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행사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매년 이탈리아 외무부가 전세계적으로 진행하는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3월 : 세계 이탈리아 디자인의 날 5월 : Fare Cinema - 세계 이탈리아 영화 주간
10월 : 세계 이탈리아 언어주간

11월 : 세계 이탈리아 음식주간

그 외에도 매년 6월 서울국제도서전에 참여하고 있으며, 12월/ 1월에는 베니스 국제 영화제와 협력하여
‘베니스 인 서울’ 영화제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활동
주한이탈리아문화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개방_ 문화원 회원과 이탈리아어 강좌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도서, CD, DVD 대여. 백과사전,
잡지, 이탈리아 신문 온라인 열람.
전문 강사진의 이탈리아 언어와 문화 강좌
제2외국어로서의 이탈리아 언어인증시험 CILS 및 CELI 시행

도서관 개방시간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0:00~12:30 목요일 14:00~16:30
Facebook https://www.facebook.com/iicseoul1 Instagram @iicseoul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98, 일신빌딩 3층 (04418)
TEL. 02-796-0634/02-797-7792 E-MAIL. iicseoul@esteri.it www.iicseoul.ester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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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입니다.
평창남북평화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도에서 이뤄지는 평화의 축제인 평창남북평화영화제
가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 축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과 북은 손을 잡았습니다. 올림픽 개막식에 남북
선수가 함께 입장하고,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경기를 치렀던 벅찬 순간
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평창남북평화영화제는 남북 교류의 마중물로서 평화와
번창의 땅, 강원도를 더욱 비옥하게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최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으며, 한국영화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영화는 무엇보다 강력한 호소력
과 영향력을 가진 매체이기에, 평창남북평화영화제가 남북이 하나 되는 평화의
통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평창남북평화영화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문성근 이사장님, 방은진 집행위원
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영화제가 많은 분들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향한 소중하고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의
개막을 축하합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
위원장간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는 매순간 놀라운 변화들을 맞이하고 있습니
다. 오랫동안 얼었던 대지가 훈풍을 맞아 만물이 소생하듯이 남북을 감싸는 평화
의 기운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평화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남북 영화 분야 교류 재개를 통해 남북 민족공동체 정서를 공유
하고, 남북 영화계의 유대를 조성하는 일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화를 통한 평화 실천을 위한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의 적극적인 행보에 열
렬히 지지하고 가능한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영화 100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에 평창남북영화제가 열리게 되어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세계 33여 개국 85여 편으로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
대행사를 통해 남과 북의 차이는 좁히고 공감대는 한층 더 넓히고, 평화의 기운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화제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평화를 향한 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의 개막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강원도지사 최문순

2019년 8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오석근

Hello. This is Choi Moon-soon, the governor of Gangwon-do.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I have no doubt that this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will become the most symbolic cultural festival in Gangwon, the only
divided province in the world.
Last year, the South and the North came together in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 can still vividly remember how the athletes from
the South and the North entered hand in hand during the opening
ceremony, and how the united women ice hockey team played during
the Olympics. The peaceful breeze of the Korean Peninsula that sprang
in PyeongChang has been expanding to all around the world. And now,
I hope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be the priming
water for the South-North exchange, enriching Gangwon-do, the land of
peace and prosperity, even more.
Furthermore, this year we are celebrating the 100th year of Korean
cinema. Parasite by Bong Joon-ho has proven the global influence that
the Korean cinema exercises by winning Palme d�Or at Cannes Film
Festival. Since film is the most influential and appealing media, I am
confident that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will be a
channel to the peaceful reunification.
As a final remark, I�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the chairman Moon
Sungkeun, the festival director Pang Eunjin, as well as all the other
relevant staff that have made this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possible. I hope the festival receive fully-deserved love and
support by many until its closing day. Thank you.

Congratulations on the inauguration of the first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the valuable and vigorous first step towards
peace.
We are constantly experiencing surprising changes in our surroundings
ever since the peace talk between South Korea�s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s supreme leader Kim Jong-un that took in place in The
Inter-Korean Peace House on April 27th, 2018. Just as the warm breeze
awakens the frozen land and its creatures, the peaceful spirit in the air
melts our frozen hearts and encourages us to take a few steps further
towards peace.
The Korean Film Commission has resumed the film exchang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o share the sentiment of ethnic community and
to establish bond between the two film industries. I promise perpetual
support and contribution to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s resolute steps towards peace through films.
Moreover, this year we celeb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Korean cinema.
Holding the first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in such a
significant year feels even more special. With screenings of 85 films from
33 countries and various events, I hope it heightens our sympathy for the
North, wafting the peaceful wind to all around the world.
I extend my gratitude and words of encouragement to everyone who
has made this festival possible. And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inauguration of the first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which takes its first step to the abiding peace. Thank you.

August 2019
The governor of Gangwon-do CHOI Moo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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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019
Chairman of Organizing Committee OH Seok-g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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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Greetings

안녕하십니까, 평창남북평화영화제 이사장 문성근입니다.
평창남북평화영화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화제입니다. 지난해 2월 평
창동계올림픽 단일팀부터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지난 6월 30일에 우리 남북과 미국의 정상이 극적으로 만났던 순간까지, 지난 1년
5개월 동안 우린 진정 �역사적 시간�을 살았습니다. 1회를 맞이하는 평창남북평화
영화제는 그 역사 흐름 속에서,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려는 영화제입니다.
첫 번째 평창남북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
다. �분단이란 현실� 그리고 �평화라는 미래�입니다. 평창남북평화영화제는 희망을
현실로 실천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의 뜻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길 원합니다. 5일간 열리는 영화제에서 우리는 다양한 영화와 전시, 공연과
이벤트를 선보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대의 평화�를 열어가려는 실천과 다짐입
니다.
역사적 전환의 시대에 시작하는 우리 평창남북평화영화제는 소박하지만 힘차고
단단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넘을 용기가 있다면, 힘을 모을 뜻이
있다면, 평화는 조금씩 우리의 품에 젖어 들 것이라 믿습니다.
뜨거운 여름, 평창남북평화영화제가 준비한 이 특별한 영화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
기를 바랍니다. 영화제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년 8월
이사장 문성근

Hello, I�m Moon Sungkeun, the chairman of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is
the film festival we need the most now. Since last year February, we have
witnessed a unified team at PyeongChang Winter Olympics and two
North and South Korea summits, two North Korea and US summits, and
at last, the summit of both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on June 30th.
We have genuinely lived the historical moments for the past year and
five months. With such a historical momentum, this first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aims to open up the peaceful era.
As we prepared for the f irst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we had to consider two things: �the reality of separation� and
�the future of peace�.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is
where such hope becomes a reality. Not only limited to South Korea and
North Korea, we wish to connect with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ith
people who long for peace. In this 5-day film festival, we will host various
film screenings, exhibits, performances, and events. Consider them as our
determination to open up the �peace of our own era�.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takes the small yet solid
and strong first step in this game-changing historical moment. If we have
the courage to cross the line, if we have the willingness to unite our forces,
we believe peace will gradually come to our embrace.
I hope you enjoy this special film festival in this hot summer.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ank you for coming to the festival.
August 2019
Chairman of the Board MOON Sungkeun

하얗게 빛나던 설원에서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화가 봉송되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의 팀이 되어 손을 잡았습니다. 그 기적은 남북정상
회담으로 이어졌고 이후 불안했던 한반도에 평화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 남북으로 나누어진 유일한 도, 강원도에서 시작되
었던 일입니다.
1년 반이라는 준비 기간 동안 정세가 역전이 되고 반목하고, 또다시 잿빛 기운이
돌기도 하였지만, 저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마냥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묵묵히 끌어주시고 누군가는 등을 두들겨주시기도 하였습니다.
개막하기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메워주신 강원도와 평창군, 강릉시 그리고 도민
여러분과 영화인, 그리고 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해는 총 33개국의 85편의 영화를 초청하였습니다. 개막작은 림창범 감독의
<새>로 조류학자 부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찬란한 북녘의 풍경과 함께 분단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또, 한국의 젊은 감독들을 소개하는 �한국경쟁�과
최근에 발표된 해외의 우수작을 소개하는 �스펙트럼�, 북한에서 촬영되거나 북한
에서 제작된 영화를 모은 �평양시네마�에서 다양한 작품을 소개합니다. 또한 한
여름의 강원에 걸맞은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준비되어 여러분을 맞게 됩니다.
평창 그리고 강릉에서 여름영화축제를 마음껏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내딛
는 힘찬 발걸음을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집행위원장 방은진
We remember the moment of the torch relay at the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s in the white snow. That miracle led to the Inter-Korean
summit and later shed a light of peace on the unstable Korean peninsula.
The last remaining divided nation on earth. It all started in Gangwon-do,
the only province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During the one and a half year of preparation, the situation reversed
repeatedly and there was a feeling of gray, but we did not stop. Of course,
not everything went smooth. However, some quietly led us and some
slapped us on the back. We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Gangwon-do, PyeongChang-gun, Gangneung-si, local residents,
filmmakers, and all the visitors of the film festival for filling the entire
process until the opening ceremony.
This year, we invited 85 films f rom 33 countries. The opening film is
Birds by director Rim Changbum. It is based on a true story about an
ornithologist father and son and talks about the tragic division of the
country with the splendid North Korean scenery. In addition, we present
various films from �PIPFF Choice� which introduces Korean new young
directors, �Spectrum� which introduces recently released excellent
foreign films, and �Pyongyang Cinema� which compiles films shot and
produced in North Korea. Moreover, there will be various exhibitions
and performance suited for the Gangwon midsummer waiting for the
audience.
Please enjoy this summer film festival to the fullest in PyeongChang and
Gangneung. As we take this big step, we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join
us again next year. Thank you.
August 2019
Festival Director PANG Eun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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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아이덴티티
Identity

Design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휴전선에서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서로
를 향해 다가서는 역사적 순간의 벅차오름을 기억한다. 그 순간 70년 동안이나 한
민족을 갈라섰던 금단의 선(線)은 평화와 희망의 첫걸음을 내딛는 약속의 공간이
되었다.

공식 포스터
Ofﬁcial Poster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의 아이덴티티는 나눔과 대립의 상징인 중앙 부분의 선을
향해 서로 한 걸음씩 다가오는 형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해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인해, 혹은 종교나 민족, 경제적인 다양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한 채
편을 가르고 대립하는 현실에서 서로를 향해 한 발자국씩 다가오며, �선을 넘어
손을 잡는� 순간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의 첫 번째 공식 포스터는 상징 동물인 백호의 형상을 표현
해냈다. 정면을 향해 강렬하게 바라보는 백호의 눈동자는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며,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힘차게 평화를 이루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평화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의지와 쉼 없는 노력으로 만들고 쌓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그와 함께 영화제를 함축하는 두 개의 핵심 키워드 �평창�과 �평화�에 반복되는 두
개의 자음 �ㅍ�을 기하학적으로 조합해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의 고유성을 표현해냈
다. 전용 색상으로는 남과 북을 상징하는 색상인 파랑과 빨강이 서로 융화된 �보라
색�을 채택해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The symbolic animal of the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is a white tiger which is an auspicious creature that symbolizes
the spirit of the Korean race and a familiar animal that appears in many
folk paintings and folktales. Especially, Geunyeokgangsan Maengho
Gisangdo, beloved by the people of both South and North Korea, is a
painting that the tiger lies across Baekdudaegan Mountain Range and
roars toward the continent. It delivers a message of hope to move toward
the future of prosperity as on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We still remember the profoundly moving, historical moment of the
leaders of the South and the North approaching each other toward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Panmunjeom at 9:30am on April 27th, 2018.
What used to be the line of taboo that separated the Korean race for 70
years has become a promising place to take the first step towards peace
and hope.
The identity of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PIPFF)
depicts the two figures stepping closer to each other with the line in
the middle, which symbolizes separation and opposition. Despite the
reality where people are divided and oppose one another due to political
differences or unwillingness to accept different religion, people, and
economic environments, the festival identity channels the hope for the
moment when we �holding hands to cross the line� after taking a step
closer to each other.
The two keywords of PIPFF are PyeongChang and Peace. The Korean
vowel for P found in both words, �ㅍ,� is juxtaposed geometrically to depict
the uniqueness of PIPFF. For the color, we have mixed blue and red,
corresponding to the South and the North, to create purple, emphasizing
the message of harmony and peace.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의 상징 동물로 채택된 �백호�는 한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상서로운 존재인 동시에 민화나 설화 등에 자주 등장하는 친숙한 동물이다. 특히,
백두대간을 관통하며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모습으로 한반도의 지도를 표현한
「근역강산맹호기상도」는 남과 북에서 함께 사랑받는 그림으로, 하나 된 남과 북이
한반도를 넘어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The first official poster for PIPFF portrays the festival�s symbolic animal,
the white tiger. The fierce, straight-forward look on the white tiger shows
the determination to accept the differences, to face the complicated
reality as is, and to achieve peace based on awareness the of reality. Peace
isn�t something that is given: it is formed and achieved with strong will
and ceaseless effort.

트레일러
Trailer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의 첫 시작을 알리는 트레일러는 한반도의 기백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구현했다. 분단을 연상케 하는 선들은 화면을
나누고 경계를 구분 짓지만 �선을 넘어 하나로, 힘을 모아 평화로�라는 영화제의
슬로건처럼 곧 하나가 된 호랑이의 모습을 형상화한다. 감았던 눈을 뜨는 호랑이
의 정면 이미지는 평화의 길을 향한 영화제의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강원 봄내필
름(장우진 감독, 김대환 감독)과 덱스터 스튜디오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됐다.
Marking the inauguration of the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the festival trailer embodies a three-dimensional image of
a tiger, the symbol of the spirit of the Korean race. The lines that divide
and draw boundaries on the screen resembl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like the festival�s slogan, �Beyond Line, Become One
Toward Peace,� the lines soon become one to form a shape of a tiger. The
frontal image of the tiger opening its eyes represents the festival�s strong
determination to take the road of peace. The trailer is a collaboration
between Bomnae Films (Director Jang Woo-jin and Kim Dae-hwan)
located in Gangwon-do and Dexter Stud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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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안내
가격 및 할인

가격

취소

할인

개막식 티켓

무료(초청)

일반 상영

6,000원

취소기간

강원도민, 군인, 공무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20% 할인(동반 1인 포함),

취소방법

증빙서류 지참.

* 할인은 온라인이 아닌 현장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일반 예매를 했을 경우 현장에서 증빙 후

2019년 8월 5일(월) ~
8월 20일(화)

극장

알펜시아시네마
CGV 강릉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예매방법

예매기간

CGV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상영 시작 시간
20분 전까지
예매 가능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 가능
통해 예매 가능

네이버 영화, 맥스무비,
yes24영화를 통해 예매가능

*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의 경우 예매 수수료를 포함한 티켓 가격이 6,000원입니다.
(현장 발권 시 티켓 가격 6,000원과 동일)

* 예매 오픈 시간은 시스템 사정에 의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예매 오픈 이후로는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CGV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예매는 상영시작 15분 전까지 가능합니다.
* 예매 대행사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 예매

—— 알펜시아시네마, CGV 강릉,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매표소에서 구매가능

알펜시아시네마
CGV 강릉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현장 매표소

상영 시작 시간
20분 전까지
취소 가능

CGV홈페이지/모바일(애플리케이션),
맥스무비, 인터파크 접속 후 취소 가능

상영시작 전까지
취소 가능
해당 매표소에서
취소 가능

* 상영시간 이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취소/환불 규정은 상영관 및 예매 대행사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매 취소 및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예매

온라인

결제수단

온라인

배지

—— 평창올림픽스타디움 배지데스크(2F)에서 신분증 확인 후 수령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현장 매표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 알펜시아시네마, CGV 강릉,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매표소에서 배지 제시 후
발권 가능합니다.
—— 영화제 기간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타인에게 양도, 대여 및 대리발권이 불가합니다.
—— 행사장 안에서 배지 패용 부탁드립니다.
운영 기간
운영 시간

2019년 8월 16일(금) ~ 8월 20일(화)
10:00 ~ 19:00

—— PIPFF 1 · 2관 상영작의 경우 패스 소지자에 한하여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안내
데스크에서 선착순 배부

운영 기간
운영 시간

2019년 8월 17일(목) ~ 8월 20일(화)
10:30 ~ 20:00

* 8월 20일(화)에는 상영시간표에 따라 알펜시아시네마에서만 현장 예매 및 발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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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ets
How to Buy
Opening
Ceremony

General
Screening

Cancellation

Price

Discount

Free
Admission

This event is by invitation only.

KRW 6,000

Residents of Gangwon-do, People with
disabilities, Silver(Over the age of 65)
20% Discount(also valid for an
accompanied guest)
Only be valid upon presentation of
ID card or certified document.

Alpensia Cinema
Period

Aug 5th(Mon) ~
20th(Tue)

Reservation

Alpensia Cinema

movie.interpark.com

CGV Kangneung

cgv.co.kr
CGV mobile application

Shinyoung
Theater

ticket.movie.naver.com
ticket.maxmovie.com
movie.yes24.com/ticket/
ticket_movie.aspx

Time

Reservations can
be cancelled until
20 minutes before
screening.

Reservations can be cancelled on CGV
official website/mobile app, Maxmovie,
and Interpark.

How to

On-site

Anytime before
the screening

At the ticket
booth of each
theater

* Cancelling/refunding after the screening has started is not allowed.

cancel the tickets after showing proof of your order and buy them at the discounted price on site.

Venue

CGV Kangneung
Shinyoung Theater

* Discounts are only available for on-site tickets. When you have reserved online tickets, you can

On-line

On-line

* Cancel/refund policies can differ, according to theater and reservation company.

Payment

On-line

Credit cards

On-site

Credit cards, Cash(KRW)

Reservations are
open until 20
minutes before
screening.

* For Shinyoung Theater, the ticket price is KRW 6,000 including the booking fee.
(Equivalent to ticket price of KRW 6,000 on site ticket)
* Reservation open hours can be delayed due to system operations.
* Reservations are available for 24 hours after opening.
* Reservations via CGV official website/mobile app is available until 15 minutes before the
screening.
* Reservation policies can differ according to ticketing agencies.

Badge

—— You can receive your badge at the PyeongChang Olympic Stadium
Badge Desk(2F) after showing your ID card.
—— You can receive tickets at Alpensia Cinema, CGV Kangneung,
Shinyoung Theater, after showing your badge.
—— You can only use them during the PIPFF period.
—— You can not give your badge to someone else, let them borrow it or
reserve a ticket for you.
—— Please wear your badge on your neck on the festival venue.

On-site

—— Tickets can be purchased at the ticket booth of Alpensia Cinema,
CGV Kangneung, Shinyoung Theater through the festival.
—— For PIPFF theater 1 and 2, pass holders can get tickets at the
PyeongChang Olympic Stadium Information Desk. Only a limited
number is given.
Period

Aug 17th(Sat) ~ 20th(Tue)

Operating Hours

10:30 ~ 20:00

Period

Aug 16th(Fri) ~ 20th(Tue)

Operating Hours

10:00 ~ 19:00

* On August 20th(Tue), reservation and ticketing are only available at Alpensia Cinema, according
to the screeni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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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FF PASS
가격 및 할인

가격

할인

PIPFF PASS
1일권

15,000원

PIPFF PASS
2일권

25,000원

PIPFF PASS
전일권

30,000원

How to Buy

강원도민, 군인, 공무원,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알펜시아·용평 리조트,
라마다 호텔, 트라이앵글 레지던스 고객
- 20% 할인, 증빙서류 지참
- 만 48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 무료
10인 이상 예매시
- 모든 종류의 패스 20% 할인

* PIPFF PASS 온라인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할인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미지참 시

인터파크를 통해 예매 가능

On-line

현장 예매

평창올림픽스타디움 매표소에서 구매 가능

On-site

취소

취소기간

10:30 ~ 20:00

취소방법

인터파크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따름
인터파크 로그인 후
취소 가능

현장

해당일 오후 6시 전까지
취소 가능

평창올림픽스타디움 현장
티켓부스에서 취소 가능

Silver(Over the age of 65), Guest of PyeongChang
Alpensia or RAMADA or Triangle Residence,
Group over 10 people
- Tickets are free for children under the ages of 2.

ticket.interpark.com (In Korean Only)
Aug 5th(Mon) ~ 19th(Mon) 17:00

Tickets can be purchased at the ticket booth of PyeongChang Olympic
Stadium.
Period

Aug 17th(Thu) ~ 19th(Mon)

Operating Hours

10:30~ 20:00

On-line

On-site

Period

Interpark�s cancellation
policy applies.

Cancellation is available before
6 pm of that day.

How to

ticket.interpark.com

At the information center of
PyeongChang Olympic Stadium

reservation fee. Reservation fee is non-refundable after the day.

* PASS권 사용 후 또는 공연 시작(18:00) 후에는 취소 및 환불이 절대 불가합니다.

* Once the PIPFF PASS is used or the event has started(18:00), PIPFF PASS is non-refundable and
cancellation is not possible.

* 취소 및 환불 시 구매내역을 인증할 수 있는 수단 혹은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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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30,000

certified document.
Residents of Gangwon-do, People with disabilities,

* When cancelling a ticket online within a day the reservation was made, you can refund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

3-day
PIPFF PASS

Cancellation

* 인터파크 예매 취소시 예매수수료는 예매 당일 밤 12시 이전까지만 환불되며, 예매 당일 이후 취소 시에는

PIPFF PASS
교환권 사용 안내

KRW
25,000

Period

2019년 8월 17일(토) ~ 8월 19일(월)

온라인

2-day
PIPFF PASS

Only be valid upon presentation of ID card or

exhibitions, and other events)

온라인 예매

운영 시간

KRW
15,000

* A PIPFF PASS can be used at the PyeongChang Olympic Stadium. (PIPFF theater, PIPFF Ground,

* 단체할인 문의: 070-4216-9758

운영 기간

1-day
PIPFF PASS

submitted. If you do not bring it, you have to pay the difference on-site.

* PIPFF PASS는 평창올림픽스타디움(PIPFF관 및 야외영화상영, 공연, 전시, 부대행사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 8월 5일(월) ~ 8월 18일(일) 오후 5시

Discount
- 20% Discount

* For PIPFF PASS at a discount on-line, certified document of the applicable discounts should be

현장에서 정가 대비 차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예매기간

Price

* For refunds and cancellations, receipts and purchase history should be submitted.

PIPFF PASS 1일권 1매로 현장 안내데스크에서 교환 가능

How to use

You can receive one PIPFF PASS a day at the on-site info desk.
* A PIPFF PASS that has been exchanged(used) can not be cancelled/refund.

* PIPFF PASS 교환권으로는 일반상영 티켓 1매로 교환이 불가합니다.

PASS Exchange
Ticket

* A PIPFF PASS cannot be exchanged for a ticket for a general screening.

Payment

On-line

Credit cards

On-site

Credit cards, Cash(KRW)

* 교환받은 PIPFF PASS는 취소/환불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현장 매표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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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운영수칙

Theater Regulations

정시상영

• 평창남북평화영화제는 정시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영 시작 이후 입장 시 5분 단위로 입장이 가능하며, 단편

묶음 상영의 경우 각 영화의 상영 종료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상영 시작 이후에는 지정 좌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영화 상영 중 좌석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반입 금지

• 쾌적한 영화 관람을 위해 음식물 및 주류 반입을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금지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불가합니다.

티켓소지

• 모든 상영관 입장은 티켓 소지자만 입장 가능합니다.
(CGV 강릉의 경우 모바일 티켓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 배지로 발권 받은 티켓은 본인만 관람 가능합니다.

연령에 따른 입장 제한

• 평창남북평화영화제는 관람 등급을 준수합니다.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관계없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상영작 관람이 불가합니다.
• 48개월 미만 아동은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입장이
제한됩니다.

PIPFF Ground 운영수칙

• PIPFF Festival은 공연, 영화 순으로 진행됩니다.
• 비지정석이며, 선착순 입장입니다.

Screening starts on time.
• PIPFF screenings start on time in principle.
(You can enter the theater every 5 minutes after the screening
stats. For short films bundle, you can enter the theater after
each film ends. We cannot guarantee your designated seat
after screening starts.)

• Please do not move or re-enter after screening as
started.

Please do not bring food into the theater.

CGV1

ST

CGV3

Screening Schedule Guide
Theater

평창올림픽스타디움

POS

PyeongChang Olympic Stadium

PIPFF 1관

P1

PIPFF 1

PIPFF 2관

P2

PIPFF 2

AC

Alpensia Cinema

CGV1

CGV Kangneung 1

CGV2

CGV Kangneung 2

CGV3

CGV Kangneung 3

CGV5

CGV Kangneung 5

ST

Shinyoung Theater

알펜시아시네마
CGV 강릉 1관

CGV 강릉 2관
CGV 강릉 3관

CGV 강릉 5관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Please present your ticket.
• Only those with tickets can enter all theaters.
(CGV Kangneung accepts mobile tickets, too.)

• Tickets issued with a badge can be only used by the
badge-holder.

Restriction by age
• The PIPFF abides by the film rating system.
• Under-aged (below 18) minors cannot watch a film without
being accompanied by a supervisor for �rated-⑱� films.
• Children under 48 months can be restricted from
entering, even if they are accompanied by a supervisor.

• PIPFF Festival starts at 18:40, starting with a
performance and then a film screening.
• PIPFF Ground has a picnic blanket area.
• Only PIPFF PASS or badge holders can enter.
• You cannot enter with a ticket-exchange voucher.

Tips to make your experience more pleasant.

• 주류 반입은 가능하나, 해당 쓰레기는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 Considering this is a picnic blanket area, please bring
something to lie down or sit on.

• The weather can be chilly, please bring extra clothes,
blankets and hotpacks.

• Minors under 18 cannot bring alcoholic beverages.
• Those of legal age can bring alcoholic beverages,
but please dispose your bottles at the designated
trashcans.
• Companion animals cannot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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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CGV5

• 돗자리존을 운영하므로 관람객께서는 돗자리,
야외방석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동물은 출입이 불가합니다.

P2

• Recording of photos or videos during the screening is
strictly prohibited.

• The seats are not designated; first-come, first-served.

• 만19세 미만은 주류 반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P1

Please do not take photos.

• 티켓교환권으로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 날씨가 다소 쌀쌀할 수 있으니, 관람객께서는 여벌의
옷이나 담요, 핫팩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OS

CGV2

PIPFF Groung Guidelines

관람객 Tip

상영관

• Do not bring food or alcholic beverages into the
theater for everyone�s convenience.

• PIPFF Ground는 돗자리존으로 운영합니다.

• PIPFF PASS 티켓 혹은 배지 소지자만 입장이 가능
합니다.

상영시간표 가이드

등급

Ⓖ
⑫
⑮
⑱

전체관람가

만 12세 이상 관람가
만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자막

언급된 영화를 제외한 모든 상영작에는 다음과 같이
자막이 제공됩니다.

Ratings

Ⓖ
⑫
⑮
⑱

General
Under 12 not admitted
Under 15 not admitted
Under 18 not admitted

Subtitle
All Screenings will provide the folllowing
subtitle.

영어 → 한글자막 제공

English Dialogue → Korean Subtitles Provided

기타 언어 → 한글자막, 영어자막 제공

Other languages → Korean & English Subtitles

한국어 → 영어자막 제공

* <봄날의 눈석이>(p.102)와 <쉬리>(p.124)는 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Korean Dialogue → English Subtitles Provided

* Thaw of Spring Day(p.102) and Swiri(p.124) do not provide
English subtitles.

GV

GV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평창남북평화영화제에서는

you can meet the creators of the film. PIPFF has

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탈로그 후면(p.154)에서 확인

Special Talks for the audience. Please refer to the

GV(Guest Visit)은 해당 상영작의 관계자와 관객이

관객과의 대화, 마스터클래스, 스페셜 토크를 진행합
하시기 바랍니다.

Guest Visit (Q&A Session) is a special event, where
proudly prepared informative GVs, Master Classes,
back page of your catalogue (p.154) for more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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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평
창

알펜시아
AC

1

18:30 - 20:00 EVENT

Thaw of Spring Day
⑮ 104min 102p

Over There
Ⓖ 44min 142p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⑮ 106min 107p

A Glorious
Delegation to
Pyongyang
⑮ 90min 106p

봄날의 눈석이

P2

CGV1

산너머 마을

CGV5

신영
ST

영광의 평양사절단

18:00 - 19:58
PERFORMANCE

씨네라이브: 손에 손잡고
CineLive: Hand in
Hand
⑫ 118min 136p
11:00 - 12:08

13:00 - 14:56

15:30 - 16:42

Spectrum
International Shorts
⑮ 68min 91p

Complicity
⑮ 116min 82p

POV International
Shorts
⑫ 72min 117p

스펙트럼 해외단편

바람나무는 거문고처럼

13:00 - 14:30

프로그레스 공장의 추억 마이클 페일린,
Progress in the Vally 북한에 가다

평
창
20:20 - 21:28

라나와 보낸 여름

Summer with Rana
Ⓖ 68min 113p

16:00 - 17:17 GV

18:30 - 19:52 GV

Anchor
⑮ 78min 48p

PIPFF Choice
Shorts 1
⑮ 83min 50p

PIPFF Choice
Shorts 3
⑮ 77min 56p

PIPFF Choice
Shorts 5
⑮ 82min 63p

한국경쟁 단편 3

강
릉

11:00 - 12:14 GV

13:30 - 14:49 GV

16:00 - 17:29 GV

18:30 - 20:38 GV

22:00 - 23:47

East Asia AntiJapan Armed Front
⑮ 74min 89p

The Children Gone
to Poland
Ⓖ 79min 139p

Birds
Ⓖ 89min 45p

Lillian
⑱ 128min 73p

A Family Tour
Ⓖ 107min 83p

새

릴리안

11:00 - 12:35

13:30 - 15:12 GV

16:30 - 18:12 GV

19:30 - 21:04 GV

The Crossing
⑫ 95min 80p

Escape from Raqqa
⑮ 102min 70p

A Colony
⑮ 102min 77p

Styx
⑫ 94min 116p

더 크로싱

이스케이프 라카

콜로니

스틱스

가족여행

23:00 - 24:30

Joint Security Area
⑮ 110min 125p

Let Us Meet Now
⑫ 85min 138p

Empress Chung
Ⓖ 94min 103p

Welcome to
Dongmakgol
⑫ 133min 126p

Chris the Swiss
⑮ 90min 71p

공동경비구역 J.S.A

우리 지금 만나

왕후 심청

웰컴 투 동막골

Swing Kids
⑫ 133min 140p

11:00 - 12:30

13:30 - 15:18

16:00 - 17:28

Army
⑫ 90min 90p

Screwdriver
⑫ 108min 87p

A War of Memories
⑫ 88min 88p

군대

CGV1

CGV2

CGV3

사무니 로드

Samouni Road
⑱ 129min 76p

스크루드라이버

14:00 - 15:30

마이클 페일린,
북한에 가다

Michael Palin in
North Korea
⑫ 90min 104p

기억의 전쟁

16:30 - 17:38

라나와 보낸 여름

Summer with Rana
Ⓖ 68min 113p

11:00 - 12:14 GV

13:30 - 14:44 GV

16:00 - 17:22 GV

18:30 - 20:06

PIPFF Choice
Shorts 4
⑮ 74min 59p

PIPFF Choice
Shorts 2
⑮ 74min 53p

After Hours
⑫ 82min 49p

Matangi/ Maya/
M.I.A.
⑫ 96min 115p

한국경쟁 단편 4

한국경쟁 단편 2

사회생활

마탕기/ 마야/ M.I.A.

11:00 - 12:36

13:30 - 15:00 GV

16:00 - 18:03

19:30 - 21:06

Dolce Fine Giornata
⑫ 96min 79p

Little Germans
⑫ 90min 74p

Swiri
⑮ 123min 124p

Meet in Pyongyang
⑫ 96min 108p

하루의 달콤한 끝

나치의 아이들

쉬리

평양에서의 약속

11:00 - 12:47

13:30 - 15:47

17:00 - 18:40

20:00 - 21:37

A Family Tour
Ⓖ 107min 83p

The Spy Gone North
⑫ 137min 128p

Crossing Beyond
Ⓖ 100min 141p

Tel Aviv on Fire
⑫ 97min 85p

가족여행

공작

크로싱 비욘드

포화 속의 텔아비브

13:00 - 15:38 EVENT

17:00 - 18:34 GV

20:00 - 21:56

11:00 - 13:11

13:30 - 15:41

16:30 - 18:25 GV

19:30 - 20:48 GV

Cold War
⑮ 88min 137p

The Last Witness
⑮ 158min 129p

Empress Chung
Ⓖ 94min 103p

Secret Reunion
⑮ 116min 127p

Watergate 1
Ⓖ 131min 72p

Watergate 2
Ⓖ 131min 72p

Slam
⑫ 115min 78p

The Apollo of Gaza
Ⓖ 78min 84p

최후의 증인

왕후 심청

의형제

11:00 - 12:32

13:30 - 15:20 GV

16:30 - 18:06

19:00 - 20:18

What Have We Done
to Deserve This?
Ⓖ 92min 81p

Korea, A Hundred
Years of War
⑫ 110min 105p

Dolce Fine Giornata
⑫ 96min 79p

The Rest
⑮ 78min 112p

무슬림이 되고 싶다고?

한반도, 백 년의 전쟁

하루의 달콤한 끝

남겨진 사람들

크리스 더 스위스

스윙키즈

11:00 - 12:28

콜드 워

5

19:30 - 21:43 GV

POS

P2

한국경쟁 단편 5

4

16:30 - 18:04 GV

스타디움

PIPFF 2

Chris the Swiss
⑮ 90min 71p

3

14:00 - 15:25 GV

11:00 - 13:09

크리스 더 스위스

2

11:00 - 12:50

20:00 - 22:13

15:00 - 16:30

13:30 - 14:53 GV

폴란드로 간 아이들

AC

P1

11:00 - 12:18 GV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알펜시아

PIPFF 1

Michael Palin in
North Korea
⑫ 90min 104p

한국경쟁 단편 1

1

POV 해외단편

of the People Who
Don't Know
⑫ 67min 75p

앵커

5

GangNeung

GangNeung

CGV2

CG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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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데어

8. 18 (Sun)

PyeongChang

PyeongChang

PIPFF 2

4

15:30 - 17:16 GV

11:00 - 12:07

릉

3

13:30 - 14:14 GV

POS

P1

강

2

11:00 - 12:44

스타디움

PIPFF 1

8. 17 (Sat)

Screening Schedule

CGV5

신영
ST

워터게이트 1

워터게이트 2

슬램, 분노의 리듬

가자의 아폴론

11:00 - 12:52

13:30 - 15:29 GV

16:30 - 17:59 GV

19:00 - 20:50 EVENT

A Girl from
Mogadishu
⑮ 112min 114p

Spectrum
Korean Shorts
⑫ 119min 96p

Gangwon Local
Cinema Shorts
⑫ 89min 149p

Bori
Ⓖ 110min 148p

모가디슈에서 온 소녀

스펙트럼 국내단편

강원도의 힘 단편

나는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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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평

AC

4

PyeongChang

P2

CGV1

GangNeung

CGV2

CGV3

CGV5

신영
ST

5

15:30 - 17:25

18:30 - 20:05

21:00 - 22:52

Army
⑫ 90min 90p

Complicity
⑮ 116min 82p

Slam
⑫ 115min 78p

The Crossing
⑫ 95min 80p

A Girl from
Mogadishu
⑮ 112min 114p

군대

바람나무는 거문고처럼

슬램, 분노의 리듬

더 크로싱

무슬림이 되고 싶다고?

What Have We Done
to Deserve This?
Ⓖ 92min 81p

POS

PIPFF 2

30

3

13:00 - 14:56

스타디움

P1

릉

2

11:00 - 12:30

20:00 - 21:32

PIPFF 1

강

1

11:00 - 12:18

13:30 - 15:10

16:00 - 17:48

The Apollo of Gaza
Ⓖ 78min 84p

Dear Son
⑫ 100min 86p

Screwdriver
⑫ 108min 87p

가자의 아폴론

디어 썬

13:00 - 15:09

16:00 - 17:08

POV International
Shorts
⑫ 72min 117p

Samouni Road
⑱ 129min 76p

Spectrum
International Shorts
⑮ 68min 95p

사무니 로드

13:30 - 14:44 GV

16:00 - 17:18 GV

18:30 - 19:48

PIPFF Choice
Shorts 3
⑮ 77min 56p

PIPFF Choice
Shorts 4
⑮ 74min 59p

Anchor
⑮ 78min 48p

The Rest
⑮ 78min 112p

한국경쟁 단편 4

앵커

남겨진 사람들

11:00 - 12:30

13:30 - 14:44

16:00 - 18:08

19:30 - 21:29

Little Germans
⑫ 90min 74p

East Asia Anti-Japan
Armed Front
⑮ 74min 89p

Lillian
⑱ 128min 73p

Spectrum
Korean Shorts
⑫ 119min 96p

나치의 아이들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릴리안

스펙트럼 국내단편

11:00 - 12:37

13:30 - 15:12

16:30 - 18:04

19:30 - 21:12

Tel Aviv on Fire
⑫ 97min 85p

Escape from Raqqa
⑮ 102min 70p

Styx
⑫ 94min 116p

A Colony
⑮ 102min 77p

포화 속의 텔아비브

이스케이프 라카

스틱스

콜로니

11:00 - 12:23 GV

13:30 - 14:52 GV

16:30 - 17:52 GV

19:00 - 20:14 GV

PIPFF Choice
Shorts 1
⑮ 83min 50p

PIPFF Choice
Shorts 5
⑮ 82min 63p

After Hours
⑫ 82min 49p

PIPFF Choice
Shorts 2
⑮ 74min 53p

한국경쟁 단편 1

한국경쟁 단편 5

사회생활

한국경쟁 단편 2

11:00 - 12:50

14:00 - 15:07

16:00 - 17:28

18:30 - 20:00

Korea, A Hundred
Years of War
⑫ 110min 105p

Progress in the Vally
of the People Who
Don't Know
⑫ 67min 75p

A War of Memories
⑫ 88min 88p

A Glorious
Delegation to
Pyongyang
⑮ 90min 106p

한반도, 백 년의 전쟁

평
창

알펜시아

3

4

16:30 - 18:06

19:00 - 20:40

Watergate 1
Ⓖ 131min 72p

Watergate 2
Ⓖ 131min 72p

Matangi/ Maya/ M.I.A.
⑫ 96min 115p

Dear Son
⑫ 100min 86p

워터게이트 1

AC

2
13:30 - 15:41

워터게이트 2

마탕기/ 마야/ M.I.A.

디어 썬

스펙트럼 해외단편

11:00 - 12:17 GV

한국경쟁 단편 3

모가디슈에서 온 소녀

1
11:00 - 13:11

스크루드라이버

11:00 - 12:12

POV 해외단편

8. 20 (Tue)

PyeongChang

창

알펜시아

8. 19 (Mon)

Screening Schedule

프로그레스 공장의 추억 기억의 전쟁

영광의 평양사절단

개막식
일시
장소

개막작

Opening Ceremony

2019년 8월 16일(금) 18시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새>

개막공연 하림, 이향, 양길호
사회자

조진웅, 최희서

Date

Aug 16th(Fri) 18:00

Venue PyeongChang Olympic Stadium
Opening Film

Birds

Opening Performance Hareem, LEE Hyang, YANG Gil-ho
Host

JO Jing-Woong, CHOI Hee-seo

31

페스티벌 맵

평창 PyeongChang

Festival Map
야외마당 PIPFF Ground

강릉 GangNeung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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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운영안내
운영기간

8월 16일(금) ~ 8월 20일(화)
각 노선 별 배차시간 및 소요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영관 및 행사장 이동 시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노선의 운행 기간과 시간을 확인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만차 시, 예정보다 일찍 출발할 수 있습니다.
CGV 강릉에서는 하차만 가능합니다.

8월 20일(화)에는 평창/강릉 순환노선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정류소 위치

진부역(KTX)

평창올림픽스타디움
평창알펜시아리조트

라마다 호텔&스위트 강원 평창
강릉역(KTX)

개막 노선
(출발기준)

순환 노선
(출발기준)

8월 17일(토) ~ 8월 19일(월)
◎ 평창/강릉 순환

평창알펜시아리조트 ▶ 평창올림픽스타디움 ▶ CGV 강릉 ▶ 강릉역(KTX)
17일(토) ~ 18일(일)

9:30 / 11:30 / 14:30 / 16:30 / 19:30

19일(월)

11:30/ 16:30

강릉역(KTX) ▶ 평창올림픽스타디움 ▶ CGV 강릉 ▶평창알펜시아리조트
진부역 버스 정류소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주차장 옆

알펜시아 리조트 알펜시아시네마 앞

라마다 호텔&스위트 강원 평창 버스주차장 옆
강릉역(KTX) 2번 출구 앞

17일(토) ~ 18일(일)

9:30 / 11:30 / 14:30 / 16:30 / 19:30

19일(월)

11:30/ 16:30

평창올림픽스타디움 ▶ 강릉역(KTX)
17일(토)

21:30 / 23:00

18일(일) ~ 19일(월)

21:30

◎ 평창 순환

라마다 호텔&스위트 강원 평창 ▶ 평창올림픽스타디움 ▶ 평창알펜시아리조트 (▶ 진부역)

8월 16일(금) <개막식>

진부역(KTX) ▶ 평창알펜시아리조트 ▶ 평창올림픽스타디움 ▶ 라마다 호텔&스위트 강원 평창
16일(금)

15:00 / 17:00 / 18:00

평창알펜시아리조트 ▶ 평창올림픽스타디움 ▶ 라마다 호텔&스위트 강원 평창
16일(금)

16:00 / 16:30 / 17:00 / 17:30

라마다 호텔&스위트 강원 평창 ▶ 평창올림픽스타디움 ▶ 평창알펜시아리조트
16일(금)

16:00 / 16:30 / 17:00 / 17:30

평창올림픽스타디움 ▶ 라마다 호텔&스위트 강원 평창
16일(금)

21:50

라마다 호텔&스위트 강원 평창 ▶ 평창알펜시아리조트
16일(금)

23:00

17일(토) ~ 19일(월)

10:00 / 12:30 / 15:00 / 17:00 / 18:00 / 20:30

* 12:30, 18:00 출발 회차만 진부역에 들립니다.

평창알펜시아리조트 ▶ 평창올림픽스타디움 ▶ 라마다 호텔&스위트 강원 평창
17일(토) ~ 19일(월)

10:30 / 12:30 / 15:30 / 17:30 / 19:30 / 21:00

8월 20일(화)
◎ 평창 순환

라마다 호텔&스위트 강원 평창 ▶ 평창올림픽스타디움 ▶ 평창알펜시아리조트 (▶ 진부역)
20일(화)

13:00 / 14:00 / 16:00 / 21:00

* 14:00, 21:00 출발 회차만 진부역에 들립니다.

평창올림픽스타디움 ▶ 진부역(KTX)
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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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le Bus
Period

Aug 16th(Fri) ~ 20th(Tue)

Ring Route

The shuttle routes, schedule and time can change/be delayed due to traffic conditions.

(Based on
departure spot)

Please plan ahead of time when taking the shuttle to the theater or event halls, because of traffic delays.
Please check the shuttle schedule and time before getting on the shuttle.
When the shuttle is full, it can leave earlier than scheduled.
You can only get off at CGV Kangneung.
The circular line for PyeongChang/Kangneung is not in order on August 20th(Tue).

Bus Stop

Route of
Opening
Day
(Based on
departure spot)

◎ PyeongChang – GangNeung

PyeongChang Alpensia ▶ PyeongChang Olympic Stadium ▶ CGV Kangneung ▶
Gangneung Station(KTX)
17th(Sat) ~ 18th(Sun)

9:30 / 11:30 / 14:30 / 16:30 / 19:30

19th(Mon)

11:30/ 16:30

Gangneung(KTX) ▶ PyeongChang Olympic Stadium ▶ CGV Kangneung ▶
PyeongChang Olympic Stadium
Jinbu Station(KTX)

Dong Seoul Terminal

PyeongChang Olympic Stadium

Parking lot in Olympic Stardium

PyeongChang Alpensia

In front of Alpensia Cinema

RAMADA Hotel & Suites Gangwon PyeongChang

Next to the bus garage of the hotel

Gangneung Station(KTX)

In front of Gangneung Station exit 2

Jinbu Station(KTX) ▶ PyeongChang Alpensia ▶ PyeongChang Olympic Stadium ▶
RAMADA Hotel & Suites Gangwon PyeongChang
16th(Fri)

15:00 / 17:00 / 18:00

PyeongChang Alpensia ▶ PyeongChang Olympic Stadium ▶ RAMADA Hotel & Suites
Gangwon PyeongChang
16:00 / 16:30 / 17:00 / 17:30

RAMADA Hotel & Suites Gangwon PyeongChang ▶ PyeongChang Olympic Stadium
▶ PyeongChang Alpensia
16th(Fri)

16:00 / 16:30 / 17:00 / 17:30

PyeongChang Olympic Stadium ▶ RAMADA Hotel & Suites Gangwon PyeongChang
16th(Fri)

21:50

RAMADA Hotel & Suites Gangwon PyeongChang ▶ PyeongChang Alpensia
16th(Fri)

23:00

PyeongChang Olympic Stadium ▶ Jinbu Station(KTX)
16th(Fri)

17th(Sat) ~ 18th(Sun)

9:30 / 11:30 / 14:30 / 16:30 / 19:30

19th(Mon)

11:30/ 16:30

PyeongChang Olympic Stadium ▶ Gangneung Station(KTX)
17th(Sat)

21:30 / 23:00

18th(Sun) ~ 19th(Mon)

21:30

◎ Ring Route in Pyeongchang

Aug 16th(Fri)

16th(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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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7th(Sat) ~ Aug 19th(Mon)

RAMADA Hotel & Suites Gangwon PyeongChang ▶ PyeongChang Olympic Stadium
▶ PyeongChang Alpensia (▶ Jinbu Station(KTX))
17th(Sat) ~ 19th(Mon)

10:00 / 12:30 / 15:00 / 17:00 / 18:00 / 20:30

* Only the buses depart at 12:30 and 18:00 stop by at Jinbu station.

PyeongChang Alpensia ▶ PyeongChang Olympic Stadium ▶ RAMADA Hotel & Suites
Gangwon PyeongChang
17th(Sat) ~ 19th(Mon)

10:30 / 12:30 / 15:30 / 17:30 / 19:30 / 21:00

Aug 20th(Tue)

◎ Ring Route in Pyeongchang

RAMADA Hotel & Suites Gangwon PyeongChang ▶ PyeongChang Olympic Stadium
▶ PyeongChang Alpensia (▶ Jinbu Station(KTX))
20th(Tue)

13:00 / 14:00 / 16:00 / 21:00

* Only the buses depart at 14:00 and 21:00 stop by at Jinbu station.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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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별 운영일정
올림픽 프라자

공간

개성공단전 – 개성공단 사람들
/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 –
경계선의 목소리들

운영날짜

운영시간

8.17(토) ~ 8.19(월)

11:00 ~ 19:00

8.20(화)

11:00 ~ 16:00

CGV 강릉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200(횡계리 344-116) 평창올림픽스타디움
• 외부 운동장 무료주차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야외마당

공간

인포메이션 · 티켓부스 · 굿즈샵

운영날짜

운영시간

8.17(토) ~ 8.19(월)

10:30 ~ 20:00

PIPFF 1 · 2관

8.17(토) ~ 8.19(월)

10:30 ~ 16:30

8.17(토)

18:00 ~ 20:00

8.18(일)

18:50 ~ 19:50

8.19(월)

18:50 ~ 19:30

8.17(토) ~ 8.19(월)

14:00 ~ 17:00

8.17(토) ~ 8.18(일)

12:00 ~ 18:00

8.17(토) ~ 8.19(월)

11:00 ~ 19:00

8.20(화)

11:00 ~ 16:00

8.17(토) ~ 8.19(월)

11:00 ~ 19:00

8.20(화)

11:00 ~ 16:00

PIPFF Festival

강숙과 캘리 그리고 평화
중앙대 �너나들이�

남북합작 장편 애니메이션
<왕후 심청> 전시
KT AR 플레이 존

공간

운영날짜

운영시간

인포메이션 · 굿즈샵 ｜ 6층

8.17(토) ~ 8.19(월)

10:30 ~ 20:00

티켓부스 ｜ 6층

8.17(토)

10:30 ~ 22:00

8.18(일)

10:30 ~ 20:00

8.19(월)

10:30 ~ 19:30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20(옥천동 189) 씨네몰 6층.

알펜시아시네마

• 매표소에서 당일 영화 티켓 제시 시, 3시간 무료 주차권 수령 (출차 시 수령한 주차권 제시). 해당
시간 이후 기본 30분 당 1,000원 부과
공간

인포메이션 · 굿즈샵 ｜ 1층
티켓부스 ｜ 1층

운영날짜

운영시간

8.17(토) ~ 8.20(화)

10:30 ~ 20:00

8.17(토)

10:30 ~ 18:30

8.18(일)

10:30 ~ 23:00

8.19(월)

10:30 ~ 21:00

8.20(화)

10:30 ~ 19:00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325(용산리 200-3)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1층.
• 알펜시아 시네마 외부 주차장 무료주차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공간

운영날짜

운영시간

인포메이션 · 굿즈샵 ｜ 4층

8.17(토) ~ 8.19(월)

10:30 ~ 20:00

티켓부스

8.17(토)

10:30 ~ 19:00

8.18(일)

10:30 ~ 19:00

8.19(월)

10:30 ~ 18:30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00(임당동 119-3) 신영빌딩2 4층
• 인근 공영주차장 유료 이용

올림픽메달플라자

공간

인포메이션

운영날짜

운영시간

8.17(토) ~ 8.19(월)

10:30 ~ 20:00

강릉 월화거리

강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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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운영날짜

운영시간

8.17(토) ~ 8.19(월)

12:00 ~ 19:00

버스킹 존

8.18(일) ~ 8.19(월)

18:00 ~ 20:00

공간

운영날짜

운영시간

8.17(토)

11:00 ~ 14:00

인포메이션

버스킹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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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Schedule
Olympic Plaza

Venue
People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 End of the world and Missed
calls – Voices from border

Period

Opening Hours

8.17(Sat) ~ 8.19(Mon)

11:00 ~ 19:00

8.20(Tue)

11:00 ~ 16:00

CGV
Kangneung

TICKET ｜ 6F

• Adress: 200, Olympic-ro, Daegwall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Period

Opening Hours

8.17(Sat) ~ 8.19(Mon)

10:30 ~ 20:00

8.17(Sat)

10:30 ~ 22:00

8.18(Sun)

10:30 ~ 20:00

8.19(Mon)

10:30 ~ 19:30

• Adress: 6F, 2120, Gyeonggang-ro, Gangneung-si, Gangwon-do

• Parking: Next to PyeongChang Olympic Stadium, Free Parking.

PIPFF Ground

Venue

Information · Goods Shop ｜ 6F

• Parking: You can get a parking ticket(3 hours) at the box office when tickets
are presented for the same day (provide parking tickets received at departure).
KRW 1,000 per 30 minutes after that time.

Alpensia
Cinema

Venue

Period

Opening Hours

Information·Goods Shop·TICKET

8.17(Sat) ~ 8.19(Mon)

10:30 ~ 20:00

PIPFF 1·2

8.17(Sat) ~ 8.19(Mon)

10:30 ~ 16:30

8.17(Sat)

18:00 ~ 20:00

8.18(Sun)

18:50 ~ 19:50

8.19(Mon)

18:50 ~ 19:30

• Adress: 1F, 325, Solbong-ro, Daegwall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KANG Sook, Calligraphy and Peace

8.17(Sat) ~ 8.19(Mon)

14:00 ~ 17:00

• Parking: Next to Alpensia Cinema, Free Parking.

44A ZONE

8.17(Sat) ~ 8.18(Sun)

12:00 ~ 18:00

8.17(Sat) ~ 8.19(Mon)

11:00 ~ 19:00

8.20(Tue)

11:00 ~ 16:00

8.17(Sat) ~ 8.19(Mon)

11:00 ~ 19:00

PIPFF Festival

All About Empress Chung

AR Play Zone

8.20(Tue)

Venue

Information · Goods Shop ｜ 1F
TICKET ｜ 1F

Shinyoung
Theater

Venue

Information · Goods Shop ｜ 4F
TICKET ｜ 4F

11:00 ~ 16:00

Period

Opening Hours

8.17(Sat) ~ 8.20(Tue)

10:30 ~ 20:00

8.17(Sat)

10:30 ~ 18:30

8.18(Sun)

10:30 ~ 23:00

8.19(Mon)

10:30 ~ 21:00

8.20(Tue)

10:30 ~ 19:00

Period

Opening Hours

8.17(Sat) ~ 8.19(Mon)

10:30 ~ 20:00

8.17(Sat)

10:30 ~ 19:00

8.18(Sun)

10:30 ~ 19:00

8.19(Mon)

10:30 ~ 18:30

• Adress: 4F, 2100, Gyeonggang-ro, Gangneung-si, Gangwon-do
• Parking: Pay-per-use of nearby public parking lots.

Medal Plaza

Venue

Period

Opening Hours

Information

8.17(Sat) ~ 8.19(Mon)

10:30 ~ 20:00

Gangneung
Wolhwa Street

Gangneung
Station

40

Venue

Period

Opening Hours

Information

8.17(Sat) ~ 8.19(Mon)

12:00 ~ 19:00

Busking Zone

8.17(Sat) ~ 8.19(Mon)

18:00 ~ 20:00

Venue

Period

Opening Hours

Busking Zone

8.17(Sat)

11: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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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상 / 심사위원 소개
어워드
Awards

Award / Jury

한국경쟁 �PIPFF Choice� Award
심사위원대상 Grand Jury Prize (1 ﬁlm)

한국경쟁에 상영된 작품 중 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와 가장 부합
하는 뛰어난 작품 1편을 선정해 한화 1,0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10,000,000 KRW Cash Prize & Trophy
심사위원상 Jury Prize (2 ﬁlms)

한국경쟁에 상영된 작품 중 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와 부합하는
작품 2편을 선정해 각각 한화 5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5,000,000 KRW Cash Prize & Trophy

심사위원
Jury

변영주 BYUN Young-joo

<낮은 목소리>(1995), <낮은 목소리 2>(1997), <숨결>(1999)까지 낮은 목소리
3부작을 완성했다. 이후 장편 극영화인 <밀애>(2002), <발레 교습소>(2004),
<화차>(2012)를 연출했다.
Byun went on to finish the trilogy by making The Murmuring(1995), The
Habitual Sadness 2(1997) and My Own Breathing(1999). In 2002, Byun made
her first feature film Ardor. Then Byun directed Flying Boys(2004) and
Helpless(2012).

김중기 KIM Joongki

대학 시절, 통일운동의 주요 인물 중 하나였다.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연기를
시작해 임창재, 이지상 감독 등과 작업했다. 이후 영화와 연극과 TV 드라마 등을
아우르며 다양한 역할을 선보이며 활동 중이다.
During his college years, Kim Jungki was one of the leading figures of the
unification movement. Kim started his acting career in the mid-1990s and has
worked with different directors, including Im Chang-jae and Lee Jisang. Since
then, Kim has played various roles in the fields of film, theater, and TV dramas.

안스가 포크트 Ansgar VOGT

안스가 포크트는 독일의 훔볼트 대학교, 영국의 골드스미스 대학교 그리고 뉴욕
대학교 티쉬예술대학에서 공부했다. 2004년부터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프로
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Ansgar Vogt studied at Humboldt University Berlin, Goldsmiths College,
University of London and New York University/Tisch School of the Arts,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Performance Studies. Since 2004 he has
worked as a programmer at Berlinale Forum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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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The film was completed in 1992 with the Japanese investment
of KRW 100 million and the participation of North Korean
staffs and actors and was screened in the Best of Asian Film
at the 5th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t was based on
the novel Ddaurian Straling written by a North Korean writer
Lim Jongsang which was featured in the March edition of
Chosun Literature in 1990. Two ornithologists from North and
South Korea, who are actually father and son, release birds for
research and confirm each other’s whereabouts. Based on the
true story of Won Hong-gu and Won Pyong-oh, it was shot in
North Korea and Japan, showing beautiful, intact nature and

Director : RIM Changbum
Producer : RYU Dongnam,
		

PARK Chanjung

Screenplay : KIM Seryun
Cinematography : KWAK Chulsam
Editor : KIM Youngsil
Cast : YOO Wonjun, CHO Myungsun,
KANG Sanggeum, RI Yeongseong,
KIM Junsik, RYANG Yeonghui
Music : JUNG Ilyoung
Sound : CHOI Gwangmu
Production Design : RYEO Yeonggu

학 연출학과를 졸업했다. 극영화 데뷔작 <북은
내가 치겠소>(1977)로 호평받은 후, <내 아들>

(1983), <우리 처가집 문제>(1985), <봄날의 눈석

이>(1986), <푸른 주단 우에서>(2001) 등의 영화

들을 연출했다. 캐릭터 심리 묘사에 출중한 멜로
드라마 장르에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1988년 공훈예술가 칭호를 수여받았다.
RIM Changbum
Born in 1942, Muncheon-si, Gangwon-do.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production at Pyongyang University of
Dramatic, Cinematic Arts, he worked as a

humane approach.

DPRK / 1992 / 89min / Fiction / DCP / color / Korean Premiere / Ⓖ

문화회관 지도원으로 일했으며 평양연극영화대

though it is a propaganda film, it doesn’t look too political.
the film depicts the issues of division and separation in a

POS

1942년 강원도 출생. 원산방직공장 노동자이자

rare birds such as black-faced spoonbills in North Korea. Even
Focusing on the mournful reunion which signifies two Koreas,

새 Birds

림창범

director at the Korean Art Film Studio. He
was awarded the Order of Merit Artist in
1988. Birds is the first collaboration with
Japan.

8.16 18:00 개막식

CGV2 8.17 16:00 GV

1992년 작 <새>는 일본이 제작비 1억 원을 투자하고 북한의 스태프와
배우들이 참여해 만든 작품이다. 5회 동경국제영화제 �아시아 수작 영
화주간�에 상영된 이 작품은 북한의 작가 림종상이 1990년 『조선문학』
3월호에 발표한 소설 『쇠찌르러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다. 분단 이후

남과 북에서 각각 조류학자로 활동하던 부자가 조류 연구를 위해 날려
보낸 새로 인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류학자 원홍구, 원병오 박사 부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북한과 일본 올

로케이션으로 이루어져, 아직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북한의 아름
다운 자연환경과 저어새 등 희귀 조류의 모습 등 볼거리가 풍부한 아

름다운 작품이기도 하다. 체제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영화로 분류

되면서도 드물게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고 있는 영화인 <새>는 갈라진
남과 북을 상징하는 두 부자의 애절한 상봉 스토리를 중심으로 분단과
이산에 대한 휴머니즘적인 접근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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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

PIPFF Choice

�한국경쟁�에 출품된 총 580여편의 영화들 중 선택

이러한 영화들은 대부분 갑을 관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한 작품들이다. 테마가 있는 영

숨막히는 공기를 잘 포착한 작품이다. <오디션>은

were carefully selected to represent this year’s

A popular theme in many f ilms is shedding

theme, “Peace,” with a wide colorful spectrum.

light on the flawed labor system, especially

대>는 한국 사회의 직장이 지닌 냉정한 메커니즘을

Some worried setting a theme for a film festival

focusing on the systemic discrimination that

might hinder creative f reedom, but looking

runs deep down in our society. Feature film,

at the results, it was obvious these worries

After Hours, recreates the stifling atmosphere

were groundless. The submitted films showed

at the office. Audition uses comedy to explain

how much thought was put into question this

how it’s gett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get

아이들과 10대들의 힘든 삶을 다룬 영화들도 하나의

year’s theme and portray unique narratives.

opportunities. The Shift is about the death of

흐름을 형성했다. 장편인 <앵커>는 세상의 모든

Some went against the grain of what we think

humanity and sympathy at the workplace. My

고통을 모두 짊어 진 듯한 소녀 가장을 보여준다.

of genres, experimented with aesthetics, and

Sister Is Dead is a confusing fantasy focusing

<고백>의 10대들은 거짓말 속에서 갈등에 휩싸인다.

broke stereotypes. Though serious, they knew

on the bildungsroman of young people in their

not take themselves too seriously.

twenties.

To categorize the official selections for PIPFF

The brutal struggle of teens seemed to be a

Choice according to topic, many touched the

common theme that inspired many directors.
Anchor shows the crushing weight of

된 19편(장편 2편, 단편 17편)은, �평화�라는 테마를
화제인 만큼 출품작의 성격이 한정될지도 모른다는

기우를 딛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상상력으로 테마를
확장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주제 의식

이나 서사를 어떤 방식과 스타일로 전할지 많은 고민

을 한 작품들이었다. 이 과정에서 장르적 파격, 미학
적 실험, 고정관념에 대한 저항 등을 목격할 수 있었
고 진지하면서도 마냥 무겁진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
고 있었다.

다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보

시스템을 지적한다. 장편인 <사회생활>은 사무실의
거대한 진입 장벽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냈으며 <3교

응시한다. 그리고 <언니가 죽었다>는 스무 살 청춘이
겪는 혼란스러운 판타지를 그린 영화이다.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에선 친구의 죽음을

Amongst an extensive number of 580

couple juggling work and children.

submissions, only 19 (2 features, 17 shorts)

면, 일단 분단 상황에 대한 작품들이 있었다. 통일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추모하는 아이들이 등장한다.

북의 대치 상황을 해프닝 중심으로 풀어나갔다. 탈북

뮤지컬의 환상 속에서 노래를 한다. 이외에도 철거

topic about the divided state of the two Koreas.
AC in Panmunjeom, sponsored by the Ministry

responsibility of a girl providing for her family.

세상 속에서 늙어가는 반려견의 이야기인 애니메이

of Unif ication, is an unexpected comedy

Confession, a teen drama full of suspense as

though tension runs high in the divided state.

an intricate web of lies seemed to get more

Some worthy recognitions include Eunseo,

tangled. Not Too Heavy, Not Too Light captures

the story of a North Korean defector, who has

how a group of young people commemorate

fully settled in South Korea, facing unexpected

the tragic death of their f riend in their own

family conflict. Proxy Exam follows the daily

way. The Stars Whisper is a musical—a girl

struggles of a 2nd generation defector in her

with disabilities is truly free in the dimension

teens.

of music and fantasy. Night of Collapse is a

지원작인 <판문점 에어컨>은 코미디 장르 안에서 남

민에 대한 이야기도 전형성을 벗어나는 미덕을 보여
주었는데 <은서>는 남한 사회에 완전히 적응한 탈북
민이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가족 내 갈등을 보여주

었고 <대리시험>은 탈북 2세 무국적자인 10대 소녀
의 일상적 갈등을 디테일로 보여주었다.

최근 이슈가 되는 젠더 부분도 흥미로웠고 때론 크로
스오버 현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큐멘터리 <핑크

페미>는 엄마와 딸의 관계를 통해 페미니스트의 세

그리고 <별들은 속삭인다>에서 장애를 지닌 소녀는

현장에 대한 생생한 기록인 <편안한 밤>, 변해가는
션 <늙은개>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그래피티 아티스트에 대한 다큐멘터리 <경계 없는
벽> 등 19편이 라인업을 채우고 있다.

detailed record of a demolition of buildings. An
The cross-over of genres seemed to reflect

Old Dog is a touching animation that shows a

the recent hot potato of gender issues in

dog growing older in a constantly-changing

Korea. The documentary, Pink Femi, shows the

world. Borderless Walls is a documentary about

evolution of feminism throughout generations,

the journey of Korean graffiti artists in the US.

여성의 선택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젖꼭지>는 어느

focusing on a mother-daughter relationship.

19 f ilms have been proudly selected for this

Hairy is a light comical coming-to-age story

section’s line-up.

스케치 했는데, 특히 노동 문제는 많은 작품에서 드러

about finding true sexual identity. Rising Star

대론을 보여준다. <털보>는 청소년 시기의 성적 정체

성을 밝은 톤으로 접근했고, <기대주>는 외모 중심적
사고를 통해 전개된다. 그리고 <다운>은 생명 윤리와
부부를 통해 육아와 노동 현실을 흥미로운 관점에서
난 테마다.

is critical about the rampant lookism in Korea.
Down focuses on the debate surrounding prolife vs. pro-choice. A Nipple is a fresh take on a

앵커 Anchor

Korea / 2018 / 78min / Fiction / DCP / color / ⑮

CGV1

8.17 11:00 GV

CGV1

8.19 16:00 GV

사회생활 After Hours

Korea / 2019 / 82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한주는 시골 고등학교 육상부 학생이다.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와 동생

본사에서 좌천되어 지사로 발령 난 혜원. 지사의 직원인 현제의 임무는 혜원을

론가 사라졌다. 게다가 한주의 가정을 돌봐 주던 목사는 돈을 노린 사기꾼이었다.

결국, 그녀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잠시 술렁였던 사무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을 한주가 돌본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다쳐서 응급실로 실려 가고, 동생마저 어디

다. <사회생활>은 �사무실�이라는 공간의 공기를 그대로 담아내려는 영화다. 명령

정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다. 여기서 영화는 한주가 세상을 버티

과 매뉴얼을 따르는 자는 생존하고 부적응자는 쫓겨나는 그 장소를 <사회생활>은

며 달려가는 길을 끈기 있게 따라가며 묻는다. 과연 한주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있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그 냉랭함은 불편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차가운

까? 주인공을 맡은 박수연의 연기는 주목할 만하다.

and she takes care of her grandfather and her younger sibling. One
day, her grandfather gets injured and is taken to the emergency room,
and her sibling is nowhere to be found. On top of that, the pastor that
looked after Hanju’s family turned out to be a conman. Hanju is in a deep

폭력에 대한 집요한 응시. 이 영화가 지닌 중요한 미덕이다.
최정민

단편 <도시화>(2009)로 서울세
계단편영화제에서 장려상을 받

Hyewon is demoted and dispatched to a branch office from the HQ.
A branch employee Hyeonje’s mission is to make her quit. Perfectly

았다. 2014년에 장편 <길>을 만

isolated, Hyewon is like an office ghost. She makes a radical decision at

<앵커>(2018)는 전주국제영화제

soon after. After Hours attempts to reflect the air of the office as a space.

들었고 이후 <프레스>(2016)와

unbearable trouble with no one to help her. Anchor is about a girl that

에 초청되었다.

lives in an unsympathetic world. The film persistently follows Hanju’s
journey where she runs and runs facing the world. Can she finish the
line? The acting by Park Soohyeon the main character deserves our
attention.

8.18 16:00 GV

CGV5 8.19 16:30 GV

퇴사시키는 것이다. 철저한 따돌림 속에 마치 사무실의 유령처럼 존재하는 혜원.

감당하기 힘든 곤경에 빠진 한주. 하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 <앵커>는 �동

Hanju is in high school track of a small town. Her parents are deceased

CGV1

last, and the office goes through a turmoil, but gets back to its routine

이시대

<업무시간> (2016), <오늘의

중력>(2017) 등 5편의 단편을

만들었고, <오늘의 중력>은 전주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다. <사회

생활>은 전주, 전북 지역 작품

It portrays this place where those who follow orders and manuals survive

공모를 통해 제작되었다.

CHOI Jeongmin

and the misfits are expelled—a frigid yet undeniable truth. A tenacious

LEE Seede

He started his career at

gaze into the cold-blooded violence. This is an important virtue of this

Born in 1984, Namwon-

FILMZ, a film production

film.

si, Jeollabuk-do. His main

company. His feature film,

work Today’s Gravity(2017)

Press(2016), was invited to

was screened at Jeonju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estival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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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페미 Pink Femi

Korea / 2018 / 22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⑫

한국경쟁 단편 1 PIPFF Choice Shorts 1
CGV1

8.17 13:30 GV

CGV5 8.19 11:00 GV

최근 한국 다큐멘터리의 흐름 중 하나는 현대사의 이슈를 가족사를 중심으로 바라

다운 Down

Korea / 2018 / 29min / Fiction / DCP / color / ⑮

<다운>은 묵직한 질문을 던지지만, 결코 섣불리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간다. <핑크페미>의 남아름 감독은 여성 인권 단체에서 일했던 어머니와 �나�의

관객들은 캐릭터를 따라가며 끊임없이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

선 애증의 대상. 그는 이 다큐를 통해 자신의 핑크빛 페미니스트 이력을 돌아보며

꾸밈도 없는 화면은 오롯이 경진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집중한다. 김재화는 복잡한

이야기를 담는다. 감독에게 페미니즘은 어릴 적엔 일상이자 삶이었고 성인이 되어

인가.� 여기서 영화는 괜한 도덕적 설교 대신 오로지 현실을 보여주며, 그 어떤

어머니 세대의 고민 의식을 이해한다.

Such documentaries create a unique contact point between individuals
and society. Nam Arum, the director of Pink Femi, tells the story of herself
and her mother, who used to work in a Women’s Rights organization.

CGV5 8.19 11:00 GV

이라는 걸 알게 된다. 경진은 아이를 낳아야 할지 중절 수술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최근 <버블 패밀리>(2017)까지, 이 다큐들은 개인과 사회의 독특한 접점을 만들어

incidents in moder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a family history.

8.17 13:30 GV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경진과 태원 부부. 양수 검사 결과, 아이가 다운증후군

보는 관점이다. <아버지의 이메일>(2012), <마이 플레이스>(2013) 등에서 시작해

One of the trends of the recent Korean documentaries is to look at the

CGV1

감정을 과장되지 않은 연기로 담담하게 표현한다.
남아름

다큐 <나를 위한 변명>(2017)은

Kyungjin and Taewon couple decided to have a baby at a later age.

인디다큐페스티벌에서 상영되었

As a result of the amniotic fluid test, they find out the child has Down

제에 초청받았다. 한국예술종합

an abortion. Down throws a heavy question to the audience but never

고, <핑크페미>는 서울독립영화
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에 재학

syndrome. Kyoungjin worries whether she should have the child or get

이우수
웹툰 「뱀파이어 어글리」와 「인애」

를 연재했다. <다운>은 영화진흥
위원회 제작지원작으로 부산국
제영화제에 초청받았고 서울독

립영화제에선 독립스타상(김재

중이다.

suggests the correct answer. Therefore, the audience has to follow the

has a love-and-hate relationship as an adult. Through this documentary,

NAM Arum

I do?” Here, the film shows only the reality instead of a pointless moral

LEE Woosoo

she looks back at her own pink feminist history, and comes to an

Born in 1995, Uiwang-

sermon. The simple scenes solely focus on revealing Kyoungjin’s inner

He studied business

For the director, feminism was a part of her childhood, with which she

understanding about the concerns of her mother’s generation.

si, Gyeonggi-do. She is
studying at School of Flim,
TV & Multimedia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 .

characters and constantly ask themselves. ”If it were me, what would

conflicts. Kim Jae-hwa expresses the complex emotions with her
composed and unexaggerated performance.

화)을 수상했다.

administration at Korea
University. He works as a
webtoon artist and as well
as a director. He made
webtoons including Va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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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한국경쟁 단편 1 PIPFF Choice Shorts 1

언니가 죽었다 My Sister Is Dead
Korea / 2018 / 32min / Fiction / DCP / color / ⑮

한국경쟁 단편 2 PIPFF Choice Shorts 2
CGV1

8.17 13:30 GV

CGV5 8.19 11:00 GV

판문점 에어컨 AC in Panmunjeom
Korea / 2018 / 24min / Fiction / DCP / color / ⑮

우주에겐 언제나 자신보다 잘났던 언니 우희가 있다. 대학생이 되어 서울로 간 언

판문점에 있는 T2, 즉 군사정전위원회 본 회의실. 이곳 에어컨이 고장 났다. 문제

들을 만난다. <언니가 죽었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좌절하는 젊은 세대를 그

고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혹은 평화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인가. 해프

니. 그런데 언니가 죽었다. 우주는 서울에서 언니의 흔적을 되짚으며 언니의 지인

다. 그러기에 �고장 난 에어컨�은 일종의 상징이며, 영화는 그것을 고치는 것이 얼마

런스는 영화의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낸다. 캐릭터들 사이의 케미스트리가 인상적

나 힘든지 보여준다. �평화 회담 결과와 달리 아직 위험�한 현실에 대한 비유의 영

인 작품. 전여빈의 매력이 돋보인다.

to Seoul. Then, one day, Woohee dies. Woojoo heads to Seoul looking
for any traces of Woohee and meets her friends. My Sister is Dead
depicts the younger generation who is struck by the wall of reality

화. T2에 바람이 부는 엔딩이 울림을 준다.
심민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
업했다. <뷰티 인사이드>(2015),

The air conditioner in T2 in Panmunjeom, the main conference room
for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s broken. The problem is the

<골든 슬럼버>(2018)의 연출부

outdoor heat exchanger. But the worst part is that it’s in the North. Will

에 이어 <언니가 죽었다>는 두

a peaceful solution? It may be perceived as a comical incident, but AC

였다. 단편 <해수탕 여인>(2014)

the repairman go to the North to fix it or will he give up? Or will he find

and frustrated. Nevertheless, with warm colors, humorous tones, and

번째 단편이다.

somewhat extravagant narration, the realistic reality is wrapped with soft

SIM Minhee

why the broken air conditioner is a symbolic representation, and the

fantasy tone. And this unbalance of themes and styles creates a unique

Majored in film at Korea

film demonstrates how hard it is to fix it. A metaphorical film about “the

feel of the film. The chemistry between the characters is impressive and

National University of Arts.

dangerous reality despite the outcome of the peace talks”. The ending

Actress Jeon Yeo-been’s charm stands out.

CGV5 8.19 19:00 GV

닝 코미디처럼 보이지만 <판문점 에어컨>은 �분단�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자각한

얼한 현실을 아련한 판타지의 톤으로 감싼다. 그리고 테마와 스타일의 이러한 언밸

better than her. When Woohee became a college student, she moved

8.18 13:30 GV

는 실외기. 더 문제는 그것이 북측에 있다는 것이다. 과연 에어컨 기사는 월북해서

린다. 그런데도 따스한 색감과 유머러스한 톤과 다소 엉뚱한 서사 전개를 통해, 리

Woojoo has an older sister Woohee who has always been smarter and

CGV1

She worked as a staff in The
Beauty Inside(2015), Golden

in Panmunjeom evokes the undeniable reality of separation. That is

이태훈

한국예술원 영화과 졸업. 단편
<BUBBLE>(2011), <물의 행방>

(2012) 등을 연출했으며, <판문점

에어컨>은 그의 최근작이다.
LEE Tae-hun

Born in 1987. He has directed
short films Bubble(2011),
Missing Water(2012).

with the wind on T2 still resonates.

Slumber(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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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서 Eunseo

CGV1

8.18 13:30 GV

CGV5 8.19 19:00 GV

Korea / 2019 / 29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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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밤 Night of Collapse
장위동 재개발 지역의 마지막 철거민 조한정 씨에 대한 다큐멘터리. 강제 집행

에게 드러난다. 반가웠던 것도 잠시, 은서는 엄마가 원망스러워진다. <은서>는 탈

대한 사연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결국 집은 헐리고,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그곳을

했다. 하지만 20년 만에 엄마가 뒤늦게 남한으로 오면서, 은서의 �정체�가 사람들

하루 전날, 카메라 앞에 선 그는 담담하게,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집에

북자에 대한 영화의 전형성, 즉 �남한에서 그들이 겪는 고통의 서사�를 벗어났다는

다시 찾는다. <편안한 밤>은 철거 현장이라는 심각한 현실을 다루면서 동시에

점에서 새롭다. 대신 이 영화는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남한이 타자에게 지니는

정서적 울림을 놓치지 않는다. 이것은 인터뷰이가 지닌 감정의 결을 작품에 잘

얄팍한 편견을 드러낸다. 과연 우리는 �그들�과 다름을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공존

Eunseo, who came to South Korea 20 years ago, has now adapted
enough to forget that she is from North Korea. However, as her mother
arrives in South Korea 20 years later, Eunseo’s ‘identity’ is revealed. It was
just a brief moment of happiness. Soon, Eunseo resents her mother.
Eunseo is original in terms of breaking the typical North Korea defector

8.18 13:30 GV

CGV5 8.19 19:00 GV

Korea / 2018 / 21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⑮

20년 전 남한으로 온 은서는 이젠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걸 잊고 살 정도로 적응

할 수 있을까? 절실한 화두다.

CGV1

반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린 �철거�라는 사건 대신 집을 빼앗기는 사람의 내면
박준호

2015년 단편 <가정법>(2015)을

을 바라보게 된다. 연출자의 사려 깊은 시선이 느껴지는 다큐멘터리.

연출했다. <변성기>(2018)로

A documentary about Cho Han-jung, the last remaining resident of

국제음악영화제 등에 초청받았

execution, he calmly stands in front of the camera and tells the story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제천

다. <은서>는 디아스포라영화제
개막작이었다.

Jangwi-dong Redevelopment Area. One day before the compulsory
about the house he is trying to protect with his life. Eventually, the house
is torn down and after some time he visits the site. Night of Collapse

이준용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과
재학 중이다. <편안한 밤>은 부산
국제단편영화제, 아시아나국제단
편영화제 등에 초청되었다.
LEE Junyong
Born in 1989, Seoul. He

films such as ‘the narrative of suffering they experience in South Korea.’

PARK Joon-ho

deals with the serious reality of the demolition site with emotional

Instead, the film reveals the shallow prejudice that South Koreans have

Born in 1987, Yeosu-si,

resonance. This is because the emotions of the interviewee are reflected

Sogang University. And then,

against others as they enter into a multicultural society. Can we truly live

Jeollanam-do. He studied

well in the film. So, we are able to observe the inside of the person who

He enrolled Korea National

together as we recognize the differences with ‘them’? This is an urgent
issue.

business administration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film directing in Korea

lost his house instead of the case of ‘demolition.’ A documentary made

studied economics in

University of Arts.

by the director’s thoughtful attentio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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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개 An Old Dog

Korea / 2018 / 17min / Animation / DCP / color / ⑫

한국경쟁 단편 3 PIPFF Choice Shorts 3
CGV1

8.17 16:00 GV

CGV1

8.19 11:00 GV

고백 Confession

Korea / 2018 / 34min / Fiction / DCP / color / ⑮

살던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반려견인 미미만큼은 떠나기 싫은 모양

학급비가 없어졌다. 반장인 정현의 지갑이 사라진 것이다. 아이들은 서로를 의심의

으론 귀찮기도 하다. 어느 첫눈 오는 날, 미미는 그 허물어진 옛집으로 다시 가게 된

누가 범인인 것일까? 다행히 돈은 찾았지만, 아이들 사이의 앙금은 여전하다. 그리

이다. 이후 급격히 늙어가는 미미의 모습을 보며 삼 형제는 슬픔을 느끼지만, 한편

하는지 그 폭력의 고리를 보여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인이 될 수 있는 현실.

감성적 그림체는 이야기 못지않은 감동을 준다.

by her. Under the first snow of the year, Mimi returns to the old crumbled
house. The biggest virtue of An Old Dog is “sentiment”. The film asks us

8.19 11:00 GV

교실 내 도난 사건을 소재로, 집단의 광기와 거짓말이 개인들을 어떤 식으로 파괴

옛집으로 돌아가는 건, 그러기에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소중한 가치의 회복이다.

sorry to see Mimi get quickly and dramatically old, they are also annoyed

CGV1

고 한 아이는 누명 속에 살아가야 한다. <고백>은 학창 시절 한두 번은 겪기 마련인

집값을 올리는 시대에, 이 영화는 우리가 뭔가 잊고 사는 건 아닌지 묻는다. 미미가

the pet Mimi does not want to leave. Although the three brothers are

8.17 16:00 GV

눈초리로 바라보며, 이 과정에서 그들에게 존재했던 편견과 선입관이 드러난다.

다. <늙은개>의 가장 큰 미덕은 �정서�다.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낡은 것을 허물고

The neighborhood has been designated as a redevelopment area, but

CGV1

젊은 배우들의 리얼한 연기가 빛난다.
최민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애니메이션과
를 졸업했다. 현재 만화가와 애

The collected class money is gone. The wallet of class leader Junghyun
has disappeared. All the children look at each other with suspicion,

니메이션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revealing the prejudices and stereotypes that existed within them.

은개>는 서울독립영화제에 초청

children still have bitter feelings. And one child will be forever blamed.

2003년 <만선>을 연출했고 <늙

what we have forgotten in this era where the old houses are crumbed

받았다

to raise house prices on the pretext of redevelopment. That is why Mimi
returning to her old house is more of a restoration of a precious value.
The sentimental drawing style is just as touching as the story itself.

Who is the criminal? Fortunately, the money was found, but the

정아름

성결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

했다. <고백>은 여러 영화제에서

초청받았는데, 상록수다문화국제

단편영화제와 대한민국대학영
화제에선 남자연기상(김우겸)을

Confession is about a theft incident that easily happens once or twice

수상했다.

CHOI Min-ho

in school. It shows the chain of violence how group insanity and lie

JUNG Ah-reum

Born in 1970, Seoul. He

destroy individuals. The reality that one can be the criminal without

Born in 1992, Seoul. She

graduated from Korean

one’s knowledge. The realistic performances by the young actors are

graduated from Sungkyul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 created cartoons Kitchen

outstanding.

University, majoring film.

Garden, Lungfish, Old Dog
and short animation A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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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l of Fish.

57

한국경쟁 단편 3 PIPFF Choice Shorts 3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Not Too Heavy, Not Too Light

한국경쟁 단편 4 PIPFF Choice Shorts 4
CGV1

8.17 16:00 GV

CGV1

8.19 11:00 GV

Korea / 2019 / 26min / Fiction / DCP / color / ⑮

제기를 한다. <젖꼭지>는 코미디라고 하기엔 심각하고, 드라마라고 하기엔 묘한
코드가 있다. 영화는 그 사이에서 미묘하게 진동하며 현실을 뒤틀고, 그 긴장감은

우마에서 벗어나려는 아이들의 이야기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복잡한 감정이 드

friends who were all going to different middle schools get together for
their friend with the nickname ‘Chirpy.’ Chirpy was also their close friend
in elementary school but left the world from an accident. The children
try to commemorate Chirpy in their own way. Not Too Heavy, Not Too

8.19 13:30 GV

빤 젖꼭지 없어?� 유선은 아이를 재울 때 왜 꼭 엄마 젖꼭지만 물려야 하는지 이의

로 추모하려 한다.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는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트라

Da-eun, Seo-jin, and Jae-won all went to the same elementary. Three

CGV1

일에, 아내는 육아에 갇혀 있는 퍽퍽한 상황. 이때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튄다. �오

학교 때 단짝이었지만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 짹짹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방식으

공기가 좋다.

8.18 11:00 GV

말에도 회사를 나간다. 사무실 여직원 하나가 출산 휴가를 갔기 때문이다. 남편은

졌던 세 친구가 다시 모였다. �짹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친구를 위해서다. 초등

게 관객의 마음에 다가가는 작품. 아이들의 모습을 생생한 톤으로 담아낸 영화의

Korea / 2019 / 20min / Fiction / DCP / color / ⑮

CGV1

유선은 출산 후 휴직 중이며 육아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남편 형진은 일이 많아 주

다은이와 서진이와 재원이는 초등학교 동창. 서로 다른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흩어

러나는데, 감독은 그 디테일들을 한 가닥씩 모아 뜨개질한다. 담담하면서도 잔잔하

젖꼭지 A Nipple

관객을 집중하게 만든다. 신선한 발상의 영화.
조윤선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서
공간 연출 프로덕션 디자인을 공

Yusun is on a maternity leave, suffering from parenting stress. Her
husband Hyeong-jin has to work on the weekends as he took over the

부했고 대학원에선 영화 연출을

work of his colleague on maternity leave. The husband is buried in work,

가볍지도 않게>는 전주국제영화

too!” Yusun asks why only moms should offer their nipples to put the

전공하고 있다. <너무 무겁지도
제에 초청받았다.

and the wife in parenting. She finally explodes. “But you have nipples,

김용승

1993년 충청북도 괴산 출생. 상명
대학교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

다. 2016년 단편 영화 <영화, 야
구>를 연출했고, <우유드링크러

브>(2017), 그리고 <젖꼭지>는

baby to sleep. A Nipple is too serious to be a comedy, and too peculiar

그의 세 번째 단편 작품 영화다.

CHO Yoonsun

to be drama. The film quivers between the two, twisting the reality and

KIM Yong-seung

Born in 1988. She majored

generating tension to grab our attention. A film with a brilliant idea.

Born in 1993. Majored in

Light is a story of children trying to escape the trauma of a friend’s death.

in theatre & film design at

film studies at Sangmyung

In the process, the complex emotions of the children are revealed, and

Chung-ang University.

University. He directed a

the director collects each detail one by one and weaves it together. The
film approaches the audience’s heart calmly and softly.

58

few short films titled Movie,
Baseball, Would You Drink
Love?, and A Ni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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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Proxy Exam

CGV1

8.18 11:00 GV

CGV1

8.19 13:30 GV

Korea / 2019 / 17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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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주 Rising Star

중년 여성 명자는 아마추어 수영대회에 지원한다. 중학생 소녀 지규도 지원한다.

가고 싶지만, 신청이 불가능 상태. 자신과 비슷한 외모인 주희의 중국어 자격시험

명자에게 양보해주길 바란다. <기대주>는 우리 사회에 미시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적을 증명할 길이 없어, 현주는 무국적자가 되고 만다. 좋아하는 가수의 팬 미팅에

외모 중심적인 사고를 은근하지만 아프게 태도로 꼬집는다. 나이 들고 뚱뚱한 아줌

대라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남한 사회의 구성원을 조명한다. 그 어떤 것도 법적

마와 어리고 날씬한 소녀. 대회 참가자를 뽑음에도 수영 실력과 무관하게 그들은

으로 보장 받지 못하는 현주의 상황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 지닌 아픈 공백이다.

passed away, Hyun-joo stays in South Korea. However, due to her
parents’ death, she cannot prove her nationality and Hyun-joo becomes
a stateless person. She wants to go to her favorite idol’s fan meeting,

8.19 13:30 GV

그런데 두 사람은 기록이 같다. 수영 교실 강사는 지규가 대회에 나가길 원하며

을 대신 쳐주는 대가로 하루 동안 신분을 빌리기로 한다. <대리시험>은 탈북 2세

After all, her North Korean defector parents who escaped to China

8.18 11:00 GV

CGV1

Korea / 2019 / 23min / Fiction / DCP / color / ⑮

중국으로 탈북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후 남한에 머무는 현주. 부모의 죽음으로 국

소박한 영화지만 뼈 아픈 현실을 지적하는 영화.

CGV1

�보이는 것�을 통해 평가받는다. 우리가 일상에 흔히 빠지기 쉬운 편견을 보여주는
김나경

<도깨비불>(2015), <내 차례>

작품. 비판적 주제를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게 다루고 있다.

(2017) 등의 단편영화를 연출했

Middle-aged Myung-ja submits her application to enter the amateur

제에 초청받았다. 현재 첫 장편

application. However, the two have the same swimming record. The

다. <대리시험>은 전주국제영화

<더스트맨> 촬영을 마치고 후반

swimming competition. Middle schooler Ji-gyu also submits her
instructor from swimming class wants Ji-gyu to enter the competition

김선경

중앙대학교 영화학과를 졸업했

다. <선생양반>(2013), <박미정
(46세)>(2015) 등의 단편을 연출

했다. <기대주>는 영화진흥위원
회 제작지원작이다.

but it is impossible to apply. In exchange for taking Joo-hee’s Chinese

작업 중이다.

competency test, Hyun-joo borrows her identity for one day. Proxy

KIM Nakyung

the appearance-centered thought microscopically permeated into our

Exam highlights the members of the South Korean society that have

Studying at the Korea

society. Regardless of their ability to swim, they are judged by how they

film studies at Chung-ang

not thought of the second genera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

National University of

‘look.’ A film about the stereotypes we can easily form in our daily lives. It

University. She directed a

situation of Hyun-joo, having nothing guaranteed by law, is a sore space
of the system of our society. A simple film that points out the poignant
reality.

Arts with a degree in film
directing. She has made
a number of acclaimed

and asks Myung-ja to withdraw. Rising Star subtly but sadly depicts

also deals with the critical issue naturally and persuasively.

KIM Sunkyung
Born in 1992. Majored in

few short films, including
Mrs. Park, Mr. Teacher and
Rising Star.

short films, including My
Turn(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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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보 Hairy

Korea / 2019 / 14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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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1

8.18 11:00 GV

CGV1

8.19 13:30 GV

경계 없는 벽 Borderless Walls

Korea, USA / 2019 / 21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World Premiere / Ⓖ

여중생인 자영과 시원은 단짝.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사귀는� 사이라는 걸 밝히려

�예술이란 무엇일까?� 이 거창한 질문에 이 다큐멘터리는 경계와 벽을 넘어서는

많은 누군가가 등장하는 꿈을 반복해서 꾼다. 시원은 팔에 털이 많은데, 자영은

�한복을 입은 흑인� 그림으로 이름을 알렸다. 미국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이스파이

하지만 쉽지 않다. 하지만 진짜 고민은 따로 있다. 바로 �털�이다. 자영은 털이

번갈아 이야기하는 <경계 없는 벽>은 LA 지역 문화의 단면을 포착하며, 한편으론

매개체로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소녀들의 심리를 흥미로운 에피소드로 보여

여러 경계를 넘나든다. 한국과 미국, 예술과 대중문화, 합법과 불법… 이 과정에서

준다. 틴에이저 드라마 혹은 퀴어 시네마 혹은 성장 영화.

the real problem is something else. It is the ‘hair.’ Ja-young repeatedly
dreams of someone with a lot of hair. Si-won has a lot of hair on her arm
and Ja-young does not like brushing against her arm. The two have a
disagreement and Ja-young becomes obsessed with hair removal. Hairy
is a story of teenagers going through physical changes. The film uses ‘hair’

CGV5 8.19 13:30 GV

는 이 지역에서 �K-타운 월 프로젝트�를 펼친다. 다양한 테마에 대해 두 아티스트가

된다. <털보>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춘기 십대의 이야기다. 영화는 �털�을

the other children that they are ‘dating’ but it is not easy. However,

8.17 18:30 GV

작업이라고 대답한다. 한국인 그래피티 아티스트 로얄독은 LA 한인 타운 지역에

시원의 털에 닿는 것이 싫다. 둘은 티격태격하고, 자영은 점차 제모에 집착하게

Middle schooler Ja-young and Si-won are best friends. They try to tell

CGV1

<경계 없는 벽>은 그래피티를 통해 소통을 말한다.

강물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
업했다. 단편 영화 <발치>(2017)

“What is art?” To this grandiose question, the documentary answers
that it is the work of overpassing walls and boundaries. Korean graffiti

와 <털보>(2019)를 연출했다.

artist Royyal Dog is known for painting black girls in Hanbok on the

청받았다.

the K-Town Wall Project in the same area. Two artists alternately talk

<털보>는 한국퀴어영화제에 초

KANG Mul-geol

murals of K-town in Los Angeles. American graffiti artist Espy conducts
about various themes in Borderless Walls, which captures a facet of L.A.

네네강

음악, 영상, 디자인 등의 경계를

허물며 인디와 메이저를 넘나드

는 작업을 하고 있다. <뽑고 뜯고
자르고 다듬고>(2011) <타임 포
세일>(2014)을 연출했다.
KANG Nene

Born in 1993. Majored in film

culture, crossing many borders itself. I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as a medium to present interesting episodes on the psychology of the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States, art and pop culture, legal and illegal… Borderless Walls conveys

England from early youth,

girls going through this period. This film can be a teenage drama, queer

of Arts. Wrote and directed

communication through graffiti.

Kang Nene engages in

cinema, or coming-of-age cinema.

the following short films:
Tooth(2017), Hairy(2019).

Studied in Japan and

complex activities between
mainstream and fringe,
blurring the distinction
through observ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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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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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The Shift

CGV1

8.17 18:30 GV

CGV5 8.19 13:30 GV

Korea / 2019 / 18min / Fiction / DCP / color / ⑮

있으며 그 주인공들은 아이들인 경우가 많다. 도시에서 시골의 작은 학교로 전학

으로 보여준다. 발단은 고객의 �갑질�. 이후 경위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병원 내

온 연희. 청각 장애를 지닌 연희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다. 연희의 짝인 영준. 첫눈

위계질서가 개입하고, 바른말 하는 신입 간호사 수민은 부당한 상황에 분개한다.

promises to hand the pills after getting the doctor’s prescription. The
stubborn patient lashes out and assaults Gyunghee and she ends up
hospitalized. The Shift sums up the unreasonable situations that could

정서윤

간호사로 일하면서 프리랜서 사진
작가로 활동 중이다. 뉴욕영화
학교에서 제작 과정을 수료했다.
이은경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에 재학
중이다.

에 연희에게 빠져버린 영준은 연희가 말을 못 한다는 걸 알게 된다. <별들은 속삭
인다>는 농촌이 배경인 만큼 춤과 노래를 자연의 풍경과 결합시키며, 그렇게 만들
어진 이미지들은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이다. 뮤지컬의 판타지를 통해 노래를 할
수 있게 된 연희의 신은 감동적. 구성과 밸런스가 좋은 작품이다.

Is it the influence of La La Land? Recently, musical productions are
increasing in the field of short films, and the main characters are often

happen in workplaces. It begins with the patient’s ‘power trip.’ Then,

JUNG Seo-yun

children. Yun-hee transferred to a small school in the countryside from

in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incident report, the hierarchy in the

Born in 1987. She is working

the city. She wants to hide the fact that she has a hearing impairment.

as a nurse as well as a

Yun-hee’s seat partner Young-jun falls in love with her and discovers that

hospital intervenes. Outspoken new nurse Soo-min is infuriated by this
unfair situation. However, Gyunghee still worries about the three shifts
at the hospital. The Shift is an abridged edition on the current working
environment.

freelancer photographer.
She majored in filmmaking

she cannot speak. The Stars Whisper combines dancing and singing

in New York Film Academy.

with the natural scenery of the countryside and these images are the

LEE Eun-kyoung

main attractions of this film. The scene where Yun-hee is able to sing in

Born in 1996. She is currently

musical fantasy world is very touching. The film has great composition

studying at Dongguk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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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18:30 GV

CGV5 8.19 13:30 GV

<라라랜드>의 영향일까? 최근 단편영화 현장에선 부쩍 뮤지컬 제작이 늘어나고

입원하게 된다. <3교대>는 직장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조리한 상황을 압축적

There are patients randomly asking for sleeping pills. Nurse Gyunghee

CGV1

Korea / 2019 / 18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다고 한다. 막무가내인 환자는 폭언을 퍼부으며 경희에게 폭력을 가하고, 경희는

대한 축약도인 <3교대>. 새겨들을 만한 메시지의 영화다.

별들은 속삭인다
The Stars Whisper

무작정 수면제를 달라는 환자. 간호사인 경희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은 후에 주겠

그런데도 병상의 경희는 3교대를 걱정한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노동 환경에

한국경쟁 단편 5 PIPFF Choice Shorts 5

and balance.

여선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
업했다. <전쟁이야>, <사요나라>

(2015) 그리고 VR 단편인 <끝

까지 3분>을 연출했다. <별들은
속삭인다>는 미쟝센단편영화제
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YEO Seonhwa
Born in 1992, majored in
Film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he
directed such short films
as It’s A War, Sayonara, The
Stars Whisper and 3 Minutes
To Go, a VR short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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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Audition

CGV1

8.17 18:30 GV

CGV5 8.19 13:30 GV

Korea / 2018 / 25min / Fiction / DCP / color / Ⓖ

배우인 지현은 오디션을 보기 위해 열심히 프로필을 돌린다. 그리고 VJ수지는
지현의 고달픈 나날을 카메라에 담는다. <오디션>은 다큐멘터리와 픽션의 가운데
있다. 황지현 감독은 배우로서 겪었던 일들을 시나리오로 썼고, 직접 주인공이

되어 그 내용을 영화로 만들었으며, 영화엔 시종일관 지현을 따라다니는 VJ가
등장한다. 그래서 <오디션>은 감독 자신의 재연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지고, 그 안
엔 분노와 자기 연민이 엇갈리며 관객의 공감을 얻는다. 고달픈 청년 세대에 대한
독특한 발언. 관객이 응원의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영화다.

Actress Ji-hyun actively submits her resumes for auditions. VJ Su-ji
follows Ji-hyun and films her exhausting days. Audition is in between
documentary and fiction. Director Hwang Ji-hyun wrote the screenplay
of what she experienced as an actress and made it into a film featuring
herself as the main character. In the film, the VJ follows Ji-hyun

황지현

<세상 끝의 사랑>(2015)의 단역

으로 데뷔했다. 이후 직접 메가폰
을 잡고 < 오디션 > 에서 감독 ,

각본, 주연, 편집, 음향 등 일인
다역을 했다. 이 작품은 서울독립
영화제에 초청받았다

from beginning to end. Therefore, Audition feels like a biographical

HWANG Jihyeon

reenactment documentary of the director’s life. As she expresses mixed

She is an actress,

emotions of anger and self-pity, it gains sympathy from the audience. A

screenwriter and director.

unique remark about the struggling young generation. A film that bears
a supporting audience.

At the age of 25, she wrote
and directed her first short
film, Audition which she also
played the leading rol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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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Spectrum

�스펙트럼� 은 전쟁, 이민, 인종, 차별 등 갈수록 첨예

니멀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가자 지구 앞바다에서 발

작들을 망라하는 섹션이다. 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

해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에 관해 주목할 만한 최신
제에서 선보이는 30편의 영화들은 현재 세계 영화

의 흐름 속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회에 대한 불
안을 증폭시키는 불안정한 토대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으로 고통

받는 민간인들, 전쟁이 촉발하는 사회문제들은 최근
영화계의 가장 큰 화두이다. <이스케이프 라카>는 IS

에 합류하기 위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본거지 라카에
들어갔다가 그들의 잔혹한 실상을 목격하고 목숨을

건 탈출을 시도하는 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긴박감 넘치는 작품이다.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선정

작 <크리스 더 스위스>는 다국적 용병으로 유고슬라
비아 전쟁에서 사망한 사촌의 흔적을 따라가는 애니

다큐멘터리로 유려한 연출이 돋보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얼룩진 가자 지구 근교의 작은
씨족마을이 파괴되는 과정을 통해 전쟁의 참혹한 실
상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사무니 로드>의 후반부

는 심리적 충격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단편 <알레

포의 의사>는 참혹한 민간인 희생이 벌어지고 있는

알레포의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의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모술 980>은 IS에 의해 납치당한
18세 소녀의 탈출 과정을 그리고 있다.

전쟁이라는 극단의 상황이 아니라도 일상의 차별과

폭력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올해 칸영

화제 �감독주간� 선정작 <릴리안>은 작고한 아녜스
바르다의 걸작 <방랑자>를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불

법체류로 추방당하게 된 젊은 러시아 여성이 미국에
서 러시아까지 도보로 돌아가려는 무모한 여정을 미

T h i s s e c t i o n i s f u l l o f t h e n ewe s t f i l m s

is a youth thriller about a girl that lives in

highlighting social issues, including war,

mainland China having to go to school in Hong

있는 가자 지구의 역사를 색다르게 묘사한 <가자의

immigration, race and discrimination. The 30

Kong—a daily struggle to survive amidst the

films official selected focus on the fundamental

dangers of crime. Director Charles Ferguson

트리를 소재로 한 <슬램, 분노의 리듬>, 중국 본토에

issues increasing distrust and conflict in the

won an academy for Inside Job, a documentary

society—a dominant trend in the film industry.

that exposes the Leeman Brothers Financial

견된 그리스 석상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의 중심에
아폴론>, 시와 랩의 창조적 융합의 산물인 슬램 포에
거주하며 홍콩으로 통학하는 한 소녀가 범죄에 휩싸
이면서 벌어지는 청춘 스릴러 <더 크로싱>, 리먼 브

Crisis. Ferguson has proudly announced his
The civilian causalities between Israel and

innovative semi-documentary Watergate with

Palestine can escalate into a war anytime.

a running time of 4 hours, using real recordings

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찰스 퍼거슨 감독이 8년

Escape from Raqqa is a thriller based on real

of the Watergate scandal—the product of the

만에 내놓은 4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의 야심작이자

story of a woman that had entered the Raqqa,

toil of 8 years. Little Germans is the shocking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방대한 녹취본을 그대로 사

heart of IS, with her young son, and risking her

report shedding light on the reminiscence

용하여 희대의 대사건을 재구성한 독창적 세미 다큐

life to escape after witnessing the organization’s

of Nazi sympathizers in the German society.

brutality. Chris the Swiss was screened in the

What Have We Done to Deserve This? is a

International Critics' Week section at the 2018

family comedy about how a family reacts

Cannes Film Festival, a magnificent animated

when a teenage daughter declares she wants

journey of a mercenary following the footsteps

to convert to Muslim. Progress in the Valley of

한 십대 딸로 인해 온 가족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코

of her cousin, who died in the Yugoslav Wars.

the People Who Don't Know presented in the

Samouni Road is a documentary exposing the

Forum section of the 69th Berlinale, juxtaposes

선정작으로 구 동독의 집단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true gruesome face of the Israeli-Palestine war,

the lives of factory workers of East Germany

destroying a small clan village near the Gaza

and young Muslim immigrant workers. A

strip. Aleppo depicts the struggles of a doctor

Colony was screened at the 69th Berlinale in

feeling helpless, as civilian bodies are piling up

the Generation Kplus program. A coming-to-

in Aleppo. Mosul 980 is the breathtaking story

age story of young Caucasian girl befriending

언 혈통의 소년과 미묘한 우정을 맺으며 성장하는 베

of girl escaping IS after being kidnapped.

a Native-American boy and complex evolution

에 접어든 노벨상 수상작가가 젊은 이민자 청년과 사

Though not extreme as war, discrimination and

story as an elder Novel laureate falls in love with

violence are the wars that we fight daily. Lillian

an immigrant youth. These films are a great

was screened in the Directors' Fortnight section

reflection of the wide spectrum of topics and

at the 2019 Cannes Film Festival, and is a tribute

genres of this year’s selection.

라더스 사태를 파고드는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잡>

멘터리 <워터게이트>, 나치 동조자들이 여전히 독일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

<나치의 아이들>, 어느 날 무슬림이 되겠다고 선언

미디 <무슬림이 되고 싶다고?>, 베를린영화제 �포럼�
들과 젊은 무슬림 이민노동자를 병치시키는 흥미로

운 다큐멘터리 <프로그레스 공장의 추억>, 캐나다 북

부의 사춘기에 갓 접어든 백인 소녀가 원주민인 인디
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14+� 수상작 <콜로니>, 노년
랑에 빠지면서 그들 사이에 놓인 간극을 깨닫게 되는

영화 <하루의 달콤한 끝> 등 다양한 소재와 장르의
영화들이 선보이는 평화라는 주제의 광활한 스펙트
럼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of emotions. Dolce Fine Giornata is a sad love

to Agnès Varda’s Vagabond, showing the grim
reality of a Russian women deported from the
US, walking all the way to Russia on foot. The
Apollo of Gaza covers the amazing discovery
of a Greek statue and the conflict that occurs
around it in the gulf of the Gaza strip. Slam
captures the beauty of slam poetry, the creative
mash between poetry and rap. The Crossing

이스케이프 라카

Escape from Raqqa

CGV3 8.17 13:30 GV
CGV3 8.19 13:30

France, Turkey / 2019 / 102min / Fiction / DCP / color / Asian Premiere / ⑮

크리스 더 스위스
Chris the Swiss

1992년 1월 7일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 전쟁 한복판에서 국제 용병단 복장을

의 도움으로 위험한 구출 작전을 실행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이스케이프

스의 일기와 주변의 증언을 토대로 그의 마지막 순간들을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

하다 프랑스로 망명한 시리아인 아드난과, 그의 망명을 도왔던 종군기자 가브리엘

한 젊은 기자가 숨진 채 발견된다. 20년 후, 애니메이터인 안야는 숨진 사촌 크리

라카>는 라카에서 탈출하려는 모자의 이야기와 망명한 시리아인 아드난의 이야기

한다. <크리스 더 스위스>는 감독의 사촌에게 일어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모

마뉘엘 하몬의 현장감 있는 연출이 돋보이는 영화.

에마뉘엘 하몬

Faustine, a French mother of African origin, leaves her husband and

의 공격>(1998)의 조감독을 거친

and is de facto detained. Her husband, Sylvain starts a rescue mission
with Adnan and Gabriel. The former is a Syrian anti-ISIS activist who
exiled to France and the latter is a war correspondent who helped his
asylum. Based on a true story, the film cleverly juxtaposes both the

8.18 23:00

Animation / DCP / color / Korean Premiere / ⑮

아로 들어갔다 IS의 허상을 깨닫지만 사실상 구금된다. 남편 실뱅은 반 IS 활동을

goes to Syria with her 5-year-old boy. She discovers the delusion of ISIS

8.17 15:00

AC

Switzerland, Germany, Croatia, Finland / 2018 / 90min / Documentary,

파리에 사는 아프리카계 여성 포스틴은 남편 몰래 다섯 살 난 아들을 데리고 시리

를 교묘하게 병치시키며 긴박감 넘치게 얘기를 풀어나간다. 다큐멘터리스트인 에

P2

<인살라타 미스타>(1996), <달

그는 15년간 감독뿐 아니라 시나
리오 작가, 프로듀서 등 다방면의
경력을 쌓았다.

Emmanuel HAMON
Emmanuel Hamon is a

험에 목마른 20대의 스위스인 종군기자가 용병이 되어 죽음과 대면하며 느꼈을

고통과 혼란의 순간을 섬세하게 묘사한다. 뛰어난 연출 감각과 놀라운 수준의 핸드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진가를 느낄 수 있는 작품.

Croatia on January 7th, 1992. Amid the Yugoslav Wars, a young reporter
is found dead in the uniform of an international mercenary group. After
20 years, director and animator Anja reorganizes her cousin Chris’s last
moments into an animation on the bases of his journal and people’s

안야 코프멜

1982년 스위스 출생. 루체른예술
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졸업작품 <크리스>(2009)로 많
은 주목을 받았다. 현재 일러스트

작가이자 독립 애니메이션, 다큐
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Anja KOFMEL

director and assistant

testimonies. The film delicately illustrates the moments of pain and

story of mother and son who struggle to escape from Raqqa and the

director, known for Exfiltrés,

chaos that the young mercenary-turned reporter might have felt before

animation at Lucerne School

story of Adnan, a Syrian exile. A masterpiece of realistic direction by

Insalata Mista and Coup de

death. It shows a brilliant sense of direction and a high quality of hand-

of Design and Art. Anja

Documentarist Emmanuel Hamon.

lune. He is a film director,
screenwriter and producer.

drawn animation.

Born in 1982. She studied

focused on working as an
independent animation and
documentary filmmaker as
well as an illus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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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게이트 Watergate

USA / 2019 / 262min / Documentary / DCP / color, b&w / Korean Premiere / Ⓖ

		

Part.1 Part.2

CGV5 8.18 11:00 13:30
AC

8.20 11:00 13:30

아카데미상 수상작 <인사이드잡>(2010)을 연출한 찰스 퍼거슨 감독이 8년 만에

릴리안 Lillian

Austria / 2019 / 128min / Fiction / DCP / color / Korean Premiere / ⑱

이민자 릴리안 앨링의 실화를 기초로 한 작품이다. 새로운 삶을 꿈꾸며 뉴욕에 온

에 기록된 실제 음성을 사용하여 배우들이 연기하는 방식을 택해 독창적으로 재구

에서 캐나다, 알래스카를 거쳐 러시아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한다. 영어를 전혀 하지

3400시간 분량의 오디오 테이프, 기록 자료, 비밀문서 등을 토대로 오디오 테이프

30대 초반의 러시아 여성 릴리안은 취업이 거절당한 후 비자마저 만료되자 뉴욕

성한 세미다큐멘터리 영화다. �워터게이트, 혹은 우리는 어떻게 통제불능의 대통령

못하는 릴리안은 영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혹독한 여정 속에서도 그녀

을 멈췄나�라는 원제에 걸맞게 충실한 자료와 다이내믹한 구성, 생생한 증언들이

의 내면은 미스터리로 남는다. 거대한 풍광과 대조되는 신산스러운 릴리안의 발걸

숨돌릴 틈 없이 관객들을 사건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다.

Ferguson presents a semi-documentary film Watergate based on 3,400
hours of audio tapes, archival footage and declassified documents. In
the creatively re-structured story, actors perform with the real voices
recorded on audio tapes. As the original title of “Watergate or how we

CGV2 8.19 16:00

<릴리안>은 1920년대 뉴욕에서 러시아까지 도보로 가려 시도했던 동유럽 출신

메가폰을 잡은 영화 <워터게이트>는 워터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증거로 제출된

8 years after the Oscar-winning Inside Job(2010), Director Charles

CGV2 8.17 18:30 GV

음을 따라, 아메리칸 드림의 어두운 이면이 펼쳐진다.
찰스 퍼거슨

프리레젠테이셔날 픽쳐스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그는 오스카

The film is based on the true story of a Russian emigrant Lillian Alling
who tried to walk the long way home from New York to Russia in the

수상작 <인사이드 잡>(2011)의

1920s. A Russian woman in her early 30s comes to New York for a new life

안보인다>(2007) 또한 오스카

walk from New York through Canada, Alaska to Russia. Because she can’t

감독이다. 그의 전작인 <끝이

but fails to get a job. Even worse, her visa has expired and she decides to

안드레아스 호바스

1968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출생. 수상 경력이 화려한 영화감

독이자 사진가이다. 그의 영화는

베니스영화제, 로카르노국제영화

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시카고

learned to stop an out of control president”, the film takes the audience

후보작 가운데 하나이다.

to the very center of the scandal through multiple resources, dynamic

Charles FERGUSON

in the harsh journey remains in mystery. The film depicts the dark side of

화제 등에서 상영된 바 있다.

composition, and vivid testimonies.

He is a director of the Oscar-

the American Dream in the vast landscape in contrast to her adversity.

Andreas HORVATH

speak any English and doesn’t say a word in the film, her mental agony

국제영화제, 샌프란시스코국제영

winning documentary Inside

Born in 1968, Salzburg. An

Job. His film No End in Sight

award-winning filmmaker

was also nominated for an

and photographer, his films

Oscar.

have screened at the Venice,
Locarno, Rotterdam, London
film fest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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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의 아이들 Little Germans

CGV2 8.18 13:30 GV

프로그레스 공장의 추억

color, b&w / Asian Premiere / ⑫

Progress in the Valley of the People
Who Don't Know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이 결합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영화 <나치의 아이들>은

Germany / 2019 / 67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Asian Premiere / ⑫

레마를 추적한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군인 놀이를 했던 엘자는 나치 경례에

독일 통일 전, 구동독 노동자들의 집단작업장이었던 '진보'(progress)라는 이름의

며, 국가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극우파의 교육이 되물림되는 상황에 처한 이들은

시리아 난민들의 쉼터가 되었다. 난민들을 돕기 위해 폐허가 된 공장을 다시 찾고

Germany, Austria / 2019 / 90min / Documentary, Animation / DCP /

CGV2 8.19 11:00

극우파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며 느끼는 딜

던 독일의 참혹한 경험이 던지는 질문이다.

The film combines animation and documentary to tell the story of
children who were born into extreme right-wing families and ruminate
on their experiences in dilemma after they grow up. Since she was
young, Elsa used to play army games with her grandfather. She often
does Nazi salute, saying “Hail my leader! Hail victory!” They are trained to
hate everything that seems foreign and to understand that the nation
stands above everything. Now they grow up and how can they raise their

모하마드 파로크마네쉬

8.19 14:00

프로듀서 겸 작가이자 2편의 장편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다. 레드페
럿스튜디오의 공동 설립자이다.
프랭크 가이거

프로듀서, 편집가, 연출가로 활동
중이다. 연출가로 독일영화상의

후보로 올랐으며 편집자로서 칸
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다.
Mohammad
FAROKHMANESH

감회에 젖은 노년의 동독 노동자들의 80년대 시리아 파견 근무의 기억, 젊은 시절
신봉했던 사회주의 유토피아에 대한 추억은 동독과 시리아,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든다. 감독은 독특한 방식의 연출을 통해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서 희망과 절망의 징조를 동시에 읽어내고 있다.

Before German reunification, Fortschritt (Progress) was a state factory
in East Germany. Currently, the factory is used as a shelter for Syrian
refugees amid anti-immigrant protests. Old factory workers visit the
factory to support the refugees and recollect their memories of detached
duty in Syria in the 1980s and the socialistic utopia that they dreamed of.

children? The question is raised by the tragedy of Germany who carried

He works as a producer,

Their memories blur the boundaries between East Germany and Syria

out the atrocity of racial cleansing out of extreme hatred and prejudice.

director and author and has

and past and present. The director closely looks into their emotions and

directed two feature films.

alludes the sign of hope and despair.

Frank GEIGER
He works as a producer,
director and editor and has

74

8.17 11:00

ST

수확기 생산 공장은 이제 연일 계속되는 인종차별 시위가 이어지는 구동독에서

팔을 벌리고 '지도자, 국가, 조국을 위하여!'라고 외치곤 했다. 낯선 것들을 증오하
자신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극단적 증오와 편견으로 인종 청소를 자행했

P2

directed two feature films.

플로리안 쿠너트

1989년 출생. 독일에서 활동중인
작가이자 감독인 그는 쿠바국제영

화텔레비전스쿨과 쾰른미디어아
트아카데미에서 공부했다. <오 브

러더 옥토퍼스>(2017)로 독일단
편영화상을 수상했다.
Florian KUNERT
He is a German writer
and director. He studied
documentary direction at
La Escuela Internacional de
Cine y TV in Cuba and the
Academy of Media Arts in
Cologne.

75

사무니 로드 Samouni Road

France, Italy / 2018 / 129min / Documentary, Animation / DCP / color, b&w /

P2

8.18 11:00

P2

8.19 13:00

Korean Premiere / ⑱

되면서 이제껏 자신이 알던 세상의 테두리를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다. <콜로니>

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아버지와 남동생을 잃고 머리에 파편이 박힌 채 살아남

는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인종주의의 이면을 사춘기 소녀의

은 소녀 아말의 시선으로 시작되는 이 영화에서, 감독은 평화로웠던 농촌의 삶이

성장 스토리와 결합시킨다. 올해 베를린영화제 청소년 영화 부문 대상인 수정곰상

전쟁으로 인해 파괴되는 과정을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을 수상한 이 작품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모두가 겪었을 혼돈과 극복, 새로운 세

과 그래픽을 활용하여 치밀하게 묘사한다. 전쟁의 잔혹함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후

Festival, the film tells the story of the Samouni Road in Gaza destroyed
by Israeli forces in 2009. The film starts through the eyes of teenage girl
Amal, who lost her dad and little brother and survived with splinters

CGV3 8.19 19:30

선언으로 혼란을 겪지만, 이웃에 사는 인디언 원주민 혈통의 소년 지미를 만나게

가자 지구 근교 자이툰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마을 전체가 파괴된 사무니 가

As the winner of the Golden Eye documentary prize at 2018 Cannes Film

Canada / 2019 / 102min / Fiction / DCP / color / Korean Premiere / ⑮

CGV3 8.17 16:30 GV

캐나다 퀘백 외곽에 사는 사춘기가 막 시작된 열두 살 소녀 밀리아는 부모의 이혼

작년 칸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은 <사무니 로드>는 2009년 초

반부 학살의 클라이맥스가 오래도록 뇌리에 잔상을 남긴다.

콜로니 A Colony

계에 대한 인식의 과정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스테파노 사보나

1969년 이탈리아 팔레르모 출생.

고고학과 인류학을 공부했으며

12-year-old Mylia lives in the outskirts of Quebec, Canada. Her parents’
divorce announcement puts her into chaos. She meets Jimmy, a young

1997년부터 다큐멘터리, 설치 영

native from the reserve and tries to come out of the world she has

이아 궁전>(2011)은 시네마뒤레

the white-centered society. As the winner of the Crystal Beat for best

상 작업을 해왔다. 장편 <아퀼레

known. This coming-of-age film also depicts the rampant racism in

주느비에브 뒬뤼드드셀

첫 번째 작품인 <더 컷>으로 선
댄스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장
편 다큐멘터리 <웰컴투 F.L.>은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

고 몬트리올국제다큐멘터리영화

in her head. By coming back to the past, the director meticulously

엘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describes through animation and graphics how a peaceful, rural village is
collapsed by war. Making a long-lasting impression, the climax of atrocity
in the latter part reveals the brutality of war without exaggeration.

studying archaeology and

Her first short film The Cut

anthropology in Rome

won the Best International

and Cambridge, he is

Short Film Award at the

working as an independent

Sundance Film Festival. The

photographer, producer and

following year, she released

director.

Welcome To F.L. that

76

film in the Berlinale’s Generation Kplus, the film describes the process

제에서 수상했다.

Stefano SAVONA

of confusion, overcoming, and awareness of the new world that every

Geneviève DULUDE-DE

Born in 1969, Palermo. After

adolescent goes through in life.

CELLES

premiered at 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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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램, 분노의 리듬 Slam

Australia, France / 2018 / 115min / Fiction / DCP / color, b&w /

CGV5 8.18 16:30 GV
AC

8.19 15:30

Korean Premiere / ⑫

대인이자 저명한 시인 마리아는 마을에 사는 이슬람 청년 나지르와 비밀스러운 관

나가 어느 날 밤 실종되면서 지옥으로 변한다. <슬램>은 호주에 정착해 백인 아내

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수상 수락 직전, 로마에서 일어난 테러는 마리아의 마음을

와 가정을 이루며 그곳에 완전히 동화되었다고 믿었던 팔레스타인 청년이 여동생

동요하게 하고, 그녀는 수상 거부 연설을 할 마음을 굳힌다. <하루의 달콤한 끝>은

의 실종 이후 겪는 인종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영화다. 저항의 시 슬

두 사람이 처한 토대의 불균형을 멜로드라마 장르 속에서 끊임없이 호명한다. 과거

램 포에트리를 소재로, 21세기 사회가 내재하고 있는 타자에 대한 공포와 편견, 증

his pregnant wife, he dreams of opening a restaurant in a suburb. His
peaceful life turns into hell when his sister and activist-turned slam
poet Ameena disappears one night. The film reveals the reality of racial
discrimination that a Palestine immigrant experiences after his sister’s
missing though he believed that he formed a family with a white lady

8.17 16:30

CGV2 8.18 11:00

노벨문학상 수상 통보를 받은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살고 있는 폴란드 출신의 유

2세인 리키. 그의 평화로운 삶은 급진적 액티비스트이자 슬램 시인인 여동생 아메

Ricky is a second-generation Palestine immigrant in Australia. With

Dolce Fine Giornata

ST

Poland / 2019 / 96min / Fiction / DCP / color / Korean Premiere / ⑮

호주의 교외에서 임신한 아내와 레스토랑을 차릴 꿈에 부푼 팔레스타인 이민자

오의 민낯을 파헤친다.

하루의 달콤한 끝

파르토 센굽타

1965년 뭄바이 출생. 인도에서
프로덕션 디자이너로 일하다 파
리의 국립고등영화학교에서 영

화를 공부했다. 프랑스에서 오래
거주하다 현재는 시드니에서 작

업중이다. 2015년에 뮌헨국제영
화제 미래상을 받았다.

와 현재, 유대인과 이슬람, 학살과 테러는 동전의 양면이며, 마리아의 혼란은 불균
형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비극의 전조에 다름 아니다.

야체크 보르추흐

Maria Linde, a Jewish, Polish and Nobel-prize winning poet lives in

이자, 작가인 동시에 배우로 활동

Tuscany, Italy. She has a secret affair with an Egyptian man, Nazeer.
Right before the award ceremony, a terror attack in Rome makes her
agitated and she decides to refuse the prize. In the scent of romance, the

1970년 폴란드 출생. 그는 감독
하고 있다. 바르샤바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바르샤바연극
아카데미에서 연기를 공부했다.

<라스팅>으로 2013 선댄스영화

film keeps alluding the imbalance of the two persons’ situations. Past

제에서 촬영상을 받았다.

and successfully settled down in the country. With the subject matter

Partho SEN-GUPTA

and present, Jewish and Muslim, and massacre and terror are two sides

Jacek BORCUCH

of slam poetry, the film exposes the fear, prejudice, and hatred against

Partho Sen-Gupta was born

of the same coin. Maria’s confusion is a tragic omen that any imbalance

Born in 1970, Poland. He

in Mumbai, India in 1965.

inevitably brings.

is a director, screenwriter,

others in today’s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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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orked as art director

and actor. He graduated

and production designer

in philosophy at Warsaw

on feature films in India. He

University and acting at

then studied film direction

Theater Academy in Warsaw.

at the FEMIS in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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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크로싱 The Crossing

Hong Kong / 2018 / 95min / Fiction / DCP / color / Korean Premiere / ⑫

CGV3 8.17 11:00
AC

8.19 18:30

국경을 넘는다.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는 그녀는 단짝 친구와 눈을 보러 일본

이슬람식 이름으로 불러 달라고 선언한다. 패닉에 빠진 완다는 니나의 마음을 돌리

행의 달콤한 기대로 인해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한다. 사회

기 위해 갖은 수를 쓰지만, 그녀의 눈물겨운 노력은 매번 실패로 돌아간다. 유럽의

주의의 잔재 속에서 개방의 시대를 살아가는 중국의 청춘이 겪는 혼돈, 로맨스와

장구한 이민의 역사는 이미 그곳을 살아가는 평범한 이들의 삶 속에 스며 있다.

범죄, 우정, 가족의 이야기가 소녀의 시선 아래 펼쳐진다.

first time. One day, she gets involved with a gang to smuggle iPhones
from Hong Kong to mainland China. She is blind to the expectations
for first love and her trip and can’t realize the risk of the business. The

8.19 20:00

설상가상으로 니나는 어느 날 이슬람교로 개종했다며 히잡을 쓰고 파티마라는

밀반입하는 범죄조직과 얽혀 전달책을 맡게 된 페이페이는, 첫사랑의 예감과 여

about her trip to Hokkaido with her best friend to see the snow for the

8.17 11:00

POS

빈에 사는 무신론자 페미니스트인 완다는 사고뭉치 딸 니나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홋카이도 여행을 갈 생각에 들떠 있다. 어느 날 우연히 홍콩에서 본토로 아이폰을

in mainland China to her high school in Hong Kong. She is excited

What Have We Done to Deserve This?

ST

Austria / 2018 / 92min / Fiction / DCP / color / Korean Premiere / Ⓖ

16세 소녀 페이페이는 중국 본토의 집과 홍콩에 있는 고등학교를 오가며 매일

Every day, a 16-year old girl Peipei crosses the border from her home

무슬림이 되고 싶다고?

바이 슈에

바이 슈에는 북경전영학교에서 석

사 과정까지 공부했다. 중국청년
감독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받아
장편 <더 크로싱>을 완성했다. <

더 크로싱>은 토론토국제영화제

에서 프리미어 상영되었으며 평요

서유럽 한복판에서 무슬림이 된 딸을 이해하기 위해 무슬림의 삶으로 들어간 한
백인 여성의 깨달음의 여정이 유쾌하게 펼쳐진다.

이바 스피하이츠호퍼

Wanda, a 49-year-old atheist feminist from Vienna, faces her worst

민중극장배우학교에서 연기를 공

nightmare when her teenage daughter Nina announces that she has
converted to Islam, is going to wear a headscarf, and from now on
should be called Fatima. Panicking, Wanda exerts every effort to turn

1967년 오스트리아 그라츠 출생.

부하면서부터 수많은 작품에 출연

했다. 2000년부터는 텔레비전 연
속극 각본을 써왔고 현재 오스트리
아시나리오작가연합의 의장이다.

film depicts the story of chaos, romance, crime, friendship and family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from the perspective of a Chinese youth who is living in the mixture of

BAI Xue

Europe has a long history which is deeply embedded in the everyday

liberalization and the vestige of socialism.

Xue graduated from Beijing

lives of ordinary people. This film is a hilarious account of a Caucasian

screenwriter and director.

Film Academy with a B. A.

woman’s journey to the Muslim world to understand her daughter who

She lives in Vienna and

and the MFA in directing. The
Crossing won the Best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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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daughter’s mind only to find nothing really works. Immigration to

has converted to Islam living in the middle of Western Europe.

Eva SPREITZHOFER
She works as an actress,

has two daughters. She
is the chairwoman of

at 2nd PYIFF. Xue is now one

the writers association

of the directors of the Wanda

Drehbuchverband Austria.

Pictures Elit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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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나무는 거문고처럼
Complicity

P1

8.17 13:00

AC

8.19 13:00

인터넷으로 소통하며 홍콩에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 어느 날 대만의 한 영화

기 위해 위조신분증을 사서 일본으로 건너가 전통 소바 식당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제에 초청받게 된 슈양은 어머니를 관광객으로 위장 시켜 대만에서 극적으로 조우

된다. 그곳에서 만난 소바 장인이자 사장인 히로시는 그를 아들처럼 따뜻하게 대하

하지만, 사고의 차이는 모녀 사이에 원치 않은 골을 만든다. 각각 중국과 홍콩에서

고, 첸량은 신분이 탄로 날까 두려워하면서도 히로시와 가족들에게 점차 동화된다.

사는 모녀가 대만에서 상봉하면서 겪는 복잡한 상황들을 담담히 추적하는 이 영화

정갈한 화면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을 두고 혼란을 겪는 첸량의 심적 변화

Cheng Liang, a young Chinese man who desperately needs money

CGV3 8.18 11:00

중국 정부에 반하는 영화를 만들다 홍콩으로 망명한 슈양은 중국에 있는 어머니와

중국인 청년 첸량은 작고한 아버지가 운영하던 카센터를 다시 오픈할 돈을 마련하

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Hong Kong, Taiwan, Singapore, Malaysia / 2018 / 107min / Fiction / DCP /

CGV2 8.17 22:00

color / Ⓖ

Japan, China / 2018 / 116min / Fiction / DCP / color / ⑮

를 따라가는 이 영화는 전통과 현대 사이에서 변화를 겪고 있는 아시아 사회의 딜

가족여행 A Family Tour

는, 남북으로 나뉘어 다른 체제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언젠가 이뤄질 소통을 꿈꾸는
치카우라 케이

2013년부터 영화를 만들기 시작해

두 번째로 연출한 <겨울감나무>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또 하나의 메타포에 다름 아니다.

Chinese film director Yang Shu has been forced to remain in exile with

잉량

중국 활동하는 독립영화 제작자

로 1999년에 데뷔한 잉량은 도쿄

클레르몽페랑영화제에 초청되었

her family in Hong Kong after creating an anti-government film. The

는 2017 로카르노영화제와 토론토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Internet. Yang Shu takes the opportunity of meeting her mother during
her visit to a film festival in Taiwan by arranging to cross paths while her

우수 감독상을 받았다.

CHIKAURA Kei

mother is on a mainland company leisure tour. However, the difference

YING Liang

He started a career as a

Ying Liang, a Chinese

Liang’s changing state of mind due to a juxtaposition of his past, present,

between mother and daughter results in unwanted consequences.

filmmaker in 2013. His

independent filmmaker

and future through a series of static images, the film shows the dilemma

latest short film, Signature

Depicting the complex situations these two women get into during their

to reopen his late father’s auto repair shop, decides to move to Japan
and lands a job in a traditional soba restaurant with a fake identity. As
Hiroshi, the restaurant owner and a soba master, treats him like a son,
he becomes emotionally attached to Hiroshi and his family despite the
fear of his real identity being disclosed at any moment. Following Cheng

of Asian Societies going through enormous changes between tradition
and modernity.

고 가장 최근 작품인 <시그니처>

was selected for Locarno

encounter with each other in Taiwan, this film can be a metaphor for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s dreaming of achieving

and Toronto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 the future despite the fact they are physically

Film Festiv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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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way to communicate with her mother left alone in China is via

separated living under different political systems.

필름엑스영화제 특별심사위원상,

브리즈번국제영화제 국제평론가
협회상,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최

made his directorial debut in
1999. His films were greeted
with a number of important
prizes at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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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의 아폴론 The Apollo of Gaza
Canada, Switzerland / 2018 / 78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CGV5 8.18 19:30 GV
P1

8.19 11:00

Asian Premiere / Ⓖ

달달한 로맨스다. 인기 드라마 �포화 속의 텔아비브�는 긴장감 넘치는 첩보물. 현장

희귀한 보물은 마술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 감독은 고대 석상의 흔적을 쫓

인턴인 살람은 검문소 소장 아시를 알게 된다. 아시의 아내는 드라마의 열혈 시청

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가자 지구에 얽힌 복잡한 상황이 석상의 행방불

자. 아시는 으시대고 싶은 마음에 살람을 통해 드라마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팔레

명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다. 상상과 현실 사이에서 신화 속의 보물은 정치적, 종

스타인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통행 제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삼엄한 상황을 블

교적 색채를 달리하는 사람들에게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호명된다. 정치와 예술,

found in a fishing net near Gaza. Although there is footage of this
rare, enormous treasure being discovered, no one knows its current
whereabouts. The director of this film realizes the complex situations
in Gaza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disappearance of this ancient
statue while interviewing people with different political and religious

CGV3 8.19 11:00

심각한 제목과는 달리 <포화 속의 텔아비브>는 시종일관 흥미로운 코미디이며

아폴론 석상이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 영상 기록은 남아있지만, 현재 이 거대하고

In summer 2013, a more than 2,500-year-old statue of Apollo was

Tel Aviv on Fire

CGV3 8.18 20:00

Israel, Belgium / 2019 / 97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2013년 여름, 가자 지구 바다에서 조업하던 한 어부의 그물에서 2,500년 이상 된

종교와 민족주의에 대한 아름답고 흥미로운 우화.

포화 속의 텔아비브

니콜라스 와디모프

스위스에서 태어난 작가이자 감

독, 프로듀서이다. 중동의 정치
상황을 탁월하게 표현하는 감독

인 그는 팔레스타인 출신 영화인
들을 위해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몬트리올과 제네바를 오가며 활
동한다.

랙 코미디로 비튼 작품. 탄탄한 시나리오로 관객을 몰입하게 만든다. 베니스영화제
의 오리종티 섹션에서 살람 역의 카이스 나이프가 남자배우상을 받았다.

사미흐 조아비

Unlike the serious title, Tel Aviv on Fire is an interesting comedy and a

이스라엘 익살에서 태어나고 자

sweet romance from start to finish. A popular soap opera “Tel Aviv on
Fire” is a tense thriller. Salam the field intern gets acquainted with Assi,
a commander at the checkpoint. Assi’s wife is a huge fan of the show.

팔레스타인 거주민이 대다수인

랐다. 텔아비브대학과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필름메이

커 매거진에서 선정한 "독립영화
신예 25인"에 선정되었다. 칸영

To show off, Assi begins to influence the drama through Salam. This

화제 등에서 상을 받았다.

backgrounds in search of its traces. This treasure from the legend incites

Nicolas WADIMOFF

film is a black comedy that twists the harsh situation of Israel, where

Sameh ZOABI

all sorts of rumors, being remembered in many different ways. This film

He is a Swiss-born writer,

strict travel sanctions are applied to Palestinians. Its solid script engages

Born in Iksal, a Palestinian

director and producer, who

its audience. Kais Nashif that played Salam received a Venice Horizons

village. He graduated

is an interesting and beautiful fairytale that gives insight into politics, art,
religion, and na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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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des his time between
Montreal and Geneva.

Award for Best Actor.

from Tel Aviv University in
film studies and English

He organized a series of

literature, then received an

documentary workshops for

M.F.A. from at Columbia

Palestinian filmmaker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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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썬 Dear Son

Tunisia, Belgium, France, Qatar / 2018 / 100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P1

8.19 13:30

AC

8.20 19:00

스크루드라이버 Screwdriver

Palestine, USA, Qatar / 2018 / 108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튀니지에 사는 중산층 부부 리아드와 나즐리 부부는 대입을 앞두고 왠지 우울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청년 지아드는 친구인 램지

위해 시리아로 떠나고, 리아드는 아들의 흔적을 쫓아 위험한 여정을 시작한다.

감옥에 갇힌다. 15년 뒤 출소한 지아드는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괴로워하며 바깥

보이는 외아들 사미가 걱정스럽다. 어느 날 사미는 아무 말도 없이 IS에 합류하기

갇혔다 출소한 기구한 운명의 남자가 과거와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며 삶의 의미를

시키는 묵직하고 절제된 이야기 속에서 가족을 둘러싼 소통의 부재가 일으키는

찾는 과정을 담고 있다. 스타일리쉬한 연출과 주인공 지아드 역의 지아드 바크리의

비극의 연쇄를 통해 정체성과 세대의 문제를 되짚는다.

of college entrance exams. One day, Sami leaves for Syria to join ISIS
and Riadh sets out on a dangerous journey to find his son. Dear Son
focuses on depicting the anger and pain of an ordinary father who
cannot understand why his son has joined ISIS. Reminding us of Asghar

8.19 16:00

의 삶에 적응하지 못한다. <스크루드라이버>는 명예와 우정을 택해 감옥에 15년간

못하는 소박한 아버지의 분노와 고통에 집중한다. 아쉬가르 파라디의 영화를 연상

only son Sami who seems to struggle with depression in preparation

8.18 13:30

P1

가 이스라엘 저격수의 총에 맞아 사살되자 복수심에 불타 엉뚱한 사람을 살해하고

<디어 썬>은 정체성 혼란에 시달리다 IS에 합류하기 위해 떠난 아들을 이해하지

Riadh and Nazli, a middle-class couple living in Tunisia, worry about their

P1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
모하메드 벤아티아

1976년 튀니스 출생. 발랑시엔

대학교, HEC에 공부했다. 그의

Ziad is a young Palestinian man living in a conflict zone between Israel
and Palestine. When his best friend Ramzi gets shot in the head by

작품 <셀마>(2014)는 클레르몽

an Israeli sniper, his rage translates into a rash action where he kills an

에 상영되었고, <헤디>(2016)는

to modern life, suffering from PTSD. Screwdriver follows how this tragic

페랑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남자연기

innocent man. After 15 years of imprisonment, Ziad struggles to adjust

바삼 자르바위

제2차 팔레스타인 인티파다를
기록하는 사진작가로 활동했다.

매켈러스터칼리지, 컬럼비아대

학교에서 공부했다. 그가 연출한
<치킨 헤드>(2009)는 선댄스

영화제, 소노마국제영화제 등에

자상 은곰상을 받았다.

man haunted by ghosts of the past attempts to find meaning in life after

Farhadi’s films distinguished by non-judgmental and non-excessive

being imprisoned for choosing honor and friendship over many other

초청되었다.

portrayals of characters, it reflects on the problems of identity and

Mohamed BEN ATTIA

things. It is worth paying attention to the film’s unique directing style

Bassam JARBAWI

generation gap by looking at a series of tragic events caused by a lack of

Born in 1976, Tunis. He

and the outstanding performance by a charismatic actor Ziad Bakri who

Bassam Jarbawi began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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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s his first feature
Inhebbek Hedi(2016) which

plays the role of Ziad.

working as a photographer
during the second Palestinian

wins the Best First Film

Intifada. His photographs

Award and the Silver Bear

produced several exhibits

Best Actor at the Berlinale.

and his first documentary
Frequency(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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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의 전쟁

A War of Memories

P1

8.18 16:00

ST

8.19 16:00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East Asia Anti-Japan Armed Front

Korea / 2018 / 88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⑫

Korea / 2019 / 74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⑮

베트남에 파견된 한국군의 양민 학살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1968년 베트남 중부에

70년대 일본의 극좌 운동의 자취를 쫓아가는 영화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은

역사를 기억한다. 한편 이젠 노인이 된 베테랑들은 학살에 대해 부정한다. <기억의

건물을 잇달아 폭파한 사건들로부터 시작된다. 감독은 국가 해체 운동을 이끌었던

서 일어났던 비극적 사건. 그 자손과 당시 생존자들은 매년 제사를 지내며 처참한

단체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념과 좌절, 통렬한 반성과 남은 자들의 이야기를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대신 툭툭 제시되는 증언들과 공간들이 부딪히며 팽팽한

풀어간다. 우경화되어가는 일본의 현재와 대비되는 과거에 대한 격렬한 반성의

저지른 �피의 역사�에 반성을 촉구하는 다큐다.

이길보라

A documentary about civilian massacres by the Korean soldiers

는다. 청각장애 부모의 반짝이는

dispatched to Vietnam-a tragedy that took place in the central part
of Vietnam in 1968. The descendants and the survivors remember the
appalling history with annual ancestral rites. The veterans, now older in
age, negate the massacre. A War of Memories conveys this heavy yet

CGV2 8.19 13:30

전범 국가인 일본 정부 해체를 주장하는 일련의 극좌 단체들이 대기업과 전범 기업

전쟁>은 담담한 방식으로 무겁고 뜨거운 테마를 전한다. 이 다큐는 설명하거나

서사를 만들어낸다. 결코 쉽지 않은 주제에 접근한 감독의 용기에 박수를. 우리가

CGV2 8.17 11:00 GV

글을 쓰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
세상을 딸이자 감독의 시선으로
담은 영화 <반짝이는 박수 소리>

를 찍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
상원을 졸업하고 네덜란드방송

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를 전공

결기, 정치적 이상에 가려진 인간의 삶,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
들의 이야기가 인상적으로 펼쳐진다.

김미례

East Asia Anti-Japan Armed Front is a film that follows the traces of the

표작 <외박>(2009)을 포함해 장

far-left politics in the 1970s in Japan. It starts with a series of bombings
against Japanese conglomerates and war-crime corporations by a farleft illegal group inspired by anti-Japanese anarchism. The director

1964년 한국 충청북도 출생. 대
편 5편을 연출했다. <노동자다 아

니다>(2003)는 프리부르영화제
에서 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
KIM Mirye

focuses on the leaders of the anti-Japanese group and discusses their

hot topic in a serene way. It doesn’t try to explain nor persuade. Instead,

한다.

the sporadic testimonies and spaces collide, creating a tense narrative. A

LEE-KIL Bora

stories of those in pain who have been fiercely reflecting on the past,

she directed 5 films. She

round of applause for the director’s courage to deal with such a difficult

Lee-Kil Bora is a writer and

shadowed by political ideals, and struggling between ideal and reality,

won the documentary

topic. This documentary urges us to repent on the bloody history we
have caused.

filmmaker who believes that
being born to and raised

belief, frustration, self-reflection and lives. It is interesting to listen to the

which is the opposite of contemporary Japan becoming right-wing.

Born in 1964. Including her
main work Weabak(2009),

award at the 2004 Fribour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y her deaf parents have
given her the best gif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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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yt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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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Army

Korea / 2018 / 90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⑫

P1

8.18 11:00

AC

8.19 11:00

스펙트럼 해외단편 Spectrum International Shorts

모술 980 Mosul 980

2년 동안 밀착 추적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영화는 2년여의 군생활 동안 한국의 군

IS 부대원으로 위장한 젊은 여성이 차 트렁크에서 기어 나온다. 그녀는 2014년에

감독이 과거 군대 시절 겪었던 일화에 대한 소회가 담긴 내레이션은 우철의 경험과

한 명이다. 그녀가 전쟁의 폐허와 즐비한 시체 사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흔들리는 그의 심리에 관객들이 강력히 동일시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대리체험에

도 살아남으려는 한 여성의 불굴의 의지, 두려움과 공포, 슬픔의 정서를 고스란히

폭발물 위에 세워진 군용 차량뿐이다. <모술 980>은 전쟁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시종일관 우철의 표정에 집중하는 카메라는

전달한다.

가까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military. By doing so, it reflects on how South Korean military culture
affects individuals while they fulfill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for
two years. The director shares his own experiences in the army through
a voice-over, which creates synergy with those of Woochul. The camera

8.19 16:00

IS에 의해 모술에서 납치되어 성 노예로 팔린 3,000여 명의 야지디족 여성 중

대 문화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사색적으로 접근한다. 영화 내내 진행되는

ordinary man with South Korean nationality from joining to leaving the

8.17 11:00

P2

Iraq / 2019 / 10min / Fiction / DCP / color / Korean Premiere / ⑫

<군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 우철의 예비소집부터 제대까지 군 복무 생활을

Army is a documentary film that intimately follows Woochul, a young,

P1

박경근

1978년 출생. 현대미술과 영화의

A young girl disguised in ISIS uniform tries to escape from a car trunk.

영역을 넘나드는 예술가로 국내

She is one of the 3,000 Yazidi women kidnapped in Mosul and sold as sex

의 꿈>은 베를린국제영화제 최고

war and dead bodies is to use a military vehicle set on explosives. Mosul

등 세계적인 유수 영화제, 미술관

she is in while showing her fear and sadness just as they are.

외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철

아시아영화상과 뉴욕현대미술관

slaves by IS in 2014. The only way for her to break free from the ruins of
980 follows a woman willing to survive despite the miserable situation

알리 모하메드 사이드

1976년 이라크 바그다드 출생.

센트럴미시간대학교, 뉴욕필름

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미국에
위치한 엔키영화학교의 설립자

이다. 전 세계에서 프로듀서, 편집

자, 저널리스트 등 여러 방면에서

captures Woochul’s facial expressions throughout the film, creating

에서 상영 및 전시되었다.

tension by deliberately showing shaky footage and inviting the audience

PARK Kelvin Kyungkun

Ali Mohammed SAEED

to simultaneously experience how he feels.

He is an artist based in

Born in 1976, Baghdad, Iraq.

Seoul, Korea, working

He is a founder & CEO of

primarily in the medium of

Enki Film Academy in USA.

film & video, photography,

He received master's degree

and installations. A Dream of

in broadcast and cinematic

Iron won the NETPAC Award

arts at Central Michigan

at Berlinal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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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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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해외단편 Spectrum International Shorts

알레포의 의사 Aleppo

P1

8.17 11:00

P2

8.19 16:00

USA / 2019 / 20min / Fiction / DCP / color / Asian Premiere / ⑮

스펙트럼 해외단편 Spectrum International Shorts

전쟁터의 자장가 Armed Lullaby

1992년에서 1993년 사이 일어났던 압하지야 전쟁 중 고향에서 쫓겨난 조지아 민

라우마에 시달린다. 그녀는 자신의 상태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자신의 정체

피난 경로를 네 아이의 시선으로 애니메이션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네 명의 아이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도 알아볼 수 없게 된 하난은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트

간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이 영화는 학살을 피하고자 조지아인들이 택했던 네 가지

성과 의사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맞선다. 한 의사의 외로운 싸움을 통해

들은 마지막 기차와 마지막 배, 마지막 비행기 그리고 눈 덮인 산 위를 걸으며 각각

전쟁의 공포와 잔혹함이 남긴 보이지 않는 흔적을 형상화한 작품.

suffers a traumatic brain injury that leaves her face blind. Unable to
recognize the faces of even those closest to her, Hanan suffers from
PTSD even after returning home in the United States. Struggling to
come to terms with her new life, she exerts every effort to overcome her
fear of losing her identity and future as a doctor. It is a film that explores
the hidden traces of war, horror, and brutality through a doctor’s lonely
battle with herself.

다른 방식으로 고향을 떠난다. 소박한 애니메이션의 터치 아래, 전쟁으로 고향을
앤서니 그리파

뉴욕을 기반으로 감독, 편집가, 촬

잃고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영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 럿거

Armed Lullaby is an animated film about Georgian children and their

이후 미국영화연구소에서 수학

War which lasted from 1992 to 1993. It shows four routes of flight that

스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했다. <두 얼간이>(2009) 등을

연출했다. 현재 뉴저지의 유니언
카운티칼리지에서 조교수를 지

families forced to flee their hometown during the Abkhazian-Georgian
were taken by four children in order to escape an ethnic massacre. One
had to push through the crowd to get to the last ship, another one to

야나 우그레켈리트체

조지아대학교에서 통역을, 페테

베렌스예술학교에서 커뮤니케이
션 디자인을, 쾰른미디어아트아

카데미에서 포르투갈학을 전공

했다. 단편 애니메이션 <서머 스
토리>를 만들었고, 현재 <사건번

내고 있다.

get to the last train, and a third to the last plane. The fourth child walks

호 79087>을 작업중이다.

together with his family and thousands of other refugees over the snow-

Yana UGREKHELIDZE

Anthony GRIPPA

covered mountains. This animated film characterized by its moderate

Diploma as interpreter in

He is a director, editor, and
photographer based in New
York. He graduat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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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16:00

Asian Premiere / ⑫

하지만 그녀가 근무하는 병원이 폭격을 당하면서, 그녀는 뇌 손상을 입는다. 가장

victims of war. When the hospital where she works is bombed, she

8.17 11:00

P2

Germany / 2018 / 8min / Documentary, Animation / DCP / color /

시리아 출신의 성공한 의사 하난은 전쟁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시리아로 돌아온다.

Hanan, a successful Syrian-American doctor, returns to Syria to help

P1

style embodies the sorrow of people who can never go back home
because of the ruthless war.

University of Georgia, B. A
communication design at
Peter Behrens School of Arts

Rutgers University with a B.A.

Düsseldorf and postgraduate

in history and earned his M.F.A.

studies in Academy of Media

in directing from the AFI.

Arts Colo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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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프 Yousef

P1

8.17 11:00

P2

8.19 16:00

Italy / 2018 / 14min / Fiction / DCP / color / Ⓖ

스펙트럼 해외단편 Spectrum International Shorts

트라우마 Pigua

테러로 부상을 입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댄은 일터에서조차 극심한

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은 그를 주눅 들게 한다. 당당한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저 두절된 댄은 패닉에 빠진다. 그의 일터는 더이상 평범한 일상의 장소가 아

고 있다. 그러나 유럽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유색인종을 향한 테러, 이민자들

니다. <트라우마>는 연일 테러로 인해 혼란에 빠진 예루살렘의 상황을 한 남자의

삶을 살고있는 이민자들조차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의 시

불안을 통해 보여준다. 일상을 파괴하는 테러의 잔인함, 민간인들이 겪어야 하는

선을 주인공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드러낸다.

prejudices against immigrants constantly overwhelms him. Even
after becoming an Italian citizen, he is exposed to discrimination, to
an extent that a victim of a theft he witnesses does not even believe
him. By showing how the protagonist feels, the film offers a complex

8.19 16:00

공포감을 떨치지 못한다. 예루살렘에서 이어지는 연이은 테러 소식에 아내와 연락

우연히 목격한 강도 사건의 피해자조차 그를 믿지 않는다. 영화는 타지에서 성공한

at a high-end restaurant in Italy. Rising racist terrorism in Europe and

8.17 11:00

P2

Israel / 2018 / 16min / Fiction / DCP / color / Korean Premiere / ⑫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 유세프는 이탈리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성공한 셰프로 살

Yousef is a successful cook and the son of African immigrants, working

P1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생하게 전달되는 작품.
모하메드 호사멜딘

1983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

Dan, who suffers from PTSD after being wounded in a terrorist attack,

생. 이탈리아, 이집트 국적의 감독

cannot shake off his fear even when he is around his coworkers. He

감독으로 일하며 단편영화와 독

attacks in Jerusalem. His workplace is no longer something ordinary.

예술학교에 입학했다. 단편 <언

has brought to Jerusalem by showing an anxious man. It vividly captures

인 그는 이탈리아 방송국의 촬영
립 다큐멘터리를 작업하다 로마

panics when he loses contact with his wife due to multiple terrorist
Pigua invites the audience to feel the chaos a series of terrorist attacks

요나단 쉬호아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나 자란

그는 2012년 이스라엘로 이주해

마알레흐영화학교에서 연출과
촬영을 공부했다. <트라우마>는
그의 졸업영화이다.

account of immigrants who have to fight against unseen prejudice and

더 그라운드>(2017)를 연출했다.

discrimination even after having successfully settled down in a foreign

Mohamed HOSSAMELDIN

City. He emigrated to Israel

country.

Born in 1983, Alexandria,

in 2012. He studied directing

Egypt. He first worked

and cinematography at

as a video operator. He

the Maaleh School of Film

graduated from the Rome

and Television. Pigua is his

University of Fine Arts and

graduation film.

the brutality of terrorists and the fear of death widely shared by civilians.

Yonatan SHEHOAH
Born and raised in Mexico

directs the short film Sotto

94

Ter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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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Sick

ST

8.18 13:30 GV

CGV2 8.19 19:30

Korea / 2019 / 39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스펙트럼 국내단편 Spectrum Korean Shorts

벨빌 Belle Ville

파리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선화는 조선족 불법체류자이다. 중국엔 수술을

다지 어렵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은 망설인다. 그 환자의 병명은 닿기만

용해 하나의 여권을 나눠 쓴다. 공항에서 연화를 기다리는 선화. 연화에게 여권을

체납된 환자의 집에서 통장을 가져오라는 것. 환자의 어린 딸도 데려와야 한다. 그

받아야 하는 아들 명철과 쌍둥이 자매 연화가 있다. 선화와 연화는 같은 외모를 이

해도 옮는다는 에이즈. 그들은 환자의 딸과 접촉될까 두려워 전전긍긍이다. 시종

받아 아들을 만나러 중국에 가야 한다. 하지만 출발하는 날, 계획은 뒤틀린다. 선화

일관 왁자지껄 코미디처럼 보이지만, <병>은 무지가 불러오는 공포를 보여준다.

의 뒤를 경찰이 쫓는다. 국내외 30여 개 영화제에서 상영된 <벨빌>은 파리의 불안

에이즈가 치사율 100퍼센트의 역병으로 여겨지던 시기. 그것은 집단 히스테리가

A rural hospital in 1990. Its staff Woosik and Jaegoo get a mission—
they need to go to a delinquent patient’s home and take his bank book.
They also need to bring the patient’s daughter in. It may not seem
like a challenging task, but the two hesitate. The patient has AIDS, the
supposedly contact-transmissible disease. They are concerned they will

8.18 13:30 GV

CGV2 8.19 19:30

Korea / 2016 / 26min / Fiction / DCP / color / Ⓖ

1990년 지방의 어느 병원. 직원인 우식과 재구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병원비가

된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수상작.

ST

한 이방인인 선화의 급박한 상황을 보여준다. 그 생생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촬영
이우동

1980년 부산에서 태어나 경기대

과 연출은 가장 큰 미덕. 이상희의 연기는 화룡점정이다.

학교에서 연기와 영화 연출을 복

Seonhwa is an illegal Korean-Chinese immigrant working in a

업 후,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son named Myeong-cheol, who is in need of a surgery. They share the

수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학교 졸
연기자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연기와 연출

guesthouse in Paris. Back in China, she has a twin sister Yeonhwa and a
same passport given that they have the same appearance. She needs

정원희

프랑스 파리 3 소르본 누벨 대학교

동대학원 영화과를 졸업했다. 현
재 장편 시나리오를 작업중이다.
JUNG Wonhee
Graduated from the

to get the passport from Yeonhwa and go to China to see her son. But

come in contact with the patient’s daughter. Although it may seem like a

을 겸하고 있다.

boisterous comedy all around, Sick demonstrates how ignorance causes

LEE Woodong

Shown in 30 film festivals, Belle Ville conveys the desperate situation of

major. Currently working on

terror. The era where AIDS was considered as a 100% fatal epidemic. It

Born In 1980, Busan. He

Seonhwa, an unstable stranger in Paris. Filming and directing that vividly

a scenario.

becomes a group hysteria. Awarded with Jury’s Special Award at this
year’s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graduated from Kyunggi
University with a double
major in acting and film

things go wrong on the departure day. The police chase after Seonhwa.

University of Sorbonne
Nouvel, Paris, with a film

reflect the narrative are the greatest virtues of this film. Lee Sanghee
offers the finishing stroke to the film.

production. He is playing in
many dramas and movies,

96

while directing an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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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 Mina

ST

8.18 13:30 GV

CGV2 8.19 19:30

Korea / 2018 / 23min / Fiction / DCP / color / Ⓖ

스펙트럼 국내단편 Spectrum Korean Shorts

반신반의 Believe It Or Not

8.18 13:30 GV

CGV2 8.19 19:30

Korea / 2018 / 31min / Fiction / DCP / color, b&w / ⑫

8년 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나. 뺑소니를 쳤던 범인은 병으로 죽을 때에

<반신반의>는 박찬욱, 박찬경 형제의 공동 프로젝트 �파킹 찬스�에서 선보인 8번

이르자 자수를 하고, 미나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고 한다. 그렇게 만난 범인과 미나.

째 작품으로, 실제 남북을 오간 인물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작품이다. 지난해 국

럽게 다룬다. 졸지에 고아가 된 미나는 10대 내내 힘든 삶을 살았다. 한편 범인은

에 심취해 몰래 디스크를 복사해오다 들킨 북한 여자 설희가 탈북자를 가장한 이중

과연 미나를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미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고통스

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설치미술로도 선보인 박찬경 감독의 신작으로, 한국드라마

죽기 전에 마음의 짐을 털겠다고 미나에게 용서를 빈다고 한다. 상대방의 고통을

스파이로 남파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알 수 없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서를 요구하는 행동. 이것은 피해자를 끝까지 피해자
로 만드는 우리 사회의 폭력성이다.

ST

을 정도로 얽힌 남북 관계를 상징적으로 녹여낸 블랙코미디.
박우건

1984년생. 한양대학교 연극영화

Believe it Or Not is the 8th work of PARKing CHANce, an art project led

박찬경

1997년부터 현재까지 큐레이터,

학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재학

by the brothers Park Chan-wook and Park Chankyong. With a theme of

1회 DMC영화제 경쟁부문, 방콕

North and South amid the division. It is Park Chankyong’s latest film

다. 이후 영상 프로덕션 슈가솔트

hand, the criminal asks Mina for forgiveness to lessen his own burden

페퍼를 창립했다.

year. It tells a story of Seolhee dispatched to South Korea as a double

before he dies. The act of asking for forgiveness without considering

PARK Woogeon

a disc out of love for South Korean dramas. It is a symbolic black comedy

He is one of the

the other party’s pain—this is the violence we face in this society, which

Born in 1984. He graduated

that explores the complex, interwoven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representative media

8 years ago, Mina lost her parents in a car accident. The hit-and-run
criminal turns himself in when he’s about to die sick, and he asks Mina
for forgiveness. The criminal and Mina meet up. Can Mina forgive him?
Mina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or and victim in a
painful way. Mina had a tough teenage life as an orphan. On the other

makes victims remain as victims till the end.

98

중이다. 졸업 영화 <노킹>으로 제

국제학생단편영화제에 초청되었

from Han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film and

double agent, it was inspired by real people who have travelled between
which premiered as an installation art at the Asia Culture Center last
agent in disguise of North Korean defector after getting caught copying

Koreas.

미술 평론가, 미술가, 영화감독,
예술감독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유의 감성과 혜안을 가진 작가
로 국내외를 가리지 않는 전시와
영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PARK Chankyong

artists with his works
of photography, video,

now attends in the master

installation art dealing with

course. His graduation film,

themes of the Cold War,

Knocking was selected in

Separation of Korea.

BIS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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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네마

Pyongyang Cinema

보도를 통해 우리가 접해온 북한의 이미지는 전형적

은 상영뿐만 아니라, 캐릭터 전시와 북한 애니메이터

기억, 군사적인 위협... 그러나 지난해 기적처럼 우리

Nor th Korea has been depic ted as ver y

established name, starting from nothing. This

one dimensional through the lenses of the

animation has a modern take on Shim Cheong

린다.

media: the hermit country protected by its

Jeon, a famous traditional tale in Korea.

propaganda, a starved third-world country with

Empress Chung is the epitome of North Korean

계는 새로운 희망과 우려가 뒤섞인 복잡한 심정으로

2012년 이후 북한의 변화된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military threats. However, as last year witnessed

animation led by Shin. An exhibition which

the long-awaited Korean Summit, the world,

goes along with the screening provides more

창남북평화영화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한영화

터리들은 지난한 세월을 거치며 급격한 변화를 겪고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started

information of the making of the characters

to dream about a peaceful future that has

and early sketches.

이다. 폐쇄적인 국가, 프로파간다의 범람, 저개발의
앞에 찾아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을 비롯한 세
앞으로 펼쳐질 전인미답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평
뿐만 아니라 남북에 관련된 이슈를 담은 영화들을 선

보일 것이며, �평양시네마� 는 평창남북평화영화제만
의 고유한 섹션으로 평화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할 것
이다.

1953년 휴전협정 이후, 놀라운 변화를 거친 남한 사
회 못지않게 북한 사회 또한 많은 것이 변화해 왔다.

그렇다면 정치적, 군사적 관점이 아닌 북한 사람들
의 삶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1985년작 북한 영화 <봄날의 눈석이>는 지난 2003
년 부산국제영화제 �북한영화 특별전� 상영 당시 일

반 관객들은 제외한 관계자들만 관람할 수 있는 제한
상영 판정을 받았다. 평창남북평화영화제는 마치 로
미오와 줄리엣을 연상시키는 조총련계 청년과 재일
교포 여성의 애절한 러브스토리를 극장에서 누구나

대형 화면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루
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두 남녀가 두 가족의 놀
라운 인연을 통해 극적으로 맺어진다는 이야기는 언
젠가 이루어질 남북 화합에 대한 열망을 드러낸다.

최초이자 현재까지도 유일한 남북합작 장편 애니메

이션인 2005년작 <왕후 심청>은 황해도 평산 출신
으로 청년 시절 맨몸으로 미국에 건너가 일가를 이루
고 돌아온 애니메이터 넬슨 신의 집념의 산물이다. 우

리나라 고유의 이야기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하
여 북한 애니메이터들을 이끌고 작업한 <왕후 심청>

원화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들과 함께 관객들을 기다

수 있는 북한을 방문한 해외 감독들의 신작 다큐멘
있는 북한 사회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

never existed with mixed feelings. PIPFF will

를 제공한다. 피에르 올리비에 프랑수아 감독의 <한

continue to act as a platform to promote the

The new documentaries based on the recent

반도, 백 년의 전쟁>은 해방 이후 둘로 갈라진 남한

wide spectrum of films about North Korea and

visits of foreign directors, who observed

과 북한의 역사를 관통하는 흥미로운 다큐멘터리이

inter-Korean relations. Pyongyang Cinema is a

the “modern” North Korea after 2012, are a

다. 북한의 장성급 관료들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의

permanent category that heralds the message

drastically different and in-depth observation

of peace.

into North Korea we have never had access

인터뷰, 북한에서 제공한 아카이브 자료들, 고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남한의 중요 인사들의 인터뷰를 적절

to before. Director Pierre-Olivier François’s
A f te r t h e 1 9 53 t r u ce , N o r t h Ko rea we n t

Korea, A Hundred Years of War is an innovative

through as many changes as the its Southern

documentary piercing the history of the two

제3의 시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영

counterpart. How much do we really know

Koreas after independence. This valuable

about North Korea other than its propaganda

third person’s perspective includes interviews

가다>는 <몬티 파이튼> 시리즈로 영국의 국민 코미

and military ? What are the daily lives of

of high ranking off icials, generals, archives

North Koreans really like? When Thaw of

provided by the North, and the interviews of

Spring Day(1985) screened at the 2003 Busan

South Korean officials, including the late first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North Korean Film

lady of South Korea, Lee Hee-ho. Michael Palin

Special Exhibition, it was only open to invited

in North Korea is the hilarious personal journey

간적인 얼굴을 기어이 포착해낸다.

guests, not to the general public. The 1st PIPFF

of the director and also well beloved British

provides the rare screening of a modernized

actor, best-known for his role in Monty Python.

�평양시네마� 는 어디에나 평범한 인간의 삶은 존재

Romeo and Juliet, starcrossed lovers. A North

The seasoned actor finds the human face of

Korean man falling in love with a Korean-

North Korea, which has been buried in layers

Japanese woman. Their love beating the odds

and layers of loud propaganda.

하게 엮어내어 남북한의 지난한 역사들을 돌아보는
국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마이클 페일린, 북한에

디 배우로 잘 알려진 마이클 페일린의 좌충우돌 북한

방문기이다. 유쾌하고 따뜻한 노배우의 시선은 딱딱
한 정치색에 감춰진,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

한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하는 영화들로 채워져 있

다. 평창남북평화영화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 섹션
을 통해, 관객들은 적대가 아닌 상생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함께 할 것이다.

represents the deeply-rooted yearning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The 1st PIPFF proudly presents this section
to inspire people to live a life of co-existence

The f irst and only collaborated anim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Empress
Chung(2005), is a fruit of his life-long tenacity
of Nelson Shin. He was born in Pyeongsan,
Hwanghae-do. He emigrated to the US in
his youth and became an animator with an

rather than animosity.

봄날의 눈석이

Thaw of Spring Day

AC

8.17 11:00

DPRK / 1985 / 104min / Fiction / 35mm / color / ⑮

4.26만화영화촬영소에서 진행되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애니메이터로 활동하다
귀국한 넬슨 신은 북한의 뛰어난 작화 실력을 바탕으로 서구적인 캐릭터들과 이야

픔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리는 이 영화는 북한 영화로서는 드물게 남한에 대해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북한 영화로서는 파격적인 몇몇 장면들도 눈길을 끈다.

림창범

Namsu and Young-a are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y try to kill themselves

소속연출가로 활동하였다. 공훈

reunion of the couple being brought up in Korean families with different
ideologies, the film talks about the stinging pain from the division of Korea and

8.18 16:30 GV

서 동시 개봉하였으며, 프리프로덕션과 후반 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이 북한의

달리하는 가정 속에서 자란 연인들의 이별과 재결합을 통해 민족분단으로 인한 아

with parental permission after many complications. Through separation and

AC

나라 고유의 이야기인 심청전을 현대적으로 각색한 이 영화는 2005년 남북한에

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부모의 동의로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된다. 이념을

when parents objected to thier marriage. However, they finally get married

Korea / 2005 / 94min / Animation / DCP / color / Ⓖ

CGV5 8.17 17:00 GV

<왕후 심청>은 최초이자 아직까지도 유일한 남북합작 장편 애니메이션이다. 우리

남수와 영아는 재일조선동포로, 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못하게 되자 자살을 시도하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두 가족의 인연을 강조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열망을

왕후 심청 Empress Chung

평양연극영화대학 연출학과를
졸업한 후,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예술가 공훈을 받았다.
고학림

해방직후 북한으로 건너가 평양
연극영화대학에서 영화를 공부
했다.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았다.

기 구조를 영화 속에 녹여내었다. 마치 디즈니 영화를 보는 듯한 자연스러운 동작
과 귀여운 캐릭터 등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Empress Chung is the one and only feature-length animated film coproduced i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a modern remake of a famous
Korean folk tale about a daughter who sacrifices herself to restore
her blind father's eyesight. The animation was completed by Studio
SEK in North Korea except for pre- and post-production, and released
simultaneously in North and South Korea in 2005. It was directed by

넬슨 신

1939년 황해도 평산 출생. 서라벌
예술대학교 서양화과 졸업. 국제
애니메이션필름협회 국제 회장

을 역임하였다. 헐리웃 최초의 아
시아계 애니메이터로 일하며 �스

타워즈�의 광선검 효과를 애니메

Nelson Shin who returned home after working as an animator in US

이션 기법으로 구현하기도 했다.

Born in Gangwon-do in 1942.

for a long time. Known for its adorable characters and their natural

Nelson SHIN

He was awarded the Order

Born in 1939, Hwanghea-

different families. Some of the scenes, which are rare to be found in a North

movements, this Disneyesque adventure would be a perfect fit for

of Merit Artist in 1988.

Korean film, are so shocking that you would find them highly eye-catching.

KO Hakrim

anyone regardless of age and gender.

* 영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English subtitle is not provided.

Japan. He was given the title

hope for the future at the same time. Known for its unusually positive portrayal
of South Korea, this North Korean film indirectly embodies a longing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by str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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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M Changbum

He spent his childhood in
of the People's Artist.

do. He emigrated to US and
he became the first Asian
animator in Hollywood. He
took his role as an executive
director for his major work
Transformer, the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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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페일린, 북한에 가다
Michael Palin in North Korea

P2

8.17 13:00

P2

8.18 14:00

UK / 2018 / 90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International Premiere / ⑫

한반도, 백 년의 전쟁

Korea, A Hundred Years of War

<한반도, 백 년의 전쟁>은 올리비에 프랑수아 감독이 일제강점기부터 작년의 남북

북한 전역을 누비면서, 페일린은 자신과 동행한 북한 수행원들과 기묘한 우정을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지난한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북한의

이들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에 주의를 기울인다. 솔직하고 담대한 노배우의 현명한

설득하는 데만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린 이 영화는, 남북한 고위층의 인터뷰 및

쌓는다. 페일린은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아닌 그 안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아카이브 자료들과 고위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영화 속에 담기 위해 북한 당국을

면면이 펼쳐진다.

닐 퍼거슨

As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begin

으며 특히 기행영화를 많이 제작

Michael Palin is allowed to visit North Korea for two weeks and, to
a limited extent, explore the country. Visiting major cities such as

8.19 11:00

International Premiere / ⑫

디배우이자 세계 여행자인 마이클 페일린은 2주간 북한을 방문한다. 평양, 원산 등

to slightly thaw after decades of hostility, comedian and world traveler

8.17 13:30 GV

ST

France / 2019 / 110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북한과 남한 사이 외교 관계에 평화의 순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국민 코미

시선을 통해, 이제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북한의 모습과 전혀 다른 새로운 북한의

ST

15년 이상 다큐멘터리를 연출했
했다. 그는 다른 나라와 문화를

세계각지에서 모은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제3의 시선을 견지하며 한반도의 역사
를 알기 쉽게 풀어간다. 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화해 온 남북의 상황을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

이해하는데 있어 기행영화가 큰

This film is a documentary directed by Pierre-Olivier François, focusing

을 포착하는데 집중한다.

took 3 years to persuad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efore being

도움이 된다고 믿고 타인의 일상

on th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It

피에르 올리비에 프랑수아

1971년 프랑스 낭시 출생. 정치학
과 언론학을 공부했고 오랜기간
기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20년 이상 활동했다. 2013년부

터 세계 방방곡곡을 다루는 프로
그램에서 취재해온 그는 북한에

able to include archive film footage and interviews with high-rank

8번 이상 여행한 경험이 있다.

Neil Ferguson has been

officials from North Korea. Based on the relevant information collected

Pierre-Olivier FRANÇOIS

humane aspects of these ordinary people instead of focusing on the

directing documentaries for

from all around the world, the film tells a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Born in 1971, Nancy. 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North Korea. Sharing this old actor’s

15 years and specializes in

from the third-person point of view in an easy-to-understand manner.

studied political science and

Pyongyang and Wonsan, he starts to build odd friendships with North
Korean guides accompanying him. He pays attention to the most

honest and bold perspectives, the film invites the audience to look at
other aspects of North Korea.

Neil FERGUSON

travelogue films presented by
high profile celebrities.

It is an interesting film that allows you to grasp the overall situation
changing over more than 100 years of history in the Korean Peninsula at
one g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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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ism in Paris, Berlin,
and Bordeaux. He has been
working as a journalist and
documentary director for
the last 2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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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평양사절단

A Glorious Delegation to Pyongyang

AC 8.17 18:30 EVENT
ST

8.19 18:30

산너머 마을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Italy / 2019 / 90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International Premiere / ⑮

DPRK / 2012 / 106min / Fiction / MOV / color / ⑮

2018년 4월 25일, 네 명의 유럽 친구들이 북한으로 여행을 떠난다. 마르크스주의

6.25 당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전쟁 드라마다. 서울에서 징집된 일규는 황해도

북한을 둘러보며, 거침없는 소회를 다큐멘터리 안에 담는다. 폐쇄된 사회에 대한

일규. 이때 만난 선화와 사랑에 빠지지만, 일규가 어머니를 찾아 서울로 가면서

자이자 작가인 다비드 로시를 필두로 한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나라인

두 사람은 헤어진다. <산너머 마을>은 북한 영화가 대작을 만드는 솜씨를 볼 수

동경이 뒤섞인 기묘한 여행 끝에, 그들은 북한을 떠나 중국 북경에 이르러, 이제는

있는 작품이다. 대규모 전투 신이나 1950년대 서울 모습 등은 이 영화의 리얼리티

하는 세계에 대한 멜랑콜리한 시선을 담은 작품.

페피 로마뇰리

On April 25, 2018, four friends set out on a journey to North Korea led by

출을 공부하고, 밀라노주립대학교

a Marxist writer Davide Rossi. Traveling around the world’s most opaque
and mysterious country, they vividly capture how they feel. Their journey
is filled with mixed emotions: they feel anxious about and overwhelmed

8.17 15:30 GV

전선에서 부상을 입는다. 이후 산속의 어느 민가에서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는

두려움과 당혹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과거가 된 사회주의적 이상에 대해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상과 현실, 변화

AC

밀라노의 테아트로 피콜로에서 연

에서 예술사를 공부했다. 동시에
음악과 노래를 특기로 삼아 다양한

연극과 영화의 배우로 일했다. 중
편 영화 <뜰 위의 세 개의 창문>을

while still longing for a socialist country that has not been yet corrupted

연출하며 감독의 커리어를 쌓았다.

by capitalism. Once they arrive in Beijing after finishing their journey,

를 만드는 토대인데, <산너머 마을>은 꽤 괜찮은 만듦새를 보여준다. 역사와 이념
보다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테마로 삼은 작품이다.

장인학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is a war drama based on a real story

극영화대학을 졸업하였다. 초기

of 6.25. Ilkyu, drafted from Seoul, gets injured on the front lines of
Hwanghae-do. As he gets treated in a village up in the mountains, he
falls in love with Seonhwa, but the two separate as Ilkyu returns to Seoul

평안북도 신의주시 출생. 평양연
에는 <님을 위한 교향시>(1992),

<심장에 남는 사람>(1992) 등 여

러 편의 영화들에 참여하였다.

1998년 공훈예술가로 인정받았

for his mother. The Other Side of the Mountain demonstrates the North

다.

Pepi ROMAGNOLI

Korean filmmaking skills in creating masterpieces. Large war scenes or

JANG In-hak

they start to ask questions to Chinese about the socialist ideals, which

She Studied at the Piccolo

Seoul in the 1950s are the foundation of this film’s reality and The Other

Born in 1950, Pyongyang,

are now things of the past. This film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eatro of Milan and Milan

Side of the Mountain does quite a good job of it. The film's theme is the

North Korea. He graduated

ideal and real and displays a mood of melancholy about the everchanging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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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University. She also
worked as a theater and film

sorrow of separated families, rather than focusing on history or ideology.

from the Pyongyang
University of Dramatic,

actress, playing a host of

Cinematic Arts studying film

roles with different authors

direction in 1983. He directed

and directors.

23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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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에서의 약속

Meet in Pyongyang

CGV2 8.18 19:30

DPRK, China / 2012 / 96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한국무용을 전공한 중국인 무용가 왕 샤오난은 자신의 춤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8

일간 평양으로 조선 춤을 배우러 간다. 그녀는 북한의 무용수 김은순에게 무용 지
도를 받으려 하지만, 꼬여버린 상황 때문에 오해가 쌓인다. 그러나 샤오난의 할머
니와 은순의 은사가 어린 시절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두 사람은 오해를 풀고
진실한 감정을 나누게 된다. <평양에서의 약속>은 북한과 중국의 연대라는 주제를

두 무용가의 우정을 통해 담아내는 작품이다. 한국무용을 모티브로 예술가의 삶과
방황, 각성의 시간을 담는다.

시얼자티 야허푸, 김현철

Wang Xiaonan goes on an eight-day cultural exchange trip to

후에는 톈산영화스튜디오에서

Pyongyang. Upon arrival, although she is supposed to learn from a
North Korean dancer Kim Eun-sun, several conflicts arise because of
misunderstandings. However, after they learn that Eun-sun’s mentor

북경전영학원을 졸업했다. 졸업
예술 감독 보조로 2년간 일했다.

신장 위그루 자치구의 로컬 영화
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평양에서의 약속>은 중국

is, in fact, the old friend Xiaonan’s grandmother has been desperately

과 북한의 첫 합작 영화이다.

looking for, they clear up misunderstandings and start to bond with

XIERZHATI Yahefu,

each other. Meet in Pyongyang explores the relation between China and

KIM Hyunchul

North Korea through a friendship between two dancers. With a theme

Xierzhati was admitted to

of traditional Korean dance, the film portrays how artists awaken their
creativity and recover their passion.

Beijing film academy with
excellent scores. He has long
hoped that he will be able
to make a hit in the worl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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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jiang local films.

POV: 지상의 난민

POV: Refugee on Earth

평창남북평화영화제에서 그 해의 주목할만한 이슈를

온 소녀>, 난민촌의 아이들에 관한 소묘 <시티 플라

는 기획전인 �POV�의 첫 번째 주제는 현재 국내외로

P OV i s a s p e c i a l p r o g r a m w h e r e f i l m s

with Rana is about the warm friendship of a

relevant to the notable issue selected by the

girl with a mother who risks her life reporting

는 오해의 드라마 <가족>, 희망을 찾아 떠난 길에서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on the battlefield and a girl who live in a nearby

that year are screened. The first issue is ‘refugee’

refugee camp. A Girl From Mogadishu depicts

거대한 사회적 이슈의 무게로 인해 종종 간과되는 평

which is at currently the center of the most

the life of activist Ifrah Ahmed, a refugee from

acute confrontation at home and abroad. The

Somalia. City Plaza Hotel is a sketch of children

big and small wars taking place all over the

living in refugee camps. Family is a drama of

world have produced many refugees. Those

misunderstanding happening in a household

who have lost places to live risk their lives and

that is temporarily taking care of a refugee

해 더 이상 우리에게도 남의 일일 수 없는 난민 문제

leave their hometowns where they are born

family. Hevi captures the psychological anxiety

를 영화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제1회 평창

and raised to survive. Due to Yemeni refugee

of a couple on their way to find hope. The face

남북평화영화제의 �POV�에서 선보이는 9편의 영화

issue on Jeju island, it is no longer somebody

of a normal human which is often ignored

들은 다양한 형식과 시선으로 난민 문제를 들여다

else’s business anymore. How would f ilms

due to weight of the great social issues and

examine refugee issues? The 9 films presented

the time and space where despair and hope

at the 1st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intersects unfold before our eyes.

선정하여 관련된 주제를 담은 영화들을 모아 상영하
가장 첨예한 대립의 중심에 있는 이슈인 �난민�이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은 많은
난민들을 양산했다. 졸지에 살아갈 터전을 잃은 사람
들은 생존을 위해 그들이 나고 자란 고향을 떠나 목
숨을 건 이주를 감행한다. 제주 예멘 난민 문제로 인

본다.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이자 세계적인 거장 아이 웨
이웨이의 신작 다큐멘터리 <남겨진 사람들>은 전쟁

터에서 유럽으로 온 난민들이 수용소에서 겪는 진
퇴양난의 상황을 절절하게 그린다. <마탕기/ 마야/

M.I.A.>는 쫓기듯 떠나온 조국의 비참한 상황에 눈

감지 않는 당돌한 아티스트 M.I.A.의 삶과 예술에 대

해 역동적인 시선으로 접근한다. 망망대해에서 난파

자 호텔>, 난민 가족을 임시위탁한 가정에서 벌어지
겪는 한 커플의 심리적 불안을 그린 <희망의 끝> 등,

범한 인간의 얼굴, 그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시공간
이 눈 앞에 펼쳐진다.

Film Festival POV look into refugee issues with
various forms and perspective.
Chinese dissident and world-famous artist
Ai Weiwei’s new documentar y The Rest
poignantly depicts the dilemma the refugees
who came to Europe from the battlefield are
experiencing at asylums. Matangi / Maya / M.I.A.
dynamically approaches the life and art of M.I.A.,

된 난민선과 마주친 유럽 여성의 딜레마를 그린 <스

a bold artist who does not turn a blind eye to

만한 격렬한 후반부에 이르러, 난민이라는 거울을 통

the dilemma of a European woman facing a

틱스>는 초반부의 고요하고 미니멀한 화면을 압도할

her homeland’s tragic situation. Styx deals with

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된다.

wrecked refugee boat at sea. As the film enters

<옥상난민> 역시 옥상에 올라간 한 시리아 난민 소년

이 평범한 동네에 일으킨 소란으로 인해, 우리도 모르
게 내면에 자리한 편견과 무지의 민낯을 보여주는 작

품이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 취재를 이어가는 엄마
를 둔 소녀와 근처 난민촌 소녀의 따뜻한 우정을 그
린 <라나와 보낸 여름>, 소말리아 난민 출신의 액티

비스트 이프라 아흐메드의 삶을 그린 <모가디슈에서

the intense second half which outplays the
calm and minimal beginning scenes, she is
compelled to look at herself through the mirror
of refugees.
Rooftop Refugee is also a film that shows the
raw prejudice and ignorance deeply seated
inside us without even realizing because of a
commotion caused by a Syrian refugee boy on
a rooftop in an ordinary neighborhood. Summer

남겨진 사람들 The Rest

Germany / 2019 / 78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Asian premiere / ⑮

ST

8.17 19:00

CGV1

8.19 18:30

이가 2017년 작 <유랑하는 사람들>에 이어, 세계 각지의 전쟁 지역에서 피신하기

적인 소녀 라나와 친구가 된다. 사막에서 온 소녀 라나와 도시에서 온 소녀 수잔은

피해온 난민들은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 스웨덴, 터키로 피신했지만, 대부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시골에서 함께 먹고, 놀고, 웃으며 엄마 없는 여름을 함께

분은 꿈의 안식처를 찾지 못했고, 무관심과 편견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아이웨이

보낸다. 티 없는 소녀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의 아이러니, 한편의 동화와 같은 이야

웨이가 그들의 위태로운 삶을 가깝게 포착한다.

in Afghanistan, Iraq, Syria, and other conflict countries, seeking refuge
in France, Italy, Germany, Greece, Sweden, and Turkey. However, most

8.18 16:30

지내게 된 수잔은 할머니 집 근처에 지어진 임시 피난민 캠프에 머물고 있는 매혹

큐멘터리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 분쟁 지역 국가에서 전쟁과 박해를

Europe from various global war zones. They fled war and persecution

8.17 20:20

P2

시리아에 전쟁특파원으로 가게 된 엄마로 인해 할머니와 함께 외갓집에서 여름을

위해 천신만고 끝에 유럽에 도착한 난민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관해 다루고 있는 다

Chinese anti-government artist, about refugees who finally arrived in

Summer with Rana

POS

Netherlands / 2019 / 68min / Fiction / DCP / color / Asian Premiere / Ⓖ

<남겨진 사람들>은 현대미술계의 거장이자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인 아이 웨이웨

This is a documentary by AI Weiwei, a master of contemporary art and

라나와 보낸 여름

아이 웨이웨이

1957년 베이징 출생. 2015년 국제

앰네스티 양심대사상과 2012년
바츨라프 하벨 인권상을 받았다.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 <유랑하

는 사람들>(2017)은 베니스국제

of them haven’t found the safe havens of their dreams but suffer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었다.

from indifference and prejudice. AI goes near to them to capture their

AI Weiwei

precarious lives.

Born in 1957, Beijing. Ai is the

기가 보는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진다.

Since her mother goes to Syria as a war correspondent, Susan stays
with her grandmother during the summer. She meets Rana who lives
in a Syrian refugee camp near her grandmother’s house. A girl from
the desert and a girl from the city eat, play, and laugh together in the
beautiful countryside. This fairytale-like story illustrates the irony of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an innocent girl and gently soothes the
viewers.

산네 보헬

16살의 나이로 배우, 작가, 감독의
커리어를 시작한 산네 보헬은 네
덜란드 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

에 초청받았다. 2016 젊은감독상
시상식에서 은상을 차지한 그는
최근 연극 「새 가족」의 각본과 연
출을 맡았다.

Sanne VOGEL

recipient of the Ambassador

She has been working as a

of Conscience Award and

professional Dutch actress,

the Václav Havel Prize.

writer and director since the

Human Flow premiered at

age of 16. She wins the silver

the Venice in competition.

Young Directors Award for
the commercial Ear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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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디슈에서 온 소녀
A Girl from Mogadishu

ST

8.18 11:00

AC

8.19 21:00

Asian Premiere / ⑮

<마탕기/ 마야/ M.I.A>는 전쟁과 난민에 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며 자신의 노래와

이 여성 할례의 희생자였음을 알게 된다.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꿋꿋이 성장한 그

뮤직비디오에 담아내 지지와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스타에 관한 에세이 다큐

녀는, 성차별과 여성 할례에 반대하는 국제 활동가가 되어 아프리카 여성에게 일어

Ifrah, a refugee from war-torn Somalia in 2006 finally settles down in
Ireland. She receives her first medical examination and discovers that
she is the victim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mid the confusion and

8.20 16:30

자신의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아티스트다. 그녀의 삶과 음악의 한 단면을 다루는

을 떠나 아일랜드에 정착한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건강 검진을 받으며 그녀는 자신

이프라를 연기한다.

8.18 18:30

AC

타밀계 영국인 싱어송라이터이자 힙합 아이콘 M.I.A는 스리랑카 난민 출신으로

2006년 전쟁으로 피폐해진 소말리아에 살고 있던 이프라는 천신만고 끝에 조국

메드의 실화를 바탕으로, 미드 �범죄의 재구성�에 출연한 아자 나오미 킹이 주인공

Matangi/ Maya/ M.I.A.

CGV1

USA, UK, SriLanka / 2018 / 96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⑫

Ireland, Belgium, Somalia / 2019 / 112min / Fiction / DCP / color /

나는 참혹한 실상을 전 세계에 고발한다. 소말리아 출신 여성인권운동가 이프라 아

마탕기/ 마야/ M.I.A.

멘터리로, 대중문화와 사회적 이슈가 서로를 반향하는 과정을 포착하고 있다.
매리 맥귀키언

The UK-based Tamil singer, songwriter and hip-hop icon M.I.A is a Sri

맥귀키언은 20년간 제작, 각본,

연출 모든 분야에서 두루 작업해

music, this essay documentary depicts a musician who actively speaks

카르노국제영화제, 베니스국제영

cause support and controversy at the same time. The film captures the

아일랜드 독립영화 감독인 매리
왔다. 트라이베카국제영화제, 로
화제 등 수많은 영화제에서 소개

Lankan refugee and successful artist in her field. Based on her life and
up about war and refugees through her songs and music videos, which
process that pop culture and social issues echo down each other.

스티브 러버릿지

스티브 러버릿지는 런던을 중심
으로 활동하는 영화인이자 디지
털 아티스트이다. <마탕기/ 마야/

M.I.A.>는 그의 첫 번째 장편 다

큐멘터리이다.

hardship, she becomes an international activist against gender-based

된 바 있다.

discrimination and female genital mutilation. Based on the true story of

Mary MCGUKIAN

artist and filmmaker

Ifrah Ahmed, a Somalian women’s human rights activist, the film stars

Irish filmmaker Mary

from London. Matangi/

Aja Naomi King, known for TV shows How to Get Away with Murder.

Mcgukian has been

Maya/ M.I.A. is his first

producing, writing and

documentary feature film.

Steve LOVERIDGE
Steve Loveridge is a digital

directing feature films
independently for over twenty
years. A Girl from Mogadis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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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s her twelfth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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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틱스 Styx

Germany, Austria / 2018 / 94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CGV3 8.17 19:30 GV
CGV3 8.19 16:30

POV 해외단편 POV International Shorts

시티 플라자 호텔 City Plaza Hotel

심해 한가운데에서 폭풍으로 인해 난파된 난민선과 마주친다. 거대한 죽음의 행렬

한때는 호텔이었으나 지금은 난민 임시보호소로 사용되고 있는 아테네의 시티 플

인해 증폭된다. <스틱스>는 라이크와 어린 소년의 극단의 대립을 통해 관객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인 11살 소녀 제노스도 이곳에서 가족들과 막막하게 지내고 있

라자 호텔. 텅 빈 건물에 전쟁으로 고향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한다.

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녀의 고뇌는 자신의 보트에 오른 한 난민 소년의 절규로

다. 그녀가 숨죽여 겪고 있는 사춘기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이곳에서, 고향에서

하여금 난민 문제의 본질에 정면으로 대면하게 만든다. 군더더기 없는 탄탄한 연출

들려오는 절규는 소녀의 불안을 가중시킨다. 어린 소녀의 눈으로 본 난민의 현실,

이 주제와 어우러져 오래도록 잔상을 남긴다.

violent storm, she encounters a sinking refugee boat. In front of the
massive procession of death, her agony is amplified by a refugee boy’s
cry who goes on board her boat. The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8.19 11:00

Asian Premiere / Ⓖ

준비를 거쳐 홀로 망망대해를 항해하며 간만에 찾아온 적막과 자유를 만끽하지만,

on a solo sailing trip to enjoy the stillness and freedom. Following a

8.17 15:30

P2

France, Germany, Chile / 2019 / 14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응급의로 일하고 있는 라이크는 항해전문가이기도 하다. 휴가를 맞은 그녀는 오랜

ER Doctor Rike is a sailing expert. After a long preparation, she embarks

P1

볼프강 피셔

1970년 비엔나 출생. 비엔나대학

고향을 떠난 이들의 절망과 불안이 영화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다.

에서 심리학과 회화를 전공하고

The City Plaza Hotel in Athens used to be a hotel but is used as refugee

어아트아카데미에서 공부하였다.

building. Zhenos, an 11-year-old girl lives with her sisters in the hotel.

뒤셀도르프영화학교와 퀼른미디
이전 작품으로는 <당신이 보지

shelter. People fled from war-torn countries and arrived at the empty
She can’t have the luxury of going through puberty. Outcry from her

Rike and the boy makes the audience confront the nature of the refugee

못하는 것>(2009) 등이 있다.

issue. Clean and solid directing and the heavy message leave a lasting

Wolfgang FISCHER

reality of refugees and the despair and anxiety of people who left their

impression.

Born in 1970, Vienna, Austria.

hometowns from a girl’s perspective.

He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Vienna, followed by
studies of Film at the Art
Academy of Düsseldorf and
at the Academy of Media

hometown makes her much more anxious. The film presents the harsh

안나 파울라 호니시

소르본대학과 킹스칼리지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부에노스아이레
스영화학교에서 수학했다.
비올레타 파우스

아르헨티나 UBA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Anna-Paula HÖNIG
Born in 1981, Berlin. She
worked as a journalist.
Violeta PAUS
Born in 1987, Santiago, Chile.
She studied film at the UBA
university in Argentina.

Arts in Colo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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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 해외단편 POV International Shorts

가족 Family

P1

8.17 15:30

P2

8.19 11:00

Belgium, France / 2018 / 24min / Fiction / DCP / color / Asian Premiere / Ⓖ

POV 해외단편 POV International Shorts

희망의 끝 Hevi

한 젊은 쿠르드족 난민 부부가 브로커와 함께 자동차로 국경을 넘는다. 브로커는

가족의 동거는 사소한 몸짓조차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는다. 타인에

류하자고 제안한다. 어떤 것도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상황, 부부는 결국 브로커의 제

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껏 돌보지만, 언어도, 문화도, 처지도 서로 다른 두

발각될 위험이 있으니 아내만 태우고 남편은 도보로 국경을 넘어 약속 지점에서 합

대한 두려움과 불신이 가장 사적인 집이라는 공간을 채우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의에 동의한다. <희망의 끝>은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험난한 피난의 과정에

전 세계가 처한 난민 문제에 대한 메타포에 다름 아니다.

can’t communicate at all, she takes good care of the family. However, a
small, trivial action may mislead into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 two
families who are different in terms of language, culture and conditions.
The film shows the result that some fear and distrust on others cause in
the most private place of home. This is a metaphor for the immediate
issue of refugee.

118

8.19 11:00

Korean Premiere / ⑫

임시피난처로 제공하게 된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리사는 소말리아

house to a Somali refugee family as temporary shelter. Even though they

8.17 15:30

P2

France, Syria, Qatar / 2018 / 20min / Fiction / DCP / color /

이혼 후 어린 딸을 홀로 키우고 있는 리사는 자신의 집을 한 소말리아 난민 가족의

Lisa raises her young daughter by herself after divorce. She provides her

P1

서 벌어질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을 응축해서 보여준다. 온전한 해피엔딩이 존재하지
캐서린 코스메

캐서린 코스메는 무대 감독이자

않는 상황의 아이러니가 인상적인 작품.

다방면의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

A young Kurdish refugee couple crosses a border on a vehicle with a

<검은 숲>은 2014 비영화제에

and joins at the appointed place to prevent them from being caught.

고 있다. 공동연출한 단편영화

초청되었다. <러버스>는 처음으
로 단독 연출한 작품이다.
Catherine COSME

broker. The broker suggests that the husband crosses the border on foot
They have no one else to turn to and accept his proposal. The film shows
every possible tragedy in the risky path of refuge. There exists no clear
happy ending in this ironic situation.

모하마드 셰이호

1988년 시리아 콰미실리 출생.

무함마드 셰이호는 파리에서 극
작가, 연출가, 촬영 감독으로 활동

하고 있다. 프랑스 고등시각예술
학교에서 연출을 공부했고 지금
은 박사 과정 중에 있다.

Mohammad SHAIKHOW

She is set director and art

Born in 1988, Qamishli, Syria.

director. In 2014, she co-

He is a screenwriter, director

directs with Eve Martin the

and cinematographer based

short movie Forêt Noire.

in Paris. He is doing a Ph.D in

This movie was selected at

cinema at École Nationale

Befilm Festival.

Supérieure d’Audiovis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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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난민 Rooftop Refugee

P1

8.17 15:30

P2

8.19 11:00

UK / 2018 / 14min / Fiction / DCP / color / Ⓖ

영국의 한 초등학교 여름 공연 직전, 학교는 옥상에 올라가 시위를 벌이는 시리아

난민 소년 메디로 인해 아수라장이 된다. 딸의 공연을 보러 온 마사는 메디를 무사
히 구하기 위해 소년과 대화를 시도하지만, 주변의 어른들은 저마다 각자의 시선으
로 메디와 그의 상황을 논평하기 바쁘다. <옥상난민>은 초등학교를 무대로 난민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을 코미디로 엮어낸다. 경쾌한 터
치 아래, 타인이 아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

Right before a primary school’s summer performance in the UK, Mehdi,
a young Syrian refugee boy stages a protest on the school rooftop,
turning the school event to chaos. Martha who attends her daughter’s
performance tries to have a conversation with him but other adults are
busy with judging him and his situation from their own perspectives. The
film is a comedy that shows the apathy and prejudice against refugees

알렉산드라 브로드스키

러시아, 독일 출신의 알렉산드라
브로드스키는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감독이다. 쾰른에 있
는 국제영화학교와 영국의 국립
영화텔레비전학교에서 공부했다.

현재 장편 영화 <환자들>을 준비

in a light mood. It leads the audience to think about themselves rather

중이다.

than judge others.

Alexandra BRODSKI
Alexandra is a London-based
Russian-German director
developing feature films
and TV projects in the UK,
Germany and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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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분단 장르 영화에 대한 성찰

Reﬂection: Korean Action Films After the Division

남한 영화가 북한을 다루는 방식은 시대와 함께 변해

남한군을 보여준다.

The North Korea depicted in South Korean

ironically becomes a space of relief and escape

f ilms has evolved throughout the years,

to these soldiers. The audience sees that their

까지 이어졌고, 이후 1990년대엔 <남부군>(1990)이

장훈 감독의 <의형제>(2010)는 첩보 영화의 형식 속

alongside the evolving inter-Korean relations.

animosity for each other slowly giving way to

In the 1960s, propaganda films screaming anti-

friendship, a critical turning point in diversifying

다. 북한에서 내려온 스파이는 남한의 국정원 직원과

communism continued until the 1980s. North

the narrative surrounding the divided Korean

Korea's Southern Army(1990) and The Taebaek

peninsula. Welcome to Dongmakgol(2005)

Mountains(1994) highlighted the 1990s. But

creates a mirage-like paradise, a little village in

it was Swiri(1999) that changed everything.

the mountains near the border, where soldiers

The action suspense film was a beacon that

regardless of which side they are fighting for,

heralded “the Renaissance of Korean Cinema.”

gladly give their lives to preserve this little

여주는 일종의 �브로맨스 영화�이다.

Swiri was a prime example of how the high

patch of happiness.

올해는 <쉬리> 20주년의 해이자, 더불어 충무로가

그리고 특별상영작인 이두용 감독의 <최후의 증인>

incorporated into an action f ilm. After the

Jang Hoon’s Secret Reunion has a fresh take

success of Swiri, the Korean war and division

on the long history of anti-communistic

되는 해이다. 제1회를 맞이하는 평창남북평화영화

각색한 작품이다. 반공영화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

became a popular topic developed into action,

p ro pa g a n d a a n d t ra n s fo rm i n g i t i n to a

romantic, thrillers, comedy and drama.

spy genre with a twist. A North Korean spy

<쉬리>부터 <공작>까지 여섯 편의 영화를 선택했다.

담아낸다.

왔다. 1960년대 이후 반공 영화가 등장해 1980년대
나 <태백산맥>(1994) 같은 영화가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9년 <쉬리>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른바 �한국영화 르네상스�의 신호탄 격이었던
<쉬리>는 장르 영화가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후 액션, 멜로, 스릴
러, 코미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에서 한국전쟁이나
분단 상황이 장르화되었다.

�분단 장르 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20년이
제는 �분단 장르 영화에 대한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그 시작인 강제규 감독의 <쉬리>는 김윤진이 맡은

이방희 혹은 이명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적이자
연인인 북한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었고, 이 이중성은
저격수의 액션과 강렬한 멜로 코드를 모두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전략, 즉 북한 사람을 두 가지 이미지로

에서, 반공 영화의 하위 장르인 �간첩 영화�를 뒤집는
결국 �의형제�와도 같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남과
북의 억압적인 체제도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지 못한

다. 2018년에 나온 윤종빈 감독의 <공작>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자의 조국을 위해 노력하는 두 남자를 보

(1980)은 김성종의 원작 소설을 뛰어난 영상미로

전쟁의 비인간성과 그 트라우마를 탄탄한 드라마에

tensions between the two Koreas could be

becomes “blood brothers” with a South Korean
This year celebrate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NSA agent, and even the dictatorship regime

screening of Swiri, also marking two decades

can’t get between them. The Spy Gone North

of action films after division of the Korean film

directed by Yoon Jong-bin is a “bromance”

industry. The 1st PIPFF has chosen Reflection:

movie that shows two men striving for their

Korean Action Films After the Division as this

countries, based on a true story.

year’s theme, selecting six f ilms including
Swiri and The Spy Gone North. In Kang Je-

The Last Witness(1980) the special screening

kyu’s Swiri, the heroine, a North Korean spy and

by Director Lee Doo-yong is a masterpiece

하는 방법론이 되었다.

the protagonist’s lover, Lee Bang-hee (or Lee

that surpasses its original novel of Kim Seong-

Myung-hyun) is played by the talented actress

jong. In a time when anti-communism films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2000)는

Kim Yoonjin. This character was ground-

were all the rage, The Last Witness is the brave

breaking, because it portrayed a duality of

first penguin, taking a different path of drama,

North Koreans never seen before—the cross-

magnifying the cruelty of war and trauma.

분리해내는 방식은 이후 많은 분단 장르 영화가 사용

아마도 분단을 소재로 한 장르 영화들 중 가장 인상

적인 지점일 것이다.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긴박한 공

간은 남북의 군인들에 의해 일종의 해방구가 되어가

over of hand-gripping sniper action sequences
and forbidden love. This duality was used in

는데, 적대적 관계를 허물고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을

many action films to come.

된다고 할 수 있다. <웰컴 투 동막골>(2005)은 전쟁

Park Chan-wook’s Joint Security Area(2000)

보여주는 분단 서사는 이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시작

영화 장르 안에서 이상향과도 같은 동막골을 설정하

고, 그곳을 지키기 위해 장렬하게 산화하는 북한군과

celebrates the pinnacle of the action f ilms
about the Korean division. The so-called, “joint
security area,” guarded by armed soldiers,

쉬리 Swiri

Korea / 1999 / 123min / Fiction / DCP / color / ⑮

CGV2 8.18 16:00

을 도입한 흥행작이다. 동시에 �분단 상황�이 지닌 상업적 폭발력을 증명하며 이른

넘는다�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 긴 세월 동안 단단히 굳어져 버린 금기에 도전한다.

화 무드를 조성하는 북한 지도자와 과격파인 박무영 등 좀 더 복잡한 구도를 설계

선 양쪽의 병사들은 경계 상태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서로 도움을 주며 결국

한다. 이것은 분명 남한영화의 북한 표현에 대한 진일보이지만, 한편으론 2000년

친구가 된다. 그리고 마치 형제 같은 관계로 변해간다. 하지만 현실은 엄연하고,

남북정상회담 이전의 시대적 한계가 반영된 설정이기도 했다.

boom of ‘action films after division’. Unlike the dichotomic separation
in the anti-communist films, this film describes entangled characters
such as a lover and sniper, Lee Myung-hyun/Bang-hee, a peace-seeking

8.18 11:00

경비구역 J.S.A>는 스릴러의 문법 속에서 분단 상황을 보여준다. 이 영화는 �선을

반공영화의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연인이자 저격수인 이명현/이방희나 평

commercial potential of the issue of the division of Korea and created a

AC

<쉬리>가 액션과 멜로의 조합으로 관객을 끌어모았다면, 박찬욱 감독의 <공동

바 �분단 장르 영화�의 붐을 조성했다. 이 영화는 우리 편과 적을 확고히 나누었던

the first Hollywood-style blockbuster in Korea. The film also proved the

Joint Security Area

Korea / 2000 / 110min / Fiction / DCP / color / ⑮

<쉬리>는 �한국영화 르네상스�를 견인한 영화이며 충무로에 �블록버스터�의 개념

Opening “the renaissance of Korean cinema”, the film is considered as

공동경비구역 J.S.A

강제규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의

시나리오 작가로 영화계에 입문

했다. 데뷔작 <은행나무 침대>는

새로운 어법의 한국영화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쉬리>로 비즈
니스위크가 선정한 �아시아를 움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단체 사진과도 같은 엔딩은 분단 시대의 초상. 남북
정상회담과 콜라보를 이루며 신드롬을 일으킨 영화다.

박찬욱

Compared to Swiri, a mixture of action and melodrama, Park Chan-

철학과를 졸업했다. 감독 데뷔

wook’s Joint Security Area depicts the nation’s division in the grammar
of thriller. The film makes a challenge to the long-hardened taboo of
long years by making a symbolic action of crossing the line. Soldiers

1963년 서울 출생. 서강대학교
전에 영화평론가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는 <올드보이>, <친
절한 금자씨>, <박쥐>, <아가씨>
등을 연출했다.

North Korean leader, and an extremist Park Moo-young. Compared to

직이는 50인�에 뽑히기도 했다.

other Korean films, its description for North Korea has quite improved.

KANG Je-kyu

other and become friends, closer to the brothers. However, the harsh

However, there remain some limitations of the times before the inter-

Born in 1962, South Korea.

reality leads them to death. The group photo of the ending is a portrait of

studied philosophy at

He directed The Gingko

the nation’s division. Making a good collaboration with the inter-Korean

Sogang University. He is a

Korean summit held in 2000.
* 영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English subtitle is not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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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1996), Taegukgi(2004)
and My Way(2011). He is one

who stand on either side at alert start to open their hearts, support each

summit, the film caused a sensation.

PARK Chan-wook
Born in 1963, Seoul. He

director and writer, known
for The Handmaiden(2016),

of the premier directors of

Thirst(2009) and Old

the 2000s.

Boy(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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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 투 동막골

Welcome to Dongmakgol

AC

8.18 19:30 GV

Korea / 2005 / 133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지만 어느새 동병상련의 처지가 된 두 사람. 이후 그들은 동거인이 되고 �의형제�가
된다. 장훈 감독은 분단 상황을 지탱하고 있는 이념의 허약함을 보여준다. 그들이

이라면, 북한군과 남한군이라는 이념적 대립은 세로축. 하지만 이러한 갈등 상황은

부여받은 임무라는 것은 사실 무의미한 것이며, 남는 것은 그 임무를 통해 맺게

�청정 지역� 동막골 안에서 모두 해소되고, 적으로 만난 군인들은 그곳을 지키기 위

되는 두 사람의 관계다. 공작원 역에 강동원을 캐스팅하며, 북한 캐릭터에 �꽃미남�

해 손을 잡고 거룩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야

Based on director/playwright Jang Jin’s play, the film depicts the village
called Dongmakgol like a utopia in the gunfire of the Korean War. There
are two main axes in the film. The horizontal one shows the extreme
spatial confrontation between battlefield and utopia. And the vertical

CGV5 8.17 20:00

오명을 쓰고, 각국의 정부로부터 버림받는다.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

같은 �동막골�을 보여준다. 전쟁터와 이상향이라는 극단적인 공간적 대립이 가로축

지점으로 남을 작품이다.

Korea / 2010 / 116min / Fiction / DCP / color / ⑮

국정원 요원과 남파 공작원. 그들은 작전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배신자라는

장진의 희곡을 토대로 한 <웰컴 투 동막골>은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유토피아

할 것이 무엇인지 일깨우는 휴머니즘 영화. 한국의 전쟁영화 역사에서 가장 독특한

의형제 Secret Reunion

이미지를 부여한 첫 영화이기도 하다.
배종

<묻지마 패밀리>로 영화계에 발

을 디뎠다. <웰컴 투 동막골>로 제

A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t and a North Korean spy. Both are
abandoned by each other’s government. One failed his mission and the

4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 신인

other was falsely accused as a betrayer. They seemed to stand on the

이후 <조작된 도시>, <별리섬>을

and become a blood brother. The director tries to reveal the fragility

감독상, 감독상, 각본상을 받았다.
연출했다.

opposite side but are in the same situation. The two start living together
of ideology that retains the divided condition. Their mission seems

장훈

<사마리아> 연출부로 김기덕 감

독과 인연을 맺은 이후, <빈집>,

<활>의 연출부 활동과 <시간>의

조감독을 거치면서 다양한 작품
에서 자신만의 내공을 쌓아왔다.

<영화는 영화다>로 생애 첫 메가

BAE Jong

insignificant and what remains after all is their friendship. By casting

폰을 잡았다.

After 7 years in advertising,

Actor Gang Dong-won for the spy role, the film has shown the first “pretty

JANG Hoon

Soldiers from both sides willingly devote their lives to protect the area.

He started his filming career

After working as assistant

The film makes the audience realize what they really have to preserve in

with No Comment Family.

boy” image for a North Korean character.

one reveals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However, all the conflict is relieved in this untouched village.

this land. This is a very unique film in the history of Korea’s war films.

director for Kim Ki-duk's

Welcome To Dongmakgol is

3-Iron(2004), The Bow(2005)

his feature debut, based on

and Time(2006) he made his

Jang Jin’s play.

feature Rough Cut, Secret
Reunion, The Front Li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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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xi Driver.

127

공작 The Spy Gone North
Korea / 2018 / 137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CGV3 8.18 13:30

최후의 증인 The Last Witness
Korea / 1980 / 158min / Fiction / DCP / color / ⑮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정보를 캐기 위해 박석영은 대북 사업가로 위장하고 북한의

추리소설 작가 김성종의 원작을 각색한 작품으로, 한 형사의 수사를 통해 한국전쟁

조국에 충성을 바쳐야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만의 �공작�을 하게 된다. 흑금성 사건

독의 능수능란한 연출력으로, 관객들은 158분이라는 꽤 긴 러닝타임을 한 호흡의

고위층 리명운과 접촉한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믿음을 쌓아가는 두 사람. 각자의

시기 한 여인이 겪었던 비밀이 그 진실을 드러낸다. 장르영화의 장인인 이두용 감

을 모티브로 한 첩보 스릴러인 <공작>은 1990년대의 정치 비사를 다루면서도 한

몰입감으로 보게 된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속도감 있고 치밀하게 조직된 구성은

편으론 두 남자의 이념을 넘어선 브로맨스를 보여준다. 그들에게 진정 중요했던 것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 1980년 개봉 당시엔 검열에 의해 약 한 시간 분량이 삭제

은, 그리고 그들이 지녔던 신념은 무엇이었을까. 기주봉의 김정일 연기와 박석영과

되었지만 2005년에 복원되면서 걸작으로 재평가되었다. 충격적 엔딩은 극장문을

리명운이 재회하는 엔딩은 명불허전이다.

To obtain the intelligence 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Park Suk-young disguises himself as a businessman and
approaches a North Korean high-ranking official Ri Myong-un. They build
trust with each other while they remain loyal to their countries. The two
start to perform their own schemes. Based on the Black Venus scandal,

CGV5 8.17 13:00 EVENT

나선 후에도 한 동안 머릿속을 맴돈다.
윤종빈

1979년 출생. 부산국제영화제 넷
펙상 수상작인 <용서받지 못한자>

Based on the original novel of Kim Seong-jong, the film reveals
a woman’s secret during the Korean War through a detective’s

로 화려하게 데뷔했다. <비스티

investigation. Despite the long running time of 158 minutes, the prowess

놈들 전성시대>, <군도: 민란의

absorbed into the story. The beauty of the film is his speedy and skillful

보이즈>, <범죄와의 전쟁: 나쁜

of the director, who is the master of action film, makes the audience fully

이두용

1942년 출생. 시대극을 주로

연출한 감독이다. <피막>으로 베
니스국제영화제 특별상을 수상

했고 <물레야 물레야>로 베니스
국제영화제 본선에 최초 진출했

the film depicts the secret political affairs in the 1990s and two men’s

시대> 등을 연출했다.

bromance beyond ideology. What would be the most important thing

YOON Jong-bin

in 1980 about one hour was edited due to censorship. However, it was

표 감독이다.

or belief to them? Gi Ju-bong’s performance of North Korean leader Kim

He made a sparkling debut

restored in 2005 and rediscovered as a masterpiece. It is extremely hard

LEE Doo-yong

Jong-il is also brilliant. But the best part of the film is the ending where

with his graduation work

to forget the striking ending.

He debuted with The Lost

Park and Ri are reunited.

The Unforgiven. He has
carved out an important
place for himself in the
mainstream commercial
fil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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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of the past and the present. When it was first released

*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50조에 의거하여 이용 승인을 얻은 저작물임(법정허락-2019.6.7.)

다. 80년대 한국영화를 이끈 대

Wedding Veil(1970), but
became known for his 6
taekwondo action films. By the
1980s, he was making some of
his best works including The
Last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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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 분단 장르 영화에 대한 성찰

2005) 등까지 흥행에 크게 성공한 �분단 장르 영화�가
공유하는 DNA다.

극적일 수 없는 상황에선, 딱히 영화화할 만한 소재가

없었을 듯. 그러기에 로맨스 같은 판타지 요소가 개입되
거나 코미디의 방식으로 분단 상황이라는 소재를 영화

첫 번째 평창남북평화영화제 기획전 제목은 �분단 장르

독특했다. 일단 <쉬리>는 북한을 단일하게 바라보지 않

흥미로운 건 정치적 분위기와의 묘한 함수 관계다. 금강

는 조금 생소하다. 평론에서 쓰는 용어도 아니고, 산업

원(한석규)의 연인이자, 북한에서 파견된 저격수다. 북

범했던, 1998~2008년의 남북 화해 시기엔 오히려 �분

하지만 국면이 경색되면서 갑자기 분단 장르 영화가 많

다. 앞에서 언급한 영화들 외에 스릴러인 <이중간첩>(김

남성 캐릭터를 중심에 둔 거친 액션 영화가 중심을 이

영화에 대한 성찰�이다. 사실 �분단 장르 영화�라는 용어

에서 사용하는 장르 명칭도 아니다. 하지만 �분단�이라
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수많은 상황들은 �분단 장르 영

화�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 가늠하게 한다. 대한민국
이 지닌 특수성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다양한
장르와 결합시킨 영화들. 그렇다면 왜 기획전에선 그 뒤
에 �성찰�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했을까? 과연 어떤 이유
로 우린 그 영화들을 뒤돌아보며 그 성과와 한계를 따
져 봐야 할까? �분단 장르 영화�의 의미부터 흐름과 한
계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쉬리>, 분단 장르 영화의 시작
어떻게 보면 �분단 장르 영화�는 올해 평창남북평화영
화제가 본격적으로 처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단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룬 영화가 없었던 건

아니다. �반공영화�가 대표적이다. 1960년대부터 1980
년대까지 만들어진 �반공영화�는 이른바 �반공이 국시�
였던 시기에 제작되었다. 대종상 반공영화 부문에서 작
품상을 수상하면 외화를 수입할 수 있는 쿼터를 주던

시절이었으니, 반공영화는 국가에 의해 육성되었던 셈
이다.

반공영화의 세계관은 명확하고 단순했다. 북한은 적이

라는 것. <똘이장군> 시리즈(1978~79) 같은 만화영화
든, 전쟁영화나 첩보영화든, 결론은 같았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1980년대에 막을 내린다. 그리고 1987년
시민 항쟁 이후 변화가 생긴다. 반공영화는 사라지고,

다른 방식으로 이념에 접근하는 영화들이 등장했다. 정
지영 감독의 <남부군>(1990), 박광수 감독의 <그 섬에
가고싶다>(1993), 임권택 감독의 <태백산맥>(1994)

등은 이분법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이 땅에서 이념이라
는 미명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증언한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1999년에 급격히 바뀐다. 강제규
감독의 <쉬리>(1999)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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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김윤진이 맡은 이명현/이방희라는 캐릭터는 유중
한의 최고 지도자는 햇볕정책에 긍정적인 인물. 남북 친

선 축구 대회를 관람하기 위해 남한에 내려왔다. 하지만
북한 내 과격파 박무영(최민식)은 테러를 감행하려 한

다. 이처럼 <쉬리>는 북한의 이미지를 이중적으로 바라
본다. 연인 vs 저격수. 화해자 vs 적대자. 반공영화와 비

교해볼 때 이것은 분명한 진일보였지만, 그럼에도 북한
의 위협을 소재로 삼는다는 면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는 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쉬리>를 통해 충무로는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이다. �분단 상황�이라는 소재가 장르와 만

났을 때 엄청난 흥행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는 사실
이다. <쉬리>는 액션과 멜로를 이상적인 비율로 배합하

산 관광이 이뤄지고 남북 정상이 만나며 개성공단이 출
단 장르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10편 남짓하
현정, 2003), 전쟁영화인 <태극기 휘날리며>(강제규,

2004) 정도가 주요작들. 흥미로운 건 코미디나 로맨스
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획된 영화들로 <휘파람 공주>

현(T.O.P), 공유, 현빈, 정우성 등 잘생긴 톱 클래스 배

(이정황, 2002), <남남북녀>(정초신, 2003), <그녀를

모르면 간첩>(박한준, 2004) 등이다. 여기에 해프닝
코미디인 <동해물과 백두산이>(안진우, 2003), <간 큰

가족>(조명남, 2005)도 있는데, 2000년대 초는 분단
장르 영화가 코미디와 강력하게 결합했던 시기이다.

드를 만들었고, 많은 영화들이 분단 상황에 액션을 중심

2008~2017년엔, 이 시기에 기획된 영화까지 합하면

결합하기 시작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공동경비구역 J.S.A>

뤄지지 않았으며 개성공단이 폐쇄된, 경색 국면이었던
20편 가까이 분단 장르 영화가 만들어졌다. 그 중 주류

영화도 만만치 않았다. <포화 속으로>(이재한, 2010),

<서부전선>(천성일, 2015), <인천상륙작전>(이재한,

계 개선의 상징적이며 획기적인 사건이었는데, 3개월

2016) 등이 나왔다. 그리고 멜로드라마인 <코리아>

2000)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드롬을 일으킨다.

(김동원, 2011), 코믹 드라마인 <간첩>(우민호, 2012)

(문현성, 2012), 액션 드라마인 <R2B: 리턴 투 베이스>

등이 이 시기에 나온 분단 장르 영화들이다.

어� 하나가 된 양국의 군인들을 통해 분단이라는 것이,

분단과 액션 스릴러의 만남

보여준다. 결국 영화는 그들 대부분이 죽음을 맞이하

이런 현상은 영화와 현실이 가지는 관계를 반영한다고

경비구역 J.S.A> 그리고 이후 <웰컴 투 동막골>(배종,

인 무드가 조성되는 상황에선, 즉 영화가 현실보다 더

DMZ라는 경계가, 실상은 얼마나 허약한 금기인지를

는 결말을 맞이하는데, 이러한 비극성은 <쉬리>, <공동

한 캐릭터를 맡았던 것과 비교된다. 변하지 않은 점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다. 북한 캐릭터들은 새로운

이미지를 얻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조국으로부터 버림
받은 존재들이다. 게다가 북한은 종종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로 묘사되며, 가난과 비인간적 시스템으로

고통받는 곳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 시기 언론이나 정치
권을 통해 왜곡되어 전해진 북한의 이미지이기도 하다.

서, 어느새 남북 관계를 거의 반영하지 못하는 영화들이

<공조>(김성훈, 2016), <강철비>(양우석, 2017), <브

후 처음으로 양국의 정상이 만난 6.15 남북정상회담

미스터리 스릴러인 <공동경비구역 J.S.A>는 �선을 넘

최민식, 송강호, 정재영 등 선 굵은 남성적 배우들이 북

<동창생>(박홍수, 2012), <용의자>(원신연, 2013),

<고지전>(장훈, 2011), <적과의 동침>(박건용, 2011),

후 추석 시즌에 개봉된 <공동경비구역 J.S.A>(박찬욱,

우가 북한 캐릭터를 맡은 건, 그 증거일 수 있는데 과거

그런 점에서 �분단 장르 영화�는 �분단�보다는 �장르�에

게 위대하게>(장철수, 2013), <베를린>(류승완, 2012),

이아이피>(박훈정, 2016) 등이 이 시기에 나왔다. 전쟁

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이었다. 이것은 남북 관

부분 �액션 판타지�에 기대고 있다. 강동원, 김수현, 최승

는 액션 스릴러였다. <의형제>(장훈, 2010), <은밀하

2000년 6월,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
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굳건한 악수를 한다. 분단 이

루었다.

이 영화들은 현실의 남북 관계를 토대로 하기보다는 대

이 대거 등장했다는 점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소 낭

반면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남북 정상의 만남이 이

으로 신파 멜로, 코미디, 스릴러, 전쟁영화 등의 장르를

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어두워진 남북 관계를 반영하듯

장르와 분단 상황을 이용하는, 이른바 �남남북녀� 영화들

여 관객들의 쾌감과 감정을 모두 이끌어낸 웰메이드 상

업영화였다. 이 전략은 이후 �분단 장르 영화�라는 트렌

적으로 해소했다.

점점 방점을 찍어가면서, 캐릭터에 판타지를 더해가면

되어 버렸다. 이런 면이 상업영화로서 메리트를 지닐 순

있지만, 과거 <공동경비구역 J.S.A>나 <웰컴 투 동막
골>처럼 동시대 남북 관계에 대해 어떤 울림을 주진 못
한다는 점에서 아쉽다. 그러기에 <공작>(윤종빈, 2018)

처럼 현실과 공명하는 영화가 반갑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공작>은 �브로맨스� 관계를 통해 남북 관계를 비유
하며, 동시에 공존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신념�에 대해
이야기한다. 호연지기. 이것이야말로 진정 �지금 우리�
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다.
(김형석)

도 볼 수 있다. 현실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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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ﬂection: Korean Action Films after the Division

from both sides who crossed the line to be united.
Sadly, most of them die in the end. All box office hit
division genre films including Swiri, Joint Security

The 1st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This trend had changed dramatically in 1999 after

Festival presents a special program under the

the film Swiri(1999) by Kang Je-kyu was released.

title of “Reflection: Korean Action Films after the

It was unique. Most of all, it looked at North Korea

Division.” You may not be familiar with the term

from various angles. The character Lee Myung-

“division genre film.” You don’t hear it often from

hyun/Bang-hee (starring Kim Yun-jin) is the lover

film critiques or industry. Considering that the

of Yoo Jung-won (starring Han Suk-kyu) and North

word “division” is related to diverse situations, you

Korean sniper. The North Korean leader, who is

may get a glimpse of the division genre film. It

favorable to the Sunshine Policy of the South,

refers to films of various genres which are based

visits South Korea to attend an inter-Korean soccer

on Korea’s divided condition. There are reasons we

match. A North Korean hardliner, Park Moo-young

need to reflect and examine them. Why should we

(starring Choi Min-shik) attempts a terror. The

assess the outcome and limitation of division genre

film depicts North Korea ambivalently, such as a

films? Let’s go over the significance, development,

lover vs. a sniper and a proponent vs. an opponent.

and limitation of “division genre film.”

Compared to previous anti-communist films,
this is a great progress. However, the film has still

Swiri, the Beginning of
Division Genre Film
In some way, the PIPFF is the first to examine the
meaning of “division genre film.” Of course, there
are many films whose stories tell the nation’s
division. For example, when anti-communism
had been the underlying condition of national
policy from the 1960s to the 1980s, there were anticommunist films. When a production company
won the best film award in the anti-communist
film section at the Grand Bell Awards in Korea, the
winner received a special quota to import foreign
films. You may say that the government had
promoted anti-communist films.

limitation because it is based upon the theme of

2005) share the trait of tragedy.
There are some interesting correlations between
political climate and film. Only a handful of division
genre films were made from 1998 to 2008 when the
two Koreas had positive relations through Mount
Kumgang tourism, inter-Korean summit, and the
launch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About 10
films were made including the three films above, a
thriller Double Agent(Kim Hyun-Jeong, 2002), and
a war film Taegukgi: Brotherhood of War(Kang
Je-kyu, 2004). Interestingly, many comedy or
romance films characterized by South Korean men
with North Korean women had appeared in the
peaceful period after the 2000 summit. Such films

North Korea’s threat.

include The Hidden Princess(Lee Jung-hwang,

The success of Swiri made the film industry realize

Girl(Park Han-jun, 2004), and comedy films such

that the issue of national division could create a
synergy when it combined with a genre. Swiri was
a well-made commercial film with an ideal mixture
of action and romance to bring about thrill and
emotions from the audience. The film created the
trend of so-called “division genre film,” and more
films started combining different genres such as
action, tearjerker drama, comedy, thriller, and war

2002), Love: Impossible(Zeong Cho-sin, 2003), A Spy
as Lost in the South Mission: Going Home(Ahn
Jin-woo, 2003) and A Bold Family(Cho Myeongnam, 2005). Many division genre films tried to mix
comedy in the early 2000s.
However,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went
strained from 2008 to 2017 when the tourism to
Mount Kumgang was suspended, the two Korean

with the issue of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leaders didn’t meet, and the Kaesong Complex

Inter-Korean Summit and
Joint Security Area

genre films were either planned or completed.

An anti-communist film has a clear and
straightforward perspective—North Korea

In June 2000, South Korea’s President Kim Dae-

is the main enemy. Animation films such as

jung shook hands with North Korea’s leader Kim

General Ttoli(1978-79), war films, and spy films

Jong-il in Pyongyang. The leaders from the two

had the same conclusion. These kinds of films

governments met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had disappeared in the 1980s. And, times have

div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June 15

changed since the June Democracy Movement in

Inter-Korean Summit itself felt more like cinema. It

1987. Some films started approaching the issue of

symbolized the improvement of the inter-Korean

ideology differently. Think of films such as North

relationship. Three months after the summit,

Korean Partisan in South Korea(1990) by Chung Ji-

during the Chuseok holiday season, Joint Security

young, To the Starry Island(1993) by Park Kwang-

Area(Park Chan-wook, 2000) was released and

su, and The Taebaek Mountains(1994) by Im Kwon-

created a sensation.

taek. They broke away from the dichotomous way
of thinking to focus more on testifying what had

The mystery thriller film shows the frailty of border

happened with ideology.

called DMZ (Demilitarized Zone) through sold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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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and Welcome to Dongmakgol(Bae Jong,

was closed. During the period, almost 20 division
For example, action-thriller films such as Secret
Reunion(Jang Hun, 2010), Secretly Greatly(Jang
Cheol-soo, 2013), The Berlin File(Ryoo Seungwan, 2012), Commitment(Park Hong-soo, 2012),
The Suspect(Won Shin-yun, 2013), Confidential
Assignment(Kim Sung-hoon, 2016), Steel
Rain(Yang Woo-suk, 2017), and V.I.P(Park Hoonjung, 2016); war films such as 71-Into The Fire(John
H. Lee, 2010), The Front Line(Jang Hun, 2011), In
Love and the War(Park Gun-yong, 2011), The Long
Way Home(Ceong Sung-il, 2015), and Operation
Chromite(John H. Lee, 2016); a melodrama, As
One(Moon Hyun-sung, 2012); an action drama, R2B:
Return to Base(Kim Dong-won, 2011); and a comic
drama, The Spies(Woo Min-ho, 2012).

Combination of Division and
Action Thriller
The trend reflects the relationship between film
and reality. Whe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was
favorable and positive, the real life seemed more
dramatic than cinema. Because directors couldn’t
find interesting subject matters, they tried to mix
the issue of division with romance, fantasy, and
comedy.
However, when the political situation went critical,
more division genre films were made. Most of them
were tough action films with male characters,
reflecting the serious bilateral relationship.
Interestingly, films in the period are closer to action
fantasy rather than critical division genre films. The
evidence is that North Korean characters are played
by good-looking, mainstream actors such as Gang
Dong-won, Kim Soo-hyun, Choi Seung-hyun (T.O.P),
Gong Yoo, Hyun Bin, and Jung Woo-sung. Before
that period, masculine actors such as Choi Minshik, Song Kang-ho, and Jung Jae-young played
North Korean characters. What hasn’t changed
is the negative description of North Korea. Most
North Korean characters are described as the ones
abandoned by their country. In the films, North
Korea looks politically unstable and suffers from
poverty and inhumane system. This kind of image
was a bit skewed by the press and politicians.
Currently, division genre films seem to focus more
on genre than division. By adding fantasy elements
to characters, the film can’t reflect the real situ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hose films are good
commercial films. However, compared to previous
films such as Joint Security Area and Welcome
to Dongmakgol, the later films fail to reflect the
current inter-Korean relations. That is why The Spy
Gone North(Yoon Jong-bin, 2018) stands out. Based
on a true story, the film describes the bilateral
relationship through bromance and talks about
coexistence and conviction. Bold and might spirit.
That is a spirit we need now.
(KIM Hyung-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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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영화 산책
8월에 열리는 영화제인 만큼 평창남북평화영화제는

여름 관객들을 위한 영화들을 상영한다. 어떤 테마로
묶이기보다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일곱 작품을
모았는데, 한국영화로는 작년에 개봉되었던 <스윙

키즈>(2018)가 눈에 띈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거
제 포로수용소를 무대로 펼쳐지는 <스윙키즈>는 흥

겨우면서도 전쟁의 비극성을 느낄 수 있는 뮤지컬로
강형철 감독의 작품이다. 통일부에서 제작 지원한 세
편의 단편을 엮은 옴니버스 영화 <우리 지금 만나>

Summer Breeze
<콜드 워>(2018)는 작년 칸영화제에서 파벨 파블리

As the f ilm festival is held in August, the

it is a masterpiece produced by putting all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the capabilities of Chungmuro at that time. If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연인의 러브스토리로, 흑백의

features films for summer audiences. Instead

the PyeongChang Olympic Games opened a

of being bound by a certain theme, 7 f ilms

new era through the unified team, the Seoul

품이다. 그리고 장민승 감독의 <오버 데어>(2018)가

with various genres and styles have been

Olympic Games brought harmony and unity

selected. Korean film Swing Kids(2018) which

to declare the end of the Cold War era. Both

was released last year stands out. Swing Kids

documentaries share the commonality that

which set in Geoje POW camp in 1951 during

they have opened the ‘era of peace.’

코브스키가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냉전 시대를
아름다운 영상과 그 위에 흐르는 음악이 인상적인 작
상영된다. 44분 동안 펼쳐지는 한라산의 풍광은 정

재일의 음악과 만나, 비주얼과 사운드의 장관과 향연
을 이룬다.

the Korean War is a musical that is exciting yet
filled with tragedy by Director Kang Hyoung-

Cold War(2018) is a f ilm directed by Pawel

(2019)는 김서윤 감독의 <기사선생>, 강이관 감독의

chul. An Omnibus film Let Us Meet Now(2019)

Pawlikowski and won Best Director Award

which received production support by the

at the 2018 Cannes Film Festival. It is an

보세요>를 하나로 묶었다.

Ministry of Unification consists of three short

impressive film using black and white images

stories - Mr. Driver by Director Kim Seo-yoon,

and background music to tell the love story

Can We Live Well? by Director Kang Yi-Kwan,

of two lovers set in the Cold War era. There

and Hello by Director Boo Ji-young.

will also be a screening of director Jang Min-

<우리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부지영 감독의 <여

다큐멘터리로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2018)이

있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seung’s Over There(2018). The 44 minutes of

숨겨졌던 역사 속으로 관객을 이끈다. 한국전쟁 시절,

A c to r C h o o S a n g m i ' s d i re c to r i a l d e b u t

the scenery of Hallasan will meet with the

The Children Gone to Poland(2018) is a

music by Jung Jaeil and create a spectacular

갔고 그곳에서 성장한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documentary that leads the audience into the

view and feast of visual and sound.

북한의 전쟁고아들은 같은 사회주의권인 폴란드로
당시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지금은 90세에 가까운
선생님들이 등장해 당시를 뜨거운 눈물로 회상한다.

hidden history we did not know.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n war orphans went
to the same socialist country, Poland, and grew
up there. The Children Gone to Poland features

올림픽에 대한 두 편의 다큐멘터리가 있다. <크로싱

the almost 90-year-old teachers who taught

의 공식 다큐멘터리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those days with tears.

비욘드>(2018)는 작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IOC

을 비롯, 인종이나 종교나 이념이나 성별 같은 수많은
한계와 경계를 넘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담았다. <손에 손잡고>는 1988년 서울올림픽에 대
한 공식 다큐멘터리다. 임권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the children at the time and look back upon

There are two documentaries about the
Olympics. Crossing Beyond(2018) is the IOC’s
official documentary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he f ilm captures the

당시 충무로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제작한 걸작이다.

athletes who do their best beyond the limits

면, 서울올림픽은 냉전의 시대에 종언을 고했던 화합

gender including the Unified Korean Women’s

평창올림픽이 단일팀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의 장이었다. 두 편의 다큐멘터리는 모두 �평화의 시
대�를 열었다는 공통점을 지니는 작품들이다.

and boundaries of race, religion, ideology, and
Ice Hockey Team. Hand in Hand is the official
documentary covering the 1988 Olympics
Games in Seoul. Directed by Im Kwon-taek,

손에 손잡고 Hand in Hand

Korea / 1988 / 118min / Documentary / ProRes HQ / color / ⑫

POS 8.17 18:00

EVENT

콜드 워 Cold War

Poland, UK, France / 2018 / 88min / Fiction / DCP / b&w / ⑮

임권택 감독의 연출과 도올 김용옥의 각본 참여로 완성된 1988년 서울 올림픽

1949년에 폴란드에서 만난 줄라와 빅토르. 음악으로 하나가 된 그들은 베를린,

작품은 성공에 앞선 지난한 실패의 과정에 주목하는 독특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지독한 전쟁, 즉 �냉전�이 세상을 뒤엎던 시대. 그들은 자신의 예술을 지키기 위해

공식기록영화. 당시 국내 내로라하는 예술가들이 모두 참여한 다큐멘터리인 이

파리 등 유럽 곳곳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다. 2차대전은 끝났지만 더욱

있다. 도올 김용옥이 집필한 내레이션은 이 영화를 단순한 올림픽 기록영화 이상의

시대와 싸워야 한다. <콜드 워>는 두 연인의 슬픈 드라마이자 격정적인 로맨스

의미로 다가오게 한다.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세계 평화의 염원이 사색적인 내레이

이며 가슴을 울리는 음악영화이다. 4:3 비율의 흑백 화면에 담아낸 두 주인공의

션을 통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88년 서울올림픽은 우리의 현대사에 한 획을 긋

표정과 다양한 풍경들은 아름다우면서도 처연한 이미지, 그리고 섬세한 연출력이

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순간으로 자리매김한다.

An official documentary covering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It
was completed with the directing of Im Kwon-taek, a narration by Dool Kim Yong-ok, and multiple Korean artists. The composition of the film
is unique in the sense that it focuses on the process of failure before
success. The narration written by Kim makes the documentary much

CGV5 8.17 11:00

빛난다. 파벨 파블리코프스키에게 칸영화제 감독상을 안겨준 작품이다.
임권택

1 93 4 년 전 라 남 도 장 성 출 생 .

<취화선>(2002)으로 칸영화제

In 1949, Zula and Wiktor meet in Poland. United in music, they meet and
separate in various parts of Europe including Berlin and Paris. Although

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이후

the World War II had ended, an even more crucial war, the Cold War

보이는 100번째 연출작 <천년학>

their art. Cold War is a sad yet passionate romance of two lovers, and a

<서편제>의 송화의 후일담 같아

was overcasting the world, in which they must fight the era to protect

파벨 파블리코브스키

BBC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데뷔

한 폴란드 출신 파벨 파블리코브
스키 감독은 두 번째 장편작 <사
랑이 찾아온 여름>(2004)으로 제
58회 영국아카데미시상식 알렉산

more significant. His contemplative text expresses the pain of Korean

(2006)을 연출했다.

modern history and the aspiration for world peace. The documentary

IM Kwon-taek

of the two main characters and various landscapes are displayed as

의 재능과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depicts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as the epoch-making event in

Born in 1936, Jangseong,

beautifully as sorrowful. A delicate directing shines through. Paweł

Paweł PAWLIKOWSKI

Korean modern history.

Jelloa. Since Mandala(1981),

Pawlikowski won Best Director at Cannes Film Festival with this film.

A literature and philosophy

he has been considered
Korea's leading director.

resonating music film. On the 4:3 black screen, the facial expressions

더 코다 상을 받으며 감독으로서

graduate, with extensive postgraduate work at Oxford on
German literature. He started
as a documentary filmmaker
in British tel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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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금 만나 Let Us Meet Now

Korea / 2018 / 85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AC

8.18 14:00 GV

한다.(기사 선생) 결혼을 앞둔 남녀는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관계가 조금은

보내진 약 1,500명의 고아들에 대한 자료를 접한 추상미 감독은 이를 소재로 극영

전화로 인해 기묘한 인연을 맺는다.(여보세요) 세 편의 단편을 묶은 옴니버스

화를 준비하고,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탈북 배우 이송과 함께 폴란드에 가 현장 취

<우리 지금 만나>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것은 맺어지기 힘든 로맨스

재를 한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감독과 배우는 당

이며,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무엇이며, 우연히 다가온 의외의 위로다. 이 모든

to confess his love to a woman who works there. (Mr. Driver) An
engaged couple is a bit terrified about their future relationship.
(Can We Live Well?) A woman whose mother has Alzheimer’s
disease receives a phone call from the North and builds a strange
relationship with the caller. (Hello) This omnibus film Let Us Meet
Now talks about relationships with three shorts. It’s about a hopeless
romance, about the unknown future, and about an unexpected and
coincidental comfort. The stories directly and indirectly reflect the

CGV2 8.17 13:30 GV

한국전쟁 시기, 북한은 전쟁고아들을 우방인 동유럽 국가에 보냈다. 그중 폴란드로

두렵다.(우리 잘 살 수 있을까?) 치매 어머니를 둔 한 여성은 북에서 걸려온

A man that delivers goods to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tries

The Children Gone to Poland
Korea / 2018 / 79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

개성공단에 물건을 납품하는 남자는 그곳의 한 여성에게 마음을 전하려

것은 남한과 북한의 현재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통일부 지원작.

폴란드로 간 아이들

김서윤

1993년 광주 출생. <기사선생>은 그의

시 아이들을 돌보았던 폴란드 선생님들을 만나며 숨겨졌던 이야기에 빠져들고, 그

들의 눈물에 함께 운다. 역사의 비극과 아픔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냄으로써 세대를
뛰어넘는 치유와 공감을 끌어내는 영화.

추상미

<사과>, <범죄소년> 등을 연출했다.

Dur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 sent its war orphans to Eastern

발견>, <열세살, 수아>, <누구나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카트>, <시

선 너머>, <애정만세> 등을 연출했다.

to Poland, she decided to make a feature film about them. She auditions

KIM Seo-yoon

Poland to conduct a field investigation. The Children Gone to Poland

She studied film directing at

is a documentary about “process”. The director and the actor meet

일곱 번째 단편 영화이다.
강이관
부지영

Chung-ang University.
KANG Yi-kwan

Europe. When Director Choo Sangmi learned about 1,500 orphans sent
and casts actress Lee Song, a North Korean defector, and takes her to

비밀은 있다> 등 십여 편의 영화
에 출연했다. 동시에, 여러 영화제
에서 상영된 <영향 아래의 여자>,
<분장실>의 감독이기도 하다.

CHOO Sangmi
She is one of the eminent

Polish teachers that took care of the children back then, and they get

actress in Korea and also
a director. She starred in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unded by

He studied film directing at the

emerged in their stories, crying at their tears. A film that raises empathy

Ministry of Unification.

Korean Film Academy.

and healing that surpass generation by broaching historical tragedy and

BOO Ji-young

painful memories.

She studied film directing at the

영화 <접속>, <퇴마록>, <생활의

many films including The
Contact(1997) and Everybody
Has Secrets(2004).

Korean Film Academy.

138

139

스윙키즈 Swing Kids

Korea / 2018 / 133min / Fiction / MP4 / color / ⑫

POS

8.18 20:00

크로싱 비욘드 Crossing Beyond
Korea / 2018 / 100min / Documentary / DCP / color / Ⓖ

<과속스캔들>(2008) <써니>(2011) 등에서 음악과 춤 등의 요소를 즐겨 사용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다큐멘터리인 <크로싱 비욘드>는 금메달을 딴 사

으로 한 이 영화는 댄스를 통해 남한과 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하나가 되는 �춤판�을

다. 가나,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서 온 선수들은 스포츠를 통해 도전

던 강형철 감독은 <스윙키즈>에서 집대성한다. 한국전쟁 당시 포로수용소를 배경

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신의 한계를 딛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선수들의 이야기

만들어낸다. 그들이 땀을 쏟는 스테이지가 판타지와도 같은 공간이라면, 전쟁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중심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다. 이처럼 모순적인 대조의 구도는

이 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한과 북한. 그들은 올림픽을 통해 진정한 스포츠 정

점점 춤을 통해 희미해지고, 그들은 마지막 무대를 준비한다. 이념보다는 자유와

신을 보여주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경계를

인간을 이야기하는 영화. 무엇보다 흥겹다.

Kang Hyoung-chul, the director that utilized music and dance in Scandal
Makers(2008) and Sunny(2011), summates it all in Swing Kids. The film
takes place in a concentration camp during the Korean War, and creates
a “dance floor” where the South, the Nor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become one with dance. In the midst of the brutal reality of war and
death, the stage is like a fantasy land where they sweat passion. The

CGV3 8.18 17:00

넘어 진정한 승자가 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강형철

1974년 출생. 용인대 영화영상
학과를 졸업했다. <과속스캔들>,

<써니>, <타짜-신의 손> 등 다양

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감독이다.
KANG Hyoung-chul

Crossing Beyond, the official documentary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s not just a story of those who won the gold medal. It
is a story of athletes who go beyond their limits. Athletes from Ghana,
Afghanistan, Austria and England talk about the meaning of challenging
through sports. And at the center, there is the unified Korean women's
ice hockey team.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 South Korea and

이승준

1971년 출생. 서울대 동양사학과

를 졸업했다. KBS 수요기획 <들

꽃처럼, 두 여자 이야기>로 제20
회 올해의 한국PD대상을 받았
고 <달팽이의 별>은 제7회 EIDF

에서 시청자상 및 UNICEF 특별

from Yongin University with

North Korea. They show the true spirit of sports through the Olympics

상 등을 수상했다.

prepare for their last stage. A film that talks about freedom and human

a degree in film. He directed

and deliver the message of peace through the slogan, “We are one.” Let’s

YI Seung-jun

beings rather than ideology. More than anything, this is fun.

Scandal Makers, Sunny and

give them a big hand for being true winners beyond boundaries.

Born in 1971. He is one of most

ironical contrast parties gradually become one with dance, and they

Born in 1974. He graduated

Tazza-The Hidden Card.

prominent emerging Korean
directors. His work focuses on
the life of unseen minorities,
which has informed his
signature style of film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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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BODY
FRENCH CINEMA
오버 데어 Over There

Korea / 2018 / 44min / Documentary / DCP / color, b&w / Ⓖ

AC

8.17 13:30 GV

3년 전 <입석부근>에서 만났던 장민승과 정재일의 두 번째 콜라보. 전작의 배경이

설악산이라면, 이번엔 한라산과 제주다. 비주얼과 사운드가 빈틈없이 결합되어 있
음에도 <오버 데어>는 어떤 여백을 제공하며, 관객은 44분의 러닝타임 동안 �너머

그곳�(over there)에 대해 떠올린다. 풍경화보다는 추상화에 가까운 작품으로, 안
개와 산과 바다와 파도 등이 마치 연출한 듯 움직인다. 여기에 겹쳐지는 정재일의
음악은 사운드를 넘어 일종의 서사를 만들어내고, 소리꾼 정은혜의 목소리는 진혼
가처럼 느껴진다. 영혼을 울리는 자연의 기록.

A second collaboration of Jang Minseung and Jung Jaeil from Ipsuk
Bugeun(2016). While their first work took place in Seoraksan, this time
they filmed Hallasan and Jeju. Despite the constant visuals and sound
filling in the experience, Over There still offers some blank space. During
its 44 minutes, the audience can imagine about “over there”. More of an
abstract piece than a landscape, fog, mountains, ocean, and waves move

장민승

가구 제작자, 사진가, 음악 프로

듀서이다. 현대미술의 장 안에서
경계 없는 감각과 경험의 다양한

확장을 실험하고 있다. 1,000일

동안 제주 섬의 눈, 물, 바람을
따라 억겁의 시간과 공간을 담은

as if they were directed. On top of this, Jung Jaeil’s music creates a type

영화 <오버 데어>를 완성했다.

of narrative, and Sorikkun Jeong Eunhye’s voice feels like a requiem. A

JANG Minseung

record of a soulful nature.

He works as a furniture
maker, a photographer, a
music producer and also a
contemporary artist who is
experimenting with various
extensions of s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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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힘

Gangwon Local Cinema

<미스터 고>(김용화, 2013)를 찍었던 송암 야구장,

�강원도 작가 감독군�은 더욱 두터워졌다. 그리고

진 시간>(엄태화, 2016)을 찍었던 교동 거리, <동주>

Chuncheon Baseball Stadium in Mr. Go(Kim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r Autumn,

Yong-hwa, 2013), People’s Forest in The

Autumn(2016). Achievements at overseas film

확장하였다.

Handmaiden(Park Chan-wook, 2016), Gyo-

festivals are also remarkable. Director Kim Dae-

dong Street in Vanishing Time: A Boy Who

hwan received the Best Emerging Director at

2017)를 찍었던 용화산… 이 모든 로케이션을 하나

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의 �강원도의 힘�은 말

Returned(Um Tae-hwa, 2016), Wanggok Village

the 70th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r

in Dongju: The Portrait of a Poet(Lee Joon-

The First Lap(2017). Both directors have been

것이다. 이처럼 강원도는 한국영화의 공간으로서

이다. 먼저 김진유 감독의 <나는보리>가 상영된다.

ik, 2016), Yonghwasan in Okja(Bong Joon-ho,

invited to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7)… if there is a keyword to connect all these

Forum section and receives great attention

locations together, it is ‘Gangwon-do.’ Like

from many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아가씨>(박찬욱, 2016)를 찍었던 국민의 숲, <가려

(이준익, 2016)를 찍은 왕곡마을, <옥자>(봉준호,

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강원도�일
주목 받아 왔고, 지역 특유의 자연 경관과 멋스러운
풍광은 수많은 영화의 스크린에 새겨져 왔다.

안타까운 점은 주체적인 프로덕션이 없다는 점이었

다. 영화의 배경으로선 매력적인 공간이었지만, 강원

올해는 강원독립영화협회가 설립되어 저변을 더욱

그대로 최근 �강원도 시네마�의 힘을 보여주는 섹션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남동생까지 모두 청각 장애인인
가정에서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소녀 보리의 이야기

this, Gangwon-do has attracted as a space for

영상위원회가 지원한 단편 영화들이 관객과 만난다.

로, 잔잔하고 섬세한 정서의 드라마다. 이외에도 강원

Korean cinema and the unique local natural

Recently, as Director Kim Jinyu’s Bori(2018)

landscape and the beautiful scenery have been

received the DGK (Directors Guild of Korea)

<그러려니>, <대리>, <빨간 캐리어>, <여름비> 등

captured the screen of many movies.

Award at the 23 rd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Gangwon Director Squad’ became

도에 영화 제작에 대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다. 본

네 편으로 다양한 장르와 테마를 지닌 작품들이다. 그

However, the sad part is lack of the

stronger. And this year, the Association of

장 방은진)가 출범하면서 체계적인 제작 지원과 지역

어지며, 이후엔 강원도 지역 영화인들이 함께 만나는

independent production. It is an attractive

Gangwon Independent Film was established

space to use as setting for a film but there was

and further expanded the base.

격적인 시작은 2017년이었다. 강원영상위원회(위원
영화 문화 발전이 시작되었다. 때 맞춰 강원도 출신

리고 상영 후엔 연출자와 함께 관객과의 대화가 이루
조촐한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no system for film production in Gangwon-do.
It officially started in 2017. With the founding

Gangwon Local Cinema at the 1st PyeongChang

of the Gangwon Film Commission (Head P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is a section

Eunjin), systematic production support and

that literally represents the latest power of

regional film culture development began. As

‘Gangwon Cinema.’ First, Bori by Kim Jinyu

if on cue, directors from Gangwon-do began

will be screened. It is a drama filled with calm

to emerge. ‘Bomnae Films’ established by Kim

and delicate emotions about a girl named Bori

2014년 김대환 감독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철원

Dae-hwan and Jang Woo-jin from Chunchen

who is the only person in the family who can

기행>으로 뉴커런츠상을 수상했고, 같은 해 장우진

is a great example. The two directors achieved

speak. Her mother, father, and brother are all

감독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새 출발>로 �한국

excellent results in many film festivals through

the hearing-impaired. In addition, short films

경쟁� 대상을 받았다. 이후 장우진 감독은 <춘천,

the system of taking turns playing the role of

supported by the Gangwon Film Commission

producer and director.

will meet the audience. Far Away, Substitute,

감독들의 활약도 시작되었다. 춘천 출신의 김대환, 장
우진 감독이 만든 �봄내필름�이 대표적이다. 두 감독

은 번갈아가며 서로 프로듀서와 감독을 맡는 시스템
을 통해 여러 영화제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춘천>(2016)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비전� 감독상을
받았다. 해외 영화제에서의 성과도 괄목할 만했다.

The Red Carrier, Summer Rain - these are 4
In 2014, Director Kim Dae-hwan received

films with various genres and themes. After the

the New Currents Award at the 19 th Busan

screening, there will be conversations with the

에서 �현재의 감독� 감독상을 받았다. 그리고 두 감독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r End of Winter.

producers and audience and later there will be

The same year, Director Jang Woo-jin received

a little get-together with the Gangwon local

에도 전세계 수많은 영화제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최

the Grand Prize in the Korean Competition

filmmakers.

김대환 감독은 <초행>(2017)으로 로카르노영화제

은 모두 베를린영화제 �포럼�에 초청 받았으며, 이외
근엔 김진유 감독의 <나는보리>(2018)가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감독조합상(감독상)을 받으며

at the 15th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r A Fresh Start. Later Director Jang Woo-jin
received the Vision-Director’s Award at the 21st

나는보리

강원도의 힘 단편 Gangwon Local Cinema Shorts

Bori

Korea / 2018 / 110min / Fiction / DCP / color / Ⓖ

ST

8.18 19:00 EVENT

그러려니 Far Away

듣고 말할 수 있는 보리. 그런데 보리는 �소리를 잃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들리지

지은의 아버지는 가출한 지 3년이다. 새엄마인 화숙에겐 애인이 생겼다. 지은은

맞추는 데 비해, <나는보리>의 관점은 조금 다르다. 이 영화의 중심은 가족이며, 그

도장을 찍기 위해서다. <그러려니>는 삶의 태도에 대한 뉘앙스를 잘 살린다. 살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엄마의 새 삶을 위해, 이혼 서류에 아버지의

않는 척한다. 장애인을 다룬 영화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종종 초점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받아들여야 하는 불가항력적 상황을 종종 접한다. 아버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보리를 보여준다. 나는 왜

지가 사라진 것도, 엄마가 재혼하려는 것도, 그리고 �명문대 출신 영화감독�으로 포

다른 가족 구성원과 다를까. 보리의 이 소박한 고민은 궁극적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장되는 것도, 지은에겐 그렇다. 여기서 지은은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계를 묻는 질문이다.

is the only one who can hear and speak with the family. But Bori wants
to “lose sound” and pretends she can’t hear anything. Films about people
with disabilities tend to be focused on the way the society perceives
them. But Bori offers a different perspective. This film is centered around

8.18 16:30 GV

Korea / 2019 / 34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열한 살 소녀 보리에겐 청각 장애를 지닌 부모와 남동생이 있다. 가족 중 유일하게

Bori’s parents and brother are the hearing-impaired. This 11-years old girl

ST

김진유

강원문화재단의 제작 지원을

삶의 일부로 만든다. 이태경의 연기가 좋다.

받아 완성된 전작 <높이뛰기>

Jieun’s father left home 3 years ago. Her stepmother Hwa-sook has

화제 등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되

sign on the divorce papers, so that her mother can start a new chapter

(2014)는 인디포럼, 서울독립영

어 상영했다. <나는보리>는 그의

a new boyfriend. Jieun goes on a journey to find his father, to get his

장편 데뷔작이다.

matures. Why am I different from other family members? This simple

KIM Jinyu

Her father’s disappearance, her mother’s desire to get remarried, and

question that Bori asks is about borderline between the disabled and

His short film Do You Hear

her being known as a filmmaker from an acclaimed school are simply

non-disabled.

What I Hear?(2014) received

irresistible, at least for Jieun. Jieun simply embraces such situations as

Gangwon Art and Culture
Foundation and screened

1987년 출생.
WON Hara
Born in 1987.

in her life. Far Away captures the nuance of attitude in life. Jieun faces

a family whose members happen to have disabilities, and in which Bori

production support from

원하라

irresistible life events, for which she has no option but just to accept.

they are, and makes them a part of her life. Great performance by Lee
Tae-kyung.

at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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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힘 단편 Gangwon Local Cinema Shorts

여름비

Summer Rain

강원도의 힘 단편 Gangwon Local Cinema Shorts
ST

8.18 16:30 GV

Korea / 2019 / 19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빨간 캐리어 The Red Carrier
산에서 사진을 찍던 여자는 빨간 캐리어를 발견한다. 그 안에 돈이 가득했다. 고민

는 것이 싫은 걸까? <여름비>는 삶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두 소녀의 이야기

오히려 격하게 분노한다. <빨간 캐리어>는 �유괴�와 �몸값�이라는, 스릴러 장르에서

방과 후 텅 빈 교실에 있다. 그들은 우산이 없어 집에 못 가는 걸까, 아니면 집에 가

하던 여자는 경찰에 신고한다. 나타난 캐리어 주인. 하지만 전혀 고마워하지 않고

다. 아직은 우산이 필요한 나이지만, 그들은 비를 맞아야 한다. 영화는 깔끔하면서

흔하게 등장하는 모티프를 살짝 뒤집어 새롭게 보여주는 솜씨가 좋은 영화다. 특히

도 정적인 톤으로 두 아이의 내면을 감싸며, 비와 우산이라는 상징을 효과적으로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아빠와 아들의 모습이 엔딩에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섬뜩

사용한다. 그리고 화분 같은 소품을 통해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이야기에 힘을 더한

Ji-won’s mother is in critical condition. Minjoo’s parents are divorced. The
two kids sit in an empty classroom on a rainy day. Are they unable to go
home because they don’t have umbrellas? Or do they just not want to go
home? Summer Rain is a story about two girls who are going through
difficult times. They still need an umbrella at their age, but they must
walk in the rain. The film embraces the inner beings of these two girls in

한 느낌은, 평화로운 자연과 대비되며 극적 효과를 높인다. 짧은 러닝타임 안에서
김다나

강원애니고등학교 문화콘텐츠학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의 반전 효과.

신주희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를 졸

과 방송영상전공으로 졸업한 후

While taking pictures in the mountains, a woman finds a red carrier—
a carrier packed with money. She thinks a bit, and files a police report.

업했다.

에 재학중이다.

The owner of the carrier appears. But no, he is not grateful at all. As a

SHIN Juhee

matter of fact, he gets upset. The Red Carrier skillfully offers a slightly

She graduated from Sejong

현재 수원대학교 영화영상학과
KIM Dana
After graduating from

different take on the popular thriller motives like “kidnap” and “ransom”.

Gangwon Animation High

The chill aroused by the repetition of the scene of father and son at the

a static and neat way, effectively utilizing rain and umbrella as symbols. It

School with a major in

end, especially heightens the dramatic effect as it is contrasted with the

also uses props like flower pots to add to the story that could have felt as

broadcasting she is currently

peaceful nature. The biggest twist you’ll see in a short film.

dull. A tranquil film that deals with emotions adequately.

8.18 16:30 GV

Korea / 2018 / 10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지원은 어머니가 위독한 상황이다. 민주의 부모는 이혼했다. 두 아이는 비 오는 날

다. 차분하면서도 감정을 잘 다룬 작품.

ST

studying in the film & digital

University film art department
in 2018.

arts at the University of
Su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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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힘 단편 Gangwon Local Cinema Shorts

대리 Substitute

ST

8.18 16:30 GV

Korea / 2019 / 26min / Fiction / DCP / color / ⑫

승민은 서울에서 구직 활동을 하며 계약직으로 일한다. 계약이 만료된 승민은
새 일을 구할 때까지 대리 운전을 한다. 면허 취소 상태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어느 날 밤 승민은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 재영을 손님
으로 태운다. <대리>는 도시에서 고군분투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다. 그는 어디

에도 속하지 못하고 도시를 떠돌며 결국은 곤경에 빠지는데, 심야의 도로 위에서

맞이한 클라이맥스 장면은 마치 스릴러 장르의 명장면 같은 팽팽한 긴장감을 보여
준다. 그래서 승민은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엔딩에 그 답이 있다.

Seungmin is a contract worker in Seoul, who is looking for full-time
employment. Once his contract ends, he decides to work for chauffeur
service until he gets a new job. His driving license is revoked, but he has
to take the risk in order to make a living. One night, he drives for his high
school friend Jaeyoung by coincidence. Substitute is a story about a
young man who struggles in the city. He doesn’t belong anywhere. He

김상호

1989년 춘천 출생. 대학에서 영

화를 전공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단편영화 <대리>를 연출하였다.
KIM Sang-ho
Born in 1989, Chuncheon
city. He studied film in his
college and for his first film,

just wanders around the city and gets in trouble. The climax on the night

he directed a short film

streets is as tense as a thriller. Where should Seungmin go now? The

Substitute.

ending offers the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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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Program

마스터 클래스 이두용
Master Class

LEE Doo-yong
<쉬리> 이후 충무로는 다양한 장르를 통해 남과 북의 대치 상황을 그려왔다. 이두
용 감독의 1980년 작 <최후의 증인>은 그 시초격이라 할 수 있다. <최후의 증인>
상영 후 반공영화가 주류이던 시절 영화가 제작될 수 있었던 배경과 그간의 �분단
장르 영화�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Ever since Swiri, Chungmuro has portrayed confrontation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rough various genres. The Last Witness(1980) by
Lee Doo-yong may be considered as its beginning. We'll examine how The
Last Witness was produced in the era when anti-communist films were
the mainstream and look back "Korean Action Films After the Division" on
past years after the screening The Last Witness.
일시

8월 17일(토) 13:00 <최후의 증인> 상영 후

진행

최은영 (평창남북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

장소
패널

CGV 강릉 5관

이두용 (감독)

Date

Aug 17th(Sat) 13:00
After the screening of The Last Witness

Venue

CGV Kangneung 5

Moderator CHOI Eunyoung (Programmer, PIPFF)
Panel

LEE Doo-yong (Director)

스페셜 토크

Special Talk

북한에서 영화 찍기

Filmmaking in DPRK
�평양시네마� 섹션의 영화인들이 모여 북한에서 작품을 촬영했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외국의 영화인들에게 북한이라는 공간을 카메라에 담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다.
We�re hosting an event for filmmakers in Pyongyang Cinema to gather
and share their experiences filming in North Korea. What did it mean for
non-Korean filmmakers to capture North Korea with their cameras? Don�t
miss this opportunity to hear their vivid stories.
일시

8월 17일(토) 18:30 <영광의 평양사절단> 상영 후

장소

알펜시아시네마

패널

페피 로마뇰리 (감독), 피에르 올리비에 프랑수아 (감독), 아람 판 (VR 감독)

진행

최은영 (평창남북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

Date

Aug 17th(Sat) 18:30
After the screening of A Glorious Delegation to Pyongyang

Venue

Alpensia Cinema

Moderator CHOI Eunyoung (Programmer, PIPFF)
Panels

Pepi ROMAGNOLI (Director), Pierre-Olivier FRANÇOIS (Director),
Aram PAN (VR Director)

메이드 인 강원

Made in Gangwon
강원영상위원회와 강원독립영화협회의 출범과 함께 강원도 지역의 영화제작과
지원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강릉에서 자고 나란 김진유 감독이 강원영상위원회
의 지원을 받아 자신의 고향을 배경으로 만든 작품인 <나는보리> 상영 후 강원도
에서 영화를 만드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해본다.
Director Kim Jinyu made Bori in Gangneung where he was born and
raised, being funded from Gangwon Film Commission. After its screening,
he will talk about what it means to make film in Gangwon-do.
일시

8월 18일(일) 19:00 <나는보리> 상영 후

장소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패널

김진유 (감독)

진행

김형석 (평창남북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

Date

Aug 18th(Sun) 19:00
After the screening of Bori

Venue

Shinyoung Theater

Moderator KIM Hyung-seok (Programmer, PIPFF)
Panel

154

KIM Jinyu (Director)

* 영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Korean translation will not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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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VR로 만나는 북한의 풍경

Beyond the Border: DPRK 360

콘텐츠
Contents

북한을 전문으로 취재하며 다양한 영상 작업을 해온 싱가포르의 사진작가 아람 판
이 촬영한 북한의 모습이 360도 VR을 통해 생생하게 구현된다. 평양 시내를 비롯
하여 청진, 나선 등 북한의 명소와 백두산의 풍광, 주민들의 실제 생활상까지 지금
껏 알지 못했던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4K 고화질의 최신 KT Super VR 기기를
통해 만날 수 있다.

2

3

The landscape of North Korea f ilmed by Aram Pan, a Singaporean
photographer that has researched and worked on various investigative
videos in North Korea, will be vividly shown in 360 degree VR. Enjoy
various aspects of North Korea with the cutting edge 4K KT Super VR
device, including North Korean attractions like downtown Pyongyang,
Chongjin, and Rason, as well as scenery of Mount Paektu and daily lives of
the residents.
일시

1

4

5

8월 17일(토) ~ 8월 20일(화) 11:00 ~ 19:00 (20일은 16시까지 운영)

Title

판문점

Panmunjom JSA

평양의 명소 I

당창건기념탑, 만수대대기념비,
개선문, 평양역 광장

Attractions of Pyongyang I
Monument to Party Founding, Mansudae
Grand Monument, Arch of Triumph,
Pyongyang Station

평양의 명소 II

Attractions of Pyongyang II

주체사상탑, 미래과학자거리

Juche Tower, Future Scientist Street

평양의 대중교통

Public Transportations of
Pyongyang

자전거, 트램, 지하철

Cycle, Tram, Metro Ride

평양의 즐길 거리

Entertainments of Pyongyang

대동강 모터보트 타기, 평양국제상품전람회,
아이스크림 가판대, 야외무도회

Speedboat Ride on Taedong River,
International Trade Fair,
Ice Cream Stall, Mass Dance

장소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야외마당

6

기차 타기

Railway Tour

Date

Aug 17th(Sat) ~ Aug 20th(Tue) 11:00 ~ 19:00 (20th: ~16:00)

7

PIPFF Ground

백두산 등반

Mount Paektu

Venue

협력

KT Super VR

Cooperated by KT Super VR

8

아람 판
Aram PAN

제목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싱가포르 출신의 아람 판은 2013년부터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다양한 모습을 사진, 영상, 360도 VR 콘텐츠에 담아내는
아카이빙 프로젝트 �DPRK 360�을 진행해왔으며 이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
공하고 있다. 북한에서 수년간 촬영을 진행해오며 북측과 신뢰를 쌓은 그는 북한
주민들을 직접 싱가포르로 초대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는 앞으로도 �DPRK 360�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에 평화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
고자 한다.
Aram Pan, the director of Plus 720 Pte Ltd. has investigated the little
known North Korea and created an archive that included photos, videos
and 360 degree VR content from 2013. These content have been made
available online through various social media platforms under the name
�DPRK 360�. Over the years, Aram Pan has built trust with the North
Koreans and he has also conducted various outreach programs for DPRK.
Aram believes in building bridges into the DPRK to lay the groundwork
for a future of peace and possibly reunification.

9

10

관람 안내
Guide

회령/청진

Hoeryong & Chongjin

두만강, 김기송중학교 수업 모습,
포항광장, 칠보산, 어랑해안

Tumen River, Class of Secondary School,
Pohang Square, Mount Chilbo,
Shore of Orang

나진항, 러시아식당,
황금의 삼각주은행, 신발공장

Rajin Port, Russian Restaurant,
Golden Triangle Bank, Shoe Factory

나선

하늘에서 본 평양

고려항공 탑승, 평양 상공

Rason

Pyongyang from the Sky
Air Koryo Ride, Aerial View

• VR 체험은 PIPFF 패스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 관람은 선착순으로 운영되므로 관람 시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장 시 안내원의 설명과 주의사항을 잘 듣고 이용 바랍니다.
• 각 상영작은 기기 내에서 직접 선택하여 관람이 가능합니다.

• You can enter with PIPFF PASS for VR Experience.
• VR Experience is available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and there may be delays.
• Listen carefully to all comments and guides from staff before the experience.
• You can choose each program in the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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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ence

KT AR 플레이 존

AR Play Zone with KT
평화를 주제로, KT에서 제공하는 증강현실(A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왕후 심청>의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TV쏙
체험을 비롯해 800만 화소의 CCTV를 통해 DMZ의 정경을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통일 전망대 체험과 평창의 의야지 바람마을 관광 체험, 모션 인식 기술을
통해 남북의 언어를 비교해보는 북한말 맞추기 퀴즈 게임과 반달가슴곰, 고라니,
산양, 두루미 등 DMZ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물을 찾아나서는 AR 카드 게임 등 다
양한 AR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
Various augmented reality experience by KT with theme of peace will be
provided in PIPFF Ground. Through �TV Ssok� Experience, participants will
fall into a movie scene and be one of the characters from Empress Chung,
co-produced animation by South and North Korea. Enjoy a detailed view
of the DMZ through an 8-megapixel CCTV at the Unification Observatory
and the Uiyaji Wind Village located in PyeongChang. Let�s play quiz
games about North and South language with motion recognition
technology and AR Card game finding out various animals living in the
DMZ area such as the Asiatic black bears, elks, goats, and cranes.
일시

8월 17일(토) - 8월 20일(화) 11:00 ~ 19:00 (20일은 16시까지 운영)

Date

Aug 17th(Sat) ~ Aug 20th(Tue) 11:00 ~ 19:00 (20th: ~16:00)

장소

전시

Exhibition
남북합작 장편 애니메이션 <왕후 심청> 특별전
All About Empress Chung

최초이자 현재까지도 유일한 남북합작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인 <왕후 심청>을
극장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영화의 가치를 조명할 수 있는 전시가
함께 진행된다. 원화 및 캐릭터 전시는 물론 플립북, AR 체험을 비롯하여 북한의
4.26만화영화촬영소와의 공동제작 과정 전반을 살펴볼 수 있다.
The only South-North Korea�s co-produced animated feature Empress
Chung will be screened in the theaters again, along with an exhibit that
highlights its value. The exhibition will include original drawings and
characters, as well as flip book, AR experience zone, and the overall coproduction process with 4.26 Animation Film Studio.
일시

8월 17일(토) ~ 8월 20일(화) 11:00~19:00 (20일은 16시까지 운영)

장소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야외마당

Date

Aug 17th(Sat) ~ Aug 20th(Tue) 11:00~19:00 (20th: ~16:00)

Venue PIPFF Ground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야외마당

Venue PIPFF Ground

관람 안내
Guide

• KT AR 플레이 존은 PIPFF 패스로 이용 가능합니다.

• 체험은 선착순으로 운영되므로 이용 시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내원의 설명과 주의사항을 잘 듣고 이용 바랍니다.

• You can enter AR Play Zone with PIPFF PASS.
• AR Play Zone is available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and there may be delays.
• Listen carefully to all comments and guides from staff before th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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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Exhibition
개성공단 사람들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 – 경계선의 목소리들

전시 「개성공단 사람들」은 개성공단이라는 장소에서 함께 했던 갑과 을의 노동관
계, 자본주의적 욕망과 사회주의적 욕망의 공존, 분단과 평화의 체제는 물론 개성
공단을 바라보는 이념적 인식의 극단적 긴장과 공유라는 복합적인 접경들을 드러
내고 그 과정에서 관계를 통해 평화가 생성되는 지점들에 집중한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했던 이 특별한 시간은 이들의 삶 속에서 서서히 평
화로운 일상이 되어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 일상의 이야기, 일상에서 사용했던
사물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평화로웠던 그 내부와는 달리, 개성공단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결국 공단의
폐쇄로 이어졌다. 그 사이 평화를 상징하던 개성공단은, 멈춰진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역사적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제는 「개성공단
사람들」 전시를 통해, 기억의 장소에서 미래의 공간으로 다시 개성공단을 호출하
고자 한다

「세상의 끝과 부재중 통화」는 관객 참여형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 전시다. 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제에서는 �경계선의 목소리들�이라는 부제를 달고 전시를 선보
인다.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과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미처 �하지 못한 말�,
소박한 평화의 바람, 전하지 못해 가슴 사무친 이야기 등을 전시장의 공중전화와
TEL:1522-4037를 통해 메시지를 녹음할 수 있다. 녹음된 메시지는 다른 곳에
설치된 다이얼 전화기로 흘러 들어가 우연히 수화기를 잡은 관객에게 전달된다.
이를 통해 흘러간 시간과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이야기를 공유하고 감정의 교류와
공감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시 후 수신 된 목소리를 DMZ에 트는 퍼포먼스
도 진행된다.

People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큐레이터 Curator

박계리 PARK Carey
(통일교육원 교수

Professor, Institute for
Unification Education)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Assistant Curator
고혜진 KO Hye-jin
참여작가

Participating Artists
유 수 Yoo Soo

이부록 LEE Boo-rok

임흥순 IM Heung-soon

People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hibit exposes complex
borders between the hierarchy of employees a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co-existence of capitalist greed and socialist greed, separation
and peace, and at last, dramatic tension and commonness of ideological
perspectives towards the complex. It doesn�t stop there, but it focuses on
the elements that generate peace throughout such relationships.
This special moment where people from the South and the North lived
together for over a decade has gradually become an obvious part of their
life. In this exhibit, you�ll see their daily lives and the objects they used.
Despite the peaceful internal relationship, the external view o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has raised the negative tension, which led to its
closure, adding the industrial complex project onto North Korea�s sanction
lis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is no longer our own place―it has
become a place that reflects the current international society, a place one
can ruminat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which was a peace symbol
in this era of separation, has become a historical scene that remembers
the past that is at a pause. Through People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hibit,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would
like to bring out Gaeseong Industrial Complex from our memories and
take it for the future.
일시

8월 17일(토) ~ 8월 20일(화)

Date

Aug 17th(Sat) ~ Aug 20th(Tue)

장소

올림픽 플라자 2F

Venue Olympic plaza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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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of The World And Missed Calls – Voices from Border

작가 Artist

설은아 SEOL Euna
전시포맷 Format

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 +
DMZ 퍼포먼스

Interactive Media Art +
DMZ Performance

End of The World And Missed Calls is an interactive media art exhibit.
During the first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it will
have the subtitle of �Voices from Border.� You can record your messages
on public phones and TEL:1522-4037 in the exhibit, small peaceful desires
or things you so longed to tell others in this political and historical
moment of the South and the North. The recorded messages will be
carried into a dial phone installed somewhere else, which can be picked
up by another visitor. This unique experience will enable visitors to share
instilled stories and establish empathy as well as emotional exchange.
After the exhibit, the voices will be played in DMZ.

모든 경계에는 �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차마 전하지 못해 부재중 통화가 되어 버린 이야기, 당신에게도 있나요?
당신의 �전하지 못한 말�을 세상의 끝, 비무장지대의 바람 속으로
놓아주고 올게요.
Things you could hardly say later become 'missed calls'.
what is your untold message?
From hope for peace to the story that is inside your deep heart, leave any
voices you couldn�t tell on the phone connected to the end of the world.
After exhibition, I will let your voices in the winds of DMZ, i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일시

8월 17일(토) ~ 8월 20일(화)

장소

올림픽 플라자 2F

Date

Aug 17th(Sat) ~ Aug 20th(Tue)

Venue Olympic plaza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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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Academy
피스모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평화아카데미
Peace Academy for Youth with Peacemomo

�피스모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평화아카데미�는 평화를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배
움을 목표로 하는 아카데미 프로그램이다. 활동가 및 창작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모두가 모두로부터 배우는 수평적 서로 배움의 시간을 갖는다. 평화교
육부터 평화를 위한 활동과 콘텐츠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다.
초청작과 전시 등 영화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를 경험하
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평화아카데미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는 평창남북평화영화제에서 지원해 차년
도에 선보일 예정이다.
�Peace Academy for Youth with Peacemomo� will be offered. At Peace
Academy, young adults who dream to be creators or activists to promote
peace will come together in this free and creative learning environment,
and they will learn f rom each other. Young adults will get a peace
training and will come up with different ideas for activities and contents
to promote peace. Th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m to have open
conversations with mutual respect through various exhibits, screenings,
and other festival-associated programs.
The feasibility of the Peace Academy participants� proposals will be
reviewed and funded once selected. The selected projects will be
announced in the following year�s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일시

8월 17일(토) ~ 8월 19일(월)

진행

피스모모

장소
후원

평창올림픽플라자 등 영화제 행사장 일대
강원도교육청

PIPFF 페스티벌

PIPFF Festival

씨네라이브: <손에 손잡고>
CineLive: Hand in Hand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록한 임권택 감독의 다큐멘터리인 <손에 손잡고>가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평창에서 씨네라이브로 다시 한 번 관객을 만난다.
2018년 충무로뮤지컬영화제 개막작으로 30년 만에 일반 관객에게 공개된 <손에
손잡고> 씨네라이브는 영화 상영과 라이브 연주가 함께 하는 독특한 형태의 상영
으로, 조동희 음악감독, 가수 장필순 등 뮤지션들과 성우들이 참여하여 88년 서울
올림픽의 영광의 순간들을 입체적으로 재현한다.
Hand in Hand, a documentary about 1988 Seoul Olympics by Im Kwontaek, will be screened in PyeongChang, where 2018 Winter Olympics took
place. Hand in Hand was introduced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as
the opening film of 2019 Chungmuro International Musical Film Festival,
in harmony with the live music by Jo Dong-hee. Celebrating the first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it will have another
meaningful screening.
일시

8월 17일(토) 18:00

장소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야외마당

Date

Aug 17th(Sat) 18:00

Venue

PIPFF Ground

협력

충무로뮤지컬영화제

Cooperated by Chungmuro International Musical Film Festival

연출

김병극

연주

유승호 (피아노&아코디언), 이수진 (기타), 김영진 (드럼),
조용원 (베이스), 박혜민 (건반&코러스)

음악감독
보컬
성우
Director

조동희

장필순, 문제호
윤용식, 김자연

KIM Byungkeuk

Music Director JO Do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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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YOU Seungho (Piano & Accordion), LEE Soojin (Guitar),
KIM Youngjin (Drums), CHO Yongwon (Bass),
PARK Hyemin (Keyboard & Chorus)

Vocal

JANG Pilsoon, MOON Jeho

Narrator

YUN Yongsik, KIM Ja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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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FF 페스티벌

PIPFF Festival

웅산밴드 공연

Woongsan Band Live Performance
아시아를 대표하는 최고의 재즈 보컬리스트로서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웅산은 중저음의 보이스로 객석을 압도하는 뮤지션이다. 예술성과 대
중성을 모두 갖춘 그는 평단과 음악 애호가들 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많은 사랑
을 받고 있다. 섬세한 발라드부터 강한 비트의 노래까지 모든 장르(블루스, 펑키,
라틴)를 특유의 감성과 음색으로 노래하는 웅산의 무대가 평창의 여름밤, 관객들
을 기다린다.
Woong San, the best jazz vocalist in Asia who performs around Japan
and Korea, mesmerizes the audience with her baritone voice. She is not
only loved by critics and music fans but also by mass audience thanks to
her both artistic and mass appeal. In this summer night, Woong San�s
performance, from sentimental ballad to hard-beat genres (blues, funk,
and Latin), will wait for you in PyeongChang.
일시
장소
Date

8월 18일(일) 18:50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야외마당

부대행사

Special Events
썸머댕댕런 in 경포

Summer Dangdangrun in Gyeongpo (Marathon with Pets)
강형욱 동물훈련사와 1986 프로덕션이 함께 진행하는 반려견 프로젝트. 반려견을
키울 때 생기는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강릉 경포에서 진행
된다. 반려견과 함께 경포 해변을 달리기, 강형욱 동물훈련사의 세미나, 영화 <언
더독> 야외상영, 애프터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있다.
A pet project with the animal trainer Kang Hyung-wook and 1986
Productions. This project will take place in Gyeongpo, Gangneung, to
share challenges in raising pets and their respective solutions. We have
various events including a pet run on Gyeongpo beach, seminar by the
animal trainer Kang Hyung-wook, outdoor screening of Underdog, afterconcert, among others.
일시

8월 17일(토) 17:00 ~ 21:00

장소

경포생태습지공원

Date

Aug 17th(Sat) 17:00 ~ 21:00

Venue Gyeongpo Prickly Water Lily Wetland

Aug 18th(Sun) 18:50

Venue PIPFF Ground

평창스노우오케스트라 & 어린이합창단 공연

팔로우 P (with.강릉 음악여행 버스킹 LALAMARKET)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이름에 들어간 �스노우�는 평창의 눈꽃송이를 의미한다고 한
다. 겨울이면 눈꽃송이가 모여 멋진 설경을 이루듯,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단원들
이 만드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

다양한 장르의 버스킹 공연.
영화제 기간 강릉 상영관 주변인 월화거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PyeongChang Snow Orchestra and Chorus Live Performance

Snow, included in the names of orchestra and choir, represents snowflake
of PyeongChang. Just as snowflakes gather to make a great snow
landscape in winter, orchestra and choir will create a beautiful harmony
for their audience.
일시

8월 19일(월) 18:50

Date

Aug 19th(Mon) 18:50

장소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야외마당

Follow P: Live Busking Project (with. LALAMARKET)

During the film festival, busking of various genres of music will take place
around the Wolhwa street, which is close to the theaters in Gangneung.
일시
장소
Date
Venue

8월 17일(토) 11:00 ~ 14:00
강릉역

8월 18(일) ~ 19(월) 18:00 ~ 20:00
강릉 월화거리

Aug 17th(Sat)

Aug 18th(Sun) ~ Aug 19th(Mon)

11:00 ~ 14:00

18:00 ~ 20:00

Gangneung Station

Gangneung Wolhwa Street

Venue PIPFF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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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Special Events
사사끼존 (with. 너나들이)

스탬프투어

북한 국민 99.9%가 안다는 북한 국민 카드게임 '사사끼'. 사사끼(44A)는 트럼프
카드를 가지고 진행되며 게임 방법만 알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다. 너나들이와
함께 사사끼 체험존을 운영한다.

평창남북평화영화제의 다양한 전시와 체험, 영화 관람을 하며 스탬프를 받자!
스탬프를 모아 평창남북평화영화제만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

44A (with Neonadeulii)

Stamps Tour

44A is a card game which 99.9% of the North Korean population knows
how to play. It is played with cards, and it�s easy to play once you know its
rules. Come play 44A in the experience zone.
일시

8월 17일(토) ~ 18일(일) 12:00 ~ 18:00

Date

Aug 17th(Sat) ~ Aug 18th(Sun) 12:00 ~ 18:00

장소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야외마당

Go to the various exhibits and watch films in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and get stamps! Collect all the stamps and get a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s unique souvenir.
일시

8월 17일(토) ~ 8월 19일(월) 10:30 ~ 20:00

장소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야외마당 안내데스크

Date

Aug 17th(Sat) ~ Aug 19th(Mon) 10:30 ~ 20:00

Venue PIPFF Ground Information

Venue PIPFF Ground

강숙과 캘리 그리고 평화

PIPFF 프리마켓 (with. 올림픽로드 프리마켓)

스토리보드 작가이자 캘리그라피스트로 활동 중인 강숙 작가와 함께하는 캘리그
라피 체험 프로그램. 남북한의 같지만 서로 다른 단어를 직접 써보고 배우는 기회
를 제공한다.

대관령면에서 운영하는 올림픽 로드 프리마켓이 영화제 기간 진행된다. 지역 농특
산물과 수제 먹거리 판매, 체험행사, 벼룩시장 등이 운영되며, 주민들이 직접 만든
잡화, 공예품들을 판매한다.

An experience program with Kang Sook, a storyboard artist and
calligraphist. Learn and write the same yet different words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During the film festival, Olympics Road Flee Market will take place in
Daegwallyeong-myeon. The market will have local produce, handmade
food, experiential events, as well as accessories and craft goods made by
the local residents.

KANG sook, Calligraphy and Peace

일시
장소
Date

8월 17일(토) ~ 19일(월)

캘리쇼

8월 17일(토)

14:00 ~ 17:00

12:10 ~ 12:40

Aug 17th(Sat) ~ Aug 19th(Mon)

Aug 17th(Sat)

14:00 ~ 17:00

12:10 ~ 12:40

평창올림픽스타디움 야외마당

PIPFF Fleemarket

일시

8월 17일(토) ~ 8월 18일(일) 11:00 ~ 19:00

장소

올림픽메달플라자

Date

Aug 17th(Sat) ~ Aug 18th(Sun) 11:00 ~ 19:00

Venue Medal Plaza

Venue PIPFF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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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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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제공처

Film Source

AC in Panmunjeom
POST FIN
82)27743520
sungbin@postfin.co.kr

Belive It Or Not
MOHO FILM
82)1097558412
jinha@moho.co.kr

Cold War
Challan Film
82)25456023
hr@challan.co.kr

Down
FILM DABIN
82)1099304753
film_dabin@daum.net

After Hours
LEE Seede
82)1026484795
tleo-1@hanmail.net

Belle Ville
Hippocampe Productions/
Keystone Films
82)1089889429
contact@hippocampeproductions.com

Colony, A
BFF Sales
33)672232718
martin@bffsales.eu

East Asia Anti-Japan Armed
Front
KIM Mirye
82)1087464827
gaampictures@gmail.com

Aleppo
Newbold Harbor
Entertainment
1)3239195298
bayardduval@gmail.com
Anchor
Cinemacat Pictures
82)552836300
cinemacat4me@gmail.com
Apollo of Gaza, The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1)5148944672
E.Seguin@nfb.ca
Armed Lullaby
Kunsthochschule für Medien
Köln
49)22120189330
E.seguin@nfb.ca
Army
Kelvin Kyung Kun Park Studio
82)1044664152
kinemasta@gmail.com
Audition
Funnycon
82)517047125
funnycon2@funnycon.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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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s
CINEMABEAM PROJECT
81)364505867
contact@mancys-ent.com
Bori
Jinjin Pictures
82)236720168
tw@jinjinpic.co.kr
Borderless Walls
Funnycon
82)517047125
funnycon2@funnycon.tv
Children Gone to Poland,
The
CONNECT PICTURES
82)1088954696
connectpictures365@gmail.
com
Chris the Swiss
Urban Distribution
International
33)148704655
morgane@urbangroup.biz
City Plaza Hotel
Triade Films
33)675868937
Martin.berleand@triadefilms.
com

Complicity
MPM Premium
33)954372198
festival@mpmfilm.com
Confession
Rainydays Pictures
82)23650225
rainydayspictures@gmail.
com
Crossing Beyond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41)0216216565
jean_louis.strangis@olympic.
org
Crossing, The
NK Contents
82)7086701764
yerin.chung@nkcontents.
co.kr
Dear Son
Luxbox
33)658822520
festivals@luxboxfilms.com
Dolce Fine Giornata
Films Boutique
49)3069537850
isabel@filmsboutique.com

Empress Chung
AKOM Production Co
82)24002566
zeeneeya@akomkorea.com
Escape from Raqqa
M&M International Inc.
82)1077595952
mminternational@daum.net
Eunseo
Rainydays Pictures
82)23650225
rainydayspictures@gmail.
com
Family
Manifest Pictures
33)620542430
anais@manifest.pictures
Family Tour, A
Golden Scene Company
Limited
85)222659999
pearl@goldenscene.com
Far Away
FILM DABIN
82)1099304753
film_dabin@daum.net

Girl from Mogadishu, A
The Film Collaborative
1)3232078321
jeffrey@thefilmcollaborative.
org
Glorious Delegation to
Pyongyang, A
Officine UBU
39)287383020
edoardo.maimone@
officineubu.com
Hairy
CENTRAL PARK FILMS
82)1027301527
centralpark.co@gmail.com
Hand in Hand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41)0216216565
jean_louis.strangis@olympic.
org
Hevi
CINEBEJ
33)786777589
Mohammad.alchikho@
gmail.com
Joint Security Area
Myung Film Co., Ltd.
82)319306520
jh@myungfilm.com
Korea, A Hundred Years of
War
ALEGRIA PRODUCTIONS
33)182284021
marie-azadeh@alegriaproductions.com

Last Witness, The
Korean Film Archive
82)231532001
kofa@koreafilm.or.kr
Let Us Meet Now
INDIESTORY Inc.
82)27226051
Cine1998@naver.com
Lillian
Cercamon
33)683943466
dorian@cercamon.biz
Little Germans
Brave new work GmbH
49)4048401900
film@bravenewwork.de
Matangi/ Maya/ M.I.A.
Dogwoof
44)2072536244
luke@dogwoof.com
Meet in Pyongyang
Henan film and Television
Group
86)15238065888
Michael Palin in North Korea
ITN PRODUCTIONS
44)2074304740
Elaine.morris@
itnproductions.com
Mina
CENTRAL PARK FILMS
82)1027301527
centralpark.co@gmail.com

175

필름제공처
Mosul 980
Ishtar Iraq Film production
962)799231427
munakadhimi@ishtariraq.
com
My Sister Is Dead
FILM DABIN
82)1099304753
film_dabin@daum.net
Night of Collapse
Rainydays Pictures
82)23650225
rainydayspictures@gmail.
com
Nipple, A
CENTRAL PARK FILMS
82)1027301527
centralpark.co@gmail.com
Not Too Heavy, Not Too
Light
FILM DABIN
82)1099304753
film_dabin@daum.net
Old Dog, An
Korean Independent
Animation Filmmakers
Association
82)23131030
kaniseed@naver.com
Other Side of the Mountain,
The
Trans Western Pictures, LLC
ellipsis.now@gmail.com
Over There
Jinjin Pictures
82)236720766
yong@jinjin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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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Source
Pigua
aug&ohr medien
49)3061620068
selections@augohr.de

Samouni Road
Doc & Film international
33)42779833
t.loionel@docandfilm.com

Pink Femi
POST FIN
82)27743520
sungbin@postfin.co.kr

Screwdriver
Dialectic
1)6465938393
ss@dialectic.nyc

Progress in the Valley of the
People Who Don't Know
The StoryBay
49) 17632538526
stefan@storybay.tv

Secret Reunion
Showbox Inc.
82)232185502
jin@showbox.co.kr

Styx
Beta Cinema GmbH
49)89673469823
Cosima.finkbeiner@
betacinema.com
Substitute
KIM Sang-ho
82)1085916025
you282000@naver.com
Summer Rain
FILM DABIN
82)1099304753
film_dabin@daum.net

Proxy Exam
FILM DABIN
82)1099304753
film_dabin@daum.net

Shift, The
Rainydays Pictures
82)23650225
rainydayspictures@gmail.
com

Summer with Rana
Dutch Features
31)238880168
fulko@dutchfeatures.com

Red Carrier, The
SHIN Juhee
82)1021235275
juhee372@naver.com

Sick
FILM DABIN
82)1099304753
film_dabin@daum.net

Swing Kids
Next Entertainment World
82)234909336
minsun@its-new.co.kr

Rest, The
Aww Germany GmbH
49)3047374532
fart.foundation@gmail.com

Slam
Doc & Film international
33)42779833
t.loionel@docandfilm.com

Swiri
Korean Film Archive
82)231532001
kofa@koreafilm.or.kr

Rising Star
CENTRAL PARK FILMS
82)1027301527
centralpark.co@gmail.com

Spy Gone North, The
CJ ENM
82)23716285
filmtraffic@cj.net

Tel Aviv on Fire
Indie Sales
33) 676014169
cchautant@indiesales.eu

Rooftop Refugee
National Film And Television
School
44)1494 731472
NCowee@nfts.co.uk

Stars Whisper, The
CENTRAL PARK FILMS
82)1027301527
centralpark.co@gmail.com

Thaw of Spring Day
Korean Film Archive
82)231532001
kofa@koreafilm.or.kr

Watergate
Dogwoof
44)2072536244
luke@dogwoof.com
Welcome to Dongmakgol
Showbox Inc.
82)232185501
jin@showbox.co.kr
What Have We Done to
Deserve This?
Pluto Film Distribution
Network GmbH
49)3021918220
marc@plutofilm.de
Yousef
Premiere Film
39)0802460358
premierefilmdistribution@
gmail.com

War of Memories, A
CinemaDAL
82)23372135
evank@cinemad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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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
조직위원회

명예이사장 최문순
이사장

문성근

집행위원장 방은진
조직위원
조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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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영
이춘연
안성기

조직위원

안정숙

조직위원

이준동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채윤희
김용화
홍형숙

조직위원

정상진

조직위원

이순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최민희
김한근
한왕기
김기홍

조직위원

이헌수

조직위원

전창준

조직위원
조직위원
감사
감사

조창진
오제환
권재철
양규옹

강원도지사

영화진흥위원회

남북영화교류특별위 위원장
강원영상위원회 위원장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한국영화단체연대회의 대표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올댓시네마 대표
나우필름 대표
덱스터 대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Organization
자문위원단

임권택

영화감독

자문위원

이두용

영화감독

프로그래머

자문위원

유시춘

평화한반도 문화인회의

프로그래머

자문위원장 김동호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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