Insects, The

160

Hope

114

Route 1

108

기 루이

174

97

Hot Soup

115

School of Hope

176

김소정

92

보예나 호락코바
부석훈

Aya

168

Bargain Sale Killer

135

Hot Spot

90

Seeds We Sow, The

176

김슬기

99

106

Beyond Fest

141

House with Pots, The

47

Série Noire

141

김윤지

157

빅터 커스크

Botox

89

I Comete – A Corsican Summer

Sheltered

165

김은지

163

사스키아 귀벨스

Should the Wind Drop

179

김인선

85

95

64	Brother from Another Planet,
The
167
86

Camouflage
Candidate, The

132

Care

146

Center Stage: Director’s Cut

148
98
157
73
183

I Know Where I’m Going!

163
91

117, 127
125
97

사이먼 쿨리발리 길라드

136

장 다레이
장-로버트 토만
장밍
정기혁

I was a Simple Man

177

Siren, The

131

김재훈

169

소니 칼벤토

184

정승훈

Instinct

116

Skies of Lebanon

164

김정수

139

수쉬마 카데파운

123

제리 카를손

Snow White

183

김태훈

130

스테파니 랑사크

Sohee

103

나나 멘사

174

스티븐 드 불

157

시리엘 길러민

It’s Love

58

Jangah & Chichung

165

Junho

121

79

제시카 베쉬르

174

제프 튜더

132

조규현

Solar Eclipse

90

나단 니콜로비치

Clara Sola

122

Kal Fatmeh

81

Songs for Rain

96

나탈리 알바레즈 메센

173

Color of Brass

166

Killing Kim Gongjoo

82

Souad

159

105

Copilot

48

Les Lieux d’une fugue

170

Squish

91

노라 마르티로샨

83

174

Coppelia

63

Lianna

117

Stars Await Us

120

노마웡가 쿠말로

157

아서 알렌더

126

줄리안 도안

137

Crotch Stories

80

Liborio

161

Step into the River

138

노에 드브레

177

안준용

159

최유재

107

Cuban Dancer

180

Light As a Feather

70

Strangler, The

47

알랭 코르노

147

츠카모토 신야

127

Day is Done

124

Love Hurts

43

Strawberry Mansion

100

데네스 나지

129

알렉스 푸킨

77

치따란잔 기리

108

Day is Over, The

184

Love Sick

178

Sunwoo and Ikjune

134

돈 조세푸스 라파엘 에블라한

121

알리레자 가세미

95

카베 마자헤리

164

Dear. J

150	Makavejev Case or Trial in a

118

Swan Song

152

두산 마카베예프

160

압둘라 알 자나히

76

카오 진링

131

Delicious Dinner

Movie Theater, The

125

Taste of Ginger, The

디에고 온가로

112

애너벨 버베크

109

Divide, The

46

Man in a Dream, A

83

65

Matewan

96

78	Dog Who Wouldn’t be Quiet,
The
87

Down with the King

99

159
67

80

87

남효경

니노 마르티네즈 소사

78
135

아나 카츠

46,48

조르주 페렉

아나이스 쿠에 란스

62

존 세일즈

아멧 넥뎃 쿠푸르

58

주앙 세자르 몬테이로

109

카트린 코르시니

Terrible Children, The

121

라하 아미르파즐리

105

앤 조라 베라치드

43

켄터커 오들리

140

Time to Eat

157

레나 벨몬테

119

앨리스 디옵

81

크리슈나 보라

Matryoshka

181

Today’s Superpower

43

앨버트 버니

98

크리스토퍼 마코토 요기

Men with Guns

171

Tree Fire Earth Gol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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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토 살리나스

178

양익준

116

클로에 마즐로

148

에메릭 프레스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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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드 스티븐스

82

에이텐 아민

86

토마스 폴로

4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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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 of Hop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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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ing On: Barrierfree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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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ma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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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스 부뉴엘

49

Ellis Island Tales

100

Natural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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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le

161

마 웨이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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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Neighb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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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 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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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 와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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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 from You I Grew

102

Night Doct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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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den

122

마디 자만푸어

157

엘리엇 토마슨

69

폴 베키알리

79

Faya Da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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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 Train, The

119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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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에 뒤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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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사 리스토

130

프랑수와 르루아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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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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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아

128

한준희

Camera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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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e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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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Wal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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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호

Queen of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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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행사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매년 이탈리아 외무부가 전세계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월 : 세계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 5월 : Fare Cinema - 세계 이탈리아 영화 주간
10월 : 세계 이탈리아 언어주간

11월 : 세계 이탈리아 음식주간

그 외에도 매년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12월/ 1월에는 베니스 국제 영화제와 협력하여
‘베니스 인 서울’ 영화제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활동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방_ 문화원 회원과 이탈리아어 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도서, CD, DVD 대여. 백과사
전, 잡지, 이탈리아 신문 온라인 열람.
전문 강사진의 이탈리아 언어와 문화 강좌
제2외국어로서의 이탈리아 언어인증시험 CELI 시행

도서관 개방시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0:00~12:30 목요일 14:00~16:30
Facebook https://www.facebook.com/iicseoul1 Instagram @iicseoul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98, 일신빌딩 3층 (04418)
TEL. 02-796-0634/02-797-7792 E-MAIL. iicseoul@esteri.it www.iicseoul.ester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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