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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이어받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이며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영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유일의 분단도인 강원도에서는 ‘평화’와 
‘자치’ 두 축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끌어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
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화제가 평화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지켜나가고 강원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되길 바라며 강원도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평화 정착을 위한 문화적 백신으로 작
용하기를 기대합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문성근 이사
장님, 방은진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
리를 함께해 주신 영화인 여러분들, 영화 가족인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 다시 
평화를 이루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해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축사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이사장 문성근입니다.

지난해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의 슬로건은 ‘다시 평화’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파
괴된 일상의 삶을 복구하고 경직된 한반도에 봄이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
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세 번째를 맞이하는 2021년 평창국제평화영
화제의 슬로건은 ‘새로운 희망’입니다. 굳이 이 시기에 희망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일상과 미래를 꿈꾸어야 합니다. 

평화의 의미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영화를 통해 전세계에서 일
어나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이 담론화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영화제가 세상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구현된 평화 정신이 올해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도 여전
히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화 축제를 부디 기쁘게 즐겨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영화제는 관객들께서 완성해 주십니다.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사장 문성근

매일 아침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뉴스를 틀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의 반가운 악
수마저도 머뭇거리게 만든 불청객이 우리의 일상을 여전히 흔들고 있습니다. 어
쩌면 함께 축제를 즐기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걱정 가운
데 다시 힘을 내어 보기로 했습니다. 숱한 총성이 오가는 전쟁과 테러 속에서도 
묵묵히 꽃피던 문화 예술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방식의 변화입니다. 영화산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새
로운 제작 방식이 필요하고, 안전한 관람을 위해 새로운 규칙들이 필요한 시기입
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건히 자신들의 꿈을 이어가
는 영화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3회를 맞는 이번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지역민들과 멀리서 찾아오는 관객들의 
안전한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에서도 열렬히 응원하겠습니
다. 영화제를 위해 불철주야 힘 쓰시는 문성근 이사장님과 방은진 집행위원장님
께 감사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영화제를 준비한 관계자 모든 분들께 격려
의 인사를, 영화를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원장 방은진입니다.

전쟁처럼 비감하고 예민했던 1년을 지나 2021년 세 번째 영화제를 개막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의 시작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듯 그 끝 또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접촉과 대면을 최소화하는 생활 방역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둘 잃
어버리는 것들 또한 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화를 통해 세상의 다양
한 이야기들을 듣고 위로 받으며 때로는 분노하고 싶습니다. 팬데믹에도 영화제
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런 영화의 힘을, 그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평창의 자연과 함께 하는 영화제를 꿈꿉니다. 개
막식과 야외 상영은 마을의 광장과 다채로운 야외 공간에서 열리며 작은 마을 
횡계리 골목골목은 개성 있는 상영관으로 변모합니다. 길, 하천, 그리고 하늘 사
이의 청량한 바람과 함께 하는 평화로운 순간을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주제로 찾아온 26개국 78편의 영화와 기획 개발 아이템을 발굴하는 피칭 프로
젝트, 공존과 유대에 대해 고민하는 평화 아카데미, 그린 디자이너 윤호섭 작가
와 함께하는 시간 등 평화의 길로 가는 다양한 시도는 올해도 계속됩니다. 부디 
안전하게 영화 축제를 즐기시길 바라며, 늘 후원을 아끼지 않는 강원도와 평창군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집행위원장 방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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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올해 영화제 슬로건인 ‘새로운 희망
(A New Hope)’의 메시지를 담았다. 빛나는 터널을 배경으로 영화제의 상징인 
호랑이가 기운차게 걸어가는 모습은, 끝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막막한 시간을 넘
어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이것은 그동안 자연과 조화
로운 공존을 게을리한 인류에게 전하는, 잠시 멈추고 되돌아보라는 메시지이기
도 하다.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는 두 개의 교차 터널은 서로에 대한 진정한 ‘마
음’이야말로 어둡고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올해 
포스터는 1회 때부터 함께해 온 ‘디자인노리’ 박상석 아트디렉터가 진행했다.

올해 공식 트레일러는 팬데믹 시대의 ‘소통’을 애니메이션으로 담았다. 2021년 
현재, 우리의 모습은 마치 멈춘 상태처럼 보이지만, 창(window)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고자 하는 바람은 더욱 강렬하게 다가온다. 화상으로 가족과 친
구를 만나고, 스크린을 통해 타인의 세계를 이해해가는 일상. 갑작스러운 변화로 
혼란스러운 시기지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 
때문이다. 2021년 영화제 트레일러는 지난해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한국단편경쟁 
부문에서 <호랑이와 소>로 대상을 수상한 김승희 감독이 제작했다. 경쾌하면서
도 강렬한 힘을 실어주는 트레일러 음악은 키라라(KIRARA)의 작품. 2017년 제
1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댄스&일렉트로닉 음반상을 수상했으며 꾸준히 활
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전자음악가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의 캐릭터 ‘평범이’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하지 않
은’ 아기 호랑이다. 밝은 노란색 털과 보라색 줄무늬가 특징인 2등신 호랑이로 앞
뒤짱구이며 밝고 활발한 성격에 범세계적인 평화를 지향한다. 케이코믹스에서 
개발했으며, 영화제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호랑이 이미지를 캐릭터로 형상화했
다. 2021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평범이를 모델로 한 이모티콘 16종을 제작했
는데, 영화제 카카오 채널을 통해 2만5천 명에게 이모티콘을 전달했다. ‘평범이’
는 공식 페스티벌 맵과 상영관 에티켓 영상, 스탬프 투어 등 영화제 공간 곳곳에
서 관객들과 함께한다.

공식 포스터 트레일러

캐릭터

아이덴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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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가격

배지

취소 및 환불

코로나19 
예방 수칙

온라인 예매

모바일 티켓 
안내

현장 예매
(티켓부스)

티켓 안내

일반상영 5,000원

시상식 / 야외상영 선착순 무료 입장

	— 7세 이하 어린이, 경로(만 65세 이상), 군인, 경찰, 소방관,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현장 예매 시 무료 발권 가능 (본인에 한함, 증빙서류 제시 필수)

	— GV 등 토크 프로그램은 상영 종료 후 잔여 좌석에 한해 무료 입장 가능

수령기간
6월 18일(금) ~ 21일(월) 10:00 ~ 20:00 

6월 22일(화) 10:00 ~ 14:00

수령장소 올림픽메달플라자 내 배지부스 

	— 티켓부스에서 당/익일 일반상영작에 한해 1일 4매 발권 가능 (동일 회차 중복 발권 불가)

	— 신분증 반드시 지참, 대리수령 불가
	— 배지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 양도 및 대여 불가

취소기간 해당 상영 시작 30분 전까지

취소수수료 상영 당일 취소 시 취소수수료 건당 1,000원 부과
✽ 티켓 수량/상영작/결제수단 등의 변경을 위한 취소 시에도 취소수수료 부과

	— 개인사정에 의한 티켓 재발권 및 환불 불가 (분실, 훼손, 교통 정체, 상영관 및 시간 착오 등)

	— 부분 취소 불가, 전체 취소 후 재예매 가능
	— 이미 발권된 티켓은 티켓부스에서만 취소 가능 (해당 티켓 반드시 지참)

	— 티켓 교환권 및 배지 등으로 발권한 티켓은 취소 불가
	— 휠체어석 예약은 6월 14일(월) 18:00까지 전화 취소 가능

2021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모든 관객과 스태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예방 수칙을 적용하오니,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지켜주세요.

2. 관람, 이동, 매표 및 입장 대기 시 다른 사람과 2m (최소 1m) 거리두기를 준수해주세요.

3.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상영관 및 행사장 방문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4. 행사장 입장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고 코로나19 증상 확인 절차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1) 출입구 대인소독기 통과
  2) 비접촉체온계 체온 측정(체온 37.5도 이상 입장 불가)

  3) 클린강원 패스포트, 안심콜 출입 관리 서비스 이용(이용불가 시 수기 명부 작성)

예매기간 6월 8일(화) 14:00 ~ 해당 상영 시작 시간까지

예매방법
공식 홈페이지(www.pipff.org)에서  
이름/연락처/생년월일 기입 후 예매

✽ 한 영화당 1회 2매까지 예매 가능

결제수단
신용 • 체크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예매권

✽ 실시간 계좌이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 
✽ 무통장 입금, 휴대폰 소액 결제, 복합결제 불가

수령방법
티켓부스에서 예매번호 확인 후 지류 티켓 수령 가능

✽ 예매번호(SMS, 예매확인증, 예매내역 페이지 등) 반드시 제시 
✽ 발권 없이 모바일 티켓으로 상영관 바로 입장 가능

	— 온라인 예매 매진작은 일부 현장석을 상영 당일 티켓부스에서 선착순 판매
	— 휠체어석은 사전 예약 및 현장 발권 가능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참고)

	— 대인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모바일 티켓을 이용한 상영관 바로 입장 권장
	— 공식 홈페이지 ‘예매확인/취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현장 티켓부스에서 발권한 경우, 모바일 티켓으로 상영관 입장 불가
	— 모바일 티켓을 캡처한 이미지 이용 불가

운영장소
및 일시

올림픽메달플라자
6월 18일(금) ~ 20일(일) 10:00 ~ 21:30

6월 21일(월) 10:00 ~ 20:30
6월 22일(화) 10:00 ~ 13:30

알펜시아 시네마
6월 18일(금) ~ 20일(일) 10:00 ~ 21:00

6월 21일(월) 10:00 ~ 19:00

이용방법 한 영화당 1회 2매까지 구입 가능
✽ 해당 상영 시작 후 티켓 구입 불가

결제수단 신용 • 체크카드, 현금, 예매권, 티켓 교환권, 배지, 핍스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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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상영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반입금지

촬영금지

티켓 소지

연령에 따른 
입장 제한

GV

CLASS

상영시간표 
가이드

	—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영 시작 이후 입장 시 15분 후까지 입장이 가능하며 단편 묶음 상영의 경우  
첫 번째 단편 상영 종료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 영화 상영 중 좌석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영화 관람 시 음식물, 생수를 포함한 주류의 반입 및 섭취를  
금지하며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불가합니다.

	— 모든 상영관은 티켓 소지자(모바일 티켓 포함)만 입장 가능합니다.  
(단, 야외 상영은 제외)

	— 배지로 발급받은 티켓은 본인만 관람 가능합니다.

	—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관람 등급을 준수합니다.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관계없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상영작  
관람이 불가합니다.

	— GV(Guest Visit)는 상영작의 관계자와 관객과의 대화가 있는 상영입니다.

	— 상영작과 관련하여 패널과 깊이 있는 주제로 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영관 등급 자막

알펜시아 시네마
알펜시아 콘서트홀
어울마당
감자창고 시네마
대관령트레이닝센터
올림픽메달플라자

Ⓖ 전체관람가
⑫ 만12세 이상 관람가
⑮ 만15세 이상 관람가
⑱ 청소년 관람불가

영어 → 한글 자막 제공
한국어 → 영어 자막 제공
기타 언어 → 한글 자막, 영어 자막 제공

*영자막없음 →

상영관 운영수칙 개막식 & 시상식

•	일시 2021년 6월 17일 (목) 19:30

•	장소 평창 올림픽메달플라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707)

•	행사 18:30 평화로드 (레드카펫) 
 19:30 개막식 
 20:20 개막작 상영

•	개막작 <무녀도> 안재훈 감독

•	개막공연 김준수, 두번째달, 완이화

•	사회자 공승연

•	일시 2021년 6월 22일 (화) 16:00

•	장소 평창 올림픽메달플라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707)

•	행사 15:00 팔로우P 공연 
 16:00 시상식

•	사회자 김형석 프로그래머 

개막식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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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6. 18 (Fri)  6. 19 (Sat)

알펜시아
시네마

201

11:00 - 12:41
파리
Pari

⑮ 101min 42p

206

13:30 - 15:38 GV
자산어보

The Book of Fish
⑫ 128min 92p

211

17:30 - 19:04 GV
성적표의 김민영

Kim Min-young of 
the Report Card

Ⓖ 94min 44p

217

20:30 - 21:58 
라카에서의 9일

9 Days in Raqqa
⑮ 88min 104p

알펜시아
콘서트홀

202

11:00 - 12:50
오마르를 위하여

Abu Omar
⑮ 110min 71p

207

14:00 - 15:10 GV
늦봄 2020

Blooming over the 
Line

Ⓖ 70min 81p

212

17:00 - 18:34 GV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I Am from Chosun

⑫ 94min 97p

218

20:00 - 21:15
봄이 있었다

It Was Spring 
Outside

Ⓖ 75min 69p

어울마당

203

11:00 - 13:01
유배
Exile

⑮ 121min 78p

208

14:00 - 15:28
바다 저편에

Along the Sea
⑮ 88min 37p

213

17:30 - 19:45
나의 아버지

Forgotten We'll Be
⑫ 135min 67p

219

20:30 - 22:05
미워하지 말라

Thou Shalt Not Hate
⑮ 95min 40p

감자창고 
시네마

204

11:00 - 12:35
비밀

A Son
⑮ 95min 77p

209

13:30 - 14:52 GV
한국단편경쟁1
Korean Short 
Competition 1

⑱ 82min 48p~50p

214

17:00 - 18:21 GV
한국단편경쟁2
Korean Short 

Competition 2
⑮ 81min 51p~53p

220

20:00 - 21:13 GV
순수한 기쁨 + 소나기
Innocent Joy + The 

Shower
Ⓖ 73min 112p, 115p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

205

11:00 - 12:35
전원, 승차!

A L'abordage
⑫ 95min 106p

210

13:30 - 14:45
반다르 밴드

Bandar Band
⑮ 75min 108p

215

16:00 - 17:01 GV
쉬프의 기억

Suippes and His 
Korean Memories

Ⓖ 61min 107p

216

18:30 - 19:50
스펙트럼 단편

Spectrum Shorts
⑫ 80min 82p~86p

221

21:00 - 21:56
아주 특별한 여행

Don't Be Afraid If I 
Hug You

Ⓖ 56min 105p

올림픽 
메달플라자

19:00 - 20:22 EVENT
송해 1927

Song Hae 1927
⑮ 82min 80p

진부면
면민체육공원

20:00 - 21:50
빌리 엘리어트

Billy Elliot
⑫ 110min 119p

바위공원

알펜시아
시네마

301

11:00 - 12:32
여명

Aurora
⑮ 92min 38p

306

13:30 - 15:26 GV
내가 죽던 날

The Day I Died : 
Unclosed Case
  ⑫ 116min 91p

311

17:30 - 19:21 
웬디

Wendy
⑮ 111min 36p

318

20:30 - 22:06
멈추지 않아

Not Going Quietly
Ⓖ 96min 39p

알펜시아
콘서트홀

302

11:00 - 12:30 GV
소중한 날의 꿈
Green Days

Ⓖ 90min 113p

307

14:00 - 15:24 CLASS
모란봉

Moranbong
  ⑮ 84min 96p

312

17:30 - 19:00 GV
무녀도

The Shaman 
Sorceress

Ⓖ 90min 32p

319

20:30 - 22:14
초원의 역습

High Ground
⑮ 104min 75p

어울마당

303

11:00 - 13:32
유코의 평형추

A Balance
⑮ 152min 76p

308

14:30 - 16:12
침입

Human Factors
⑮ 102min 41p

313

17:30 - 19:36
멋진 세계

Under the Open Sky
⑮ 126min 70p

320

20:30 - 21:49
바이크 도둑

The Bike Thief
⑫ 79min 43p

감자창고 
시네마

304

10:30 - 12:04 GV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I Am from Chosun

⑫ 94min 97p

309

13:00 - 14:23 GV
한국단편경쟁3
Korean Short 

Competition 3
⑮ 83min 54p~56p

314

16:00 - 17:24 GV
한국단편경쟁4
Korean Short 

Competition 4
⑮ 84min 57p~59p

316

19:00 - 20:21 GV
한국단편경쟁5
Korean Short 

Competition 5
⑮ 81min 60p~62p

321

21:30 - 22:45
반다르 밴드

Bandar Band
⑮ 75min 108p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

305

10:30 - 12:28
총리 메르켈

Merkel – Anatomy 
of a Crisis

⑫ 118min 73p

310

13:30 - 14:45 GV
희수

The Train Passed By
⑮ 75min 109p

315

16:30 - 17:52 GV
송해 1927

Song Hae 1927
⑮ 82min 80p

317

19:00 - 20:37
아메리칸 다르마

American Dharma
⑫ 97min 68p

322

21:15 - 22:50
비밀

A Son
⑮ 95min 77p

올림픽 
메달플라자

19:00 - 20:50
빌리 엘리어트

Billy Elliot
⑫ 110min 119p

진부면
면민체육공원

바위공원

20:00 - 21:25
숀더쉽

Shaun the Sheep 
Movie

Ⓖ 85min 12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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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6. 20 (Sun)

알펜시아
시네마

401

11:00 - 12:50 
전장의 피아니스트

Broken Keys
⑫ 110min 74p

406

13:30 - 15:27 GV
조제

Josée
⑮ 117min 90p

411

17:30 - 18:58
바다 저편에

Along the Sea
⑮ 88min 37p

418

20:00 - 21:35
미워하지 말라

Thou Shalt Not Hate
⑮ 95min 40p

알펜시아
콘서트홀

402

10:30 - 11:54 GV
평양시네마 단편

Pyongyang Cinema 
Shorts

⑫ 84min 98p~101p

407

13:30 - 17:07
유쾌한 바흐만 선생님
Mr. Bachmann and 

His Class
Ⓖ 217min 66p

412

18:30 - 19:58 
라카에서의 9일

9 Days in Raqqa
⑮ 88min 104p

419

21:00 - 22:15
봄이 있었다

It Was Spring 
Outside

Ⓖ 75min 69p

어울마당

403

11:00 - 13:01
유배
Exile

⑮ 121min 78p

408

14:00 - 15:25 GV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The Road Called Life

Ⓖ 85min 114p

413

17:30 - 19:04 GV
성적표의 김민영

Kim Min-young of 
the Report Card

Ⓖ 94min 44p

420

20:30 - 22:11
파리
Pari

⑮ 101min 42p

감자창고 
시네마

404

10:30 - 12:17
웰컴 투 체첸
Welcome to 
Chechnya

⑱ 107min 72p

409

13:00 - 14:35
전원, 승차!

A L'abordage
⑫ 95min 106p

414

16:00 - 17:22 GV
한국단편경쟁1
Korean Short 
Competition 1

⑱ 82min 48p~50p

416

18:45 - 20:06 GV
한국단편경쟁2
Korean Short 

Competition 2
⑮ 81min 51p~53p

421

21:30 - 22:26
아주 특별한 여행
Don't Be Afraid 

If I Hug You
Ⓖ 56min 105p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

405

10:30 - 11:54 GV
시네마틱 강원1

Cinematic 
Gangwon 1

⑮ 84min 124p~126p

410

13:30 - 14:32 GV
시네마틱 강원2

Cinematic 
Gangwon 2

⑮ 62min 127p~131p

415

16:15 - 17:40 GV
시네마틱 강원3

Cinematic 
Gangwon 3

  ⑫ 85min 132p~133p

417

19:00 - 20:01 GV
쉬프의 기억

Suippes and His 
Korean Memories

Ⓖ 61min 107p

422

21:15 - 22:29
화성에서 눈뜨기

Wake Up on Mars
Ⓖ 74min 79p

올림픽 
메달플라자

19:00 - 20:25
숀더쉽

Shaun the Sheep 
Movie

Ⓖ 85min 120p

진부면
면민체육공원

바위공원

알펜시아
시네마

501

11:00 - 12:42
침입

Human Factors
⑮ 102min 41p

506

13:30 - 14:49
바이크 도둑

The Bike Thief
⑫ 79min 43p

511

16:00 - 18:15
나의 아버지

Forgotten We'll Be
⑫ 135min 67p

516

19:00 - 20:44
초원의 역습

High Ground
⑮ 104min 75p

알펜시아
콘서트홀

502

10:30 - 11:54
모란봉

Moranbong
⑮ 84min 96p

507

13:00 - 14:15
희수

The Train Passed By
⑮ 75min 109p

512

16:00 - 17:37
아메리칸 다르마

American Dharma
⑫ 97min 68p

517

18:30 - 22:07
유쾌한 바흐만 선생님

Mr. Bachmann and His Class
Ⓖ 217min 66p

어울마당

503

11:00 - 12:51 
웬디

Wendy
⑮ 111min 36p

508

14:00 - 15:36
멈추지 않아

Not Going Quietly
Ⓖ 96min 39p

513

17:00 - 18:32
여명

Aurora
⑮ 92min 38p

518

19:30 - 22:02
유코의 평형추

A Balance
⑮ 152min 76p

감자창고 
시네마

504

11:00 - 12:23 GV
한국단편경쟁3

Korean Short Competition 3
⑮ 83min 54p~56p

509

14:00 - 15:24 GV
한국단편경쟁4

Korean Short Competition 4
⑮ 84min 57p~59p

514

17:30 - 18:51 GV
한국단편경쟁5

Korean Short Competition 5
⑮ 81min 60p~62p

519

20:30 - 21:54 GV
평양시네마 단편

Pyongyang Cinema Shorts
⑫ 84min 98p~101p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

505

11:00 - 13:06
멋진 세계

Under the Open Sky
⑮ 126min 70p

510

14:00 - 15:24 GV
시네마틱 강원1

Cinematic Gangwon 1
⑮ 84min 124p~126p

515

17:30 - 18:32 GV
시네마틱 강원2

Cinematic Gangwon 2
⑮ 62min 127p~131p

520

20:00 - 21:25 GV
시네마틱 강원3

Cinematic Gangwon 3
   ⑫ 85min 132p~133p

올림픽 
메달플라자

19:00 - 19:53
키드

The Kid
Ⓖ 53min 118p

어울마당

601

11:00 - 12:58
총리 메르켈

Merkel – Anatomy of a Crisis
⑫ 118min 73p

감자창고 
시네마

602

11:00 - 12:47
웰컴 투 체첸

Welcome to Chechnya
⑱ 107min 72p

604

13:30 - 15:20
오마르를 위하여

Abu Omar
⑮ 110min 71p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

603

11:00 - 12:14
화성에서 눈뜨기

Wake Up on Mars
Ⓖ 74min 79p

605

13:00 - 14:20
스펙트럼 단편

Spectrum Shorts
⑫ 80min 82p~86p

 6. 21 (Mon)

 6. 22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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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
소

운
영
기
간

시
간

굿
즈
샵

올
림
픽

메
달
플
라
자

6
월
	1
7일
(목
)

17
:0
0
	~
	2
0
:0
0

6
월
	1
8
일
(금
)	
~
	2
1일
(월
)
10
:0
0
	~
	2
0
:0
0

6
월
	2
2
일
(화
)

10
:0
0
	~
	1
3
:0
0

알
펜
시
아

시
네
마

6
월
	1
8
일
(금
)	
~
	2
1일
(월
)
10
:0
0
	~
	2
0
:0
0

티
켓

올
림
픽

메
달
플
라
자

6
월
	1
8
일
(금
)	
~
	2
0
일
(일
)
10
:0
0
	~
	2
1:
3
0

6
월
	2
1일
(월
)

10
:0
0
	~
	2
0
:3
0

6
월
	2
2
일
(화
)

10
:0
0
	~
	1
3
:3
0

알
펜
시
아

시
네
마

6
월
	1
8
일
(금
)	
~
	2
0
일
(일
)
10
:0
0
	~
	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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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피프워크ON 
걷기 이벤트

6월 17일(목)  
<개막식>

6월 18일(금) ~  
6월 21일(월)

6월 22일(화)

스탬프 투어

워크온(WalkOn) 앱 설치 필요

2021피프워크ON은 평창군보건의료원과 함께 준비한 산책 이벤트로 걷기 앱 �워크온�
을 통해 진행되며 영화제 방문객 및 지역 주민에게 평창의 청정한 자연속에서 몸과 마음
에 새로운 활력을 선사합니다. 챌린지를 달성하신 분께는 코스별로 준비된 리워드 쿠폰, 
기념품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정류소 위치는 공간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노선 별 배차시간 및 소요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셔틀 노선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미착용 시 모든 노선 이용이 불가합니다.

2021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는 여권 모양의 특별한 스탬프북에 평범이 스탬프를  
가득 찍을 수 있는 스탬프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대관령면 곳곳에 있는 로컬 파트너  
상점을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면, 찍어온 개수에 따라 강원도의 다양한 로컬 굿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탬프북 배포 (선착순 1,000개)
주 행사장(올림픽메달플라자) 종합안내소

특별 이벤트 셔틀버스 운영안내

걷기코스명 내용

평창군보건의료원 X  
평창국제평화영화제

2021 피프워크

ON 대관령피프길 영화제 주행사장과 상영관, 평창올림픽 
기념관을 잇는 횡계리 산책길

ON 평창평화길 평창바위공원으로 이어지는 평창평화길
(평창평화길 노람뜰 탐방로 노선 기준)

ON 월정사전나무숲길 월정사 전나무 숲의 무장애 탐방로

진부역(KTX) ▶ 알펜시아 리조트 ▶ AM호텔 ▶ 올림픽메달플라자(약 30분 소요)
15:00 / 17:00 / 18:00 / 20:00

진부역(KTX) ◀▶ 올림픽메달플라자(약 20분 소요)
진부역(KTX) 출발 올림픽메달플라자 출발

18:00 20:50 / 21:50

알펜시아 리조트 ◀▶ 올림픽메달플라자(약 20분 소요)
알펜시아 리조트 출발 올림픽메달플라자 출발

15:40 / 16:10 / 16:40 / 17:30 / 18:40 / 19:10 / 19:40 20:40 / 22:20

진부역(KTX) ◀▶ 알펜시아 리조트 ◀▶ AM호텔 ◀▶ 올림픽메달플라자(약 30분 소요)
진부역(KTX) 출발 올림픽메달플라자 출발

9:00 / 11:00 / 13:00 / 15:00 / 17:00 /  

18:30 / 20:00 / 21:50 / *22:50
 *22:50 노선은 토,일만 운행, 알펜시아에서 출발

9:50 / 11:50 / 13:50 / 15:50 / 17:50 /  

19:00 / 20:50 / *22:30 / **23:10
 *22:30 노선은 진부역을 정차하지 않음
 **23:10 노선은 토,일만 운행. 진부역을 정차하지 않음

올림픽메달플라자 ◀▶ 알펜시아 리조트(약 10분 소요)
올림픽메달플라자 출발 알펜시아리조트 출발
첫차-10:15 / 막차-22:15

 *해당 버스는 3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
첫차-10:00 / 막차-22:00, 22:40

 *해당 버스는 3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

진부역(KTX) ◀▶ 알펜시아 리조트 ◀▶ AM호텔 ◀▶ 올림픽메달플라자
진부역(KTX) 출발 올림픽메달플라자 출발

9:00 / 11:00 / 13:00 / 15:00 / 17:00 9:50 / 11:50 / 13:50 / 15:50 / 18:10

올림픽메달플라자 ◀▶ 알펜시아 리조트
올림픽메달플라자 출발 알펜시아 리조트 출발

10:30 / 11:30 / 13:30 / 14:30 / 15:30 10:00 / 11:00 / 13:00 / 14:00 / 15:00

정류소 간 소요시간

진부역(KTX) 알펜시아
리조트 AM호텔 올림픽

메달플라자
15분 10분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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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편경쟁 
International 
Feature 
Competition

심사위원 
Juries

심사위원 
Juries

한국단편경쟁 
Korean Short 
Competition

심사위원대상 Grand Jury Prize
국제장편경쟁에 상영된 작품 중 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와 부합
하는 뛰어난 작품 1편을 선정해 한화 2,0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심사위원상 Jury Prize
국제장편경쟁에 상영된 작품 중 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와 부합
하는 뛰어난 작품 1편을 선정해 한화 1,0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관객특별상 Audience�s Choice
국제장편경쟁에 상영된 작품 중 관객심사단이 선정한 작품 1편을 선정해 한화 200
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강유정 KANG Yujung
고려대학교 문학박사로, 2005년 <동아일보> 영화 평론 부문, <조선일보>, <경향신
문> 문학 평론 부문에서 동시 당선되며 평론 활동을 시작했다. EBS <시네마천국>, 
KBS <무비부비> 진행과 KBS <저널리즘 토크쇼 J>에 고정 패널로 출연했다. 경향
신문에 ｢강유정의 영화로 세상읽기｣를 연재 중이며 『스무살 영화관』, 『죽음은 예술이 
된다』, 『영화 글쓰기 강의』 등을 저술했다. 현재 강남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다.

양우석 YANG Wooseok
고려대학교에서 철학과 영문학을 전공했다. 『브이』,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 
『스틸레인』 등의 웹툰 스토리를 집필했고, 천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변호인> 
(2013)으로 백상예술대상 작품상, 대종상영화제 신인감독상 등을 수상했으며 <강철
비>(2017)와 <강철비2: 정상회담>(2019)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했다.

마르셀로 알데레테 Marcelo ALDERETE
아르헨티나 ESCINE에서 영화학을 공부했으며, 2009년 마르델플라타 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합류할 때까지 약 10년간 다양한 일을 병행했다. 그는 부에노스아이레
스의 중남미예술박물관, 중남미현대예술박물관 및 우루과이 국제영화제와 칠레 안
토파가스타 국제영화제의 초빙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수많은 국제영화제의 심사위
원을 역임했으며 봉준호, 레오스 카락스, 클레르 드니 등의 마스터클래스 진행을 맡
았다. ｢아시엔도 시네 매거진｣과 ‘엔세라도 아푸에라’ 사이트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심사위원대상 Grand Jury Prize
한국단편경쟁에 상영된 작품 중 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와 부합
하는 뛰어난 작품 1편을 선정해 한화 1,0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심사위원상 Jury Prize
한국단편경쟁에 상영된 작품 중 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와 부합
하는 뛰어난 작품 1편을 선정해 한화 5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관객특별상 Audience�s Choice
한국단편경쟁에 상영된 작품 중 관객심사단이 선정한 작품 1편을 선정해 한화 200
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강길우 KANG Gil-woo
단편 <명태>(2017)에서 조선족 김수 역을 맡아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단편 <시체들
의 아침>(2018)을 통해 제5회 가톨릭영화제 스텔라상을 수상했다. 이후 <한강에게> 
(2018), <파도를 걷는 소년>(2019), <마음 울적한 날엔>(2020) 등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이어가며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정말 먼 곳>(2021), <더스트맨> 
(2021), <희수>(2021) 등 사회적 메시지 담긴 영화에서 섬세한 연기를 선보였다.

이종필 LEE Jong-pil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했다. <유년기의 끝>(2006), <적의 사과>(2007), 
<아저씨>(2010) 등의 다양한 작품에서 배우로써의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연출한  
단편 <불을 지펴라>(2007)와 <달세계여행>(2009)은 베를린영화제, 부산국제영
화제 등 국내외 다수 영화제에 초청됐다. 장편 <앙상블>(2012), <전국노래자랑> 
(2013), <도리화가>(2015), <삼진그룹 영어토익반>(2020)을 연출했다.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57회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오희정 OH Heejung
컨설팅 회사에서 한국 대기업의 해외 진출 프로젝트와 유럽연합 유럽 기업 아시아 
진출 프로젝트를 담당했다. 이후 해외배급사에서 다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아시아 
다큐멘터리 해외 배급을 전담했다. 2017년 시소픽쳐스를 설립한 후 <피의 연대기> 
(2017), <그날, 바다>(2018) 등의 크리에이티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으며, 현재 
예술적 비전을 갖고 강렬한 질문을 던지는 다양한 감독들과 작업하고 있다. 

시상 &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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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Film  |  개막작

안재훈  
AHN Jae-huun

스튜디오 ‘연필로 명상하기’의 안재훈 
감독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적 애니
메이션’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1998
년에 첫 단편 <히치콕의 어떤 하루>를 
내놓았다. 첫 장편 <소중한 날의 꿈> 
(2011)과 이후 ‘한국 단편 문학 애니메
이션’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
재를 잇고 있으며, 꾸준한 미학적 실험
을 해 나가고 있다.

무녀도
The Shaman Sorceress
Korea | 2020 | 90min | Animation | color | Ⓖ

소설가 김동리가 1936년에 쓴 단편소설이 화려한 색감의 애니메이션과 웅장한 
뮤지컬로 다시 태어난다.

20세기 한국 단편 문학은 21세기 들어 안재훈 감독의 손에 의해 재창조되고 있

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1924), 김유정의 「봄봄」(1935),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1936) 그리고 황순원의 「소나기」(1953)까지 주옥 같은 우리의 문학적 

유산들은 ‘연필로 명상하기’의 솜씨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각색되었다. 특히 

<무녀도>는 인상적이다. 안재훈 감독의 이전 작품들이 중단편이었다면, ‘한국 

단편 문학 애니메이션’의 다섯 번째 프로젝트인 <무녀도>는 장편이자 뮤지컬

과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실험적 작품이다. 무당 모화에겐 아들 욱이와 딸 낭이

가 있다. 욱이는 어릴 적 사찰로 보냈고, 모화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낭

이와 함께 산다. 어느 날 욱이가 기독교인이 되어 돌아오면서 갈등은 시작된다. 

모화는 욱이의 성경책을 불태우고, 욱이는 자신의 종교가 절대적 진리라고 여

긴다. <무녀도>는 “인간에게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충만한 비

주얼과 사운드로 관객에게 전달하는 감각적 작품이다. 2020년 안시국제애니

메이션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새롭고 도전적인 형식을 탐색하는 ‘장편 경쟁-콩

트르샹’ 부문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101 6.17 20:20
312 6.19 17: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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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제장편경쟁에 오른 9편의 영화는 평화라는 주제를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한 신작들

로 구성되어 있다. 데뷔작 <비스트> 이후 무려 8년 만에 돌아온 벤 제틀린 감독의 <웬디>는  

피터팬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아이의 감성을 경유해 환경에 대한 관심을 풀어내는 

잔혹 동화이다. <바다 저편에>는 불법체류자가 되어버린 소녀들이 낯선 곳에서 버티는 과정

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파토스를 그려낸다. 자신만의 꿈을 뒤로 미루고 어른이 된 소녀들이 어

떻게 자신을 규정지으며 앞으로 나아가는가를 현실과 몽상을 오가는 발랄한 방식으로 그려낸 

<성적표의 김민영>이 내뿜는 에너지는 새로운 세대의 드라마트루기를 예감케 한다. 팬데믹 

상황에 이르러 더욱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시선, 여성의 삶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대세

를 이루는 화두이다. 모성을 매개로 기이한 여성적 연대를 보여주는 <여명>은 임신한 10대 소

녀를 보살피는 싱글 여성의 복잡한 내면을 탐색하며, <파리>에서 이란의 가부장제 아래 억눌

려 있던 한 여성은 아들의 실종을 통해 뜻밖에도 자신을 되찾게 된다.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바이크 도둑>이나 장애인 인권을 위해 끝까지 전진하는 한 남자의 

특별한 여정을 따라가는 <멈추지 않아>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화두를 맹렬히 돌파하는 영화

들이며, 가족을 매개로 사회의 부조리를 건드리는 <침입>, <미워하지 말라>에서 보여지는 영

화적 상상력은 사뭇 매혹적이다.

국
제
장
편
경
쟁

International Feature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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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 제틀린 
Benh ZEITLIN

미국의 영화감독이자 작가, 작곡가이
다. 첫 장편 <비스트>(2012)는 오스카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8년 만의 작
품 <웬디>로 시체스영화제 등에 초청
되었다.

웬디
Wendy
USA | 2020 | 111min | Fiction | color | ⑮ | Korean Premiere

마치 꿈결처럼 찾아온 한 소년을 따라 신비의 섬으로 떠난 웬디와 두 형제들. 영원
히 아이로 남을 수 있다면, 그들이 치러야 할 댓가는 무엇일까.

철로변에 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 밑에서 자란 세 남매 웬디와 더글라스, 제

임스. 웬디는 방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기차 위에서 언젠가부터 낯선 소년을 본

다. 어느 날 밤 웬디는 충동적으로 형제들과 함께 기차 위의 소년을 따라가고, 

자신의 이름을 피터라고 소개한 그를 따라 아이들만의 세계가 있는 신비로운 

섬으로 향한다. 2012년 장편데뷔작 <비스트>로 칸영화제 신인감독상과 선댄

스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비롯, 수많은 상을 휩쓸며 혜성처럼 나타난 벤 제틀

린 감독이 무려 8년 만에 연출한 두 번째 장편인 <웬디>는 피터팬이 아닌 웬디

가 주인공이다. 피터팬 신드롬의 함의를 담고 있는 독창적인 원전의 재해석이 

벤 제틀린 특유의 자연주의적 비전과 만나는 작품이다. 시종일관 눈길을 사로

잡는 강렬한 이미지, 주인공 웬디를 비롯한 아이들의 매력이 빛나는 이 영화는 

마치 기예르모 델 토로의 <판의 미로>(2006)를 연상시키는 기괴하면서도 매

혹적인 동화로 감독의 독특한 개성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311 6.19 17:30 
503 6.21 11:00 

후지모토 아키오 
FUJIMOTO Akio

1988년생. 오사카 시각 예술아카데미
에서 영화제작을 공부했다. 2013년 첫 
단편영화 <사이키델릭 패밀리>를 제
작했고, 첫 장편영화 <내가 돌아갈 곳> 
(2017)은 일본과 미얀마 공동제작으
로 완성하는 데 5년이 걸렸다. 두 번째 
장편 영화 <바다 저편에>는 일본의 소
외된 이들을 조명하는 작품이다.

바다 저편에
Along the Sea
Japan, Vietnam | 2020 | 88min | Ficiton | color | ⑮ | Korean 
Premiere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불법체류자가 된 세 명의 빛나는 청춘, 어디에도 몸둘 곳 없는 
그들이 감내해야 하는 차가운 겨울 이야기

절친한 친구 사이로 함께 기술 인턴 비자를 받아 일본에 온 세 명의 베트남 처

녀 푸옹, 안, 누. 쥐꼬리만한 봉급에 휴일도 없이 일하는 공장 일로 인해 지쳐가

던 그녀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브로커를 통해 한적한 어촌 마

을로 도망쳐온다. 불법체류자 신세가 되었지만, 그녀들은 고향의 가족들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희망에 들뜬다. 그

러나 원인모를 복통에 시달리던 푸옹이 고향에 두고 온 애인의 아이를 임신했

음을 알게 되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한다. <바다 저편에>는 인간

다운 삶을 위해 불법체류를 택한 세 처녀가 겪는 상황을 세밀하면서도 서정적

인 방식으로 그려낸다. 갓 세상으로 나온 세 명의 젊은이가 품고 있는 평범한 

희망이 외국인 노동자가 감내해야 하는 차가운 현실을 바탕으로 한 깊은 절망

을 배태하고 있음을, 영화는 시종일관 소녀들의 여린 마음과 몸이라는 오브제

에 밀착하여 드러내고 있다.

208 6.18 14:00 
411 6.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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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즈 파브레가 
Paz FABREGA

코스타리카 출신. 첫 장편영화 <아구
아 프리아 드 마>(2010)는 코스타리
카, 프랑스, 멕시코, 스페인, 네덜란드 
5개국 합작으로 제작되었고,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타이거상을 수상했다. 두 
번째 장편영화 <여행>(2015)은 트라
이베카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여명
Aurora
Costa Rica, Mexico | 2021 | 92min | Fiction | color | ⑮ | Korean 
Premiere

엄마가 되지 않기를 선택한 여성과 준비되지 않은 채 엄마가 되어야 하는 여성,  
우정과 모성을 오가는 복잡다단한 내면의 풍경

아이들을 위한 창작 수업을 열며 열정적으로 건축가의 삶을 살고있는 40대 독

신여성 루이자는 어느 날 학교 화장실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아이의 언니인 

17세 소녀 율리아나가 임신 중절약을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발견한다. 부

모에게 임신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율리아나와 병원을 찾은 루이자

는 그녀가 이미 임신 5개월에 들어선 탓에 임신 중절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

을 알게 되고, 그녀를 돕기로 마음먹는다. <여명>은 40대 여성과 10대 소녀의 

관계를 통해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만의 고유한 삶의 터닝 포인트에 대해 탐

색한다. 아이를 낳지 않기를 선택한 루이자가 임신한 율리아나에게 갖는 감정

의 모호함,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자신의 상태를 알릴 수 없는 율리아나

의 상황에 대해, 영화는 어떠한 드라마틱한 전개 방식도 택하지 않은 채 그 이

면에 자리한 복잡한 심리적 기제를 따라간다. 모성의 획득과 부재 사이의 선택

의 기로에 선 여성의 삶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

301 6.19 11:00 
513 6.21 17:00 

니콜라스 브룩만 
Nicholas BRUCKMAN

첫 장편 <라 아메리카나>(2008)로 뉴
욕라티노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상을 
받았다. <멈추지 않아>는 SXSW영화
제에서 관객상,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
았다.

멈추지 않아
Not Going Quietly
USA | 2021 | 96min | Documentary | color | Ⓖ | Asian Premiere

치명적인 병마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행복해지려는 한 남자의 의지를 꺾지 못했
다. 미국 사회를 뒤흔든 한 사회운동가의 놀라운 여정

변호사이자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충만한 삶을 살던 아디 바르칸. 

아름다운 아내와 결혼에 골인하고 귀여운 아들을 얻어 최고의 행복을 만끽하

던 그가 32세의 나이에 루게릭 병을 선고받는다.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친 

이후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까. 놀랍게도 나날이 더해가는 육체의 쇠락은 오히

려 그의 빛나는 정신을 두드러지게 하고, 절망에 사로잡히는 대신 아디는 열정

으로 가득 채워진 삶의 끝까지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선택한다. 몸이 

무너지고 목소리를 잃어가는 혹독한 과정 속에서도 아디는 결코 세상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토록 가혹했던 트럼프 시대를 관통

하며 4년간 쉼 없이 달려가는, 따뜻하고 섬세한 아버지이자 사랑스러운 남편, 

불굴의 정신으로 모두를 끌어안고 전진하는 열정적인 리더인 실존 인물 아디 

바르칸의 아름답고 놀라운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318 6.19 20:30 
508 6.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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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로 만시니 
Mauro MANCINI

이탈리아 출신 영화감독. 단편 <우리
의 비밀>(2005)로 데뷔했다. <미워하
지 말라>(2020)는 그의 첫 장편영화
이다. 다수의 단편영화와 TV 미니시리
즈, 광고를 제작하였다.

미워하지 말라
Thou Shalt Not Hate
Italy, Poland | 2020 | 95min | Fiction | Color | ⑮ | Korean 
Premiere

한 유대인 외과의사가 교통사고를 당한 네오 나치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죽음에  
이르게 한다. 남겨진 사람들의 증오와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아들이자 유대계 이탈리아인 시몬은 트리에스테에서 외

과의사로 일하고 있다. 운동 중 우연히 뺑소니 교통사고를 목격한 그는 현장에

서 목숨이 위태로운 운전자를 구해내려다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고 남자

가 네오 나치임을 알게 된다. 결국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그를 죽게 내버려 둔 

시몬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남자를 뒷조사하고, 죽은 남자의 딸 마리카를 가

사 도우미로 집에 들인다. <미워하지 말라>는 홀로코스트의 기억이 후대에 남

긴,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차별과 증오의 정서를 드라마틱하게 그려낸다. 남겨

진 이들이 짊어져야 할 증오의 무게, 그 끈질긴 상처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

을까. 영화는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랑이 이들을 부

모와 다른 미래로 이끌어 줄 수 있을지를 질문한다. 아버지가 남긴 복수심과 인

간애 사이에서 방황하는 주인공 시몬을 연기하는 알레산드로 가스만의 진중한 

연기가 돋보이는 영화.

219 6.18 20:30 
418 6.20 20:00 

로니 트록커 
Ronny TROCKER

이탈리아 출신 영화감독. 그의 작품에
는 다양한 장르의 단편영화뿐 아니라 
비디오 설치예술까지 포함된다. 그의 
첫 장편 <에러마이츠>(2016)는 베니
스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침입>은 베
를린영화제 상영작이다.

침입
Human Factors
Germany, Italy, Denmark | 2021 | 102min | Fiction | color | ⑮ | 
Korean Premiere

숲속의 아담한 별장에 주말을 보내러 온 중산층 가족. 갑작스러운 침입 사건은  
이들의 내부에 자리한 불안을 증폭시키는 도화선이 된다.

광고회사를 경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얀과 니나 부부는 주말을 맞아 숲 

속에 있는 별장에서 휴가를 즐기기로 한다. 얀이 잠시 외출한 사이 별장에 낯

선 이들이 침입했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니나와 가족들은 불안감에 시

달린다. 한편 얀이 니나를 무시하고 정치 캠페인 광고를 수주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니나는 얀에 대한 불신에 휩싸인다. 단란한 중산층 가족 내부에 켜켜이 

쌓인 불안과 긴장감은 낯선 이들의 침입 사건 이후로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

한다. 그런데, 과연 침입은 실제 존재하기는 했던 걸까. 이 영화는 별장에서 벌

어진 갑작스런 사건을 두고 가족 구성원 각자의 다른 관점을 매개로 주의 깊게 

짜여진 비선형 내러티브로 이루어져 있다. 가족 간에 벌어지는 아주 작은 균열

의 조짐을 냉정하면서도 세밀하게 파고드는 이 영화는 미카엘 하네케의 차가

운 심리극을 연상시키는 불안의 기운이 보는 이를 긴장시키는 독특한 아우라

를 발산하는 작품이다.

308 6.19 14:30 
501 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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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막 에테마디 
Siamak ETEMADI

이란 출신 영화감독. 그리스에서 영화
를 공부했고, 장편영화, TV 시리즈, 다
큐멘터리에서 조감독으로 일했다. 단
편영화 <카보 도로>(2012)는 로카르
노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파리>
는 그의 첫 장편 영화다.

파리
Pari
Greece, France, The Netherlands, Bulgaria | 2020 | 101min | 
Fiction | color | ⑮ | Korean Premiere

낯선 도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한 여인, 그러나 아들을 찾는 
위험한 여정은 그녀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아테네에서 유학 중인 아들 바박을 만나러 그리스에 온 파리와 파룩 부부는 공

항에 아들이 마중 나오지 않자 그가 머물던 아파트로 찾아가지만, 아들이 사라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엄마인 파리는 아들의 방에서 발견한 찢겨진 메모를 

단서로 아들을 찾기 위해 무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혼란스러운 도시를 배회한

다. 오랫동안 순종적인 아내로 살아왔던 파리는 낯선 도시에서 남편의 반대에

도 불구하고 아들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위험한 뒷골목을 누비며 억눌러 왔

던 낯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파리>는 사라진 아들을 찾기 위해 서방세계

에 발을 디디며 자신도 모르게 변화해가는 파리의 자아에 초점을 맞춘 영화다. 

아들의 실종은 파리의 삶을 뒤흔들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녀를 몰아간다. 이 

운명적인 추적은 엄격한 이슬람 사회와 서방 세계의 서로 다른 공기를 뒤섞으

며, 최면을 거는 듯 몽환적인 화면을 따라 한 여인의 엄혹한 자기 발견의 여정

으로 관객을 이끈다.

201 6.18 11:00 
420 6.20 20:30 

맷 챔버스 
Matt CHAMBERS

런던에서 활동하는 작가이자 영화감독
이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2015)에서 프로덕션 어시스턴트로 
일했다. <바이크 도둑>은 첫 장편이다.

바이크 도둑
The Bike Thief
UK | 2020 | 79min | Fiction | color | ⑫ | Korean Premiere

바이크로 야간 피자 배달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한 남자가 목숨과도 같은 바이
크를 잃어버린다. 바이크가 없으면, 그의 삶은 무너질 것이다.

런던에서 바이크로 야간 피자 배달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한 남자가 있다. 갓

난아이를 데리고 가사 도우미 일을 하는 아내, 학교에 다니는 사춘기 딸과 근

근이 살아가는 남자는 어느 날 주차해 둔 바이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다음 

교대 시간까지 바이크를 찾지 못하면 그는 직장을 잃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아

기를 데리고 몰래 일을 하던 아내가 아기의 존재를 들켜 실직하게 되자 남자의 

절망감은 극에 달하고, 그는 결국 이웃의 소년들과 함께 바이크를 훔칠 계획을 

세운다. <바이크 도둑>은 네오리얼리즘의 대표작 중 하나인 비토리오 데 시카

의 <자전거 도둑>(1948)을 모티브로 삼은 작품이다. 잃어버린 바이크는 하층

민으로 살아가는 한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리는 거대한 불행의 상징이며, 

주인공 남자의 평범한 윤리관은 범죄의 희생양이 되면서 시험에 들게 된다. 그

가 겪는 고통스러운 상황은 그를 둘러싼 사회적 조건을 되새기게 하며, 한 사람

의 이야기가 아닌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이면으로 전화한다.

320 6.19 20:30 
506 6.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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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임지선 
LEE Jae-eun, LIM Jisun

이재은 
단편 <의진이야기>(2017) 연출.

임지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 전공중. 
단편 <노이즈>(2017) 연출.

성적표의 김민영
Kim Min-young of the Report Card
Korea | 2021 | 94min | Fiction | color | Ⓖ

“너 왜 현실에 없는 말만 하냐? 4차원이라는 말 듣고 싶어?” 4차원 친구들의 매
력이 철철 넘치는, 촌철살인 어록들로 꽉 찬 깜찍한 성적표

본인들이 만든 삼행시 클럽 회원인 고등학교 기숙사 친구 정희, 민영, 수산나. 

수능이 끝나고 친구들은 각자의 길로 뿔뿔이 흩어지고, 대학에 가지 않은 채 고

향 청주에 남은 정희는 테니스장 아르바이트를 하다 해고되자 방학을 맞아 서

울에 머물고 있는 민영의 거처로 놀러간다. 그러나 대학생이 된 민영과 정희의 

세계는 조금 달라져 있고, 그 간극이 그들을 서먹하게 만든다. <성적표의 김민

영>은 성장 영화라는 카테고리에 속해있는 것 같지만, 그 전형성을 벗어나 엉

뚱함과 진중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연출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스무 살 소

녀들을 보여준다. 마치 세상의 끝 같았던 수능이 끝난 후 그녀들 앞에 펼쳐진 

현실의 세계. 일정한 인생의 코스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정희는 현실

에 적응하려 애쓰다 지쳐버린 민영에게 정성들여 만든 성적표를 건네주고 떠

난다. 현실과 꿈, 몽상 사이에서 아직은 전형적인 ‘한국인’은 되고 싶지 않은 소

녀들의 산뜻한 청춘의 기록.

211 6.18 17:30 GV
413 6.20 17: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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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국단편경쟁 부문엔 15편의 작품이 초청되었다. 최근 단편영화의 흐름을 반영하듯,  

형식과 테마의 다양성이 눈에 띄었지만 작품들이 공유하는 지점도 있었다. 특히 ‘가족’이라는 

테마를 다룬 작품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고, 모두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와 가치에 물음표를 보

내거나, 혈연적 관계에서 벗어난 대안 가족의 공동체를 담고 있었다. 전자의 경우 가족 내부의 

갈등을 드러내는데 <딸 셋, 엄마 하나>, <떨어져 있어야 가족이다>, <반신불수가족>, <슈뢰딩

거의 냥이들>, <국가유공자> 등이 그 예라면, 후자에 해당하는 작품은 <말리언니>, <순영>,  

<어떤애와 다른애 그리고 레이> 등이었다. 익숙한 소재를 신선한 방식으로 소화한 작품들도 

눈에 띄었는데 <불모지>는 땅을 통해 지역 사회의 폐쇄성과 야만성을 드러냈고, <젖꼭지 3차

대전>이나 <루즈> 같은 작품들은 가볍지 않은 소재를 블랙 코미디를 통해 접근하는 유연성

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반신불수가족>, <떨어져 있어야 가족이다>, <돛대> 등에서도 접할 수  

있는 특징이었다. <Undo>는 ‘학폭’이라는 첨예한 주제를 정면으로 응시한 작품으로 공감을 

일으키는 작품. <정말로 바란다면>은 동심을 장르적 판타지와 결합한 감동적 영화이며, <메리 

좀 찾아줘>는 세속적 욕망과 종교적 가치 사이에서 솜씨 좋게 드라마를 만들어낸다. 15편 중  

6편이 올해 평창국제평화영화제를 통해 첫 선을 보이는 작품이다.

한
국
단
편
경
쟁

Korean Short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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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희 
HAN Junhee

1991년 서울 출생, 미국 UCLA에서 영
화 연출 석사 과정을 마쳤고 가족에 관
한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단
편 극영화 <장난감>(2019)을 비롯해 
<딸 셋, 엄마 하나>를 연출하였으며 넷
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인 <길 위의 셰
프들: 아시아편>(2019)의 스태프로 참
여했다.

딸 셋, 엄마 하나
Mother of Three
Korea | 2020 | 18min | Fiction | color | ⑱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엄마 대신, 고등학생인 큰딸 캐시는 두 동생을 돌봐야 한
다. 그리고 이젠 엄마의 일까지 도와야 한다.

엄마가 딸에게 일종의 성적 서비스에 관련된 일을 권한다는 설정이 위험하다

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 영화는 ‘현실’이라는 토대 위에서 설득력을 만들어내

고, 관객은 ‘딸 셋, 엄마 하나’로 구성된 가족에게 연민의 시선을 돌리게 된다. 

LA의 코리아 타운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엄마 크리스틴, 두 동생을 돌

보며 학업을 병행하는 큰딸 캐시, 사춘기에 접어든 둘째 로렌, 그리고 아직은 

어린 바네사. 그 가족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월세를 낼 수 있는 돈벌이이고, 가

장 중요한 것은 성장기에 있는 세 딸의 삶과 미래다. 그 사이에 있는 캐시는 가

족을 위해 엄마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동생들을 다독이며 한편으론 자신의 학

업과 학교 생활도 해나가야 한다. <딸 셋, 엄마 하나>는 이러한 캐시의 혹독한 

성장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와 그 존재 이유에 대해 새삼 질문하게 만든다. 수

잔나 킴(캐시)과 에스더 문(크리스틴), 두 배우가 만들어내는 생생한 연기가 인

상적이다.

209 6.18 13:30 GV
414 6.20 16:00 GV

오우람 
OH Wooram

1984년생. 한양대학교 영상디자인과
를 졸업하였다. 단편 <비염>(2012)과 
<메리 좀 찾아줘>를 연출했다.

메리 좀 찾아줘
Father, Please Find Mary.
Korea | 2020 | 39min | Fiction | color | ⑮

딸이 자전거 ‘메리’를 잃어버렸다. 아빠는 메리를 찾아 달라고 기도한다. 기적인 
걸까? 메리를 찾았지만… 진짜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다.

순수한 믿음과 세속적 욕망 사이에 발생하는 텐션은 모든 종교에게 주어진 현

실적 과제다. <메리 좀 찾아줘>는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찾는다는 소소한 에피

소드를 통해, 이 화두를 일상적이면서도 명쾌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주인공 원

재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지만 가난하다. 주변의 교인들은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

나님께 떼를 쓰면 물질적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현실과 신앙 사이의 

괴리. 이때 그를 시험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딸이 잃어버린 자전거를, 순간의 

죄를 지으면 신의 계기를 통해 기적처럼 찾았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서 <메리 좀 찾아줘>는 클라이맥스로 접근하면서 종교적 도덕극이 아니

라, 스릴러 장르의 문법을 통해 서사의 탄력을 만들어 나간다. 최소한의 윤리적 

위신을 지키고 싶은 주인공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 그 충돌이 

만들어내는 효과는 아슬아슬하면서도 씁쓸하고 통렬하다. 단편 치곤 긴 러닝타

임(39분)이지만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는 극적 몰입도가 있다.

209 6.18 13:30 GV
414 6.20 16: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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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수 
RYU Yeon-su

1993년생. 2020년에 한예종 영상원 
영화과를 졸업했다. 단편 <우리아빠 
환갑잔치>(2016), <밤 사이>(2019),  
<반신불수가족>을 만들었다.

반신불수가족
Stumbling Family
Korea | 2021 | 25min | Fiction | color | ⑮

반신불수인 아빠의 소망은 휠체어를 타지 않고 영화관에 가는 것. 두 딸과 아내에
겐 쉽지 않은 동행 길이지만, 아빠는 힘차게 첫 발을 내딛는다.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가족에겐 고통이다. 뇌출혈로 반신마

비 증세가 온 아빠를 딸과 아내가 돌아가며 돌보는 가족. 한편 더 이상 가족에

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환자는 어떻게든 걷고 싶다. <반신불수가족>은, 만약

에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다면 어두운 톤이었을 소재(한 가족이 겪고 있는 불행)

를, 흥미롭게도 블랙 코미디로 소화하며 한 발 더 나아가 로맨스까지 결합시키

는 독특한 장르 영화다. 이것은 세 여성 캐릭터들의 힘으로 가능하다. 둘째 딸 

기주는 아빠를 부축하고 남자화장실에 온 상황에서도, 극장 알바를 하는 전 남

친을 보자 갑자기 흔들린다. 첫째 딸 진주는 의사인데, 사사건건 엄마와 충돌한

다. 엄마인 미현은 철저한 경제 관념으로 무장한 억척이다. 세 사람이 만들어내

는 화음 혹은 불협화음은 이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그러면서도 은근한 감

동의 순간이 연출된다. 장애인에 대한 독특하면서도 따스한 접근이자, ‘현실 가

족’을 담은 유쾌한 영화다.

209 6.18 13:30 GV
414 6.20 16:00 GV

유준민 
YOO Joonmin

1991년생. 성결대학교 연극영화학과
를 졸업하고, 한양대학원 연극영화학
과 제작 전공중이다.  단편 <유통기한> 
(2020)으로 전주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Undo
Undo
Korea | 2020 | 23min | Fiction | color | ⑮

학폭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창회에서 만났다. 시간이 지났다고 과거가 망각되진 
않는다. 과연 그들은 화해할 수 있을까?

매듭 같은 것을 ‘풀다’는 의미의 제목(Undo)이지만 이 영화에선 아무것도 해결

되지 않는다. 고등학교 시절 성철과 지용의 폭력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정

원과 태민. 그들은 동창회에서 만난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당당하고, 피해자들

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변 친구들은 그들에게 화해를 강요하며 

다 지난 일이니 잊자고 강요한다. 영화 <Undo>는 동창회라는 잔인한 모임을 

통해 우리 사회의 ‘폭력의 시스템’을 드러낸다. 표면적으로는 화기애애해 보이

지만 수많은 갈등이 아슬아슬하게 봉합되어 있는 동창회라는 모임. 시간이 흘

렀지만 ‘때렸던’ 자들에겐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이 없고, ‘맞았던’ 자들은 무기

력하다. 전자는 버젓이 그럴 듯한 사회적 지위를 지니고 살아가고, 후자는 힘겨

운 노동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게다가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상처를 잊으라고 

강요한다. 과연 그들은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이슈와 정면대

결하는 용감한 작품이다.

214 6.18 17:00 GV
416 6.20 18:45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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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PARK Chanwoo

1994년 경상북도 청도 출생. 2019년 
대구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졸업. 
2020년 대구 영화학교 연출전공 1기 
수료.

국가유공자
Man of National Merit
Korea | 2021 | 35min | Fiction | color | ⑫ | World Premiere

국가유공자 영춘의 생애 마지막 꿈은 호국원에 묻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그에게 묻힐 땅을 허락하지 않는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85세 노인 영춘에게 ‘국가유공자’라는 명예는 삶의 전

부다. 그 자부심으로 비루한 삶을 견뎌왔고, 죽음을 앞둔 시점에선 자신이 당

연히 호국원의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온다. 전쟁 당시 20일 이상 행방불명 상태였기에 탈영으로 처리되어 있었

고, 그런 ‘불명예스러운’ 자에겐 호국원이라는 영예로운 공간이 허락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는 서사와 스타일의 과잉 없이, 조용히 스며드는 방

식으로 테마를 전달하는 영화다.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어쩌면 사소한 사건 

하나를 다루는 이 영화는 그 일을 통해 세대와 가치관을 이야기한다. 삶을 마감

하기 직전의 순간에 평생을 지탱했던 ‘국가’라는 존재로부터 배신당한 영춘. 그

에게 남은 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훈장 하나뿐이며, 자식들은 국가유공자였

던 아버지를 그다지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잔잔함 속에 페이소스가 있는, 울

림 있는 드라마다.

214 6.18 17:00 GV
416 6.20 18:45 GV

이주승 
LEE Ju-seung

1989년생. 2009년 배우로 데뷔해 많
은 영화에 주조연으로 출연하며 주목
받았다. <장례식의 멤버>(2010), <셔
틀콕>(2014)으로 주목 받았으며, 스릴
러 <소셜포비아>(2015)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단편 <돛대>는 각본, 
주연을 겸한 두 번째 연출작이다.

돛대
Mast
Korea | 2021 | 23min | Fiction | color | ⑮ | World Premiere

더 이상 살아갈 희망과 의미를 잃어버린 은구는 돛대를 피우며 죽으려 하지만,  
그 돛대를 노리는 사람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10년 동안 연기했지만 여전히 무명 배우인 은구는 삶을 끝내기로 결심한다. 그

의 자살법은 조금 복잡하다. 마지막 담배, 즉 ‘돛대’를 피우며 차를 몰고 바닷속

으로 들어가는 것. 그는 남은 담배에 마치 카운트다운을 하듯 번호를 매기고 별

이 그려진 마지막 담배 한 가치를 피우며 죽는다는 계획을 세운다. 죽으러 가는 

길, 이때 휴게소에서 친구 누나인 명희를 만나며, 우연한 동행자가 된 그들은 

바닷가로 간다. 배우 이주승이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 연출한 <돛대>는 감독

의 연출력과 연기자의 장악력이 이상적으로 결합된 작품이다. 특히 명희 역을 

맡은 이상희는 자유분방하면서도 정확한 연기를 보여주는데, 횟집 앞에서 2분 

30초(러닝타임의 약 1/10) 정도 이어지는 롱 테이크 신은 진정 이상희의 인상

적 퍼포먼스다. 기본적으로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코미디의 톤을 잃지 않는 건 

이 영화의 매력이자 미덕. 이주승이 연출과 함께 은구 역도 맡았다.

214 6.18 17:00 GV
416 6.20 18:45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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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청 
LIM Dae-cheong

1976년 순천 출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했다.

말리언니
Molly's Home
Korea | 2020 | 30min | Documentary | color | Ⓖ

6.25 전쟁 이후 스무 살의 미국 여성이 한국에 온다. 전쟁 고아와 장애인을 위해 
60년 넘게 살아온 그를 사람들은 '말리언니'라고 부른다.

공무원인 감독은 지방 역사 사진 공모전을 통해 사진 한 장을 만나고, 마술처럼 

그 이미지에 이끌려 발신인을 찾는다. 이후 그는 5년 동안 말리 홀트, 즉 ‘말리

언니’와 동거인들에 대해 기록했고, 30분의 남짓한 러닝 타임 안에 담담한 내

레이션과 함께 차곡차곡 쌓았던 푸티지를 구성한다. 다큐멘터리 <말리언니>는 

한국 사회와 역사의 가장 짙은 음지에 잔잔히 빛을 비추는 작품이다. 전쟁 이후 

고아와 혼혈과 장애 아동들을 돌보았던 말리 홀트는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외국 입양을 보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감내해야 했으며, 지

금은 약 300명의 장애인과 생활하고 있다. 여기서 인상적인 건 다큐의 형식이

다. 천천히 사진 이미지를 연결하며 그 위에 내레이션과 노래를 얹은 이 텍스트

는 관객을 관조의 자리에서 어느새 말리 홀트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 집중력

을 지닌다. 진정 ‘인류애의 삶’을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말리 홀트는 

2019년에 향년 83세로 세상을 떠났다.

309 6.19 13:00 GV
504 6.21 11:00 GV

이탁 
LEE Tack

1994년생. 2019년 첫 번째 단편영화 
<젯-다이 아쿠무>로 제23회 부천국제
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한 다수의 영화
제에 초청되었으며 2021년 봄 두 번째 
단편영화 <불모지>는 전주국제영화제
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불모지
Wasteland
Korea | 2021 | 34min | Fiction | color | ⑫

화천댁의 남편이 자살했다. 화천댁은 서암댁에게 부탁한다. 남편의 시신을 그 집 
텃밭에 묻어 달라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땅은 곧 부동산이며 그것은 재개발과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자동 연상의 고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욕망을 

극대화하고 누군가는 부자가 되며 어떤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화

천댁의 남편이 자살했다. 추진했던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궁지에 몰리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그 배후엔 서암댁 남편이 꾸민 간계가 있었고, 화천댁과 서

암댁은 그에게 대항한다. <불모지>에선 땅의 순리와 개발 논리가 충돌한다. 전

자는 인간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후자는 인간을 맹목적으로 만든다. 그러기에 

땅 팔아 부자 되어 사람답게 살자는 서암댁 남편의 논리는 모순이며, 여기서 두 

여인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통해 땅의 의미를 회복하려 한다. 재개발이라는 현

실적 이슈를 통해 ‘땅’의 본질을 향해 밀고 들어가는 영화. 촬영, 편집, 음악 등 

전체적인 만듦새가 탄탄하다. 김재화와 오민애의 연기는 영화를 끌고가는 거대

한 두 동력이다.

309 6.19 13:00 GV
504 6.21 11: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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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CHO Minseo

1999년생. 단편영화 <초능력자> 
(2017)와 <루즈>를 연출했다.

루즈
Lip Rouge
Korea | 2020 | 19min | Fiction | color | ⑮

재현은 빚에 쫓긴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엄마를 대상으로 위장 사고를 내 보험금
을 타내려는 재현. 하지만 엄마는 달려오는 차의 속도가 무섭다.

많은 단편영화들이 경제적 궁핍의 상황을 극단적 방식으로 다루지만, <루즈>

만큼 웃프게 보여주는 영화는 많지 않다. 돈을 갚기 위해 모성을 착취하는 아

들과, 도와주겠다고는 했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려니 두려운 엄마. 이 영화는 이 

간단한 구도를, 심야의 고속도로 위에서 펼쳐지는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보여

준다. 절박하게 시작했던 영화는 점점 부조리한 연극처럼 변해가며 결국엔 왠

지 서글픈 상황으로 이어진다. <루즈>는 아이러니의 영화다. 차 안엔 모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지만, 아들은 그 차로 엄마를 치기 위해 달린다. 한편

으론 연민을 느끼게도 한다. 엄마의 다리 하나를 희생시켜 채무의 지옥에서 벗

어나려는 아들은 제 정신이 아니고, 그런 아들을 위해 엄마는 눈을 가린 채 도

로 위를 좀비처럼 서성거리며 걷는다. 그러면서 도로 위에 마킹을 위해 바른 루

즈 자국은 번져만 간다. 이러한 광경은 우리 시대의 단면에 대한 포착이며, 점

점 지옥으로 변해가는 세상에 대한 메타포다.

309 6.19 13:00 GV
504 6.21 11:00 GV

백시원 
PAEK Siwon

1984년생. 사회학을 전공하고, 방송국
에서 시사 교양 PD로 10년간 일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를 보고, 그
도 다큐멘터리 PD 출신 영화감독이라
는 사실을 알고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다. 한예종 전문사에 진학
해 <대청소>(2020)와 <젖꼭지 3차대
전>을 만들었다.

젖꼭지 3차대전
Nipple War 3
Korea | 2021 | 23min | Fiction | color | ⑮ | World Premiere

마 부장의 명령으로 방송사 연예 프로그램 담당 용 피디는 젖꼭지에 끊임없이 모
자이크를 해야 한다

살짝 자극적이지만 이보다 더 적절할 수 없는 제목의 <젖꼭지 3차대전>은 말 

그대로 젖꼭지를 둘러싼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방송사의 용 피

디는 노이로제 상태다. 젖꼭지를 가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마 부장 때문이

다. 그는 젖꼭지가 직접 드러나는 것은 물론 노브라를 포함해 ‘젖꼭지’라는 글

씨까지 용납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모든 젖꼭지를 가리는 건 아니다. 남자는 괜

찮다. 수유를 하는 젖꼭지는 신성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그 외의 모든 ‘여성의 

젖꼭지 이미지’는 전파를 타선 안 된다. 문화에 대한 기계적 검열과 성차별적 

억압을 풍자하는 영화지만, 꼭 메시지를 강조하지 않더라도 각 장면이 지닌 재

미 만으로도 관객에게 즐거움과 의미를 전달한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상황극

에 슬랩스틱을 결합한 코미디로 배우 정인기와 최성은의 케미가 돋보인다. 나

름 심각한 주제를 대중적이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고 풀어낸 균형 감

각은 소중한 미덕이다.

314 6.19 16:00 GV
509 6.21 14: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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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PARK Suh-young

1992년생.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졸업영화로 단편 <동경소녀>(2016)
를 연출했고 전주국제영화제, 여성인
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현재 한예
종 전문사에 재학 중이며 단편 <면담> 
(2020), <순영>을 제작했다.

순영
Soonyoung
Korea | 2021 | 26min | Fiction | color | ⑮ | World Premiere

병 수발을 들며 부모님 집에서 살던 순영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갈 곳이 없어진다. 
그는 누구의 딸이 아닌 ‘순영’으로서 홀로 설 수 있을까?

부모가 죽으면 잠깐의 애도를 거친 후 정산의 시간이 오기 마련이다. 38살이 

될 때까지 엄마와 아빠의 간병인으로 살아온 순영은 오빠와 언니가 부모의 집

을 팔면서 갈 곳이 없어진다. 자신의 몫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

제 그는 자립해야 한다. <순영>은 감동적인 이야기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

흔 살이 다 될 때까지 아픈 부모를 돌보며 살았던 한 여성은,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 물론 그 시작은 고통스럽다. 반찬가게에 취직한 순영에

게 일은 힘들고, 당장 살 집을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으며, 이런저런 일로 자존

감도 바닥으로 떨어졌다. 순영에게 찾아온 늦은 성장통은 너무나 버겁다. 이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은 반찬가게 주인인 금순이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는 순영에게 살 곳을 주고, 순영은 혈연의 가족을 떠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또 하나의 가족을 꾸린다. 강진아의 얼굴은 순영의 얼굴 그 자체. 반찬가게 아

줌마들의 앙상블 연기는 영화의 활력소다.

314 6.19 16:00 GV
509 6.21 14:00 GV

박종우 
PARK Jongwoo

1994년 대구 출생. 2015년도 한예종 
입학 후, <면접>(2019) 등세 편의 단
편영화를 찍었다.

정말로 바란다면
The Things We Hoped Last Summer
Korea | 2021 | 35min | Fiction | color | ⑫

동네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유리 구슬이 굴러다니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 구슬이 
소원을 들어준다며 모으기 시작한다.

스릴러나 미스터리 같은 강렬한 장르적 요소를 지닌 영화는 아니지만, <정말로 

바란다면>은 소박한 판타지를 통해 묵직한 서사의 힘을 만들어낸다. 처음엔 아

이들이 등장하는 일상적인 드라마처럼 보인다. 이들은 동네에 굴러다니는 구슬

을 주워 오는데, 현호는 1,000개의 구슬을 모으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한

다. 아이들의 바람은 다양하다. 흉터를 지우고 싶고, 나이키 신발도 가지고 싶

고… 지호는 아빠와 바다에 가고 싶고, 현호는 지호에게 귓속말로 이야기한다. 

여기서 실종 사건이 일어나며 영화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현호는 어디로 

간 걸까. 그러면서 현호가 지호에게 속삭였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고, 

아이의 부모들은 어린 아들의 유언 같은 그 말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듣는다. 

아이들의 세계에 대한 성찰이 돋보이는 작품. 그들이 지닌 결핍의 근원이 무엇

인지 묻는다. ‘영화적 공기’를 만들어내는 솜씨가 뛰어난 작품으로, 단순하게 

편집된 엔딩이 의외로 깊은 여운을 남긴다.

314 6.19 16:00 GV
509 6.21 14: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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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 
LEE Nova Hyunkyung

뉴욕에서 비디오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예술대학교를 졸
업했다. 영화와 연극 연출을 넘나들며 
새로운 장르와 이미지를 끊임없이 탐
구하고 도전하는 중이다. 본인이 연출
한 작품들에서 연기하기도 하고 다른 
이의 작품에 출연하기도 한다.

어떤애와 다른애 그리고 레이
Ray
Korea | 2020 | 29min | Fiction | color | ⑫

철거 직전의 아파트를 전전하며 살아가는 두 소녀, 어떤애와 다른애는 레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만난다. 그런데 레이는 아프다.

초반부를 보며 가출 소녀들의 잡초 같은 삶을 그린 영화일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들이 빈 아파트 한 구석에서 레이를 발견하는 순간 이야기는 새로운 방향으

로 흐른다. 이 영화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재개발로 사람들이 떠나버린 빈 아

파트 단지가 무덤 같다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어떤애와 다른애의 세계엔 온기

가 흐른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 속에서 ‘빛’(Ray)이라는 역설적인 이름을 가진 

강아지를 발견하고 돌보기 시작한다. 두 소녀는 헌신적이다. 자신들의 식량 대

신 레이가 먹을 사료를 사고, 돈이 생기자 동물병원에 가 레이의 약을 짓는다. 

게다가 진짜 주인을 찾아 레이를 돌려주려 한다. 하지만 그 주인은 레이를 버

리고 왔다며 다시 데려다 놓으라고 한다. <어떤애와 다른애 그리고 레이>는 집 

없는 두 ‘애’가 유기견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모습을 통해 소중하고 인간다운 

가치를 보여준다. 애써 힘주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레 윤리적인 작품. 영화 전체

의 생생한 느낌이 좋다.

316 6.19 19:00 GV
514 6.21 17:30 GV

서윤수 
SEO Yun-su

1989년생. 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전
공했다. 임권택감독의 <화장>(2014)
과 독립영화의 연출팀으로 참여했다. 
현재 영상프로덕션 ‘피쉬탱크’를 운영
하며 다양한 커머셜 필름, 미디어 아트 
영상을 제작중이다.

슈뢰딩거의 냥이들
Schrodinger's Kitties
Korea | 2021 | 23min | Fiction | color | ⑮ | World Premiere

동거중인 정선과 현승은 대립중이다. 정선은 경기도로 이사 가자 하고 현승은 서
울에 살고 싶다. 그리고 오늘도 행복주택은 그들에게 멀기만 하다.

양자역학을 비판하기 위해 과학자 에르빈 슈뢰딩거가 만든 개념인 ‘슈뢰딩거

의 고양이’를 일상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양립하는 정반대의 상황’ 정도가 될 

듯하다. 정선과 현승의 상황이 그렇다. 함께 살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집은 

다르다. 정선은 서울을 벗어나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살고 싶다. 현승은 서울

살이가 현실적으로 더 편하고, 언젠가는 행복주택 공모에 당첨될 거라는 생각

한다. 과연 그들은 ‘행복’한 ‘주택’에서 살 수 있을까? <슈뢰딩거의 냥이들>은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인 ‘집’이 미시적 영역에서 어떤 언어와 문법

으로 표현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인간 관계나 사랑도 집이라는 절대적 힘 앞에

서 무의미해지며 결국 그들은 각자의 집을 위해 헤어진다. 집에 대한 공존할 수 

없는 가치관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수많은 현실 부부들이 공감할 만한 영

화. 집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당연히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상식적 

진리를 새삼 환기시킨다.

316 6.19 19:00 GV
514 6.21 17: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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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KIM Hyun

1991년생. <떨어져 있어야 가족이다>
를 연출했다.

떨어져 있어야 가족이다
Family Portrait
Korea | 2021 | 29min | Fiction | color | ⑮ | World Premiere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일. 오랜만에 모인 엄마와 딸과 아들, 세 가족은 기념사진을 
찍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상극이다.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이지만, ‘가족’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테

마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역설적이면서도 공감 가는 제목인 <떨어져 있어야 

가족이다>는 두 명의 미혼 성인 자녀와 엄마로 이뤄진 한 가족을 통해, 그 단출

한 공동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는 스트레스의 최고치를 보여준다. 딸 민정은 독

립해서 사는 커리어 우먼이고, 아들 정민은 엄마와 함께 사는 백수다. 이 가정

엔 가족 생일 때 출생 시간에 맞춰 기념사진을 찍는 룰이 있는데 오늘은 아버

지의 생신이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남은 사람들이라도 모여 사진

을 찍기로 했다. 이 영화는 ‘가족의 법칙’ 안에서 그 구성원들이 미시적으로 겪

는 갖가지 고통을 코미디의 방식으로 보여준다. 시간을 맞춘 기념사진부터, 정

민이 만들어 놓은 방역 지침 그리고 엄마가 시전하는 다양한 강요들은 모두 가

족의 구성원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성찰’의 시간을 제공하는 디테일들이

다. 세 배우의 연기는 완벽한 합을 보여준다.

316 6.19 19:00 GV
514 6.21 17: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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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다양한 화제작을 소개하는 스펙트럼 섹션의 영화들은 각지에서 펼쳐지는 삶의 풍

경들을 아우른다. 올해 베를린영화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유쾌한 바흐만 선생님>, 다큐멘

터리 거장 에롤 모리스가 트럼프의 참모이자 보수 언론의 대부 스티브 배넌을 인터뷰한 논쟁

적 다큐멘터리 <아메리칸 다르마>, 가브리엘 살바토레 감독의 팬데믹 다큐멘터리 <봄이 있었

다>와 같은 현재적 이슈를 다루는 작품들이 포진해 있다. 또한,  실존 인물을 경유해 역사를 더

듬어가는 <총리 메르켈>, <송해 1927>, <늦봄 2020>, <나의 아버지>와 같이 호기심을 자아내

는 작품들도 만날 수 있다. 매혹적인 연기와 흥미로운 이야기, 압도적 풍경으로 스크린을 꽉 채

우는 <멋진 세계>, <초원의 역습>, <전장의 피아니스트>처럼 극장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영화

들은 올해 스펙트럼 상영작들의 면면을 더욱 다채롭게 한다. 차마 마주하기 어려운 잔혹한 현

실을 대담하게 응시하는 <웰컴 투 체첸>, <유코의 평형추>는 일종의 충격 효과를 가져다주며, 

평범한 삶 아래 감춰진 또 다른 진실에 눈을 돌리게 만든다. <화성에서 눈뜨기>, <오마르를 위

하여>, <비밀>, <유배>, <밤비락>, <수상한 노인>, <기념비적 기념품>에서 보여지는 여전히 

도처에 벌어지고 있는 불안한 삶의 풍경들은 멜로드라마, 스릴러, 코미디, 애니메이션 등 다양

한 형식과 장르의 영역에 걸쳐,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소외된 사람들과 현재까지 이어지는 역

사적 상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해준다.

스
펙
트
럼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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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  |  스펙트럼

마리아 스페트 
Maria SPETH

영화감독이자 작가, 제작자이다. 2001
년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장편 데뷔작 <나날들>은 타이거상을 
수상했다. <유쾌한 바흐만 선생님>은 
2021년 베를린영화제에서 심사위원
상을 수상했다.

유쾌한 바흐만 선생님
Mr. Bachmann and His Class
Germany | 2021 | 217min | Documentary | color | Ⓖ | Korean 
Premiere

2021년 베를린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며 찬사를 불러일으킨, 한 독일 
소도시 작은 학교의 특별한 선생님과 아이들의 이야기.

“그냥 너 자신이면 돼.” 주로 이민자들 혹은 이민 2세인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독일의 소도시 슈타트알렌도르프의 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바흐만 선

생님은 조금 독특한 방식의 수업을 이어간다. 프레드릭 와이즈먼의 관찰 다큐

멘터리를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사회와 가정의 괴리, 언어와 문화의 격차를 겪

는 이민자 아이들 모두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한 교육자

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바흐만 선생님은 개인의 이기심이 아닌 서로 격려하고 

돕는 공동체의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몸소 실천하며, 인내심과 존중으

로 아이들 각자의 내면의 빛을 이끌어내고, 때로는 그저 친구가 된다. 2차 대전 

시기 이민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탄약 공장이 즐비했던 이곳은 이제 힘들

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도시가 되었다. 영화는 아이들뿐만 아

니라 도시를 함께 살아가는 부모와 가족들의 평범한 하루일과를 담아내며 바

흐만 선생님의 수업의 의미를 삶의 태도로 확장시킨다.

407 6.20 13:30 
517 6.21 18:30 

페르난도 트루에바 
Fernando TRUEBA

1955년 스페인 출생. 1974년에서 
1979년까지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
스』에서 영화평론가로 활동했다. 대
표작으로는 <아름다운 시절>(1992),  
<투머치>(1995), <꿈속의 여인> 
(1998) 등이 있다.

나의 아버지
Forgotten We'll Be
Colombia | 2020 | 135min | Fiction | color, b&w | ⑫ | Korean 
Premiere

공공 의료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던 엄혹한 시절, 콜롬비아의 의사이자 교
수이며 인권운동가인 한 남자의 거침없는 행보가 세상을 움직인다.

콜럼비아 작가 헥토르 아바드 파치오린체의 동명의 자전적 소설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작중 화자인 성인 헥토르가 아버지의 정년 퇴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시작된다. 저명한 의사이자 교수, 그리고 인권운동가였던 

아버지 헥토르 아바드 고메즈는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공공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했던 인물이며, 이로 인해 비극적 죽음을 맞았다. 

페르난도 트루에바는 80년대 중반의 현재를 흑백 화면으로 놓고 회상 속 어린 

시절 헥토르의 시선을 중심으로 컬러로 전환하는 형식을 차용하며,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감정을 노스탤지어 가득한 70년대 콜럼비아의 풍경 속에 

담아내고 있다. 평범하고 가난한 이들을 대변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해 제도의 권

력에 맞섰던 헥토르 고메즈의 삶은 영화 속에서 잃어버린 이상향의 결정체로 

그려지며, 영화의 말미에 벌어지는 비극은 이러한 애도의 정서를 증폭시킨다.

213 6.18 17:30 
511 6.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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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롤 모리스 
Errol MORRIS

1948년생. 미국의 다큐멘터리 연출가
이다. <가늘고 푸른 선>(1988)은 당대 
혁신적인 다큐멘터리 영화로 현재까지 
인정받고 있다. <전쟁의 안개>(2003)
는 아카데미 최우수장편다큐멘터리상
을 수상했다. 미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
하는 다큐멘터리의 거장으로 불린다.

아메리칸 다르마
American Dharma
USA | 2019 | 97min | Documentary | color | ⑫ | Korean Premiere

최근 미국 정치사의 비극을 주도한 인물들을 다뤄 온 다큐멘터리 거장 에롤 모리
스가 트럼프의 참모이자 극우 언론의 대부 스티브 배넌과 마주한다.

<아메리칸 다르마>는 한때 트럼프의 최측근 참모였으며, 극우 언론의 중심에 

서 있는 논쟁적 인물 스티브 배넌과의 인터뷰를 에롤 모리스만의 독창적 방식

으로 구성한 다큐멘터리이다. 한때 할리우드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여했던 

배넌이 자신의 사명감을 투영시키는 전쟁영화 <정오의 출격>(1949)의 세트장

을 재현한 공간. 그곳에서의 인터뷰로 시작되는 이 영화는, 배넌이 자신의 극우

적 성향을 애국적 리더쉽으로 치환시키는 과정에 대해 영화 클립들과 인터뷰

를 절묘하게 매칭하여 그 실체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다. 에롤 모리스는 주로 인

터뷰이가 은연중에 보여주는 모순과 저변에 숨겨진 무의식을 관객으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며 다큐멘터리의 재현 방식 자체를 드러내는 독특한 방식을 취해 

온 감독이지만, <아메리칸 다르마>에서는 존재를 드러내며 스티브 배넌과 숨

막히는 설전을 벌인다.

317 6.19 19:00 
512 6.21 16:00 

가브리엘 살바토레 
Gabriele SALVATORES

이탈리아 출신 영화감독이자 연극연
출가. 아카데미외국어영화상 수상작인  
<지중해>(1991)를 비롯, <치로와 엘
리야>(1993), <시베리안 에듀케이션> 
(2013), <인비저블 보이>(2014) 등을 
연출했다.

봄이 있었다
It Was Spring Outside
Italy | 2020 | 75min | Documentary, Fiction | color | Ⓖ | 
International Premiere

가브리엘 살바토레가 팬데믹의 시작점이었던 2020년 봄을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
기를 한데 모아 재구성한, 낯설고 특별한 이탈리아 여행으로의 초대.

<봄이 있었다>는 <지중해>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탈리아 감독 가브리엘 살

바토레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팬데믹 풍경을 수집

하여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든 다큐멘터리다. 조금씩 파괴되고 있는 거대

한 자연의 이미지로 시작된 이 영화는 살바토레의 시선 아래, 우리가 수없이 접

했던 팬데믹에 관한 뉴스 리포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이미지들로 재구성된

다. 텅 빈 거리를 유영하는 배달원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낯선 이탈리아의 풍

경, 전대미문의 재난 속에서도 서로 돕고 격려하며 현재를 이겨내려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공포를 넘어서는 어떤 숭고함이 담겨 있다. 재난을 수동

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안에서도 답을 찾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영화는, 코로나 시대의 감정적 이미지, 전지구를 

관통하는 거대한 스토리텔링으로 확장된다.

218 6.18 20:00 
419 6.2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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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카와 미와 
NISHIKAWA Miwa

영화 <원더풀 라이프>(1999) 스태
프로 영화계에 입문하여 <산딸기> 
(2003)로 감독 데뷔했다. 세 번째 작품 
<우리 의사 선생님>(2009)은 일본 아
카데미상에서 최우수 각본상을 포함해 
9관왕에 오르며 뛰어난 연출력을 인정
받았다. <멋진 세계>는 사키 류조의 소
설 『신분장』

멋진 세계
Under the Open Sky
Japan | 2020 | 126min | Fiction | color | ⑮

“제가 이 사회에 맞지 않는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오랜 수감 생활 끝에 출소한 
중년의 야쿠자가 내딛는 새로운 삶. 세상은 그를 제대로 맞아줄 수 있을까?

우발적 살인으로 13년 동안 복역한 끝에 출소한 전직 야쿠자 미카미는 어렸을 

적 고아원에 자신을 두고 떠난 어머니를 찾으려 TV 다큐멘터리 출연을 요청하

고, 다큐멘터리 감독 쓰노다는 그의 일상을 촬영하게 된다. 사회 복지 수당으로 

생활하면서 구직을 위해 애쓰던 미카미는 범죄 이력 때문에 취직에 어려움을  

겪고 좌절하지만, 주변의 따뜻한 이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연다.  

<멋진 세계>는 과거에 범죄자였지만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중

년 야쿠자의 삶을 통해 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복잡한 상념을 안겨주

는 작품이다. 충동적이지만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는 외로운 남자 미카미를 

연기하는 야쿠쇼 코지의 깊이 있는 연기는 이 영화의 백미다. 미카미를 중심으

로 영화는 어둡고 낮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따뜻하게, 서늘

하게 훑어내며, 위로와 상처를 번갈아 주고받으며 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

해 다시 생각하게 해 준다.

313 6.19 17:30 
505 6.21 11:00 

로이 크리스펠 
Roy KRISPEL

1979년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 4편
의 다큐멘터리와 4편의 단편영화를 제
작했고, <오마르를 위하여>는 그의 첫
번째 장편 영화이다.

오마르를 위하여
Abu Omar
Israel, France | 2020 | 110min | Fiction | color | ⑮ | Korean 
Premiere

죽은 아이의 시신을 가방에 넣은 채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남자, 아이를 임신했지
만 홀로 남은 여자가 예측불허의 기이한 여행을 떠난다.

군사적 요인으로 인한 엄격한 통행금지가 시행 중인 이스라엘 국경 지역. 팔레

스타인인 살라는 이스라엘 병원에서 사망한 어린 아들 오마르의 시신을 가방 

안에 숨긴 채 고향으로 돌아갈 방도를 찾고 있다. 임신한 싱글 여성 미리는 우

연히 만난 살라를 충동적으로 돕겠다고 나서고, 자신의 차에 그를 태워 국경을 

넘으려 한다. <오마르를 위하여>는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

타인 분쟁의 비극을 막 어린 아들을 잃은 팔레스타인 남자와 아이를 임신한 이

스라엘 여성의 기묘한 동행을 통해 은유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정치〮종교적 분

쟁을 넘어서는 이 인간적인 만남, 무조건적인 호의는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가

지만, 감독은 두 사람의 여행을 통해 두 민족 간의 간극을 넘어서는 휴머니즘을 

영화 속에 새겨넣는다.

202 6.18 11:00 
604 6.22 13:30 

을 각색한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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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프랑스 
David FRANCE

1959년생. 미국의 영화감독이자 베
스트셀러 작가, 기자이다. 장편 다큐
멘터리 <전염병에서 살아남는 법> 
(2012)으로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
리 부문 후보에 오르며 주목받았다.

웰컴 투 체첸
Welcome to Chechnya
USA | 2020 | 107min | Documentary | color | ⑱

보는 내내 숨을 멈추게 만드는, 체첸공화국에서 2017년부터 시작된 끔찍한 동성
애자 탄압의 실상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웰컴 투 체첸>은 체첸 공화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과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온 동성애자들에게 목숨을 걸고 은밀한 도피처를 제공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대부분 신분 노출이 생명과 직결되는 몇몇 피

해자들의 신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안면을 블러 처

리하는 방식으로 촬영되었다. 급박하게 진행되는 동성애자들의 위험하기 짝

이 없는 탈출 과정과 더불어, “이 나라에 동성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동성

애자를 은밀히 처단하는 끔찍한 상황을 주도하는 체첸 공화국의 독재자 람잔 

카디로프의 인터뷰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원시적

인 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고발에 다름 아니다. 영화

는 생존자들의 공포와 절망감, 이들을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인권운동

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선과 악의 극단을 달리는 인간 존재의 빛과 어둠에 대해 

적나라하게 파헤치며, 카메라 바깥을 향해 절박하게 외치고 있다.

404 6.20 10:30 
602 6.22 11:00 

슈테판 봐그너 
Stephan WAGNER

1968년 독일 출생. 1990년 비엔나 필
름아카데미에서 연출과 시나리오를 공
부했고, 1996년 연출로 석사학위를 얻
었다.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제작자
로 일하고 있다.

총리 메르켈
Merkel-Anatomy of a Crisis
Germany | 2020 | 118min | Fiction | color | ⑫ | Asian Premiere

“우리는 할 수 있다!” 2015년 난민에게 독일 국경을 전격 개방한다는 메르켈 총
리의 역사적 결정과 그 안에 숨겨진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

전무후무한 팬데믹이 전세계를 강타한 지난해, 메르켈 총리는 신중하고 수준 

높은 의사 결정과 명확한 의사 소통으로 찬사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바야흐로 

5년 전인 2015년 가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전례 없는 숫자의 유럽 난민이 발

생하자 난민에게 독일 국경을 열겠다는 그녀의 전격적 결정은 국내외에서 찬

사와 지지를 얻었지만, 한편으로 엄청난 시위와 가혹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놀라운 역사적 결정의 막전막후를 다룬 로빈 알렉산더의 논픽션 책을 원작으

로 한 이 영화는 당시 유럽의 지도자들과 메르켈 사이에 벌어진 긴박한 상황을 

정치 스릴러의 문법을 차용해 묘사한다. 인도주의적 결정 아래 놓여진 복잡한 

정치적 셈법, 우연과 시행착오, 강력한 신념과 양심이 한데 뒤섞여 있는 비하인

드 스토리 자체도 흥미롭지만, 세계 정치사에서 독보적인 길을 걷고 있는 여성 

총리의 선택의 과정은 우리가 당면한 정치적 과제를 아우르며, 미래의 선택에 

대한 단초를 제시한다.

305 6.19 10:30 
601 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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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케이루즈 
Jimmy KEYROUZ

레바논 출신 영화감독이자 각본가.  
뉴욕 콜롬비아대학교에서 시나리오･
연출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장의 피아니스트
Broken Keys
Lebanon | 2020 | 110min | Fiction | color | ⑫

내전으로 얼룩진 도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사이로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울
려퍼진다. 평화로운 삶을 꿈꾸는 이들의 바램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테러 단체 IS가 점령한 시리아의 작은 도시, 피아니스트 카림은 건물 지하에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어머니의 유물인 피아노를 팔아 그 돈으로 유럽

으로 떠날 꿈을 꾸고 있다. 그러나 카림의 존재가 탐탁지 않은 IS 점령군 대장

은 그의 피아노를 망가뜨리고, 부품을 모아 피아노를 고치기 위해 애쓰던 카림

은 내전이 격화되고 있는 이웃 도시에 같은 브랜드의 피아노가 있다는 말을 듣

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곳에 들어가기로 한다. <전장의 피아니스트>는 ‘전쟁터

의 예술가’라는 소재를 차용하여 평화로운 삶을 되찾기 위해 저항하는 보통 사

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이다. 영화는 피아니스트 카림을 중심으로 노인

과 여성,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유려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한때 나

의 이웃이자 친구였던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게 만드는 내전의 비극, 희망을 앗

아가는 파괴의 나날들 속에서도 위무하듯 울려퍼지는 클래식 선율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작품.

401 6.20 11:00 

스티븐 존슨 
Stephen JOHNSON

카메라 보조로 영화와 텔레비젼 경력
을 쌓고 드라마, 뉴스, 시사 프로그램
에서 일했다. 그가 감독, 제작 및 각본
을 맡은 첫 영화는 텔루라이드영화제
에서 상영된 <요릉우 보이>(2001)다. 
스티븐 존슨은 20년 만에 두 번째 장
편 영화 <초원의 역습>을 연출했다.

초원의 역습
High Ground
Australia | 2020 | 104min | Fiction | color | ⑮ | Korean Premiere

부족의 몰살 이후 백인의 손에 의해 키워진 원주민 소년은 시간이 흐른 후 부족의 
반란군과 다시 마주친다. 과연 그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1930년대 호주 원주민들의 거주지인 광활한 땅 아넘랜드를 배경으로 한 이 영

화는 백인들에 의해 부족이 몰살당한 후 홀로 도망쳐 백인 선교사에 의해 키워

진 한 원주민 소년 굿축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12년이 흐른 후, 몰살된 부족의 

전사인 굿축의 삼촌 바이와라는 백인들의 목장을 공격하는 저항군의 리더가 

되고, 굿축은 자신을 키워준 이들과 부족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초

원의 역습>은 호주의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서부극 장르를 빌어 원주민과 백

인 개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피의 역사를 되짚고 있다. 신종 무기로 우위를 점

하며 원주민을 몰아낸 침략의 서사는, 고지를 점유하여 한 부족을 몰살시킨 개

척자들과 원주민 저항군의 이야기로 전화하여 은유적으로 묘사된다. 영화 전면

에 펼쳐지는 압도적인 자연의 이미지, 호주 영화 특유의 리드미컬한 편집과 유

려한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

319 6.19 20:30 
516 6.2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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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모토 유지로 
HARUMOTO Yujiro

1978년생. 데뷔작 <먼 곳으로 간다> 
(2016)는 도쿄국제영화제 일본 시네
마 스플래시 부문에 선정되었고, 네덜
란드의 카메라재팬과 서울국제아가페
영화제 등에서 상영됐다. 그의 두 번째 
장편 <유코의 평형추>(2020) 역시 직
접 연출, 제작, 각본, 편집한 작품이다.

유코의 평형추
A Balance
Japan | 2020 | 152min | Fiction | color | ⑮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범죄의 실체와 거
짓말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이, 끔찍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선생과 제자 사이에 벌어진 성폭력과 이로 인한 자살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를 제작 중인 유코는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아버지 마사시를 도와 사설 입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유코는 이 사건으로 인해 두 가족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깨닫는다. 한편 

사설 입시학원에 등록했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소녀 메이를 알게 된 

유코는 그녀를 통해 아버지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된다. <유코의 평형

추>는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복잡한 진실을 추적하는 동시에 그 자신 또한 사

건의 일부가 되어버린 주인공 유코의 심리적 혼란을 영화의 중심에 놓고 있다.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관찰자로 시작된 유코의 입장이 사건의 당사자로 변

모하게 되면서, 유코는 이제껏 믿어 왔던 모든 사실들을 의심하며 딜레마에 빠

진다. 영화는 의도적으로 모든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모호하게 드러내며, 다층

적인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판단을 유보하며 관객에게 질문하고 있다.

303 6.19 11:00 
518 6.21 19:30 

메흐디 바르사위 
Mehdi BARSAOUI

1984년생. 첫 단편 <사이드웨이> 
(2010)로 두바이국제영화제에 초청받
았다  <비밀>은 첫 장편으로 베니스국
제영화제를 비롯 수많은 국제영화제에
서 상영되었다.

비밀
A Son
Tunisia, France | 2019 | 95min | Fiction | color | ⑮ | Korean 
Premiere

휴가지에서 돌아오던 중 테러리스트의 총격으로 중태에 빠진 아들, 아버지는 끔
찍한 비밀을 직면하고도 아들을 위해 위험한 협상을 해야 한다.

아들 아지즈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파레스와 미리엄 부부는 휴가 

중 무장 단체의 총격에 아들이 총에 맞는 사고를 당한다. 병원에서는 간을 관통

당한 아지즈에게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간 이식을 위해 채혈하는 과정

에서 파레스는 아지즈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진다. 그러나 선정적인 가족의 비밀로 시작된 이 영화는 튀니지의 민

감한 정치 사회적 상황과 뒤얽혀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을 넘어선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전개된다. <비밀>은 장편 데뷔작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의 정

교한 스토리와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단순한 치정에 얽힌 가족 간의 갈등

으로 흐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들의 간 이식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벌

어지는 사건을 따라가며 가족 드라마의 테두리를 넘어선다. <비밀>로 베니스

영화제 오리종티 부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파레스 역의 사미 부아질라의 노

련하고 절제된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

204 6.18 11:00 
322 6.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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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르 모리나 
Visar MORINA

코소보 출신. 쾰른 미디어아트 아카데 
미에서 공부했다. 데뷔작 <아빠> 
(2015)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유
배>는 그의 두번째 장편작으로 선댄스
영화제, 베를린영화제, 사라예보영화
제 등 다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
었다.

유배
Exile
Germany, Belgium, Republic Kosovo | 2020 | 121min | Fiction | 
color | ⑮

코소보 이민자인 제약회사 엔지니어 자퍼는 동료들로부터 은밀하게 따돌림당하
고 있다고 믿는다. 보이지 않는 차별의 감각은 그를 패닉 상태로 몰아간다.

<유배>는 은밀하게 회사 동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편집증에 시

달리는 코소보 이민자 출신의 한 남자의 심리를 집요하게 쫓아가는 영화다. 제

약회사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는 자퍼는 어느 날 자신의 집 앞에 죽은 쥐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후 회사 메일링 리스트에서 제외되고 동료들로부터 필

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계속되지만, 대부분 단순

한 실수이거나 착각으로 치부되고, 자퍼의 불안증은 점점 더 심해진다. 이 모

든 상황은 어쩌면 이민자 출신인 그에 대한 혐오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영화는 

스릴러의 형식을 차용하여 이민자가 느낄 수 있는 작은 차별의 징후들을 포착

하며, 심지어 아내조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자퍼의 본능적 불안감을 섬세

하게 그려낸다. 타자에 대한 혐오, 조직적인 사회적 차별의 정서에 대한 감각을 

냉정하고 끈질기게 탐색하는 이 작품은 미카엘 하네케의 차가운 심리극을 연

상시키는 수작이다.

203 6.18 11:00 
403 6.20 11:00 

데아 기노브치 
Dea GJINOVCI

파리, 런던,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영
화감독이자 프로듀서이다. <위드 아
웃 코소보>(2017)는 도쿠페스트국제
영화제에서 국내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편데뷔작 다큐멘터리 <화성에서 눈
뜨기>는 트라이베카영화제에 초청받
았다.

화성에서 눈뜨기
Wake Up on Mars
Switzerland, France | 2020 | 74min | Documentary | color | Ⓖ

먼 유럽에 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기만을 기다리는 코소보 난민 가족. 소년은 
화성을 꿈꾸고, 가족들은 간절히 이곳에 머물 수 있기를 꿈꾼다.

코소보에서 탈출한 가족과 함께 스웨덴에 머물며 마지막 난민 신청이 통과되

길 기다리고 있는 열 살 소년 푸르칸은 화성으로 갈 수 있는 우주선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그의 두 누나는 몇 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가족들의 보살핌 아래 

살아가고 있다. 이른바 체념 증후군이라 불리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코마 

상태에 있는 두 소녀들을 극진히 보살피며, 부모들은 아이들이 깨어나기를, 생

존을 위해 건너온 유럽에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한다. 그러나 난민 신청이 반려

되어 코소보로 추방당했다 몇 년 만에 어렵사리 다시 스웨덴으로 온 가족의 간

절한 꿈은 어쩌면 푸르칸이 화성을 꿈꾸는 것처럼 요원하고 허망한 일일지도 

모른다. <화성에서 눈뜨기>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한 

난민 가족의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일상 속의 희망과 절망을 손

에 잡힐 듯 찬찬히 들여다보는 작품이다. 가족에게 드리운 깊은 슬픔의 그림자

를 서정적 이미지로 감싸고 있는 촬영과 연출이 돋보인다.

422 6.20 21:15 
603 6.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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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Jero YUN

부산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미술·사
진·영화를 공부하였다. 단편 다큐멘터
리 <약속>(2011)은 아시아나국제단
편영화제 대상을 수상하였고, <마담
B>(2016)로 모스크바영화제 다큐멘
터리상을 수상했다. <뷰티풀 데이즈>
는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
로 선정되었다 <파이터>(2021)는 베
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송해 1927
Song Hae 1927
Korea | 2021 | 82min | Documentary | color | ⑮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장수 엔터테이너 송해에 대한 다큐멘터리. 그의 일상적 
모습과, 심금을 울리는 사연을 만난다.

긴 세월 동안 우리 곁에 있었기에 너무나 익숙한, 하지만 다큐멘터리 같은 양

식을 통해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오히려 낯설어지는 인물이 있다. 바로 ‘국민 

MC’ 송해 같은 인물이다. <송해 1927>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국노래자랑’

의 사회자 송해의 이야기다. 무대에 있을 때 그 누구보다 활기찬 그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땐 어떤 모습일까? 항상 노익장을 과시하며 활기찬 퍼포먼스를 보이

는 그의 삶엔 그 어떤 울림 있는 사연이 있었을까? <송해 1927>은 시대의 아이

콘인 한 인물을 다각도로 접근해, ‘대중이 몰랐던 송해’를 소개한다. 그리고 예

상치 못했던 슬픈 과거를 듣게 된다. 코미디언으로 시작해 라디오 DJ로 시대를 

풍미했고 가수이자 배우이기도 했으며 지금은 무대 위의 노장으로 살아가는 

송해. 그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다면, <송해 1927>을 만나시길 바란다. <마담 

B>(2016)에서도 그랬듯, 인물에 강하게 밀착하는 윤재호 감독의 다큐 톤이 인

상적이다.

 6.18 19:00 EVENT
315 6.19 16:30 GV

박규현 
PARK Kyuhyun

2004년 전주 MBC에 입사하여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를 제작하
였다. 지금까지 10여 편의 방송 다큐
멘터리를 제작했으며, 2017년 <메콩
강에 악어가 산다>를 통해 독립영화와 
인연을 맺었다. <늦봄 2020>은 두 번
째 장편영화로 격동의 역사를 살아낸 
문익환 목사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늦봄 2020
Blooming over the Line
Korea | 2020 | 70min | Documentary | color | Ⓖ

늦봄 문익환(1918~1994)의 삶과 투쟁을 담은 탄탄한 구성의 다큐멘터리. 한국 
현대사에 그가 남긴 거대한 유산을 만난다.

해방 이후 한국 역사에서 지니는 무게감에 비해 문익환 목사에 대한 영상 기록

은 미비하다. 1995년에 나온 김동원 감독의 다큐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커지

는 일이다> 이후 20년 넘게 이렇다 할 작품이 없었던 터, 박규현 감독의 <늦봄 

2020>은 문익환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싶고, 그를 기리는 사람들에겐 퍽 반

가운 작품이다. 여러 인터뷰이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 등을 엮은 이 작품에서 가

장 인상적인 부분은 고인을 현재화시키려는 노력이다. 꼼꼼히 설계된 비주얼과 

AI를 통해 재현된 육성은 그를 좀 더 감각적으로 가깝게 느끼도록 만든다. 북

간도의 명동학교 시절부터 시작해 19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방북 그리고 1990

년대 초 학생 운동까지, 수없이 감옥을 드나들었던 그의 삶은 곧 민주주의에 대

한 강렬한 염원이자 인간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었다. ‘통일’의 열망이 점점 퇴

색되고 있는 요즘, 한 열정적 인간의 삶을 만나 보길 권한다.

207 6.18 14: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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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마린 와닷 
Zamarin WAHDAT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자
랐다. 촬영감독으로 참여한 단편들은 
베를린국제영화제와 선댄스영화제에
서 상영되었다.

밤비락
Bambirak
Germany, USA | 2020 | 14min | Fiction | color | Ⓖ | Asian 
Premiere

택배 배달로 바쁜 아빠의 트럭에 몰래 올라탄 어린 소녀는 그와 함께 하는 짧은 하
루 동안 두 사람이 처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다.

아프가니스탄 이민자 출신의 8살 소녀 카티는 택배 배달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트럭에 몰래 올라탄다. 카티를 홀로 키우고 있는 파룩은 새로운 나라에서의 첫 

직장에서 간신히 버티는 중이다. 바쁘게 택배를 배달하며, 까다로운 고용주와 

고객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파룩의 모습은 어린 카티의 눈에 고스란히 비춰

지고, 카티는 감각적으로 아버지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아차린다. 도둑으로 

오해받아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무조건 물러서야 하는 두 사람의 처

지는 괴롭고 수치스럽지만,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 살아남으

려하는 두 사람의 끈끈한 유대감으로 하루를 맺는다. 택배를 배달하는 짧은 하

루도 두 사람에게는 인종 차별이라는 거대한 장벽에서 살아남는 시간이다. 아

프가니스탄 출신 감독의 시선에 비춰진 아버지와 딸의 길고도 짧은 하루는 긴 

잔상을 남긴다.

216 6.18 18:30 
605 6.22 13:00 

하젤 맥키빈 
Hazel MCKIBBIN

런던과 브루클린에서 활동하는 영화감
독이자 작가이다. <더블스피크>는 그
녀의 데뷔작으로 2021년 선댄스영화
제에서 상영되었다. 그녀는 페미니스
트의 시선으로 현실주의적인 작품을 
추구하며, 보통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나간다.

더블스피크
Doublespeak
USA | 2020 | 10min | Fiction | color | ⑫ | Korean Premiere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회사에 보고한 엠마는, 상사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
지만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직장 상사의 성희롱을 견디다 못해 회사에 보고한 엠마는 보고 후 더욱 거북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단순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치부하

고 엠마의 대응 방식을 오히려 곤란해하는 듯한 조사위원회의 태도에 엠마는 

충격을 받는다. 가해자인 직장 상사의 태연한 행동을 비롯해 변한 것은 아무것

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은 것은 주변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물리치며 정

신적 상처를 보듬으며 버텨야 하는 엠마뿐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그 범위, 구

체적 상황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 및 시기를 특정하는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대개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권력형 성범죄가 공론화되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피해자의 내면과 연결시키

는 이 영화는, 대개는 간과되기 마련인 피해자가 대처하는 과정의 트라우마에 

집중하고 있다.

216 6.18 18:30 
605 6.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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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시밀리안 바디어 로젠탈 
Maximilian BADIER ROSENTHAL

프랑스인과 베트남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2017)는 공
동제작한 첫 번째 단편 영화이다. 영화 
<수상한 노인>는 돈키호테 영화사에
서 제작한 두 번째 단편이다.

수상한 노인
Malabar
France | 2020 | 23min | Fiction | color | Ⓖ | International 
Premiere

어두운 밤, 초로의 노인을 자동차로 치고 만 두 청년은 노인을 설득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 애쓰지만, 그는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어느 날 밤, 차를 몰고 가던 무라드와 해리슨은 실수로 한 베트남 이민자 노인

을 치게 된다. 쓰러진 노인을 두고 뺑소니를 칠까 말까 고민하던 그들은 정신

을 차린 노인을 보고, 지나가던 행인인 척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한다. 그러나 

정신을 잃은 듯 보였던 노인은 두 사람의 차가 자신을 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제 세 사람은 협상을 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두 젊은

이와 피해자 베트남 노인 마르셀 사이에 벌어지는 작은 소동은 녹록치 않은 상

황을 경유하여 매우 인간적인 결말을 향해 달려간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서 구차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비로소 서로의 경제적 처지를 짐작하

게 된다.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었던 세 사람이 결국은 이 험난한 

자본주의 삶에서 버티고 사는 동지임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감독은 작은 반전

이 거듭되는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로 그려내고 있다.

216 6.18 18:30 
605 6.22 13:00 

바스티앙 뒤부아 
Bastien DUBOIS

1983년생. 그의 첫 번째 독립영화 <여
정의 자화상>(2010)은 선댄스영화제
를 포함해 200여 개의 국제영화제에
서 상영되며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
다. 2013년 2차 세계대전 당시 파푸아
뉴기니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단
편 영화 <카르고 컬트>를 제작했다.

기념비적 기념품
Souvenir Souvenir
France | 2020 | 15min | Documentary, Animation | color | ⑫

알제리 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가 지니고 있는 몇 장의 사진과 기념품은 무언가
를 숨기고 있다. 할아버지의 기억 속 전쟁은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기념비적 기념품>은 알제리 독립전쟁 당시 프랑스군으로 징집되어 참전했던 

할아버지의 과거를 탐색하는 바스티앙 뒤부아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이다. 주인공이자 감독인 나는 전쟁에 참전했던 할아버지가 겪었던 

기억을 있는 그대로 들려주기 바라지만, 전쟁의 추악한 일면을 기억하기를 거

부하는 할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안전한 기억만 되풀이한다. 진실을 찾아 

영화 속에 묘사하려는 뒤부아 감독과, 끔찍한 기억에서 해방되고 싶은 할아버

지 사이에 벌어지는 무언의 정신적 투쟁은, 전쟁이라는 반인륜적 역사를 기억

하는 당사자와 해석하려는 자, 구세대와 신세대의 시각차를 드러내는 것이기

도 하다. 드러내지 않은 진실을 상상력으로 재조립하며, 전쟁의 얼굴을 묘사하

려는 감독의 시도는 화해할 수 없는 입장 그 자체를 영화 속에 담아내는 방식

으로 전쟁의 비인간성을 드러내고 있다.

216 6.18 18:30 
605 6.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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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석 
KIM Kyungsok

1992년 서울 출생. 한양대학교 영화학
과 졸업 후 AFI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했다. 졸업영화 <퍼디스트 프롬>은 40
곳이 넘는 세계 유수의 영화제들에서 
상영했으며, 2020년 5월, 한국 감독 
최초로 세계 3대 단편영화제인 오버하
우젠국제단편영화제에서 수상했다.

퍼디스트 프롬
Furthest From
USA, Korea | 2020 | 18min | Fiction | color | Ⓖ

수질 오염으로 전체 이주 권고를 받게 된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 친구들과 이웃들, 
정든 집을 떠나야만 하는 어린 제시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하다.

<퍼디스트 프롬>은 1999년 캘리포니아 노바토 지역의 심각한 수질 오염으로 

인해 마을 전체가 이주 권고를 받게 된 한 트레일러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천진난만한 8살 소녀 제시는 자신이 왜 정든 집을 떠나야만 하는지, 친구들과 

왜 헤어져야 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 집집마다 배달된 이주 명령서를 숨겨

버리고, 엄마와 언니에게 화를 내보지만, 결국 제시는 모든 것이 변했다는 사실

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변화들은 아이들

을 저도 모르게 성장시킨다. 익숙한 과거를 뒤로 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강제적

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영화는 매우 유려하게 묘사한다. 그러

나 이 영화는 수질 오염으로 인한 강제 이주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단순히 성장 

영화로만 기능하지는 않는다. 순식간에 자신들의 터전을 잃은 마을 사람들의 

절망감과 상실감은, 어른들과 달리 끝까지 저항하며 분노하고 슬퍼하는 제시

의 캐릭터 속에 투영되어 있다.

216 6.18 18:30 
605 6.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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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성 영화 토크’라는 제목으로 관객과 만났던 ‘스펙트럼 K’는 최근 한국영화의 흐름을 반

영한 섹션이다. 올해의 제목은 ‘GV 어게인’으로 조금은 색다른 ‘관객과의 대화’(Guest Visit)

를 마련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GV의 기회를 갖지 못한 두 작품과 만난다. 김종관 감독의 

<조제>와 박지완 감독의 <내가 죽던 날>은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감독이 관객과 직접 대면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던 작품들이다. 일본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을 토대로한 <조제>는 김종관 감독 특유의 감성이 잘 나타난 작품. 한지민과 남주혁이 주연을 

맡은 멜로다. 박지완 감독의 데뷔작인 <내가 죽던 날>은 배우들의 연기가 인상적인 작품으로 

김혜수, 이정은, 노정의 등 세 여성 연기자가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두 영화는 올해 영화제에서 

개봉한 후 처음으로 GV 시간을 가지게 된다. <자산어보> 상영 후에는 이준익 감독과 평창국

제평화영화제의 방은진 집행위원장이 관객과 만난다. 이 작품은 배우에서 감독으로 변신한 방

은진 위원장이 약 10년 만에 ‘배우로서’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작품이다. 영화에서 창대(변요한)

의 어머니로 특별 출연한 배우 방은진과, 그를 다시 카메라 앞으로 불러낸 이준익 감독이 관객

과 함께 영화에 대한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스
펙
트
럼
K

Spectrum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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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KIM Jong-kwan

김종관 감독은 2004년 단편 <폴라로
이드 작동법>으로 다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관객과 평단의 주목을 받았
다. 이후 <최악의 하루>(2016), <더 테
이블>(2017) 등 감각적인 영상미와 찰
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섬세한 연출
력으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 
왔다.

조제
Josée
Korea | 2020 | 117min | Fiction | color | ⑮

김종관 감독이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2003)을 리메이크 했다. 감독 특
유의 무드는 오롯이 살아 관객에게 전달된다.

김종관 감독의 멜로는 일상에서 사소하게 여기며 소홀히 넘어갈 만한 감성과 

사건과 뉘앙스를 포착해 관객의 마음으로 연결시킨다. 그가 만든 수많은 단편

과 다섯 편의 장편은 모두 감독이 구축한 소우주 안에서 행성과 위성이 되어 

자전하고 공전한다. <조제> 역시 마찬가지다. 굳이 이누도 잇신의 원작과 비교

할 수도 있겠지만 <조제>는 그 자체로 나름의 영토를 구축한 작품이다.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사물은 ‘오래된 것’들 이다. <조제>는 낡았지만 정감 있는 것들

로 지어진 집 같은 영화다. 헌책방과 고물상, 낡은 세간살이와 케케묵은 골목. 

조제는 그 안에서 자폐적으로 살아가다가, 영석을 통해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 그리고 따스하게 눈이 오는 날, 그 골목은 포근한 치유의 장소가 된

다. 천천히 변해가는 마음의 결을 포착한 영화. 한지민과 남주혁은 담담하면서

도 캐릭터의 감정선을 꼼꼼히 따라가는 연기를 보여준다.

406 6.20 13:30 GV

박지완 
PARK Ji-wan

2008년 여고생들의 일상을 세밀하게 
포착한 단편영화 <여고생이다>로 제
1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아시아 단
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내가 죽던 날>은 박지완 
감독의 첫 장편영화이다.

내가 죽던 날
The Day I Died : Unclosed Case
Korea | 2020 | 116min | Fiction | color | ⑫

소녀가 죽었다.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죽음을 추적하다가, 그 아이가 살았던 삶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리고 말 못하는 목격자를 만나게 된다.

외딴 섬. 세진이라는 소녀가 벼랑에서 떨어졌다. 경찰인 현수는 실종 사건을 자

살로 마무리 짓기 위해 파견된다. 그곳에서 수사를 벌이던 현수는, 점점 세진이 

살았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소녀에게 동일시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아이의 진실에 다가가려 한다. 수사의 끝에 다다랐을 때, 현수는 질문을 던진

다. 과연 소녀는 어디로 간 것일까? 그 답을 주는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는 순

천댁이다. <내가 죽던 날>은 김혜수와 이정은 그리고 세진 역의 노정의, 세 여

성 배우가 만들어내는 힘 있는 심리 드라마다. 겉으로는 경찰의 수사를 통해 미

스터리를 밝히는 장르 영화처럼 보이지만, 이 영화가 정작 관심 있는 건 그 과

정에서 드러나는 감정들이다. 연민, 분노, 고통 그리고 위로. 박지완 감독은 이

야기의 이면에 존재하는 역동적인 정서들을 보여주고 순천댁의 입을 통해 희

망의 한 마디를 전한다. 배우의 힘과 감독의 섬세함이 잘 어우러진 작품이다.

306 6.19 13: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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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익 
LEE Joon-ik

<왕의 남자> (2005)로 대한민국 최초 
사극 천만 영화의 신화를 써냈다. <사
도> (2014), <동주> (2016), <박열> 
(2017) 등의 작품을 통해 역사 속 인물
을 새롭게 재조명하면서 시대극의 대
가로 자리매김했다. <자산어보>는 평
단과 관객의 호평을 받아온 그가 선보
이는 또 한 편의 시대극이다.

자산어보
The Book of Fish
Korea | 2021 | 128min | Fiction | b&w, color | ⑫

1801년 신유박해. 흑산도 유배지로 온 정약전은 창대라는 청년을 만나 물고기에 
대한 책을 쓰게 된다. 바로 『자산어보』다.

중종반정(왕의 남자), 임진왜란(구르믈 버서난 달처럼), 임오화변(사도) 그리고 

신유박해(자산어보)까지 이준익 감독의 사극은 종종 역사적 격변기에 걸쳐 있

다. 하나의 체제가 몰락하고 새 체제가 들어서는 시기, 혹은 하나의 세력이 몰

락하고 새 문명이 도래하는 순간, 감독의 시선은 그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바라본다. <자산어보>는 서학이 탄압받던 19세기 초가 배경이다. 여기서 정약

전은 성리학의 운이 다했고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상주

의는 흑산도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그리고 아직도 성리학적 세계관을 신봉하

는 청년 창대와 반려자가 되는 아낙 가거댁을 만나면서, 점점 땅에 뿌리를 내리

고 『자산어보』라는 책으로 탄생한다. 여기서 이준익 감독은 책을 쓰는 과정을 

구실로 인물들의 내면이 변해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따라간다. 흑백 화면 안에 

펼쳐지는 시적인 풍경 안에서, 설경구, 변요한, 이정은, 민도희, 방은진, 조우진, 

류승룡 등 수많은 배우들이 근사한 피사체가 되어 어우러진다.

206 6.18 13: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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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관련된 영화들을 소개하는 평양시네마 섹션에서는 올해 두 편의 장편과 네 편의 단편

을 선보인다. 최초의 북한과 프랑스 합작 영화인 장 클로드 보나르도 감독의 1958년작 <모란

봉>은 6.25 전쟁 초 개성을 배경으로 한 젊은 노동자와 창극 배우 지망생의 러브스토리를 중

심으로 전후 한국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작품이며,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는 2002년 

금강산에서 감독과 재일조선인들의 우연한 조우로 시작된, 복잡한 재일조선인 사회의 이면을 

폭넓게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사진작가 팀 프랑코가 작업한 한국에 온 새터민들의 특별한 초

상 사진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사진의 이면>은 올해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새

터민들의 초상 사진과 그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함께 담은 팀 프랑코의 사진 전시와 함께 소개

된다. 할리우드 영화를 경험한 북한 사람들의 은밀한 인터뷰를 통해 색다른 접근 방식을 선보

이는 <더 판타스틱>, 영국에 정착한 한 새터민의 삶을 웨스 앤더슨 영화를 연상시키는 화려한 

색감과 스타일리쉬한 화면으로 그려내는 <리틀 평양>, 스위스에 살고 있는 한국인 혼혈 소녀

가 우연히 벽장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해 나타난 북한 사람과 조우하는 꿈결 같은 동화 <안나

동무>는 북한 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엿보는 동시에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감정적 이미지의 

다양한 조합을 목도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평
양
시
네
마

Pyongyang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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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클로드 보나르도 
Jean-Claude BONNARDOT

1926년생. 프랑스에서 태어난 배우이
자 시나리오 작가, 감독이며 1981년 
작고하였다. 1958년 북한과 프랑스 합
작인 첫 번째 장편 영화 <모란봉> 이
후 주로 TV 작품을 연출했다.

모란봉
Moranbong
France, DPRK | 1958 | 84min | Fiction | b&w | ⑮

북한과 프랑스 최초의 합작영화 <모란봉>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지극한 러
브스토리이며, 종전 직후 평양의 풍경을 볼 수 있는 진귀한 작품이기도 하다.

창극 배우 지망생 영란과 노동자 동일은 6.25 전쟁 발발로 인해 생이별하게 되

지만, 서로를 생각하는 굳건한 마음은 결국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준다. 영화의 

제목인 모란봉은 주인공 영란과 인민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된 

동일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기로 한 평양의 가장 유명한 극장 이름이자, 참

혹한 전쟁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북한의 열망이 담

겨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1958년에 촬영된 이 영화는 주로 로케이션 

촬영으로 이루어져 대부분의 장면에서 실제 개성과 평양의 당시 모습을 볼 수 

있다. 북한의 전폭적인 지지로 촬영되었으나 막상 완성된 이후 전쟁으로 참혹

하게 무너진 풍경으로 인해 완성 당시에는 북한에서 상영되지 못했고, 연합군

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 프랑스에서도 한동안 공개되지 못했던 비운의 

영화이기도 하다. 영화 후반부에 종전 후 남북한 포로를 교환하는 장면은 실제 

다큐멘터리 푸티지로 담겨 있어 역사적 사료로서도 손색이 없다.

307 6.19 14:00 CLASS
502 6.21 10:30 

김철민 
KIM Cheolmin

영상창작단체 '다큐창작소'에서 활동 
중이다. 장편 다큐멘터리 <걸음의 이
유>(2011)와 <불안한 외출>(2014) 등
을 연출했다.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는 그가 2020년 연출한 장편 다큐멘터
리이다.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I Am from Chosun
Korea, Japan | 2020 | 94min | Documentary | color, b&w | ⑫

북한 사람도 아니고 남한 사람도 아닌, 조선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바
로 재일 조선인. 감독은 18년 동안 그들을 기록했다.

식민지와 전쟁과 분단을 겪은 20세기 우리 역사는 황급히 냉전 시스템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21세기인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이러한 역사의 질곡은 수

많은 개인들의 삶에 무자비한 영향을 주었고, <나는 조선사람입니다>는 ‘정체

성의 경계’ 위에서 살아가는 ‘조선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작품을 만든 

김철민 감독은 2002년 금강산에서 재일 조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꾸

준히 일본을 방문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삶을 기록한다. 여전히 ‘조센징’이

라는 경멸적 명칭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조국은 분단되어 있고, 일본

도 북한도 남한도 아닌 ‘조선’이다. 이것은 쉽지 않은 국적 선언이며, 우리가 겪

었던 고통의 역사를 짊어지는 자기 규정이기도 하다. 정치적 이유로 간첩으로 

몰려 10년 넘게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사람들이 담담하게 전하는 이야기는 우

리의 역사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한다.

212 6.18 17:00 GV
304 6.19 10: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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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비치 
Mike BEECH

영국 출신 영화제작자이며 촬영감독, 
드론 조종사, 컬러리스트, 사진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 <사진의 
이면>은 2020년 런던독립영화어워즈
에서 최우수단편다큐멘터리상을 수상
했다. 그는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패션, 
뮤직비디오, 여행 프로그램 등 폭넓은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의 이면
Reclaiming the Negative
UK, Korea | 2020 | 12min | Documentary | color | Ⓖ | Korean 
Premiere

고향을 떠나 위험천만한 여정 끝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고
향에서는 지워져 버린 사람들, 새터민의 특별한 초상.

<사진의 이면>은 2007년부터 새터민의 초상 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사진

작가 팀 프랑코의 작업과, 그의 모델 중 한 명인 새터민 김은주 씨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다. 영화의 전반부 김은주 씨는 사진 작업 과정의 오브제로서 존

재하고, 영화는 그녀의 얼굴 자체가 주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극대화시킨다. 영

화 속에서 계속해서 다각도로 클로즈업되는 김은주 씨의 표정과 몸짓은 그녀

가 걸어온 길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기능한다.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사

진작가 팀 프랑코는 폴라로이드 사진에서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네거티브를 재

생해 초상 사진을 완성하면서, 사진의 흠결 그 자체를 살려 이를 새터민의 삶의 

궤적과 연결시키는 방식을 택했다고 말한다. ‘unperson’이라는 팀 프랑코의 

사진 프로젝트 제목처럼, 새터민은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서 지워진 사람들

이다. <사진의 이면>은 한 사진작가의 특별한 예술적 작업을 통해 새터민의 정

체성에 대해 곱씹어보게 만들어주는 작품이다.

402 6.20 10:30 GV
519 6.21 20:30 GV

마이야 블라필드 
Maija BLAFIELD

1973년생. 핀란드의 영화감독이자 예
술가이다. <더 판타스틱>으로 모스크
바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심사위
원상을 수상했다.

더 판타스틱
The Fantastic
Finland | 2020 | 30min | Documentary | color | ⑫ | Korean 
Premiere

통제된 사회, 북한의 일반 사람들이 비밀리에 경험한 서구영화 속 바깥 세계의 이
미지들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더 판타스틱>은 북한에서 비밀리에 유통되는 서구 영화들을 경험한 북한 사

람들의 인터뷰로 구성된 작품이다. 정보와 경험이 극도로 제한된 국가에서 실

제 경험의 바깥에 있는 외부 세계에 대한 영화적 경험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상상적 열망이 결합된 심리적 기제를 거쳐 외부 세계를 정의하는 일종의 바로

미터가 된다. 흥미로운 것은 통상적으로 제3세계, 혹은 폐쇄적인 국가에 대한 

서구 사회의 상상적 이미지라는 잘 알려진 매커니즘을 이 영화가 거꾸로 뒤집

어 보여준다는 것이다. <더 판타스틱>에서 북한 사람들은 몰래 본 서구영화들

을 통해 바깥의 세상과 서구 국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서구사회의 현

실적 삶에 대한 일종의 상상적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영화는 북한 사람들의 인

터뷰 사운드와 함께 북한 국경 지역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푸티지와 모호한 

시각적 특수효과 이미지들을 교차시키며, 현실과 상상, 리얼리티와 판타지를 

구성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402 6.20 10:30 GV
519 6.21 20: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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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시 레즈바니 
Roxy REZVANY

영국 출신 영화감독. 데뷔작인 <리틀 
평양>은 독스 페스티벌을 비롯, 뉴욕 
IFC 센터, 로스앤젤레스 관용 박물관, 
샌프란시스코영화제 등 다양한 곳에서 
상영되었다.

리틀 평양
Little Pyongyang
UK | 2018 | 24min | Documentary | color | Ⓖ

오래전 고향을 떠나 이국에 자리잡은 한 새터민이 담담한 어조로 이방인의 삶을 
이야기한다. 화려한 색감 아래 감춰진 슬픔이 묻어나는 영화.

영국 런던 교외 뉴몰든에는 현재 약 600여명의 새터민이 거주하는, 한국을 제

외한 세계 최대의 새터민 커뮤니티가 있다. 2007년 북한 군인 출신으로 가족들

을 데리고 탈북한 주인공 최중화는 새터민들의 정착을 돕는 자원 봉사 활동을 

하며 언젠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만날 꿈을 꾼다. <리틀 평양>은 평양의 

현재 모습을 연상시키는 핑크와 민트색을 사용한 화려한 색감과 주인공 최중

화의 담담한 인터뷰가 대조를 이루는 작품이다. 스케이트와 얽힌 어린 시절의 

추억, 굶주림으로 장애가 있는 형을 잃고 탈북으로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의 이

야기를 들려주는 내내 감정을 숨기는 듯 보이던 그의 목소리와 표정 속에서, 영

화는 답을 얻지 못했던 첫 질문으로 돌아간다. 당신의 집은 어디인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사무치는 회한을 담은 이 영화는 

안온한 현재의 삶조차 슬픔에 잠기게 하는 노스텔지어의 자취가 묻어있다.

402 6.20 10:30 GV
519 6.21 20:30 GV

신해섭 
SIN Hae-sup

1991년 스위스 쌍갈렌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계 스위스 감독.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취리히예술대학교 학사 
과정을 밟았다. 스위스에서 어시스턴
트 에디터로 활동 중이다.

안나동무
Comrade Anna
Switzerland | 2019 | 18min | Fiction | color | Ⓖ

스위스에서 살고있는 다문화 가정 소녀 안나의 방 옷장에서 갑자기 마법처럼 낯선 
아저씨가 나타난다. 그는 소녀를 안나 동무라고 부른다. 

<안나동무>는 스위스를 배경으로 한국인 혼혈 소녀와 북한 아저씨의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을 그린 소박한 판타지 영화다. 스위스 문화와 한국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아홉 살 소녀 안나의 방 옷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북한 아저씨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여기가 어디인지를 묻는다. 아저씨는 

안나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쳐 주고, 북한에 살고 있는 딸의 이야기를 하며 안나

와 친구가 된다. 안나의 시선으로 바라본 북한 사람은 지극히 평범하고 인간적

이다. 영화는 안나가 겪는 심리적 갈등의 기저에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서구인

들의 인종적 편견과 폐쇄적인 국가인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한 서구인들의 호

기심과 편견을 겹쳐서 묘사한다. 안나의 방에 찾아온 북한 사람이라는 판타스

틱한 설정은 한 편의 동화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시선으로 안나의 혼란

을 따뜻하게 보듬는 휴머니즘을 이야기 하고 있다.

402 6.20 10:30 GV
519 6.21 20: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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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는 아이러니하게도 여행의 의미를 한층 강화시켰다. 일상에서 벗어난 일종의 도피

로서의 여행, 해외로 여행이 쉽지 않은 전세계적인 상황에서 여행의 추억은 현실의 괴로움을 

잊게 하기 위한 강력한 최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영화를 통해 떠나는 여행은 대개 바깥을 경

유해 결국 자신을 직시하게 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테러와 내전으로 얼룩진 IS의 수도 

라카로 떠난 감독이 라카의 젊은 여성 시장과 동행하며 겪는 9일 간의 이야기를 그린 <라카에

서의 9일>은 새로운 세대가 맞닥뜨린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순간을 포착한다. <아주 특별한 

여행>에서 아버지는 장애를 지닌 아들과 유럽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함께 2인용 오토바

이로 횡단한다.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부자의 이야기는 사뭇 초현실적이기까

지 하다. 충동적으로 휴양지로 떠난 세 젊은이가 겪는 특별하고도 평범한 여름 이야기 <전원, 

승차!>, 오디션 참가를 위해 호기롭게 길을 떠났으나 그 길에서 만난 예상치 못한 상황들로 인

해 전혀 다른 감정적 길로 접어드는 <반다르 밴드>, 죽음과 삶 사이에서 불현듯 길을 떠난 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 <희수>, 살아남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유럽의 작은 도시로 건너와 정착

한 한국 이민자들의 삶을 거슬러 올라가는 <쉬프의 기억> 등,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따라가다보면, 다른 곳 다른 삶이라 믿었던 것들이 결국은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P 
O
V
–
온
더
로
드

POV: ON THE ROAD



104 105

자비에 드 로잔느 
Xavier DE LAUZANNE

프랑스 출신 영화감독. 호텔 경영을 전
공했지만 영화를 좋아해 1999년 카메
라를 구입해 정식으로 영화 제작을 배
웠다. 여행 중 만난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받아 인간 중심의 다큐멘터리
를 주로 작업한다. 수년간 프랑스, 시
리아, 태국, 캄보디아 등 다양한 나라
에서 활동하며 텔레비전과 영화를 넘
나들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라카에서의 9일
9 Days in Raqqa
France | 2020 | 88min | Documentary | color | ⑮ | Asian Premiere

한때 IS의 수도였던 라카는 상처로 가득한 도시다. 헌신적인 젊은 여성 시장 레일
라는 폐허가 된 고향을 다시 일으키려 고군분투한다.

레일라 무스타파는 쿠르드족 출신의 시리아 여인이다. 한때는 30만 명의 인구

가 거주했던 IS의 수도 라카는 내전 이후 철저하게 파괴된 채 폐허로 남았다. 

촉망받는 엔지니어 출신이자, 서른 살에 라카의 시장이 된 레일라의 임무는 도

시를 재건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레일라에 관한 책을 쓰기 위해 프

랑스 작가 마린 드 틸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9일. 여전히 위험한 도시 라카에

서 9일간 레일라 시장과 동행하며, 틸리는 새로운 세대가 살아갈 라카의 미래

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 젊은 여성의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한다. <라카에서의 

9일>은 라카를 배경으로 IS의 만행을 고발했던 수많은 다큐멘터리들과 다른 

지향점을 갖는다. 피와 살육이 난무하는 야만의 도시이자 가장 끔찍한 인권 유

린의 현장이었던 라카를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터전으로 되돌리

려는 젊은 여성 시장의 행보는 녹록지 않다. 영화는 그녀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

과 특별한 도전의 이야기를 이방인의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다.

217 6.18 20:30 
412 6.20 18:30 

니꼴로 마리아 파가니 
Niccolo Maria PAGANI

기자로 10년간 일을 했다. 2016년 뉴
욕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 제작을 공
부하고 첫 단편 <포겟 미 낫>(2016)을 
연출했다. 이후 이탈리아로 돌아가 독
립영화제작사를 설립하고, <이탈리안 
스피릿 오브 르망>(2018)과 <아주 특
별한 여행>(2020)을 연출했다.

아주 특별한 여행
Don't Be Afraid If I Hug You
Italy | 2020 | 56min | Documentary | color | Ⓖ | Asian Premiere

특별한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이어
지는 아름다운 둘만의 여행이 시작된다.

프랑코는 자폐증 아들이 안드레아가 18세가 되자 특별한 여행을 계획한다. 미 

전역을 횡단한 풀비오 에르바스의 책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아들과 단둘이 바

이크로 이탈리아에서 아프리카까지 긴 여행을 떠나기로 한다. 장장 9000km

에 달하는 이 긴 여행은 온갖 모험으로 가득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아들의 

인생에 잊지 못할 경험을 안겨주려는 아버지의 따뜻한 애정이다. 그림처럼 펼

쳐지는 풍경들 속에서, 안드레아는 장애를 지닌 청년이 아닌 그저 넓은 세상 속

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의 일부일 뿐이다. 안드레아와 프랑코가 함께 하는 여

정은 여행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놀라운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인생에서 

마주치는 고난의 순간들을 기꺼이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압도적이다. 생명의 찬

란함, 자연의 위대함을 가르쳐주는 로드무비의 마법으로 보는 이들을 매혹시

키는 영화. 

221 6.18 21:00 
421 6.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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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욤 브락 
Guillaume BRAC

1977년 프랑스 출생. 2013년 첫 장편 
영화 <토네르>는 로카르노영화제 공
식 경쟁작으로 선정되었다. 2018년 장
편 다큐멘터리 <보물섬>을 연출했고 
이 영화는 『카이에 뒤 시네마』가 선정
한 올해의 10대 영화 중 하나로 선정
되었다.

전원, 승차!
A L'abordage
France | 2020 | 95min | Fiction | color | ⑫

사랑에 달뜬 한 청년이 연인을 쫓아 친구와 무작정 떠난 바캉스. 시작부터 꼬이기
만 하는 이 여행은 점점 더 예측불허의 상황으로 이어진다.

8월의 저녁, 파리. 펠릭스와 알마는 우연히 만나 하룻밤을 함께 보낸다. 하지만 

동갑내기인 그들이 속한 세계는 너무 다르다. 가족들과 남프랑스로 휴가를 떠

나버린 알마를 깜짝 방문할 계획으로 들뜬 펠릭스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친구

와 함께 남프랑스로 향한다. 얻어탄 차가 고장이 나는 등 갖은 고생 끝에 알마

를 만나지만, 그녀는 반기지 않는 기색이다. <전원 승차!>는 에릭 로메르의 영

화를 연상시키는 바캉스 영화들을 만들어온 기욤 브락 감독의 또 한 편의 바캉

스 이야기이다. 소소한 코미디, 엇갈리는 만남과 오해를 지나 바캉스라는 필터

를 통과하며 일종의 깨달음을 얻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닌 순간

을 사유의 장으로 끌어들이며 현대 영화를 배태한 누벨바그의 혁명적 세계관

을 계승하고 있다. 현실의 루틴에서 벗어난 여행지에서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

의 진짜 모습, 관계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기도 한다. <전원, 승차!>는 아이러니

에서 반짝이는 순간들로 이행하는, 불가해한 삶의 묘미를 경험하게 해 준다.

205 6.18 11:00 
409 6.20 13:00 

김효찬, 황정현 
KIM Hoochan, HWANG Jeonghyun

김효찬 1962년 부산 출생. 프랑스 르
아브르 미술대학교의 영상학과를 졸업
했다. 2006년 파리 MBC 지사에 근무
하였다.
황정현 1973년 대전 출생. 1995년 서
강대 방송아카데미 구성작가 과정으로 
3기를 수료했고, 경주대학교 문예창작
학과 강사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재직했다.

쉬프의 기억
Suippes and His Korean Memories
Korea, France | 2020 | 61min | Documentary | color, b&w | Ⓖ | 
World Premiere

1919년 일제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영국을 거치는 고단한 여정 끝에 
프랑스에 가까스로 정착하게 된 최초의 재불한인들 이야기.

프랑스의 작은 마을 쉬프. 그곳에 한 세기 전 유럽에 건너와 정착한 한인들이 

있었다. 감독은 그들의 후손을 만나 할아버지, 아버지가 들려준 과거의 기억들

을 함께 더듬어간다. 일제 강점기 시절, 러시아와 영국을 거쳐 마침내 프랑스에 

정착한 한국인들은 1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그곳을 재건하면서 이방인임

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일부가 되었다. 이방인에 대한 경계와 적대감을 허물어

뜨릴 정도로 부지런하고 성실했던 한인들은 엄혹한 시기에 타지로 떠나와 있

으면서도 고국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았으며, 프랑스인으로 살면서 결국 둘

로 갈라진 고국의 현실에 가슴 아파했다. 현지인들이 꺼리는 험한 일을 도맡으

면서 임금의 1/3을 독립운동 지원금으로 내놓았던 한인들. 이제는 사진으로만 

남은 그들의 자취를 뒤쫓는 감독의 시선은 지난한 그들의 이주 이야기와 고된 

이방인의 삶속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강인한 정신을 향한 조용한 찬사에 다름 

아니다.

215 6.18 16:00 GV
417 6.20 19: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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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제 헤크맛 
Manijeh HEKMAT

1962년생. 2002년 연출한 데뷔작 <여
성 교도소>는 이란의 여성 죄수들이 
처한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베
니스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2007년 
두 번째 장편 <세 여인>은 베를린영화
제를 시작으로 80여개의 국제 영화제
에서 상영되었다.

반다르 밴드
Bandar Band
Iran, Germany | 2020 | 75min | Fiction | color | ⑮

음악 경연대회 참가를 위해 이란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테헤란으로 떠난 밴드 멤
버들이 이란 최대의 홍수로 인해 초토화된 길의 풍경과 마주친다.

<반다르 밴드>는 2019년 실제로 이란을 휩쓴 홍수 사태를 배경으로 하고 있

다. 말라, 나비드, 아미르를 비롯한 반다르 밴드 멤버들은 테헤란에서 열리는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호기롭게 밴을 몰고 이란 남부에서 테헤란까

지 먼 길을 떠난다. 하지만 홍수로 인해 곳곳의 길은 끊겨 있고, 떠들썩한 출발

과 달리 밴드 멤버들이 길에서 목도하는 재앙의 상황들은 그들의 여행을 점점 

초현실적인 여행으로 변모하게 한다. 길은 끊어지고, 여행은 끊임없이 지연되

며, 그들이 알던 세상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다. 때로는 황당해하고, 때로는 망

연자실해하면서도, 그들의 여행은 계속된다. 환경의 재앙은 인간의 삶의 의미

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지만,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반다르 밴드>는 애초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여행이 은유

하는 바를 관객에게 경험하게 해주는 영화다.

210 6.18 13:30 
321 6.19 21:30 

감정원 
KAM Jeong-won

1990년 대구 출생. 22살부터 대구 독
립영화 현장에서 일해 왔으며, 2018년 
첫 단편 <신세계>를 연출하였다. <희
수>는 첫 장편 연출작이다.

희수
The Train Passed By
Korea | 2021 | 75min | Fiction | color | ⑮

아무도 없는 기차에 몸을 실으며 시작된 여행. 사랑도 인생도 마냥 쓸쓸하게만 느
껴지는 그런 때가 있다고, 희수는 생각한다.

염색 공장에서 일하는 희수에게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연인 학선이 있다. 어

느 고단한 날, 그녀는 미루고 미뤄왔던 강원도 여행을 떠난다. 그러나 기실 그

녀의 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감정원 

감독의 장편 데뷔작 <희수>는 매우 주의깊게 배치된 이야기 구조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공장의 초현실적인 풍모로 시작된 이 영화는 이야기의 매듭이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비선형으로 연결되며 진행된다. 대단히 복잡하게 짜여진 내

러티브 구조를 감싸고 도는, 희수의 쓸쓸한 내면을 외화한 듯한 강력한 정서적 

환기는 이 영화를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제는 사라진 

역에 도착한 희수의 영혼은 사랑에 관한 기억을 맴돌고, 마치 그녀의 육체의 일

부처럼 되어버린 노동은 때로는 공포스럽고 때로는 친근한 것이다. 한 개인의 

내밀한 우주를 전체로 확장시키는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와 시네마틱 이미지에 

깊이 천착한 감독의 비범함이 돋보이는 작품.

310 6.19 13:30 GV
507 6.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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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클로즈업’ 섹션을 통해 조명하는 영화 작가는 애니메이션 스튜

디오 ‘연필로 명상하기’의 안재훈 감독이다. 1990년대부터 애니메이터로 활동한 그는 1998

년 <히치콕의 어떤 하루>를 시작으로 단편 애니메이션과 TV 시리즈와 뮤직비디오와 장편 애

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온 작가이다. 특히 한국 단편 소설을 토대로 

한 <메밀꽃 필 무렵>, <봄봄>, <운수 좋은 날>, <소나기> 그리고 <무녀도>는 한국 애니메이

션의 역사를 이야기할 빼놓을 수 없는 작품들이다. 그가 만든 이미지들은 모방 불가능한 독특

한 정서를 지니고 있으며, 철저한 로케이션 헌팅과 고증을 통해 탄생한 영화적 세계는 관객들

을 강하게 끌어들이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상영전에선 그의 초기 단편인 <순수한 기쁨> 

(2000)을 비롯, ‘연필로 명상하기’와 안재훈 감독의 이름을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린 장편 <소

중한 날의 꿈>(2011)이 상영된다. 이외에도 옴니버스 장편인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

봄>(2014)과 중편 <소나기>(2017)도 관객과 만난다. 그리고 작년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장편 경쟁-콩트르샹’ 부문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한 최근작 <무녀도>는 올해 영화제 개막작

으로 선정되기도 한작품. 영화제 기간 중 안재훈 감독의 ‘관객과의 대화’가 있으며 전시와 함

께 스페셜 북 출간도 이뤄진다.

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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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
안
재
훈

Close-up: AHN Jae-hu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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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훈 
AHN Jae-huun

스튜디오 ‘연필로 명상하기’의 안재훈 
감독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적 애니
메이션’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1998
년에 첫 단편 <히치콕의 어떤 하루>를 
내놓았다. 첫 장편 <소중한 날의 꿈> 
(2011)과 이후 ‘한국 단편 문학 애니메
이션’ 시리즈를 통해 우리의 과거와 현
재를 잇고 있으며, 꾸준한 미학적 실험
을 해 나가고 있다.

순수한 기쁨
Innocent Joy
Korea | 2000 | 25min | Animation | color | Ⓖ

애니메이터 창수는 소박한 이야기를 하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팔릴 수 있는 것
을 그리라고 한다. 그는 자신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을까?

1998년 단편 <히치콕의 어떤 하루>로 시작된 안재훈 감독의 필모그래피는 두 

번째 단편 <순수한 기쁨>에서 어떤 전환점을 맞이한다. 이후 첫 장편 <소중한 

날의 꿈>을 비롯해 한국 단편 문학 프로젝트 등에 나타나는 ‘안재훈 애니메이

션’ 혹은 ‘연필로 명상하기’ 스튜디오의 정서적 톤과 시각적 개성은 <순수한 기

쁨>부터 드러나기 때문이다. ‘애니메이션에 대한 애니메이션’인 <순수한 기쁨>

은 감독 자신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창수라는 캐릭터를 통해, 한국에서 애

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것의 의미를 담아낸다. 여기서 영화적 메시지만큼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리얼리티를 구현할 때 보여주는 태도이다. 포장마차, 전화 부

스, 사무실, 공원 벤치, 기차 역… <순수한 기쁨>에서 표현되는 공간들은 그 정

서와 감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관객들에게 전달되는데 이것은 안재훈 애니

가 지닌 가장 큰 미덕이자, 그의 작품을 보는 ‘순수한 기쁨’이다.

220 6.18 20:00 GV

안재훈 
AHN Jae-huun

소중한 날의 꿈
Green Days
Korea | 2011 | 90min | Animation | color | Ⓖ

1970년대 지방의 작은 도시. 이랑과 수민 그리고 철수, 세 명의 십대 앞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희망이 함께 펼쳐져 있다.

<소중한 날의 꿈>은 안재훈 감독과 ‘연필로 명상하기’ 스튜디오의 성과이며 동

시에 21세기 한국 애니메이션의 소중한 유산이다. 만화가 문하생에서 시작해 

주로 OEM 작업을 하며 청년기를 보낸 감독은 30대에 접어들며 창작에 대한 

시도를 했고, 40대가 되었을 때 첫 장편을 세상에 내놓는다. <소중한 날의 꿈>

은 긴 세월 동안 응축된 감독과 스태프들의 열정과 시행착오와 스타일이 결집

된 작품이며, 공간과 캐릭터와 움직임 등 디테일의 뛰어난 꼼꼼함을 보여준다. 

이런 작품적 의의 외에 <소중한 날의 꿈>은 성장 영화로서도 높게 평가할 만하

다. 십대인 세 주인공이 지닌 콤플렉스와 고민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말 그대

로 ‘소중한 날의 꿈’이며, 과거를 배경으로 하기에 부모와 자식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감성도 지니고 있다. 박신혜와 오연서와 송창의의 목소리 연기는 캐릭

터와 완벽하게 밀착한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

302 6.19 11: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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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훈 
AHN Jae-huun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The Road Called Life
Korea | 2014 | 85min | Animation | color | Ⓖ

이효석과 현진건과 김유정의 대표작을 각색한 옴니버스 작품. 한국 단편 문학의 
걸작들이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태어난다.

<소중한 날의 꿈> 이후 안재훈 감독은 좀 더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 

강점기에 나온 한국 단편 문학을 영화화하는 프로젝트는 이효석 원작의 <메밀

꽃 필 무렵>으로 첫 선을 보였고 이후 <운수 좋은 날>과 <봄봄>이 묶여 관객

과 만났다. 세 편의 단편은 각기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메밀꽃 필 무렵>

은 로케이션에 대한 섬세한 묘사와 서정적인 톤이 돋보이며 원작에 최대한 충

실한 각색을 보여준다. 김유정의 해학이 넘치는 <봄봄>은 1인칭 화자의 판소리 

내레이션을 도입했고, 캐릭터 묘사도 훨씬 더 만화적인 톤으로 진행된다. 그리

고 현진건 원작의 <운수 좋은 날>은 식민지 시절 경성을 살아가는 하층민들의 

삶을 가차없이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위화감 없는 목소리 연기는 중요한 미덕. 

애니메이션으로 재현된 메밀밭과, 남상일의 판소리로 재현되는 <봄봄>의 서사

와,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경성의 풍경은 잊을 수 없는 대목들이다.

408 6.20 14:00 GV

안재훈 
AHN Jae-huun

소나기
The Shower
Korea | 2017 | 48min | Animation | color | Ⓖ

‘국민 소설’이라 할 수 있는 황순원의 원작을 옮겼다. 단순한 스토리라인을 식물도
감에 가까운 자연의 이미지로 채운다.

수많은 작품에 영향을 끼친 한국 문학의 원형적 서사라 할 수 있는 <소나기>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를 만나며 시각적 풍성함을 더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원작의 자연에 대한 묘사 부분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이다. 철저한 

고증을 거쳐 화면에서 시각화된 식물들은 잔잔하지만 매력적인 스펙터클이다. 

꽃과 풀뿐만 아니라 소나기가 오는 풍경이라든가 아름다운 하늘 빛 등, 애니메

이션 <소나기>는 관객이 소설에 등장하는 자연을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꼼

꼼히 설계된 작품이다.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보다 기술적 깊이

에서 진일보했다는 느낌을 주며, ‘서울 소녀, 시골 소년’의 전형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좀 더 평범하면서도 정감 있게 묘사했다. 소녀의 죽음을 부모의 목소리

를 통해 전해 듣고 끝나고 마는 원작의 엔딩을 좀 더 여운 있게 각색한 대목도 

이 작품의 감성적인 포인트다.

220 6.18 20: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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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시원한 여름을 야외에서 만끽할 수 있는 야외상영 프로그램 여름영

화산책에서 올해 소개하는 작품은 다양한 시대를 대변하는 재미를 주는 영화들이다.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2000년작 <빌리 엘리어트>는 영국 탄광촌에서 발레리노의 꿈을 키우는 소년 

빌리의 이야기를 통해, 대처리즘의 상징적 사건인 탄광 노조 투쟁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로 전화하는 작품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춤과 반항적 눈빛의 빌리 역을 맡은 제이미 벨

의 매력, 한 천재의 성장 스토리와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를 결합시킨 탄광과 발레라는 독창적

인 이야기의 조합, 영화 속에 흐르는 브릿팝의 레트로한 감성이 돋보인다. <월레스와 그로밋>

을 탄생시킨 영국 아드만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2015년작 <숀더쉽>은 아드만 

특유의 클레이 애니메이션의 시크한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작품이다. 지난해 여름영화산

책 섹션에서 선보인 <숀더쉽 더 무비: 꼬마 외계인 룰라!>의 전작이며, 매끈한 할리우드산 애

니메이션에서 느낄 수 없는 소박한 매력, 고전 무성 영화를 연상시키는 슬랩스틱 코미디의 향

연이 남녀노소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영화다. 찰리 채플린의 첫 장편영화 <키드>는 올해 개

봉 100주년을 맞았다. 서민의 얼굴로 시대의 아픔을 풍자적으로 녹여낸 채플린 영화의 정수가 

담겨 있으며,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는 광대 채플린의 풍부한 감정 연기를 엿볼 수 있

는 작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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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er Breeze  |  여름영화산책

찰리 채플린 
Charles CHAPLIN

어린 시절 경험과 풍부한 상상력을 바
탕으로 계급간의 갈등, 산업화 사회 속 
인간 소외 문제 등 사회 문제를 슬랩스
틱 코미디, 독특한 캐릭터, 풍자와 해
학으로 풀어내며 삶에 지친 사람들에
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희극의 
제왕’, ‘세기의 아이콘’으로 20세기 영
화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사랑받고 
있다.

키드
The Kid
USA | 1921 | 53min | Fiction | b&w | Ⓖ

갑자기 아버지가 된 부랑자 찰리와 당돌한 꼬마가 벌이는 소동극에 숨겨진 삶의 
희노애락. 눈물과 웃음이 공존하는 채플린의 100년전 동화.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은 찰리 채플린이 연출한 첫 장편영화인 <키드>는 

채플린이 창조해 낸 전무후무한 캐릭터 ‘부랑자 찰리’가 만개하기 시작했던 

1921년에 만들어졌다. 찰리 채플린이 연출한 대부분 영화의 주인공 캐릭터인 

‘부랑자 찰리’는 인상적인 의상과 콧수염,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속하

지 않으며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하층민이라는 정체성으로 채플린의 영화 속 

세계의 중심을 이룬다. 리마스터링 된 <키드>에서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요

소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채플린의 몸짓뿐만 아니라 그의 풍부한 표정 연기

다. 희극이 필연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비극의 함의를 채플린만큼 잘 담아낸 아

티스트는 아마 없을 것이다. 아이를 연기한 재키 쿠건과 부랑자 찰리의 절묘한 

합, 아이와 주고 받는 감정의 페이소스가 흘러넘치는, 채플린이 남루한 현실에

서 꿈꾸었던 동화 같은 작품.

 6.21 19:00 

스티븐 달드리 
Stephen DALDRY

첫 단편영화 <여덟>으로 1999년 영국 
아카데미영화상 후보에 올랐고, 2001
년 장편데뷔작 <빌리 엘리어트>로 수
상했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2008)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이 가까운>(2011) <트래쉬>(2014) 
등을 연출했다.

빌리 엘리어트
Billy Elliot
UK, France | 2000 | 110min | Fiction | color | ⑫

골목에서, 체육관에서, 초라한 방구석에서, 빌리의 영혼은 춤에 대한 갈망으로 미
칠 듯 달아오른다. 운명처럼 춤과 마주친 특별한 소년의 이야기.

영국 북부 탄광촌에 사는 11살 소년 빌리는 거듭된 파업으로 지쳐 있는 광부인 

아버지와 형,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가 권유한 복싱을 배우러 간 체

육관에서 그는 우연히 발레 수업을 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강력하게 이끌린

다. 스티븐 달드리의 <빌리 엘리어트>는 대처리즘이 극에 달한 영국 탄광촌을 

배경으로 한 공동체와 가족의 결속에 대한 찬가이자,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대의 분노를 담고 있는 영화이다. 발레리노로 성공

을 거두는 빌리의 성장담이 마음을 끄는 이유는 그의 천재성보다는 변화를 갈

망하는 빌리의 에너지에 있다. 우아함과 절제의 미덕을 전재로 한 발레라는 예

술이 빌리의 폭발하는 듯한 몸짓과 만났을 때 생겨나는 짜릿한 배반의 매혹. 이

는 탄탄한 이야기 구조와 더불어 아버지와 선생님으로 대변되는 사랑을 원동

력으로 끝까지 힘을 잃지 않는다. 매력적인 성장담의 정석같은 영화.

 6.18 20:00 
 6.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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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버튼, 리처드 스타잭 
Mark BURTON, Richard STARZAK

마크 버튼 아드만 스튜디오의 <치킨 
런>(2000)으로 영화 각본에 관심을 가
져 <마다가스카르>(2005), <월레스 
앤 그로밋>(2005) 등 각본을 썼다. 

리처드 스타잭 1983년 아드만 스튜디
오에 입사했다. TV 시리즈 <숀더쉽>에 
이어 영화판도 연출했다.

숀더쉽
Shaun the Sheep Movie
UK, France | 2015 | 85min | Animation | color | Ⓖ

평화로운 양떼 목장에서 본의 아니게 도시로 가버린 아빠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숀과 친구들의 유쾌한 대소동.

모시 바텀 농장에서 아빠처럼 돌봐주는 농부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는 어린 

양 숀은 아빠인 농부를 오래된 트레일러에 재운 뒤 동물들만의 휴가를 계획하

지만, 실수로 아빠가 탄 트레일러가 도시로 질주하고, 아빠를 잃어버린 동물들

은 아빠를 찾아 도시로 숨어든다. <월레스와 그로밋>, <치킨 런> 등 특유의 시

크한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독보적인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영국 아드만 스

튜디오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숀더쉽>은 TV 시리즈에 이어 2015년 극

장판으로 선보인 뒤 선풍적인 인기를 끈 영화다. 거의 무성영화에 가까운 아드

만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은 대사보다는 아이디어 넘치는 슬랩스틱 코미디와 

클레이 애니메이션이 주는 따뜻한 질감, 풍부한 감정 표현과 귀여운 캐릭터로 

세계적인 인기를 구가해왔다. 평화로운 시골과 모험이 가득 찬 도시를 오가는 

동물 캐릭터들의 매력, 능청스러운 코미디 화법과 섬세한 수공예로 이루어진 

완성도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과 다른 독특한 재미를 선사한다.

 6.19 20:00 
 6.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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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강원도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강원도 지역 제작 영화들의 상영 섹션이 

올해부터 ‘시네마틱 강원’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강원 지역 미디어 센터를 통해 제작

되거나 강원영상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등, 이른바 ‘강원도 영화’의 현재를 만날 수 있는 섹션

이다. 반가운 작품은 문춘희 감독 외 6인이 공동 연출한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작년 <우리

동네 우체부>로 평창을 찾았던 문춘희 감독은 70대에 영화감독이 되었고 이번에 두 번째 작품

을 내놓았다. 또 한 편의 다큐멘터리는 김영옥 감독의 <뭐? 내가 목사랑 결혼했다고?>로 제목

만큼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작년 강원 지역 영화의 대표작들도 관객과 만난다. 정승이 감

독의 <서울로>, 손선희 감독의 <거짓말>, 이유진 감독의 <내 생애 첫>, 남궁연이 감독의 <초

행길> 등은 한 번 이상 영화제를 통해 소개가 되며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들로 올해 ‘시네마틱 

강원’을 통해 다시 한 번 관객들과 만난다. 한편 처음 관객과 만나는 작품들도 있다. 한원영 감

독의 <눈 먼 사랑>, 한솔미 감독의 애니메이션 <Journey>, 장주희 감독의 실험적 다큐 <Still 

Life>. 그리고 고승현 감독의 <남아있는 순간들>은 사라져가는 극장에 대한 아련한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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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 
LEE Yujin

1999년생. 강원대학교 영상문화학과
에 재학중이며 매해 단편영화를 만들
어왔다.

내 생애 첫
My First
Korea | 2020 | 28min | Fiction | color | ⑫

민서는 갑작스레 아빠를 잃었다. 처음 경험하는 장례 절차는 힘들기만 하다. 그리
고 또 다른 ‘첫’ 일이 민서를 기다린다.

사람은 살면서 겪어야 하는 통과의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부모의 죽음이며, 

민서에겐 그것이 너무 일찍 왔다. 검은 상복을 입고 상장을 달고 단정히 머리를 

묶은 민서에겐 3일 동안 있어야 하는 장례식장이 너무나 낯설고 불편하다. 아

빠의 죽음에 대해 엄마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고모, 상주로서 자신을 억압하는 

오빠, 슬픔에 빠진 엄마.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민서에겐 

아직은 버겁다. 여기서 영화는 민서의 시점으로 꼼꼼하게 ‘아이가 겪는 죽음의 

의례’를 바라본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그 의식을 통해 어른이 되어가는 민

서를 ‘초경’이라는 사건과 연결시킨다. 이러한 결합은 이 영화를 한 겹 더 깊이 

있게 만들며, 성장통을 겪고 있는 한 소녀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한편으론 이 아

이를 응원하게 만든다. 세상을 떠난 아빠에게 편지를 읽는 장면의 먹먹한 감정

은 이 영화에서 가장 울림 있는 장면. 민서 역을 맡은 아역 배우 홍정민의 연기

가 좋다.

405 6.20 10:30 GV
510 6.21 14:00 GV

손선희 
SON Seon-hui

1999년 경기도 동두천 출생. 현재 강
원대학교 재학중이다.

거짓말
Lie
Korea | 2020 | 26min | Fiction | color | ⑮

지선의 부모님은 별거중이다. 엄마와 살고 있는 지선은, 별거의 이유가 아빠의 외
도라고 의심한다. 어떤 여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부부 사이의 헤어짐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다. 분명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며, 고

등학생 지선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부모가 별거중인 것. 자신의 가정사를 

알리기 싫은 지선은, 뭔가 눈치를 챈 친구 민아를 속여야 한다. 부모로 인해 우

정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지선은 우연히 아빠와 어떤 여자가 함께 있는 광경

을 목격한다. 지선은 아빠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편으

론 자신도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야 한다. 영화 <거짓말>은 ‘부모의 별거’라는 

사건이 일으킨 거짓말의 나비효과를 보여준다. 어른들 사이에서 생겨난 관계

의 단절은, 한 아이에게 커다란 감정적 갈등과 고통을 안겨준다. 그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한 지선의 노력은 실패하고, 결국 친구 민아와의 관계에도 금이 간다. 

현장의 생생한 공기를 담아내려 노력한 <거짓말>은, 둔치에서 두 친구가 보여

주는 롱 테이크 장면처럼, 어떤 상황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담아내는 연출력의 

뚝심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405 6.20 10:30 GV
510 6.21 14: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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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이 
JUNG Seungyi

고등학교 시절 CJ 도너스 캠프에 참
가해 제작한 첫 단편 <PEN>으로 남
양주시청소년영화제에서 대상과 촬영
상을 수상했다. 이후 강원대 영상문화
학과에 진학했으며, 강원청년영상단
체 DOF에서 선배들의 단편영화에 스
태프로 꾸준히 참여했다. 2020년 강원
영상위원회 '강원, 영화학교' 워크샵에 
참가하여, <서울로>를 연출했다.

서울로
In Seoul
Korea | 2020 | 30min | Fiction | color | ⑫

큰언니 미현의 진학 때문에 미소의 가족은 서울로 이사 가야 한다. 그런데 엄마는 
이번 기회에 미소가 아끼는 피아노를 팔려고 한다.

굳이 맹모삼천지교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삶에서 모든 

것을 압도하는 절대적 가치다. 미소네 가족도 마찬가지다. 공부 잘하는 큰언니

의 진학 덕분에 가족은 서울로 이사 간다. 이삿짐을 줄이려는 생각인지 엄마는 

피아노를 처분하려 한다. 막내 미소는 둘째 언니 미나까지 끌어들여 ‘피아노 지

키기’에 나선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거실 한구석이 휑하다. 사라진 피아

노. 미소의 마음도 휑하다. <서울로>는 교육 문제로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세 자매에게 남기는 상처를 보여준다. 여느 ‘현실 자매’처럼 그들

도 매일처럼 다투는데, 사춘기에 접어든 자매들을 거칠게 티격태격하고, 막내 

미소는 애착을 지녔던 피아노가 없어질 위기에 패닉 상태다. 큰언니만 혼자 방

을 쓰는 현실에 두 동생은 불만이다. 세 자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생생한 묘사

가 인상적인 작품. 갈등은 결국은 폭발하고 자매들은 눈물을 흘리며 화해한다. 

아역 배우들의 케미는 친자매 이상이다.

405 6.20 10:30 GV
510 6.21 14:00 GV

남궁연이 
NAMGUNG Yeonyi

1997년에 태어나 강원도 강릉에서 자
랐다. 학창시절부터 영화 보는 것을 좋
아해 영화감독을 꿈꾸었다. 강릉 극영
화제작워크숍을 통해 처음으로 영화를 
찍었고 이듬해 <초행길> 연출을 시작
으로 지역의 많은 단편영화에 스태프
로 참여했다.

초행길
An Unfamiliar Road
Korea | 2020 | 13min | Fiction | color | Ⓖ

솔이는 아영이에게 300원을 빌렸다. 갚아야 하는데 만날 길이 없다. 아영의 학교
까지 찾아가는 솔이. 초행길은 솔이에게 쉽지 않다.

단편영화에서 동심의 세계는 자주 등장하는 소재지만, 아역 배우들과 함께 그 

세계를 제대로 표현한다는 건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초행길>은 아이의 시선

을 소박하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큰 미덕을 지닌다. 여름방학 기간 수영 학교에

서 우연히 만난 다른 학교를 다니는 친구. 그 아이에게 빌린 돈을 반드시 갚아

야 한다는 아이의 정직한 신념은 이후 영화를 진행시키는 모티브가 된다. 윤가

은 감독의 단편 <콩나물>(2013)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초행길>은 미션이 주

어진 아이의 여정을 관찰하는 이야기다. <콩나물>에서 콩나물 사오는 심부름

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듯, <초행길>에서도 친구를 만나 300원을 갚

는 것이 영화의 목표는 아니다. 낯선 길을 떠난 아이가 겪는 일들과 만나는 사

람들 그리고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들을 <초행길>은 흥미롭게 보여준다. 그리

고 드디어 도착한 친구의 학교에서 솔이는 마치 여정의 고단함을 느낀 듯, 감정

을 터트린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그 풍경은 쓸쓸하면서도 아름답다.

410 6.20 13:30 GV
515 6.21 17: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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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영 
HAN Wonyoung

1990년 강원도 강릉 출생. 강일여자고
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에
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현대 사회의 문
제를 다루는 단편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공간을 담는 영화 
및 영상을 제작하고있다.

눈 먼 사랑
Blind Love
Korea | 2021 | 22min | Fiction | color | ⑫ | World Premiere

신혼 부부인 소영과 정우는 이혼을 앞두고 있다. 이때 우연히 만난 중년 부부와 동
행하게 된 두 사람. 그 만남은 귀한 인연이었다.

정우와 소영은 비포장도로를 간다. “살살 운전해.” “길이 나쁜 거야.” 두 사람

의 첫 대사들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간단히 요약한다. 배려 없는 일방통행 같은 

관계다. 그들의 목적지는 소영의 엄마가 보살로 있는 어느 암자다. 그곳에서 정

우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하는 동안, 엄마는 딸에게 말한다. “기대를 해야 실망

을 하고, 사랑을 해야 사랑이 식고, 생각을 해야 미움이 생기는 법.” 해탈한 듯

한 엄마의 이야기는,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어느새 열정이 식어버린 부부 관계

의 본질을 드러낸다. 여기서 <눈 먼 사랑>은 한 커플을 더 등장시킨다. 남편이 

시력을 잃은 어느 중년 부부다. 그들의 배려와 존중 넘치는 관계는 젊은 부부에

게 정면교사가 될 만한 모습이다. 다소 교훈적이면서도 아기자기하게 구성된, 

이야기의 재미가 있는 영화. 배우들의 연기 톤이 매우 적절하게 조율되어 있고, 

오대산 로케이션도 영화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410 6.20 13:30 GV
515 6.21 17:30 GV

고승현 
GOH Seng-hyeon

1992년생. 강원대학교 스토리텔링학
과를 졸업했다. 2018년 춘천 '일시정
지시네마'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였
으며 2019년 원주에서 '고씨네'(Go-
Cine)라고 하는 9석의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OTT 플랫폼이 활
성화된 사회 속에서 극장에 대한 의미,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하고 싶다.

남아있는 순간들
The Remains of the Time
Korea | 2021 | 9min | Fiction | color | ⑫

아카데미 극장의 마지막 날, 한 명의 관객은 그곳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더 이상 
영화를 틀지 않는 극장은 과연 어떤 공간일까.

멀티플렉스 시대가 열리기 전, 원주엔 극장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사

라지고 단관 극장으로서는 아카데미 극장 하나가 남았다. 영업을 중단한 지 15

년이 넘어가고 있는 그곳. 철거 위기에 몰린 그 공간을 살리기 위해 시민들은 

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아카데미 트릴로지’ 중 한 편인 <남아있는 

순간들>은 아카데미 극장에서 마지막 상영이 있던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

다. 영화는 영사실의 마지막 모습과, 더 이상 상영이 이뤄지지 않을 극장 안의 

분위기를 재연한다. 그리고 그곳엔 한 여성 관객이 남아 있다. 다음 영화를 묻

는 그에게, 영사기사는 더 이상 상영이 없다며 나가 달라고 말한다. <남아있는 

순간들>이 담아내는 아카데미 극장은 기억 속의 공간이다. “오래 됐다고 다녀

간 사람들이 사라지진 않지”라는 대사처럼, 극장은 그곳을 함께 향유했던 사람

들의 공동 소유물이며, 수많은 추억의 산실이다. 부드러운 무빙의 카메라워크

와 절제된 편집이 스타일을 만든다.

410 6.20 13:30 GV
515 6.21 17: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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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미 
HAN Sol-mi

1991년 원주 출생. Si그림책학교를 
2019년에 졸업하였다. 현재 회화, 그
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애니메이션, 만
화 등 다양한 시각 미술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Journey
Journey
Korea | 2020 | 7min | Animation | b&w, color | ⑫ | World 
Premiere

외로운 소녀가 있다. 그 소녀는 또 다른 외로운 소녀를 만난다. 이젠 더 이상 외롭
게 되지 않은 두 사람. 그들은 함께 여행을 떠난다.

7분이 채 안 되는 짧은 러닝타임이지만, <Journey>가 담고 있는 서사의 깊이는 

결코 얕지 않다. 여행(Journey)이라는 제목이 보여주듯, 이 영화는 삶을 여행

에 비유한다. 더욱 확장하면,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시간을 하나의 여행

으로 여기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작품엔 크게 두 개의 지배적 이미지가 있다. 흑

백의 직선으로 묘사되는 숲이 있고, 컬러의 곡선으로 표현되는 꽃이 있다. 숲의 

세계와 꽃의 세계. 외롭게 방 안에 있던 소녀는 또 한 명의 소녀를 발견하고, 두 

사람은 연대해 숲의 세계를 다니다가 꽃을 발견하며,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떠

나며 새로운 자신을 발견한다. 이 작품은 끊임없는 발견의 과정을 보여주며, 그

런 점에서 <Journey>는 일종의 성장 영화이다. 여성의 내면을 인상적인 비주

얼로 시각화한 작품. 일러스트레이션을 애니메이션으로 변환시키며 독특한 질

감을 만들어냈다.

410 6.20 13:30 GV
515 6.21 17:30 GV

장주희 
JANG Juhee

대진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하였다.

Still Life
Still Life
Korea | 2020 | 11min | Documentary | color | ⑮

여성에 대한 폭력을 실험적인 스타일의 다큐멘터리에 담았다. 끔찍한 범죄부터 
구조화된 형태까지, 그것은 우리 사회에 엄연히 존재한다.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닌데 갇히는 건 나. 오랫동안 체득된 불안은 눈에 보

이지 않는 감옥을 만든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감옥은 불안이 몰고가는 방

향을 따라 이곳저곳에 자리한다.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보인다고 

말하고 싶다.” <Still Life>는 전화 통화 소리, CCTV 화면, 뉴스 내용, 자막 텍

스트 그리고 직접 촬영한 푸티지 등 다양한 소스들을 결합한 다큐멘터리다. 그 

지향점은 명확하다. 우리 사회 속에서 긴 세월 동안 당연한 것처럼 구조화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메커니즘을 가시화시키는 것이다. 범죄의 증거부터 홍등

가의 존재까지, 여성을 파괴하고 팔고 사며 억압하고 위협하는 공포의 시스템

은 그들을 위축시키고 불안을 내면화시킨다. 그래서 결국 여성은 사회적 피해

자로서 정물(Still Life)처럼 살아가게 만든다. 이 다큐는 이처럼 모순적인, 하지

만 모순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일상의 사회학을 이미지의 충돌을 통해 도드

라지게 만든다. 용기 있는 다큐다.

410 6.20 13:30 GV
515 6.21 17: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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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옥 
KIM Youngoak

대학 시절 신문방송학을 전공했고 연
극반에서 활동했다. 캐나다인 남편과 
결혼 후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살다가 몇 년 전 한국에 정착했다.

뭐? 내가 목사랑 결혼했다고?
What? I Married a Pastor?
Korea | 2020 | 20min | Documentary | color | ⑫ | World Premiere

남편이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아내는 종교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아
내는 남편의 사회적 선교 활동을 지지한다.

제목은 깜찍하지만 내용은 진지하다. 캐나다에서 신학을 전공했지만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살아가던 남편 크레이그 바틀렛은 갑자기 목회 활동을 시작한다. 

아내이자 이 다큐를 연출한 김영옥 감독은 예상치 못한 ‘목사 사모’의 삶을 살게 

되었다. 게다가 남편은 사회적 약자, 그 중에서도 성 소수자들을 위한 목회 활동

을 하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언어적 한계가 있고, 결혼한 이성애자 목회자로서 

그들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건 종종 장벽에 부딪히는 일이다. 하지만 바틀렛 목

사는 이것이 자신의 소명이라 여긴다. 중요한 건, 이 다큐는 한 종교인의 선교와 

사역보다는 그의 아내가 겪는 내면적 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아

내도 삶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남편 못지않은 애환이 있다. 여기서 <뭐? 내가 

목사랑 결혼했다고?>는 질문을 던진다. 반려자가 자아의 성취를 향해 갑작스레 

삶을 변화시킬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김

영옥 감독은 ‘지지’를 선택했다.

415 6.20 16:15 GV
520 6.21 20:00 GV

문춘희 외 6명 
Little Garden

‘작은정원’은 강릉의 명주동에서 활동
하는 노년 세대 중심의 마을 주민 단체
다. 2013년 침체된 마을의 분위기 전
환을 위해 골목에 화분을 놓기 시작하
고, 동네 예술가들과 구도심 개발, 노
년의 삶 등 사회적 이슈를 새로운 시각
으로 제안하고 있다. 평균 연령 70대이
지만 매일 성장하는 식물처럼, 배우고 
움직이며 나누고 있다.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Stories We Tell
Korea | 2021 | 65min | Documentary | color | Ⓖ | World Premiere

강릉 명주동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자
신의 삶과 가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

작년 <우리동네 우체부>(2020)라는 러닝타임 14분의 단편 극영화로 평창을 

찾았던 문춘희 감독이 올해는 65분짜리 다큐멘터리로 돌아왔다. <우리가 들

려줄 이야기>는 강릉에서 ‘작은정원’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여

성 일곱 명(김숙련 김혜숙 김희자 문춘희 박정례 정옥자 최순남)이 공동 연출

한 다큐멘터리. ‘명주동 언니들’로 불리는 그들은 자신의 일상을 카메라로 기록

하며, 직접 인터뷰이가 되어 카메라 앞에서 지난 세월을 회상한다. 젊은 시절의 

일들, 남편과 자식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삶. 어떤 격식 없이 자

유롭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은 우리의 부모와 할머니를 떠올리게 한다. 그

들이 학창 시절, 결혼식, 아이의 첫 돌 등을 기록한 흑백 사진을 꺼내 보여주며 

꿈 많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왠지 모를 뭉클함을 준다. 내년에도 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415 6.20 16:15 GV
520 6.21 20: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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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워드

심사위원2021 
피칭 프로젝트

2020년 첫 발을 뗀 기획 개발 플랫폼 피칭 프로젝트는 영화제가 지향하는 주제와 소재
에 맞는 아이템과 다양한 시선을 발굴, 영화화하기 위한 영화 창작 기반 프로그램이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대가 고민하는 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대공감’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남과 북의 새로운 젊은 시각을 펼쳐 보이는 ‘통일공감’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향해가고 있다.

명칭 2021 피칭 프로젝트
일시 2021년 6월 18일(금) ~ 19일(토)
장소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센터 1층 평창홀
대상 본선 진출작 10팀
발표 2021년 6월 22일(화) 영화제 시상식

<시대공감> 
본선진출작 중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와 부합하는  
뛰어난 작품 2편을 선정해 1,500만 원의 상금을 차등 수여한다. 

<통일공감> 
본선진출작 중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남과 북에 관한 확장된 기획력
의 작품 2편을 선정해 1,500만 원의 상금을 차등 수여한다.

민규동 (MIN Kyudong)
1995년 단편 <허스토리>로 제24회 서울독립영화제 심사
위원특별상을 받았으며, 1999년 김태용 감독과 함께 연출
한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1999)로 데뷔. 제36회 백상
예술대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이후 <내 생애 가장 아름
다운 일주일>(2005), <서양골동양과자점 앤티크>(2008),  
<내 아내의 모든 것>(2012)으로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
고, 최근엔 SF 앤솔로지 시리즈 <SF8>(2020)을 통해 신선
한 장르적 변주를 모색 중이다. 현재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이다.

신수원 (SHIN Suwon)
첫 장편영화 <레인보우>로 2010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JJ-star상을, 도쿄국제영화제 아시아 영화 대상, 2012년에
는 단편 <순환선>으로 칸영화제 비평가 주간에서 카날플뤼
스상을 수상했다. 이후 2013년에 만든 장편 <명왕성>은 베
를린국제영화제 제네레이션 부문에서 수정곰상 특별언급, 
2015년에 만든 장편 <마돈나>로 칸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
선 부문에 초청되었다. 2017년에 연출한 <유리정원>은 제
2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에 장
편 <젊은이의 양지>(2019)를 개봉했다.  

엄주영 (Aum Zooyoung)
동아수출공사, LG미디어 영화팀, CJ엔터테인먼트 마케팅팀
을 거쳐 영화 2004년 <새드 무비>(2005)의 기획, <파랑주
의보>(2005) 프로듀서를 맡았다. <핸드폰>(2009), <마마> 
(2011), <아이들>(2015), <기묘한 가족>(2019)까지 늘 다양
하고 새로운 장르 개척에 앞서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국에도 
영화를 꿈꾸고 미래를 계획하는 청소년들을 온라인으로 만
나는 따뜻한 행보를 하고 있다. 올해 한재림 감독의 <비상선
언>을 공동 제작, 개봉 예정에 있다.

피칭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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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공감
OUR TIMES

통일공감 
BEYOND 
THE BORDER

독 Smelt  |  Fiction

김회근 KIM Harry

봉영군에서 주최하는 은어 축제에서 일하기 위해 아버지 살인사건 후 20년만에 고향에 
온 유진은 과거 아버지의 살인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문광인과 마주친다. 유진은 은어 축
제가 열릴 하천이 상류의 제련소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되었음을 알게 되고 문광인은 현
재 일어난 살인사건과 과거 유진의 아버지 사건이 연관되어 있음을 직감한다.

메릴 스트립 프로젝트 The Meryl Streep Project  |  Documentary

박효선, 박소희 PARK Hyosun, PARK Sohee

2016년 10월 #영화계_내_성폭력 해시태그를 시작한 효선은 오랜 시간 꿈꾸던 <메릴 
스트립 프로젝트>가 실현될 기회라고 생각한다. 메릴 스트립을 직접 만나 동시대를 사
는 페미니스트 영화인으로 대화를 청할 준비를 마치고 미국으로 떠날 마지막 순간, 예상
치도 못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과연 메릴을 만날 수 있을까?

어쩌다 활동가 Happened to be an Activist  |  Documentary

박마리솔 PARK Marisol 

2014년 봄까지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살던 평범한 주부였던 엄마는 주말마다 광장에 나
가고 유기견을 데려오고 구금 시설에 갇힌 미등록체류 외국인을 면회하는 어쩌다 활동
가가 되었다. 엄마는 외국인과 전화 통화, 컴퓨터로 문서 작성 등 모든 것이 버거워 좌절
과 용기 내기를 수없이 반복한다. 엄마는 계속 활동가로 살 수 있을까?

열병 A fever  |  Fiction

명세진 MYOUNG Sejin

소시지 공장. 가장 먼저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던 김은영이 갑자기 코피를 쏟고 열병을 
호소하다 강제 퇴사 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비어 있는 정규직 자리를 욕심내는 주인공 
서수진과 몇몇은 명절 특근을 자처하고 또 누군가 김은영과 같은 증세를 호소한다. 반복
되는 배신의 민낯 사이에 김은영 퇴사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남은 이들이 공장에서 살아
남기 위해 사투를 시작한다.

특별변호인 Special Advocate  |  Fiction

이상현, 홍용호 LEE Sanghyun, HONG Yongho

소도시 외곽, 대기업 공장 근로자 한 사람이 집단 구타 당한 후 시체로 발견되고 가출팸 
십대들이 범인으로 검거된다. 검거된 청소년 중 한 명의 누나 수인은 아이들이 억울한 
누명에 몰렸다고 생각하고 무성의한 국선 변호인 대신 특별변호인을 자청한다. 수인은 
죽은 직원이 공장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다는 것과 사체가 유기 당했다는 증거를 찾아내 
마지막 재판에서 동생의 누명을 벗긴다. 

해야 할 일  Job  |  Fiction

박홍준, 서정일 PARK Hongjun, SUH Jeongil

한양중공업 인사팀으로 발령을 받은 4년차 대리 강준희. 인사팀은 회사의 입맛에 맞는 
구조조정을 시작한다. 동료들이 해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보며 준희는 가해자가 된 듯
한 감정에 휩싸이고 환멸을 느낀다. 한편 블랙리스트에 오른 몇몇이 중심이 되어 회사의 
행보에 제동을 걸기 시작하지만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결국 구조조정은 시작된다.

깐느로 가는 길 Road to Cannes  |  Fiction

오동진, 최원종 OH Dongjin, CHOI Wonjong

남한에서 오랫동안 암약하고 있는 두 명의 고정 간첩인 보위부 강성 당원과 모스크바 국
립영화학교 출신 엘리트 그들에게 주어진 특명은 김정일 수령의 영화 취향을 남한 정도
로 맞추기 위한 것이다. 특별 작전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 이들은 결국 포
르노 비디오 유통으로 자체 공작금을 조달하지만 북한에 보낼 작품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뉴 호프 - 미래 FC New Hope - Mirae FC  |  Documentary

김병우 KIM Byeongwoo
[미래 FC]는 서울,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 청소년들로 구성된 최초의 아마추어 축
구 클럽이다. 탈북 후 남한에서 풍요로운 삶을 기대했던 그들에게 자유 시장 경제 논리
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삶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다. 방황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 시대 
탈북 청소년들의 성장기이다.

양지뜸 In the Sunshine  |  Documentary

김상패, 나단아 KIM Sangpai, RA Dana

좌충우돌, 3년 동안 마을에 머물며 농촌 생활을 하고 있다. 서투른 나의 농사는 마을 할
매들의 노동이 되고 말았다. 어설픈 귀촌일기가 되어 버린 소성리에서의 생활은 낭만과
는 거리가 먼 <슬기롭지 못한 농촌생활> 이다. 그런데 멧돼지나 나타나야 경찰들이 오던 
조용한 마을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작은 통일 A Small Unification  |  Fiction

도경민 DO Kyungmin

한반도에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자,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에 있는 두 마을을 합치
는 모의시험을 한다. 마을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된 남쪽 군인 예리, 남과 북은 적일뿐
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사사건건 부딪치는 남과 북의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벽을  
허물어가고 마을의 변화에 동화되어 가던 예리 앞에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 
협박을 한다.

피칭 프로젝트 본선 진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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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FF 클래스 : 
<모란봉>

PIPFF 
온라인 토크

강원시네마 
워크샵

평화아카데미

전시

PIPFF 
STAGE & 
야외상영

여름영화산책

<모란봉>은 1958년 북한에서 촬영된 프랑스, 북한 최초의 합작영화로 영화학자들의 오
랜 관심을 끌고 있는 작품이다. PIPFF 클래스에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모란
봉>의 영화사적 가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일시 – 6월 19일 (토) 14:00 <모란봉> 상영 후
장소 – 알펜시아 콘서트홀
강의 – 한상언 (한상언영화연구소 대표), 이화진 (영화사 연구자)

코로나19 시대, 영화산업의 어려움을 진단하는 많은 논의가 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에서는 모든 것이 멈춰있는 이 시기에 ‘그럼에도 만드는 현장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다.

일시 – 2021년 6월 18일(금)
공개 –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
패널 – 영화 <1승> 신연식 감독, 김지형 프로듀서

평창국제평화영화제와 강원독립영화협회가 함께하는 강원시네마워크샵은 선배 영화인
들의 경험을 들으며 도내 영화인들의 성장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영화제 상영작을 
함께 감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시 – 6월 20일 (일) 
장소 –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 대관령 2홀
진행 – 강원독립영화협회

평화를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배움을 목표로 하는 활동가 및 창작자를 꿈꾸는 유소년
이 함께 모여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우는 수평적 배움의 시간으로 영화제의 전시 및 영화 
감상 등 영화제를 누리고 함께 하며 평화를 문화적으로 체득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시간
이다.

일시 – 2021년 6월 19일(토)~6월 20일(일)
장소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내용 – 평화, 환경, 공존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키고, 실천하기
대상 – 노천초등학교 고학년
공동주관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춘천마임축제, 알맹상점

[UNPERSON] Tim Franco 사진전
북한이라는 경계를 넘어온 사람들, 그들의 초상을 담아낸 유럽 사진작가의 시선

[연필로 명상하기] 안재훈 감독전
한국 애니메이션의 서정성을 대표하는 안재훈 감독과 ‘연필로 명상하기’ 스튜디오 전시

장소 – 포테이토클럽하우스(평창군 대관령면 94)
운영시간 – 6/17(목) - 6/21(월)  10:00 ~ 19:00 (30분 전 입장 마감)
                   6/22(화)  10:00 ~ 15:00 (30분 전 입장 마감)

프로그램 이벤트 전시 & 야외상영

올림픽메달플라자
18일(금) 19일(토) 20일(일) 21일(월)

18:00
PIPFF STAGE 

슈트맨
PIPFF STAGE

상자루 PIPFF STAGE
첼로가야금 

(18:20)18:30
PIPFF STAGE

국민 MC송해 무대인사
(with 윤재호 감독)

PIPFF STAGE
BLSG(밴드분리수거)

19:00 <송해 1927> 상영 <빌리 엘리어트> 상영 <숀더쉽> 상영 <키드> 상영

18일(금) in 진부면민체육공원 19일(토) in 평창바위공원

18:00 찾아가는 공연(리코디스트 최선진) 16:00 찾아가는 공연(신작로 밴드)

19:00 예맥 앙상블 공연 19:00 뮤작 피아노 4중주 공연

20:00 <빌리 엘리어트> 상영 20:00 <숀더쉽>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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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

Journey 130

Undo 51

Still Life 131

ㄱ

거짓말 125

국가유공자 52

기념비적 기념품 85

ㄴ

나는 조선사람입니다 97

나의 아버지 67

남아있는 순간들 129

내가 죽던 날 91

내 생애 첫 124

눈 먼 사랑 128

늦봄 2020 81

ㄷ

더블스피크 83

더 판타스틱 99

돛대 53

ㄸ

딸 셋, 엄마 하나 48

떨어져 있어야 가족이다 62

ㄹ

라카에서의 9일 104

루즈 56

리틀 평양 100

ㅁ

말리언니 54

멈추지 않아 39

멋진 세계 70

메리 좀 찾아줘 49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114

모란봉 96

무녀도 32

뭐? 내가 목사랑 결혼했다고? 132

미워하지 말라 40

ㅂ

바다 저편에 37

바이크 도둑 43

반다르 밴드 108

반신불수가족 50

밤비락 82

봄이 있었다 69

불모지 55

비밀 77

빌리 엘리어트 119

ㅅ

사진의 이면 98

서울로 126

성적표의 김민영 44

소나기 115

소중한 날의 꿈 113

송해 1927 80

숀더쉽 120

수상한 노인 84

순수한 기뿜 112

순영 58

쉬프의 기억 107

슈뢰딩거의 냥이들 61

ㅇ

아메리칸 다르마 68

아주 특별한 여행 105

안나동무 101

어떤애와 다른애 그리고 레이 60

여명 38

오마르를 위하여 71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 133

웬디 36

웰컴 투 체첸 72

유배 78

유코의 평형추 76

유쾌한 바흐만 선생님 66

ㅈ

자산어보 92

전원, 승차! 106

전장의 피아니스트 74

정말로 바란다면 59

젖꼭지 3차대전 57

조제 90

ㅊ

초원의 역습 75

초행길 127

총리 메르켈 73

침입 41

ㅋ

키드 118

ㅍ

파리 42

퍼디스트 프롬 86

ㅎ

화성에서 눈뜨기 79

희수 109

ㄱ

가브리엘 살바토레 69

감정원 109

고승현 129

기욤 브락 106

김경석 86

김영옥 132

김종관 90

김철민 97

김현 62

김효찬 107

ㄴ

남궁연이 127

니꼴로 마리아 파가니 105

니시카와 미와 70

니콜라스 브룩만 39

ㄷ

데아 기노브치 79

데이비드 프랑스 72

ㄹ

로니 트록커 41

로이 크리스펠 71

록시 레즈바니 100

류연수 50

리처드 스타잭 120

ㅁ

마니제 헤크맛 108

마리아 스페트 66

마우로 만시니 40

마이야 블라필드 99

마이크 비치 98

마크 버튼 120

막시밀리안 바디어 로젠탈 84

맷 챔버스 43

메흐디 바르사위 77

문춘희 외 6명(작은정원) 133

ㅂ

바스티앙 뒤부아 85

박규현 81

박서영 58

박종우 59

박지완 91

박찬우 52

백시원 57

벤 제틀린 36

비사르 모리나 78

ㅅ

서윤수 61

손선희 125

슈테판 봐그너 73

스티븐 달드리 119

스티븐 존슨 75

시아막 에테마디 42

신해섭 101

ㅇ

안재훈 32, 112

에롤 모리스 68

오우람 49

유준민 51

윤재호 80

이유진 124

이재은 44

이주승 53

이준익 92

이탁 55

이현경 60

임대청 54

임지선 44

ㅈ

자마린 와닷 82

자비에 드 로잔느 104

장 클로드 보나르도 96

장주희 131

정승이 126

조민서 56

지미 케이루즈 74

ㅊ

찰리 채플린 118

ㅍ

파즈 파브레가 38

페르난도 트루에바 67

ㅎ

하루모토 유지로 76

하젤 맥키빈 83

한솔미 130

한원영 128

한준희 48

황정현 107

후지모토 아키오 37

작품명 색인 감독명 색인



142 143

조직 구성

조직위원회

명예이사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사장 문성근 영화배우 / 
영화진흥위원회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

집행위원장 방은진 영화감독 /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 김형석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이사 김창규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사 안성기 영화배우

이사 안정숙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사 오제환 전 강원도 평화협력관

이사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 나우필름 대표 

이사 이헌수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이사 정상진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
엣나인필름 / 아트나인 대표

이사 정지영 영화감독

이사 채윤희 올댓시네마 대표 /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조직위원 김용화 영화감독 / 덱스터 대표

조직위원 김한근 강릉시장

조직위원 이순원 소설가 / 김유정문학촌 촌장

조직위원 장진상 2018평창기념재단 사무처장

조직위원 조창진 강원도 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 ㈜G1방송 회장

조직위원 최민희 정치인

조직위원 최윤 브이알이지 크리에이티브 부사장 / 유비콘텐츠 대표

조직위원 한왕기 평창군수

감사 권재철 권재철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감사 양규응 법무법인 봄 변호사

자문위원단

고문 임권택 영화감독

자문위원장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

자문위원 김도영 평창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자문위원 김현경 MBC 통일방송 추진단장

자문위원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
평화한반도문화인회의

자문위원 이규연 JTBC 보도총괄

자문위원 이두용 영화감독

자문위원 이상기 언론인 / 아시아N대표

자문위원 이장호 영화감독 / 한국영상위원회 위원장

자문위원 이향진 일본 릿쿄대학 교수

자문위원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방은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 김형석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집행위원 권해효 영화배우

집행위원 김성태 강원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집행위원 김중기 영화배우

집행위원 김혜준 전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장

집행위원 박광수 정동진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변영주 영화감독

집행위원 이준익 영화감독

집행위원 이진훈 이스트드림시노펙스 대표

집행위원 조창호 영화감독

집행위원 최은영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

집행위원 최정화 PGK(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집행위원 추상미 영화감독

스태프

사무국
부집행위원장&프로그래머 김형석

프로그래머 최은영

프로그램팀
팀장 함유선

한국영화 황의선

해외영화 강온유

프로그램이벤트 황문영

출판 이윤조

숙박 김청하

기획팀 
팀장 김화섭

개폐막 권빛나

로케이션 최연선

운영팀
팀장 이혜림

배지 심인우

초청 박서영

전시 김솔림

운영 지원 심태용

방역 이소현

공연 정윤철

기술팀 
팀장 김고은

기술상영 조정은

상영관조성담당 김현영

 

홍보팀
팀장 고정

언론매체 주왕돈

온라인홍보 이상림

홍보지원 노주희

온라인팀
팀장 이선영

티켓 신예지

마케팅팀
팀장 박선정

후원/관객 서비스 송수연

콘텐츠사업팀
팀장 김지영

평화 아카데미 최정인

피칭 프로젝트 신혜빈

경영지원팀
팀장 이순영

회계 권성현

총무 전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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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심사단 평화 아카데미

국제장편경쟁

강유현

강주현

구가현

김아름솔

김현영

유민경

이태훈

임석훈

장미희

최진용

홍가연

한국단편경쟁

김도연

김동석

김민주

김채현

배은서

손향지

옥지민

이주희

최신웅

최이슬

황시연

강원도 홍천군 노천초등학교

강주원

고은철

김민성

김태희

김현수

이선율

이예준

이유린

정가연

홍가영

김태환

김효혜

이나영

임규리

정승현

조수빈

지유람

진소명

태용준

로컬 파트너

가시머리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69 033-335-5818

강촌갈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2길 9 033-336-7489

개성집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23 033-335-1222

그집앞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96 033-332-1400

나무이야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30 033-335-5364

날마다좋은집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187 033-335-3070

남경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47 033-335-5891

납작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35 033-335-5477

노다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153 033-335-4448

대관령양떼목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483-32 033-335-1966

대관령 족발과 참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2길 34 033-336-5422

대관령할매감자탕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39 033-336-2223

대우식육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19 033-335-5589

도암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03 033-336-5814

루&루 베이커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3 033-336-0045

마운틴키친앤커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96 033-333-5677

맹꽁이네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37 0507-1423-9296

방림메밀막국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13 033-335-1150

봉평메밀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4 033-332-5599

부산식육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08 033-335-5415

비엔나인형박물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96 033-333-3330

삼백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24 033-335-5248

삼양목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708-9 033-335-5044

솔봉갈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96 033-334-6800

수미카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24 0507-1471-3398

순수양떼목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오목길 111 033-335-1497

숲속에동물농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청골길 12 033-334-4410

시래기밥상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13 033-335-5895

오대산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39 033-335-6203

용산골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96 033-333-3392

용평한우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2길 2 033-335-6577

원조맷돌순두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길 10 033-336-2386

유워시 세차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1길 3 0507-1355-1600

자작나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8 033-335-2575

전설의 치킨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39 (2층) 033-335-5842

청기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96 033-336-5295

청풍명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7 (2층) 033-336-0701

축협대관령한우타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38 033-332-0001

친환경 24시 셀프 빨래방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7 010-3138-3925

큰우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92 033-336-8253

투다리 횡계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2길 7-7 033-335-1989

편배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62-3 033-333-3866

평창 사리포차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3길 17 0507-1327-3281

하늘목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458-23 033-332-8061

황병산토종닭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길 250-12 033-332-5989

황태덕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21 033-335-5942

Cafe 7HUNDRED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강변길 93 033-333-5236

CAFE15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15 (2층) 033-336-7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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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신 분들

2018평창기념재단 이진기, 최혜민, 김성윤, 김한민, 박재희,  
엄지현

AccessICT 서재두, 이권우, 장은주

AM호텔 홍병식, 김태연

bbb코리아 최미혜, 유능화

BSC 이승열, 이후림, 이병도, 전수현, 전도현,  
변민지, 유민혁

CJ올리브네트웍스 곽이삭, 김별하, 노소라

DMZ국제다큐영화제 조효진, 문희상

ENS 윤용수

EN컴퍼니 김진수

G1 방송 류선미

JCI강원지구청년회의소 염형준

KTX 진부역 김구현

SK렌터카 윤화석

감자꽃스튜디오 이선철

감자창고 최덕영

강릉국제영화제 임금님

강원도경제진흥원 이대성, 김민경

강원도관광재단 유정원

강원도립극단 박숙정, 류다인

강원도립예술단 유재현 

강원도청 김창규, 한영선, 김종렬, 김준영, 전인환

강원독립영화협회 이마리오, 장우진, 박주환, 김대환, 고승현,  
김슬기, 김진유

강원문화재단 김필국, 김소희, 심현주, 정은지

강원영상위원회 홍지영, 전아름, 류춘기, 최한라

강원플랜 이성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김민호 , 김미선

국순당 박지호

권재철세무회계사무소 권재철, 김정미

그린나래미디어 배국한

그린렌탈 홍성준

김유정문학촌 박지영

꾸까 파트너스 박세희

나눔프린팅 최진원

네츄럴굿띵스 최보람

노천초등학교 윤영소, 안무승, 윤학용, 강철, 김정아, 이예은

대관령농협 최유진

대관령농협주유소 한재필

대관령면 노인회 주준섭

대관령면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위원회

박정우, 최연순

대관령면번영회 장동기, 이유승, 조소진

대관령면사무소 신승호, 김종율, 주경미, 심원석, 황성수, 허사임

대관령면체육회 최준희

대관령면축제위원회 이창형, 심대섭

대관령원예농협 유영환, 김승옥, 표지웅

대관령종합광고 백용근, 황미화

대한스트릿컬처연맹 강지현

디아스포라 영화제 박치영

디지털비전 황영천

로지텍 허성연, 박주훈

로케트필름 박은영

렌탈큐브 임종환

매안초등학교 교사 이충현

메가박스플러스엠 홍신기

메이커카드 이성화, 고경은

명성T&L 양승국, 정민호, 조민혁, 최재원, 조승래

모아렌탈 용한기, 김태규

몬순 픽쳐스 문명환, 김상원

바로엔터테인먼트 엄흥범, 오세현

박수엔터테인먼트 김인화

밭 주식회사 서영심

복순도가 이지영

부산국제영화제 김나영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김초롱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김현자, 유성희, 이정엽, 최성윤

블루필름웍스 이재식

비에이 스튜디오 서지형

비엔나인형박물관  이태연

사랑담아 강태경, 이금희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정승구, 박효경, 오동운

삼양목장 김성민

생각나눔소 심상목 

서린컴퍼니 김은제, 송한울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운영기획과

김정현

세븐시스템 정진회

센트럴파크 홍성윤, 전소라

스탠딩플러스 유범열, 김화수, 이성은, 전수빈, 이혜민, 홍승완

스튜디오 210

신한은행 구춘서, 하순호, 최승호, 신주아

아띠퓨어 김주현

아트서울 정규양

알맹상점 양래교, 이주은, 강기웅, 고금숙

알펜시아 리조트 심세일, 윤호용, 임지혁, 이재용, 박태현

에이알 스튜디오 한아름

엣나인필름 주희, 박혜진, 김서연

연필로 명상하기 안재훈, 한승훈, 임다빈, 조슬기, 유원희

영화사 진진 정태원, 김재용

영화사 찬란 엄혜림

영화진흥위원회 김영진, 권순선, 장지원

오대산관광 박동열

오대산월정사 이병섭, 김주연

오대서주양조 홍진호, 김영아

오설록 홍다솜 

왓챠 이민희

우리두 조재영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차소연, 유지호

워크온(스왈라비) 정해권, 조현정

이디야카페 대관령점 유석쟁

이로츠 이기남

이벤트플러스 강지현, 전영철, 전석진

이지렌탈 한형준

인디하우스 장병섭, 최승철

인아이미디어 허시우, 이지훈, 원성식, 김진욱, 임건, 어민호

인터포스 노현숙, 장우진, 김진경, 유동관, 허훈, 남윤정,  
최하영 박진성, 전상원, 박충일, 조승현, 이재필, 
장동찬, 조영민 강원선, 윤태원, 이진기, 최정규, 
박유상, 조유한, 최원정 홍새미, 김미량

자두자두 원새록

작가 윤호섭

작은숲미디어 대표 박명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전민경

조은발전기 이종운, 최동택

㈜유풍 이성석

㈜해찬 박수철, 김종구

진미디어 이진희, 박찬진, 박종효, 최수훈,  김종헌, 박재영

천주교춘천교구 
대관령성당

강동금 베드로 신부, 이용운 하비에르

춘천마임축제 최대원, 조수희, 권채현, 강충만, 김범중, 곽지연, 
박인수, 박재헌, 이단비, 최유리, 류성국

춘천일기 최정혜, 강승용, 박효빈, 전다혜

치즈박스 안성화

칼라랩 임형주

캡스 서성원

컬러플러스 전상진

케이코믹스 이종수, 김혜빈

코레일 강원본부 박슬기

코렐 방선희

코리아다큐 심종윤, 박무균, 박성준, 김군수, 홍재호,  
심연종, 권순철, 김성훈

콜라보플랜트 송상민, 용선중, 여주천

콩트라플로우 황신화, 백진우, 김보름

테라로사 김용덕, 김민선

토탈무비 이경호

퍼니콘 최경민, 박광택

평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종훈, 권혁주, 강병태, 이창석, 허일범, 정종우

평창군문화예술재단 박재훈, 이호근, 기미형, 최다혜

평창군미술인협회 권용택

평창군보건의료원 김영옥, 윤해순, 정문태, 장화영, 안성희

평창군청 김찬수, 이시균, 김용기, 박서우, 오정희,  
경규철, 김계화, 신은지, 이성근, 최은석

평창소방서 방호구조과 이명환, 박슬기

포디엄 조아라, 김고은, 김현아

포스트핀 권소연

피칭 예심위원 이승원, 제정주

필름다빈 백다빈, 문입생

헬리녹스 최승인, 홍수빈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안지혜, 정소영

호우주의보 백선우

회계법인 더울 강원지점 최정민

김지량

김혜선

안진영

오혜진

전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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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환

까라밍

뀨우

나온희

남보현

담쟁이캘리

레이킴

류지수

마나파이

매미

무순

민원홍

박성호

박순현

박정빈

박종훈

박혜원

반정윤

배유리

샹

서지혜

석미은

소담

손영희 

송

송명규

송명옥

송수연

송시연

송시윤

송윤지

송혜련

수호랑반다비

신필선

심동효

심문식

양미연

양인선

양혜원

영다사

오기

오민진

오보람

오태림

요다

용추서

우수영

우주

원상희

윤성은

융융융

은별

이가람

이인주

이상종

이선주

이송미

이수연

이신비

이예다운

이예림

이유선

이은정(한영친)

이주호

이준혁

이진호

이초롱

이태준

이한

임설아

장새아라

장윤경

전태국

전형진

정가람

정민희

정선하

정지윤

정지훈

정현우

정희정

조민형

조해식

조혜나

주수민

주샛별

주왕돈

차선진

최성우

최순근

최유경

최은재

최찬영

최창섭

최혜정

카렌킴

케이

표정미인

푸른고양이

프팀장함유선

한영친 - 민경길

한지훈

한창희

함유진

호영희

황문영

황의선

효진

핍스터 명예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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