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eening Schedule
상영일정표

Ratings
G
12

15

18

등급

Information

General / 모든 관람객이 관람할 수 있는 등급
Under 12 not admitted

만 12세 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
Under 15 not admitted

Time

Code

20:00~

001

상영시간 상영코드

만 15세 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
Under 18 not admitted

KN

KK

NO
무표시

자막

Notice

Korean Subtitles+English Subtitles or Dialogue
한글자막 + 영어자막 또는 대사

Korean Subtitles+Non-English Dialogue without English Subtitles
한글자막 또는 대사 + 영어자막 없는 비영어대사
Korean Subtitles+Korean Dialogue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및 자막해설 제공
No Dialogue / 대사없음

(Unmarked)-English Subtitles+Korean Dialogue
영어자막 + 한국어대사

Opening Film and Closing Film
개막작 Opening Film

BT 20:00~21:51 001

15 KE

15

KE

등급

자막

Page
24

페이지

칠중주: 홍콩 이야기

Goodwill Donation / 착한기부 - 141p

KE

Ratings Subtitles

Septet: The Story of Hong Kong

만 18세 미만인 자는 관람할 수 없는 등급

Subtitle

일정표 보는 법

안내

• 티켓 카탈로그는 2020년 10월 7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10월 7일 이후 상영 변동 사항은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www.biff.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스트와의 만남 일정은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www.biff.kr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 The Ticket Catalogue was printed off on Oct 7th. Please check
our website periodically for changes after Oct 7th.
• Guest Visit schedules will be posted at www.biff.kr.

Ticket Information / 입장권 예매 문의전화 Tel. 1666-9177

개·폐막작 상영 정보

24

장소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I 일시 2020년 10월 21일 20시 I 개막작 <칠중주: 홍콩 이야기>

Where Busan Cinema Center BIFF Theater I When Oct 21, 2020 at 20:00 I Opening Septet: The Story of Hong Kong
폐막작 Closing Film

BT 20:00~21:39 164

12 KE

25

장소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I 일시 2020년 10월 30일 20시 I 폐막작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Where Busan Cinema Center BIFF Theater I When Oct 30, 2020 at 20:00 I Closing Josee, the Tiger and the Fish

Theaters
BT
BH
B1
B2
B3
BD

극장

Busan Cinema Center BIFF Theater /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Busan Cinema Center Haneulyeon Theater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Busan Cinema Center Cinema 1 / 영화의전당 중극장
Busan Cinema Center Cinema 2 / 영화의전당 소극장
Busan Cinema Center Cinematheque /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관
Busan Cinema Center Indieplus /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11

21 WED

1

23 FRI

BT

BH

B1

B2

B3

BT

BH

B1

B2

B3

BD

BIFF Theater
야외극장

Haneulyeon Theater
하늘연극장

10:00~11:55 002
15 115' 67
Peninsula 반도

Cinema 1
중극장

09:30~11:32 006
12 KE 122' 32
First Cow 퍼스트 카우

Cinema 2
소극장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BIFF Theater
야외극장

Haneulyeon Theater
하늘연극장

Cinema 1
중극장

Cinema 2
소극장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Indieplus
인디플러스

13:30~14:58 003
18 KE 88' 34
New Order 뉴 오더

13:30~14:31 007
15 61' 121
City of Outlanders 군산전기

13:00~15:01 011
12 KE 121'
115
School Town King
스쿨 타운 래퍼

14:00~15:26 015
15 KE KK 86' 105
Palmyra 팔미라

16:30~18:28 004
18 KE 118' 78
Ammonite 암모나이트

16:30~17:53 008
17:00~18:42 012
15 83' 109 108
18 KE 102' 50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3 The Slaughterhouse
한국 단편 경쟁 3
잔혹한 도축장
(Tree 나무/Snail 달팽이/
HERO 히로/Georgia 조지아)

17:00~18:37 016
12 KE 97' 106
Rival 라이벌

19:30~20:46 009
G 76' 69
Vestige 달이 지는 밤

20:00~21:40 017
12 KE 100' 103
Beasts 짐승들의 마을

2

3

4

20:00~21:51 001
15 KE 111' 24
Septet: The Story of Hong
Kong 칠중주: 홍콩 이야기

20:00~21:44 005
15 KE 104' 50
Sister Sister 은밀한

10:00~11:19 010
15 KE 79' 41
Cleaners 명랑고딩

20:30~22:15 013
15 KE 105' 39
A’hr 위험한 등반

10:30~12:10 014
12 KE 100' 81
Death Knell 죽음의 종소리

22 THU

1

1

2

3

4

BH

B1

B2

B3

BD

BIFF Theater
야외극장

Haneulyeon Theater
하늘연극장

Cinema 1
중극장

Cinema 2
소극장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Indieplus
인디플러스

09:00~11:10 020
15 KE 130' 51
Striding into the Wind
질주

10:30~11:57 024
15 87' 120
Candlelight Revolution
나의 촛불

09:30~11:38 028
12 KE 128' 43
The Disciple 수업시대

10:00~11:47 032
18 KE 107' 104
Nadia, Butterfly
나디아, 나빌레라

11:00~17:42 018
15 KE 372' 33

4

12:30~14:34 021
12 KE 124' 46
Little Big Women
고독의 맛

16:00~18:19 022
15 KE 139' 28
True Mothers
트루 마더스

20:00~21:48 019
15 108' 129
DAEMUGA
대무가:한과 흥

12

13:00~15:03 039
15 KE 123' 54
Your Eyes Tell
너의 눈이 말하고 있어

13:30~15:18 043
12:00~13:35 047
12 KE 95' 47
18 KK 108' 62
BEASTS CLAWING AT Matto’s Bicycle
STRAWS 지푸라기라도 마토의 자전거
잡고 싶은 짐승들

20:00~21:17 023
18 77' 37
The Woman Who Ran
도망친 여자

13:30~14:50 025
15 80' 109

13:00~15:14 029
12 KE 134' 47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2 MAMA 나의 엄마
한국 단편 경쟁 2
(House of Heeji 희지의 세계/
The Migration-ship 이주선/
Where Does the Wind Come
From? 바람 어디서 부는지)

17:00~18:46 030
15 KE 106' 113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1 Fear(less) and Dear
한국 단편 경쟁 1
친애하는 홍콩
16:30~17:50 026
15 80' 108 109

(High Surf Expected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안고/Peace River
화천/Ava from My Class 연극
수업/Wolves Wolves)

19:30~20:53 027
G KK 83'
67
Spring Song
스프링 송

13:30~15:01 033
12 KE 91' 102
The Art of Dying Far
Away 멀리서 죽어가는
거북이의 기술

Part 2: 13:10~15:29

17:00~18:50 034
12 KE 110' 105
The Predators
포식자들

Part 3: 15:45~17:42

1

Intermission 2: 15분

2

3

12:00~13:29 055
12 KE 89' 104
The Macaluso Sisters
마깔루조 다섯 자매

09:30~19:12 036
12 KE 480' 98
The Works and Days
(of Tayoko Shiojiri in the
Shiotani Basin) 일과
나날 (시오타니 계곡의
시오지리 다요코의)
Part 1: 09:30~11:10
Intermission 1: 15분

15:00~16:37 041
15 KE 97'
83
Gagarine 가가린

Part 2: 11:25~13:15

20:30~22:18 045
15 108' 64
Deliver Us from Evil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18:00~19:31 049
15 KE 91' 58
Chnchik
언덕 위의 소녀

Part 3: 14:15~16:25

21:00~23:24 050
15 KE 144' 27
Love After Love
사랑 뒤의 사랑

18:00~19:29 054
15 KE 89' 107
Trouble Will Find Us
사랑의 유효기간

21:00~22:32 052
12 KE 92' 97
The Third War
또 하나의 전쟁

Part 4: 16:40~19:12

Lunch Break:
13:15~14:15 (1시간)

Intermission 2: 15분

BT

BH

B1

B2

B3

BD

BIFF Theater
야외극장

Haneulyeon Theater
하늘연극장

Cinema 1
중극장

Cinema 2
소극장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Indieplus
인디플러스

10:00~12:22 059
09:30~11:23 063
15 142' 68
15 113' 65
Steel Rain2 : Summit The Man Standing
Extended Edition
Next 남산의 부장들
강철비2:정상회담 확장판

09:00~10:34 067
15 KE 94' 114
The Invisible Shore
보이지 않는 해안

09:00~10:25 072
15 KE 85' 95
She Dies Tomorrow
그녀는 내일 죽는다

14:00~15:30 060
13:00~14:44 064
15 104' 66
G KK 90'
63
Days of Green 청산, 유수 Me and Me
사라진 시간

12:00~13:40 068
15 KE 100' 58
Harami 하라미

12:00~13:22 073
12 KE 82' 89
My Favorite War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쟁

17:00~18:39 061

16:30~18:44 065
15 134' 68
Time to Hunt
사냥의 시간

15:00~16:28 069
12 KE 88' 60
Summer Blur
희미한 여름

15:00~16:36 074
15 KE 96' 91
Nowhere Special
노웨어 스페셜

20:30~22:37 066
18 127' 77
Young Adult Matters
어른들은 몰라요

18:00~19:27 070
15 KE 87' 113
Children of the Night
밤의 아이들

18:00~19:28 075
15 KE 88' 97
Teddy 테디

21:00~22:26 071
15 KE 86' 57
Bilesuvar 함정도시

21:00~22:17 076
12 KE 77'
89
Mandibles 주둥이들

99' 92
Passion Simple
단순한 열정
18 KE

4

20:30~22:02 031
20:30~22:26 035
15 KE 116' 106
15 KE 92' 40
All the Things We Never Tigers 타이거즈
Said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

09:00~10:33 051
15 KE 93' 103
Emptiness 허공답보

15:00~16:27 048
15 KE 87' 112
The Art of Living in
Danger 생존의 기술

17:00~19:03 040
17:00~18:50 044
12 110' 60
15 KE 123' 88
Love Affair(s) : The
Snowball 최선의 삶
Things We Say, The
Things We Do 러브
어페어 :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20:30~22:02 053
15 KE 92' 96
Slalom 슬라롬

09:00~10:38 046
15 KE 98' 48
Milestone 이정표

24 SAT

MINAMATA Mandala
미나마타 만다라
Part 1: 11:00~12:55
Intermission 1: 15분

3

10:00~12:02 042
12 122' 63
CICADA 매미소리

5

BT

2

20:00~21:55 037
12 KE 115' 27
Minari 미나리

09:30~11:23 038
15 KE 113'
82
Falling 폴링

5

20:00~21:41 058
20:30~22:18 062
15 KE 101' 130
15 KE 108' 95
Summer of 85 썸머 85 Shorta 더 나쁜 녀석들

10:00~14:32 056
15 KE 272' 31
City Hall 시티홀

16:00~20:32 057
15 KE 272' 31
City Hall 시티홀

13

25 SUN

1

BT

BH

B1

B2

B3

BD

BT

BH

B1

B2

B3

BIFF Theater
야외극장

Haneulyeon Theater
하늘연극장

Cinema 1
중극장

Cinema 2
소극장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Indieplus
인디플러스

BIFF Theater
야외극장

Haneulyeon Theater
하늘연극장

Cinema 1
중극장

Cinema 2
소극장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13:00~15:17 115
G KE 137' 48
Ora, Ora Be Goin’ Alone
그래, 혼자서 간다

14:00~15:10 119
15 70' 118
When a Hen Crows
암탉이 울면

13:00~14:19 123
18 KE 79' 38
18 Kilohertz
18킬로헤르츠

13:30~15:21 127
15 KE 111' 79
And Tomorrow the Entire
World 내일은 세상

17:00~19:03 116
12 KE 123' 91
Padrenostro 우리 아버지

17:30~19:11 120
G 101' 74
Good Person 좋은 사람

16:00~18:07 124
18 127' 31
Days 데이즈

17:00~18:18 128
12 KE 78' 83
Ibrahim 이브라힘

20:30~22:10 117
15 KE 100' 35
The Salt of Tears
눈물의 소금

20:30~22:13 121
G 103' 73
FIGHTER 파이터

20:00~21:25 125
15 KE 85' 43
Drowning in Holy Water
성스러운 물

20:00~22:05 129
15 KE 125' 79
Beginning 비기닝

2

3

4

27 TUE

20:00~22:07 078
G KE 127'
128
The Asadas
아사다 가족

09:30~11:12 079
18 KE 102' 94
Saint-Narcisse
나르시스의 수난

10:30~12:05 083
G 95'
65
Everglow 빛나는 순간

09:00~10:48 087
15 KE 108' 114
Mishima: The Last
Debate 미시마 vs.
전공투: 마지막 논쟁

09:30~11:42 091
15 KE 132' 33
HOPPER/WELLES
호퍼/웰즈

11:00~17:42 077
15 KE 372' 33
MINAMATA Mandala
미나마타 만다라
Part 1: 11:00~12:55
Intermission 1: 15분

13:00~14:58 080
15 KE KK 118' 46
Living in the Sky
구름 위에 살다

13:30~15:20 084
G 110'
66
More Than Family
애비규환

12:30~15:03 088
15 KE 153' 56
A Balance
유코의 평형추

13:30~15:30 092
12 KE 120' 99
Zanka Contact
카사블랑카 록앤롤

16:30~18:00 081
12 KE 90' 36
Undine 운디네

17:00~18:21 085
G 81' 59
A Leave 휴가

16:30~18:22 089
15 KE 112' 61
Three 쓰리

17:00~18:56 093
15 KE 116' 30
Another Round
어나더 라운드

19:30~22:34 094
19 KE 184' 80
Berlin Alexanderplatz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20:00~22:48 086
15 168' 116
Self-portrait 2020
셀프-포트레이트 2020

20:00~21:37 090
15 KE 97' 59
Money Has Four Legs
개와 정승 사이

20:30~22:31 082
15 KE 121' 32
Dear Comrades!
친애하는 동지들!

1

2

Part 2: 13:10~15:29
Intermission 2: 15분

Part 3: 15:45~17:42

3

4

09:30~11:06 122
15 KE 96' 122
Hong Kong Moments
지금, 홍콩

10:00~11:41 126
18 KE 101' 87
La Veronica
베로니카

BT

BH

B1

B2

B3

BD

BT

BH

B1

B2

B3

BIFF Theater
야외극장

Haneulyeon Theater
하늘연극장

Cinema 1
중극장

Cinema 2
소극장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Indieplus
인디플러스

BIFF Theater
야외극장

Haneulyeon Theater
하늘연극장

Cinema 1
중극장

Cinema 2
소극장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13:30~15:09 132
15 KE 99' 35
Sun Children 태양의 아이들

14:00~15:19 136
G KK 79' 76
Short Vacation 종착역

13:30~14:55 140
15 KE 85' 41
Captive 사로잡히다

13:00~14:49 144
15 KE 109' 84
I Met a Girl 환상적인 그녀

17:00~18:37 133
12 KE 97' 34
A Night in Haifa 하이파의 밤

17:00~19:09 137
15 129' 115
Sasang: The Town on
Sand 사상

16:30~18:21 141
18 KE 111' 51
Soirée 해질 무렵

16:30~18:17 145
15 KE 107' 125
The Painter and the Thief
화가와 도둑

20:30~22:08 134
15 KE 98'
85
I Never Cry 난 울지 않아

20:30~22:19 138
12 109' 72
AND THERE WAS LIGHT
온 세상이 하얗다

20:00~21:13 146
20:00~21:22 142
15 KE 73'
15 KE 82' 111 110
87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1 Listen 리슨
아시아 단편 경쟁 1

10:30~12:22 097
15 KE 112' 84
I Carry You With Me
너를 데리고 갈게

10:30~12:24 101
12 114' 75
Our Joyful Summer
Days 기쁜 우리 여름날

10:00~11:28 105
15 KE 88' 52
Tiong Bahru Social
Club 행복캠프

10:00~11:30 109
15 KE 90' 124
The Mole Agent
요양원 비밀요원

09:30~19:12 095
12 KE 480' 98
The Works and Days
(of Tayoko Shiojiri in the
Shiotani Basin) 일과
나날 (시오타니 계곡의
시오지리 다요코의)

1

2

Part 1: 09:30~11:10
Intermission 1: 15분

2

3

4

10:30~12:09 118
G 99' 76
The Slug
태어나길 잘했어

28 WED

26 MON

1

20:00~21:38 113
15 KE 98' 26
In the Mood for Love
화양연화

09:30~11:09 114
15 KE 99' 42
Death of Nintendo
닌텐도의 죽음

20:00~21:40 096
G KE 100' 130
Soul 소울

14

14:00~15:21 098
15 81' 117
Song Hae 1927
송해 1927

14:00~15:37 102
15 97' 117
Sister J 재춘언니

13:00~14:41 106
15 KE 101' 40
BITTERSWEET
사탕수수의 맛

13:30~14:57 110
18 KE 87' 88
Lowdown Dirty
Criminals 어쩌다 조폭

Part 2: 11:25~13:15

17:00~18:57 099
15 KE 117' 28
Wife of a Spy
스파이의 아내

17:00~18:59 103
12 119' 73
Beyond You
그대 너머에

16:30~18:22 107
15 KE 112' 36
Swimming Out Till
the Sea Turns Blue
먼바다까지 헤엄쳐 가기

16:30~18:03 111
12 KE 93' 90
Night of the Kings
왕들의 그날 밤

Part 3: 14:15~16:25

20:30~22:05 100
12 KE 95' 86
A l’abordage!
전원, 승차!

20:30~21:47 104
G 77' 75
Our Midnight
아워 미드나잇

20:00~21:36 108
12 KE 96'
57
Butterfly on the
Windowpane

20:00~21:41 112
15 KE 101' 124
Notturno 야상곡

Part 4: 16:40 ~ 19:12

유리창의 나비

Lunch Break:
13:15~14:15 (1시간)

3

Intermission 2: 15분

4

20:00~21:40 130
15 KE 100' 131
The Ties 끈

10:00~11:37 131
15 KE 97' 39
200 METERS 200미터

10:30~12:08 135
15 KE 98' 121
The Fight 반트럼프 투쟁

10:00~11:46 139
15 KE 106' 49
The Salt in Our Waters
바다의 시

09:30~11:00 143
12 KE 90' 94
Red Soil 붉은 땅

(A Scarecrow 허수아비/The
Cloud Is Still There 구름은 아직도
저기에/Bình 외계인 빈/All the
Time 항상 그렇게/How to Die
Young in Manila 죽여주는 남자)

15

29 THU

1

BT

BH

B1

B2

B3

BIFF Theater
야외극장

Haneulyeon Theater
하늘연극장

Cinema 1
중극장

Cinema 2
소극장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13:00~14:37 149
18 KE 97' 45
Killer Spider 거미의 독

14:00~15:50 153
15 110' 116
Sewing Sisters 미싱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13:30~15:00 157
15 KE 90' 54
Yellow Cat 노랑 고양이

13:30~15:15 161
12 KE 105' 81
The Death of Cinema and
My Father Too 시네마의
죽음 그리고 나의 아버지도

16:30~18:05 150
17:30~18:51 154
15 KE 95' 92
G 81' 74
Preparations to Be Together LIMECRIME 라임크라임
for an Unknown Period of
Time 함께 하기 위한 준비들

16:30~17:59 158
18 KE 89' 123
Irradiated 피폭의 연대

17:00~18:21 162
15 KE 81' 123
Il Mio Corpo 나의 몸

20:00~21:14 151
12 KE 74' 96
Spring Blossom 열여섯 봄

19:30~20:51 159
20:00~22:09 163
15 KE 81' 111
15 KE 129' 85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2 In the Dusk 황혼 속에서
아시아 단편 경쟁 2

2

3

4

20:00~22:00 147
12 KE KK 120' 129
My Missing Valentine
도둑맞은 발렌타인

09:30~11:18 148
G KE 108'
49
The Paper Tigers
페이퍼 타이거

11:00~12:26 152
G 86' 126
Your Face 니얼굴

20:30~22:00 155
15 90' 64
Empty Body 인간증명

10:00~11:50 156
15 KE 110' 44
Farida’s 2000 Songs
파리다의 노래

10:00~11:37 160
15 KE 97' 98
Tragic Jungle 비탄의 정글

(Sunrise in My Mind 내 마음의 햇살/
Kids on Fire 성경캠프/Mountain Cat
호랑이/Transit 환승/Kanya 소녀 칸야)

30 FRI

1

BT

BH

B1

B2

B3

BIFF Theater
야외극장

Haneulyeon Theater
하늘연극장

Cinema 1
중극장

Cinema 2
소극장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13:00~14:48 166
12 KE 108' 53
WHERE IS PINKI
핑키를 찾습니다

13:30~15:24 170
G 114'
126
Speed of Happiness
행복의 속도

13:30~16:01 174
15 KE 151' 52
There Is No Evil 사탄은 없다

13:00~14:50 178
15 KE 110' 86
La Fortaleza 라 포르탈레사

16:30~18:10 167
15 KE 100' 80
The Best Families
그 가족의 비밀

17:00~18:44 171
15 KE 104' 93
Quo Vadis, Aida?
쿠오바디스, 아이다

17:30~18:59 175
15 KE 89' 125
A Rifle and a Bag
소총과 가방

16:30~18:06 179
15 KE 96' 93
Rascal 나쁜 놈

20:30~22:25 172
15 115' 69
Three Sisters 세 자매

20:30~21:54 176
15 KE 84' 42
Coalesce 프놈펜 스토리

19:30~21:11 180
12 KE 101' 82
Digger 디거

2

3

4

09:30~11:07 165
12 KE 97' 53
Wind 티벳의 바람

20:00~21:39 164
20:00~21:53 168
12 KE 99'
15 KE KK 113' 45
25
Josee, the Tiger and the Fish Happy Old Year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너를 정리하는 법

10:00~11:55 169
15 115' 122
Good Light, Good Air
좋은 빛, 좋은 공기

10:00~11:21 173
09:30~11:04 177
18 KE 81' 44
15 KE 94' 90
Everyday is a Lullaby 몽중인 My Tender Matador
나의 사랑스러운 혁명가

Ticket Information / 입장권 예매 문의전화 Tel. 166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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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ing Schedule

-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오픈 시네마

커뮤니티비프
포럼 비프

작품별 색인

-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 Documentary Competition
- Documentary Showcase
Open Cinema
Community BIFF
Forum BIFF
Index of Films

티켓 안내

예매

방역수칙
온라인

홈페이지

www.biff.kr

운영기간

10.15~10.30 (24시간)

※10.15(목)14:00 오픈

결제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BIFF예매권

휴대폰소액결제

가격

부산국제영화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상영작의 티켓을 예매한 분만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과 인디플러스(비프힐 지하)에
•당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착용 필수로, 미착용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영화관람 중에도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셔야 합니다.

7,000원

• 체온측정 시 두 차례 이상 37.5도 이상이면 입장이 제한됩니다.

•전
 자출입명부를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상
 영관 내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시행하오니 반드시 예매한 좌석에 착석해 주십시오.

• 상영관 내에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단, 생수 등 뚜껑이 있는 음료는 허용됩니다.

유의사항

• 전 좌석을 온라인예매로만 판매합니다.

정시입장 및 지정좌석 착석 당부
영화상영을 정시에 시작하오니,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원활한 영화관람을 위해 상영시작 전에 입장하여

• 현장매표소와 부산은행지점의 티켓예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영시작 후 15분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반드시 예매한 지정

•상
 영작 당 1인 1매 예매할 수 있습니다.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매한 티켓은 모바일티켓으로만 발권되며, 기존의 종이티켓으로 발권 불가합니다.
•티
 켓의 교환 및 양도는 불가합니다.

•1
 9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경우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보호자를 동반하여도 입장 불가합니다.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가 동반하여도 입장 불가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및 관리
티켓예매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 또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공개하며, 저장된 시점으로부터 4주 후 자동파기됩니다.

취소 및 환불
• 예매한 티켓의 취소 및 환불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

•영
 화상영 시작 1시간 전까지 취소 및 환불 가능합니다.
•취
 소수수료

영화제 개막 전(10월 20일까지) - 취소수수료 없음

영화제 기간(10월 21일~30일) - 취소수수료 티켓 당 1천원 ※취소 시 온라인에서 별도 결제

•영
 화제가 상영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는 수수료 없이 행사기간 내 취소 및 환불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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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안내데스크: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 6층
운영기간: 10.21~10.30 09:00~20:30

• 콜센터: 1666-9177

운영 기간: 9.14~10.30 10:00~17:00 (휴게시간 12:00~13:30)

• 이메일: cs@biff.kr

•분
 실물센터: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 6층 안내데스크 ※소지품 분실 시 안내데스크 방문 또는 콜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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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eting information

Ticketing

Anti-COVID-19 Measures
Via online

BIFF website
www.biff.kr

Period

Credit card
Debit card

10.15-10.30 (24hours)

※10.15(Thu)14:00 open

Price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ll manage exceptional health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KRW 7,000

•A
 ll persons must wear a mask at all theaters and event venues, even during film screenings. Anyone
refusing to wear a mask will be denied entrance.

Payment

BIFF voucher

Mobile payment

•O
 nly individuals who reserved an online ticket the day can enter Cinemountain and Indieplus (BIFF
Hill B1F) in the Busan Cinema Center.
•B
 ody temperature will be checked and those with a temperature over 37.5 degrees will be denied
entry.
•P
 lease arrive at least 10 minutes before any event to allow time to scan for the digital entry list.

• In compliance with COVID-19 Prevention Policy, please make sure to sit in designated seats only.

•F
 ood or beverages are not allowed in any of the theaters. However, beverages with caps are allowed.

Notice
• Ticket purchases are only available online at the BIFF website.

On-Time Admission Policy and Designated Seat Guidance

•O
 ff-line Ticket Box and BNK BUSAN BANK branch will NOT operate during festival.

All ticket holders are requested to arrive 10 minutes early and no later than 15 minutes after the
screening starts. This policy is to provide the greatest chance to watch various screenings for
audiences visiting BIFF. It is not allowed audience to enter after 15 minutes from screening start, and
strongly asking all ticket holders to be seated at designated seat.

•E
 ach ticket purchase can reserve only one ticket per movie.

•T
 ickets are issued only as electronic tickets for mobile devices; there will be no paper tickets.
•T
 ickets cannot be exchanged or transferred.

•T
 icket holders under the age of 18 are not allowed entry to X-rated movies, even when accompanied
by chaperon or guardian.
•C
 hildren under 5 are not allowed into any screenings.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 and Management
The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for the electronic entry and exit registration will only be made
available at the request of the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Stored personal information will automatically be destroyed after four weeks.

Cancellation and Refunds
• Tickets reserved can only be cancelled or refunded via the online BIFF website.
•C
 ancellation is possible no less than 1 hour before the movie starts.
• Cancellation

fee

Before the festival (until Oct.20) - Cancellation fee will be NOT charged.

 During the festival (Oct.21-Oct.30) - Cancellation fee per ticket will be charged. (KRW 1,000)

※ W
 hen reserved tickets are cancelled or refunded via the online, the cancellation fee will be paid
separately.

• In
 case of screening schedule changes or cancellations notified by BIFF, full refund is offered until
closing day, without charging any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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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quiries
• Information Desk: Cinemountain 6F in Busan Cinema Center
Operating Period: 2020.10.21-10.30 09:00-20:30

• Call Center: 1666-9177
Operating Period: 2020.09.14-10.30 10:00-17:00 (Break time 12:00-13:30)

• E-mail: cs@biff.kr

• Lost-and-Found: Information Desk of Cinemountain 6F in Busan Cinema Center
※ For lost items, contact the BIFF Information Desk or the Cal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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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Film

Closing Film

개막작

폐막작

© 2020 Seiko Tanabe/ KADOKAWA/ Josee Project

Septet: The Story of Hong Kong

Josee, the Tiger and the Fish

Hong Kong, China/China | 2020 | 111min | DCP | color

Japan | 2020 | 99min | DCP | color

칠중주: 홍콩 이야기
001 Oct 21 / 20:00 / BT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164 Oct 30 / 20:00 / BT

칸 2020

이름만 들어도 영화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홍콩의 전설적인 감독 7명이 ‘홍콩’을 주제로 한 옴니

지체장애인인 조제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며, 미처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각 감독들이 10여 분 남짓으로 만든 홍콩에 대한 애정 어린 송가 일곱 편을 모아 한 편의 영화로 완성했다.

사랑하는 대학생으로 조제와 비슷한 또래이다. 조제를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워온 할머니는 츠네오를

버스영화를 만들었다. 조니 토 감독이 프로듀싱을 맡아, 1950년대부터 근 미래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간다. 해양생물학을 전공하며 유학을 준비 중인 츠네오는 바다를

홍금보는 <수련>에서 무술을 배우던 소년기의 수업시대를 회고하고, 허안화의 <교장선생님>은 가난하지만
Sammo HUNG
홍금보

Ann HUI
허안화

손녀의 세대를 뛰어넘은 우정을, 조니 토는 <보난자>에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아시아 금융위기와

닷컴 버블, 사스 위기 등을 거친 극적 반전의 시대에 주식투자에 열중했던 청춘들의 모습을 그린다. 임영동의
불가능성이 지배하는 근 미래를 배경으로 동시대 영화와 감독들에 대한 애정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다.

<칠중주: 홍콩 이야기>는 한 평생 영화 만들기에 헌신해 온 7인의 걸출한 감독들이 삶의 동반자였던 ‘홍콩’

Johnnie TO
조니 토

Hark TSUI
서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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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EN Wo Ping
원화평

Ringo LAM
임영동

할머니의 묵인하에, 츠네오와 함께 바깥나들이를 시작하고 조금씩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어간다.

영국 이민으로 헤어지게 되는 연인들의 풋풋한 첫사랑을, 원화평은 <귀향>에서 쿵푸 마스터 할아버지와
<길을 잃다>는 홍콩의 과거를 고집스레 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을 추억하며, 서극의 <속 깊은 대화>는 소통

Patrick TAM
담가명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조제를 일정 시간 돌보게 한다. 조제는 할머니의 눈을 피해, 혹은

따뜻한 마음을 나눴던 1960년대 초등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을 불러온다. 담가명은 <사랑스러운 그 밤>에서

이라는 공간과 그 역사에 바치는 사랑의 고백이다. 이 영화는 칸영화제 2020에 선정되었다. (박선영)

Seven legendary Hong Kong filmmakers, whose names alone are enough to excite cinephiles,
made an omnibus film about Hong Kong. Produced by Johnnie To, this seven-part anthology is
a tribute to Hong Kong, ranging from the 1950s to the present day, told in 10-minute episodes by
different directors. In Exercise, Sammo Hung recalls the boyhood experience of learning martial
arts, while Ann Hui’s Headmaster brings to screen elementary school friends and teachers from
the 1960s who share warmth even in poverty. Patrick Tam’s Tender is the Night tells a youthful
story of first love and heartbreak. Yuen Wo Ping portrays an intergenerational friendship between
an old Kung Fu master and his granddaughter in Homecoming. Johnnie To’s Bonanza depicts
youth absorbed in stock investments during the turbulent era of the late 1990s and early 2000s
as characterized by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dot-com bubble, and the SARS epidemic. Ringo
Lam’s Astray reminisces on the death of a father who stubbornly loved the old Hong Kong, while
Hark Tsui humorously expresses his affection for contemporary films and filmmaker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near future ruled by incommunicability in Conversation in Depth.
Septet: The Story of Hong Kong is a confession of love dedicated to the space and history of
Hong Kong, which has been a life-long companion to the seven renowned directors. The film
was selected for Cannes 2020. (PARK Sun Young)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다나베 세이코의 단편 소설이 원작이며, 2003년 이누도 잇신
TAMURA Kotaro
타무라 코타로
1980년 일본 후쿠오카 출생. 애니메이션 제작사 '그룹
타크'에서 근무했으며,TV시리즈 애니메이션<히어로맨>
(2010)과 <고식>(2011)의 오프닝, <유레카7>(2012)과
<절원의 템페스트>(2012~2013)의 엔딩을 연출했다.
호소다 마모루의 <늑대아이>(2012)의 조감독으로 참여
했으며, TV 시리즈 애니메이션 <노라가미>(2014)로
연출을 시작했다.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그의 첫 영화이다.

Born in 1980 Fukuoka, Japan. After working at
Group Tac Co., Ltd., directed the opening animation
of HEROMAN (2010) and GO SICK (2011) and the
ending animation of Eureka Seven (2012) and Blast
of Tempest: The Civilization Blaster (2012-13) as a
freelance director. In 2012, he joined Wolf Children
(2012) as an Assistant Director. His director debut
title was TV seires Noragami (2014). Josee, the Tiger
and the Fish is his theatrical debut film.

감독이 주연 배우 츠마부키 사토시, 이케와키 치즈루, 우에노 주리 등과 함께 만들었던 실사영화로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선보이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이누도 잇신의 영화를 원작으로 한다. 원작 영화가 사랑과 청춘의 파고를
섬세하고 감각적으로 그리면서도 현실적인 고통의 무게를 동등한 비중으로 함께 이야기했다면,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은 보다 희망적인 판타지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그리고 세밀하고 부드러운 작화와 따뜻한 파스텔 톤의 채색을 통해 세상과
맞닥뜨린 조제의 용기와 사랑을 응원한다. (박선영)

Josee loves to draw and lives with both curiosity and fear in a world she has never
experienced before due to her disability. About the same age as Josee, Tsuneo, who loves
the ocean and wishes to study abroad, is a university student learning marine biology. One
day, Josee’s coddling grandmother hires Tsuneo to take care of Josee. With Tsuneo’s help,
Josee begins to step outside her home and gradually opens her heart to the world.Based on
a short story of the same title by Tanabe Seiko, Josee, the Tiger and the Fish is already well
known as a 2003 film directed by Inudo Isshin, starring Tsumabuki Satoshi, Ikewaki Chizuru,
and Ueno Juri. The animated film adaptation of Josee, the Tiger and the Fish, which will be
screened at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based on Inudo Isshin’s film. The
original film delicately and sensuously depicts the bloom of youth and love balanced by
the weight of pain and reality; however, the animated film invites the audience into a more
hopeful world of fantasy. With soft and delicate lines and warm pastel colors, the film roots
for Josee’s love and courage to face the world. (PARK Su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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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After Love

Gala Presentation

사랑 뒤의 사랑

갈라 프레젠테이션

China | 2020 | 144min | DCP | color

거장 감독의 신작 또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화제작 가운데 감독이나 배우가
영화를 직접 소개하고 관객과의 만남을 갖는 섹션이다.

Director Ann HUI 허안화

베니스영화제 비경쟁

1920년대 홍콩. 전쟁의 소문을 피해 홍콩으로 왔던 웨이롱의 가족들은 다시

상해로 떠나고, 홍콩에 홀로 남아서라도 학업을 계속 하고 싶었던 웨이롱은
아버지와 의절한 부자 고모 리앙을 찾아간다. 홍콩 사교계의 여왕으로 살면서

화려한 남성편력을 자랑하는 리앙은 순진하고 세상 모르는 웨이롱을 받아들여
그의 삶을 지배하고자 한다. 웨이롱은 리앙의 애인 중 하나인 바람둥이 조지를

Influential filmmakers and actors present their
film in Busan to celebrate their artistic achievements.

만나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고, 이들을 둘러싼 여러
겹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정치적 격랑과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1920년대 홍콩과 상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이 영화는 삶도 사랑도,

자신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무력한 시대와 젊음의 아픔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베니스영화제에서 평생공로상을 받은 허안화 감독의 신작이다. (박선영)

©Alibaba 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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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ood for Love

Minari

화양연화

Hong Kong, China | 2000 | 98min | DCP | color
Director WONG Kar Wai 왕가위

칸 2020

1962년 홍콩. 신문사에서 일하는 편집기자 차우와 무역회사에서 일하는

비서 리첸은 같은 날 같은 아파트의 옆집으로 이사 한다. 차우의 아내와
리첸의 남편은 출장과 일 때문에 자주 집을 비우고, 이들은 거리에서,
국수집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서로의 외로움을 감지하게

미나리

United States | 2020 | 115min | DCP | color
Director Lee Isaac CHUNG 리 아이작 정

된다. 2000년 제5회 부산국제영화제 폐막작이기도 했던 왕가위 감독의

받았다.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 등 세 배우 뿐아니라 아역 배우까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기를 선보이며, 리 아이작 정 감독은 칸영화제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픈 어머니, 딸과 함께 살려고 미국에 온 외할머니.

우메바야시 시게루의 찬란한 주제곡, 크리스토퍼 도일의 감각적인 촬영과

영화는 어린 아들 데이빗의 시선으로 그들의 모습을 포착한다. 각자의

어우러져 극대화된 ‘왕가위 스타일’을 각인시키며, 결코 잊을 수 없는

입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의 정직한 기록
이다. (남동철)

영화적 순간들을 우리에게 선사한다. (박선영)

Gala Presentation

2020년 선댄스영화제 드라마틱 경쟁부문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위해 아칸소의 시골마을로 이사온 아버지, 아칸소의 황량한 삶에 지쳐

양조위와 인생 연기를 선보인 장만옥의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앙상블은

26

희망을 찾아 미국 이민을 선택한 어느 한국 가족의 삶을 그린 영화로

화제의 인물이 됐다. 병아리 감별사로 10년을 일하다 자기 농장을 만들기

국제영화제를 다시 한 번 찾았다. 이 영화로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113 Oct 27 / 20:00 / BT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 관객상

주목할만한 시선에 올랐던 데뷔작 <문유랑가보>(2007) 이후 오랜만에

<화양연화>는 올해 개봉20주년을 맞아 복원작업을 거쳐, 제25회 부산

Hong Kong in 1962. Chow Mo-wan, a journalist, and Su Lizhen, a secretary for a shipping company, move into adjoining
apartments. Their spouses are often away on business trips,
and the two sense each other’s loneliness through chance
encounters. Celebrat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ilm’s
release,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creens
the restored version of In the Mood for Love, which was the
closing film for the 2000 BIFF. The performance of Tony Leung,
who won Best Actor at Cannes, and Maggie Cheung combined
with resplendent music and delicate cinematography etches
unforgettable cinematic moments in our hearts. (PARK Sun Yong)

Hong Kong in the 1920s. Weilong's family found asylum in Hong
Kong due to rumors of war, leaves back for Shanghai. To continue
studying in Hong Kong, Weilong visits her father’s estranged rich
sister Liang. Liang lives a bourgeois life as a queen of Hong Kong’s
society circles notoriously having affairs with lots of men, and she
tries to take control of Weilong's life. Weilong runs into a playboy
George, one of Liang’s boyfriends, falling in emotional turbulence.
The conflicts around them are getting out of control. Master
filmmaker Ann Hui’s latest film delicately depicts the helplessness
and sadness of the youth who cannot control their lives and loves
in 1920s Hong Kong when the political unrest and sense of war
were overwhelming. The director won the Golden Lion Lifetime
Achievement Award at the Venice Film Festival. (PARK Sun Young)

© A24

037 Oct 23 / 20:00 / BT

A film about a Korean-American family in search of hope, Minari
won the Audience Award and the Grand Jury Prize for the U.S.
Dramatic Competition at the 2020 Sundance Film Festival.
The entire cast moves the audience to tears in this film that
once again put director Lee Isaac Chung on the map after his
debut feature Munyurangabo (2007) premiered in the Un Certain
Regard at Cannes. The father who moved the whole family to a
rural town in Arkansas to start a farm, the mother who wants to
return to California, and the grandmother who came to live with
her daughter are captured through the eyes of young David.
Minari is an honest record of people who have worked hard in
their own way for a better tomorrow. (NAM Dong-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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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 Mothers
트루 마더스

Japan | 2020 | 139min | DCP | color

Director KAWASE Naomi 가와세 나오미

칸 2020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중산층 부부 사토코와 키요카즈는 6살 아들
아사토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어느 날, 자신이

아사토의 친모 히카리라 주장하는 어떤 여성의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서, 이들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트루 마더스>는 십대의
성, 청소년 문제, 미혼모와 입양가족 등의 사회적 질문들을 사토코와

히카리라는 두 여성의 삶의 문제로 치환하여, 예민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 질문들을 끝까지 밀고 간다. 아사토의 엄마들과 히카리의 엄마들이
보여주는 ‘진정한’ ‘엄마되기’의 지난함은 모성이 단지 한 개인의 문제

만이 아님을 웅변한다. ‘칸 영화제가 사랑하는 감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가와세 나오미의 <트루 마더스>는 칸 2020 선정작이다. (박선영)

022 Oct 22 / 16:00 / BH

Wife of a Spy
스파이의 아내

Japan | 2020 | 117min | DCP | color

Director KUROSAWA Kiyoshi 구로사와 기요시

A middle class couple living in Tokyo, Satoko and Kiyokazu
lead a happy, peaceful life with their six-year-old son Asato.
However, their life begins to falter when they receive a phone
call from Hikari, a woman who claims to be Asato’s biological
mother. True Mothers weaves social issues of teenage sex,
youth problems, single mothers, and adoptive families into
the lives of Satoko and Hikari, and persistently brings them
to the fore with a keen yet warm gaze. The extreme difficulty
of “becoming a true mother” as shown by Asato’s and Hikari’s
mothers demonstrates that motherhood is not up to just
one person. A film directed by Kawase Naomi, a filmmaker
beloved by Cannes, True Mothers was selected for the 2020
Cannes. (PARK Su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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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영화제 감독상(은사자상)

CMJ

N

태평양전쟁 직전인 1940년, 아내 사토코와 행복하게 살던 고베의 무역상
유사쿠는 사업 차 만주에 갔다가, 그곳에서 엄청난 만행의 현장을 목격

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다. 사토코는 남편의 비밀이 그들의

완벽한 가정을 위협할 것이라 생각하여 결사적으로 유사쿠를 말리지만
결국 그의 대의에 동참하여 기꺼이 ‘스파이의 아내’가 되기로 한다. 우리

시대의 거장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은 1940년 일본이라는 시공간의

불안과 불온의 공기를 배경이자 주제로 삼아, 세 남녀의 얽히고설킨

애정과 신념을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로 완성했다. 기요시 감독이 하마

구치 류스케, 노하라 타다시와 함께 각본을 썼고, 아오이 유우, 타카하시

잇세이, 히가시데 마사히로 등의 스타배우들이 출연했다. 이 영화는 올해 6월
NHK에서 방영했던 스페셜 드라마를 영화로 재제작한 것이다. (박선영)

099 Oct 26 / 17:00 / 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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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la Presentation

Just before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Yusaku, a merchant
from Kobe, goes on a business trip to Manchuria and witnesses a
barbarous act, which he decides to bring to light. Afraid that Yusaku’s
secret would threaten their perfect family, his wife Satoko tries to stop
him but ultimately joins his cause and becomes the “wife of a spy.”
Master filmmaker Kurosawa Kiyoshi presents a suspenseful thriller
of the entangled passion and beliefs of three people, enshrouded in
uncertainty and unrest that permeated Japan in 1940. Co-written by
Kurosawa, Hamaguchi Ryusuke, and Nohara Tadashi, and featuring
a star-studded cast, including Aoi Yu, Takahashi Issei, and Higashide
Masahiro, the film is a theatrical version of NHK’s special TV drama
broadcast in June 2020. (PARK Sun Young)

주한프랑스문화원은 제 2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L’Institut français de Corée du Sud
félicite le Festival international du ﬁlm de Busan
pour sa 25ème édition
INSTITUTFRANCAIS-SEOUL.COM
INSTITUT.FRANCAIS.COREE.DU.SUD
INSTITUT_FRANCAIS_COREE_DU_SUD

City Hall
시티홀

Icons
아이콘

United States | 2020 | 272min | DCP | color

Director Frederick WISEMAN 프레데릭 와이즈먼

동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베니스영화제 비경쟁

시청 공무원들이 뭘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있을까. 프레데릭
와이즈먼은 별로 궁금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을 하는, 그 시간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랬더니 꽤나 감동적이다.

보스턴 시청에는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티홀>은

보스턴 시장 월시를 위시한 시청 사람들이 보스턴 시민과 방문자들을 위해

A showcase of the latest films of contemporary iconic filmmakers from around the world.

설계한 성공적인 시정 활동을 따라간다. 치안, 화재, 공중보건, 재향군인,

노인복지, 주차, 각종 면허증 발급, 출생 사망 결혼 신고 등 소소한 일부터
인종, 주택, 빈민, 환경 등 까다로운 문제까지 그들이 관여하지 않는 일이란

없다. 지난 50년 간 매년 한 편씩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아흔이
넘은 이 노장의 작업과 꼭 닮았다. (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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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Round

Days

어나더 라운드

Denmark | 2020 | 116min | DCP | color

Director Thomas VINTERBERG 토마스 빈터베르크

칸 2020

<셀레브레이션>(1998)으로 칸영화제 심사위원상, <더 헌트>(2012년)
로 칸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토마스 빈터베르그의 신작. 고등학교
선생님인 네 명의 친구가 술의 도움으로 예상치 못한 생활의 변화를

겪는다. 유머라곤 전혀 없고 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던 선생님의 수업에

데이즈

Taiwan | 2020 | 127min | DCP | color

Director TSAI Ming-Liang 차이밍량

웃음꽃이 피고 아무 변화도 없던 일상 생활에도 활기가 생긴다. 빈터

영화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상처받고 망가졌는지는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회한의 과거와 작별할 수 있을까. 막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은 이강생의

생활의 윤활유가 되는가? 영화는 당신이 이미 정해놓은 답에 대해 계속

표정에서 아름다움을 읽는다. (박성호)

의심하게 만든다. (남동철)

Icons

세계를 보여준다. 어느 중년의 남성과 젊은 남성의 일상이 교차된다.

상처는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젊은 남자는 중년 남성이 가지고 있는

않는다. 이번 영화에선 알코올이 문제다. 술은 인간을 망치게 만드는가?

30

호흡으로 담아낸 연출 모두 차이밍량 감독의 강렬하면서 더욱 원숙해진

또는 치유를 시도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물론 늙어가는 영혼과 육신의

없는 상황을 그렸다. 진실이 무엇이건 사람들의 편견은 쉽게 사라지지

093 Oct 25 / 17:00 / B3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눈빛을 보여주는 이강생의 명연기와 그것을 긴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표정과 몸짓이 있을 뿐이다. 영화는 치유,

성추행범으로 낙인찍힌 남자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의심에서 벗어날 수

© Henrik Ohsten

베를린영화제 경쟁

않는다. 다만 외로운 공간 속에서 시간의 무게에 각자의 깊은 사연이 있을

베르그는 영화 속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을 자주 그린다. <더 헌트>에선

The latest film by Thomas Vinterberg, whose films The
Celebration (1988) won the Jury Prize and The Hunt (2012) won
the Best Actor Award at Cannes. Four friends undergo changes
in their lives thanks to alcohol. A humorless teacher’s classes
are suddenly filled with laughter, and boring everyday life
becomes exciting. Vinterberg often presents ironic situations
in his films. The Hunt was about a falsely-accused sex offender
who could not escape from suspicion no matter what.
Whatever the truth, people’s prejudices do not change easily.
This time, it’s alcohol—does alcohol destroy people? Or does
it add a spark to life? This film constantly makes you question
your own answers. (NAM Dong-chul)

Who would wonder what public officers at city hall do?
Director Frederic Wiseman filmed the times they spend
doing their job. Though it isn’t much different from what we
expect, it turns out to be quite inspiring. The Boston City Hall
has people who do their job right. City Hall depicts activities
undertaken at Boston City Hall for citizens and visitors. It
appears there is nothing they are not involved in, ranging from
petty matters such as issuing various licenses, certificates, and
handling parking, security, fire, public health, and welfare, to
intricate subjects such as race, housing, and the environment.
It fulfills the work of Fredrick Wiseman, a 90-year-old director
who has produced a documentary every year for the past 50
years. (KANG Sowon)

© Chang Jhong-Yuan

124 Oct 27 / 16:00 / B2

Lee Kang-Sheng’s breath taking acting, depicting a gaze that
seems to be transcendent, and the long tempoed directing that
captures this signify the world of Tsai Ming-Liang’s that has become
more intense and mature. The daily life of a middle-aged man
and a young man intersects. The film doesn’t explain directly
what caused them to be hurt and broken. However, there are
expressions and gestures that make it possible to imagine the deep
stories of each under the weight of time in a lonely space. The film
contains healing, or the process of attempting healing. Of course,
the wounds of the aged soul and body are not easily healed. Can
a young man say goodbye to the regretful past of a middle-aged
man? From his eyes about to burst into tears, Lee Kang-Sheng’s
facial expression reveals ironic beauty. (PARK S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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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 Comrades!

HOPPER/WELLES

친애하는 동지들!

Russia | 2020 | 121min | DCP | b&w

Director Andrei KONCHALOVSKY 안드레이 콘찰로프스키

베니스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마리아스 러버>, <폭주기관차> 등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거장 안드레이

콘찰로프스키의 신작. 1962년 구 소련에서 노동자들이 공산주의 국가에
반기를 드는 사건이 일어난다. 노동자의 천국이어야 할 그곳에서 항의를
하던 노동자들이 총에 맞아 죽고 정부가 학살을 은폐하는 상황이

호퍼/웰즈

United States | 2020 | 132min | DCP | b&w
Director Orson WELLES 오손 웰즈

같은 질문도 자연스럽다. 파스타, 벽난로, 램프, 술잔, 담배연기, 두 대의

루드밀라는 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녀는

필름카메라, 그리고 영화사의 전설적인 두 존재. (강소원)

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비로소 학살의 참상을 목격한다. (남동철)

United States | 2019 | 122min | DCP | color
Director Kelly REICHARDT 켈리 라이카트

091 Oct 25 / 09:30 / B3

MINAMATA Mandala
베를린영화제 경쟁

<초원의 강>, <웬디와 루시>, <믹의 지름길> 등을 통해 미국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여성 감독으로 떠오른 켈리 라이카트가 이번엔 19세기 미국
북서부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사냥꾼 일행을 따라다니는 요리사

쿠키는 어느 날 숲에서 발가벗은 채 숨어있는 중국인 킹 루를 만난다.

Japan | 2020 | 372min | DCP | color+b&w
Director HARA Kazuo 하라 카즈오

했다. <미나마타 만다라>는 그 정치적 해결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20

압도적인 러닝타임은 미나마타 병으로 인한 고통의 유구한 연대를 담기 위한

새집이, 거미에겐 거미집이, 인간에겐 우정이.” 우정에 관한 영화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고유한 성격과 개성을 지닌 그들 개인의 삶을 품는데 필요한

암시인데, 라이카트 영화에서만 만날 수 있는 잔잔한 정서적 감흥이

시간이기도 했다. (강소원)

전해진다. (남동철)

Icons

모든 감각체계가 무너진 이들을 가짜 환자 취급하다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

불굴의 투사, 헌신적인 의학자, 고통 받는 희생자로만 그리지 않는다. 372분이라는

난다. 영화의 첫 장면엔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가 인용된다. “새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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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에 경련이 일고 혀가 굳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 정부는 몸의

병의 표본으로 의학 테스트를 받는 어부... 하라 카즈오는 거대 권력에 맞선 이들을

암소에게서 몰래 우유를 짜내서 케익을 만들어 파는데 맛있다는 소문이

006 Oct 21 / 09:30 / B1

1940년대 초, 미나마타 사람들에게 이상한 신체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년에 걸친 법정 투쟁을 이어가는 90대 노인, 이 병을 규명하려는 의대 교수,

준 뒤 우연히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의기투합하게 된다. 마을에 들어온

© Allyson Riggs

In November 1970, while filming in New Mexico, Dennis Hopper
flies to Los Angeles to meet Orson Wells who was working on The
Other Side of The Wind (2018). Two prominent giants in American
film history; Hopper, who opened the New Hollywood era with
Easy Rider (1969), and Wells, who changed the grammar of classic
Hollywood with Citizen Kane (1941) are now together. This film is
a documentary that records an intimate and candid conversation
between the two. Sex, Christianity, violence, liberation, political
radicalism, television, childhood, the presence of actors and
audiences. There exists no limit to their topics. Even questions
like “are film directors gods or a magician?” are natural. It is a film
with pasta, a fireplace, a lamp, a glass, cigarette smoke, two film
cameras, and two legends in the film history. (KANG Sowon)

미나마타 만다라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신세인 킹 루에게 하룻밤 잘 곳과 입을 옷을 챙겨

Kelly Reichardt, the iconic female filmmaker in American indie
cinema, captures 19th-century American Northwest on the
screen. When Cookie, a chef traveling with fur trappers, meets
a buck-naked Chinese man named King-Lu, who is on the run
for homicide, he offers Lu clothes and shelter for the night. The
two meet again by chance and decide to collaborate by stealing
milk to bake cakes, which become instantly popular. The movie
opens with a line from William Blake’s poem: “The bird a nest,
the spider a web, man friendship.” Portraying a friendship
between men Reichardt delivers a delicate sentiment unique
to her films. (NAM Dong-chul)

(1941)로 고전기 할리우드의 문법을 바꿔놓은 웰즈, 미국영화사에서 가장

화제에는 제한이 없다. 그 자리에선 “영화감독은 신인가, 마술사인가?”

못한다. 막상 유혈참극이 벌어지자 그들은 책임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다.

퍼스트 카우

<이지라이더>(1969)로 뉴 할리우드 시대를 힘껏 열어 재친 호퍼와<시민케인>

주의, 영화배우와 관객의 존재, TV, 뉴스, 유년기, 가족의 불화. 그들의

탁상공론에만 익숙한 공산당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보지

First Cow

(2018)을 작업 중이던 오손 웰즈를 만나러 로스앤젤리스로 날아간다.

솔직한 대화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성, 폭력, 기독교, 해방, 정치적 급진

집단 항의를 할 때만해도 그녀는 강력한 진압을 하자는 편에 선다.

082 Oct 25 / 20:30 / B3

1970년 11월 뉴멕시코에서 영화를 찍던 데니스 호퍼는 <바람의 저편>

돌출적인 두 거인이 만났다. <호퍼/웰즈>는 그 겨울, 두 사람의 친밀하고

펼쳐진다. 주인공 루드밀라는 투철한 지역 공산당원이다. 노동자들이

The latest film by acclaimed Russian director Andrei
Konchalovsky, known for Maria’s Lovers and Runaway Train.
In 1962, workers stage labor strikes in Soviet Russia. In a
supposed paradise for laborers, the military opens fire and the
massacre is covered up. Lyudmila, a Communist Party member
who sincerely believes in its ideals, sides with suppressing the
protests. Entrapped in vain discussions, the party members are
unable to recognize the gravity of the situation and become
bent on avoiding responsibility when the killing occurs. When
her daughter goes missing, Lyudmila is seized by fear. In a
desperate search for her daughter, she finally comes to witness
the horrors of the massacre. (NAM Dong-chul)

베니스영화제 비경쟁

© Shisso Production, inc.

018 Oct 22 / 11:00 / BD 077 Oct 25 / 11:00 / BD

※상영 중 중간휴식시간(각 15분씩 총 2회) 예정

※2 intermissions (15 minutes each) are scheduled during the show.

In the early 1940s, strange symptoms appear in the people of Minamata.
People are having convulsions all over their bodies and tongues are
eventually made mute. The government treated individuals whose
physical functions had collapsed as fake patients and controlled the
situation in a political context. MINAMATA Mandala opens by rebelling
against the political solution. There is an old man in his 90s who has
battled in court for more than 20 years, a medical school professor
striving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disease, and a fisherman providing
disease samples for medical examinations. Hara Kazuo does not portray
them as a tenacious fighter against political power, a dedicated medical
scientist, and a suffering victim. The grand running time of 372 minutes
embraces their long history of suffering in solidarity as well as embodies
the individual lives with distinct personalities. (KANG S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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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Order
뉴 오더

Mexico/France | 2020 | 88min | DCP | color
Director Michel FRANCO 미셸 프랑코

The Salt of Tears
베니스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은사자상)

칸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온 미셸 프랑코가 올해는 <뉴 오더>로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유일한 스페인어 영화로 초청되었다. 디스토피아적
미래의 멕시코에서 상류층 마리안은 늙고 병든 유모를 돕기 위해 결혼식을

앞두고 집을 나선다. 길거리 빈민층의 폭력 시위가 격렬해지자 군부는

눈물의 소금

France/Switzerland | 2019 | 100min | DCP | b&w
Director Philippe GARREL 필립 가렐

쿠데타를 일으키고 마리안의 진심과 선의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 일으킨다.

복잡한 부자간의 관계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다. 아버지인 배우 모리스 가렐에

없으며 모두 피해자일 수 밖에 없다는 극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박가언)

Israel/France | 2020 | 97min | DCP | color
Director Amos GITAI 아모스 기타이

베니스영화제 경쟁

영화의 주인공은 갤러리와 연결된 거대한 클럽이다. 이스라엘에서 차별이

적은 도시 하이파에서도 이 클럽의 존재는 각별하다. 갤러리에선 ‘정치적
예술’을 주제로 사진전이 개최되고, 클럽에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이 여기저기서 마주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화기

대한 가렐의 깊은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서승희)

© 작품 사진 G. Ferrandis

117 Oct 27 / 20:30 / BH

Sun Children
Iran | 2020 | 99min | DCP | color

Director Majid MAJIDI 마지드 마지디

어울려 다니며 작은 범죄도 마다하지 않는다. 어느 날 운명에 이끌린
알리는 어느 지하에 숨겨진 보물이 있다고 믿게 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친구들을 불러모은다. 그리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 학교는

지하에 보물이 있는 장소로 연결된 땅굴이 있기 때문이다. <태양의

그래서 더욱 뜨겁다. 중동의 문제를 종교와 인종에 국한해 단순하게

아이들>은 <천국의 아이들>(1996)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거장 마지드

해석하는 것에 맞서, 아모스 기타이는 복잡다단한 이면을 감추지 않는다.

마지디 감독의 최신작으로 베니스영화제에서 신인배우상을 수상한

기타이는 여전히 예술을 통해 정치적인 이슈를 말하는 중이다. (이용철)

Icons

열두 살 소년 알리는 가족의 생존에 보탬이 되기 위해 세 명의 친구들과

방지하기 위한 곳이다. 하지만 알리의 목적은 따로 있다. 바로 그 학교의

차이와 갈등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평화와 자유를 내세운 공간의 안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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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영화제 신인배우상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길거리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아동 노동을

속에서 일군의 인물들이 내뱉는 대화는 세대, 가족, 예술, 성, 문화, 역사의

133 Oct 28 / 17:00 / BH

Philippe Garrel’s eternal subject is youth and the suffering caused
by the feeling of love. In The Salt of Tears, shot like previous ones in
black and white, he follows the journey of Luc, a young provincial,
who came to Paris to write the entrance exam to enter a famous
carpentry school. Living with his father, whom he admires, he
hesitates to decide between two women. Pursuing the style and
romanticism of the New Wave, Garrel paints the amorous portrait
of women. Paris out of time is the subject of the filmmaker’s
greatest films; however, this time the sentimental upbringing of
a young man is again at stake. The Salt of Tears shows the moving
and complicated relationship between a father and son, where
one can see the affection that the filmmaker had for his father, the
actor Maurice Garrel. (SEO Seunghee)

태양의 아이들

애애한 분위기가 전시되진 않는다.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듯 보이는 공간

The protagonist of this film is the special club connected to a
gallery in Haifa, a city in Israel with little discrimination. In the
gallery, a photo exhibition is held under the theme of ‘Political
Art,’ while in the club, Israelis and Palestinians mingle with each
other. That does not necessarily mean it displays a friendly
atmosphere. In the space that seems to be politically free,
people reveal the difference and conflict between generations,
families, art, gender, culture, and history. Amos Gitai does not hide
a complex reality behind a simple interpretation of Middle Eastern
problems of religion and race. He is still talking about political
issues through art. (LEE Yong Cheol)

기사인 아버지의 시골집에서 합격 발표를 기다리면서, 파리에서 알게 된

수 없는 파리에서 다시 한번 전개된다. <소금의 눈물>은 감동적이면서도

화려한 도입부와 대비되는 잔혹한 결말을 통해 이 세계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하이파의 밤

치르기 위해 파리에 온 시골 청년 뤽의 여정을 좇는다. 뤽은 존경하는 목공

걸작들에서 자주 다뤘던 젊은 남자의 ‘감정 교육’이라는 주제가 시대를 가늠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 감독은 교조적인 입장을 취하는 대신,

A Night in Haifa

흑백으로 촬영된 <눈물의 소금>에서 감독은 목공 세공 학교의 입학시험을

고수하며, 가렐은 사랑에 빠진 소녀들의 초상을 섬세하게 그린다. 가렐의

하인들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각자 나름의 선택을 하고, 그 선택으로 인해

003 Oct 21 / 13:30 / BH

필립 가렐의 영원한 주제는 청춘,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겪는 아픔이다.

한 소녀와 옛 여자친구 사이에서 망설인다. 누벨바그 로맨티즘 스타일을

미셸 프랑코의 전작에서와 같이, 주인공과 그녀의 가족과 집안에서 일하는

Michel Franco’s New Order is the sole Spanish language
film in competition at the Venice Film Festival this year. This
captivating dystopian drama tells the chilling story of a sweet
young bride whose good intentions go wrong when civil
unrest leads to a violent coup d’etat.
Like the protagonists of Michel Franco’s previous works,
Marianne, her family and the servants make their own choices
in extreme situations, triggering irrevocable consequences.
The creeping dread and sense of helplessness hits home too
late and we realize there is no winner but only victims in this
tug-of-war that is brutally highlighted in the closing scene. In
light of the ongoing global crisis, this cautionary tale should
transcend language and cross borders. (Karen PARK)

베를린영화제 경쟁

주인공의 발굴이 특히 눈에 띈다. (박성호)

132 Oct 28 / 13:30 / BH

Twelve-year-old Ali hangs out with three friends to help the family.
For survival, he does not hesitate to commit petty crimes. One day,
driven by fate, Ali starts to believe that there is a hidden treasure
in the basement, and he gathers friends to find it. Then, they
enter a school, which is run by a charity organization to educate
children on the street and to prevent child labor. However, Ali has a
different purpose. This is because he believes that there is a tunnel
in the basement of the school that leads to the place of treasure.
Sun Children is the latest film by master filmmaker Majid Majidi,
who is well-known for Children of Heaven (1996). The excavation
of the protagonist who won the Marcello Mastroianni Award for
the best young actor at the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particularly noticeable. (PARK S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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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mming Out Till the Sea Turns Blue
먼바다까지 헤엄쳐 가기

China | 2020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JIA Zhang-Ke 지아장커

The Woman Who Ran
베를린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현대 중국영화의 거장 지아장커가 <상해전기> 이후 10년 만에 다큐멘
터리로 돌아왔다. 중국 예술에 관한 다큐멘터리 3부작 중 세 번째 영화로,
회화를 다룬 <동>과 패션 디자인을 다룬 <무용>에 이어 이번에는 문학이다.

2019년 5월, 자신의 고향 샨시로 돌아간 지아장커는 중국의 저명한 작가

도망친 여자

Korea | 2019 | 77min | DCP | color

Director HONG Sang-soo 홍상수

들이 모이는 문학제에 참석한다. 그리고 연배가 다른 네 작가의 문학과

다니며, 새로운 반응들을 생성해내고 증폭되어 가기 때문이다. 이는 반복과

위엄은 이것이 지아장커의 영화임을 문득 일깨운다. (강소원)

Germany/France | 2020 | 90min | DCP | color

Director Christian PETZOLD 크리스티안 펫졸트

영화보다 서사는 간결하고, 구성은 단순하며, 인물들의 대화는 보이고 들리는

만남 속에서 감희와 함께 비슷한 말들과 제스처가 인물들 사이를 옮겨

있다. 무엇보다 거리에서 포착한 평범한 인민들의 얼굴에 어린 조용한

운디네

극장에서 우연히 옛 친구(김새벽)를 만나는 이야기다. 홍상수 감독의 어느

어느 때보다 경이롭고 활발한 활동을 펼친다.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세 번의

작가들의 글과 말로 유장하게 구현되고, 거기엔 사적 감성과 향수도 묻어

Undine

(김민희)가 남편이 출장 간 사이 두 명의 친구(서영화, 송선미)집에 방문하고,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향해 열려있는 사사로운 대화들과 사소한 제스처는

음악적 모티프에 기대어 18개의 장으로 구성된 중국의 급변하는 현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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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친 여자>는 5년 동안 단 하루도 남편과 떨어져 지내본 적 없는 감희

거의 모든 대상들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들과 구체적인 생각들로 채워져 있다.

사적 경험을 경유해 1949년 이후 중국의 역사를 반추한다. 쇼스타코비치의

Jia Zhang-Ke, a master of modern Chinese cinema, returns
10 years after I Wish I Knew with a documentary. This is the
third film of his documentary trilogy of Chinese art, covering
literature, following Dong on painting and Useless on fashion
design. In May 2019, Jia Zhang-Ke returns to his hometown
of Shanxi and attends a literature festival. There, four writers
of different ages converse over Chinese history since 1949.
China’s rapidly changing modern history is embodied
in writings and the words of the four that are covered by
Shostakovich’s musical motif. The solemnity of the faces of
ordinary people simultaneously captured on screen reminds
us that this is a film by Jia Zhang-Ke. (KANG Sowon)

베를린영화제 감독상(은곰상)

차이에 의한 변주라기보다는 감희가 관람하는 영화 속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물결치는 바다처럼, 새롭게 발현하는 감정의 진경에 가까워 보인다. (홍은미)

023 Oct 22 / 20:00 / BH

The Woman Who Ran is about Gam-hee (Kim Min-hee), who never left
her husband for five years. She visits two friends (Seo Young-hwa, Song
Seon-mi) while her husband is away, and bumps into an old friend
(Kim Sae-byuk) at a theater. Compared to other films directed by Hong
Sang-soo, the narrative is concise, the composition simple, and the
conversation filled with immediate reactions and concrete thoughts.
However, private conversations and small gestures open to all things
are more wonderful and active than before. It’s because similar words
and gestures, along with Gam-hee, move between the characters in
three separate meetings, creating and amplifying the new reactions.
Rather than a variation of repetition, it seems to be a new wave of
profound emotion of Hong Sang-soo film. (HONG Eunmi)

베를린영화제 여우주연상(은곰상)

“네가 나를 떠나면 난 널 죽여야 해. 잘 알잖아.” 이별을 고하는 남자친구에게
툭 던지는 대사 위로, 여자의(폴라 비어) 무심한 듯 결연한 얼굴 클로즈업.

영화는 심상치 않게 시작한다. 도시개발 전문 역사학자이자 박물관 관광

가이드 운디네는 산업 다이버 크리스토프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진다. 어느
날, 크리스토프가 잠수 중의 사고로 코마 상태에 빠지고, 이제 운디네는 어떤

결단을 내린 듯하다. 전작 <트랜짓>의 두 배우 프란츠 로고브스키와 폴라
비어가 고스란히 출연하는 <운디네>는 전작과 연계선상에 있다. 운디네(물의
요정)라는 신화적 요소와 역사적 상처의 상징인 베를린을 결합하며 크리스티안

펫졸트는 또 한 편의 울림 있는 멜로드라마를 완성한다. 올 베를린 영화제에서
폴라 비어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이다. (서승희)

© Schramm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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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s

The movie starts with an unusual close-up of a woman’s
(Paula Beer) determined face speaking to her boyfriend ‘If you
leave me, I must kill you. You know that.’ Undine, an urban
development expert historian and museum tour guide, falls in
a fateful love with industrial diver Christoph. One day, Christoph
falls into a coma after a diving accident, and Undine now seems
to have made a decision. With Franz Rogowski and Paula Beer
in the previous film Transit, Undine is in connection with the
previous film. Combining the mythical element of Undine
(the fairy of water) with the city of Berlin, a symbol of historical
wounds, the director completes another resonant melodrama.
The film won the best actress award for Paula Beer at the 2020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EO Seunghee)

37

A Window on Asian Cinema
아시아영화의 창

아시아의 중견감독들과 신인감독들의 다양한 시각과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신작 및 화제작을 소개하는 섹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아시아영화의 주요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200 METERS
200미터

Palestine/Jordan/Qatar/Italy/Sweden | 2020 | 97min | DCP | color
Director Ameen NAYFEH 아민 나이페

A peak into the various styles and visions within Asian cinema, highlighting the films of this year’s most talented
Asian filmmakers as well as the work of directors already established within the industry.

베니스영화제 베니스데이즈

매일 밤, 무스타파는 발코니에 서서 200미터 앞에 떨어진 집의 아내와
아이들과 서로 불을 껐다 켜면서 안부를 전한다. 팔레스타인을 가로지
르는 장벽 건너편에서 일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만 서로
왕래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장벽을 건너려면 공항 이민국과 검색대를

통과하듯 지난하고 불친절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마저도 때때로

기술적인 문제로 기약 없이 닫히기도 한다. 그 와중에 갑작스럽게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고 머나먼 길을 돌아서라도 아들을 찾아가려고

한다. 팔레스타인의 아민 나이페 감독의 첫 장편 극영화인 <200미터>는

지석상 후보작

부조리한 사회에서 고군분투하는 가슴 아픈 가족의 이야기를 원숙하게

Kim Jiseok Award Candidate

그리고 있다. (박성호)

© Elin_Kirschf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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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Kilohertz

A’hr

18킬로헤르츠

Kazakhstan | 2020 | 79min | DCP | color

Director Farkhat SHARIPOV 파르캇 샤리포브

위험한 등반
파르캇 샤리포브 감독의 전작 <보스의 비밀>의 주인공이 자본에 포획된
세계로 진입했다면, <18킬로헤르츠>의 주인공들은 약물 중독의 세계로

들어간다. 카자흐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혼돈과 암흑의 1990년대에

신생 독립국가에서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차지하던 자리를 자본이

India | 2020 | 105min | DCP | color

Director Sanal Kumar SASIDHARAN 사날 쿠마르 사시다란

대신했다. 급속한 자본화 과정에서 희망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은 약물에

위험한 등반이 시작된다. <섹시 두르가>(2017)로 로테르담영화제 타이거상을

쟁취하고 환영처럼 떠난다. 그리스 비극의 코러스처럼, 내러티브를 보조하고

고통스런 현실을 맞이한 산자르가 택할 수 있는 탈출구는 주위 사람들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흥겨운 집시 일행의 노래를 곳곳에 배치하고, 아이폰만으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산자르가 겪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은 그가

영화 전체를 촬영한 재기 넘치는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인다. (박선영)

꾸는 겹겹이 포개진 꿈으로써 더욱 강조된다. (홍상우)

A Window on Asian Cinema

감돈다. 처음부터 마야를 눈 여겨 보던 한 남성이 이 관계에 끼어들면서, 이들의

‘마야’라는 여성은, 그녀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집요한 남성에 맞서 생존을

인지할 수 있는 주파수의 한계인 18KHz가 의미하듯이, 약물로 인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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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한다. 마야와 아카시는 SNS 친구사이로, 둘 사이에는 로맨스의 기운이

위기에 처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힌두어로 ‘환영, 환상’이라는 뜻을 가진

세계에 빠지고,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지를 보여준다. 인간이 소리를

The main character in Farkhat Sharipov’s previous film The Secret
of a Leader enters a world enslaved in capitalism; however, the lead
characters of 18 Kilohertz enter the world of drug addiction. In the
chaos and darkness of the 1990s, money took the place of socialist
ideologies in the newly independent Kazakhstan, and youth
without hope fell into drug use in a rapidly developing capitalist
society. 18 Kilohertz shows how Sanjar and Jaga enter the world
of drug addiction and meet a tragic end. “18 Kilohertz” refers to a
sound frequency that adults cannot hear in representing Sanjar
who faces a painful reality due to a drug addiction that can only
be escaped through lonely silence. Sanjar’s dreams within dreams
particularly emphasize his tragic reality. (HONG Sang-woo)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일행에 마흔 가량의 여성 마야와 이십 대 남성 아카시가

수상하고 <촐라>(2019)로 베니스영화제에 초청되었던 사날 감독은 이번에도

빠져들었다. <18킬로헤르츠>는 산자르와 자가가 어떻게 약물 중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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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 night, Mustafa stands on the balcony and greets his wife
and children in another house 200 meters away, turning the
lights on and off. Although they are physically close to each other,
the barriers installed across Palestine make them greatly difficult
to get back and forth. To travel from his work to his home, he has
to go through arduous and unfriendly administrative procedures,
like passing through airport immigration and screening. He
suddenly hears the news of his son’s accident, but the barrier is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No matter what, he desperately
tries to reach to his son even if he has to take a long detour.
The first feature film of Palestinian director Ameen Nayfeh, 200
METERS, is a mature story of a heartbreaking family struggling in
an absurd society. (PARK Sungho)

013 Oct 21 / 20:30 / B2

Nearly 40-year-old Maya and 20-something Akash join a group of
trekkers hiking the Himalayas. Having met on social media, Maya and
Akash develop romantic feelings for each other. Their risky trek begins
when another man interested in Maya intrudes on their relationship.
Sanal Kumar Sasidharan, whose films Sexy Durga (2017) won the
Tiger Award at the IFFR and Chola (2019), was invited to the Venice
Film Festival, once again makes a heroine of a woman in crisis.
Maya, whose name means “illusion” in Hindi, wins her survival
against a man who tries to reveal her identity and vanishes like
an illusion. Like the chorus in a Greek tragedy, gypsies sing songs
throughout the film to support the narrative and deliver messages.
The director’s attempt to film the entire movie with an iPhone is
particularly novel. (PARK Su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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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he Things We Never Said

Captive

Japan | 2020 | 92min | DCP | color

India | 2020 | 85min | DCP | color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

Director ISHII Yuya 이시이 유야

아츠히사는 아내 나츠미, 다섯살 딸 스즈와 함께 살고 있다. 아츠히사와

나츠미, 타케다는 고등학교 시절부터의 단짝 친구인데, 한때 가수가 되고
싶었던 아츠히사와 타케다는 중국어와 영어 교습을 받으며 언젠가 사업

가가 되고 싶다는 무기력한 꿈을 꾼다. 어느 날, 아츠히사는 나츠미에게

사로잡히다

Director Suman MUKHOPADHYAY 수만 먹호파드히야

다른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나츠미는 아츠히사에게 이혼을

티가 아들을 만나기 전에 두 주인공이 성스러운 강에서 목욕을 함으로써
자기 정화를 한다는 설정도 흥미롭다. 실제로 찬두는 이 성스러운 목욕

맺힌, 미워할 수 없는 청춘들의 초상을 그렸다. 박정범 감독이 아츠히사의

이후 범죄 집단의 동료들과 연락하던 전화를 던져버림으로써 과거의

형으로 출연했다. (박선영)

BITTERSWEET
사탕수수의 맛

India | 2020 | 101min | DCP | color

Director Ananth NARAYAN MAHADEVAN
아난스 나라얀 마하데반

삶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홍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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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ners

사구나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중퇴하고 가족들과 함께

사탕수수 밭으로 간다.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수십만 명이 사탕수수
밭에서 일당을 받으며 가족 단위로 일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월경 중인 여성들은 하루, 이틀 일을 쉬어야 한다. 일을 쉬면 벌금을

Philippines | 2019 | 79min | DCP | color+b&w
Director Karl Glenn BARIT 칼 글렌 바릿

될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시기를 보낸다. 공연 도중
생리적인 실수를 한 친구, 불량스러운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스톱모션 기법으로 연출했다. 칼 글렌 바릿 감독은 이주노동자나 대도시
외곽에 남겨진 사회적 약자 또는 소외된 사람들을 다루는 단편작품들로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했으며, <명랑고딩>은 그의 첫 번째 장편 영화다. (박성호)

TV 드라마를 연출한 중견 감독 아난스는 이 영화에서 사구나를 비롯한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이를 방조하고 묵인하는 거대한 시스템의
공모를 차분하고 힘 있게 그려낸다. (박선영)

A Window on Asian Cinema

로도 올곧게 자라라고 강요받는다. 하지만 위선적이게도 그들이 마주하게

흑백으로 촬영한 3만 장의 원본에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색을 입힌 후

하여 100여 편 이상의 영화와 TV시리즈에 출연했고, 20여 편의 영화와

In need of money, Saguna quits college to work sugarcane fields
with her family.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ork the fields, but
there are no bathrooms for workers. Menstruating women have
to take days off and pay a fine for missed days. Women who
are hard up for money are forced to undergo a hysterectomy,
and Saguna is referred to an illegal clinic for such a procedure
while she shoulders the burden of her family’s survival.
Veteran filmmaker Ananth Narayan Mahadevan, who starred in
over 100 films and TV shows since the 1980s as well as directed
over 20 films and TV shows, presents a powerful portrayal of
poor working conditions for women like Saguna and a system
that condones injustice. (PARK Sun Young)

한창때인 고등학생들은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순수하고 정직하며 성적으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소년 등 여러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내야하므로, 한 푼이 아쉬운 사탕수수 밭의 여성들은 자궁 적출을 택한다.

없어 고민 하던 중 불법시술을 소개 받는다. 1980년대 배우로 경력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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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ve is a road movie about Vasanti, recently released from
prison and on her way to find her family, and ex-con Chandu.
The typical development of their relationship, from animosity
to friendship to love, creates emotional reverberations as their
struggles in the margins of society unfold. Vasanti is restless in
a rural town despite meeting her son. The city, infested with
violence and crimes, where Vasanti and Chandu continue their
escape ultimately becomes the center of their lives. The selfpurification bath that the two perform in the sacred river before
Vasanti goes to meet her son is touching. After the ritual bath,
Chandu discards the phone he used to communicate with the
gang as he attempts to face the new future. (HONG Sang-woo)

명랑고딩

사구나 역시, 병든 아버지와 철없는 남동생에게 가족의 생계를 맡길 수

106 Oct 26 / 13:00 / B2

살아온 두 사람의 사연이 하나씩 펼쳐지면서 만만치 않은 정서적 울림을
지배하는 공간이지만, 결국 이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중심부이다. 바산

이 영화에서 지리멸렬하고 무기력한, 그러나 분출해야만 하는 응어리가

031 Oct 22 / 20:30 / B2

으로 발전하는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형적인 것 같지만 주변부 인생을
달리, 두 사람이 탈주와 도주를 거듭했던 대도시는 폭력에 물들고 범죄가

제작한 저예산 영화 여섯 편 중 첫 번째 영화이다. 이시이 유야 감독은

© HKIFFS

전과자인 찬두의 로드무비이다. 적대자에서 동반자로, 동반자에서 연인
준다. 바산티가 아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착할 수 없었던 시골과는

요구한다. 이 영화는 홍콩영화제가 ‘Back to Basic’(B2B) 프로젝트로

Atsuhisa is an ordinary man living with his wife Natsumi and
a five-year-old daughter Suzu. Atsuhisa and Natsumi have
been friends with Takeda since high school. Once dreamed
of becoming singers, Takeda and Atsuhisa are now taking
Chinese and English lessons, hoping to become businessmen
one day. One day, Astuhisa discovers that Natsumi is having an
affair, and Natsumi asks Atsuhisa for a divorce. All the Things We
Never Said is the first of the six low-budget films from the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Back to Basics (B2B) project.
Director Ishii Yuya paints a portrait of disjointed and helpless
yet unhateable youth who have bottled-up resentment that
needs to be released. Director Park Jong-beom makes an
appearance as Atsuhisa’s older brother. (PARK Sun Young)

이 영화는 감옥에서 막 석방되어 남편과 아이를 찾아가는 바산티와

010 Oct 21 / 10:00 / B2

High school students in their prime time are forced to grow
up pure, honest, and sexually upright in Catholic high
schools. Hypocritically, however, they spend time knowing
that the reality they will face is not so. Several large and small
incidents, such as a friend who made a mistake with feces
during a performance, a situation in which he has no choice
but to hang out with bad friends, and a boy who wants to
prove his masculinity, are put with a stop motion technique
that is partially colored one by one in 30,000 originals
photographed in black and white. Director Karl Glenn Barit
has won at several film festivals for his short films dealing with
migrant workers,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or marginalized
people left outside of a big city. Cleaners is his first feature film.
(PARK S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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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esce

The Disciple

프놈펜 스토리

Cambodia/France | 2020 | 84min | DCP | color
Director Jessé MICELI 제세 미셀리

수업시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세 청년이 있다. 썽사는 큰형의 제안으로 옷 파는
일을 거들기 위해 시골을 떠나 프놈펜으로 왔다. 오토바이를 갖고 싶지만

돈이 없었던 티는 유흥업소에 발을 들여놓는다. 피어룸은 택시 운전을
하지만 빚을 갚아나갈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 녹록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India | 2020 | 128min | DCP | color

Director Chaitanya TAMHANE 차이타니아 탐하네

돈과 꿈을 좇아야 하는 이들 앞에 놓인 운명은 과연 무엇일까? 영화는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과 토론토영화제 특별상영으로 초청되었다. 베니스

한다. (부경환)

Philippines/United States | 2020 | 99min | DCP | color
Director Raya MARTIN 라야 마틴

영화제 각본상과 토론토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했다. (박성호)

028 Oct 22 / 09:30 / B2

Drowning in Holy Water
1991년 여름, 과잉보호하는 엄마 밑에서 순종적인 아들로 살아가는 열세
살 파올로는 일련의 지진에 이은 전국적인 정전으로 비디오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특별히 할 일 없이 거리를 배회하던 그와 친구들은 미군에
의해 얻어맞게 되고 자신들도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Afghanistan/Iran | 2020 | 85min | DCP | color

Director Navid MAHMOUDI 나비드 마흐무디

버스로 도착한다. 이미 테헤란에 와있는 또 다른 아프간 친구의 거처에

머물면서 터키로 이동할 준비까지 마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터키에서
하지만 더 큰 문제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란에서 활동하는 아프

초청되었고, 여러 차례 수상을 한 경력을 가진 라야 마틴 감독의 <닌텐도의

가니스탄 출신의 나비드 마흐무디 감독은 수십편의 TV용 영화와 여러

죽음>은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다. (박성호)

A Window on Asian Cinema

유럽으로 망명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불법으로 이란까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결국 이슬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려고

다수의 단편과 장편영화들이 칸국제영화제를 비롯 유수의 영화제들에

In the summer of 1991, Paolo, a 13-year-old boy with an
overprotective mother, cannot play video games any more due
to a nationwide blackout following a series of earthquakes.
He and his friends wandering the streets with nothing to do,
are beaten by the US military and decide to circumcise to
prove that they are grown up too. To spend time with a girl
in the neighborhood that he is fond of, he plans on going to
a ghost-catching trip despite the opposition of his mother.
Director Raya Martin’s previous shorts and feature films have
been invited to prestige festivals such as Cannes and won
awards. His latest feature film Death of Nintendo has a very
personal touch, yet contains social messages. (PARK Sungho)

젊은 연인인 로나와 하메드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유럽으로 건너가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그들이 납득할만한 사유가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령 잡는 여행을 떠나려고 계획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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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ad lives a life devoted to traditional Indian vocal music that has
been around for thousands of years. Raag is a musical genre with
the most comfortable melodies, but it demands endless efforts
to perfecturize the meditative mind through studying classics
and training breathing. However, the outcome hasn’t come out
as much as he wants, and his lonely life is far from economically
successful. In order to support a family and live in abundance, he
should have done popular music, film music, or commercialized
classical music. Although he lacks confidence in his talents and his
strict Master's health is getting worse and worse, he accepts that the
life of an artist is to devote little by little to the process of pursuing
the truth. The film won the Best Screenplay Award in Venice, and
the People’s Choice Award in Toronto. (PARK Sungho)

성스러운 물

포경수술을 결심한다. 이웃에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와 함께하기 위해

114 Oct 27 / 09:30 / BH

연구하고 호흡훈련과 명상을 한다. 하지만 원하는 만큼 노래가 나오지도

추구하는 과정에 조금씩 정진하는 것 자체가 예술인의 삶인 것을 받아들인다.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그 어떤 다큐멘터리보다 현실감 있게 조망

닌텐도의 죽음

제대로 부르려면 마음까지 완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고전을

부족하고 엄격한 스승의 건강도 점점 악화되어가지만, 샤라드는 진실을

감독 제세 미셀리의 장편 데뷔작으로, 극영화임에도 오늘날 캄보디아를

Death of Nintendo

살고 있다. 라가(Raag)는 가장 듣기 편안한 멜로디를 가진 음악이지만, 노래를

더이상 순수한 고전을 원하지 않는 것이 불만이다. 자신의 재능에 대한 확신도

교차하며 진행된다. 올해 칸 영화제 아시드 부문에 초청된 프랑스 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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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라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인도의 전통 보컬 음악에 매진하는 삶을

않고 그의 고독한 삶은 경제적인 성공과도 거리가 멀다. 샤라드는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캄보디아 사회상을 배경으로 세 인물의 이야기가

In Phnom Penh, the capital of Cambodia, there are three young
men. Songsa came to Phnom Penh to help sell clothes. Thy who
wants a motorcycle, but doesn't have money, sets foot in an
entertainment establishment. Phearum drives a taxi, but there is
no way to pay off his debt. What is the fate that lies before those
who have to pursue money and dreams in a difficult reality? The
film is based on a rapidly changing Cambodian society, with the
story of three characters intersecting. This is the debut film of the
new French director Jessé Miceli, who was invited to the ACID of
this year's Cannes Film Festival. The film gives a realistic view of
young people in contemporary Cambodia. (BOO Kyunghwan)

베니스영화제 경쟁 각본상

편의 단편과 장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을 조명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박성호)

125 Oct 27 / 20:00 / B2

A young Afghan couple is trying to leave Afghanistan and to
exile to Europe from Afghanistan in a hope to find a better
life. To execute this plan, they first illegally arrive in Iran by
bus. He stays in the residence of another Afghan friend who is
already in Tehran and is ready to move to Turkey. But finally,
they realize that they need convincing reasons to move from
Turkey to Europe and be recognized as refugees. Eventually,
she tries to convert from Islam to Catholicism, but there are
even greater problems and dangers. Director Navid Mahmoudi
from Afghanistan, based in Iran, continues to illustrate the life
of the diaspora through dozens of TV films, several shorts and
feature films. (PARK S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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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day is a Lullaby

Happy Old Year

몽중인

Indonesia | 2020 | 81min | DCP | color

Director Putrama TUTA 푸트라마 투타

너를 정리하는 법
시나리오작가 렉트라는 한때는 가장 촉망받는 최고의 작가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했었다. 언제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점차
영화에 대한 재능과 애정 모두 사그라드는 듯하다. 베드신이 들어간 저예산

호러영화나 만드는 것이 더 윤택한 삶을 보장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여자친구인 여배우에게서 영감을 받아

Thailand | 2019 | 113min | DCP | color

Director Nawapol THAMRONGRATTANARIT
나와폰 탐롱라타라닛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자 한다. 그녀를 통해 영혼이 없는 또 다른 여자를

Uzbekistan | 2020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Yalkin TUYCHIEV 욜킨 투이치에브

여주인공 진을 맡아 다시 한 번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다. (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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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카밀은 외딴 지역인 투르케스탄에서 세 명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평화롭던 카밀의 가정에 네 번째 부인이 오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

된다. 동시에 역사적인 격변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이 가족에게도 변화의

파고가 닥치고, 오랜 세월 유지해온 가정의 전통은 무너진다. 이 작품은

Iran | 2020 | 97min | DCP | color

Director Ebrahim IRAJZAD 에브라힘 이라자드

그는 분노에 사로잡혀 복수를 결심한다. 복수할 대상을 물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안 좋아진다.
들은 단지 가정을 책임질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회의 약자일 뿐이다.

정적인 화면에 내재된 격렬한 사건의 전조 등과 조응한다. 이 영화는

에브라힘 이라자드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인 <거미의 독>은 충격적인

중앙아시아 영화사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적군과 백군이 대립하던

실화를 바탕으로 그릇된 신념과 여성혐오가 빚어낸 참극을 영화라는

내전과, 나아가 이 내전을 배경으로 가부장제 하에 있던 여성의 지위

매체를 통해 드러낸다. (박성호)

변화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다. (홍상우)

A Window on Asian Cinema

부인이 택시기사에게서 매춘부로 오인받아 성추행을 당한 일이 생기자,

뽑겠다는 생각에까지 미치게 되는데... 사실 그에 의해 희생되는 여성

경계에 처한 인물들의 처지를 나타내는 내부와 외부에 중첩된 풍경,

Kamil’s peaceful life with his three wives in the remote region
of Turkestan is disrupted when the fourth wife arrives. Changes
simultaneously rush at a family that seem far from a historical
upheaval that destroys long-standing family traditions. The film
merges various motifs and images. The motifs of a polygamous
family caught in a civil war between White forces and enemies
clash with horizontal and vertical images. The images of building
interiors indicate where characters and history overlap with
an outside scenery. The signs of violent events to come are
foreshadowed against a static background. A rare film in the
history of Central Asian films, it shows a civil war and the changes
in women’s lives under patriarchy and war. (HONG Sang-woo)

평범한 40대 가장 사이드는 독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그의

결국 길거리에서 매춘을 하는 여자들을 제거해서 사회의 악을 뿌리

적군이 대립하는 내전의 모티프가 수직과 수평 이미지의 충돌,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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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returns to Thailand after studying interior design in Sweden.
Being a minimalist, she plans to disposes of needless stuff and
turn her house into a studio. Despite the emotional conflict with
her family and friends, Jean tries to throw away everything,
but suddenly she changes her mind and brings back the stuff
she dumped. The movie unfolds under the ‘KonMari Method’,
which says to throw away things that do not make us flutter,
but eventually it reminds us of relationships with people and
objects. Nawapol Thamrongrattanarit, a regular at BIFF who has
previously won the New Currents Award for 36, directed the film.
Chutimon Chuengcharoensukying who played a genius girl in
Bad Genius provides an impressive performance as Jean. (BOO
Kyunghwan)

거미의 독

다양한 모티프와 이미지가 조화를 이룬다. 일부다처제 가정, 백군과

156 Oct 29 / 10:00 / B2

문득 마음을 바꿔 버린 짐들을 다시 되찾아오는데... 설레지 않으면

맡았으며, <배드 지니어스>에서 천재 소녀로 분한 추띠몬 쯩짜런쑥잉이

Killer Spider

파리다의 노래

가족, 친구와의 감정 대립 속에서도 사정없이 짐을 내다버리려던 진은

상을 수상하는 등 부산에 여러 차례 소개된 나와폰 탐롱라타라닛이 연출을

인정받는 인도네시아 푸트라마 투타의 네 번째 장편. (박성호)

Farida’s 2000 Songs

세우고 우선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온갖 물건들을 처분하려고 한다.

깃들어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작품. <36>으로 뉴커런츠

영화에 대한 마지막 열정이 거침없이 불타오르는데... 독창적인 스타일로

173 Oct 30 / 10:00 / B2

멀리즘의 신봉자가 된 그녀는 집을 작업 스튜디오로 바꾸려는 계획을

버려야 한다는 곤도 마리에의 철칙이 영화를 이끌어 가지만 결국 사물에

만나게 되고 시간도 잊은 채 대화를 이어간다. 그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Rektra was once recognized as the most promising and best
screenwriter, winning continued success. He could work
wherever he wanted to work at any time. However, as time
goes by, both his talent and passion for the film seem to fade.
He starts to think that making a sensual low-budget horror
movie would benefit his life better. In order to overcome
the slump, he tries to create an immortal masterpiece of his
life inspired by his girlfriend who is an actress. Through her,
he meets another woman who has no soul, and continues
conversation without sense of time passing by. In the process
of getting to know her, he realizes his ultimate passion is
ignited. Putrama Tuta’s fourth feature film shows his unique
visual style. (PARK Sungho)

스웨덴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공부하고 태국으로 돌아온 진. 미니

©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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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ed, the most common man in his 40s, has a devout
devotion. One day, when his wife is mistaken for a prostitute
by a taxi driver, and is sexually harassed, he is caught in anger
and decides to take revenge. While searching for a target for
revenge, quarrels arise with various people, but the situation
gets worse as time passes. Eventually, he reaches the idea of
eradicating the evils of society by removing the women who
engage in prostitution on the streets. In fact, the women who
are sacrificed by him are simply the underdogs of a society
struggling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families. Director
Ebrahim Irajzad second feature film, Killer Spider, is based
on a disturbing true story and reveals the tragedy created by
false beliefs and misogyny through the film. (PARK S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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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Big Women

MAMA

고독의 맛

Taiwan | 2020 | 124min | DCP | color

Director Joseph Chen-Chieh HSU 조셉 첸-치 수

나의 엄마
타이난에 사는 쇼잉의 일흔 번째 생일날, 수십 년 동안 연락두절이던 남편
보창이 주검으로 돌아왔다. 세 딸과 사위, 손녀딸과 함께 칠순을 준비 중인
쇼잉은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잔치를 미룰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번듯한

도교식 장례를 치러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도 중요했다. 보창은

China/France | 2020 | 134min | DCP | color
Director LI Dongmei 리동메이

차이라는 여인과 함께 타이베이에 살고 있었고 오래전 불교에 귀의했다.

스타일로 풀어 놓는다. 리동메이 감독의 첫 연출작이기도 한 <나의 엄마>는

과거로부터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한 여인과 딸들의 애도일기다. (최은)

Japan | 2020 | 118min | DCP | color

Director AOYAMA Shinji 아오야마 신지

2020년 베니스영화제 베니스데이즈 부문에 초청되었다. (박선영)

© Li Dongmei, SHEN Xiaomin and ZHANG Ya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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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o’s Bicycle
사고로 부모를 한꺼번에 여읜 나오미는 49제 즈음 큰아빠 부부가 제공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한다. 도쿄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새집에서
나오미는 유일한 가족인 고양이 ‘하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나오미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인으로 일하는데, 어느 날 출근길

India | 2019 | 95min | DCP | color
Director M. GANI. 엠 가니

한다. 이런 그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20년을 타면서 고철이나
다름없어진 자전거. 하지만 어느날 자전거가 더이상 못쓸정도로 크게
과연 마토는 다시금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삶으로 돌아갈 수

위에 살다>의 인물들은 땅에 두 발을 완전히 딛지 못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을까. 25년간 다큐멘터리 작업을 해온 가니 감독의 극영화 데뷔작으로

있다. 고층건물과 단층건물, 죽음과 출산, 책을 쓰는 것과 생명의 탄생,

프로듀서이자 감독, 배우인 인도 독립영화계의 거장 프라카시 자가 직접

연기와 실제, 거짓과 진실 같은 흥미로운 비유가 가득하다. (최은)

A Window on Asian Cinema

책임지며 매일같이 멀리 도시까지 나가서 공사장에서 잡부로 일을

있지만 그의 형편에는 회복불가능할 정도의 커다란 상처를 남긴다.

구름처럼 떠 있는 나오미, 항공기 승무원이었던 큰엄마 아수코 등, <구름

After losing her parents in an accident, Naomi, an editor at
a small publishing house, moves into a luxury apartment
thanks to her uncle. She starts a new life with her cat Haru in
a home overlooking Tokyo. One day, she runs into Morinori
Tokito, a famous actor. From Morinori who lives as an “image”
on billboards to Naomi who lives on the 39th floor with her
unpacked possessions and Asuko, Naomi’s aunt and a former
flight attendant, the characters in Living in the Sky share the
experience of living ungrounded. The film contains similar
and contrasting metaphors of: publishing and meaning, high
rises and one-story buildings, death and birth, acting and
reality, and lies and truth. (CHOI Eun)

푸른 들녘이 펼쳐진 외진 시골 마을. 마토는 아내와 어린 두 딸의 생계를

망가지는 사고가 생긴다. 누군가에겐 별볼일 없는 사건사고일 수도

‘이미지’로 살아가는 토기토와 이삿짐도 풀지 않은 채 아파트 39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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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A is a week-long chronicle of a family seen through the
eyes of a 12-year-old girl. In the 1990s, Xiaoxian lives in a
mountainous village in Chongqing, China, with three younger
sisters, whom she sometimes takes to school. Her mother is in
her late 30s and pregnant with a fifth child because Xiaoxian’s
grandmother and father want a boy. In a single week in
Xiaoxian’s memory, two births and three deaths pass by her.
An autobiographical story of director Li Dongmei, MAMA
presents a calm and restrained portrayal of a destitute and
difficult life in the 1990s where women are sacrificed to
patriarchy in traditional rural communities in China. This
directorial debut was invited to the “Venice Days” section of
the Venice Film Festival. (PARK Sun Young)

마토의 자전거

엘리베이터에서 톱스타 토기토 모리노리와 마주친다. 대형 광고판 위의

080 Oct 25 / 13:00 / BH

날도 있다. 30대 후반의 엄마는 아들을 바라는 아빠와 할머니 때문에 다섯

삶과 가부장제에 희생되는 여성들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담하고 절제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이들의 진실을 보게 되고, 차마 떠나보내지 못했던

구름 위에 살다

시안에게는 세 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간혹 동생을 교실에 데리고 가야 하는

있는 <나의 엄마>는, 1990년대 중국의 전통적인 시골 마을의 가난하고 고단한

가까워서 말할 수 없거나 묻지 못했던, 그래서 가장 잘 아는 줄 알았지만

Living in the Sky

이야기를 다룬다. 1990년대 중국 충칭시의 먼 산골 마을에 살고 있는 샤오

출생과 세 번의 죽음이 그녀를 지나간다.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각자에게 던져진 숙제였고 날카로운 부싯돌 같았다. <고독의 맛>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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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엄마>는 12살 소녀의 시선으로 지켜본 한 가족의 일주일 동안의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이다. 샤오시안이 기억하는 그 일주일 동안, 두 번의

보창의 죽음과 그의 임종을 지킨 한 여인의 존재는 쇼잉과 가족들

On Shoying’s 70th birthday, her long-lost husband Bochang
returns home, dead. Shoying has no intention of postponing
a birthday party with her three daughters and their families;
however, she wants to save face by holding a decent funeral
for Bochang. Bochang had been living in Taipei with another
woman, Tsai, and converted to Buddhism. His death and the
presence of a woman who stayed with him at his deathbed
feel like a sharp flint thrown at Shoying and her daughters as
they face the truth they thought they knew but didn’t know—
truth that had been hidden because of a close relationship.
Little Big Women is a mourning diary of a mother and her
daughters who gain closure. (CHOI Eun)

베니스영화제 베니스데이즈

주연을 맡아 영화에 큰 힘을 실어주었다. (박성호)

047 Oct 23 / 12:00 / B2

A far remote rural village with green fields. As Matto is responsible
for the livelihood of his wife and two young daughters, he daily
takes a long distance journey to the city to work as a construction
labor. The most important asset of him is a bicycle that is heavily
worn out after riding for two decades. One day, an accident
occurs in which the bicycle is damaged so badly that it can no
longer be used. It could be a minor problem to someone, but
it leaves an irreparable wound to his circumstances. Will he be
able to return to the life of feeling the little happiness of everyday
life again? Director M. Gani.’s fiction feature debut, who has been
directing documentaries for 25 years, is supported by Prakash
Jha, a master of the Indian independent films, who acted as the
protagonist. (PARK S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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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estone
이정표

India | 2020 | 98min | DCP | color
Director Ivan AYR 이반 아이르

The Paper Tigers
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

주인공 갈립은 트럭운전사인데, 트럭을 운전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카메라가 시각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은 갈릭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에 열중하는 상반신 클로즈업이다. 트럭운전사라는 직업이

의미하듯이 그는 ‘길 위의 인간’이고, 집이 필요 없으며, 집에 대한 애정도

페이퍼 타이거

United States | 2019 | 108min | DCP | color
Director TRAN Quoc Bao 짠 꾸억 바오

별로 없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느끼는 등의 통증은 낡은 타이어가 장착된

의기투합하게 된다. 베트남 출신의 짠 꾸억 바오 감독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없다. 영화는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인물과 그 주변의 사연을

첫 장편 <페이퍼 타이거>는 전형적인 무술영화를 답습하면서 누구나

치밀하게 엮어가고 있다. 첫 장편 <소니>로 베니스영화제를 찾았던 감독

편하게 볼 수 있는 따뜻한 가족 코미디로 완성되었다. (박성호)

이반 아이르는 이 영화로 다시 베니스영화제에 초청되었다. (홍상우)

Ora, Ora Be Goin' Alone
그래, 혼자서 간다

Japan | 2020 | 137min | DCP | color

Director OKITA Shuichi 오키타 슈이치

© Mark Mali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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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lt in Our Waters

모모코는 도쿄 교외에서 혼자 사는 75세의 할머니이다. 스무 살 때, 정략결혼을 피해
도쿄로 도망친 이후 지난 55년 동안 모모코는 가족을 이루고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이제 남편과 단 둘만의 고요한 노년을 꿈꾸던 중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하면서

혼자가 되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모모코에게는 세 명의 동반자가 생겼다.

Bangladesh/France | 2020 | 106min | DCP | color

Director Rezwan Shahriar SUMIT 레즈완 샤흐리아르 수미트

종교적으로도 매우 보수적이라 공개된 장소에서는 술을 먹거나 이성과

가져왔다며 그를 불신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진 어부들은 위험한
날씨에도 일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다. 예술과 가치충돌, 기후변화와

영화에서도 노년의 여성 모모코의 삶을 세심하고도 유머러스하게 다룬다. 다나카

리더십 문제 등을 잔잔한 드라마에 녹여낸 데뷔작. (박성호)

요코와 아오이 유우가 주연을 맡아 사랑스러운 연기를 선보였다. (박선영)

A Window on Asian Cinema

빚이 늘어가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어부들의 마을이다.

날이 생기자 권위적인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은 조각가가 불행을

이르기까지, 고요하고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왔던 오키타 슈이치 감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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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한 어촌 마을로 온다. 이곳은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소득이 줄어들어

그의 작품 활동에 새로운 영감이 된다. 하지만 물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치사코의 소설이 원작이다. 데뷔작 <남극의 셰프>에서 최근작 <모리의 정원>에

75-year-old Momoko lives alone on the outskirts of Tokyo. She has built
a family and lived happily for 55 years since coming to Tokyo at age 20
to avoid an arranged marriage. Her plans for peaceful twilight years with
her husband were thwarted due to his sudden death. But since then
she found three companions. Momoko regains the energy to continue
her journey through life in the past and present along with memories
and reality that intertwine. Ora, Ora Be Goin’ Alone is based on the novel
of the same title written by Wakatake Chisako, which earned her the
Akutagawa Prize at age 63. Okita Shuichi, who has consistently continue
to delivered a message of calm and warm consolation that started with
his debut film The Chef of South Polar to「Mori, The Artist’s, Habitat」
portrays the life of an old woman with humor and care. Tanaka Yoko
and Aoi Yu give a lovable performance in the lead role. (PARK Sun Young)

도시의 한 조각가가 자신의 소중한 작품들을 실은 컨테이너를 가지고

대화하는 것조차 삼가야 하는 곳이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은

63세에 <그래, 혼자서 간다>로 데뷔하여 아쿠타가와상을 수상한 작가 아카타케

115 Oct 27 / 13:00 / BH

In the 90s in the USA, three teenage prodigies in Kung Fu endured
hard training to master skills. Swearing loyalty to their respected
master and each other, they did their best to win their rival
schools. Building up a fearsome reputation of invincibility, they
were internationally known as the three tigers. Life gets in the way
and having grown apart for twenty years, the once prodigies have
become like ordinary uncles next door who have midlife problems.
However, they are reunited when their master is mysteriously killed.
The three men work together to uncover the truth and take revenge.
Vietnam born director Tran Quoc Bao made his directorial debut
in the USA with The Paper Tigers, which has a conventional
approach to martial arts films in a warm family comedy that can
easily approach the audiences. (PARK Sungho)

바다의 시

과거와 현재를 오가고 기억과 현실이 교차하며, 모모코의 일상은 다시 분주해진다.

© 2020 “Ora, Ora Be Goin’ Alone” Film Partners

적으로도 알려진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들은 각자 별
세 명의 남자들은 다시 뭉치게 되고 진실을 파헤치고 복수를 하기 위해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트럭의 좁은 운전석에 갇혀서 살 수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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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며 기술을 연마한다. 연전연승을 통해 그들은 세 마리 호랑이들로 국제
없었던 사부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 사건을 계기로 흩어져있던

그리고 청각화된다. 그는 트럭을 타고 어디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머물

© Jabberwockee Talkies LLP

맹세하고 그들의 무술이 경쟁파벌을 이길 수 있도록 고된 훈련을 견뎌
볼 일없는 그저 그런 중년의 아저씨들이 되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오래된 트럭 바퀴가 비포장 도로에서 힘겹게 굴러가는 롱테이크로 시각화,

Ghalib is a truck driver who spends most of his time on the
road. The camera emphasizes close ups of Ghalib sitting
behind the wheel. He is a vagabond who doesn’t need nor
has any affection for a home. The back pain that he suddenly
develops becomes visualized and auralized with a long take
of worn-out tires on a truck struggling along an unpaved road.
Ghalib can go anywhere he wants on his truck, but at the same
time his life is confined to the cramped driver’s seat. Milestone
carefully weaves the stories of people in ironic situations and
their surroundings. Ivan Ayr who went to the Venice Film
Festival with his first feature Soni was invited back with this
film. (HONG Sang-woo)

90년대 미국. 촉망받는 세 명의 쿵후 수제자들은 사부에 대한 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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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ulptor from the city comes to a secluded fishing village with
a container carrying his precious works. This is a village of poor
fishermen who live on a daily basis, where income is further
reduced with increasing debt due to climate change. Villagers
are very conservative, so he should refrain from drinking alcohol
or even talking to the opposite sex in public places. However, the
scenery along the sea is a new inspiration for his work. One day, the
fishers could not catch any fish, then the authoritative village leader
and others start to distrust him saying that the sculptor has brought
misfortune. Then the fishermen who become more economically
difficult are forced to go to work even in dangerous weather. This
debut film melts art and values conflicts, climate change and
leadership issues into an insightful drama. (PARK S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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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ter Sister

Soirée

은밀한

Vietnam | 2019 | 104min | DCP | color
Director Kathy UYEN 캐시 우엔

해질 무렵
심야 라디오 토크쇼를 진행하는 킴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부유한 아버지, 곧 결혼할 멋진 약혼자와 인기 있는 직업.
하지만 그녀는 청취자 니가 집주인으로부터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직접 그녀를 구조하고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한다. 하지만 그녀의

Japan | 2019 | 111min | DCP | color

Director SOTOYAMA Bunji 소토야마 분지

약혼자와 집사는 처음부터 새로 온 손님을 매우 불편해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무작정 달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지만, 쇼타와 타카라는 그들의

300만 달러의 기록적인 흥행수익을 내며 관객과 평단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만남이 서로를 구원하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간다. 쇼타의 연기가, 즉,

성공했다. (박성호)

The Slaughterhouse
잔혹한 도축장

Iran | 2020 | 102min | DCP | color

Director Abbas AMINI 아바스 아미니

그에게는 마치 수도의 과정과도 같았던 예술이 제 몫을 할 것이다. (최은)

141 Oct 28 / 16:30 / B2

질주
얼마 전 프랑스에서 추방당한 아미르는 이란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변변한 직업이 없다. 항상 불만이 많은 아버지와 사이가 좋을 수 없지만
아버지의 집에 얹혀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는

도살장의 냉동창고에서 시신 여러 구가 발견되고 아버지는 억울하게 누명을

China | 2020 | 130min | DCP | color
Director WEI Shujun 웨이슈준

모두 털어 낡은 지프차를 구입했다. 운전면허도 따기 전이었지만 차부터

덜컥 사게 된 것은 그 차가 내몽고 평원을 질주하던 녀석이라는 딜러의
말에 혹했기 때문이다. 한편 쿤의 여자친구 쯔는 중국문학을 전공하는
을 꿈꾸지만 배우의 일당과 스태프의 도시락 값을 아까워하는 영화감독

휘말리는 와중에 전세를 역전하려고 한다. 픽션과 다큐멘터리를 넘나들며

밍과 촬영감독 펭, 필름스쿨 교수이지만 현장경험은 없는 선생 등이

전쟁, 아동노동 등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작품활동을 해온 아바스 아미니

<질주>의 인물들이다. 이들은 저마다 이상과 현실의 모순에 붙들려

감독의 세 번째 장편. (박성호)

A Window on Asian Cinema

상하이의 필름스쿨에 다니면서 영화 음향기사로 일하는 쿤은 가진 돈을

달리고 싶은 쿤과 디즈니랜드를 동경하는 쯔, 홍상수와 왕가위의 ‘예술’

느끼게 되고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일은 더욱 복잡해진다. 그는 위험한 범죄에

Amir, who was recently deported from France to Iran hasn’t found a
job yet. He can't get along well with his father who is disgruntled all
the time, but he has no choice but to live in his father's house together.
One day, several bodies are found in the freezing warehouse of the
slaughterhouse where his father works, and his father is in a position
to be unjustly accused. The son does not know who the real culprit
is, but first he helps his father to cover up the bodies. However, he
starts to feel special about a victim’s daughter looking for her missing
father, and the need to keep secrets becomes more complicated.
He tries to change the game in the midst of a dangerous crime.
The Slaughterhouse is the third feature film by director Abbas
Amini, who has worked on social issues such as war and child labor
through fiction and documentaries. (PARK Sungho)

칸 2020

학생인데, 홍콩에 갈 돈을 모으기 위해 레이싱 모델로 일한다. 초원을

시신들을 은폐한다. 하지만 실종된 아버지를 찾는 딸에게 특별한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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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iring actor Shota visits a nursing home near his hometown
to teach acting classes. There he meets Takara, a young
caregiver who has been working at the nursing home since
leaving high school. One day, when Shota visits Takara at her
house to ask her to come with him to a town festival, they
become embroiled in an incident and end up fleeing the town
together. Shota says, “God puts us through trials but always
gives us a way out.” Shota and Takara have no choice except
to run in search of a possible exit, but gradually they come to
realize that they can save each other. Shota’s acting proves its
worth. (CHOI Eun)

Striding into the Wind

쓸 처지가 된다. 아들은 진범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아버지를 도와

012 Oct 21 / 17:00 / B2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줄곧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함께 마을
주시지 않는다고 쇼타는 말했다. 어딘지 있을지 모르는 출구를 찾아

더 많이 알려진 캐시 우엔 감독은 연출 데뷔작 <은밀한>을 통해 베트남에서

005 Oct 21 / 20:00 / BH

있는 이곳에서 쇼타는 타카라라는 젋은 요양사를 만나는데, 타카라는
휘말려 타카라와 함께 도망하는 신세가 된다. 신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그녀를 성심성의껏 대하며 점점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여배우로

© Truong Binh Thuong

하기 위해 바닷가의 어느 노인 요양원을 방문한다. 쇼타의 고향 근처에

축제에 가기 위해 타카라의 집에 들렀다가, 쇼타는 원치 않는 사건에

더욱 커지는 이상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킴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Kim, who hosts a late-night radio talk show, is living a life that is
seemingly remarkable. A wealthy father, a wonderful fiance to marry
soon and a popular job. However, when she learns one listener
is suffering from sexual violence from the landlord, she doesn’t
hesitate to rescues her and to let her stay at her home. However,
her fiancée and butler are very uncomfortable with the new guest
from the beginning, and the negative feelings grow bigger and
bigger over time. However, Kim does not care about this and treats
her with sincerity, and gradually begins to feel special feelings.
Director Kathy Uyen, more known as an actress, succeeded in
capturing the hearts of both audiences and critics with a record box
office profit of $3 million in Vietnam through her directorial debut
film, Sister Sister. (PARK Sungho)

배우 지망생인 쇼타는 동료들과 함께 노인들에게 연극을 가르치는 일을

좀처럼 움직이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 (최은)

020 Oct 22 / 09:00 / BH

Excited by the dealer’s remark that the jeep used to speed
across the vast plains of Inner Mongolia, Kun (a film school
student in Shanghai) spends all his money on a secondhand
jeep. Kun’s girlfriend Zhi studies Chinese literature and works
as a racing model to earn money to go to Hong Kong. Kun who
dreams of racing across the grasslands, Zhi who longs to visit
Disneyland, filmmakers Ming and Feng who dream of making
“art” like Hong Sang-soo and Wong Kar-wai, but begrudge
paying actors and feeding the crew, and a rookie film studies
professor are the characters in Striding into the Wind. Will they
be able to realize their dreams despite the contradictions
between ideals and reality? (CHOI 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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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Evil
사탄은 없다

Iran/Germany | 2020 | 151min | DCP | color

Director Mohammad RASOULOF 모함마드 라술로프

WHERE IS PINKI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사형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를 집행하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영화는 네 명의 남자의 사연을

들여다보면서 그들 스스로와 그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에 대해 고찰한다. 영화는 내적 갈등을 겪는 인물들을

핑키를 찾습니다

India | 2020 | 108min | DCP | color

Director Prithvi KONANUR 프리스비 코나누르

영화적으로 시각화하고 있으며, 때때로 보기 불편한 강렬한 장면들이 인상

도둑으로 의심받는 여인들까지, 현실의 모순을 감당하는 여성들의 이야

정진하는 그의 내적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박성호)

Singapore | 2020 | 88min | DCP | color
Director TAN Bee Thiam 탄 비 티암

기를 담담하고 성실하게 담아낸다. 모두가 곤란하고 난감한 중에, 가장
약하고 작은 여성인 핑키의 미래가 그들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최은)

© SapthagiriCreations/ArjunRaja

166 Oct 30 / 13:00 / BH

Wind

행복캠프

서른이 된 아비는 엄마와 함께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다. 회사에서도 잘리고
주변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삶을 정리하고 스스로 미래를 개척하고자 행복캠프에

입소하게 된다. 이곳은 기술과 행복에 이상하리만치 열광적인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기 있는 곳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해주고 여자친구까지

China | 2020 | 97min | DCP | color

Director Dadren WANGGYAL 다드렌 왕걀

태어난 소녀 게라는 태어날 때부터 마을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

친절함에 의존하여 살고있는 어머니를 설득해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고,

비 티암은 <행복캠프>를 통해 처음으로 장편 극영화를 단독연출했다. (박성호)

A Window on Asian Cinema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 이런 환경에서 미혼모의 딸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자 고군분투한다. 미혼모로서 주변 남자들의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싱가포르에서 다수의 국제영화제 수상작들을 제작해온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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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산에 기도드리러 가는 일은 남자들에게만 허락되고 여자들은

어울리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다. 하지만 게라는 누구보다도 당당하며

하게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가 잘못되어가고

The 30-year-old Ah Bee lives a monotonous life with his mother.
Just being fired from his office, he enrolls in Tiong Bahru Social
Club to organize his life that was not praised by people around
him and to pioneer his own future. This place is advertised as
a hotspot for people oddly enthusiastic about technology and
happiness. In this place, artificial intelligence helps people learn
what to do based on big data, and even matches their lovers. After
entering the place, he is tasked with taking care of an aunt who
terribly cares for cats. He faithfully performs the role he has been
assigned to even in the situation in which he is being abused.
But as time goes by, he realizes that something is going wrong.
Tan Bee Thiam, who has produced numerous award winning films
from Singapore, made his solo directorial debut with this social
black comedy. (PARK Sungho)

티벳 고산지대에는 전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을이 있다.

심지어 동네 아낙들 사이에서도 악마 같은 아이라 불리며 다른 아이들과

머니를 돌보라는 과업을 받게 된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실

105 Oct 26 / 10:00 / B2

When Bindu returns home on her way to work to retrieve
something she’d forgotten, her eight-month-old daughter
Pinki and the nanny Sannamma are missing, and her house is
full of smoke. Frantically Bindu spends the whole day looking
for Pinki, and in fact Sannamma does the same, after having
lent the baby to her friend Anasu who uses the baby to beg for
money in the streets. This film, which begins with a missing
baby, calmly and faithfully captures the stories of women who
have to deal with the contradictions in life, from those who
search for the baby to those who steal the baby and those who
are suspected of stealing the baby. And each woman’s choices
will determine the fate of the smallest and the youngest
woman in the film, Pinki. (CHOI Eun)

티벳의 바람

매칭시켜주는 곳이다. 캠프에 입소한 아비는 고양이를 끔찍이도 아끼는 한 아주

© 13 Little Pictures

찾아다니기는 사난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사난마는 고향에서부터
아기의 행방을 찾아다니는 여인들과 아기를 빼돌린 여인, 그리고 아기

처해지기 직전 <사탄은 없다>를 완성했다.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위해

Tiong Bahru Social Club

것을 발견한다. 빈두는 종일 핑키를 찾아 온 도시를 헤매는데, 아기를

구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라진 아기로부터 시작한 이 이야기는

영화작업을 하다가 6년형에 처해진 적이 있으며, 올해에도 또다시 구금형에

174 Oct 30 / 13:30 / B2

있어서 집에 들렀다가 유모도 핑키도 사라지고 집안에 연기만 자욱한

알고 지낸 아나수에게 핑키를 빌려주었는데, 아나수는 아기를 이용해

적으로 삽입된다. 모함마드 라술로프 감독은 2010년 자파르 파나히 감독과

In order for the death penalty to be maintained, it is necessary
to have someone who eventually executes it, that is, someone
who takes the life of others. The film looks into the stories of
four men, reflecting on themselves, their relationships, and
the decisions that will affect their entire lives permanently. The
film visualizes the characters experiencing internal conflicts in a
cinematic way, which sometimes brings uncomfortable feelings
to the audience through intense scenes. Director Mohammad
Rasoulof himself was sentenced to six years in prison while
working on a film with director Zafar Panahi in 2010, and this
year, he completed There Is No Evil just before he was sentenced
again. It is a work that gives a glimpse into his inner world,
devoted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creativity. (PARK Sungho)

8개월 된 딸 핑키를 유모 사난마에게 맡기고 출근하던 빈두는 잊은 것이

남자들만 누리는 특권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한다. 온갖 차별에 맞서며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멋진 소녀의 이야기. (박성호)

165 Oct 30 / 09:30 / BH

In the high mountains of Tibet, there are village people living in
accordance with conservative traditional values. Going to the
sacred mountain to pray is allowed only for men, and it is difficult
for women to live independent lives. In this environment, a girl born
as the daughter of a single mother, Gera, is unfairly treated by the
villagers since her birth. Even among the local women, she is called
an evil child, and is not allowed to hang out with other children.
However, Gera is more confident than anyone else, and struggles to
shape her own fate fighting for the freedom only men enjoy. She also
tries to convince her mother to lead a life in financial independence
rather than depending on the kindness of men around her. Wind
is the story of an outstanding young lady who faces all kinds of
discrimination, but changes the world little by little. (PARK S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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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Cat
노랑 고양이

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

Kazakhstan | 2020 | 90min | DCP | color

Director Adilkhan YERZHANOV 아딜칸 예르자노프

주인공 케르메크는 형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는 모든

것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한다. 가혹한 범행을 서슴지 않는

범죄조직이 고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케르메크는 이 범죄조직의

압력에 시달리고, 결국 범죄에 휘말린다.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희망은
연인 에바와 함께 자유를 찾아 떠나 극장을 짓는 것이다. 이처럼 아딜칸

예르자노프 감독 영화의 주인공들은 무엇인가를 지으려 하거나 자유를

찾아 어딘가로 떠난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의 카자흐스탄 버전처럼
느껴지는 이 영화에서 두 주인공은 자신들의 집과도 같은 극장을 짓기
위해 떠돌아다닌다. 가족이 없는 두 인물이 가정을 이루려는 욕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영화에는 중앙아시아 영화 특유의 가족이라는 주제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홍상우)

157 Oct 29 / 13:30 / B2

Your Eyes Tell

너의 눈이 말하고 있어
Japan | 2020 | 123min | DCP | color

Special Screening

Director MIKI Takahiro 미키 다카히로

When ex-con Kermek returns home, he instinctively realizes
that everything has changed and a mob that commits
brutal crimes is running his hometown. Mob pressure drags
Kermek into crime. His dream is to leave the town with his
beloved Eva and build a movie theater. Just like Kermek, all
of the protagonists of Adilkhan Yerzhanov’s films try to build
something or leave in search of freedom. In what feels like a
Kazakh version of Bonnie and Clyde, the two lead characters
wander as they try to build a home-like theater. Yellow Cat
tells a story about two people without families and their
desire to form a family, focusing on the theme of family that is
predominant in Central Asian films. (HONG Sang-woo)

특별상영

아시아영화진흥기구는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The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 Pacific Cinema congratulates
the opening of the 25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0.

킥복서였던 루이(요코하마 류세이)는 폭력조직에서 빚 수금업자로 일한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과묵한 외톨이로 고독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그는 어느 날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시각장애자이며 밝고 명랑한
아카리(요시타카 유리코)를 만나게 되는데, 자동차 사고로 부모를

여의고 시력마저 잃은 그녀의 비극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랑에 빠지게 된다. 다수의 뮤직 비디오와 광고 영화를
제작한 미키 다카히로 감독의 신작 <너의 눈이 말하고 있어>는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이었던 송일곤 감독의 <오직 그대만>을 다시

만든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동명의 노래「Your Eyes Tell」이 주제곡으로
쓰였다. (전양준)

039 Oct 23 / 13:00 / 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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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 kickboxer Luis (Yokohama Ryusei) has a dark past of
working as a debt collector in a gang. Having led a solitary
life as a taciturn loner, one day, he meets a blind but bright
and cheerful Akari (Yoshitaka Yuriko). He falls in love with her
without knowing that her tragedy of losing her parents and
her sight in a car accident is connected to his past. Takahiro
MIKI’s new film Your Eyes Tell, who has produced a number of
music videos and advertising films, is a re-creation of Director
Song Il-gon’s Always, the opening film of the 16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TS’s song of the same name “Your
Eyes Tell” is used as the theme song. (Jay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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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urrents
뉴 커런츠

아시아 영화의 미래를 이끌 신인 감독들의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장편 경쟁 부문으로,
최우수작 두 편을 선정하여 뉴 커런츠상을 시상한다.

Bilesuvar
함정도시

Azerbaijan/France | 2020 | 86min | DCP | color
Director Elvin ADIGOZEL 엘빈 아디고젤

A competition among up-and-coming Asian filmmakers’ first or second features
that bestows two films with a New Currents Award. All films must be presented as World or International Premiere.

<함정도시>는 아제르바이잔 교외의 무미건조한 듯한 풍경이 스치듯

지나가는 것으로 시작한다. 곧 군대에 입대하는 어느 청년은 알 수 없는
미래와 자신의 불안한 존재감을 느끼며 무료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입영일이 다가오면서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어색해진다. 교외의 작은 학교
선생님은 러시아에 가서 큰 돈을 번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지만 선뜻

만나지 못한다. 자신의 초라한 살림살이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패한 예술가, 떳떳하지 못한 사랑, 재능보다 더 큰 인기를 원하는
공연자 등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그림자 같이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욕망과

좌절이 드러난다. 불신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느슨하게 연결되며 개인의
나약함을 영화적으로 드러내는 수작이다. (박성호)

071 Oct 24 / 21:00 / B2

A Balance

Butterfly on the Windowpane

유코의 평형추

Japan | 2020 | 153min | DCP | color

Director HARUMOTO Yujiro 하루모토 유지로

유리창의 나비
다큐멘터리 감독 유코는 3년 전에 있었던 학교폭력과 그로 인한 연쇄 자살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틈틈이 사설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아버지

마사시를 도와 강의를 한다. 다큐 작업이 진전될수록 유코는 감춰졌던

진실과 그 진실로 고통 받는 가족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 한편,

Nepal | 2020 | 96min | DCP | color

Director Sujit BIDARI 수지트 비다리

사랑 받는 선생님이자 친구 같은 아버지인 마사시가 치명적인 잘못을

답답한 시골 마을에서 벗어나 도시로 가는 것, 그곳에서 시를 쓰고 공부를

안정적인 스토리텔링과 따뜻한 색감의 화면으로,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견고하게 쌓아 올렸다.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소녀 비디야가 변해가는 과정을 바산타의 시점에서 따라간다. 이 영화는

섬세함과 사회적 문제의식을 포착하는 예리함으로 서사를 직조한 유지로

비디야의 좌절과 함께 성장하게 되는 바산타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박선영)

감독의 연출력이 뛰어나다. (박선영)

New Currents

비디야는 자기처럼 살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한 엄마가 있다. 보수적이고

수지트 비다리가 각본과 연출을 맡은 첫 장편인 <유리창의 나비>는

연출, 시나리오, 제작, 편집을 모두 담당하며 유코의 딜레마를 차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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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야에게는 놀음에 빠진 한량 아버지와 말썽꾸러기 남동생 바산타, 그리고

비디야의 꿈은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자꾸 꼬여만 간다. 네팔의 독립영화인

받는다. <유코의 평형추>로 두 번째 장편을 연출한 하루모토 유지로 감독은

Documentary director Yuko portrays a school violence incident from
three years ago that resulted in suicides, while she was teaching classes
at her father’s cram school. As her documentary project progresses,
Yuko discovers a hidden truth and becomes deeply involved in
the lives of the families pained by that secret truth. She learns that
her friend-like father Masashi, a beloved teacher has committed
a fatal mistake and experiences a shock that upends her life.
Harumoto Yujiro wrote, directed, produced, and edited his second
feature A Balance, firmly building up Yuko’s dilemma with a calm
and objective perspective. His directing particularly shines while
interweaving a narrative with a delicate inside look at an individual’s
mind and a keen sense of social awareness. (PARK Sun Young)

영리하고 야심 있는 비디야는 네팔의 시골 마을에 사는 열세 살 소녀이다.

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것이 비디야가 간절히 원하는 삶이다. 그러나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코는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충격을

088 Oct 25 / 12:30 / B2

Bilesuvar begins with the passing images of a tasteless landscape
in the suburbs of Azerbaijan. Soon, a young man enlisting in the
military is spending boring days feeling an unknown future and
his own uneasy presence. As the enlistment day approaches, the
relationship with his girlfriend becomes awkward. A teacher at a
small school in the suburbs hesitates to meet a friend who has made
a lot of money in Russia because he is not very proud of his poor
living condition. In addition, the desires and despair of citizens living
like shadows are revealed by following stories of a corrupt artist,
impassable affairs, and a performer who wants more popularity
than talent. The depiction of loosely connected relationships based
on mistrust brings authentic cinematic expression of individual
weakness. (PARK Sungho)

108 Oct 26 / 20:00 / B2

Clever and ambitious Bidya is a thirteen-year-old girl from
a rural village in Nepal. She has a gambler for a father, a
troublemaker brother named Basanta, and a mother who
is determined to provide her a better life. She desperately
longs to get away from the stuffy, conservative village and
go to a city, where she could write poems and further her
studies. Unfortunately, unexpected situations continue to
derail her dream. A debut feature written and directed by
Nepalese independent filmmaker Sujit Bidari, Butterfly on
the Windowpane follows the changes that Bidya undergoes
through the eyes of Basanta with a stable narrative and warm
colors. It is also the story of Basanta, who grows with his
sister’s failure and frustration. (PARK Su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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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nchik

A Leave

언덕 위의 소녀
Armenia/Germany/Netherlands | 2020 | 91min | DCP | color
Director Aram SHAHBAZYAN 아람 샤흐바잔

휴가
천진난만하지만 어눌한 말투와 행동으로 가족과 마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소녀는 이름 대신 멍청이라는 뜻의 ‘친칙’이라고 불린다.

그녀의 실수는 이웃의 웃음거리가 되고 이런 상황이 마뜩치 않은

부모님도 그녀를 수치스러워한다. 하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녀는

Korea | 2020 | 81min | DCP | color
Director LEE Ran-hee 이란희

<휴가>는 <파마>, <천막> 등의 단편을 만들었던 이란희 감독의 첫 번째

그녀의 인생에 영구적인 변화를 불러오게 된다. (박성호)

India/United States | 2020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Shyam MADIRAJU 샤이엠 마디라주

장편영화다. 그녀가 단편 영화로 성실히 주력해 온 문제의식은 <휴가>
에서 종합되고 발전되어 새로운 도약을 이룬다. 시종일관 나직하게 전개
되는데, 마침내 가슴이 미어진다. (정한석)

085 Oct 25 / 17:00 / B1

Money Has Four Legs

하라미

16세 고아소년 팍판은 고아소년들로 조직된 소매치기단의 일원으로,

뭄바이의 기차역에서 활동하며 놀라운 솜씨를 뽐낸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이 소년들은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무자비한 두목 사가 바이에게

팔려, 소매치기로 키워졌다. 어느 날 팍판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 있는

Myanmar | 2020 | 97min | DCP | color
Director Maung SUN 마웅 순

검열에 힘이 빠진다. 프로듀서는 끊임없이 돈이 부족하다며 압박을 하고,

유명세가 없는 감독에게 배우를 섭외하는 일조차 쉬운 일이 아니다.

생활고를 탈출하기 위해 은행을 털 생각까지 하게 되고 계획을 세운다.

뭄바이라는 도시가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무법의 도시를 배경으로

미얀마 현대사의 사건들을 바탕으로 지난한 예술가의 삶을 풍자한 신예

시각적으로 강렬한 이미지들과 화려한 카메라 워킹, 속도감 있는 편집을

감독 마웅 순의 데뷔작. (박성호)

통해 잘 짜인 죄와 벌, 속죄와 구원의 스토리가 펼쳐진다. (박선영)

New Currents

벽을 넘어야 한다. 기껏 공들여 써놓은 시나리오는 당국의 얼토당토 않는

카메라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일어난다. 망가진 카메라를 수리하고 어려운

거리의 소년들이 주인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한

Sixteen-year-old orphan Pachpan is a skilled pickpocket in
a group of orphan pickpockets in a train station in Mumbai.
Called by numbers rather than names, the boys have been
sold by their parents to the merciless Sagar Bhai and raised
as pickpockets. One day, Pachpan steals a wallet loaded with
money. When he visits the home of the wallet’s owner at the
address found on an ID card, he begins to feel guilty about
the unexpected events caused by his crime. Orphans are
the main characters of Harami, but so is Mumbai, a city full of
disorder and chaos. Against the backdrop of this lawless city,
powerful images, impressive camerawork, and fast-paced
editing unravel a story of crime, punishment, atonement and
salvation. (PARK Sun Young)

젊은 영화감독 웨이폰은 자신의 데뷔작을 연출하기 위해 험난한 현실의

친구와 친척들의 도움으로 어렵게 준비한 촬영이 시작되지만 곧 고가의

불러온 예기치 못한 나비효과에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하라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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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aged worker Jaebok recently lost a lawsuit asking
for the invalidation of his recent dismissal. Sitting in a tent
in the cold weather, he and his colleagues lose their will to
fight further and feel pity for not being able to relish the time
off work. Jaebok returns home but what awaits him are his
daughters neglecting him and the feeling of worthlessness.
His misery is aggravated because he cannot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his oldest daughter’s college tuition, and a longpadded coat that his little one has always wanted. The issues
that director Lee has drawn attention to in her short films
are now coalesced, developed and displayed in A Leave, her
feature film debut. (JUNG Hanseok)

개와 정승 사이

지갑을 훔치게 되고, 신분증을 보고 찾아갔던 그 집에서 자신의 범죄가

068 Oct 24 / 12:00 / B2

휴가를 떠난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딸들은 무력한 아버지 재복을 반기지

재복은 친구가 사장으로 있는 가구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한여름 밤의 꿈과도 같은 짧은 사랑의 순간은

Harami

자실하다가 우리라고 휴가를 못 갈 건 무엇이냐며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딸이 갖고 싶어하는 롱 패딩 값이 재복을 초라하게 만든다. 휴가는 커녕

훈련에서 낙오된 낯선 군인과 마주치게 되고 서로의 작은 배려에 첫

049 Oct 23 / 18:00 / B2

더 싸울 여력도 여지도 없어진 그와 동료들은 추운 텐트에 앉아 망연

않고 재복도 그만큼 더 미안하다. 큰 딸이 필요한 대학 예치금과 작은

혼자서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에서 염소를 모는 일을 한다. 어느 날

An innocent girl in a village is bullied by her family and villagers
for her poor behavior, and she is called Chnchik that means
stupid instead of her real name. Her mistakes become a
neighbor's laughter, and her parents, who are not happy
with this situation, are ashamed of her as well. However, she
does not lose her dignity, and works alone to herd goats in
the mountains far from the village. One day, she encounters
an unfamiliar soldier who was isolated while he is training.
They feel small compassion with each other and fall in love.
However, a short, dreamlike moment of love on a midsummer
day brings a permanent change to her life. (PARK Sungho)

중년의 해고 노동자 재복은 얼마 전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090 Oct 25 / 20:00 / B2

Wai Bhone, a young film director, has to overcome the tough
realities in order to direct his debut film. The hard worked
scenario is criticised and undermined by the unpretentious
censorship of the authorities. The film producers constantly
pressure for lack of money, and even casting actors to the
unfamous director is not an easy task. With the help of friends
and relatives, the hardly prepared film production begins
at last. However, an accident occurs in which an expensive
camera is dropped. To fix the broken camera and to escape the
difficult life, he even thinks of robbing the bank and he starts to
plan. The debut film of Maung Sun satirizes the life of an artist
based on events in Myanmar’s modern history. (PARK S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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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owball

Three

최선의 삶

Korea | 2020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LEE Woo-jung 이우정

쓰리
강이, 소영, 아람은 같은 고등학교의 친한 친구들이다. 강이는 비교적 평범해

보이고, 소영은 모델이 되는 것이 꿈이고, 아람은 약간 엉뚱하다. 이들은

어느 날 의기투합하여 가출을 결행한다. 하지만 막상 세상은 쉽지 않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강이, 소영, 아람 세 사람의 관계에 찾아온 균열이다. 첫 번째

Kazakhstan/Korea/Uzbekistan | 2020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PAK Ruslan 박루슬란

가출의 실패 이후 집과 학교로 돌아온 그들은 더 혹독한 한 시절을 보내게

사건이 국제 스캔들로 비화될 경우 이듬해 열릴 모스크바 올림픽에 영향을
로카르노영화제, 토론토영화제 등에서 호평을 받았던 박루슬란은 카자흐스탄-

보낸다. 임솔아의 동명 장편 소설을 원작으로 했고, 단편영화로 꾸준히

우즈베키스탄-한국이 합작한 두 번째 장편 <쓰리>에서 엽기적인 살인 및 국가

실력을 쌓아 온 이우정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영화다. 십 대 시절의 정의되지

시스템의 허상과 붕괴를 사실적으로 힘 있게 그려냈다. 2019년 개막작 배우로

않는 그 예민함과 극렬함을 섬세하게 포착해 낸 데뷔작. (정한석)

Summer Blur

단순히 살인만이 아니라 식인을 하고 있다는 경악할 만한 사실을 밝힌다. 이

치료를 명한다. 2012년 첫 장편 <하나안>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강이에 대한 소영의 폭력의 강도는 높아간다. 아름은 그녀대로 힘겨운 시간을

044 Oct 23 / 17:00 / B1

팀 인턴으로 발령 받는다. 스네기레프 팀은 연쇄살인범을 쫓고 있는데, 그가
미칠 것이라 우려한 당국에서는 어렵게 잡은 범인에게 정신병원 수감

된다. 소영은 강이와 있었던 비밀스런 사건 이후로 강이를 점점 더 따돌리고

Gangi, Soyeong, and Aram are best friends who go to the same high
school. Gangi appears relatively normal, compared to Soyeong who
dreams of becoming a model, or Aram who is unique in her own special
way. One day, they decide to run away from home. However, life does not
go easy on them. What is more serious are the cracks in their relationship.
After their failed attempt to run away, they return home and go back to
school only to face more challenges. What had happened to Soyeong
and Gangi later prompts Soyeong to intentionally leave Gangi out, and
the bullying gets worse as time goes by. Aram also has a hard time along
the way. Based on Lim Solah’s full-length novel of the same title, Snowball
is the directorial debut of Lee Woo-jung who has been constantly making
interesting short films. It elaborately captures the emotional sensitivity and
turbulence of adolescence that cannot be easily defined. (JUNG Hanseok)

1979년 소비에트연방 카자흐스탄. 셰르는 연방 최고의 수사관 스네기레프의

부산을 찾았던 사말 예슬라모바가 출연했다. (박선영)

089 Oct 25 / 16:30 / B2

Soviet Kazakhstan in 1979. Sher becomes an intern in a team
led by the competent Soviet investigator Snegirev. The team
is chasing a cannibalistic serial killer. The authorities order the
criminal to be treated in a mental hospital due to concerns
that this incident might negatively affect the Moscow Olympic
Games if it receives international attention. Pak Ruslan, whose
2012 debut feature Hanaan received favorable reviews from
film festivals in Busan, Locarno, and Toronto, presents a strong
portrayal of bizarre murders and the destruction of a corrupt
state system in his second feature Three, a joint project between
Kazakhstan, Uzbekistan, and South Korea. The film stars Samal
Esljamova, who attended the 2019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op promote that year’s opening film. (PARK Sun Young)

희미한 여름

China | 2020 | 88min | DCP | color
Director HAN Shuai 한슈아이

이기적인 사촌 동생, 매사 피곤한 이모 가족들과 함께 사는 열세 살 소녀
구오는 상하이에 있는 재혼한 엄마에게 하루 빨리 가고 싶다. 구오는

강가에서 함께 RC 비행기를 날리던 친구가 익사하자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만다. 구오를 좋아하는 유는 그날, 구오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구오는 유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희미한 여름>은 사춘기의 문턱에 들어선 소녀의 성장 스토리이다. 무책임한
엄마가 방기하여 이모에게 눈칫밥을 먹으며 사는 구오는, 열세 살 소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겪으며 점차 어른들의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나이,
계층, 젠더에 따른 차별과 이에 맞서는 강단 있는 구오의 모습을 차분하고
절제된 톤으로 담아 낸 한슈아이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인다. (박선영)

069 Oct 24 / 15:00 /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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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urrents

Thirteen-year-old Guo, who lives with a selfish cousin, an
always-tired aunt and her family, wants to live with her newly
remarried mom in Shanghai. When a friend drowns while
playing with Guo by the riverside, Guo flees the scene in shock.
Yu, who likes Guo, knows that she was there on that day, but
Yu’s infatuation only makes Guo uncomfortable. Summer
Blur is a coming-of-age story about a girl on the threshold of
puberty. Neglected by an irresponsible mother and living with
an unwelcoming aunt, Guo enters the world of adults through
a series of events that a thirteen-year-old cannot possibly
handle. Director Han Shuai’s directing captures the strongminded Guo who defies age, class, and gender discrimination
in a calm and restrained manner. (PARK Su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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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의 오늘_파노라마

동시대 한국영화의 역량과 흐름을 만끽할 수 있는 그해의 다양한 대표작 및 최신작을 선보이는 섹션이다.
An introduction to the year's most significant and popular Korean films,
from commercial blockbusters to art house favorites.

CICADA
매미소리

Korea | 2020 | 122min | DCP | color
Director LEE Chungryoul 이충렬

다큐멘터리 <워낭소리>(2009)를 연출했던 이충렬 감독의 재기작이자
극영화 데뷔작. 진도 지방의 전통적인 장례 민속놀이 다시래기의 명인과

그의 딸과 손녀에 관한 이야기. 딸은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빚더미에

쫓겨 고향으로 돌아오는 신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아버지와는 불편한
관계다. 아버지에게는 그의 혼이 담긴 다시래기 뿐이고 아버지의 외면

속에 죽어간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딸에게 여전히 상처와 병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도 조금씩 회복과 희망의 기운이 감돈다. 가족
삼대의 갈등과 화해, 한 민속 명인의 집념 어린 예술혼 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충렬 감독은 다시래기의 연희극을 주요 대목마다 과감하게

도입하면서 연희극과 영화 그 어딘가에서 전통적이면서도 생경한
감정을 자아낸다. (정한석)

© JAYURO PICTURES

042 Oct 23 / 10:00 / B1

BEASTS CLAWING AT STRAWS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Korea | 2020 | 108min | DCP | color
Director KIM Yong-hun 김용훈

Days of Green
로테르담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에서 인물들은 돈 가방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천국과 지옥을 살아간다. 다수의 인물들이 돈 가방을 서로

낚아채고 가로채기를 반복하며 아귀다툼의 형국을 만들어 낼 때 혹은 그

돈 가방이 이리 저리로 옮겨 다니며 인물들의 사정과 사연을 길어 낼 때,

청산, 유수

Korea | 2020 | 90min | DCP | color
Director SHIN Dong-il 신동일

‘돈 가방’이란 끝내 인간의 쾌락이나 행복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악하고

겸허히 귀속되어 치유된다. 이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여정의 길은, 말
그대로, 청산유수, 막힘이 없이 유려하게 삶의 소중한 어딘가로 우리를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정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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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방문자>로 주목을 모은 뒤, <나의 친구, 그의 아내>, <반두비>,

화해의 감동이 생겨나고, 기형적인 슬픔과 사건들은 다시 삶의 장 안으로

소설을 원작으로 삼았고, 2019년 로테르담영화제 본선 경쟁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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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관계인 두 사람의 우연한 동행의 여정이 <청산, 유수>의 내용

모색한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인물들의 만남 속에서도 마침내 공존과

축축하고 무섭고 흥미롭게 벌어지는 일이다. 일본 작가 소네 케이스케의

043 Oct 23 / 13:30 / B1

남자(김진엽).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방금 뛰쳐나온 젊은 여자(이설).

신동일 감독은 전작들의 장점을 제각각 확장하되, 동시에 새로운 길을

아니라 그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장르적 세상에서

The characters in BEASTS CLAWING AT STRAWS live in their
own heaven and hell with a bag of money. ‘The money bag’
is not the property of pleasure or happiness after they snatch
and intercept the money bag and fight. The money bag is
dragged from place to place, bringing up the circumstances
and stories of the characters. The money bag becomes an
evil and a terrifying god, which plunge the people into deeper
contradictions and despair. In the genre world of BEASTS
CLAWING AT STRAWS, wet, scary, and interesting things happen.
The film is based on a novel by Japanese writer Keisuke Sone
and won the Special Jury Award at Tiger Competition in the
2019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JUNG Hanseok)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근근이 자가용 택시 영업을 하며 살아가는 젊은

<컴,투게더>로 꾸준히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온 완강하고도 우직한

무서운 신이 되어서 인물들을 더 깊은 모순과 수렁으로 빠뜨린다. 다름

©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CICADA is the feature film debut for director Lee Chungryoul
who directed the documentary Old Partner (2009). The story
revolves around a master of the traditional funeral play called
Jindo Dasiraegi. One day, his daughter returns home years
after she left, saddled with debt. Their relationship remains
uneasy as she is still in agony over the death of her mother
in total disregard of her father, as his heart and soul were
dedicated to performing Dasiraegi. In dealing with the conflict
and reconciliation, director Lee embeds dramatic scenes of the
folk play into the film as he projects a unique aura on screen.
(JUNG Hanseok)

담담히 데리고 간다. (정한석)

060 Oct 24 / 14:00 / BH

A young man (Kim Jinyeop) is eking out a living driving a taxi
while being chased by moneylenders. A young woman (Lee
Seol) just ran out of her father’s funeral. Days of Green is about
an unintentional journey that the two strangers undertake
together. The emotion of coexistence and reconciliation rises
despite the unlikely combination of the two characters. The
distorted sadness returns to the reality of life and heals. The
paths they take on their journey are of absolute smoothness,
leading to a precious place in life. (JUNG Ha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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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 Us from Evil

Everglow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Korea | 2020 | 108min | DCP | color

Director HONG Won Chan 홍원찬

빛나는 순간
추격당하면서 추적한다. 전직 특수요원 출신의 살인청부업자 인남(황정민)

이 태국에서 사라진 딸의 행방을 수소문한다. 그리고 인남에게 형을 살해

당한 인간백정 레이(이정재)가 그런 인남의 뒤를 쫒는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는 단순하지만, 아니 단순하기에 강렬하다. 외형적으로는 하드

Korea | 2020 | 95min | DCP | color
Director SO Joonmoon 소준문

보일드 액션 추격물이고, 정서적으로는 밀도 높은 폭력의 멜로드라마다.

위무가 되어가는 영화다. 다소 이완된 구성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빛나는

연기가 밀도 높은 폭력의 카타르시스를 완성한다. 암살자를 쫓는 추격자

순간들이 선연히 각인되는 이유는, 슬픔을 제 몸처럼 간직한 진옥과 경훈이

라는 콘셉트에 맞춰 극한의 액션 쾌감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하드

서로를 끌어안는 고혹하고도 사려 깊은 태도 때문이며, 영화가 이 고운

보일드 추격 액션물이다. (송경원)

Empty Body
인간증명

Korea | 2020 | 90min | DCP | color
Director KIM Ui-seok 김의석

인물들을 용감하게 담아내기 때문이다. (홍은미)

© MYUNGFILMS

083 Oct 25 / 10:30 / B1

The Man Standing Next

근 미래의 어느 날, 혜라(문소리)는 십 대 아들 영인(장유상)을 의문의
차량사고로 잃었다. 혜라는 아들의 남은 뇌 일부를 인공지능과 결합하여

그를 다시 소생시키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점점 이상함을 느낀다. 인공
지능이 아들의 존재를 완전히 소멸시킨 뒤 살아 있는 진짜 아들인 척 행세

Korea | 2019 | 113min | DCP | color
Director WOO Min-ho 우민호

암살사건 40일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재구성한다. 동명의 논픽션 베스

트셀러를 바탕으로 한 <남산의 부장들>은 한국 현대사의 심장을 해부하는
두운 면을 장르적으로 해부해왔던 우민호 감독은 느와르, 스릴러 등

에서 농밀한 밀도의 쇼트와 씬을 주조해 내는 방면에서도 역시 뛰어난

여러 선 굵은 스타일들을 영리하게 차용하는 가운데 절제된 연출로 집중

창작자임을 강력히 입증해낸다. 동명의 50분짜리 방송 버전에서 40분이

력을 더한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경유하여 인간의 욕망을 해부하는 수컷

추가되어 거의 두 배 가까이 확장된 버전인데, 바로 여기에 이 영화의

들의 지리멸렬한 투쟁기. 묵직한 소재, 믿고 보는 배우들의 농밀한 연기를

영화적 정수가 담겨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정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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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에 총구를 겨눴다. <남산의 부장들>은 1979년 10월26일 대통령

드라마다. <내부자들>(2015), <마약왕>(2017)을 통해 욕망과 권력의 어

기량을 선보이며 일거에 주목받았다. 그는 두 번째 장편영화 <인간증명>

One day, Hye-ra (Moon So-ri) loses her teenage son Young-in
(Jang Yoo-sang) in a mysterious car accident. Hye-ra succeeds
in reviving her son's brain by combining it with AI. However, it
becomes stranger as the AI pretends to be the real Young-in
after completely destroying his existence. The new director,
Kim Eui-seok, was noted for his ability as a persistent narrator
of sharp and complicated incidents in his extraordinary debut
film After My Death. In his second feature film Empty Body, he also
strongly proves to be an excellent creator in the field of casting
dense shots and scenes. The 50-minute broadcast version of
the same name has nearly doubled with the addition of 40
minutes to encapsulate its cinematic essence. (JUNG Hanseok)

1979년 10월26일 중앙정보부장 김규평(이병헌)은 박대통령(이성민)의

동시에 권력에 매몰되어 무너지는 인물들의 초상을 섬세하게 잡아낸 심리

<죄 많은 소녀>에서 첨예하고 복잡한 사건에 관한 집요한 서술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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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 is an enviable island to everyone, but we cannot forget the
deep pain that exists. Over half a century ago, tens of thousands
were slaughtered under the specter of ideology; only a few years
ago, in April, so many students were buried in our hearts without
arriving on this beautiful island. Everglow begins with the cute
struggle of Kyung-hoon (Ji Hyun-woo), who visited Jeju to make
a documentary about Jin-ok (Ko Doo-sim), a female diver. Kyunghoon’s work becomes a sincere mission for the souls buried in
the deep sea and mountains. Despite the relaxed plot, the film
imprints brilliant moments by showing Jin-ok and Kyung-hoon,
who embrace their pain in a bitter and thoughtful manner. The
film bravely captures these fine characters. (HONG Eunmi)

남산의 부장들

하고 있다고, 그녀는 의심하게 된다. 신예 김의석 감독은 비범한 데뷔작

155 Oct 29 / 20:30 / B1

아름다운 섬에 도착하지 못한 채 우리의 가슴에 묻혔다. <빛나는 순간>은

묻힌 영혼들과 여전히 흐느낌을 멈출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정성스러운

끌고 간다. 홍경표 촬영감독의 완성도 높은 촬영과 배우들의 끈적이는

045 Oct 23 / 20:30 / B1

망령에 의해 무구한 주민들이 학살당했고, 몇 년 전엔 많은 이들이 이
찾은 경훈(지현우)의 귀여운 분투로 시작해 어느새, 깊은 바다와 산중에

들로 완성된 영화는 기대 이상 위력으로 관객을 숨 쉴 틈 없이 잡아

© CJ Entertainment

아픔 또한 서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한다. 오래전 이곳에선 이데올로기의
최고의 해녀 진옥(고두심)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려 제주도를

이야기와 전개는 전형적이라 해도 좋다. 이렇게 익숙한 스토리라인과 조합

Trace while being chased. In-nam (Hwang Jung Min), a former special
agent and hitman now asks around the whereabouts of his daughter
who disappeared in Thailand. Ray (Lee Jung Jae), whose brother
was murdered by In-nam, follows him. Deliver Us from Evil is simple,
but powerful. On the surface, it is a hard-boiled action chaser, but
emotionally it is a melodrama with dense violence. There is nothing
new in the stories and development. However, the film breathlessly
draws audiences in through a tried-and-true storyline and familiar
combinations. DP Hong Kyung-pyo's high-quality filming and the
actors' captivating acting complete the catharsis of dense violence.
It's a hard-boiled chaser designed to give you the ultimate action
pleasure of pursuing after an assassin. (SONG Kyung-won)

제주도는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선망의 섬이지만, 우리는 이곳에 깊은

영리하게 조율한 끝에 피어나는 서스펜스가 압권이다. (송경원)

063 Oct 24 / 09:30 / B1

On October 26, 1979, Kim Gyu-pyeong (Lee Byung-hun), the head of
KCIA, assassinated President Park (Lee Sung-min). The Man Standing
Next reconstructs what happened 40 days before the assassination.
Based on the non-fiction bestseller of the same name, The Man
Standing Next is a psychological drama that delicately captures the
portraits of people at the heart of power in modern Korean history.
Director Woo Min-ho, who dissected the dark side of desire and
power through Inside Men (2015) and Drug King (2017), adds various
bold styles such as noir and thriller. It depicts the scrappy struggles
among males who dissect human desires via modern Korean
history. The heavy subject matters and the suspense blooming from
trusted actors are the climaxes. (SONG Kyu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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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and Me

Peninsula

사라진 시간

Korea | 2020 | 104min | DCP | color
Director JUNG Jin-young 정진영

반도
시골마을에 부임한 교사 수혁(배수빈)과 이영(차수연) 부부는 환상의
커플이다. 부부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있지만, 그들의 극진한 사랑은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을 듯하다. 그러나 비밀은 우연한 계기로 탄로 나며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 퍼지고, 부부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죽음을 맞는다.

Korea | 2020 | 115min | DCP | color
Director YEON Sangho 연상호

<사라진 시간>이 급격히 면모를 바꾸며 신기한 착란 속으로 이야기를

추격의 카 체이싱이 핵심인 포스트 아포칼립스물에 가깝다. 쉽고 부담 없고

정진영의 배짱과 기개와 정교한 장면들이 신나게 어우러지는, 놀라운

깔끔한, 꼼꼼히 계산된 기획영화의 한 모델. (송경원)

감독 데뷔작이다. (홍은미)

Korea | 2020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CHOI Ha-na 최하나

002 Oct 21 / 10:00 / BH

Spring Song

<애비규환>이라는 제목은 이 귀엽고 재기발랄한 가족 영화가 선사하는

첫 번째 농담이자 재치다. 대학생 신분으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던
토일(정수정)은 고3 수험생 호훈(신재휘)과 사랑에 빠지고 아이를 임신

한다. 영화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심각한 지점으로 몰고 가는 대신 발랄한

Korea | 2020 | 83min | DCP | color+b&w
Director YU Jun-sang 유준상

행에 오른다. 봄을 맞는 곡이 될 거라는 야심찬 계획이 있을 뿐, 배우도
없고 주제도 없지만 무작정 떠난다. 여기에 일본의 뮤지컬 배우 나카가와

배우 유준상이 감독을 맡아 연출한 <스프링 송>은, <내가 너에게 배우는

활동했고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실력을 쌓아온 정수정이 긍정

것들>, <아직 안 끝났어>에 이어지는, ‘제이 앤 조이 20 연작’의 세 번째

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인물 토일을 인상적으로 연기하고, 장혜진, 최덕문,

작품인데, 전작들과 기조는 유사하되, 만듦새는 더욱 세련되고 유연해

강말금 등 실력 있는 배우들의 연기도 흥미롭다. ‘애비’들에 관한 혹은

졌다. 자유롭고 열정적인 창작 현장에의 기록 혹은 소박한 예술가들에

가족에 관한 따뜻하고 소박한 천국이 여기 있다. (정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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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화는 약간은 충동적인 마음으로 뮤직비디오 한 편을 찍기 위해 일본

비디오 제작 현장기가 설원과 저 멀리 후지산을 배경으로 내내 펼쳐진다.

일화와 인물과 사건들이 따라붙는다. 아이돌 걸그룹 f(x)에서 크리스탈로

Toil (Jeong Soo-jeong) tutors high school student Hohoon
(Shin Jae-hui), but she soon falls in love with him and gets
pregnant. The film unfolds a series of playful happenings
when Toil embarks on a journey to find her birth father for the
wedding, though she is living with her step-father. The role
of Jeong is masterfully performed by Crystal from the K-pop
idol group f(x) who does an impressive job of playing the lively
character of Toil. The performance of other talented actors
including Jang Hyejin, Choi Deokmoon and Kang Malgeum
are also delightful. This film presents a warm, simple paradise
for families. (JUNG Hanseok)

어느 겨울, 2인조 음악 밴드 ‘제이 앤 조이 20’의 아티스트 유준상과

아키노리, 한국의 배우 김소진, 정순원이 모이자, 좌충우돌 유쾌한 뮤직

버지가 아니라 친아버지를 찾겠다며 여행길에 나서자 줄줄이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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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years after Train to Busan, which caused a K-zombie craze
around the world, another story begins on the devastated
Korean Peninsula. If Train to Busan was a direct narrative to
escape to Busan under the limited setting of the KTX, Peninsula
is a story of entering and escaping from an apocalyptic Seoul.
Jeong-seok (Kang Dong-won), a former soldier, loses his
sister and nephew while leaving the peninsula. Four years
later, Jeong-seok and his brother-in-law accept an offer from
Hong Kong gangs and head back to Seoul. They only have 3
days to complete the mission. Peninsula is a post-apocalypse,
where car-chases and escapes matter more than zombies. It’s
a carefully calculated planned film that is easy, effortless, and
neat in its presentation. (SONG Kyung-won)

스프링 송

소동극으로 이끌어 간다. 결혼식을 앞둔 토일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양아

084 Oct 25 / 13:30 / B1

된 서울 한복판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는 이야기다. 군인 출신인 정석

목숨을 건 탈출과 추격이 이어진다. <반도>는 좀비물이라기보다는 탈출과

논리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며 전력 질주해 나간다. <사라진 시간>은 배우

애비규환

제한된 상황에서 부산까지 탈출하는 직진의 서사였다면, <반도>는 폐허가

들여 다시 서울로 향한다. 반도에 잠입 후 빠져나가는 데까지 제한시간은 3일,

형구의 삶이 통째로 사라져 버리는 기이한 상황 속에서도, 영화는 서사의

More Than Family

된 한반도를 배경으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부산행>이 KTX라는

감에 그저 숨만 쉬고 살아가던 정석과 매형은 홍콩 범죄조직의 제안을 받아

이상한 행각이 계속되고, 화재 사건의 전모를 밝혀 낼 거라 호언장담 하던

064 Oct 24 / 13:00 / B1

전 세계에 K-좀비영화의 열풍을 일으켰던 <부산행>으로부터 4년 후 폐허가

(강동원)은 한반도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누나와 조카를 잃는다. 4년 뒤 죄책

몰아가는 지점은 형사 형구(조진웅)가 등장하면서부터다. 마을 사람들의

Soo-hyuk (Bae Soo-bin) and Lee-young (Cha Soo-yeon), are
a fantastic couple working at a school in a village. They have
secrets but their strong love yields to nothing. However, the
secrets are revealed by chance, spread quickly throughout the
village, and the couple is killed in a sudden fire. When detective
Hyeong-gu (Cho Jin-woong) appears, Me and Me changes its
face rapidly and drives the story into a strange mess. Despite
the bizarre situation, the villagers act strangely and Hyunggu's whole life disappears, the movie runs with all its strength,
regardless of the logic of the narrative. Me and Me is an amazing
directorial debut film of Actor Jung Jin-young, which combines
initiative, spirit, and elaborate scenes. (HONG Eunmi)

칸 2020

관한 유쾌한 찬가다. (정한석)

027 Oct 22 / 19:30 / B1

One winter, Yu Jun-sang and Lee Jun-hwa, the two members
of a band “J and Joy 20” get on a flight to Japan with an impulse
to film a music video. They set off to Japan, without any actors
or themes prepared and armed only with an ambitious plan to
make a song for spring. As Japanese musical actor Nakagawa
Akinori and two Korean actors Kim So-jin and Jung Soon-won
gather together, a joyful production of the music video unfolds
on a snowfield with Mount Fuji in the background. Spring Song
is a record of passionate creations and a pleasant aria about
artists with simple and pure minds. (JUNG Ha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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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Rain2 : Summit Extended Edition

Three Sisters

강철비2:정상회담 확장판
Korea | 2020 | 142min | DCP | color

Director YANG Woo-seok 양우석

세 자매

대한민국 대통령(정우성), 북한 위원장(유연석), 미국 대통령(앵거스 맥퍼이

든) 남북미 세 정상이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북한 원산에 모인다.
평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할 것 같지만 협상은 지지부진이다. 그 틈을 타

북한 강경파를 이끄는 호위총국장(곽도원)이 쿠데타를 일으켜 세 정상을

Korea | 2020 | 115min | DCP | color+b&w
Director LEE Seung-won 이승원

납치, 핵잠수함에 가둔다. 양우석 감독의 <강철비2: 정상회담>은 전쟁 직전

유연하다. 무엇보다 <세 자매>의 매혹은 세 자매를 연기하는 세 배우의

소름 돋을 정도로 훌륭한 연기로부터 시작되고 강력해지는데, 이 매혹

스럽다. 자칫 어둡고 심각할 수 있는 내용을 재치있게 버무리는 한편 그

으로 보는 이의 시선을 휘어잡는다. (홍은미)

속에 날카로운 메시지도 잊지 않은, 균형 잡힌 결과물이다. (송경원)

Korea | 2020 | 134min | DCP | color

Director YOON Sung-hyun 윤성현

베를린영화제 스페셜갈라

소년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2010년 <파수꾼>으로 한국독립영화의 한

경향을 이끌었던 윤성현 감독은 10년만의 신작 <사냥의 시간>을 통해
이 땅에 더 이상 발붙일 곳 없는 청년들의 범죄 탈출극을 그린다. 근
미래의 한국, 준석(이제훈)과 친구들은 희망이 없는 이곳을 탈출하기

172 Oct 30 / 20:30 / B1

Vestige

Korea | 2020 | 76min | DCP | color

Director KIM Jongkwan 김종관 / JANG Kunjae 장건재

산기슭의 폐가를 홀로 찾아 드는 허름한 차림의 중년 여인(김금숙)을

면서도 스산하고 조용하지만 위태롭다. 1부와 2부 모두 서로 뒤질 것
없이 우아한 움직임과 빛과 감정을 성취해 낸다. 김종관, 장건재 감독의

되어버린 미래를 상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킬러의 위협 앞에 무기력한

합주가 빚어내는 아름다운 작품. 무주산골영화제가 기획, 제작, 제공했다.

사냥감으로 전락한다. 영화는 그 쉼 없는 폭력과 긴장에 집중한다. 장면의
완성도를 향한 감독의 고집과 시간이 지나도 빛 바라지 않을 맑은 소년

(정한석)

성을 확인할 수 있는 뚝심 있는 영화다. (송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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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1부, 장건재 감독의 작품을 2부라고 해보자. 1부에서 영화는 어느

민재(강진아)와 태규(곽민규), 그들의 주변 인물들을 그리는 2부는 차분하

닮은 영화다. 함께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던 친구들은 지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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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감독의 단편이 이어져 만들어지는 하나의 장편영화다. 김종관 감독의

우리를 몰두시킨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추격을 받으며 위기에 빠진다. <사냥의 시간>은 탈출 불가능한 악몽을

065 Oct 24 / 16:30 / B1

<달이 지는 밤>은 김종관, 장건재 감독의 각 단편을 묶은 옴니버스이자

따라간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딸(안소희)에 관한 기억과 환영으로

처음엔 성공하지만 곧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조직의 킬러 한(박해수)의

© 넷플릭스 제공

Three sisters live in different ways, burying an unfortunate past into
their hearts. Mi-yeon (Moon So-ri), a choir conductor , leads a wellrounded life as the spouse of a professor husband. Mi-ok (Jang
Yoon-joo) is a reckless writer who lives immaturely, the eldest
sister Hee-sook (Kim Sun-young) barely sustains her miserable life.
They are now unhappy, stuck to the past with their own reasons.
Three Sisters deals with extreme characters and stories that cross
sadism and self-torture. The work mirrors director Lee Seungwon's previous films Communication & Lies and Happy Bus Day in
a less violent and flexible presentation. The eye-catching charm of
Three Sisters resides in the chilling and powerful performances of
the actresses playing the three sisters. (HONG Eunmi)

달이 지는 밤

위해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도박장을 털기로 한다. 이들의 무모한 계획은

There is no country for boys. Director Yoon Sung-hyun, who led a
trend in Korean independent films with Bleak Night in 2010, depicts
boys in agony through his new film Time to Hunt. Jun-seok (Lee
Je-hoon) and his friends rob a casino run by gangs to escape a
hopeless country. Their reckless plans seem successful, but they are
soon in crisis after being chased by killer Han (Park Hae-soo). Time
to Hunt resembles an inescapable nightmare. The guys become
helpless prey in front of the killer’s threat, which symbolizes a hellish
future. Focusing on constant violence and tension, the film shows
the director’s stubbornness toward the perfection of scenes and a
boyhood that will last forever. (SONG Kyung-won)

막무가내형 작가며, 장녀 희숙(김선영)은 말할 수 없이 망가져버린 생을

적인 캐릭터와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전작들보다 훨씬 덜 과격 하며

무대로 벌어지는 긴장감 넘치는 상황과 액션들로 연결되는 흐름이 자연

사냥의 시간

엿보이긴 해도 윤택한 삶을 살고 있고, 미옥(장윤주)은 철없이 살아가는

전작 <소통과 거짓말>, <해피뻐스데이>처럼 가학과 자학을 넘나드는 극단

풍자가 전작보다 훨씬 강화된, 블랙코미디를 표방하는 가운데 핵잠수함을

Time to Hunt

있다. 성가대 지휘자이며 교수 남편을 둔 미연(문소리)은 광신도의 면모가

저마다의 연유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세 자매>는 이승원 감독의

정치, 역사, 군사적 상황을 예리하게 진단한다. 넘쳐나는 대사를 통한

059 Oct 24 / 10:00 / BH

불운한 과거를 깊이 묻어둔 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 자매가

근근이 지탱해가는 인물이다. 세 자매의 현재는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고

의 한반도를 무대로 했던 전작 <강철비>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반도의

President of South Korea (Jung Woo-sung), North Korean leader
(Yoo Yeon-seok), and U.S. President (Angus Macfadyen) gather in
Wonsan, North Korea, to sign a peace treaty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But negotiations are slow. Taking advantage of this,
the Director of Guard in NK (Kwak Do-won) stages a coup, kidnaps
the three leaders, and locks them in a nuclear submarine. Director
Yang Woo-seok's Steel Rain 2: Summit Extended Edition shows the
political, historical, and militar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a different way from his previous work Steel Rain. Through satire
advocating black comedy, it is a natural to link the submarine
tension and action. This film tactfully mixes dark and serious
content, while giving a sharp message. (SONG Kyung-won)

2017 APM 프로젝트

009 Oct 21 / 19:30 / B1

Vestige is an omnibus of two shorts by directors Kim and Jang,
which both lead to making a feature film. Being part 1, director
Kim depicts a shabby middle-aged woman wandering into an
abandoned house at the foot of a mountain that lures us into
the hallucinations she sees of her daughter. Part 2 by director
Jang’s film is calm and serene, yet precarious as it follows two
public officers working at the county office in a quiet rural town.
Elegance in movements, lighting, and emotions generates an
exquisite ensemble of the two films. Vestige is produced and
provided by the Muju Film Festival. (JUNG Ha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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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의 오늘_비전

뛰어난 작품성과 독창적 비전을 지닌 한국독립영화 최신작을 선보이는 섹션이다. 다양한 상이 수여된다.

Beyond You
그대 너머에

Korea | 2020 | 119min | DCP | color

Director PARK Hong-min 박홍민

A carefully selected lineup of Korean independent feature films of the year
and a glimpse into the future of Korean cinema.

평범하게 생긴 남자와 여자, 흔한 주택가의 골목길, 그리고 개미 한
마리만 있으면 불가사의한 무한의 세계를 만들어 낸다. 박홍민 감독

영화의 비범한 특징이며 그의 신작 <그대 너머에>의 매력이다. 기억과
시간에 관한 켜켜이 접혀 있는 주름들이 예측 불가한 짜릿함을 안기며
접히고 펼쳐지기를 반복한다. 마법은 영화가 시작된 뒤 50여 분 정도

지나 본격적으로 일어난다. 이즈음까지 영화는 앞으로 벌어질 기이한
일들을 위해 차곡차곡 기단을 쌓아간다. 경호라는 영화감독에게는

첫사랑 인숙이 있었다. 시간이 오래 흐른 어느 날, 성인이 된 인숙의 딸이
경호를 찾아와 그가 친부인지를 묻는다. 익숙한 멜로드라마가 전개될
만한 전형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만, 이제 영화는 이 인물들을 데리고
그들과 우리의 뇌로 파고들어 놀라운 미로를 만든다. (정한석)

103 Oct 26 / 17:00 / B1

AND THERE WAS LIGHT

FIGHTER

온 세상이 하얗다

Korea | 2020 | 109min | DCP | color
Director KIM Ji-seok 김지석

파이터
매일 죽겠다고 다짐하지만 정작 알코올성 치매로 그 다짐을 매번 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남자. 이 남자만큼이나 술에 절어 매일 슬픔과

무력감으로 살아가는 여자. 둘은 생면부지의 관계지만, 좁은 동네의
길목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어쩌다 보니 같이 술을 마시게 되고, 이유는

Korea | 2020 | 103min | DCP | color
Director Jéro YUN 윤재호

잘 알 수 없어도 남자의 희박한 기억력을 이용해 여자가 남자의 애인임을

경쟁부문에서 각각 극영화와 다큐가 동시에 선정되는 전무후무한 성과도

는 탈북민에 관하여 자칫 자극적으로 묘사될 수 있는 지점들을 걸러 내며

전반부에는 기괴함과 음산함과 우스꽝스러움이 함께 기거하고, 두

신중하게 기술해내는 한 편,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진아의 굴곡진 삶을

인물이 길을 나선 뒤로는 몽롱함과 아득함과 때로는 평안함이 피어나는,

면밀하고도 숨가쁘게 포착해낸다. 인물에 관한 성찰과 미학적 시도가

괴이하고 매력적인 러브스토리 혹은 로드무비. (정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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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소개된 바 있다. 올해는 비전과 와이드앵글

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다시 한 번 인생의 전환을 맞게 된다. <파이터>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는 내내 호기심이 가득해지고 리얼하다고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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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중한 만듦새를 지녔다. 그 중 극영화인 <뷰티풀 데이즈>는 2018년

진아는 한국에서의 힘겨운 삶을 시작하며 복싱 도장에서 청소부로

떠나게 된다. <온 세상이 하얗다>에는 말이 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다.

A man determines to kill himself every day, but continues with his
life because he forgets to end himself due to alcoholic dementia.
A severely alcoholic woman is living her life under grief and
helplessness. These two utter strangers run into each other and
happen to sit down for a drink. Seemingly, for no particular reason,
she exploits the man’s sparse memory and installs a false-memory
of herself as a previous lover, which he surprisingly believes. The
two then set off to finish their lives together. Though nothing
seems to make sense, AND THERE WAS LIGHT brings the sense of
realism and ignites our curiosity. The bizarre, gloomy, and ludicrous
ambiance from the early parts of the film turn into a charming and
soothing love story as they begin their journey. (JUNG Hanseok)

윤재호 감독은 지금까지 다큐 2편, 극영화 1편을 만들었는데, 전부

얻어냈다. 감독은 <파이터>에서 다시 탈북민을 주인공으로 한다. 탈북민

자처하게 되고, 남자는 그걸 믿게 되고, 그리고 둘은 함께 죽기 위해 길을

138 Oct 28 / 20:30 / B1

Even if only a man and woman, a street, and an ant are given
to director Park Hong-min, he can create a mysterious world
of infinite possibilities. It is an extraordinary feature of Park’s
films and the charm of his new film Beyond You. Folded
memory and time unravel and curl up back and forth, offering
an unpredictable thrill. The magic surfaces about 50 minutes
after the film begins as the main character Kyungho confronts
a young lady, who is the daughter of Insook, his first love. She
asks Kyungho if he was her father. The film sails forward after a
common melodrama story unfolds into an astonishing maze
in our heads. (JUNG Hanseok)

조화를 이루는 작품. (정한석)

121 Oct 27 / 20:30 / B1

Director Jéro Yun has made two documentaries and one
feature film Beautiful Days introduced as the opening film of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8. This year, he has both
a feature film and a documentary selected for Vision and Wide
Angle. Director Yun again utilizes a North Korean defector as
the main character in FIGHTER. Jin-ah begins her life in South
Korea by working as a cleaning lady at a boxing dojo (club),
where she once again faces a life-changing moment. FIGHTER
uses discretion in depicting the life of a defector, yet candidly
captures the bleak reality she goes through. It reaches a
harmony in reflecting a character with creative aesthetic
attempts. (JUNG Hanseok)

73

Good Person

Our Joyful Summer Days

좋은 사람

Korea | 2020 | 101min | DCP | color
Director JUNG Wook 정욱

기쁜 우리 여름날
이 영화를 끝까지 보고 나면, <좋은 사람>이라는 영화의 제목은 도덕군자를
가리키는 정의의 말이 아니라, 과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고 날카롭게 묻는 파괴적 질문처럼 느껴지게

된다. 학생들에게 자애로운 고등학교 교사 경석의 반에서 도난사건이 벌어

Korea | 2020 | 114min | DCP | color
Director LEE Yu-bin 이유빈

진다. 정황상 학생 세익이 범인으로 지목되고 경석도 세익에게 자술을 유도

으로 주목을 모았던 이유빈 감독이 오랜만에 내놓은 두 번째 장편영화인데, 젊은

사람은 누구인가. <좋은 사람>은 짜임새 있는 이야기 전개와 뛰어난 연기력

연인들의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섬세하고 예민하게 그려내고 있다. (정한석)

으로 거대하고 난감한 질문을 관객 앞에 던져 놓는다. (정한석)

Korea | 2020 | 81min | DCP | color

Director LEE Seunghwan 이승환/YOO Jaewook 유재욱

101 Oct 26 / 10:30 / B1

Our Midnight

라임크라임

어느 고등학교의 음악 실기 시험 시간이다. 칠판에는 가요와 랩은 안 된다고

엄연히 공표되어 있지만 송주는 아랑곳없이 랩 실력을 뽐내고 있다. 선생님은
그에게 조용히 F를 준다. 하지만 교실의 한쪽에서 주연은 송주를 보며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주연도 송주 만큼이나 힙합을 좋아한다. 송주는 문제 학생에

Korea | 2020 | 77min | DCP | color+b&w
Director LIM Jung-eun 임정은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회사에서는 도리어 흉흉한

억측과 소문의 당사자가 된다. 은영이 밤늦게 한강 다리를 찾아 거기 섰을
대화하며 서울 시내를 걷고 또 걷는다. 예민하게 조율된 흑백 화면과 밤의

연출한 이 영화는 성장영화와 음악영화라는 양자의 재미를 능숙하게 성취해낸다.

리듬, 신중하게 설계된 카메라의 앵글과 인물의 동선과 대사의 밀도,

무엇보다 라임크라임이 랩을 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신이 난다. (정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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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게 결혼 소식을 알리며 이별을 선언했다. 은영은 사내 연애를 하다

지훈과 은영이 우연히 만나 그들만의 밤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두 사람은

‘라임크라임’을 결성한다. 이승환, 유재욱 공동감독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During a high school music exam to assess the singing abilities of
students, Songju shows off his rapping skills despite the blackboard
in the background stating that pop and rap songs are not allowed.
The teacher gives him an F on the test without saying anything. In the
meantime, on one side of the classroom, Juyeon looks happy, watching
Songju rap. He loves hip-hop as much as Songju does although these
two come from completely different backgrounds. Songju is a troubled
student living in a multi-house home in a less developed area while
Juyeon is an exemplary student living in a fancy apartment in a rich
village. Despite differences in grade, personality, and background, they
decide to form a hip-hop duo called LIMECRIME. Based on the true
stories of the co-directors, this film effectively mixes two different film
genres: coming-of-age and music film. One thing for sure is that the
scenes where LIMECIME raps are super exciting. (JUNG Hanseok)

지훈은 배우인데 가난하고 옥탑방에 살고 있다. 오래 사귄 애인은 방금

때, 지훈은 한강 비밀 순찰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곳을 돌고 있다. 그렇게

산다. 둘은 성적도 환경도 성격도 다르지만, 의기투합하여 2인조 힙합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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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hui and Seyeong, a couple in a long-term relationship, find
themselves tiring of each other as life becomes difficult. Chanhui
wanted to become a photographer, but is now a salesperson in a
camera store. Meanwhile, Seyeong works in a nail salon, feeling a
lack of hope for the future. One day, Chanhui realizes that a financially
secure man with a steady job has been showing interest in Seyeong.
Needless to say, Seyeong, enjoys his attention. Not to lose his girlfriend
to that man, Chanhui plans a trip to reconnect with Seyeong and refresh
their relationship. However, their journey seems to go nowhere. While
traveling, they constantly express love, open up more, fight with each
other, and gain intimacy. Our Joyful Summer Days is the second feature
film made by Lee Yu-bin, best known for her debut film Shuttlecock. It
is worth watching how the film elaborately and sensitively explores the
complex emotional experiences of young couples. (JUNG Hanseok)

아워 미드나잇

가까우며 다소 저 개발된 다세대 주택에 살고, 주연은 모범생이며 부촌의 아파트에

154 Oct 29 / 17:30 / B1

직장을 지닌 한 남자가 최근 세영에게 관심을 보이고 세영 역시 그에게 호의적이라는
싸우고, 화해하기를 반복하면서 아슬아슬한 여행을 지속한다. 영화 <셔틀콕>

반전의 상황이 다가온다. 경석과 세익 중 좋은 사람은 누구이고 나쁜

LIMECRIME

별다른 희망없이 네일샵에서 매일을 보내고 있다. 찬희보다는 훨씬 좋은 재력과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이 여행길이 순탄하진 않다. 두 사람은 사랑하고, 고백하고,

딸이 실종되고 세익이 범인인 것으로 상황은 전개된다. 하지만 또 다른

120 Oct 27 / 17:30 / B1

사진작가가 되기를 희망했으나 지금은 카메라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고, 세영은
사실을 알게 된 찬희는 세영의 마음을 돌리고 자신들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여행

하지만 세익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날 밤, 학교에 데려왔던 경석의 어린

After watching this film, the title Good Person does not seem to
indicate an ethical being; rather, a question of what it is to be good
and how it is made. A theft occurs in the class of Kyung-seok, who
is known to be a benevolent teacher. Under the circumstances,
Se-ik is accused of being the culprit, but desperately claims it is
a false accusation. On that night, the daughter of Kyung-seok
who came along to school with him goes missing; suddenly Seik reappears as though he is responsible. However, there awaits
another turn of events that opens the question of which one
of them is good and bad? Good Person throws this bewildering
question through a well-structured storyline and a detailed
portrayal of emotions. (JUNG Hanseok)

오래된 연인 찬희와 세영은 힘겨운 삶 속에서 묘한 권태기에 접어든다. 찬희는

그리고 기존의 영화사적 장면에 관한 따스한 애정이, 이 쓸쓸한 남녀의
자정의 산책을 다정하고 애틋하고 특별하게 만든다. (정한석)

104 Oct 26 / 20:30 / B1

Jihoon is an actor who has no money. His long-time lover has
just announced her farewell, informing him of her marriage.
Eunyoung becomes the subject of rampant speculation and
rumors after she reports her boyfriend, who is also a colleague
from her company, to the police for dating violence. Jihoon
and Eunyoung meet each other as she is standing on top of
a bridge over the Han River while he is on duty for a part-time
patrol job. They end up walking together all night around
downtown Seoul. The meticulously designed rhythm of the
night, black-and-white images, camera angles, movements,
and lines let this midnight stroll emanate a unique aura.
(JUNG Ha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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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lug

Young Adult Matters

태어나길 잘했어
Korea | 2020 | 99min | DCP | color

Director CHOI Jin-young 최진영

어른들은 몰라요
어린 나이의 춘희는 부모님을 잃고 홀로 되었다. 그녀는 여린 십 대 소녀일
뿐이니 친척집에 얹혀사는 눈칫밥의 일상이 쉬울 리 없다. 게다가 춘희의
다한증은 그녀를 더 주눅 들게 한다. 하지만 어른이 된 춘희는 씩씩하고

명랑하게 성장해 있다. 좋아하는 사람도 생겼고 그 사람도 춘희를 좋아한다.

Korea | 2020 | 127min | DCP | color
Director LEE Hwan 이환

어느 날 마을 길 한쪽을 걷던 중 춘희는 날벼락을 맞게 되고 그날부터 어린

강력한 적수였던 세진이 <어른들은 몰라요>의 주인공으로 돌아왔으며 전작과
을 만나고, 다시 재필(이환 감독이 연기한다)과 신지를 만나 넷이서 무리지어

이야기를 진행한다. 영화의 정서는 때로 슬프지만 대체로는 명랑하고, 춘

다니게 된다. 강력한 불운의 연쇄들, 자학적이거나 가학적인 인물들, 냉혹하고

희는 늘 용감하고 착하다. 순정만화, 성장담, 동화, 코미디 등, 그 모두에

폭력적인 상황들, 하지만 그걸 견디려는 애틋하고 순진무구한 마음들이 뒤섞여

조금씩 닿아 있는 유쾌한 장르적 줄타기를 하면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작동하며 마침내 관객의 복잡다단한 감정과 판단을 길어 올린다. (정한석)

춘희의 삶을 긍정케 한다. (정한석)

Short Vacation

만큼이나 논쟁과 논란도 이 영화의 몫이겠다. <박화영>에서 주인공 박화영의
거리를 헤매던 중 떠돌이 주영(아이돌 걸그룹 EXID 출신의 안희연이 연기한다)

춘희의 현재와 과거를 평행으로 오가고 그들의 기이한 동거를 비추면서

118 Oct 27 / 10:30 / B1

나아가 두 번째 장편 <어른들은 몰라요>를 만들었다. 어쩌면 관심과 주목도

마찬가지로 배우 이유미가 인상적인 연기를 펼친다. 십 대 임산부가 된 세진은

춘희의 환영이 어른 춘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영화는 어른 춘희와 어린

Chunhui lost her parents at an early age and often feels lonely. Living with
her relatives when she was only a teenager was difficult. Besides, she had
excessive sweating, which made her more nervous and timid. Now that
she is a grown-up, bright and brave, she sees someone and that person
loves her back. She has been seeing her younger self ever since she was
struck by lightning walking along a village path. This film moves back
and forth between adult Chunhui’s present with young Chunhui’s past,
showing their strange cohabitation. It keeps a bright tone, except in a
few sad scenes and portrays Chunhui as a courageous, kindhearted girl.
Hilariously playing with different generic conventions of romance comics,
coming-of-age story, fairytale, and comedy, the film helps you emphasize
with Chunhui and understand her life better. (JUNG Hanseok)

논쟁적인 데뷔작 <박화영>을 선보였던 이환 감독은 같은 방식으로 한 걸음 더

© Littlebig Pictures

066 Oct 24 / 20:30 / B1

Lee Hwan, who made his directorial debut with controversial film Park Hwayoung, now takes a step forward to make his second feature film Young Adult
Matters. This film is equally controversial and debatable as his previous film in
drawing public attention and interest. Sejin, the archenemy of Park Hwa-young
in the film Park Hwa-young has returned as the main protagonist in Young Adult
Matters, also played by the same actor Lee Yumi as in its prequel. Wandering
around the streets, Sejin, a pregnant teen, gets to know Juyeong (played by
Ahn Hee-yeon – also known as Hani of the Korean girl group EXID) and reunites
with Jaepil (played by the director himself) and Sinji. The four musketeers go
through a series of misfortunes, bumping into masochistic/sadistic characters
and experiencing the brutality and cruelty of the world. Nevertheless, their
naivety and pureness to endure through the hardships of life will stir complex
emotions that will question your judgment. (JUNG Hanseok)

종착역

Korea | 2020 | 79min | DCP | color

Director KWON Min-pyo 권민표/SEO Hansol 서한솔

중학교 1학년 같은 반 친구인 네 명의 소녀들은 사진반 동아리원이다. 여름
방학을 맞아 선생님은 구식 일회용 필름 카메라 한 대 씩을 나눠 주며 사진을 찍어

오라고 방학 숙제를 내준다. 주제는 ‘세상의 끝’이다. 세상의 끝? 그건 어디인가? 뭘
찍어야 하나? 소녀들의 의견은 분분하다. 그러다 한 친구의 제안으로 1호선 전철의

종착지인 신창역까지 가보기로 한다. 여기가 이 아이들의 세상의 끝이다. 아이들은
전철을 타고 가며 졸고, 갑자기 내리는 소낙비에 잠시 낯선 곳에서 멈추었다가, 더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이끌린다. <종착역>은 단순히 아이들의 소풍 놀이가 아니다.
영화는 이 아이들의 여행기 안에 삶의 도저한 미지를 담는다. 하지만 과장하지 않고
사소하고 주변적인 것들로 그 깊이와 너비를 챙긴다. (정한석)

136 Oct 28 / 14:00 /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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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inema Today_Vision

Four first-grade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same class are members
of a photography club. Before leaving for summer break, the teacher
hands out an old-fashioned analog camera to each of them and
asks them to take pictures with them as a summer assignment. The
assignment topic is the “end of the world.” What does the end of the
world mean? What on earth are they supposed to take pictures of? They
all have different opinions on it, but as one of the girls suggests, they
decide to take a subway to Sinchang Station, the last station on Seoul
Metropolitan Subway Line 1. That is the end of the world for these girls.
They doze off on the subway, stop for a while due to rain showers, and
feel drawn to an unfamiliar world. Short Vacation is not a film about girls
going on a picnic. It explores the unknown in life by following a short
journey. It gives insight into trivial and banal things instead of having a
dramatized plot. (JUNG Ha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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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morrow the Entire World

World Cinema

내일은 세상

월드 시네마

Germany/France | 2020 | 111min | DCP | color

비아시아권 중견 작가들과 신인 감독들의 신작 및 유수 국제영화제 수상작을 포함하여
한 해 세계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섹션이다.

Director Julia von HEINZ 율리아 본 하인즈

베니스영화제 경쟁

법학과에 진학중인 루이자는 어느 날, 친구를 따라 반 나치, 반 파시스트

운동권 단체인 P-31에 가담한다. 파시즘 성향 정치인 연설에 반대하기
위해 집회에 참석한 루이자는 자신을 촬영한 채증 사진이 담긴 핸드폰을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게 잡히고 마는데, 위기에 처한 그녀를 단체 내
강경파인 알파(Alfa)가 구해주고 둘은 이내 가까워진다. 폭력으로부터

A showcase of the year's non-Asian narrative features including the latest works from
well-known filmmakers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wardees.

거리를 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온건파와 무기사용을
서슴지 않고, 테러리즘을 감행하려 하는 강경파 사이를 오가며 루이자는

혐오세력에 맞서기 위해 무력 투쟁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혼란

스러워 한다. <내일은 세상>은 단순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투쟁 장면뿐
아니라 단체 내부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관한 이견과 젠더 갈등을
냉철하게 바라본다. 증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해 날 선 질문을 던진다. (조일남)

© Seven Elephants, Oliver Wolff

127 Oct 27 / 13:30 / B3

Ammonite

암모나이트

United Kingdom/Australia/United States | 2020 | 118min | DCP | color
Director Francis LEE 프란시스 리

Beginning

칸 2020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고생물학자 메리 애닝(케이트 윈슬렛)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부유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화석 기념품을 팔며 노모와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부유한 관광객의 젊은 아내 샬럿 머치슨(시얼샤 로난)

은 신경증 요양을 위해 메리에게 위탁하게 된다. 사회적 지위와 성격 차이로 부딪치던

비기닝

France/Georgia | 2020 | 125min | DCP | color

Director Dea KULUMBEGASHVILI 데아 클룸베가쉬빌리

두 여성은 어느새 서로의 외로움을 감싸주며 격렬한 열정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남편이 테러범들을 적발하려 하는 동안 아내는 상상하지 못한 공격을

받는다. 자신이 경찰이라고 밝히며 집안에 들어온 남자는 아내를 공포에

인간에게 왜 이런 끔찍한 죄를 짓게 만드는가? 영화는 여기에 대한

음울한 정서를 선사하고 있는 이 작품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가언)

World Cinema

화염병을 던져 교회가 온통 불길에 휩싸인다. 테러의 배후를 파헤치려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는 성경 이야기가 나온다. 도대체 신은

영화다. 황량하고 쓸쓸한 영국 바닷가 마을의 풍경, 명배우들의 섬세한 연기, 매혹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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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교회에서 예배 중에 테러가 일어난다. 누군가 교회 안에

사실을 알리지만 소용이 없다. 영화의 초반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휩쓴 감독 프란시스 리의 <신의 나라>에 이어 또 다시 “흙내음 가득한” LGBT 로맨스

Victorian Era, England. Acclaimed but overlooked paleontologist Mary
Anning (Kate Winslet) is unexpectedly entrusted with the care of a
fragile young woman, Charlotte Murchison (Saoirse Ronan). Despite
their disparity in social status and personalities, the two lonely women
find themselves swept into a passionate, intense relationship that
alters both of their lives forever.
Ammonite is ranked high on the year’s most anticipated films list, and
director Francis Lee returns with another LGBT romance where you
can “smell the mud” like his debut God’s Own Country. He requests
that the film is “to be seen in a cinema, on the big screen, in the dark,
with wonderful sound and a live audience.” The bleak and desolate
landscape of the coastline, nuanced portrayals of the protagonists,
with a captivating and melancholy atmosphere, should not be missed.
(Karen PARK)

칸 2020

질리게 만들고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진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올해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암모나이트>는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004 Oct 21 / 16:30 / BH

Luisa, studying law, joins P-31, the anti-Nazi, anti-fascist
activist group. One day she is caught on camera by the police
stealing a cell phone at a rally. Soon after Alfa, a hard-liner in
the group, rescues her, and the two gradually become closer.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moderates and hard-liners,
Luisa is confused as to whether it’s right to fight against the
fascist abomination. And Tomorrow the Entire World shows
the struggles, differences and gender conflicts within the
group. It asks sharp questions about how to respond to
hatred. (CHO Il-nam)

하나의 대답을 제공한다. 용서의 하나님이 아닌 복수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정적인 화면에서 무시무시한 일들을 예감하게
만드는 감독의 재능이 돋보인다. (남동철)

© Arseni Khachaturan

129 Oct 27 / 20:00 / B3

Terror occurs in the Jehovah’s Witness Church. Someone
throws a firebomb into the church. While a husband is
uncovering the truth behind the terror, his wife is attacked
severely. Terrible things happen after a cop enters the house
and terrorizes his wife. The wife informs her husband of it,
but to no avail. At the beginning of the film, there is a biblical
story that God told Abraham to sacrifice his son. Why does
God make a man commit this terrible sin? This film gives
one answer to this. Isn't there a God of vengeance, not God
of forgiveness? The director’s ability to foretell scary things on
the static screen stands out. (NAM Dong-chul)

79

Berlin Alexanderplatz

Death Knell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Germany | 2020 | 184min | DCP | color

Director Burhan QURBANI 부르한 쿠르바니

베를린영화제 경쟁

말리에서 온 불법 이민자 프란시스는 베를린에서 정직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마약상 하인홀드와의 만남은 그를 불행의 소용돌이로 이끈다.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은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사람에 관한 오디세이다.
나라, 사랑, 그리고 심지어 몸까지도. 파스빈더 감독의 걸작 이후 <베를린

죽음의 종소리

Spain | 2020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Imanol RAYO 이마놀 라요

알렉산더 광장>을 영화화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부르한 쿠르바니

미장센과 숨 막히는 우기의 분위기를 탁월하게 묘사한 이 작품은 이마놀

39세 아프가니스탄 출신 부르한 쿠르바니 감독의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라요를 기대되는 스페인 차세대 감독 중 하나로 손꼽게 하기에 손색이 없다.

은 최근 몇년 간 독일 최고의 작품 중 하나다. (스테판 듀 메닐도)

The Best Families
그 가족의 비밀

Peru/Colombia | 2020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Javier FUENTES-LEÓN 하비에르 푸엔테스 레온

(스테판 듀 메닐도)

014 Oct 21 / 10:30 / B3

시네마의 죽음 그리고 나의 아버지도

대를 이어 상류층 집안의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루즈밀라와 페타 자매

는 사모님들의 까다로운 성미를 맞출 줄 알고, 자식들의 개인사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고, 사실상 가족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어느 날,

두 집안의 가족이 전부 모인 가운데 수십 년간 숨겨둔 비밀이 드러나고,

Israel | 2020 | 105min | DCP | color

Director Dani ROSENBERG 대니 로젠버그

픽션과 다큐멘터리적 요소가 공존하는 영화다. 감독은 카메라로 아버지의
불치병이 악화되는 과정을 따라가지만, 노아 콜러와 같은 전문 배우도 등장한다.
영화적 미로를 만들기 위해 고전적 형식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이 영화는

말한다. “나는 이 영화를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혀 박살이 나버리는 픽션이라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부르주아 계층의 위선, 부자와 빈자

말하고 싶다.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공통분모를 만들기 위해 다큐멘터리적

간의 불문율,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을 파헤치고 그에 대한 전복 가능성을

요소를 사용했다.” <시너님스>로 2019년 베를린영화제에서 황금곰상을 수상한

암시하고 있는 보석 같은 작품이다. (박가언)

World Cinema

이스라엘 감독 대니 로젠버그가 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만든 첫 장편으로, 자전적

허무는 <시네마의 죽음 그리고 나의 아버지도>에 대해 감독은 다음과 같이

가족의 비밀>은 유머와 풍자로 포장된 외피를 한 꺼풀 벗겨보면 결코

Luzmila and Peta are two sisters who inherit their mother’s job and
work as housemaids for aristocratic families. The two sisters know
how to cater to señoras and are so well versed in the children’s
private lives they are almost considered a part of the family.., but
maybe not to some. One day secrets are revealed as the families
gather in celebration; soon the bubble of the serene and perfect
aristocratic world are blown apart forever.
Amidst the pessimism surrounding the socioeconomic mobility
ladder, The Best Families is an eerily empathic story that reflects a
deepening social injustice in the form of humor and satire. It dissects
the world we live in, the hypocrisy of the bourgeoisie, and the division
among social hierarchies, the deep-rooted prejudice to show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subversion through compassion. (Karen PARK)

칸 2020

아버지와 그의 암투병에 대한 감독의 오마주다. 다큐멘터리와 픽션의 경계를

계층 이동의 사다리 기능에 기대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 속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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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eleton is found buried at the Garizmendi farmhouse. Fermín
and Karmen, call their son Néstor, who reports the matter to the
authorities. However, when the police turn up, the bones are
gone. In this unusual thriller, set in a farmhouse in the Basque
countryside, the macabre discovery brings up the old wounds
and dark secrets of the family; the couple’s other son, Aitor
(Néstor's twin brother) also has died under tragic circumstances.
Karmen tries to persuade Néstor that they will be next if they
don't do something about it. With a sober style and a great talent
for depicting oppressive and rainy atmospheres, Imanol Rayo's
second film places him among the most interesting filmmakers
of the new Spanish generation. (Stéphane du MESNILDOT)

The Death of Cinema and My Father Too

평온하고 완벽해 보이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면서 긴장감은 극에 달한다.

167 Oct 30 / 16:30 / BH

독특한 스릴러 <죽음의 종소리>에서 유골의 발견은 한 가족의 오래된
하지 않으면 그들이 다음 희생자가 될 거라고 아들을 설득한다. 절제된

광장>은 2020년의 독일이 1920년대의 독일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여준다.

094 Oct 25 / 19:30 / BH

감쪽같이 사라진 후다. 바스크 지방의 한 농가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오래전 비극적인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는 지금 아무것도

풍부한 색채와 강렬함으로, 혹은 폭력과 성적 묘사를 통해 <베를린 알렉산더

© Stephanie Kulbach, Sommerhaus Filmproduktion

불러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골이

상처와 어두운 비밀을 끄집어낸다. 네스토르의 쌍둥이 형제 에이토르가

감독은 알프레드 되블린의 소설을 완벽하게 현대적으로 각색한다. 때로는

Francis is an illegal immigrant from Mali who is trying to lead
an honest life in Berlin, but his association with Reinhold, a
drug dealer, will lead him into a spiral of misfortune. Berlin
Alexanderplatz shows the odyssey of a human being from
whom everything was taken: his country, his love, and even
his body. How does he still find the courage to go on living?
Adapting Berlin Alexanderplatz after Fassbinder's masterpiece
seems impossible, but Burhan Qurbani dares a complete
modernization of Alfred Döblin's book. Energetic, colorful,
violent and sexual, Berlin Alexanderplatz shows how much
the Germany of 2020 resembles that of the 1920s. 39 years old
and of Afghan origin, Burhan Qurbani has made one of the
best German films of recent years. (Stéphane du MESNILDOT)

가리스멘디 농가에서 묻혀있던 해골이 발견된다. 부부는 아들 네스토르를

이스라엘 감독 나다브 라피드가 시나리오를 함께 썼다. (서승희)

161 Oct 29 / 13:30 / B3

The Israeli director Dani Rosenberg mixes auto-fiction and documentary
in this film in which the father is the main character. With his camera
in hand, the filmmaker follows the evolution of his father’s incurable
illness, but also involves professional actors such as actress Noa Koler.
Refusing the classical form for a kind of cinematic labyrinth, Dani
Rosenberg pays tribute to his father and his fight against cancer. The
filmmaker blurs the boundaries between documentary and fiction. “I
prefer to call it a fiction film that crashes into the walls of reality. The
narrative itself is fictional; however, I used documentary elements
from my life to create parallels with this story.” says Rosenberg. Nadav
Lapid, winner of the Golden Bear at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9 for Synonyms, contributed to the screenplay of The
Death of Cinema and My Father Too. (SEO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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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ger

Gagarine

디거

Greece/France | 2020 | 101min | DCP | color

Director Georgis GRIGORAKIS 게오르기스 그리고라키스

베를린영화제 파노라마 CICAE상

그리스 북쪽의 외딴 숲속에 사는 니키타스에게 20년 동안 떨어져 지낸
아들이 찾아온다. 숲의 수호자로서,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힘겹게

맞서온 그는 자기 지분의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과 또 다른 싸움을
벌여야 한다. 환경 보호의 풍성한 메시지 아래로 <디거>는 사실 ‘무엇을
남기느냐’에 관해 이야기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에게 똑같은

가가린

France | 2020 | 97min | DCP | color

Director Fanny LIATARD 파니 리에타르 /
Jérémy TROUILH 제레미 투루일

유산 - 땅을 남긴다. 여기서 땅은 투자와 돈이 아닌 생명과 풍요로움을

Falling
Canada/United Kingdom/Denmark | 2020 | 113min | DCP | color
Director Viggo MORTENSEN 비고 모텐슨

이다. (서승희)

CICAE ART CINEMA AWARD를 수상한 작품이다. (이용철)

<반지의 제왕>의 배우 비고 모텐슨의 감독 데뷔작. 인종, 성별, 성정체성에

대한 편견으로 뭉친 고집 센 아버지가 있다. 동성애자인 아들(비고 모텐슨)

은 시골 농장에 홀로 살던 그를 집으로 모셔 오지만 감당하기 쉽지 않다.
지독한 차별주의자인 아버지는 치매 증상까지 있어 번번이 주위 사람들을

041 Oct 23 / 15:00 / B3

Ibrahim
이브라힘

France | 2020 | 78min | DCP | color

Director Samir GUESMI 사미르 게스미

당황시킨다. 아들이 남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지만 아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연기한다. 부자간의 갈등이라는 고전적인 주제에도 불구하고 <이브라힘>에는
어떤 도식화나 클리셰가 없다. 진지하고 내성적인 고등학생 이브라힘은 파리의
‘로얄 오페라 카페’에서 서빙을 하는 아버지와 단둘이 산다. 어느 날, 이브라힘이

결심한다. 서로를 완벽하게 아는 두 존재가 동시에 또 얼마나 멀어질 수

이 남자의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데 실패한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브라힘>은 올 칸 영화제에 선정된 작품으로, 지난 9월

불쾌한 노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도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앙굴렘 프랑코포니 영화제에서 4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서승희)

안타까워하는 영화. 랜스 헨릭슨, 로라 리니 등 관록있는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인다. (남동철)

World Cinema

프랑스 중견 배우 사미르 게스미의 첫 장편으로, 본인이 직접 아버지 역을

깊어지고 이브라힘은 아버지의 틀니값을 직접 벌어 그의 신임을 되찾기로

어머니의 존재를 보여준다. 그들의 사랑 역시 오래가지 못한다. 어머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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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값으로 아껴두었던 몇천 유로를 고스란히 변상비로 물어준다. 둘의 갈등은

과거를 보여주는 플래시백을 통해 이 남자의 젊은 시절을 구원했던 여자인

038 Oct 23 / 09:30 / BH

Youri, 16 years old, grew up in Gagarine, the huge red brick city of Ivrysur-Seine, where he dreams of becoming a cosmonaut. When the city
is threatened with demolition, everyone leaves, but Youri remains.
Gagarine city is more than a set, it is a place steeped in history. Built
by the French Communist Party as a housing project in 1963, it was
named after Soviet cosmonaut Youri Gagarin, and demolished in 2019.
The two filmmakers filmed on location at the buildings of the Gagarin
city before their destruction in 2019. With a look of great poetry, the
two filmmakers transform this abandoned city into an immense
spaceship where Youri floats in weightlessness like a cosmonaut. The
dreamy teenager continues to embody the dreams of solidarity of the
60s. Gagarine is a unique film that exists at the crossroads of a social
film, a documentary and science fiction. (SEO Seunghee)

친구의 꾀임으로 전자상가에서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 TV를 파손하자, 아버지는

않고, 흑인이나 여성에 대한 태도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 영화는 아버지의

The directorial debut of The Lord of the Rings actor Viggo
Mortensen. When his homophobic and racist father can no longer
live alone, the son (Viggo Mortensen) brings him to live with him.
But troubles ensue with the father developing dementia, refusing
to acknowledge his son’s gay marriage, and discriminating against
women and black people. The mother, who once saved the father
in his youth, is seen through flashbacks. Their love does not last;
she fails to reform his twisted ways. Featuring strong performances
by experienced actors, Lance Henriksen and Laura Linney, Falling
looks into the life of a mean old man and grieves the missed
opportunities to save him. (NAM Dong-chul)

‘유리 가가린’의 이름을 따서 1963년에 건립됐고 2019년에 철거됐다. 극중의

우주선으로 탈바꿈한다. 꿈꾸는 십대 소년은 60년대 ‘연대의 꿈’을 되살린다.

없이 삶과 죽음의 지혜를 전한다. 올 베를린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서

칸 2020

가가린은 프랑스 공산당이 고안한 주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련 우주비행사

사회파 영화, 다큐멘터리, SF의 요소가 공존하는 <가가린>은 유니크한 작품

먼지와 바람 대신 습기와 진흙을 머금은 그리스 웨스턴은 총싸움 한번

폴링

다. 이 영화에서 ‘가가린’이란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닌, 역사의 현장이다;

승화시키고, 주택단지는 유리가 무중력 상태로 우주인처럼 유영하는 거대한

땅에서 도착한 모던 웨스턴은 낯설면서 강렬한 아름다움으로 가득하다.

Nikitas lives in a remote forest in northern Greece. Her son
visits him after a 20 year absence. As the guardian of the
forest, Nikitas has confronted the environment-destroying
enterprise, and now he must fight with his son, who
claims the land of his birthright. Under the rich message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Digger talks about ‘What to
leave behind.’ The land here means life and abundance, not
investment and money. This Modern Greek Western conveys
the wisdom of life and death without a single gunfight. It won
the CICAE ART CINEMA AWARD in the Panorama section at the
2020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LEE Yong Cheol)

꾸는 열여섯 소년이다. 철거령이 떨어지자, 주민들은 떠나고 유리만 남는

한다. 두 젊은 감독은 철거 직전에 가가린에서 촬영한 이 영화를 한 편의 시로

현실을 감안하면 영화의 주제는 남다르게 다가온다. 상상하지 못한

180 Oct 30 / 19:30 / B3

파리 외곽의 집단주택단지 ‘가가린’에서 자란 유리는 우주 비행사가 되기를 꿈

아카이브 영상에 도시공사 출범식에 참석한 유리 가가린의 모습이 등장하기도

의미하는 어떤 것이다. 경제 위기와 청년 실업이 상존하는 그리스의

© 2019 haosflimle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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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e-Françoise Brillot

128 Oct 27 / 17:00 / B3

This is the first feature film directed by French actor Samir Guesmi, who
plays the role of the father. Despite the classical theme of a father-son
relationship, no stereotypes or clichés can be found in Ibrahim. Ibrahim,
an introverted high school student, is living with his father, who serves at
a cafe in Paris. One day, he becomes involved in a shoplifting scam, where
he breaks a television while running away. In order to recompense, the
money saved for the father’s new dentures is forgo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grows further apart, and Ibrahim decides to regain
trust by getting his father the new dentures himself. The movie shows
how two beings so close, who know each other perfectly can be at
the same time so distant. Ibrahim received significant attention at the
Canne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0 and four awards at Angoulême
Francophone Film Festival 2020. (SEO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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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arry You With Me

I Never Cry

너를 데리고 갈게

Mexico/United States | 2019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Heidi EWING 하이디 에윙

선댄스영화제 넥스트 이노베이터상, 관객상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던 <지저스 캠프>(2006)로
알려진 여성 감독 하이디 에윙의 극영화 데뷔작.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아들과 연인을 두고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남자의

가슴아픈 사연을 그린 영화다. 이반은 멕시코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난 울지 않아

Poland/Ireland | 2020 | 98min | DCP | color

Director Piotr DOMALEWSKI 피오트르 도말레프스키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게이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지만 자신의

노동자로 살았던 아버지의 존재에 조금씩 다가간다. 단지 돈이

약속한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로 미국에서 살게 된 이반은 약속을 지킬 수

목적이었던 여행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세상에 맞서는 법을 배우는

없는 상황에 놓인다. (남동철)

Director Luke EVE 루크 이브

여정으로 변화한다. 켄 로치와 다르덴 영화의 팬이라면 이 폴란드 젊은
감독을 그들의 후예로 기억할 법하다. (남동철)

134 Oct 28 / 20:30 / BH

황혼 속에서

신비스럽고 짜릿하며, 때로는 무서운 영화 <환상적인 그녀>는 호주에서
가장 독특한 로맨스 작품이다. 정신병을 앓는 젊은 기타리스트 데본. 순수한

그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 어느 날, 그는 신비롭고 자유로운

영혼인 루시를 만나는데, 과연 그녀는 진짜인걸까? 아니면 환영인걸까?
그의 가족들이 그녀의 존재를 미심쩍어하는 가운데 루시는 사라지고

Lithuania/France/Czech Republic/Serbia/Portugal/
Latvia | 2020 | 129min | DCP | color

Director Sharunas BARTAS 샤루나스 바르타스

데본의 정신은 더욱 불안정해져간다. 사랑에 빠진 데본을 매력적으로

World Cinema

진주하면서 공산화에 반대하는 세력은 빨치산 활동을 벌이고 세상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는 안개 속에 휩싸인다. 영화는 일반적인 상식이나

선입견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상황들로 인물들을 끌어들인다. 공산주의는

출신이기에 아내의 멸시를 감내했던 남자는 소련군의 편도, 빨치산의

연민으로 가득찬 글렌 돌먼의 대본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러셀 에드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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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2차 대전 이후 리투아니아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소련군이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 소련군에 저항하기위해 총을 든다. 하층 계급

이브는 팝아트의 다채롭고 강렬한 색으로 시각적 재미를 선사하며 열정과

144 Oct 28 / 13:00 / B3

리투아니아를 대표하는 감독 중 하나인 샤루나스 바르타스의 영화로

수는 없다. 더군다나 그들이 외국인이고 소련군이라면 더 그렇다. 일군의

사로잡는 릴리 설리번이 주연을 맡았다. 첫 장편영화를 내놓은 루크

Exhilarating, mystifying and occasionally terrifying, I Met a Girl is
the most unusual romance ever filmed in Australia. Devon is an
occasionally unstable young guitarist with a heart of gold that
is bursting with love if not always logic. One special day, Devon
meets an ethereal free spirit named Lucy. Or does he? As the
lovestruck musician’s family weighs up the evidence, it looks
like Devon has not only lost the girl of his dreams, but could be
losing his marbles as well. Lead actor Brenton Thwaites gives a
delightful performance as a man lost in love and Lily Sullivan
will captivate audiences just as much as Lucy entrances Devon.
Debut director Luke Eve uses a vibrant and colourful Pop Art
palette that entertains the eye while bringing Glen Dolman’s
passionate and compassionate script to life. (Russell EDWARDS)

칸 2020

지주를 몰아내고 땅의 소유권을 박탈하지만 이런 조치에 모두가 환호할

연기하는 브렌튼 스웨이츠와 데본을 매료시키는 루시처럼 관객들을

© Monsoon Pictures

Upon learning of her father’s death in Ireland, the 17-yearold daughter travels from Poland to retrieve his remains.
She has few memories of her father, who has been working
abroad since her childhood. She only hopes to get the money
he’d promised her to buy a car. However, when she arrives in
Ireland, the company refuses to pay compensation. Enraged
at the unfair situation, she begins to learn about her father’s
life as an immigrant worker. Her trip turns into a journey of
understanding her father and learning to face the world. (NAM
Dong-chul)

In the Dusk

환상적인 그녀

Australia | 2020 | 109min | DCP | color

아버지를 딸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약속한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분노하면서 외국인

먼저 미국에 가서 나중에 헤라르도와 아들을 미국에 데리고 오겠다고

I Met a Girl

유해를 수습하러 아일랜드로 간다.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일하던
막상 아일랜드에 도착한 딸은 아버지가 사고로 죽어 회사에서 보상받지

만나 사랑에 빠진다. 이반은 멕시코를 떠나 미국으로 갈 결심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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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을 받는다. 폴란드에 사는 가족 가운데 17살 딸이 아버지의
아버지이기에 딸에게 자동차를 사게끔 남겨둔 돈이 있을까 기대한다.

성정체성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던 그는 헤라르도라는 남자를

The narrative feature debut by Heidi Ewing, who is best
known for the Academy Award-nominated documentary
Jesus Camp (2006). Based on a true story, this film tells the
heart-wrenching story of a man who leaves his lover and son
in Mexico to go to the United States. Ivan is an aspiring chef
and a gay man with a young son, living in Mexico. Separated
from his wife due to his sexual identity, he falls in love with
Gerardo. Eventually he heads to the United States, promising
to return for his son and Gerardo. However, Ivan is unable to
keep his promise while living as an illegal 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 (NAM Dong-chul)

아일랜드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현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로 죽었다는

편도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한 청년이 목격하는 사건들을 통해
역사의 아이러니를 그린 작품이다. (남동철)

© @KinoElek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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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lm by the acclaimed Lithuanian filmmaker Sharunas
Bartas, In the Dusk presents the irony of history through events
witnessed by a young man in Soviet-occupied Lithuania in the
aftermath of World War II. In 1948, the country was enveloped
in uncertainty, as s Partisan movement rages a battle against
Communism. The film places characters in situations that defy
common sense or preconceptions. Communists take away
land from landowners, but not everyone is happy, especially
since the Communists are represented by the Soviet military.
While some go into the mountains and take up arms against the
Soviet army, a low-class man finds himself stuck between the
Soviet military and the Partisan movement. (NAM Dong-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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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bordage!

전원, 승차!

France | 2020 | 95min | DCP | color

Director Guillaume BRAC 기욤 브락

La Veronica
베를린영화제 국제비평가협회 특별언급상

8월의 저녁. 파리. 펠릭스와 알마는 우연히 만나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

하지만 동갑내기인 그들이 속한 세계는 너무 다르다. <토네르>, <7월 이

야기>, <보물섬>과 같은 작품으로 프랑스의 중요한 독립예술 영화 감독으로
자리매김한 기욤 브락의 신작이다. 가족들과 남프랑스로 휴가를 떠나버린

베로니카

Chile | 2020 | 101min | DCP | color

Director Leonardo MEDEL 레오나르도 메델

알마에게 깜짝 선물을 할 계획으로, 펠릭스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그리고 있다. 카메라는 시종일관 베로니카의

정치적, 사회적 주제를 스크린 뒤에 감추고 시치미 떼기. 이것이 기욤 브락

얼굴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 마치 그녀의 표정을 통해 전통적 여인상을

감독의 미덕이고 우리가 그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다. 올 베를린영화제에서

거부하는 “나쁜 여자”의 비틀린 내면을 분석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박가언)

국제비평가협회 특별언급상을 수상했다. (서승희)

La Fortaleza

라 포르탈레사

Venezuela/France/Netherlands/Colombia | 2020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Jorge THIELEN ARMAND 호르헤 티엘렌 아르만드

126 Oct 27 / 10:00 / B3

Listen

리슨
중년의 로케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끊임없는 사고를 일으키다 부모의 집에서

쫓겨나 아마존 정글로 도피한다. 이제는 술도 끊고 정신도 차리겠다고
다짐하고, 오랜 친구들과 재회해 행복한 한때 지었던 오두막을 뜯어고쳐

보고, 소원해진 아들이 만든다는 영화에 출연해 돈도 좀 벌어보고 싶지만,

United Kingdom/Portugal | 2020 | 73min | DCP | color
Director Ana ROCHA DE SOUSA 아나 호샤 드 소우사

원주민들과 불법 금 채굴의 유혹에 빠지면서 구원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삼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다. 실직과 가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느 날
청각장애아 딸의 학교에서 빚어진 오해로 양육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어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들은 범죄자처럼 억류되고, 짧은 접견

언어와 관습의 차이를 무시한 몰이해가 빚어진다. “왜 아이와 대화도 못하게

흡사 열병을 앓는 것처럼 몽환적인 이미지와 여과되지 않은 극렬한 감정

하느냐”며 항변하는 벨라의 최후 변론처럼,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이

표출은 갈 곳 잃은 주인공의 복잡한 머리 속을 들여다보는 듯하다. (박가언)

World Cinema

벨라는 포르투갈 출신의 극빈층 이민자로 남편과 함께 런던 교외에서

여정을 그리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는 종종 효율과 규율이라는 명분으로

스토리에 기반하고 있으나 플롯보다는 캐릭터의 내면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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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 심사위원상, 최우수 데뷔작품상

<리슨>은 한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 사회감시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고난의

경계선에 있다. 영화는 감독과 (주연 배우로 출연한) 아버지의 자전적인

178 Oct 30 / 13:00 / B3

Veronica is the wife of a famous football player, but she
craves attention on social media. If she gets more than 2
million followers, she will become the new face of a beauty
campaign, the couple’s crumbling marriage will get fixed, her
newborn daughter’s endless crying will cease, and the murder
investigation of her first daughter will be solved. She is ready
to do whatever it takes to get “liked”.
Anchored by rising star Mariana di Girolamo, La Veronica is
a provocative un-fairy tale, revealing what could be the ugly
reality behind the fantasies of social media celebrities. The
camera is always focused on the face of the protagonist, as if
studying her expression, striving to find the truth, and trying to
understand her twisted inner mind. (Karen PARK)

시간 동안 모국어 사용은 금지되고, 사회복지사는 아이들의 입양을 서두른다.

전작 <더 솔리튜드>와 마찬가지로 <라 포르탈레사>는 사실과 허구의 모호한

After a series of troubles, middle-aged alcoholic Roque gets
kicked out of his parents’ house and retreats into the Amazon
jungle. Roque is desperate to sober up and get a grip on his
life, but his desire for self-redemption is threatened when he is
lured into illegal goldmining with an indigenous tribe.
Like his previous work Le Soledad, Jorge Thielen Armand
blurs the line between reality and fiction in La Fortaleza. The
film is loosely based on the auto-biographical story of the
director and his father (who plays the protagonist), but instead
of focusing on the plot, the director chooses to concentrate
on portraying the character’s inner battle through hypnagogic
images and fitful outbursts of raw emotions. (Karen PARK)

사랑스러워질 것이고, 10년 전 죽은 딸 사건의 재조사도 해결될 것이다.
에서도 비범한 화면 장악력을 발휘해 소설 미디어 셀럽의 화려한 외양

격차와 같은 주제를 작품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시종 코미디 톤을 유지한다.

100 Oct 26 / 20:30 / BH

관계도 다시 행복해질 것이고, 온종일 시끄럽게 울어대는 갓난아이도

떠오르는 신성 마리아나 디 지롤라모는 <에마>에 이어 <베로니카>

만나지만, 그녀는 반기지 않는 기색이다. 감독은 인종 차별이나 빈부 간의

© Trois Couleurs

200만명을 돌파하면 유명 뷰티 브랜드의 홍보대사가 될 수 있고, 부부
그러니 베로니카는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함께 남프랑스로 향한다. 얻어탄 차가 고장이 나는 등 갖은 고생 끝에 알마를

On the evening of August, Felix meets Alma and spends
the night together. They are the same age but belong to
different worlds. It’s Guillaume Brac’s new film, an important
independent art film director in France with works such as
Tonnerre, July Tales, and Treasure Island. Felix heads to the
South with his friend in order to surprise Alma on a family
vacation in Southern France. He meets Alma after a lot of
trouble, but she doesn’t seem happy. Pretending and hiding
political and social topics behind the screen. This is Guillaume
Brac’s virtue and why we love his movies. At this year's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e won Honorable Mention from
the FIPRESCI jury. (SEO Seunghee)

유명 축구 선수의 아내 베로니카는 SNS 인플루언서를 꿈꾸고 있다. 팔로워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줄” 필요가 있다. (박가언)

146 Oct 28 / 20:00 / B3

Bela and Jota are a Portuguese immigrant couple living in the
outskirts of London with their three children, struggling with
unemployment and poverty. When a misunderstanding at the
school of their deaf daughter leads to social services knocking
on their door, they are forced to defy bureaucracy to preserve
the family and defend their beloved.
Listen portrays a family’s tireless battle against prejudice. The
difference in customs and beliefs are often overlooked for the
sake of efficiency and standardization. Through the words
of Bela, debutante director Ana Rocha de Sousa questions
why we do not “listen” to others, when the fine line between
protection and retribution may be blurred by our faulty notions
of right and wrong. (Kare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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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Affair(s) : The Things We Say, The Things We Do

러브 어페어 :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France | 2020 | 123min | DCP | color

Director Emmanuel MOURET 엠마누엘 무레

Mandibles
칸 2020

임신 삼 개월 차인 다프네는 시골 별장에서 남편 프랑소와와 여름 휴가

중이다.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그녀는 생면부지인 남편의 친척 막심을 별장에
홀로 맞이한다. 둘은 각자 지나간 연애사와 현재 진행형인 연애를 서로에게
털어놓으며 점차 가까워진다. <로제타>(1999)의 에밀리 드켄을 비롯한 네

주둥이들

France/Belgium | 2020 | 77min | DCP | color
Director Quentin DUPIEUX 쿠엔틴 듀피유

시선으로 응시한다는 사실이다. 전자음악가 미스터 와조로서도 왕성하게

주인>(1784)을 영화화한 <마드모아젤>(2018)의 감독 엠마뉘엘 무레의 신작

활동 중인 쿠엔틴 듀피유 감독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막 벗어나, 이제는

<러브 어페어>는 안단테로 흐르는 에릭 로메르의 작품을 연상시킨다. (서승희)

어쩌다 조폭

New Zealand | 2020 | 87min | DCP | color
Director Paul MURPHY 폴 머피

삶을 노래하려나 보다. (서승희)

076 Oct 24 / 21:00 / B3

My Favorite War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쟁

<어쩌다 조폭>의 순수하지만 불운한 화자인 프레디는 말한다. “선을
넘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 모른다.” 발전성이라고는 없는 피자배달
일을 그만둔 후 범죄의 길로 들어선 프레디. 그렇게 시작된 범죄의
삶은 실수로 범벅되고, 그가 넘어버린 선은 빠르게 멀어져 간다. 영화는

Norway/Latvia | 2020 | 82min | DCP | color

Director Ilze BURKOVSKA JACOBSEN 일제 부르코프스카 야콥슨

서투른 도둑질이나 타란티노풍의 잔혹한 액션 보다는 웃음과 혼돈으로

모범적인 학생이 되려 한다.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잘 따르며 누구보다

앞장서는 학생 대표를 꿈꾼다. TV에선 늘 독일 나치나 서방 제국주의자들에

실제 있었던 사건의 화면과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는 형식을 취한 작품.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를 선보인다. (러셀 에드워즈)

World Cinema

메이션. 소련 치하에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으며 자란 소녀는 누구보다

차츰 공산주의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애니메이션 속에 다큐멘터리처럼

뉴질랜드 특유의 현실적 감각을 꾸준히 유지하며 때때로 고상한 취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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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비아의 현대사를 개인적 경험에 녹여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애니

것이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알게 되면서 소녀는

뉴질랜드형 범죄실수 코미디이다. 초창기의 피터 잭슨 처럼, 폴 머피는

110 Oct 26 / 13:30 / B3

안시영화제 콩트르샹상

소녀에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할아버지가 공산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롤스턴이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뻔뻔스럽게 불경하면서도 가식 없는

© Chris Coad

Quentin Dupieux's sense of wit extends from a car tire
transforming into a serial killer (Rubber, 2010) to falling in love
with a suede leather jacket (Deerskin, 2019). This time, it is about
a gigantic fly. One day, two friends find an enormous fly in the
trunk of a car. They decide to have it trained as a drone to make
money off of it. Dupieux's talent of turning an odd starting point
into a dream-like comedy of incongruence can also be found in
Mandibles. What is different in Mandibles is that he maintains
a warm point of view while portraying the friendship of the
silly heads. Dupieux, who also is an active electronic musician
known as Mr. Oizo, seems to have just escaped the mental fear
of death and now enjoys the music of life. (SEO Seunghee)

맞서는 소련군의 활약을 보여주고 소녀 역시 공산주의 전사가 되고자 한다.

가득하다. 타이카 와이티티의 영화 <보이>(2010)로 데뷔한 제임스

As Freddy, the guileless and hapless narrator of Lowdown Dirty
Criminals observes: “When you cross over a line, you may never
come back”. Leaving his dead-end pizza delivery job behind, Freddy
stumbles and bumbles his way through a life of comical crime while
that crossed line speedily recedes behind him. Not the sharpest
tool in the shed, Freddy entertainingly demonstrates that his skills
lie in creating laughter and chaos rather than committing inept
robberies and undertaking Tarantino-esque mobster hits. Featuring
James Rolleston, the now grown-up star of Taika Waititi’s Boy
(2010), Lowdown Dirty Criminals is an unabashedly irreverent and
unpretentious Kiwi comedy of criminal errors. Like the early work
of Peter Jackson, director Paul Murphy occasionally pushes the
boundaries of good taste though he consistently maintains the downto-earth quality for which New Zealand is famous. (Russell EDWARDS)

단짝 쟝갑과 마누는 어느 날, 자동차 트렁크에서 거대한 파리 한 마리를

전작들과 달라진 점은 감독이 두 주인공과 그들의 우정을 시종일관 따뜻한

브레송의 <불로뉴 숲의 여인들>(1945)에 이어, 디드로의 <운명론자 자크와 그

Lowdown Dirty Criminals

한다(디어스킨, 2019). 이번에는 초대형 파리다. 단순무식하기 그지없는

부조리 코미디극으로 변하고, 한 편 한 편이 깨어있는 채 꾸는 꿈을 닮았다.

길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몰라.’ 라는 클리셰적인 대사조차 울림 있게 만든다.

040 Oct 23 / 17:00 / BH

하면(광란의 타이어, 2010) 주인공이 쉬에드 가죽 재킷과 사랑에 빠지기도

벌자는 계획이다. 쿠엔틴 듀피유 작품들의 엉뚱한 시발점은 늘 서늘한

흐르는 클래식 음악은 ‘어떤 길로 들어섰을 때, 뒤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던

© moby-dick-films

쿠엔틴 듀피유 감독의 영화는 기발하다. 타이어가 연쇄살인을 저지르는가

발견하고 원대한 꿈을 꾼다. 파리를 훈련해 드론처럼 이용해서 돈을

배우의 우아한 연기와 특이한 구성, 정제된 프랑스어 대사, 작품 전반에

Three month pregnant Daphne is on a summer vacation with her
husband François in the countryside. While Francois is away on a business
trip, a relative of his, Maxim, visits the country home. Though Daphne
and Maxim meet for the first time, they get close by sharing personal
stories of past romance and ongoing relationships. The elegance in the
acting by the four actors, including Émilie Dequenne in Rosetta (1999),
refined French dialogue, unique plot, and classical music flowing over
the film, even let a line in cliché, “when you are on one path, maybe
you should follow it and not look back” shines in our hearts. Emmanuel
Mouret has made Jacques the Fatalist (1945) into a film Lady J (2018)
after Robert Bresson’s The Ladies of the Bois de Boulogne (1945). His
new film, Love Affair(s) : The Things We Say, The Things We Do, drawn
in the tempo of Andante, is reminiscent of Éric Rohmer. (SEO Seunghee)

베니스영화제 비경쟁

애니메이션으로 할 수 있는 또다른 영역을 잘 보여준다. (남동철)

073 Oct 24 / 12:00 / B3

An animation about the contemporary history of Latvia told
through the director’s personal memories. A girl, growing
up in the Soviet Union, tries to become the best student by
obediently following the teachers’ instructions. The television
always shows the Soviet military’s feats against German Nazis
and Western imperialists; the girl wishes to be a Communist
warrior. She doesn’t understand why her grandfather hates
Communism. However, she grows distant from Communist
ideals as she learns about the experiences of the people she
loves. Combining animation with documentary elements,
including stock footage and historical figures, My Favorite
War shows new territory to explore through experiment and
animation. (NAM Dong-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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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Tender Matador

Nowhere Special

나의 사랑스러운 혁명가

Chile/Argentina/Mexico | 2020 | 94min | DCP | color
Director Rodrigo SÉPULVEDA 로드리고 세풀베다

베니스영화제 베니스데이즈

피노체트 군부 독재가 극에 달한 1980년대 산티아고에서 예기치 못한 로맨스가

싹튼다. 늙고 가난한 신세로 전락한 크로스드레서 “퀸”은 어느 밤 청년 게릴라
요원 카를로스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한다. 카를로스는 퀸에게 물건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고, 호의로 부탁을 들어준 퀸은 자신의 아파트에 보관된

노웨어 스페셜

United Kingdom/Italy/Romania | 2020 | 96min | DCP | color
Director Uberto PASOLINI 우베르토 파솔리니

상자 속에 피노체트 정권을 무너뜨릴 무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없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복잡한 심리를 섬세한 감정선으로 표현해낸

달콤씁쓸한 여운을 남긴다. (박가언)

왕들의 그날 밤

Ivory Coast/France/Canada/Senegal | 2020 | 93min | DCP | color
Director Philippe LACÔTE 필립 라코트

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

서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코트디부아르의 교도소 마카. 소매치기로 수

용된 17세 청년은 첫날부터 두목 검은 수염의 부름을 받는다. 검은
수염은 청년을 다짜고짜 ‘로마인(Roman)’으로 지목하고 밤에 ‘붉은 달’

이 떠오르면 모든 수감자에게 어떤 이야기든 밤새 들려줄 것을 명한다.

제임스 노튼과 아역 다니엘 라몬트의 연기가 일품이다. (박가언)

© JN&DL © nsl

074 Oct 24 / 15:00 / B3

Padrenostro
Italy | 2020 | 123min | DCP | color

Director Claudio NOCE 클라우디오 노체

체스코 파비노가 실화에서 영감을 얻은 또 한 편의 영화로 안내한다.

배경은 이념 갈등으로 피의 테러가 벌어지던 1970년대. 단, 영화는 그를
극 중 아버지로 둔 소년의 시점 아래 전개된다. 아버지가 테러를 당한 후,
동의어로 여긴다. 아버지가 착한 편이라고 믿고 싶은 소년에게 세상은 알

면회를 다녔던 경험에서 영감을 받은 감독은 마카라는 프리즘을 통해

수 없는 대상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어떤 진실은

전쟁 후의 코트디부아르 사회를 직시한다. 앤틱한 분위기와 붉은 달,

명백해진다. 아이는 자기가 본 것으로 인해 고통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

아프리카 태초의 몸짓이 어우러져, 감옥은 환상의 공간으로 거듭난다.

질문할 줄 안다.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건 바로 그 마음 덕분일 것이다.

주인공이 불러온 감옥 밖의 이야기는 폭력과 신화의 이미지로 가득하다.

아이들을 빌려 사회정치적인 분위기를 전하는 데 능한 유럽 영화의

유일한 백인 수감자 드니 라방의 출현 또한 작품에 신비함을 더한다.

전통을 잇는 작품이다. (이용철)

(박외영)

World Cinema

벨로키오의 <배신자>에서 마피아 연대기의 중심에 섰던 피에르 프란

돌아온 아버지는 “다 괜찮다”고 말하는데, 어른들은 순수를 무지의

치안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다. 어린 시절 실제 마카에 수감된 엄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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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영화제 남우주연상

발레리오는 집 근처에서 모든 게 자신과 딴판인 크리스찬과 마주친다.

술술 풀어나간다. 코트디부아르는 근 20년간의 내전으로 정치와 경제,

111 Oct 26 / 16:30 / B3

A single father with terminal illness dedicates the last few
months of his life to finding a new family for his four-yearold son. The situation is extremely dramatic, but by virtue of
Uberto Pasolini’s understated style, this film is mercifully free
of sentimentality or nonchalance. In Nowhere Special, there is
only a troubled father with many questions, but few answers,
the cruelty and injustice of the world exhibited through the
eyes of a little boy, and their search for hope and consolation.
Death casts a long, uncertain shadow over the characters,
but the matter-of-fact, daily glimpses of their lives portray
deep affection between father and son, subtly and sensitively
depicted by the wonderfully talented James Norton and
Daniel Lamont. (Karen PARK)

우리 아버지

붉은 달이 떠오르자 소년은 살아남기 위해 자마왕에 대한 이야기를

Maca in Cote d'Ivoire is the largest prison in West Africa. A
17-year-old boy, imprisoned for pickpocketing, is summoned
by Black Beard. Black Beard names the boy as ‘Roman’ and
orders him to tell all the inmates any story overnight when
the ‘red moon’ rises. The boy begins unraveling the story of
King Jama to survive. Inspired by the childhood experience
of visiting his mother imprisoned in Maca, the director faces
post-war Cote d'Ivoire through Maca. The prison is reborn with
an antique atmosphere and the red moon. The only white
inmate, Denis Lavant, also adds mystique. (PARK Woe Young)

계속 던지게 되는 아버지의 고뇌와,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비친 세상의

드리워져 있고 차분함이 유지됨에도 단조로움이나 지루함을 느낄 새

되던 혹독한 시절, 아파트 벽에 갇혀있던 이들의 사랑은 매혹적이면서도

Night of the Kings

흐르지도 않고 애써 쿨한 척 하지도 않는다. 다만 정답이 없는 질문을

파솔리니의 전작 <스틸 라이프>에서와 같이 영화 내내 죽음의 그림자가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조차 사치가

177 Oct 30 / 09:30 / B3

찾아주려 한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극단적이지만, 영화는 신파로

덤덤하게 그려내고 있다. 베니스영화제 4관왕에 올랐던 감독 우베르토

차별이 만연한 가운데 게이 사회운동가이자 작가로 활약한 페드로 레메벨의

© Sergio Armstrong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남자가 홀로 남게 될 아이에게 새로운 가족을

부조리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위로를 품고 가는 부자의 모습을

<나의 사랑스러운 혁명가>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주류 운동권의 무지와

1980s, Santiago de Chile. Based on a novel by gay writer and
activist Pedro Lemebel, My Tender Matador portrays the unlikely
romance of La Loca (The Queen), a poor old transvestite and
Carlos, an undercover guerrilla rebel. After Carlos saves La Loca
from an unfortunate incident, he asks her to store some boxes of
art books in her apartment. Unknown to her, the boxes are filled
with weapons to overthrow the Pinochet dictatorship.
Love can be found even in the oddest of places. The fragile
relationship of La Loca and Carlos rarely escapes the walls of the
apartment in a time when love was considered a luxury and the
LGBT community was invisible and ignored. This is a beautifully
sad portrayal of two radicals that chose an affair that they know
must end. (Karen PARK)

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

116 Oct 27 / 17:00 / BH

Pierfrancesco Favino who was at the center of the Mafia
Chronicles in Bellocchio’s The Traitor leads you into another
film experience. The background is the 1970s, when ideological
conflicts exploded in terror. However, the movie unfolds under
the perspective of Favino’s son in the play. Attacked by terror,
the father says, “Everything is fine,” and adults regard purity as
ignorance. However, a child feels pain from what he sees and
can ask questions about it. Thanks to that mind, the future can
change. The film connects to the tradition of European films
through its ease of conveying a social and political atmosphere
through children. (LEE Yong 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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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Simple

Quo Vadis, Aida?

단순한 열정

France/Belgium | 2020 | 99min | DCP | color
Director Danielle ARBID 다니엘 아르비드

© Sarah Hajjar

061 Oct 24 / 17:00 / BH

칸 2020

다니엘 아르비드 감독이 아니 에르노의 소설을 각색해 러시아 사업가 알렉산더를
향한 엘렌의 불같은 열정에 관해 말한다. 프랑스 연기파 배우 레티시아 도슈의
열연은 남자의 자취를 찾아 모스크바까지 날아갈 정도의 집착으로 변해가는
엘렌의 사랑을 공감하게 만든다. 감독은 두 인물의 성적 관계도 거침없이
묘사하는데, 그 의도는 육체적인 열정이 어떻게 정신적인 것으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에 있기도 하다. 연인과의 이별 후 엘렌은 일상생활조차 할 수 없는
마약 중독자처럼 변하는데, 레티시아 도슈는 이런 상황을 시종 가벼운 코미디
톤으로 이끈다. 작품은 또한 매우 시각적이어서, 엘렌의 열정은 마치 몽환적인
여행처럼 그려진다. 여성작가의 소설을 여성감독이 각색한 <단순한 열정>은
여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진솔한 시선을 제공한다. (스테판 듀 메닐도)

Danielle Arbid adapts Annie Ernaux’ famous novel and tells the story
of the burning passion of Hélène, a divorced mother, for Alexander,
a Russian businessman. Carried by the great French actress Laetitia
Dosch, Passion Simple makes us share this love that turns into an
obsession and takes the heroine all the way to Moscow. Danielle Arbid
shows the sexual relations between these two characters, but her goal
is also to make us feel how this physical passion becomes mental.
When she is separated from her lover, the heroine becomes a drug
addict, unable to live her personal life. Laetita Dosch's talent brings
lightness and a tone of comedy to this situation. The film is also very
visual, giving Hélène’s passion the appearance of a dreamlike journey.
A novel written and adapted by a woman, Passion Simple offers an
incisive look at feminine desire. (Stéphane Du MESNILDOT)

Preparations to Be Together for an Unknown Period of Time
함께 하기 위한 준비들

Hungary | 2020 | 95min | DCP | color
Director Lili HORVÁT 릴리 호르바트

베니스영화제 베니스데이즈

데뷔작 <더 웬즈데이 차일드>(2015)로 카를로비바리영화제에서 수상한
헝가리 여성감독 릴리 호르바트의 두번째 영화. 미국에서 연애를 했던

남자를 찾아 부다페스트로 온 여자가 있다. 신경외과 전문의로 학회에서
만난 헝가리 남자 의사와 사랑에 빠진 뒤 다시 만날 약속을 한다.

쿠오바디스, 아이다

Bosnia and Herzegovina/Austria/Romania/Netherlands/

Germany/Poland/France/Norway/Turkey | 2020 | 104min | DCP | color
Director Jasmila ZBANIC 야스밀라 즈바니치
ˇ

남편과 아들이 캠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상태임을 알게 된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한 끝에 무사히 캠프로 들어오지만 진짜 문제가 벌어진다. UN

쓴다. 발칸반도에서 벌어진 인종학살은 상상조차 힘든 일이지만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그런 만큼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피부로 느끼며 함께 전율하게 된다. (남동철)

Jasmila Zbanic, whose debut feature Grbavica (2006) won the
Berlin Golden Bear, once again captures the Bosnian tragedy on
camera. In 1995, Bosnians seek refuge from the Serbian army at
a UN peacekeeping camp. Aida, a UN translator, struggles and
succeeds in bringing her husband and sons into the refugee camp.
But when the UN forces allow the Serbian army into the camp, the
Serbian army breaks their promise and takes Bosnian men away,
prompting Aida to make every effort to save her family. This film
shows the unimaginable genocide that took place in the Balkans,
allowing the audience to experience how such a tragedy occurred
and shudder at the horrors of Bosnia’s recent past. (NAM Dongchul)
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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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cal
나쁜 놈

France | 2020 | 96min | DCP | color

Director Peter DOUROUNTZIS 피터 두룬치스

칸 2020

단편 <방랑자>(2014)로 평단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피터 두룬치스의
첫 장편 <나쁜 놈>은 프랑스 홈리스 구조 단체인 ‘Samu Social’에서
십 년이 넘게 일한 감독의 생생한 경험과 상상력이 녹아있는 사회파

영화이자 스릴러다. 무일푼으로 도시에 입성한 졔(Djé)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는 재주를 지녔다. 반반한 외모 덕에 쉽게 일자리를 구하고,

잠자리를 찾는다. 하지만 천사 같은 얼굴 뒤에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일말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이면이 있다. 이 천의 얼굴을 가진 졔가

이 남자를 사랑한 적이 있는가? 정신과 상담까지 받으면서 여자는 남자

어느 날 철거된 건물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당찬 소녀 마야와

주변을 맴돈다. 둘의 관계는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 사랑의 현실과 환상에

사랑에 빠진다. 알랭 기로디의 <호수의 이방인>(2013)의 히로인 피에르

대한 신선한 해석과 상상력이 돋보이는 영화. (남동철)

World Cinema

쫓기던 보스니아인들이 UN 캠프로 피신을 한다. UN군 통역관 아이다는

어딘가로 끌고간다. 아이다는 남편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시한번 안간힘을

병원까지 찾아가지만 막상 만난 남자는 여자를 모른 척한다. 나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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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바니치가 다시 보스니아의 비극을 카메라에 담았다. 1995년 세르비아군에

진입시킨다. 세르비아군은 약속과 달리 보스니아 남자들을 따로 분류해서

갖고 그 장소를 찾아가지만 남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여자는 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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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작 <그르바비차>(2006)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았던 야스밀라

군은 보스니아인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세르비아군을 캠프로

부다페스트의 어느 다리에서 오후 5시에 만나자는 약속. 로맨틱한 환상을

A second feature by the Hungarian filmmaker Lili Horvát,
whose debut film The Wednesday Child (2015) won an award
at the Karlovy Vary IFF. A neurosurgeon falls in love with a
fellow doctor she meets at a confer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two promise to rendezvous in Budapest. But when
she arrives, he is nowhere to be seen. She finally tracks him
down, but he claims not to know her. She starts working at the
same hospital, while questioning her sanity. She stays around
him, even as she begins to see a therapi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begins anew in this imaginative film about
the fantasy and reality of love. (NAM Dong-chul)

베니스영화제 경쟁

드 라동샹의 무표정한 연기는 <드라이브>의 라이언 고슬링을 떠올리게
한다. (서승희)

179 Oct 30 / 16:30 / B3

Rascal, the first feature by Dourountzis, who already received
critical attention for his short story The Wanderer (2014), is
a social thriller that reflects the director’s vivid experience
and imagination of working for ‘Samu Social’, a rescue
organization for the homeless. Djé enters the city with no
money. Thanks to his handsome look, Djé can easily find a job
and a bed. However, behind his angelic face exists the soul of
a psychopath who feels no guilt after murdering. Djé meets
Maya living in a demolished building with the homeless and
falls in love with her. Pierre Deladonchamps’s expressionless
performance reminds us of Ryan Gosling of Drive (2011). (SEO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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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Soil

She Dies Tomorrow

붉은 땅

France | 2020 | 90min | DCP | color

Director Farid BENTOUMI 파리드 벤투미

칸 2020

간호사 누르는 아버지가 일하는 화학 공장으로 이직하게 된다. 회사
는 노동자의 건강과 지역 사회의 안전을 무릅쓰고 독성 폐기물을
방출해 왔는데, 그녀는 진실 앞에서 갈등한다. <붉은 땅>은 진실과

사회 시스템이 충돌할 때 미디어로서 영화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녀는 내일 죽는다

United States | 2020 | 85min | DCP | color
Director Amy SEIMETZ 에이미 세이메츠

보여주는 예다. 환경 보호는 자명한 명제지만, 가족이라는 끈과 직장이

불길한 예감이 머리 속에서 계속 증폭되고 확장된다. 인물의 클로즈업과 불길한 소리,

실제 사건에 근거한 <붉은 땅>은 최선보다 정의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영상과 인상적인 색채 등으로 이런 공포를 만들어낸다. (남동철)

정직하게 임하는 작품이다. 붉게 변한 호수와 땅은 어느 쪽을 지지할지
질문한다. (이용철)

Saint-Narcisse
나르시스의 수난

Canada | 2020 | 102min | DCP | color

Director Bruce LABRUCE 브루스 라브루스

베니스영화제 베니스데이즈

태어나자마자 헤어진 쌍둥이 형제 도미닉과 다니엘은 20여년만에 재회

한다. 서로의 존재에 매혹된 둘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와 그녀가
묻어둔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나선다.

예술과 외설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끊임없는 창작열을 불태우는

캐나다 감독 브루스 라브루스의 최신작 <나르시스의 수난>에는 성적으로

072 Oct 24 / 09:00 / B3

Shorta

Denmark | 2020 | 108min | DCP | color

Director Anders ØLHOLM 안더스 얼홀름 /

Frederik Louis HVIID 프레데릭 루이스 비드

과잉진압을 당한 재소자가 위중한 상태라는 뉴스가 흘러나와 아랍인 동네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두 백인 경찰관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한 아랍인
소년을 심하게 단속한다. 동네 주민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두 경찰이 탄

차는 무장 시위대의 습격을 당한다. 셋은 겨우 차에서 내려 몸을 피하지만,
이야기지만 이 영화의 특이한 점은 관객이 위험에 빠진 경찰을 마냥 응원할

롤러코스터를 탄 기분으로 과속과 과잉으로 점철된 스토리라인을 쉴새없이

수 없다는 점이다. 인종차별적 행동을 서슴지 않은 나쁜 경찰이기에 응당한

따라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박가언)

World Cinema

아랍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백인 경찰관 둘이 순찰을 나선다. 경찰에

그들은 이곳을 탈출할 수 있을까? 위험에 처한 경찰이 사지에서 탈출하는

통찰을 찾으려면 실망할 수도 있다. 다만 내 안의 유교 정신을 억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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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영화제 비평가주간

경찰 본부는 각지에서 일어난 시위로 지원이 어렵다는 말만 전한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지만 이 영화에서 깊은 자아 성찰이나 사회 비판적

079 Oct 25 / 09:30 / BH

A film that made headlines at this year’s online South by Southwest
(SXSW). Amy is ravaged by the notion that she is going to die tomorrow,
which sends her down a dizzying emotional spiral. When her skeptical
friend Jane discovers Amy’s feeling of imminent death to be contagious,
they both begin bizarre journeys through what might be the last day
of their lives. Now, the fear of death attacks Jane. Back home, Jane’s
brother, his wife, and friends are having a birthday party. Jane tells them
she’s dying tomorrow. As you can see, the film depicts the process of
death spreading like Ring, the Japanese movie. The difference is that
there is no ghost, such as Sadako, in this film. The fears in She Dies
Tomorrow only come from a word and spread out. The ominous
premonition of dying tomorrow amplifies and expands in the head. The
close-up of the characters, the ominous sound, the mysterious images,
and impressive colors create such fears. (NAM Dong-chul)

더 나쁜 녀석들

금기시되는 모든 설정이 망라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 나르시스 신화를 차용해

Dominic and Daniel, twin brothers separated at birth, reunite
after more than 20 years. They are infatuated with their other
half; however, they find themselves entangled in a web of
vengeance and vindication on their way to discovering a
family secret buried by their mother.
Bruce LaBruce provokes our twisted minds with another
taboo galore by crossing the blurry line between arthouse
and pornography. His latest film Saint-Narcisse, filled with
disturbing scenes of all sorts of sexual fetish, is certainly not
for the faint of heart. Instead of expecting deep reflection and
dissection of the extreme topics it touches, just enjoy the turns
and thrills of this roller coaster ride and you should get more
than you bargained for. (Karen PARK)

생일파티를 하고 있는 동생 부부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내일 죽을 거라고 말한다.
녀는 내일 죽는다>의 공포는 오직 한 마디 말로 비롯되고 번져 나간다. 내일 죽는다는

당시, 누르는 의료 사고의 피해자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143 Oct 28 / 09:30 / B3

알린다.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죽음의 공포가 제인을 엄습한다. 집으로 돌아온 제인은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다른 점은 <링>의 사다코 같은 귀신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

경제,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개입하면 더욱 복잡해진다. 병원에서 근무할

© Les films VELVET-Les films du Fleuve

사실을 알게 된다. 에이미는 두려움에 떨며 자신이 죽을 거라는 사실을 친구 제인에게

간단한 줄거리만으로 연상할 수 있듯 이 영화는 일본영화 <링>처럼 죽음이 전염되는

제공하는 생존의 조건을 무시하기란 힘들다. 거기에 고용 안정과 지역

Nurse Nour is transferred to a chemical factory where her
father works. The company, ignoring the health and the
safety of the workers and the local community, has released
toxic waste. Nour feels conflict in the face of the truth. Red
Soil shows an example of how a movie should react as media
when truth and the social system collide. Protecting the
environment is important, but you cannot ignore your family
and the conditions of survival provided by workplaces. The
situation later worsens when job security, local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intervene. Red Soil is heading for one goal
of justice rather than the best. The lake and land that have
turned red ask which side to support. (LEE Yong Cheol)

올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SXSW에서 화제가 된 영화. 에이미는 내일 죽을 거라는

처벌이 이뤄지길 기대하게 된다. (남동철)

062 Oct 24 / 20:30 / BH

Two white police officers are patrolling a neighborhood where the
Arabs live. Amid heightened tensions in the area, after a suspect
is placed in critical condition due to excessive police force, the
police officers interogate on an Arab boy for no particular reason.
Residents of the neighborhood witness the scene and armed
demonstrators attack the police car. The police officers and the
boy barely escape, but the police headquarters say they can’t
send back up due to coinciding protests in many towns. Can they
escape successfully? The story is about the police officers who
escape from the jaws of death, but the unique point of this film
is that the audience cannot fully cheer for their escape. The police
officers don’t hesitate to act with malice and racism, deep down
we expect them to be punished properly. (NAM Dong-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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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lom

Teddy

슬라롬

France | 2020 | 92min | DCP | color

Director Charlène FAVIER 샤를렌 파비에

칸 2020

슬라롬 스키선수이자 열다섯의 리즈는 챔피언 출신 프레드에게 개인

지도를 받는다. 혹독한 체중 관리와 훈련 스케쥴, 폭언도 서슴지 않는
프레드의 강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리즈는 점차 유망한 선수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연이은 성공으로 기뻐할 무렵, 리즈와 프레드의
사이는 점차 가까워지고 프레드는 리즈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기

테디

France | 2020 | 88min | DCP | color

Director Ludovic BOUKHERMA 뤼도빅 부케르마 /
Zoran BOUKHERMA 조란 부케르마

시작한다. <슬라롬>은 분명 위태로운 영화다. 코치와 선수 간 위계로

France | 2020 | 74min | DCP | color

Director Suzanne LINDON 수잔 랭동

<슬라롬>은 그 가혹한 하강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일남)

© Les Films Velvet_Baxter Films

075 Oct 24 / 18:00 / B3

칸 2020

열여섯 수잔은 또래의 친구들이 지루하기만 하다. 그녀는 학교 가는

길목에 있는 극장 앞에서 서른 살 남짓의 한 연극배우를 자주 마주친다.

이 잦은 만남은 곧 강박으로 변하고, 둘은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진다.
하지만 여고생 수잔에게는 조금 버거운 사랑이기도 하다. 스무 살의

또 하나의 전쟁

France | 2020 | 92min | DCP | color

Director Giovanni ALOI 지오바니 알로이

신병훈련을 마친 레오는 반(反)테러 감시 활동 ‘오퍼레이션 센티널’
부대에 배정된다. 온종일 거리를 순찰하며 잠재적인 위협을 감시하는

데에 지칠 즈음, 대규모 반정부 시위의 경계선을 확보하라는 미션이
떨어진다. 몇 주간 누적됐던 레오의 중압감과 욕구불만이 동요된 군중의

풍경이 돼버렸다. 이 제3의 전쟁에 대해 감독은 날 선 질문을 던진다. <이

수 없다. 감독은 주인공의 강박과 사랑에 대한 열광 내부로 들어가, 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환상일 수도 있다. 이

사춘기 연대기를 파리 배경의 뮤지컬로 전환한다. (스테판 듀 메닐도)

Suzanne is sixteen years old and is bored with people her
own age. Every day on her way to school, she walks past a
theater. There she meets an actor in his thirties who becomes
her obsession and they fall in love. But Suzanne feels that this
love is perhaps a little too heavy for a 16 year old and her high
school life. The very young director, 20 years old, is also the
interpreter of her own film and brings freshness and fantasy
to this story of first love. This young character, shy and daring
at the same time, makes light of this seduction of an adult
whose daily life she invades. The director enters into her main
character’s obsession and her exaltation in love, to the point
of transforming this chronicle of adolescence into a musical
comedy set on the streets of Paris. (Stéphane du MESNILDOT)

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

선포한 후, 무장한 군인들이 거리에 무리 지어 다니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막무가내로 침범하면서 유혹하는 장면에서는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World Cinema

This new French horror movie is about the character of the
werewolf. Teddy leads a simple life in his small town in Lotet-Garonne with his girlfriend Rebecca, his uncle and his
girlfreind work in a massage institute. When he gets bitten by
a werewolf, his daily life turns into a nightmare. The werewolf
becomes the metaphor of a solitary adolescent trapped in his
precarious environment. The originality of the film is to bring
gothic fantasy into the banal universe of a small French village.
Teddy is a bit like the meeting between Stephen King and
Bruno Dumont. The two young filmmaker brothers, Ludovic
and Zoran Boukherma, who have made a number of notable
short films, have created a very original and bloody horror
comedy with their first film. (Stéphane du MESNILDOT)

무리 안에서 막 폭발하려 한다. 프랑스 정부가 테러리즘과의 전쟁을

독창성 또한 배가한다. 수줍으면서도 대담한 여고생이 한 성인의 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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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외로운 청소년에 대한 메타포다.

The Third War

수잔 랭동 감독이 직접 주인공을 연기해 첫사랑 이야기의 참신성과

151 Oct 29 / 20:00 / BH

리고 난 후, 평화롭던 그의 일상은 악몽으로 변한다. <테디>에서 늑대

참신한 핏빛 공포 영화다. (스테판 듀 메닐도)

느 것에도 그녀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열여섯 봄

garonne)이라는 마을에서 소박하게 살고있다. 하지만 늑대인간에게 물

여러 단편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부케르마 형제의 첫 장편 <테디>는

이끌린 관계로 두 인물을 바라볼 수 있지만, 리즈에게 닥친 일들 그 어

Spring Blossom

마사지시술소에서 일하면서 삼촌, 여자친구 레베카와 로테가론(Lot-et-

데에서 드러난다. 스티븐 킹과 브루노 뒤몽의 만남이라고나 할까? 이미

운동하는 육체를 탐미하는 시선 또한 가감 없이 드러낸다. 자칫 서로에게

Liz, a 15-year-old slalom skier, is personally coached by former
champion Fred. Liz gradually becomes famous in France as a
promising player due to Fred’s tough weight management,
training schedules, and outspokenness. Liz and Fred get
closer and Fred suddenly demands physical relations from
Liz. Slalom is a precarious film. It shows the cases of grooming
for sexual violence caused by the hierarchy between coaches
and athletes as well as reveals the covetous eyes toward fit
bodies that exercise. We have to realize that what is coming to
Liz begins with a situation where she cannot choose. Slalom
clearly shows a harsh descent into degradation. (CHO Il-nam)

이 새로운 프랑스 공포영화는 늑대인간 캐릭터를 다룬 작품이다. 테디는

감독의 기발함은 이 고딕풍 판타지의 배경을 평범한 시골 마을로 설정한

인해 벌어지는 그루밍 성폭력의 사례를 밀도 있게 조망함은 물론

053 Oct 23 / 20:30 / BH

칸 2020

영화를 지배하는 긴장은 바로 이러한 자각에서 온다: 아무도 이 전쟁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우리 모두 전쟁의 이미지를 보았다.
하지만 전쟁의 ‘바른’ 이미지란 무엇일까?> (서승희)

052 Oct 23 / 21:00 / B3

Completing boot camp, Leo joins ‘Operation Sentinel’, an
anti-terrorist unit. His mission is to secure the boundaries
of massive anti-government protests. Leo’s pressure and
frustration are about to explode in the crowd. Armed soldiers
swarm the streets after the French government declares a war
on terrorism. In this new war, the director asks: A war that may
not be quite a war as we think of it, but a fantasy of war. The
tension that drives the film comes from this realization: no one
knows exactly what a war looks like. We have all seen images
of war, but what is the “right” image of war? (SEO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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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gic Jungle

Zanka Contact

비탄의 정글

Mexico/France/Colombia | 2020 | 97min | DCP | color
Director Yulene OLAIZOLA 율레네 올라이졸라

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

고대 마야 왕국의 전설이 살아있는 멕시코의 정글 속 고무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우연히 신비스러운 여성을 구출하게 된다. 아그네스는 백인 농장
주와의 결혼을 피해 도망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를 바라보는 노동자들의
눈에는 열기와 욕망이 차오르고, 무법지대 정글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카사블랑카 록앤롤

France/Morocco/Belgium | 2020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Ismaël EL IRAKI 이스마엘 엘 이라키

것은 구원이 아닌 약탈일 뿐이다.

사고 현장에서 만난 성노동자 라자와 사랑에 빠진다. 둘은 트라우마를
공유하고 함께 노래하면서 카사블랑카를 벗어나자는 꿈을 갖는다. 사랑의

불길이 치솟을수록 라자를 가두려는 포주 사이드의 그림자도 짙어진다.

카사블랑카를 횡단하면서 리얼리즘과 장르 영화가 줄 수 있는 즐거움을

초록 식물로 뒤덮인 정글은 순식간에 복수극의 무대로 탈바꿈한다. 원주민 출신의

동시에 잡으려는 신인의 패기가 돋보인다. 감독은 쾌활하지만 때로는

비전문 배우를 출연시켜 자연스러운 연기를 이끌어냈으며, 고대 마야 신화 요소와

애틋한 톤으로 이 커플을 응원한다. 1970년대의 모로코 록, 스파게티

접목시켜 문명 충돌의 비극적 결말을 그리고 있다. 베니스, 산세바스찬, 뉴욕

웨스턴, 스멀거리는 독사 등의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한치 앞도 예측할

영화제의 러브콜을 받은 2020년 하반기 최대의 화제작 중 하나다. (박가언)

160 Oct 29 / 10:00 / B3

암흑가가 된 카사블랑카. 더는 노래를 할 수 없게 된 록커 라르센은 교통

엘 이라키의 장편 데뷔작은 로큰롤의 리듬을 지닌 멜로드라마다.

여성 감독 율레네 올라이졸라의 네번째 장편 극영화 <비탄의 정글>에서 싱싱한

Isolated in the deep Mayan jungles of Mexico, a group of gum
tree workers come across a mysterious Belizean woman.
Young Agnes was just trying to escape a forced marriage,
but her rescuers soon become predators as tensions rise
in the lawless jungle where legendary fantasies and sexual
desires are ignited. The vibrant green colors of the exotic
tropical jungle transform into the perfect setting for female
vengeance. This is the fourth feature and most ambitious
filmed by director Yulene Olaizola, who brings out powerful
performances from natural indigenous actors and borrows
the ancient Mayan myth to capture the disastrous clash of
civilizations. (Karen PARK)

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 여우주연상

수 없는 긴장감을 만든다. 이 명멸하는 이미지들은 모로코가 지닌 사회적
트라우마를 드러낸다. (최연우)

092 Oct 25 / 13:30 / B3

Casablanca has become an underworld. Rocker Larsen, who
can no longer sing, falls in love with Raja, a sex worker.
She hopes to escape from her pimp. They dream of getting out
of Casablanca by sharing their trauma and singing together.
El Iraki’s feature debut is a melodrama with a rock and roll
rhythm. Crossing Casablanca, it shows the rookie’s ambition
to capture all the joy that realism and genre movies can give.
It creates an unpredictable tension and shows images of
Moroccan rock, spaghetti westerns, and a grazing viper in the
1970s. The blinding images reveal Morocco’s social trauma.
(CHOI Yeon Woo)

The Works and Days (of Tayoko Shiojiri in the Shiotani Basin)
일과 나날 (시오타니 계곡의 시오지리 다요코의)
United States/Sweden/Japan/United Kingdom | 2020 | 480min | DCP | color
Director C.W. WINTER C.W. 윈터/

Anders EDSTRÖM 안더스 에드스트롬

베를린영화제 엔카운터 작품상

“농사에서 첫번째 법칙은 쉬운 방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땅은

당신의 노력을 요구한다.” 이 영화는 일본 교토현 시오타니 계곡에 사는
시오지리 다요코라는 여자가 농사를 짓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앵커리지>

(2009)로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수상한 C.W.원터와 안더스 에드스트롬
감독이 공동연출한 영화로 올해 베를린영화제에 신설된 엔카운터 부문
작품상을 받았다. 시오타니 계곡은 인구 47명의 산골마을로 두 감독은

이곳에서 14달의 기간에 걸친 27주를 촬영하여 상영시간이 무려 8시간인

영화를 완성했다. 때로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화면에 벌레나 바람 소리만
들리는가 하면 카세 료 같은 알려진 배우가 등장하는데도 극적 장치는 없다.
영화는 관객이 온전히 그곳의 생활을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남동철)

036 Oct 23 / 09:30 / BD 095 Oct 26 / 09:30 / BD

※상영 중 중간휴식시간(각 15분씩 총 2회) 및 점심시간(1시간) 예정

※2 intermissions (15 minutes each) and a lunch break (1 hour) are
scheduled during the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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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Cinema

“The first rule in farming is that you are never to hope for an easy
way. The land demands your effort.” The Works and Days (of
Tayoko Shiojiri in the Shiotani Basin), the second feature from
directors C.W. Winter & Anders Edström, is an eight-hour fiction
shot for a total of twenty-seven weeks, over a period of fourteen
months, in a village population forty-seven in the mountains
of Kyoto Prefecture, Japan. It is a geographic description of the
work and non-work of a farmer. A portrait, over five seasons, of
a family, of a terrain, of a soundscape, and of duration itself. It is
a film that takes the time to spend time and hear people out. A
film-as-adaptive-landscape. A georgic in five books. Featuring
a performance by Tayoko Shiojiri that binds fiction and actual
bereavement into a heartbreaking indeterminability.

주한 스페인 대사관은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번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욱
밀접한 상호 협력 관계를 기원합니다.

The Embassy of Spain to the Republic of Korea welcomes
the celebration of the 25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0.
We wish the festival a great success and look forward to reinforcing
our excellent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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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칸영화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제 개최를 취소했다. 지난 6월 3일 공식 선정작 56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주요

FESTIVAL DE CANNES
Official Selection 2020

칸 2020

Cannes 2020

2020년 칸 선정작 가운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이는 23편의 목록이다.

26

칠중주: 홍콩 이야기

홍금보, 허안화, 담가명, 원화평, 조니 토, 임영동, 서극
개막작

화양연화

왕가위
갈라 프레젠테이션

85

88

가운데 23편을 상영한다.

The Cannes Film Festival was canceled this year due to the COVID-19 outbreak. It announced 56 official selections on June 3rd and
expressed its wish that other maj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would be able to screen the selected films. Among them, 23 works will be
presented at the 25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4

Septet: The Story of Hong Kong

85

샤루나스 바르타스
월드 시네마

26

In the Mood for Love

88

엠마누엘 무레
월드 시네마

28

True Mothers

92

다니엘 아르비드
월드 시네마

KAWASE Naomi
Gala Presentation

Passion Simple

30

Another Round

Thomas VINTERBERG
Icons

93

Rascal

23 films among the Cannes 2020 selection will be screened at BIFF.

24

국제영화제에서 칸의 극장에서 선보일 수 없었던 공식 선정작이 상영되길 바란다는 점을 언급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올해 칸영화제 공식 선정작

황혼 속에서

러브 어페어 :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Sammo HUNG/Ann HUI/Patrick TAM/
YUEN Wo Ping/Johnnie TO/Ringo LAM/Hark TSUI
Opening Film

WONG Kar Wai
Gala Presentation

In the Dusk

Sharunas BARTAS
World Cinema

Love Affair(s) : The Things We Say,
The Things We Do
Emmanuel MOURET
World Cinema

28

트루 마더스

92

단순한 열정

30

어나더 라운드

93

나쁜 놈

51

질주

94

붉은 땅

51

Striding into the Wind
WEI Shujun
A Window on Asian Cinema

94

Red Soil

67

반도

96

슬라롬

67

Peninsula

YEON Sangho
Korean Cinema Today_Panorama

96

Slalom

78

암모나이트

96

열여섯 봄

78

Ammonite

Francis LEE
World Cinema

96

Spring Blossom

79

비기닝

97

테디

79

Beginning

Dea KULUMBEGASHVILI
World Cinema

97

Teddy

81

시네마의 죽음 그리고 나의 아버지도

104

나디아, 나빌레라

81

The Death of Cinema and My Father Too
Dani ROSENBERG
World Cinema

104

Nadia, Butterfly

82

폴링

130

소울

82

Falling

130

Soul

83

가가린

130

썸머 85

Viggo MORTENSEN
World Cinema

83

Gagarine

130

Summer of 85

83

이브라힘

Fanny LIATARD/Jérémy TROUILH
World Cinema

83

Ibrahim

100

가와세 나오미
갈라 프레젠테이션
토마스 빈터베르크
아이콘
웨이슈준
아시아영화의 창

연상호
한국영화의 오늘_파노라마
프란시스 리
월드 시네마

데아 클룸베가쉬빌리
월드 시네마

대니 로젠버그
월드 시네마
비고 모텐슨
월드 시네마

파니 리에타르/제레미 투루일
월드 시네마
사미르 게스미
월드 시네마
Cannes 2020

피터 두룬치스
월드 시네마

파리드 벤투미
월드 시네마
샤를렌 파비에
월드 시네마

수잔 랭동
월드 시네마
뤼도빅 부케르마/조란 부케르마
월드 시네마
파스칼 플란테
플래시 포워드

피트 닥터/켐프 파워스
오픈 시네마

프랑수아 오종
오픈 시네마

Danielle ARBID
World Cinema

Peter DOUROUNTZIS
World Cinema

Farid BENTOUMI
World Cinema
Charlène FAVIER
World Cinema

Suzanne LINDON
World Cinema

Ludovic BOUKHERMA/Zoran BOUKHERMA
World Cinema
Pascal PLANTE
Flash Forward

Pete DOCTER/Kemp POWERS
Open Cinema

François OZON
Open Cinema

Samir GUESMI
World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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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Forward
플래시 포워드

독창적인 영화 세계를 선보인 비아시아권 신인 감독들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을 소개하는 부문으로,
관객 투표를 통해 플래시 포워드상을 시상한다.

Beasts

짐승들의 마을
France | 2020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Naël MARANDIN 나엘 마랑뎅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콘스탄스는 약혼자와 파산 직전인 아버지의 농장 경영을 적극 돕는다. 농장의 구식

경영시스템을 혁신하는 프로젝트를 통과 시키려면 마을의 유지인 실뱅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그는 도움을 주기는커녕 사무실로 찾아온 그녀를 성폭행한다.
콘스탄스는 그날의 일을 감추려고 하지만 자신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오는 실뱅에

분노한다. 나엘 마랑뎅의 두 번째 장편 <짐승들의 마을>은 묵직하다. 감독은

A competition among non-Asian filmmakers’ first or second features that
take an innovative and original approach to cinema. The winner is decided by the audience
and awarded the Flash Foward Award.

쇠락해가는 프랑스 농가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을 건조하게 비추는 리얼리즘의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동물이 지닌 원시적인 에너지를 끌어와 말로 담아낼 수
없는 콘스탄스의 혼란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골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권력형 성범죄의 메커니즘을 응시한다. 피해자가 왜 성폭행을 당하는

순간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면서 성범죄를 둘러싼 주변 사람의
반응을 보여준다. 감독은 같은 상황에서 관객은 무엇을 할 것인지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을 던진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영화 <짐승들의 마을>은 권력형 성범죄가
문제가 되는 지금의 한국을 비추는 거울처럼 보인다. (최연우)

017 Oct 21 / 20:00 / B3

The Art of Dying Far Away

Emptiness

멀리서 죽어가는 거북이의 기술
Portugal | 2020 | 91min | DCP | color
Director Júlio ALVES 줄리오 알베스

허공답보

<멀리서 죽어가는 거북이의 기술>은 오래된 한 커플과 거북이에 관한
이야기다. 이혼을 앞둔 부부는 공동 소유였던 물건을 하나씩 나눠 가진다.
마지막에 집에서 키우던 거북이 한 마리가 남는데, 서로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페드로 코스타

Ecuador/Uruguay | 2020 | 93min | DCP | color
Director Paul VENEGAS 파울 베네가스

감독에 관한 시적 다큐멘터리 <사카벵>으로 작년에 부산을 찾았던 줄리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뒤로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상이한

감독 파울 베네가스는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허공을 향해 뛰어드는

고미쉬의 <타부>(2012)의 여주인공 아나 모레이라, 원작의 깊이 있는 유머,

것과 같다”고 말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희망과 절망을 오가는 미래에

줄리오 알베스의 섬세한 미장센, 그리고 거북이 한 마리가 빚어내는 달콤

대한 일별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박가언)

쌉쌀한 코미디. (서승희)

Flash Forward

데려오기 위해, 낯선 땅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한다. 불확실한

왕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성취할 수 있을까?

배우들의 연기는 관객에게 영화의 순간순간을 함께 살도록 만든다. 미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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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며 뉴욕으로 건너가기 위해, 왕은 중국에 남겨둔 어린 아들을

이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 또한 바로 같은 이민자들이다. 과연 레이와

집이라는 닫힌 공간은 효율적으로 촬영됐다. 리드미컬한 편집과 밀도 있는

It is a story about an old couple and a turtle. The couple, about
to divorce, share things they had together. Finally, one turtle they
raised is left and they each claim the turtle is not theirs. This is
Julio Alves’ first fiction who was invited in Busan last year with
a poetic documentary Sacavém about director Pedro Costa.
The movies’ simple shots are elegantly arranged, and the closed
space of the house is filmed efficiently. The rhythmical montage
of Julio Alves’ first fiction, The Art of Dying Far Away dense acting
make the audience live together every moment of the movie. It
is a bittersweet comedy created by Anna Moreira from Miguel
Gomes’s Tabu (2012), the deep humor of the original, Alves’s
delicate mise en Scène, and the turtle. (SEO Seunghee)

에콰도르의 항구 도시에 한날 한시에 도착한 레이는 아메리칸 드림을

환경에서 기댈 곳은 비슷한 처지의 이민자들뿐이지만, 역설적으로

알베스 감독의 첫 극영화다. 감독은 간결한 샷들을 우아하게 배치하고,

033 Oct 22 / 13:30 / B3

Constance decides to help her father farm. To pass an innovative
project, she needs Sylvain’s help, the big guy of the community.
But instead of offering help, he rapes her. Constance tries to
conceal what happened, but Sylvain penetrates deep into her
life. The second feature of Marandin’s Beasts is heavy. It stares
at the mechanism of power-related sex crimes in a closed
countryside. It depicts public reactions toward sex crimes and
why the victim is helpless the moment she is sexually assaulted.
The director asks the audience the inevitable question of what to
do in such a situation. (CHOI Yeon Woo)

051 Oct 23 / 09:00 / B3

Lei and Wong arrive at a port city in Ecuador in the same boat.
She plans to continue her journey to New York to fulfill her
“China Dream” whereas he wants to settle down and bring his
twelve-year-old son from China. Uncertain of the future and
vulnerable in a land of different languages and culture, Lei
and Wang must depend on other Chinese immigrants while
simultaneously being subjected to abuse and exploitation. Will
they survive as aliens in a land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To migrate is like jumping into emptiness” says director Paul
Venegas. The final scene, strangely uncomfortable yet with
a tantalizing glimpse of the future, will linger on our minds.
(Kare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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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caluso Sisters

Palmyra

마깔루조 다섯 자매

Italy | 2020 | 89min | DCP | color

Director Emma DANTE 엠마 단테

베니스영화제 경쟁

<마깔루조 다섯 자매>는 다섯 자매의 이야기다. 어린 시절 물놀이를
간 자매들은 자신들의 삶을 뒤흔드는 비극적인 사건과 마주하는데,

영화의 시간은 그로부터 몇 십년 뒤 이들이 중년이 되는 시기로 갑작스레
이동한다. 그날 이후 응어리진 마음과 오해로 인해 서로를 오랫동안

팔미라

Russia | 2019 | 86min | DCP | color

Director Ivan BOLOTNIKOV 이반 볼로트니코프

원망하던 이들은 자매들이 모두 노년이 된 어느 날, 누군가의 부고

괴물이 되어 버린 딸을 버릴 것인가? 그래도 살릴 것인가? 영화는 사랑하는

모습이나, 수십 년간 그들을 괴롭혀 온 죄의식과 마침내 마주하는 과정을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그리면서 맹목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보여준다는 데 한껏 긍정하고 싶은 작품이기도 하다. (조일남)

Canada | 2020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Pascal PLANTE 파스칼 플란테

방법을 모색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작품. (남동철)

015 Oct 21 / 14:00 / B3

The Predators

나디아, 나빌레라

칸 2020

수영선수 출신의 감독이 연출하고 올림픽 메달리스트 경력의 수영선수가
주인공을 연기했지만 <나디아, 나빌레라>는 전형적인 스포츠 드라마의

문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 섬세한 성장드라마는 결코 명확한 결론이나

확신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은퇴의 기로에 선 나디아가 파티에서 술에

포식자들

Italy/France | 2020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Pietro CASTELLITTO 피에트로 카스텔리토

취하고, 노래방에서 왁자지껄 어울리고, 올림픽 선수촌에 배포된 콘돔을

개성을 반영해 심각한 피 몇 방울은 더해야 한다.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던
총기상, 병원 청소부로 일하는 여자, 시계 사기를 당한 노파, 교통사고를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대상이 셋 중 무엇인지 아는 작품이다. 만약 건강을

있을까? (박가언)

Flash Forward

알트만이 이탈리아에서 <숏컷>을 리메이크한다면 나올 법한 작품이다. 물론

역사를 만든 건 사람들의 요구’라는 대사를 기억하자. <포식자들>은 영화가

않는다. 물을 떠나 뭍에 오른 나디아는 과연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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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업다이크가 21세기 로마의 두 계급을 모델로 글을 쓴다면, 로버트

주변인의 삶이 긴 실로 연결돼 끌려 나온다. ‘위인을 만든 것은 역사이고, 그

자유는 달갑지만 않을 것이고, 감독은 애써 그녀에게 답변을 강요하지

032 Oct 22 / 10:00 / B3

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 각본상

동료와 바람이 난 여자, 니체에 집착하는 철학도, 지하 범죄의 두목. 그들과

유지한다. 수영 선수로서의 자아를 상실한 나디아에게 마침내 찾아온

© Photo credit: Maxime Cormier

Ivan Bolotnikov’s second film, who won the screenplay at Shanghai
Film Festival for his debut film. Artur, a former military doctor, leads
the quiet life of a widower in a mountain village in Dagestan. Artur
learns that his only daughter Maryam has been recruited by a terrorist
organization and sent to Syria. He uses every means possible to travel
to Syria to meet his daughter. Since he was a former military doctor, he
can go to any area doctors are needed. Through all kinds of trouble, he
finally meets his daughter, finding out she has become a total stranger.
He can no longer persuade his daughter, who has transformed into a
terrorist. There comes a moment of choice for him. Should he save his
daughter or abandon the monster she has turned into? The film seeks
a way to overcome blind love by portraying a person who sacrifices
himself for his loved one. Based on a true story. (NAM Dong-chul)

낼 뻔한 의사, 사고로 영화 제작이 중단된 감독, 향에 매혹된 남자, 남편의

사용하고, 목적없이 도쿄 시내 길거리를 배회하는 내내 관조적인 자세를

What comes after an Olympic dream is realized? Nadia, a
swimmer in her early twenties – apparently too young to call
it quits – just won a medal at the biggest event of her life. She
decides to retire from elite sports to escape the endless hours
of battling the water. But is she ready to spread her wings?
Nadia, Butterfly is an intimate coming-of-age drama, but it
does not provide any clear convictions or immediate answers
to the protagonist’s quest. The camera unhurriedly captures
Nadia as she gets intoxicated, sings karaoke, has a onenight stand with a stranger, and fumbles through the streets
aimlessly. Every shot is a persistent character study of her
inner turbulence, a young woman stuck in limbo struggling
with uncertainty. (Karen PARK)

것이다. 아버지는 딸을 만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시리아로 간다.
가진 딸을 아버지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 아버지에게 선택의 시간이 온다.

알고 있는 영화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꿈을 간직하는

Nadia, Butterfly

소식을 접한다. 딸이 테러조직의 일원이 되어 시리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막상 어렵게 만난 딸은 낯선 사람이 되어 있다. 테러리스트로 확고한 신념을

어디로 데려다 주든 이와 무관하게 흐른다는 잔인한 사실을 너무나 잘

055 Oct 23 / 12:00 / B3

두번째 영화. 산골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아버지가 예기치 않은

군의관으로 일한 적이 있기에 의사가 필요한 지역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소식을 듣고 한 자리에 모인다. <마깔루조 다섯 자매>는 시간이 우리를

The Macaluso Sisters is the story of five sisters, Maria, Pinuccia,
Lia, Katia, and Antonella. In childhood, they faced a tragic
event that shakes their lives, and the film suddenly moves into
a middle age setting. Since that day, they have long resented
each other for misunderstanding, but gather in one place one
day, hearing about someone’s obituary. The Macaluso Sisters
knows the cruel fact that time flows regardless of where it
takes us. It also shows they still retain their childhood dreams
even after time has passed and how they finally face the guilt
that has plagued them for decades. (CHO Il-nam)

데뷔작으로 상하이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았던 이반 볼로트니코프의

위해 달리는데 뒤에서 누군가 전자담배 연기를 훅 내뿜는다면 어떨까?
그만큼 신랄하면서 짓궂은 농담으로 가득하다. (이용철)

© Matteo Vieille

034 Oct 22 / 17:00 / B3

This film could be possible if John Updike modeled two
classes of Rome in the 21st century, or if Robert Altman
remade Short Cuts in Italy. Of course, to reflect individuality,
a few drops of blood should be added. A gunman celebrating
his wife’ birthdays, a hospital cleaner, a doctor who almost
caused a car accident, a director who stopped making movies,
a man fascinated by incense, and a woman cheating on her
husband. All the major players are dragged out by the long
threads of their lives. The Predators is full of acrimonious and
mischievous jokes. (LEE Yong Cheol)

105

Rival

Trouble Will Find Us

라이벌

Germany | 2020 | 97min | DCP | color

Director Marcus LENZ 마르쿠스 렌스

사랑의 유효기간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의 서두를 떠올리게 만드는 영화다. 감독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까스로 소통, 혹은 단절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는 데에 유독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우크라이나의 작은
마을에 사는 아홉 살의 로만은 자신을 돌봐주던 할머니가 죽자, 독일에

United Kingdom | 2020 | 89min | DCP | color

Director Alexander Milo BISCHOF 알렉산더 밀로 비쇼프

불법으로 체류하며 간병인으로 일하는 엄마 옥사나를 찾아 떠난다. 하지만

전시회에서 처음 만나 2년간 연애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들이 가슴

쫓는 고정된 카메라의 시선은 건조하면서도 집요하다. 연애의 아름다움과

앞에 몰래 내려두고 로만과 숲 속 외딴 집으로 숨는다. 소통이 불가한 세상에

추함을 가감없이 보여주며 스치듯 지나간 작고 사소한 순간들이 응축된

혼자 남은 아이의 얼굴은 길 잃은 짐승의 그것을 닮았다. 아이가 대적해야

감정의 폭발로 이어지는 감독의 세심한 연출은, 적재적소에 배치된 음악과

할 것은 이제 엄마의 남자친구가 아닌, 살아남아야 하는 ‘공포’다. (서승희)

Tigers

어떻게 될까? <사랑의 유효기간>은 촉망받는 변호사 테스와 화가 헨리가

차이로 다투는 순간, 서로에게 지쳐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까지의 여정을

사로잡힌다. 어느 날, 옥사나의 지병이 심해지자, 슈바르츠는 그녀를 병원

016 Oct 21 / 17:00 / B3

맺지만, 현실의 연애는 최초의 뜨거운 열정이 식고 콩깍지가 사라졌을 때
떨리는 기대감을 안고 처음 데이트하는 순간, 사랑이 피어나는 순간, 의견

슈바르츠라는 독일 남자와 엄마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질투에

Reminiscent of the preface of Emile Ajar's The Life Before Us, Rivals
spends a great deal of time depicting the process of people, who speak
different languages, either manage or fail to communicate. A 9-yearold Ukrainian boy, Roman, leaves home after his grandmother’s
death to find his mother Oksana, living illegally in Germany. Though
Roman finds his mother, he gets devoured by jealousy as she has
fallen in love with a German man named Schwartz and is living with
him. One day, Oksana’s chronic illness worsens, and Schwartz takes
her to the hospital, but only leaves her at the front door. He then takes
Roman to go into hiding in a secluded house in the woods. Left alone
as an alien where he cannot communicate, this child’s face resembles
that of a lost beast. What he has to fight against is not the mother’s
boyfriend, but the “horror” to survive. (SEO Seunghee)

동화 속 공주님과 왕자님은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결말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된다. (박가언)

054 Oct 23 / 18:00 / B3

When your romantic relationship hits that plateau, and you realize
there is no such thing as “happily ever after”, where do you go?
Trouble Will Find Us follows a couple – Tess, an aspiring lawyer,
and Henry, whom she met at his art exhibition, over the course
of two years. Their journey is documented in a series of episodes,
and every intimate episode of trembling joy, budding romance,
inevitable quarrels, and painful exhaustion is captured by the
camera with long, often persistent tableau shots. The film makes
no attempt to hide the good, bad and ugliness of a relationship;
the dynamics of the film are made up of these brief, incidental
moments building up to emotional outbursts. Director Alexander
Milo Bischof’s meticulous orchestration is accompanied by
wonderful music and beautiful artwork. (Karen PARK)

타이거즈

Sweden/Italy/Denmark | 2020 | 116min | DCP | color
Director Ronnie SANDAHL 로니 산달

마틴 벵트손은 스웨덴의 유망한 축구선수다. 17세에 이탈리아의 명문클럽
인터밀란과 계약할 만큼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마틴 벵트손이 인터밀란에 입단해 이탈리아 축구 클럽의

훈련과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낯선 도시, 이탈리아어를 모르는 스웨덴의 어린 축구선수는 밀라노의

환경에 쉽게 녹아 들지 못한다. 경쟁에서 이겨 하루빨리 1군 선수가 되는
것이 목표인 어린 선수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영화는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한다. 유소년부터 무한경쟁에 노출되는 프로
스포츠의 냉혹한 면모를 들여다보면서 축구에서 실패하더라도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정신적 성장을 응원하고자 한다. (남동철)

035 Oct 22 / 20:30 / 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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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sh Forward

Martin Bengtsson is a promising Swedish football player. He
signs with the Italian top club Inter Milan at the age of 17. Based
on a true story, the film depicts how Martin Bengtsson joins
and adapts to the training lifestyle of the Italian football club.
In a strange city where he has nobody to count on, the young
Swedish soccer player who doesn’t speak Italian, can’t easily
melt into Milan’s environment. Showing how young players,
whose goal is to win at competition and join the first string, the
film questions the dichotomy of success and failure. Showing
the harsh aspects of professional sports players that have been
exposed to unlimited competition since childhood, this film
supports a mental growth that can succeed in life, even if a player
fails at soccer. (NAM Dong-chul)

107

House of Heeji

The Migration-ship

Korea | 2020 | 29min | DCP | color
Director LEE Hyo-jung 이효정

Korea | 2020 | 29min | DCP | color
Director OH Yoo-bin 오유빈

희지의 세계

Wide Angle_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와이드 앵글_한국 단편 경쟁

이주선

건축학과에 다니는 희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은서를 사랑한다. 은서는 희지에게
같이 살자고 한다. 먼 훗날 희지가 설계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다는 은서. 희지는
은서의 마음이 자신과 같은 마음인지 알고 싶다. 두 개의 마음이 엇갈리고 교차하며
그려낸 관계들의 풍경. (강소원)

영화의 시선을 넓혀 색다르고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모아 선보이는 섹션이다.

Heeji, who studies architecture, loves her best friend Eunseo. Eunseo
asks Heeji to live with her. Eunseo wants to live in a house designed by
Heeji in the future. Heeji wants to know if Eunseo’s mind is the same
as hers. A landscape of relationships drawn by two minds crossing
and mixed. (KANG Sowon)

A section dedicated to showing outstanding short films, documentary films that
offer broad cinematic viewpoints and distinct vision.

025 Oct 22 / 13:30 / B1

[한국 단편 경쟁 1], [한국 단편 경쟁 2], [한국 단편 경쟁 3] 에 해당되는 작품은 각각 묶음 상영됩니다.
The films in the categories as below will be screened in batches: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1],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2],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3].

KC2

KC3 한국 단편 경쟁 3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3

025 Oct 22 / 13:30 / B1

Snail

Korea | 2020 | 29min | DCP | color
Director JANG Min-joon 장민준

Korea | 2020 | 20min | DCP | color
Director KIM Taeyang 김태양

Myeongjoon and Jeongho, high school students in Hwacheon, are old
friends with different personalities. One day, Jeongho brings a new bike
and Myeongjoon suspects him of dishonesty. The bike owner appears, but
Jeongho has no intention of accepting Myungjun’s advice to return it. The
shadow of catastrophe becomes clear in vague emotions. (KANG Sowon)
026 Oct 22 / 16:30 / B1

KC1

약속장소를 찾아가던 남자가 거리에서 옛 친구와 마주친다. 우연한 만남, 사소한
대화, 미묘한 공기. 그들은 한동안 종로거리를 함께 걷는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발길을 돌리고, 거리엔 한차례 소나기가 쏟아진다. 비가 그치면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강소원)

A man heading for an appointment bumps into his old friend on the
street. Coincidental encounter, trivial conversation, and subtle air.
They walk together on Jongno Street for a while. They then head their
own directions during a rain shower; however, another encountering
awaits when the rain stops. (KANG Sowon)
008 Oct 21 / 16:30 / B1

Ava from My Class

Georgia

Tree

Where Does the Wind Come From?

Korea/United States | 2020 | 11min | DCP | color
Director KANG Youmin 강유민

Korea | 2020 | 29min | DCP | color
Director Jayil PAK 제이 박

Korea | 2020 | 18min | DCP | color
Director CHO Hyun-suh 조현서

Korea | 2020 | 22min | DCP | color
Director KIM Jeehye 김지혜

연극 수업

조지아

10살 애나는 방과 후 연극 수업에 다닌다. 자신감 넘치는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수줍어 보이는 애나는 연기하는 것보다 연기를 보는 것이 더 좋다. 애나는 지금
같은 반 친구 에바의 연기에 흠뻑 빠져있다. 연기하는 아이들의 드라마틱한 얼굴을
포착한 섬세한 시선. (강소원)

10-year-old Anna attends an after-school theater class. Anna, who
looks particularly shy among confident children, is better off at
watching acting than acting. Anna is so into her classmate Ava’s acting
now. The delicate gaze captures the dramatic faces of the child’s
acting. (KANG Sowon)
026 Oct 22 / 16:30 / B1

KC1

나무

병들고 가난한 부부가 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나선다. 가해자를
밝히지도 못한 채 졸속으로 마무리된 딸의 자살 사건에 경찰이 재조사를 거부하자
컴맹 부부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기로 한다. 남다른 감성으로
쌓아올린 통렬한 비극. (강소원)

A sick and poor couple goes out to find out their daughter’s unjust death.
The police refuse to reinvestigate the suicide, which was closed in a hurry
without revealing the assailant. The computer-blind couple soon decide
to make their own banners calling for a reinvestigation. The film represents
a bitter tragedy built up with extraordinary emotion. (KANG Sowon)
008 Oct 21 / 16:30 / B1

KC3

Resort parking agents Dohoon and Changsik are roommates who
share the same dorm room. Changsik is abused and beaten by his
manager for his poor work. Dohoon feels sorry for Changsik, but
he gradually sits on his hand and turns away. One day, Changsik
disappears, and Dohoon finds something in his seat. (KANG Sowon)
KC3

HERO

High Surf Expected

Wolves

Korea | 2020 | 16min | DCP | color
Director JANG Jun-young 장준영

Korea | 2020 | 30min | DCP | color
Director AHN Jae-hong 안재홍

Korea | 2020 | 10min | DCP | color
Director LEE Seung-wan 이승완/CHOI Rack-won 최락원/KIM Ju-hyeong 김주형

히로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안고

심각한 대인기피증이 있는 은둔형 외톨이 히로는 편의점 단골손님이다. 편의점
알바 사나는 매일 똑같은 빵을 사러오는 그에게 자꾸만 말을 건다. 히로는 그녀의
관심이 어리둥절하고 불편하다. 사회적으로 밀려난 이들 사이를 잇는 희미한
연결고리에 힘입은 히로의 무용담. (강소원)

Hero, a reclusive loner with severe pandemonium, is a regular customer
at a convenience store. Sana, a part-timer at the store, keeps talking to
him when he comes to buy the same bread every day. Hero is puzzled
and uncomfortable with her interest. Hero's heroic tale is encouraged
by the faint connection between the socially displaced. (KANG Sowon)
008 Oct 21 / 16:30 / B1

108

Wide Angle_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KC3

극영화 시나리오 작업 중인 윤정은 다큐멘터리 보충촬영 아르바이트 일을 맡아
강원도로 향한다. 윤정이 도착한 곳은 2019년 4월 대규모 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고성. 그곳에서 윤정은 현지인들을 인터뷰하고 참담한 화재 현장과
마주하게 된다. (강소원)

Yunjeong, currently working on a scenario for a dramatic film, is heading
to Gangwon-do Province for a part-time job dealing with supplemental
filming for a documentary. Yunjeong arrives at Goseong, which was
devastated by a massive forest fire in April 2019. There, Yunjeong
interviews locals and faces a disastrous fire scene. (KANG Sowon)
025 Oct 22 / 13:30 / B1

KC2

Wolves

영희는 울릉도에 살고 있는 남자 친구 철수를 찾아가 이별을 통보하지만 난데없는
풍랑주의보로 섬에 발이 묶인다. 영희는 오늘 철수와 어색하고 난감한 하루를
보내야 한다. 예고 없는 결별선언으로 시작된 뜻밖의 동행. 우습고도 애잔한 그들의
마지막 하루. (강소원)

Younghee visits her boyfriend, Chulsoo who lives on Ulleung Island, in order to bid
him farewell. However, she gets stuck on the island due to a sudden windstorm
alert. Younghee should have an awkward and troubled day with Chulsoo.
An unexpected companion that begins with an unannounced declaration of
separation details their funny and mournful last day. (KANG Sowon)
026 Oct 22 / 16:30 / B1

KC3

바람 어디서 부는지

리조트 주차요원인 도훈과 창식은 같은 기숙사 방을 쓰는 룸메이트다. 창식은 서툰
일처리로 관리자에게 욕설과 구타를 당하는 게 일상이다. 도훈은 그런 창식을
안쓰러워하다가 차츰 방관하고 외면하게 된다. 어느 날 창식이 사라지고, 도훈은
그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발견한다. (강소원)

008 Oct 21 / 16:30 / B1

KC2

달팽이

화천의 고등학생 명준과 정호는 판이한 성격의 오래된 친구다. 어느 날 새 자전거를
끌고 온 정호를 명준은 의심스럽게 여긴다. 자전거 주인이 나타나지만 정호는 그걸
돌려주라는 명준의 충고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모호한 감정 속에 선명해지는
파국의 그림자. (강소원)

KC2 한국 단편 경쟁 2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2

Another ice age on Earth is coming. People take ‘the Migration-ship’
and leave for the new planet one by one. Yunha will board the ship
after fulfilling her mother’s will. But she finds out that her father is
alive, who was said to be dead. The film represents a SF Dystopia with
no special effects that is reminiscent of The Road. (KANG Sowon)

Peace River
화천

KC1 한국 단편 경쟁 1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1

지구에 또다시 빙하기가 도래한다. 사람들은 ‘이주선’을 타고 새로운 행성으로
하나둘 떠났다. 윤하는 엄마의 유언을 이행한 뒤 마지막 이주선에 탑승할 예정이다.
그런데 죽었다던 아빠가 살아 있는 걸 알게 된다. <더 로드>를 연상시키는, 특수효과
하나 없는 SF 디스토피아. (강소원)

KC1

혹한기의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과 어린 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CG 애니메이션. 늑대
무리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경비 탑에 오르는 부자는 혹독한 자연의
섭리와 마주하게 된다. 각자의 생존을 위해 맞서 싸우는 파수꾼과 늑대 가족의
이야기이자 설원 속의 성장담. (강소원)

This CG animation tells the story of a guard and his son protecting a
village during the cold winter. Facing harsh natural laws, they climb
the guard tower every day to protect their family from wolves. A story
of a guard and a wolf pack fighting for survival as told through a
coming of age story in vast snowfields. (KANG Sowon)
026 Oct 22 / 16:30 / B1

K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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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ya

Kids on Fire

India/Czech Republic | 2020 | 16min | DCP | color
Director Apoorva SATISH 아푸르바 사티시

Philippines | 2020 | 19min | DCP | color
Director Kyle NIEVA 카일 니에바

소녀 칸야

Wide Angle_Asian Short Film Competition
와이드 앵글_아시아 단편 경쟁

성경캠프

주대표로 나설 정도로 성공적인 청소년 수영선수인 칸야는 2차성징이 오며
혼란스러워진다. 가족과 사회의 요구와 변화하는 몸과 마음 사이의 긴장이
영상과 교차편집으로 드러난다. (박성호)

영화의 시선을 넓혀 색다르고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모아 선보이는 섹션이다.

Kanya is a successful swimmer who has been chosen to represent
her state. However, her secondary sex characteristic starts to
confuse her. The tension between her family and society’s
demands as well as her physical and psychological transformation
is depicted through the cross editing of images. (PARK Sungho)

A section dedicated to showing outstanding short films, documentary films that
offer broad cinematic viewpoints and distinct vision.

159 Oct 29 / 19:30 / B2

[아시아 단편 경쟁 1], [아시아 단편 경쟁 2] 에 해당되는 작품들은 각각 묶음 상영됩니다.
The films in the categories as below will be screened in batches: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1],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2].

SC2

159 Oct 29 / 19:30 / B2

A Scarecrow

Mongolia/United Kingdom | 2020 | 13min | DCP | color
Director Lkhagvadulam PUREV-OCHIR 카비주램 퓨레브-오기어

Nepal/France/Hong Kong, China | 2019 | 14min | DCP | color
Director Rajesh Prasad KHATRI 라제시 프라사드 카트리

엄마는 딸을 과잉보호하며 집에만 머물게 하고 학교도 보내지 않는다. 어느날
엄마는 딸의 아픈 영혼을 치유해주고자 샤먼에게 찾아가지만, 딸은 미신을
믿지 않는다. (박성호)

SC2 아시아 단편 경쟁 2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2

J.C., a boy who has just started puberty, joins a religious camp.
While he participates in the programs, he gets confused between
constantly emerging sexual fantasies and his socially assigned
roles. (PARK Sungho)

Mountain Cat
호랑이

SC1 아시아 단편 경쟁 1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1

이제 막 사춘기가 시작된 소년 J.C.는 성경캠프에 참가한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성적인 환상과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 사이
에서 당황한다. (박성호)

A mother overly protects her daughter by having her stay home all
the time even without going to school. One day, the mother takes
her daughter to a shaman to heal evil spirits, but the daughter
does not believe in superstition. (PARK Sungho)
159 Oct 29 / 19:30 / B2

SC2

허수아비

나니는 곧 다가올 어린이날 행사에서 출 춤을 연습한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파느라 시간이 없다. 결국 나니는 어린동생을
돌보게 되며 꿈과 기회를 잃는다. (박성호)

Nani is practicing for a dance performance on the upcoming
Children’s Day. However, her mother is too busy making scarecrows
to sell. Eventually Nani has to take care of a younger sibling that
forces her to give up her dream and opportunities. (PARK Sungho)
142 Oct 28 / 20:00 / B2

All the Time

Bình

Sunrise in My Mind

Transit

Iran | 2020 | 15min | DCP | color
Director Shadi KARAMROUDI 샤디 카람루디

Vietnam/Korea/Singapore/Thailand | 2020 | 22min | DCP | color+b&w
Director Ostin FAM 오스틴 팜

Cambodia | 2020 | 14min | DCP | color
Director SAN Danech 산 다넥

Bangladesh/United Kingdom | 2020 | 19min | DCP | color
Director Ariq Anam KHAN 아리그 아남 칸

항상 그렇게

외계인 빈

토란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여동생의 학교에 면담을 하러 간다. 교장선생님은
여동생이 곧 다가올 생일에 자살할 것을 친구에게 말했다고 전달하는데,
토란은 어쩔줄 모른다. (박성호)

On behalf of her parents, Torans is summoned to her younger
sister’s school. The principal tells her that her sister told her friend
about a plan to commit suicide on her coming birthday. Toran
falls in limbo not knowing how to react. (PARK Sungho)
142 Oct 28 / 20:00 / B2

SC1

우주를 여행하던 외계인은 모성과 닮은 지구를 발견한다. 자신의 행성을
재건하기 위한 도움을 받기 위해 지구인으로 위장을 하고 내려와 사원 근처의
독특한 사람들을 만난다. (박성호)

An alien travelling across the universe lands on Earth which
resembles his home world. To get some help to rebuild his own
planet, he disguises himself as an Earthling and meets some
unique people around the temple. (PARK Sungho)
142 Oct 28 / 20:00 / B2

The Cloud Is Still There

How to Die Young in Manila

Malaysia | 2020 | 19min | DCP | color
Director Mickey LAI 미키 라이

Philippines | 2020 | 12min | DCP | color
Director Petersen VARGAS 피터슨 바가스

구름은 아직도 저기에

Xiao Le, a young determined Christian woman tries to save her dying
grandfather’s soul by converting him. However, her mother in the
traditional Taoist family cannot understand her daughter’s behavior.
(PARK S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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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 Angle_Asian Short Film Competition

환승

미용사 픽은 보통 미용원에서 동료와 손님들과 수다를 떨며 늦게까지 일을
한다.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매일 찾아오는 배달부 청년에게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티내지 않는다. (박성호)

Pich works at a beauty salon and spends most of her nights at
work chatting and gossiping with coworkers and customers. One
night, she gives into her restrained interest in a delivery man who
visits her every night. (PARK Sungho)
159 Oct 29 / 19:30 / B2

SC1

SC2

가족을 부양해야하지만 소득은 변변치 않은 압두르는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는
부유한 국가로 해외취업을 준비한다. 하지만 오래 기다렸던 소식을 듣게되자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박성호)

Abdur, who has to support his family but has insufficient income,
is trying to get a working visa in a wealthy country to save money
quickly. However, he has to face another choice after he hears the
long-awaited news. (PARK Sungho)
159 Oct 29 / 19:30 / B2

SC2

죽여주는 남자

독실한 크리스찬인 샤오러는 곧 임종을 앞둔 할아버지를 개종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도교가정에서 어머니는 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박성호)

142 Oct 28 / 20:00 / B2

SC1

내 마음의 햇살

SC2

SC1

소심한 남학생은 부모님께 친구네집에서 자고온다고 거짓말하고 데이팅앱으로
약속한 남자를 기다린다. 거리엔 남성 매춘부들이 죽어있지만 아무도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한다. (박성호)

An introverted teenage boy lies to his parents that he’d sleep over at his
friends’. However, he made an appointment with a random guy found on
a dating app. The street is filled with dead hustlers, but nobody seems to
notice these strange occurrences. (PARK Sungho)
142 Oct 28 / 20:00 / B2

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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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 Angle_Documentary Competition
와이드 앵글_다큐멘터리 경쟁

영화의 시선을 넓혀 색다르고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모아 선보이는 섹션이다.

Children of the Night
밤의 아이들

Iran | 2020 | 87min | DCP | color

Director Behrouz NOURANIPOUR 베흐루즈 누라니푸르

아이 티를 벗지 못한 앳된 소년이 폭탄불발로 자살폭탄 테러에 실패한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다. “터지기만 했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길 바랬니?” “네, 언젠가 다시 돌아가 모두 죽이고,

자살할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소년의 입에서

태연히 흘러나온다. <밤의 아이들>의 주인공은 15세 미만의 다섯

A section dedicated to showing outstanding short films, documentary films that
offer broad cinematic viewpoints and distinct vision.

소년병들이다. ISIS에 들어가 ‘분노의 폭탄’으로 길러진 이 아이들은 전쟁
범죄자이자 희생자들이다. 우리는 이 아이들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세심하게 촬영된

클로즈업과 정교한 구도로 포착된 아름다운 쇼트들 이면에 베흐루즈
누라니푸르 감독은 무거운 질문 하나를 남겨두었다. (강소원)

070 Oct 24 / 18:00 / B2

The Art of Living in Danger

Fear(less) and Dear

생존의 기술

Iran/Germany | 2020 | 87min | DCP | color+b&w
Director Mina KESHAVARZ 미나 케샤바르츠

친애하는 홍콩
미나 케샤바르츠 감독은 최근에 할머니의 죽음에 관한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는 유아결혼의 희생자로 일곱 명의 아이를 낳고

여덟 번째 임신 중에 서른 다섯 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딸과 아내를 가부장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이란법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Hong Kong, China | 2020 | 106min | DCP | color
Director Anson Hoi Shan MAK 앤슨 호이샨 막

가정폭력이란 성립불가능한 개념이다. 미나는 할머니의 자살을 ‘모든

주목받지 못한다. 여기에 “우리집을 보호하지 못한 나의 무능력 때문에

명의 예술가이자 아이를 기르는 젊은 부모와 나누고자 한다. 우산혁명,

지위를 되짚는 한편, 이란 여성감독의 카메라가 그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반송환법 시위, 팬데믹, 예술, 육아 그리고 홍콩인들의 희망과 공포가

갖는지 은연중에 폭로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영화제목으로 표방된, 위험

이들 예술가들의 작업에 흥미롭게 반영된다. 신선한 형식 실험을 도입한

속에서 살아가는 기술이란 여기에 (있을 리) 없다. (강소원)

Wide Angle_Documentary Competition

깨트리는 이 퍼포먼스는 행인들의 시선을 잠깐 가로챌 뿐 크게

어려운 정치적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홍콩인들의 근심과 두려움을 세

기술>은 감독의 친밀한 보이스 오버로 이란여성들의 과거와 현재의

112

펼치고 있다. 바닥에 수북이 놓인 계란을 하나씩 집어 자신의 몸에

따라붙자 비로소 그 뜻이 전해진다. 앤슨 호이샨 막 감독은 어느 때보다

팔을 걷어붙인 다섯 명의 여성변호사와 함께 거리로 나선다. <생존의

Director Mina Keshavarz recently discovered a family secret
about her grandmother’s death. Her grandmother, forced to
marry at a young age, gave birth to seven children and took
her own life at the age of 35 during her eighth pregnancy.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is an impractical concept
under Iranian law that regards daughters and wives as the
property of patriarchs. Mina sees her grandmother’s suicide as
“revenge for all injustice” and goes out onto the streets with
five female lawyers who have raised their voices on gender
equality and criminaliza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Art of
Living in Danger retraces the past and present status of Iranian
women with the director’s intimate voice-over. (KANG Sowon)

한 여성이 광장에서 “천 개의 계란 깨뜨리기”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를

나 자신에게 계란을 던져 미래 세대를 돕는다”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불의에 대한 복수’로 간주한다. 그리고 성평등권과 가정 폭력 법제화에

048 Oct 23 / 15:00 / B2

A young boy tells the story of his failed suicide bombing attack
as if it was a heroic episode. “If the bomb had exploded, no
one would have survived.” “Did you hope so?” “Yes, I will go
back someday and kill everyone while I commit suicide.” The
most petrifying words flow casually from the boy’s mouth.
The main characters in Children of the Night are five boy
soldiers under the age of 15. These children, who are raised
as “bombs of anger” by ISIS, are war criminals and at the
same time victims. How are we supposed to live with these
children? How can they live a life in the world? Behind the
beautiful shots captured with elaborate close-ups, director
Nouranipour tackles a burdensome question. (KANG Sowon)

사적이고 사회적인 에세이 필름. (강소원)

030 Oct 22 / 17:00 / B2

A woman is giving a performance titled “Egging, with 1,000 eggs”
in a plaza. This performance of breaking eggs on her own body
doesn’t seem to attract people’s attention for long. However, when
the phrase “help the future generation to throw eggs at myself for
my inability to protect our home” is raised, the true meaning of the
performance arises. Director Mak depicts the anxieties and fears
that the people are experiencing in this period of political turmoil in
Hong Kong. The Umbrella Revolution, the Extradition Bill Protest,
the COVID-19 Pandemic, art, parenting, and the hopes and fears of
people in Hong Kong are interestingly reflected through characters
in the film. Fear(less) and Dear is a private, yet social, essay film that
adopted an unconventional experimental form. (KANG S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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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visible Shore

Sasang: The Town on Sand

보이지 않는 해안

China | 2020 | 94min | DCP | color+b&w
Director ZHAO Qi 자오치

사상
2012년 중국인 최초로 130일 간의 솔로 논스톱 항해에 나선 구오는 40
피트짜리 보트 안에 자신의 고독한 우주를 구축하였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와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을 뒤로 한 채 거친 바다가 선사하는 예고

없는 사고들을 스스로 수습하며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성실히 채워가는

Korea | 2020 | 129min | DCP | color
Director PARK Baeil 박배일

중년의 남자. 구오는 자신의 여정을 고프로 카메라로 직접 기록했다. 대사도

삶을 불편부당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아버지 또한 아들의 카메라 앞에

열정을 되짚는다. 6년에 걸친 한 가족의 드라마. (강소원)

Japan | 2020 | 108min | DCP | color+b&w

Director TOYOSHIMA Keisuke 토요시마 케이스케

존재증명을 하려 애쓰지 않는다. 다만 이 고된 삶이 어디에 토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강소원)

137 Oct 28 / 17:00 / B1

School Town King
1969년 5월 13일, 천 명의 동경대 학생이 미시마 유키오를 기다리고 있다.
강당의 공기는 흥분과 긴장감으로 팽팽해져 티끌 같은 불씨 하나로도 폭발할

것만 같다. 동경대 급진파 운동권 학생들이 우익 민족주의 작가 미시마
유키오에게 보낸 초청장은 사실상 결투 신청이었다. 과격파 학생들의 암살

Thailand | 2020 | 121min | DCP | color

Director Wattanapume LAISUWANCHAI 와타나푸메 라이수완차이

잘 알고 있다. 태국 최고의 래퍼가 되어 엄마에게 집을 사주는 게 꿈인 이
‘슬럼 키즈 래퍼’들은 어떡하면 학교를 그만 둘 수 있을지 고심 중이다.

빈곤과 불평등, 억압적인 교육 체계에 맞선 소년들의 랩이 질주하는

이 세기의 대결을 기록한 TBS의 필름 푸티지가 50년 만에 발견되어 그것을

동안, 와타나푸메 라이수완차이 감독은 그들 랩에 라임을 맞추듯 때로는

복원하고 재구성한 작품이다. 완전히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두 세력이 서로에

감각적인 빠른 편집으로, 때로는 긴 트래킹 쇼트로 영화의 리듬을

대한 존중심을 잃지 않고 맞붙는 광경이 오늘날 진귀하다. (강소원)

Wide Angle_Documentary Competition

살고 있는 18살 북과 13살 논은 ‘바닥에서 시작한 삶’이 어떤 것인지 이미

을 암송하는 일. 그딴 건 훌륭한 래퍼가 되는데 도리어 걸림돌일 뿐이다.

투쟁기의 정점으로 오래 회자되었다. <미시마 vs. 전공투: 마지막 논쟁>은

On May 13, 1969, 1,000 students from Tokyo University await
Yukio Mishima. The air in the auditorium is taut with tension.
The invitation inciting students belonging to radical movements
by the right-wing nationalist writer Mishima was a challenge
for a revolution. At that time, the students were unaware that
Mishima’s private army had infiltrated the auditorium in case of
assassination attempts by extremists. It was the “political season,”
and the debate between them was talked about for a long time as
the peak of that fierce period. Mishima: The Last Debate is a piece
restored and reconstructed from TBS’s film footage found 50 years
after the fact. It is rare to see such a confrontation between two
bodies that, despite extreme differences, do not lose respect for
each other. (KANG Sowon)

<스쿨 타운 래퍼>는 한 소년의 폭풍 래핑으로 영화를 연다. 태국 슬럼가에

학교 공부도 싫지만 더 싫은 건 군부가 작성한 ‘착한 아이 되기 12계명’

몰랐다. 이른바 ‘정치의 계절’이었고, 미시마와 전공투의 논쟁은 그 격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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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ang: The Town on Sand is a 9 year project in by director
Park Baeil who also produced Milyang Arirang (2013), After
Breaking the Silence (2016), and Soseongri (2018). The work
for Sasang: The Town on Sand never stopped even when
he was in production for other films. This is a film about
workers, a film about the poor who were dragged out of
homes and about his father. Director Park films his father
who has lived as a laborer all his life, his weakened body, and
nine years of time flowing over it. Park brings an impartial
view of his father’s life. His father does not try to impart a
particular value in front of the camera. What remains is to
wonder where this cruel reality comes from. (KANG Sowon)

스쿨 타운 래퍼

기도에 대비하여 미시마의 개인 군대가 강당에 잠입해 온 것을 당시 학생들은

087 Oct 25 / 09:00 / B2

현장에 익숙한 박배일 감독에게 <사상>은 그 연장선의 작품이지만,

그의 쇠잔해지는 육체, 그 위를 흐르는 9년의 시간. 감독은 아버지의

개인의 자아성취 사이의 간극을 응시하며 한 인물의 미스터리한 내적

미시마 vs. 전공투: 마지막 논쟁

영화가 완성될 동안, <사상>은 내내 ‘작업 중’이었다. 노동과 시위

무엇보다 아버지에 관한 영화다. 사상에서 평생 노동자로 살아온 아버지,

싶을 즈음 영화는 크게 방향을 꺾는다. <보이지 않는 해안>은 가족의 의무와

Mishima: The Last Debate

의 감독 박배일이 9년의 시간을 들인 프로젝트다. 말하자면 여러 편의

영화이며 자신의 거처에서 밀려나간 가난한 이들에 관한 영화이며

절반이다. 위험하고 고독한 망망대해에 뛰어든 한 남자의 극한 모험담인가

067 Oct 24 / 09:00 / B2

<사상>은 <밀양 아리랑>(2013), <깨어난 침묵>(2016), <소성리>(2018)

여기에는 전에 없던 사적인 시선이 스며있다. <사상>은 노동자에 관한

음악도 없이, 항해의 거칠고 생생한 순간들이 여기에 담겨있다. 그게 영화의

In 2012 Guo, the first Chinese man on a non-stop solo
circumnavigation for 130 days, built his lone universe in a 40feet boat. Leaving his wife and ewborn son behind, this middleaged man filled each day of the circumnavigation by wrestling
with unexpected accidents brought on by rough seas. Having
recorded the entire journey on a GoPro camera, the vivid yet rough
moments of sailing are all captured on camera. That makes up half
the movie. The film turns a great deal through what seems to be an
extreme adventure story of a man. The Invisible Shore explores the
gap between fulfilling family obligations and self-accomplishment
as well as retraces the mysterious inner passion of a character. It is
a family drama that spans over 6 years. (KANG Sowon)

2012 AND 동의시네마펀드

구축해간다. 키즈 래퍼와 청년 감독의 경쾌하고 조화로운 합주. (강소원)

011 Oct 21 / 13:00 / B2

School Town King opens with a boy rapping. The 18-year-old
Book and 13-year-old Non, living in the slums of Thailand,
already know a “life that started from zero”. These “slum kids
rappers,” who dream of becoming the best rappers in Thailand
and buying a house for their mother, are struggling to find a
way to quit school. They hate studying but what they hate the
most is to recite the “12 commandments to be good children”
written by the military. Sometimes in quick and sensuous
editing, or with a long tracking shot, Dir. Laisuwanchai builds
the rhythm of the film, as the boys rap against poverty,
inequality, and repressive educational systems. It is a cheerful
and harmonious ensemble of kids rappers and a young
director. (KANG S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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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portrait 2020

Sister J

셀프-포트레이트 2020

Korea | 2020 | 168min | DCP | color
Director LEE Dongwoo 이동우

재춘언니

펑크 뮤지션의 기상천외한 활동상을 근접촬영한 <노후 대책 없다>(2016)

의 이동우 감독이 종로 탑골공원에서 만난 노숙자를 주인공으로 두 번째

영화를 만들었다. 아침부터 취해서 이동우 감독에게 돈을 뜯어내는
걸로 첫 등장한 이 남자는 유치장을 제집처럼 들락거리며 브레송,

Korea | 2020 | 97min | DCP | color+b&w
Director LEE Soojung 이수정

오즈, 하길종을 입에 올리는 수상쩍은 인물이다. 여러모로 대책 없어

콜텍노동자 복직투쟁기를 다루지만 실제로는 제목에서 명시된 것처럼

어느 유망한 청년감독에게 보내는 존중(오마주)의 영화이자 그가 실패한

한 인물에 관한 영화다. 연극의 대사와 음악을 영화적 형식으로 끌어와

자리에서 이동우 감독이 해낸 두 번째 작품이다. 두 명의 감독, 두 편의

‘4,464일’에 이르는 그 농성의 연대에 예술적 활력을 불어넣은 색다른

영화, 그리고 더 없이 멋진 엔딩 크레딧. (강소원)

미싱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Korea | 2020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KIM Jungyoung 김정영/LEE Hyukrae 이혁래

톤의 현장 다큐. (강소원)

102 Oct 26 / 14:00 / B1

송해 1927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 12살에서 16살의 소녀들이 평화시장에서

시다 일을 시작했다. 또래들이 학교를 다닐 때, 미싱을 돌리던 소녀들.
그들에겐 노동교실이 있었다. 전태일의 이름을 들었고,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다 1977년 9월 9일, “제2의 전태일은

Korea | 2020 | 81min | DCP | color
Director Jéro YUN 윤재호

있는 그 인물에 관한 다큐멘터리다. 그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까. 올해 94

세의 최고령 현역 연예인, ‘전국노래자랑’의 최장수 진행자. 가수, 희극인,
가까이 다가간다. 그는 자주 눈을 감고 있고, 진중한 표정은 슬픔과

볼 수 있으니까”라며 감탄하는 무명의 투사들. <미싱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고통을 숨기기 좋은 은닉처처럼 보인다. 게다가 그는 과묵하다. “갈

누이들>은 1970년대 청계피복노동조합 여성 노동자들에 관한 사료와

때도 의논이 좀 됐으면 했지”라는 말로 축약된 아들의 사고사. 윤재호의

구술로 남성 중심의 한국노동투쟁사를 고쳐 쓰고, 새로 쓴다. (강소원)

Wide Angle_Documentary Competition

윤재호 감독의 신작. <송해 1927>은 제목 그대로, 대한민국이 모두 알고

연예인. <송해 1927>은 우리에게 보여진 적 없는 그의 무대 뒤 얼굴에

낙인의 기억을 되살린다. 동해 일출 앞에 “너무 공평해”, “모든 사람들이 다

In the late 1960s and early 1970s, girls aged 12 to 16 began
working at Pyeonghwa Market. Running sewing machines,
they also study the Labor Standards Act under the tutelage
of Jeon Taeil. On September 9, 1977, they were imprisoned
fighting against the government that closed labor classes,
shouting, “The next Jeon Taeil will be a woman!” Now the
middle-aged girls recall the memories of the life of female
workers, social contempt, and stigma. Watching the sunrise in
the East Sea, they admire, ‘How fair it is because everybody
can see it.’ Sewing Sisters rewrites the history of maledominated Korean labor struggles in the 1970s with news
interviews of female workers belonging to the Cheonggye
Clothes Union. (KANG Sowon)

<마담 B>, <뷰티풀 데이즈> 등으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작업을 오가는

영화배우, 라디오 DJ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지만 스타였던 적은 없는

이제 중년이 된 소녀들이 그 시대를, 여성노동자의 삶을, 사회적 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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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 Jaechun, who worked as a factory worker for 30 years
and was suddenly laid off, spent 10 years in a tent as a sit-in.
Director Lee Soojung calls her ‘sister J’. 10 years into the fight
for reinstatement, Jaechun now writes, plays guitar, and sings
while living in a tent. She says her personality has changed
after 7 years of being laid-off from “originally timid” to being
very lively. Sister J deals with a struggle for reinstatement, but
it is actually a film about a single person, as stated in the title.
This documentary brings artistic vitality to the ‘4,464 days’
Sister J spends on the site, with lines and music driven from
the forms of the play into the cinema. (KANG Sowon)

Song Hae 1927

여자다”를 외치며 노동교실을 폐쇄한 공권력에 맞서 싸우다 투옥되었다.

153 Oct 29 / 14:00 / B1

농성천막에서 글도 쓰고 기타 연주하며 노래도 부르게 되었다. 그의 말에
영화의 7할은 이 인물의 인간적인 매력에 빚지고 있다. <재춘 언니>는

2020>은 기묘한 우정의 기록이다. 가난한 청년 영화감독이 20년 전

Sewing Sisters

언니’라 부른다. 복직 투쟁 연력도 10년 쯤 되니 이제는 연극도 하고

변화가 와서” 이제는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활달한 사람이 되었다. 이

클레르몽페랑단편영화제에 초청된 적이 있다 한다. <셀프-포트레이트

086 Oct 25 / 20:00 / B1

농성장에서 10여년의 세월을 보낸 임재춘 씨. 이수정 감독은 그를 ‘재춘
따르면 “원래 소심하고 내성적인” 재춘씨는 “정리해고 7년 만에 성격의

보이는 그는 <자화상 2000>이라는 단편영화로 베니스국제영화제와

Director Lee Dongwoo of No Money, No Future (2016), created
his second film with the main character of a homeless man
he met at Tapgol Park in Jongno. One morning, this homeless
man is drunk and approaches director Lee for money. He is
a doubtful character who is often in and out of the detention
center and mentions Bresson, Ozu, and Ha Giljong. He claims
to have been invited to the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Clermont-Ferrand Short Film Festival with his film
Self-Portrait 2000. Self-Portrait 2020 is a record of strange
friendships and a film of respect (homage) to a promising
young film director of 20 years ago. Two directors, two films,
and splendid credits. (KANG Sowon)

기타 공장에서 30년 간 일하고 느닷없이 정리해고되어 거리의 천막

영화도 그 톤을 닮아 한 생에 담긴 온갖 신산을 차분히 모아 담는다.
(강소원)

098 Oct 26 / 14:00 / BH

A new film by Jéro Yun, who works on documentaries and
dramas such as Mrs. B and Beautiful Days. Song Hae 1927 is a
documentary about the character all Koreans know. Song Hae is
the oldest active celebrity at 94 and the longest-running host of
the ‘National Singing Contest.’ He has been a singer, comedian,
actor, and radio DJ, but never a star. Song Hae 1927 shows a
backstage face we’ve never seen. His closed eyes and serious
look seem like a good place to hide sadness and pain. Song Hae
is a man of few words. To the unexpected death of his son who
died in an accident, he only said, ‘I wish I had had a chance to
say goodbye to him.’ Yun’s movie also calmly captures all kinds of
hardships in his life, similar to his tone. (KANG S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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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a Hen Crows
암탉이 울면

Korea | 2020 | 70min | DCP | color
Director Dabin 다빈

27세의 영화학도인 다빈 감독은 3년 전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일상에 소소한 변화들이 생겨났다. 화장을 하지 않고 외출하기도
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몰카부터 확인하고, 옆집 여자의 울음소리에

가정폭력을 떠올리고, 거리 집회에 참여하고, 페미 운동에 대한 가족의
반응에 상처받기도 한다. <암탉이 울면>은 자신을 3인칭 ‘여자’라고 지칭하는

감독의 일기체 나레이션에 실어 대한민국 이십대 여성의 젠더 정체성을
탐구하는 사적인 에세이 영화다. 영화의 상당부분을 할애한 가족의 이사를

담은 장면들에서는 홈비디오의 느낌도 있다. 세상을 향해 선명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감정의 움직임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자기성찰적인 태도, 진솔한 시선이 인상적이다. (강소원)

© Bean Film

119 Oct 27 / 14:00 / B1

Dabin, a 27-year-old woman studying films, began calling
herself a feminist three years ago. She goes out without makeup,
checks hidden cameras when using public restrooms, thinks of
domestic violence at the cries of a woman next door, participates
in street rallies, and gets hurt by her family’s reaction to the
feminist movement. When a Hen Crows is a private essay film
exploring the gender identity of a woman in her twenties in Korea
using the narration of the director’s diary, referring to herself as a
third-person ‘woman.’ Scenes of a family moving show a sense
of the home video. Rather than making a clear voice toward the
world, the self-reflection and sincere gaze look into the subtle
movements of internal emotions. (KANG So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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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 Angle_Documentary Showcase
와이드 앵글_다큐멘터리 쇼케이스

영화의 시선을 넓혀 색다르고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모아 선보이는 섹션이다.

City of Outlanders
군산전기

Korea | 2020 | 61min | DCP | color+b&w

Director MOON Seung-wook 문승욱/YU Ye-jin 유예진

이방인의 도시 군산. 불과 몇 백 명의 주민만이 살았던 어촌 마을은
일제강점기 시절 쌀 수탈을 위해 개항되며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여 들었고,
해방 이후엔 미군이 들어오고, 근래엔 대기업의 공장이 들어섰다 폐쇄되고

국가사업이 진행되며, 부흥과 쇠락을 거듭해 왔다. 그때마다 유입되었던
사람들은 다시 떠나거나 그대로 남아 이방인의 도시를 이루었고, 부흥과

A section dedicated to showing outstanding short films, documentary films that
offer broad cinematic viewpoints and distinct vision.

쇠락의 잔해들은 현재 군산의 지형과 경관을 만들었다. 영화의 카메라는
군산의 쓸쓸하고 애잔한 풍경 속을 부유하고, 스위스에서 온 무용가 안나는

그 풍경을 애절한 몸짓으로 위무하며, 새로 유입된 음악가들은 그곳에

애가를 선사해 <군산전기>를 써내려 간다. 그리고 군산의 이방인들은 폐허
속에서도 다시 한 번 꿈을 꾸며 새로운 생을 살아가고 있다. (홍은미)

© Romero film

007 Oct 21 / 13:30 / B1

Candlelight Revolution

The Fight

나의 촛불

Korea | 2020 | 87min | DCP | color+b&w

Director KIM Eui-sung 김의성/CHOO Chin-woo 주진우

반트럼프 투쟁

“박근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언론인 손석
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명민하고도 날카로운 대답을 한다. 그 통상적인 생각이 수백만의 손에

촛불을 쥐게 했고, 어긋난 역사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게 했으며, 숱한 허망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품게 했다. <나의 촛불>은 다른 세대의 시민들과

United States | 2020 | 98min | DCP | color

Director Elyse STEINBERG 엘리스 스타인버그/

Josh KRIEGMAN 조시 크리그먼/Eli DESPRES 일라이 데프레이

다른 정파의 정계 인사들, 국정농단 사건의 증인이 되었던 이의 목소리를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소속 변호사들의 ‘싸움’에 주목한다.
이들은 낙태 합법화, 트랜스젠더 인권, 어린이 난민 문제, 시민권 구성

것이다. (김보년)

은미)

Wide Angle_Documentary Showcase

구체적 사례를 더욱 생생하게 포착하기 위해 미국시민자유연맹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두의 어두운 현실임을 곧 깨닫게 될

안에서 정치와 사회의 구조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예리한 영화다.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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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반트럼프 투쟁>은 그 혼란의

한편 관객은 영화 속 문제가 단지 미국만의 정치 쟁점이 아니라 이미

기록한 깔끔한 보고서와 같은 다큐멘터리다. 그리고 간명한 보고서

024 Oct 22 / 10:30 / B1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미국 사회의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 극우 세력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정치적 행보와 탄핵되는 2017년 3월 10일까지의 사태를 전방위적으로

“What kind of person do you think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s?” Sohn Seokhee, a journalist, gives a clear and
sharp answer that he “shares the common ideas that people
in our country have.” That common idea has led millions to
bring candles to the streets, correcting a thread of history that
has gone awry, and gather a sense of hope among people.
Candlelight Revolution portrays the voices of citizens from
various generations, political figures of different parties, and the
witnesses of an administration under improper influence. It is a
documentary that identifies the genuine structure of politics
and society by following how Park entered politics along with
government records up until March 10. (HONG Eunmi)

선댄스영화제 미국다큐멘터리 심사위원특별상

문제 등을 두고 법원, 우익 단체 등과 치열한 논쟁을 펼치고, 그 과정에서

세세히 기록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던 기반과

© Littlebig Pictures

Gunsan is a city of outlanders that has experienced waves
of deterioration and revivals. Gunsan, a sparse area prior to
1910, opened doors for workers from all over Korea after it
was exploited for rice harvest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fter liberation, the American military moved in along
with large conglomerates that came to build factories, but
they are now all shutting down. What remained from this
history made the topography and landscape of the town.
In the film, cameras float around the lonely landscape of
Gunsan. A dancer from Switzerland named Anna mourns the
scenes of Gunsan with sorrowful gestures, new musicians
in town write a piece of music called City of Outlanders in
lament. (HONG Eunmi)

© Magnolia Pictures

135 Oct 28 / 10:30 / B1

Many will agree that turmoil in American society is increasing
after Trump took office. The Fight focuses on the battle by
lawyers from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that showcase
concrete examples of the turmoil in America. They have
fierce debates in court with right-wing organizations over the
legalization of abortion, transgender rights, refugees, and
civil rights issues. The bare faces of the American far-right,
represented by Trump, are revealed during the course of the
legal battle. The audience soon realizes that the issues raised
in the film are not just of American politics, but of a dark reality
that affects everyone. (KIM Bo-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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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Light, Good Air

Il Mio Corpo

좋은 빛, 좋은 공기

Korea | 2020 | 115min | DCP | color
Director IM Heung-soon 임흥순

나의 몸

이 영화의 제목은 묘하게 역설적이다. 한국 현대사를 향한 끈질긴 응시와

예술적 자의식이 만나는 지점에서 예민하게 작업해 온 임흥순 감독은,
이번엔 광주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투쟁과 탄압의 역사가 만나는 곳에
시선을 두었다. 두 도시에선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한 수많은 이들이

Switzerland/Italy | 2020 | 81min | DCP | color
Director Michele PENNETTA 미켈레 페네타

학살되었고, 유해도 찾지 못한 채 실종처리 되었으며, 또 수많은 이들이

빛, 좋은 공기>는 그 물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출구가 된다. (홍은미)

Director ZHOU Bing 저우빙

162 Oct 29 / 17:00 / B3

피폭의 연대
작년 4월 홍콩 정부가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며 불거진 홍콩송환법
사태는 장기간 계속되며 세계의 근심어린 시선을 끌었다. 이 법안은

홍콩으로 이주한 중국 반체제 인사들까지 강제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을

내포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고, 경찰의

France/Cambodia | 2020 | 89min | DCP | color
Director Rithy PANH 리티 판

과잉진압에 맞서 시위대도 과격해지며 사태는 폭력적으로 번져갔다.

이미지로 기록하는 작업을 선보여 온 리티 판 감독의 신작이다. 이번
작품에서 감독은 (마치 방사능이 그러하듯)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쉬지 않고 등장하는 가운데 낮은 목소리의 나레이션은 고통 속에 사라진

반대 진영의 구의원 후보자들과 중립적인 입장에 선 응급대원 등 7명의

이들을 추모하며 다가올 세대의 미래를 근심한다. (김보년)

사람들을 바짝 뒤따르며 각기 다른 견해와 정체성과 혼란을 손에 잡힐 듯
면밀히 들여다본다. (홍은미)

Wide Angle_Documentary Showcase

(2013) 등의 작품을 통해 끔찍한 폭력의 역사, 특히 대규모 학살의 기억을

풍경, 파시즘을 예견하는 현대사의 비극적 순간들이 분할 화면 속에

사태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홍콩>은 일반 시민과 시위대와 경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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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의 연대>는 <크메르 루즈: 피의 기억>(2003), <잃어버린 사진>

이미지를 통해 정면으로 포착한다. 전쟁과 원폭, 민간인 학살의 참혹한

반중 감정까지 함의하고 있던 시위는 누그러지지 않았다. 9월 4일 이후의

The Hong Kong crisis that emerged last year when the
government of Hong Kong proposed the “Extradition Bill”
continued to draw global attention. Many people came out to the
streets to protest a bill that provides a mechanism for the forcible
repatriation of Chinese dissidents who have migrated to Hong
Kong. In response to the excessive use of force by the police, the
protesters were also gaining violence in their actions. The bill was
eventually withdrawn on 4 September, but the protests, which
entailed history, economic recession, generational conflict, and
anti-China sentiment, have not been mitigated. Hong Kong
Moments focuses on events after 4 September, looking into the
confusion that people experienced. (HONG Eunmi)

베를린영화제 다큐멘터리 대상

않는 악(惡)이 퍼져가는 흔적을 다양한 형식의 자료 화면과 퍼포먼스

법안은 결국 9월 4일 철회되었지만, 역사와 경제 불황과 세대 갈등과

122 Oct 27 / 09:30 / B2

Here are two people. Oscar, a young boy from Sicily, lives by
picking up and selling discarded junk. He is being abused, but
there doesn’t seem to exist a way to end this cycle of poverty.
Meanwhile, the situation for Stanley, a black young man from
Nigeria isn’t so bright. He is in desperate need of a job, but
society isn't as nice to an outsider like him. Oscar and Stanley,
though different in age and with different lives, often show
similar emotions and faces as they both drift on the road. The
cameras take turns filming their calm, weary gestures. (KIM
Bo-nyun)

Irradiated

지금, 홍콩

China/Germany | 2019 | 96min | DCP | color

출신의 흑인 청년 스탠리가 처한 상황도 그리 밝지 않다. 빨리 안정된

지친 몸짓을 번갈아가며 차분히 기록한다. (김보년)

역시 묻고 있다. 현재에서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좋은

Hong Kong Moments

구조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마땅치 않다. 한편 나이지리아

비슷한 표정을 짓는 두 사람은 표류하듯 길 위를 떠돌고, 카메라는 이들의

역사가 너무나 닮아있어 소름이 끼친다. 이 영화에서도 임흥순 감독은

169 Oct 30 / 10:00 / B1

주워다 팔며 살아간다. 거의 학대나 다름 없는 취급을 받는 오스카지만

않기 때문이다.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삶도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종종

보이며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의 증언이 교차될 때, 두 도시의 섬뜩한

© BANDAL

여기 두 사람이 있다. 시칠리 출신의 어린 소년 오스카는 버려진 고물을

일자리를 구해야 하지만 이방인을 향한 사회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암흑의 역사가 안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두 도시가 차례로

The title Good Light, Good Air is oddly paradoxical. Keenly
working at the point where his artistic identity and persistent
attention on modern Korean history meet, director Im in this
film focused on where the history of oppression and struggle
intersect between Gwangju and Buenos Aires. In both cities,
a great number of people who fought against the dictatorship
were slaughtered and disappeared. The people of both
societies still live with that trauma. When the testimonies of
the victims of the two cities cross over, the film gives us chills as
the eerie history of the two is very similar. Through Good Light,
Good Air, director Im asks us how we will remember the past
from where we stand right now. (HONG Eunmi)

칸영화제 ACID

© Rithy Panh

158 Oct 29 / 16:30 / B2

Irradiated is a new film of director Panh, who has recorded
the history of atrocious violence, especially the memory
of massacres through his previous works such as S21: The
Khmer Rouge Death Machine (2003) and The Missing Picture
(2013). In this piece, the director captures the spread of evil,
as radioactivity spreads, utilizing various types of footage and
performance images. While the tragic moments of modern
history including wars, the atomic bombing, the massacre of
civilians, and fascism constantly appear on screen, the lowpitched narration mourns the deceased and worries about
the future of generations to come. (KIM Bo-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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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le Agent

The Painter and the Thief

요양원 비밀요원

Chile/United States/Germany/Netherlands/Spain | 2020 | 90min | DCP | color
Director Maite ALBERDI 마이테 알베르디

화가와 도둑
83살의 할아버지 세르지오는 어떤 여인이 요청한 특별한 비밀 임무를

맡는다. 한 노인 요양원에 잠입해 자신의 어머니가 잘 지내고 있는지, 혹시
직원들에게 학대를 받는 건 아닌지 감시해달라는 것이다. 세르지오는

낯선 분위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양원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Norway | 2020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Benjamin REE 벤자민 리

흐를수록 사람들과 예상외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복잡한 감정에

야상곡

Italy/France/Germany | 2020 | 101min | DCP | color
Director Gianfranco ROSI 지안프랑코 로시

걸까? 미술품 절도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전개 끝에 예상외의 가슴 뭉클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다큐멘터리. (김보년)

© Neon

145 Oct 28 / 16:30 / B3

베니스영화제 경쟁

현대 다큐멘터리계의 거장 지안프랑코 로시는 지난 3년간 지상의 지옥이랄
만한 곳만 찾아다녔다. <야상곡>은 내전과 독재, 테러로 얼룩진 이라크,

쿠르디스탄, 시리아, 레바논 국경 지역의 밤 풍경을 담았다. 로시는 밤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그곳에서 군인과 어부, 아들을 잃은 어머니, 연극을 준비하는

소총과 가방

India/Romania/Italy/Qatar | 2020 | 89min | DCP | color
Director Arya ROTHE 아리아 로테/Cristina HANES

크리스티나 하네스/Isabella RINALDI 이사벨라 리날디

만난다. 인상적인 순간, 윤리적인 시선, 정교한 구도, 완벽한 촬영. <야상곡>

(Naxalite)’란 이름의 공산주의 무장 투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감독은 과거 이 투쟁에 몸 담았던 어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의

평범한 듯 예외적인 삶을 통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인도 사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이 상처가 왜 아직 아물지 않는지 차분하고
굽은 어깨, 그러면서 지금도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화염의 바다>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성스러운 도로>로 베니스영화제

주인공의 표정을 보는 사이 관객 또한 영화가 끝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로시의 올해 베니스영화제 경쟁작. (강소원)

Wide Angle_Documentary Showcase

인도의 근현대사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낙살라이트

수 없는 부모의 막막한 심정, 자신들의 과거를 씁쓸하게 곱씹는 옛 투사의

시적이다. 지독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아름답지 않을 리 없다.

Gianfranco Rosi, the modern documentary master, has been
searching for hellish places for 3 years. Notturno features night
views of Iraq, Kurdistan, Syria, Lebanon's border areas marked
by civil war, dictatorship, and terrorism. There, where the night is
unlikely to end, Rosi meets soldiers and fishermen, mothers who
lost sons, patients preparing for plays, boys hired as assistants
to hunters, and children who witnessed the atrocities of ISIS.
Notturno contains the most terrible and violent space on earth,
but undeniably beautiful and poetic. His film Sacro GRA won the
Golden Lion at the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ile Fire at
Sea won the Golden Bear at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otturno is his work for the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ompetition this year. (KANG Sowon)

로테르담영화제 브라이트퓨처상 특별언급, 2017 AND BIFF메세나펀드

정적인 리듬으로 보여준다. 노골적인 차별 정책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낼

은 지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격렬한 공간을 담았지만 부정할 수 없이 아름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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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bora is a young painter who is gaining attention in Norway.
One day, she is shocked to find her paintings stolen. The
real story begins as the thief gets caught by the police and
claims that he does not remember how he stole them and
where he put all her paintings. As Barbora and the thief start
to have a conversation, she uncovers his sad past and true
character. What new turn of events can they create by meeting
each other? Where would the stolen paintings be? This
documentary brings an unexpected heartbreaking moment
as an interesting story of art theft unfolds. (KIM Bo-nyun)

A Rifle and a Bag

환자들, 사냥꾼의 조수로 고용된 소년, ISIS의 만행을 목격한 아이들을

112 Oct 26 / 20:00 / B3

하지만 영화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경찰에 체포당한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낼까? 그리고 도둑맞은 그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극영화. (김보년)

Notturno

바보라는 자신이 아끼던 작품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다.

과거와 숨은 면모를 조금씩 알게 된다. 과연 두 사람의 만남은 어떤

그리고 노인들이 나누는 우정의 순간을 따뜻하게 그린 논픽션 기반의

109 Oct 26 / 10:00 / B3

바보라의 유명한 회화 작품이 강도에게 도둑맞는 사건이 벌어지고,

모른다고 말한다. 그리고 바보라는 범인과 대화를 나누며 그의 슬픈

정이 들고 만 것이다. 유머러스한 화법으로 나이듦과 외로움의 문제,

© Micromundo

바보라는 노르웨이에서 활동하는 주목 받는 젊은 화가다. 그런데

범인은 자신도 사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며 그림의 행방조차

빠진다. 임무만 간단히 수행할 계획이었지만 이곳의 노인들과 어느새

83-year-old Sergio is assigned a secret mission requested
by a woman. He is asked to sneak into a nursing home and
monitor whether her mother is being abused by employees.
Unfamiliar with the environment within a nursing home,
Sergio does not seem to adjust well at first. However, as time
goes on, he unexpectedly finds himself enjoying time with
people there and has mixed feelings. Coming into the nursing
home was simply to carry out the mission, but he grew fond of
the place and people. The Mole Agent is a feature film based
on non-fiction that talks in a humorous way about aging and
loneliness, and the moments of friendship shared by the
elderly. (KIM Bo-nyun)

선댄스영화제 월드다큐멘터리 심사위원특별상

고민거리를 안게 될 것이다. (김보년)

175 Oct 30 / 17:30 / B2

What is not widely known to the public in the modern history
of India is the ongoing fight of a communist group called
“Naxalite”. By portraying the life of a family involved in this
fight in a calm and static rhythm, the directors show how
capitalism and imperialism have wounded Indian society
and why the wounds linger to this day. After watching the
cruel reality of the protagonists, who are unable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due to blatant discrimination policy,
reminiscing their past with shoulders curved, and still saying
with a prudence that the world has to change, the audiences
are left with uneasy matters to contemplate. (KIM Bo-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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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ed of Happiness

행복의 속도

Korea | 2020 | 114min | DCP | color
Director PARK Hyuckjee 박혁지

2019 AND BIFF메세나펀드

가슴 저릴 만치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는 습원 지대 오제에는 많은

트레킹 족들이 찾는다. 그러나 오제의 겨울은 길고 깊어 산장들은 5월에서
10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도보로 짐을 옮기는 베테랑 봇카들이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습지를 지나,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식자재 등을 오제의 산장들로 배달한다. <행복의 속도>는 “매일 걷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되는” 무수한 것들을 체화한 봇카들에게 소박한 존경
의 시선을 보내고, 그들의 생활에 겸손히 동행하는 다큐멘터리다. 영화가

개별 봇카들의 걸음 속도에 맞춰 걸으며 그들의 땀과 몸에 배인 기술과
굳은살과 미소, 곤경과 근성과 소망을 응시하는 동안, 오제의 견고한 삶들과
계절감이 마음을 두드리고 살갗에 스쳐가는 듯하다. (홍은미)

© 하이하버픽쳐스

170 Oct 30 / 13:30 / B1

Your Face

Many trekkers visit Oze, a wetland with breathtaking scenery.
However, having a long and severe winter, the mountain lodges
in Oze are only open from May to October. Vehicles are unable
to pass through the wetlands; “botcah” (the traditional carriers
manually transporting luggage), who carry packages of food and
other materials on foot, are the only ones who can get to the
lodges. Speed of Happiness sends respect to the botcah who
have embodied values learned while walking every day and
humbly accompany their daily lives. Walking along at the pace
of each botcah, the film gazes at calluses, smiles, hardships,
endurance, and hope. The solidity of their lives in Oze pounds
our hearts and the taste of each season touches our skin. (HONG
Eunmi)

니얼굴

Korea | 2020 | 86min | DCP | color
Director SEO Dongil 서동일

양평의 문호리 프리마켓에서 사람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은혜씨.

그녀에게는 발달장애(다운증후군)가 있지만 그건 열정적인 ‘니얼굴’
작가에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은혜씨는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손이
트도록 캐리커처를 그리며 자신만의 시선으로 이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얼굴을 작품에 담아 온 근면한 작가다. 그리고 <니얼굴>은, 은혜씨와 닮은

방식으로 그녀의 하루하루를 응시하는 영화다. 때로는 변덕도 부리고
흥도 많은 은혜씨의 일상과 열성적인 작품 활동을 영화는 가감 없이

담고 있으며, <작은여자 큰여자 그 사이에 낀 남자>에서도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비췄던 서동일 감독은 친밀하고 존중어린 시선으로 성인이 된

은혜씨와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밀한 초상화를 그려낸다. (홍은미)

152 Oct 29 / 11:00 / B1

126

Wide Angle_Documentary Showcase

Eunhye draws caricatures for living at the Munhori Free Market.
Though Eunhye has Down’s Syndrome, the passion of the
artist in “Your Face” is relentless. She has described more than
two thousand faces in caricature with her own gaze. Your Face
is a film that observes her life as she does of other people’s
faces, following the daily life of Eunhye, an enthusiastic artist
who is sometimes quirky or full of joyfulness. Director Seo
Dongil who reflected his own life in The Little Girl, The Big Girl,
and the Man in between, portraits Eunhye’s adulthood and
her family in a respectful manner. (HONG Eun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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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Cinema
오픈 시네마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신작 및 국제적인 관심을 모은 화제작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상영한다.

DAEMUGA
대무가:한과 흥

Korea | 2020 | 108min | DCP | color
Director LEE HANJONG 이한종

<대무가:한과흥>은 4부로 전개된다. 직업상 무당이 된 ‘신남’(류경수)이

예기치 못하게 연루되어 버리고 마는 한 사건(1부), 관련된 또 다른 무당

‘청담 도령’(양현민)의 등장과 그의 기묘하고 코믹한 수사극(2부), 그리고
한 마을의 폭력배(정경호)와 그에 맞서고 있는 왕년의 유력했던 무당
마성준(박성웅)의 일화(3부), 그리고 마침내 절정!(4부). 현실 풍자적인

A collection of new and internationally acclaimed films that offer an ideal mix of
the popular with the artistic are screened at the hallmark outdoor theater.

이야기인 것처럼 시작했다가, 예상치 못한 방식의 코미디와 스릴러로

나아갔다가, 다시 새로운 사건의 한복판으로 들어간 뒤, 흩어져 있던

인물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 기이한 상연의 방식으로 마침내 정점을
찍어내는, 예상하기 어려운 장르적 변칙과 변주의 ‘흥’이 <대무가:한과흥>
의 매력이다. (정한석)

019 Oct 22 / 20:00 / BT

The Asadas

My Missing Valentine

아사다 가족

Japan | 2020 | 127min | DCP | color

Director NAKANO Ryota 나카노 료타

도둑맞은 발렌타인

마사시는 가족사진 전문 사진작가이다. 어딘지 독특한 마사시의 가족은,
자신들이 되고 싶었던 직업을 골라 다 같이 분장을 하고 ‘코스프레’ 가족사진을

찍기 시작하는데, 이 사진들로 주목 받게 된 마사시에게 전국 각지에서 사연
있는 가족사진을 촬영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한다. 2011년 3월 일본지진 직후

Taiwan | 2020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CHEN Yu-Hsun 첸위슌

마사시는 후쿠시마에서 ‘사진 세탁(photo cleaning)’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한 박자씩 빠른 샤오치와 항상 한 박자씩 느린 그녀의 첫사랑이 서로

시아프로젝트마켓 (APM, 당시 PPP) 선정작으로, 19년 만에 부산으로 돌

가족>을 통해 따뜻한 유머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박선영)

Open Cinema

잃어버린 하루를 찾을 길이 없다. <도둑맞은 발렌타인>은 모든 일에

덕분에 한층 빛난다. <도둑맞은 발렌타인>은 2001년 부산영화제 아

료타 감독은 스타 배우 니노미야 카즈나리, 츠마부키 사토시와 함께 <아사다

128

아니라 그 다음 날임을 깨닫는다. 경찰서에 가서 신고도 해 보지만,

로맨틱 코미디는 신인 배우 패티 리의 매력과 천연덕스러운 생활연기

<행복 목욕탕>, <조금씩 천천히 안녕> 등 가족의 이야기를 주로 그려온 나카노

078 Oct 25 / 20:00 / BT

아침에 일어난 샤오치는 오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발렌타인 데이가

현실과 판타지가 뒤섞이고 시간이 제 멋대로 흐르는 이 사랑스러운

<아사다 가족>은 실제 사진작가 아사다 마사시의 사진집을 모티프로 했다.

Masashi is a family photographer, who begins to take staged
photos of his family, dressing up in clothing showing off their
dream jobs. When the pictures gain popularity, Masashi receives
requests from all across Japan to take pictures of families with
stories to tell. After the 2011 earthquake, Masashi volunteers to
“clean photos” in Fukushima and comes to reevaluate the act of
taking pictures and the meaning of family photos. The Asadas
was inspired by photographer Asada Masashi’s photography
books. Nakano Ryota, who has told stories of families in Her
Love Boils Bathwater and A Long Goodbye, once again delivers
consolation and warmth with humor through The Asadas. The
movie features star actors Ninomiya Kazunari and Tsumabuki
Satoshi. (PARK Sun Young)

2001 APM 프로젝트

다른 시간 감각을 되돌려,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이다.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 그리고 가족사진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 2020 “The ASADAS”Film Partners

DAEMUGA consists of four parts. Part 1: an incident in which a
professional shaman named Shin Nam unexpectedly becomes
involved. Part 2: another shaman, named Gangnam, appears to
begin his strange and comical investigation. Part 3: a gangster bent
on re-developing a village, and an old shaman, Ma Seongjunn
struggle. Part 4: the final exorcism begins. The unpredictable
genre, anomalies and variations of the ‘excitement’ are the charm
of DAEMUGA, which starts out as a satirical story that unfolds into
an unexpected comedy and thriller. It soon enters into the midst
of a new event that brings scattered characters into one place and
finally peaks in a bizarre way. (JUNG Hanseok)

아왔다. 오픈 시네마 관객들을 위한 좋은 선물을 들고 왔으니 환영받을
만한 귀환이다. (박선영)

147 Oct 29 / 20:00 / BT

Xiao Chi wakes up in the morning and realizes that her longawaited Valentine’s Day has already passed. She goes to the
police to file a report, but there is no way to get her lost day back.
My Missing Valentine is a story about Xiao Chi, who is always a
step ahead and her first love who is always a step behind, finally
meeting after 20 years apart. Combining reality and fantasy and
free-flowing time, this lovely romantic comedy is brought to
life through rookie actor Patty Lee’s charming performance. A
project of the 2001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sia Project
Market (APM, formerly Pusan Promotion Plan), Chen Yu-Hsun
returns to Busan after a 19 year hiatus with a great gift for the
Open Cinema audience. (PARK Sun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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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The Ties

소울

United States | 2020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Pete DOCTER 피트 닥터/Kemp POWERS 켐프 파워스

칸 2020

디즈니와 픽사의 애니메이션 <소울>은 중학교에서 밴드를 담당하는 음악
선생님 ‘조 가드너’의 이야기다. 어느 날, 그는 뉴욕 최고의 재즈 클럽에서

연주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영혼들이 머무는 ‘태
어나기 전 세상’에 이르게 된다. 그곳에서 조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끈

베니스영화제 개막작

Italy | 2020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Daniele LUCHETTI 다니엘레 루체티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몬스터 주식회사>, <인사이드 아웃>, <업>

096 Oct 26 / 20:00 / BT

Summer of 85
France | 2020 | 101min | DCP | color

Director François OZON 프랑수아 오종

<신의 은총으로> 이후 노르망디 해변에서 촬영한 프랑수아 오종의 반짝
이는 십대 영화다. 85년의 여름은 알렉시에게 첫사랑을 만나면서 본인의

성 정체성을 발견하고, 최초로 죽음에 대해 자각하는 결정적인 시기다. 오

종은 젊은 시절 인상 깊게 읽었던 에이단 체임버스의 <내 무덤 위에서 춤
은 일련의 경험들은 그를 예술가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데, 그것은 글을 쓰

는 행위만이 그 자신과 그를 둘러싼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이기 때
문이다. 이러한 감독의 자전적인 요소는 80년대의 음악과 패션으로의 여
행이기도 한 <썸머 85>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스테판 듀 메닐도)

058 Oct 24 / 20:00 / BT

130

Open Cinema

수치심, 약속을 지키려는 어리석은 시도… 삼십 년을 넘나드는 부부역을 맡은 네

이탈리아 배우들의 열연도 극에 사실감을 더한다: <행복한 라짜로>의 알바 로르와처,
<배신자>의 루이지 로 카시오, <아들의 방>의 로라 모란테, 실비오 올랜도. (서승희)

The Ties by Daniele Luchetti, the opening film of the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0, follows a couple over a span of 30
years who cannot let go of each other even after separation and
divorce. What linger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rossing
between Rome and Naples, the present and the past, Luchetti unfolds
an intimate story of a desolate home, a cat, and a secret box. The
ongoing mystery continues until it reaches an unexpected ending.
Director Luchetti says that “The Ties is a film about the hidden forces
that bind us. It is not just the love that unites people, but also what is left
behind when love is no more; rancor, shame, foolish attempts to keep
promises…” The excellent performance of the four Italian actors, Alba
Rohrwacher, Luigi Lo Cascio, Laura Morante, and Silvio Orlando, add a
sense of realism to the story. (SEO Seunghee)

© IBC Movie, Rai Cinema

130 Oct 28 / 20:00 / BT

칸 2020

을 춰라>를 각색해 감각적이고 신비한 성장영화를 완성한다. 알렉시가 겪

© 2020 Mandarin Production Foz France 2 Cinema Playtime Production Scope Pictures

이 은밀한 이야기를 기교있고 박진감 넘치게 전개한다. 황폐한 집, 고양이, 비밀 상자…
아니다. 사랑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남은 것도 사람의 관계를 지속시킨다:” 원한,

※At the request of the distributor, filming using electronic devices including
mobile phones is strictly prohibited and will be monitored during the show.
- Cell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will be sealed in the bags distributed when
you enter the cinema.
- When you leave the cinema, the bags will be check if it is still sealed or not.

썸머 85

지속하게 할까? 다니엘레 루체티는 로마와 나폴리, 현재와 과거를 끊임없이 넘나들면서

“<끈>은 우리를 연결하는 감춰진 힘에 관한 영화다. 사랑만이 사람을 결속하는 것이

「마이애미에서의 하룻밤」의 켐프 파워스가 각본과 공동 연출을 맡았다.

※위 영화는 배급사의 요청으로 상영 시 휴대폰 및 전자장치를 활용한 촬영을 엄격히
금지하며, 상영 중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 입장 시 비닐 팩 배포를 통한 휴대폰 및 전자장치 봉인
- 퇴장 시 봉인 해제 여부 확인

못하는 한 커플의 삼십 년을 담는다. 대체 무엇이 서로 원망만 하는 두 사람의 관계를
미스터리는 예측 밖의 결말에 이르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감독은 말한다.

등 여러 픽사 애니메이션의 감독을 맡은 피트 닥터의 신작으로 연극

Disney and Pixar’s Soul is the story of Joe Gardner, a middleschool band teacher who gets a chance to play the best jazz
club in town. But one small misstep sends him to the cosmic
realm, where he discovers the answers to some of life’s most
important questions. Directed by Academy Award® winner
Pete Docter (Inside Out, Up), co-directed by Kemp Powers
(One Night in Miami) and produced by Academy Award
nominee Dana Murray, p.g.a. (Pixar short Lou)

올해 베니스영화제 개막작인 다니엘레 루체티의 <끈>은 별거와 이혼 후에도 헤어지지

After the success of his investigative movie By the Grace
of God, François Ozon shoots a sunny teen-movie on the
beaches of Normandy. This summer is a decisive moment
for Alexis, a teenager who discovers his sexual identity, a first
love and becomes aware of death. Adapting Aidan Chambers’
book「Dance on My Grave」,which was one of the outstanding
readings of his youth, François Ozon wrote a sensitive and
mysterious coming of age story. Alexis’ experiences will push
him towards an artistic path since writing will be a way to
understand the world around him and who he really is. This
autobiographical part makes Summer of 85 a very touching
movie, which is also a dive into the music and fashion of this
period. (Stéphane du MESNILDOT)

Thai Film Archive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celebration of
25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0 and is proud to
present the following program:
타이 필름 아카이브는 제25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다음 영화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Happy Old Year

School Town King

Nawapol THAMRONGRATTANARIT

Wattanapume LAISUWANCHAI

<너를 정리하는 법>
나와폰 탐롱라타라닛

<스쿨 타운 래퍼>

와타나푸메 라이수완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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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이 취소나 축소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상영작 및 프로그램 정보는 커뮤니티비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 community.bif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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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포럼 비프
일정 I 2020년 10월 22일(목) ~ 10월 27일(화)

주최 I (사)부산국제영화제 *공동주최기관은 행사별 소개 참조
10/22(목)

21세기 한국영화의 젠더 정치학 *한국어 진행

21세기 한국 영화 비평의 치열한 논쟁점인 젠더 재현의 문제적인
성격을 내셔널 시네마와 여성액션영화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 공동주최: 동서대 임권택영화연구소
• 시간: 10:00~12:00
• 패널: 남인영(동서대), 손희정(경희대), 심혜경(중앙대), 박우성
(동국대), 이남(채프먼대), 송효정(대구대)

문화콘텐츠로 읽는 5.18의 미래 *한국어 진행

광주항쟁 40주년을 맞아 문화콘텐츠 비평을 통해 새로운 민주
주의의 미래를 모색한다.
• 공동주최: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 시간: 13:00~15:00
• 패널: 신정아(한신대), 임대근(한국외대), 임진모(음악평론가),
최여정(DMZ영화제), 홍순철(출판평론가), 정지욱(영화평론가)
10/23(금)

러시아 영화의 위대한 유산 *한국어 진행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 영화의 유산을 새롭게
사유하고, 한·러 영화 교류의 역사와 현황을 논의한다.
• 공동주최: 한·러 대화

세션1 I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영화제와 러시아 영화의 전통
• 시간: 10:00~12:00
• 패널: 석영중(고려대), 홍상우(경상대), 이희원(상명대), 라승도
(한국외대)

세션2 I 우리 안의 러시아 영화
• 시간: 13:00~15:00
 널: 이형숙(고려대), 이상용(영화평론가), 김성욱(서울아트시네
•패
마), 이지연(한국외대)
부산국제영화제 25년: 성찰과 전망 *한국어 진행

부산국제영화제 출범 25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미래를 새롭게 전망한다.

• 공동주최: 부산대 영화연구소
• 시간:16:00~18:00
• 패널: 서대정(부산대), 김용규(부산대), 김충국(부산대), 김이석(동의대)
10/24(토)

콘택트 존으로서의 영화제 (1일차) *한국어/영어 진행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고 교차하는 콘택트 존으로서의 영화제의
성격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학술적, 실제적인 논의를 펼친다.
• 공동주최: HK(Humanitics of Korea)+접경인문학연구단

Dates I October 22(Thu) - 27(Tue)
Host I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Co-host is indicated below.
세션1 I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영화제의 미래
• 시간: 10:00~12:00
 널: 황혜림(부산국제영화제), 로렌 해몬즈(트라이베카영화제),
•패
재로드 니스(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외 1인

세션2 I 국제영화제의 지정학과 아시아
• 시간: 15:00~17:00
 널: 정승훈(서울대), 이상준(난양공대), 줄리안 스트링어(노팅엄대),
•패
크리스 베리(킹스컬리지 런던), 니틴 고빌(남캘리포니아대)
10/25(일)

콘택트 존으로서의 영화제 (2일차) *한국어/영어 진행

세션3 I 경계 너머의 영화제
• 시간: 16:00~18:00
• 패널: 김한결(중앙대), 이윤종(씨네광주), 이후경(성균관대),
전우형(중앙대)

10/26(월)

코로나19 시대의 삶과 영화 *한국어 진행

코로나19가 우리의 문화와 영화에 초래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
세션1 I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삶의 양식과 문화의 변화
• 시간: 10:00~12:00
 널: 천정환(성균관대), 권범철(서울시립대), 최은경(경북대), 김현경
•패
(연세대), 오영진(한양대)
세션2 I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영화
• 시간: 13:00~15:30
 널: 최재원(워너브라더스코리아), 최정화(한국영화프로듀서
•패
조합), 민규동(한국영화감독 조합), 김이석(동의대), 조영각(인디
그라운드), 박태훈(왓챠)

세션3 I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영화제
• 시간: 16:00~18:00
• 패널: 김조광수(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 김형석(평창국제
평화영화제), 모은영(부천국제판타스틱영 화제), 최유진(인디
애니페스트), 김동현(서울독립영화제)
10/27(화)

마스터 클래스 워크샵: 카메라야 놀자! *한국어 진행

풍부한 경험의 현역 영화인들이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촬영 방식에 대한 강의를 제공한다.
• 공동주최: 한국영화감독협회, 영화진흥위원회
• 시간: 10:00~12:30
• 강사: 양윤호(영화감독), 남진아(조명감독) 외

전체 세션 온라인 진행 자세한 접속 정보는 포럼비프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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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Forum BIFF

• Co-host: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in Contact Zones

Oct. 22(Thu)
Gender Politics in 21th Century’s Korean Films *Language: KOR
The gender representation, which has been fiercely debated in the 21st
century’s Korean film criticism, is examined in terms of national cinemas
and women’s action films.

Session1 I Media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Film Festivals

• Time: 10:00-12:00
•P
 anel: Hwang Hei-rim(BIFF), Loren Hammonds(Tribeca Film
Fest.), Jarod Neece(SXSW) et al.
Session2 I The Geopolitics of Film Festivals in Asia

• Time: 10:00-12:00
• Panel: Nam Inyoung(Dongseo Univ.), Sohn Hee-jeong(Kyunghee Univ.),
Sim Hyekyong(Chungang Univ.), Park Woosung(Dongguk Univ.),
Lee Nam(Chapman Univ.), Song Hyo-joung(Daegu Univ.)
•C
 o-host: Im Kwon Taek Film Archive and Research Center of
Dongseo University

• Time: 15:00-17:00
•P
 anel: Jeong Seung-hoon(Seoul Nat'l Univ.), Lee Sangjoon(Nanyang
Technological Univ.), Julian Stringer(Univ. of Nottingham), Chris Berry
(King’s College London), Nitin Govil(Univ. of Southern California)

Reading the Future of '5.18' through Cultural Contents

Oct. 25(Sun)

*Language: KOR
New visions of democracy are explored by reading cultural contents,
in commemoration of the 40th anniversary of the Gwangju Democratic
Uprising.
• Time: 13:00-15:00
• Panel: Shin Junga(Hanshin Univ.), Lim Dae Geun(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Lim Jin-mo(Music Critic), Choi Yeo Jung(DMZ Docs),
Hong Suncheol(Publishing Critic), Jeong Jiouk(Film Critic)
• Co-host: KOCCCA

Oct. 23(Fri)
The Great Legacy of Russian Cinemas *Language: KOR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the great heritage of Russian cinema is re-thought, in terms
of their relations to Korean film culture.
• Co-host: Korea-Russia Dialogue

Session1 I Film Festivals in the Post-Soviet Space and Traditions of
Russian Cinema
• Time: 10:00-12:00
• Panel: Seog Young Joong(Korea Univ.), Hong Sangwoo
(Gyeongsang Univ.), Lee Heewon(Sangmyung Univ.), Ra
Seungdo(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Session2 I Russian Cinemas in Korean Culture

• Time: 13:00-15:00
•P
 anel: Lee Hyeong-Sook(Korea Univ.), Lee Sangyong(Film Critic), Kim
Seong-uk(Seoul Art Cinema), Lee Ji-Yeon(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25 Years: Reflections
and Prospects *Language: KOR
On the 25th anniversary of the BIFF,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are
reflected on and new prospects for its future are explored.

• Time: 16:00-18:00
•P
 anel: Suh Dae Jeong(Pusan Nat'l Univ.), Kim Yong Gyu(Pusan Nat'l
Univ.), Kim Choong Kook(Pusan Nat'l Univ.), Kim Yiseok(Dong-Eui Univ.)
• Co-host: PNU Film Institute

Oct. 24(Sat)
Film Festival as Contact Zones (Day 1) *Language: KOR/ENG
Film Festivals are contact zones of multilateral collision, competition,
and negotiation of various subjects and contexts. Considering such
dynamics, conversations between scholars, cineastes and festival
practitioners are opened.

Film Festival as Contact Zones (Day 2) *Language: KOR/ENG
Session3 I Film Festivals beyond Borders

• Time: 16:00-18:00
•P
 anel: Kim Hankyul(Chungang Univ.), Lee Yunjong (Cine-Gwangju), Lee
Hoo-Kyoung(Sungkyunkwan Univ.), Chon Woohyung(Chungang Univ.)
Oct. 26(Mon)
Life, Culture, and Cinema in COVID-19 Era *Language: KOR
What COVID-19 has brought to our culture and cinemas are
examined, through which new possible changes is explored in
various ways.
Session1 I Changes in Life and Culture in COVID-19 Era

• Time: 10:00-12:00
•P
 anel: Cheon Jung-hwan(Sungkyunkwan Univ.), Kwon
Beomchul(Univ. of Seoul), Choi Eun Kyung(Kyungpook Univ.),
Kim Hyon Kyong(Yonsei Univ.), Oh Youngjin(Hanyang Univ.)
Session2 I Cinema in COVID-19 Era

• Time: 13:00-15:30
•P
 anel: Choi Jaewon(Warner Bros. Korea), Choi
Jeonghwa(PGK), Min Kyudong(DGK), Kim Yiseok(Dong-Eui
Univ.), Cho Youngkag(Indie Ground), Park Taehoon(Watcha)
Session3 I Film Festivals in COVID-19 Era

• Time: 16:00-18:00
• Panel: Kimjho Gwang-soo(SIPFF), Kim Hyung-Seok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 Mo Eunyoung
(BIFAN), Choi Yujin(Indie-AniFest.), Kim Donghyeon(Seoul
Independent Film Fest.)
Oct. 27(Tue)
Master Class Workshop: Let's Have Fun with Cameras!
*Language: KOR

• Time: 10:00-12:30
• Lecturer: Yang Yunho(Director), Nam Jina(Lighting Director) et al.
•C
 o-hosts: Korea Motion Picture Director's Association, Korean
Film Council

All sessions to be held online For detailed information of connecting, please refer to Forum BIFF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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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프로그램 : 배리어프리 영화상영과 정겨운 나눔
부산국제영화제는 영화관람이 쉽지 않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도

영화제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매년 배리어프리 영화상영을 마련합니다.

누구나 영화관람을 통해 자연스레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정겨운 나눔에도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배리어프리 영화상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음성, 수신기 사용)과

상영시간표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해설(자막, 스마트폰앱 사용)을 제공하는 영화상영입니다.

날짜

시간

예매코드

상영관(영화의전당)

상영작

19:30

027

중극장

스프링 송

10월 21일 (수)

14:00

10월 23일 (금)

13:30

10월 22일 (목)
10월 24일 (토)

015
043

14:00

060

시네마테크

팔미라

중극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하늘연극장

청산, 유수

10월 25일 (일)

13:00

080

하늘연극장

구름 위에 살다

10월 29일 (목)

20:00

147

야외극장

도둑맞은 발렌타인

10월 28일 (수)

14:00

10월 30일 (금)

136

20:00

168

중극장

종착역

하늘연극장

너를 정리하는 법

정겨운 나눔
상영시간표에 (♣)표시가 된 영화를 관람하시면,

티켓판매수입의 일부를 복지기관에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입니다.
한국영화

아시아영화
월드영화

빛나는 순간

스쿨 타운 래퍼
가가린

청산, 유수

아사다 가족
폴링

스프링 송

유리창의 나비
주둥이들

애비규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난 울지 않아

행복의 속도

페이퍼 타이거
리슨

관객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되는 부산국제영화제 사회공헌프로그램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굿네이버스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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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of Films

18 Kilohertz

38

Cleaners

200 METERS

39

The Cloud Is Still There 110

House of Heeji

109

A’hr

39

Coalesce

How to Die Young in
Manila

110

I Carry You With Me

84

I Met a Girl

84

I Never Cry

85

Ibrahim

83

All the Things We
Never Said

DAEMUGA
40

All the Time

110

Ammonite

78

AND THERE WAS LIGHT 72
And Tomorrow the
Entire World

79

Another Round

30

The Art of Dying Far Away 102
The Art of Living in Danger 112
The Asadas

128

Ava from My Class

108

A Balance
Beasts

56
103

BEASTS CLAWING AT
STRAWS

62

Beginning

79

Berlin Alexanderplatz

80

The Best Families

80

Beyond You

73

Bilesuvar

57

Bình

110

BITTERSWEET
Butterfly on the
Windowpane
Candlelight Revolution
Captive
Children of the Night

40
57
120
41
113

41
42
129

Days

31

Days of Green

63

Dear Comrades!

32

Death Knell

81

The Death of Cinema and
My Father Too
81

85

In the Mood for Love

26

Deliver Us from Evil

64

The Invisible Shore

Digger

82

Irradiated

The Disciple

43

Josee, the Tiger and
the Fish

Drowning in Holy Water
Emptiness
Empty Body
Everglow
Everyday is a Lullaby

43
103
64
65
44

Falling

82

Farida’s 2000 Songs

44

Fear(less) and Dear
The Fight

113
121

FIGHTER

73

First Cow

32

Gagarine

83

Georgia

108

Good Light, Good Air

122

Good Person

74

Happy Old Year

45
58

CICADA

63

HERO

108

City Hall

31

High Surf Expected

108

Hong Kong Moments

122

Index of Films

123

In the Dusk

58

142

Il Mio Corpo

42

Chnchik

121

33

Death of Nintendo

Harami

City of Outlanders

HOPPER/WELLES

114
123
25

Kanya

111

Kids on Fire

111

Killer Spider

45

A l’abordage!

86

La Fortaleza

86

La Veronica

87

A Leave

59

LIMECRIME

74

Listen

87

Little Big Women

46

Living in the Sky

46

Love Affair(s) : The Things We
Say, The Things We Do
88
Love after Love

27

Me and Me
The Migration-ship

65

Mandibles

89

Matto’s Bicycle

47

Swimming Out Till the
Sea Turns Blue

36

Teddy

97

There Is No Evil

52

Saint-Narcisse

94

111

The Salt in Our Waters

49

Mishima: The Last Debate 114

The Salt of Tears

35

The Mole Agent

Sasang: The Town
on Sand

The Third War

97

115

Three

61

A Scarecrow

111

Three Sisters

69

School Town King

115

The Ties

131

Self-portrait 2020

116

Tigers

106

124

Money Has Four Legs

59

More Than Family

66

Mountain Cat
My Favorite War

111
89

My Missing Valentine

129

My Tender Matador

90

Nadia, Butterfly

104

New Order

34

A Night in Haifa

34

Night of the Kings
Notturno
Nowhere Special

90
124
91

Ora, Ora Be Goin’ Alone 48
Our Joyful Summer Days 75
Our Midnight

75

Padrenostro

91

The Painter and the Thief 125
Palmyra

105

The Paper Tigers

49

Passion Simple

92

Peace River
The Predators

47

106

33

The Macaluso Sisters
The Man Standing Next

35

Sunrise in My Mind

MINAMATA Mandala

27

Sun Children

125

Rival

Minari

94

A Rifle and a Bag

48

Peninsula

MAMA

Red Soil

Milestone

Lowdown Dirty Criminals 88
104

66
109

109
67
105

Preparations to Be Together for
an Unknown Period of Time 92
Quo Vadis, Aida?

93

Rascal

93

Septet: The Story of
Hong Kong
Sewing Sisters

24
116

She Dies Tomorrow

95

Short Vacation

76

Shorta

95

Sister J

117

Sister Sister

50

Slalom

96

The Slaughterhouse

50

The Slug

76

Snail

109

Time to Hunt

68

Tiong Bahru Social Club

52

Tragic Jungle

98

Transit

111

Tree

109

Trouble Will Find Us

107

True Mothers

28

Undine

36

Vestige

69

When a Hen Crows

118

Where Does the Wind
Come From?

109

Snowball

60

WHERE IS PINKI

53

Soirée

51

Wife of a Spy

28

Song Hae 1927

117

Wind

Soul

130

Wolves

Speed of Happiness

126

The Woman Who Ran

Spring Blossom

96

Spring Song

67

53
109
37

The Works and Days (of Tayoko
Shiojiri in the Shiotani Basin) 98
Yellow Cat

54

68

Young Adult Matters

77

51

Your Eyes Tell

54

Steel Rain2 : Summit
Extended Edition
Striding into the Wind
Summer Blur

60

Your Face

Summer of 85

130

Zanka Contact

126
99
143

작품별 색인
18킬로헤르츠
200미터
Wolves

38
39

109

가가린

강철비2:정상회담 확장판
개와 정승 사이
거미의 독
고독의 맛

구름 위에 살다

구름은 아직도 저기에
군산전기

그 가족의 비밀

그녀는 내일 죽는다
그대 너머에

그래, 혼자서 간다
기쁜 우리 여름날
끈

나디아, 나빌레라
나르시스의 수난

83
68
59
45
46
46

110
121
80
95
73
48
75

131
104
94

나무

109

나의 몸

123

나쁜 놈
나의 사랑스러운 혁명가
나의 엄마
나의 촛불

난 울지 않아

남산의 부장들

내 마음의 햇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쟁
내일은 세상

너를 데리고 갈게
너를 정리하는 법

너의 눈이 말하고 있어
노랑 고양이

작품별 색인

노웨어 스페셜

91

바다의 시

뉴 오더

34

반도

눈물의 소금
니얼굴

닌텐도의 죽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단순한 열정

달이 지는 밤
달팽이

대무가:한과 흥

더 나쁜 녀석들
데이즈

도둑맞은 발렌타인
도망친 여자
디거

또 하나의 전쟁
라 포르탈레사
라이벌

라임크라임

35
126

42
64
92
69

109
129

95
31

129

37
82
97
86

106

74

93

러브 어페어 : 우리가 말하는 것,
88
우리가 하는 것

90

마깔루조 다섯 자매

47

120
85
65

111
89
79
84
45
54
54

리슨

마토의 자전거
매미소리

먼바다까지 헤엄쳐 가기

87

104

47
63
36

멀리서 죽어가는 거북이의 기술 102
명랑고딩

41

미나리

27

몽중인

미나마타 만다라

미시마 vs. 전공투: 마지막
논쟁

44
33
114

미싱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116

바람 어디서 부는지
반트럼프 투쟁
밤의 아이들
베로니카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보이지 않는 해안
붉은 땅
비기닝

비탄의 정글
빛나는 순간
사냥의 시간
사라진 시간

사랑 뒤의 사랑

사랑의 유효기간
사로잡히다
사상

사탄은 없다

사탕수수의 맛

시네마의 죽음 그리고 나의
아버지도

121

썸머 85

130

아사다 가족

128

암모나이트

78

67

113
87
80

114
94
79
98
65
68
66
27

107
41

115
52
40

112

성스러운 물

43

성경캠프
세 자매

111
69

셀프-포트레이트 2020

116

소울

130

소녀 칸야

소총과 가방
송해 1927
수업시대

스쿨 타운 래퍼
스파이의 아내
스프링 송
슬라롬

“이 카탈로그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과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Index of Films

49

생존의 기술

“This Catalog is sponsored by the Korean Film Council(KOFIC) and Busan Metropolitan City.”

144

109

111
125
117
43

115
28
67
96

시티홀
쓰리

아워 미드나잇

81
31

일과 나날 (시오타니 계곡의
시오지리 다요코의)

61

재춘언니

75

암탉이 울면

118

야상곡

124

애비규환

어나더 라운드

어른들은 몰라요
어쩌다 조폭

언덕 위의 소녀
연극 수업
열여섯 봄

온 세상이 하얗다
왕들의 그날 밤
외계인 빈

요양원 비밀요원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말하지 않은 것
운디네

66
30
77
88
58

108
96
72
90

110
124
91
40
36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안고 108
위험한 등반

39

유코의 평형추

56

유리창의 나비
은밀한

이브라힘
이정표
이주선

인간증명

57
50
83
48

109

잔혹한 도축장
전원, 승차!

64

파이터

98

퍼스트 카우

50

117

86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25
조지아

108

좋은 빛, 좋은 공기

122

종착역

좋은 사람
주둥이들

76
74
89

죽여주는 남자

110

지금, 홍콩

122

죽음의 종소리

81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62
질주

짐승들의 마을
청산, 유수
최선의 삶

친애하는 동지들!
친애하는 홍콩

칠중주: 홍콩 이야기
카사블랑카 록앤롤

쿠오바디스, 아이다
타이거즈

태양의 아이들

태어나길 잘했어
테디

트루 마더스
티벳의 바람

파리다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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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Sang-woo / BOO Kyunghwan / CHOI Eun / SONG Kyung-won / CHO Il-nam /
LEE Young Cheol / Russell EDWARDS / PARK Woe Young / CHOI Yeon Woo / KIM Bo-nyun
KIM Youngae Joanna / Stella KIM / CHO Ahra / CHOI Jinah
DODM T. 051-756-4410 KIM Sangyoung / NAM Myeong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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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seok is on a business trip
from 1996 to 2002
“아시아 영화의 폭넓고 세밀한 역사적 증언,

지금의 부산 국제영화제를 만든 수많은 만남에 관한 기록”

2020년 10월 21일 / 148*210 / 268p / 15,000원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반디앤루니스 #영풍문고 #도서11번가 #쿠팡 등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