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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Messages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입니다.

2020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
제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정신을 이어받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
보이는 영화축제입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개막하며 성황리에 개
최된 영화제는 동계올림픽 이후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고유 명사가 된 평창에서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있는 영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반도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는 현재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을 향해 달
리는 동해북부선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를 통한 남북의 문화 교류도 곧 이뤄지리라 믿습니다.

전 세계가 갑작스레 닥쳐온 팬데믹 상황으로 신음하고 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평화는 더욱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이번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강원도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문성근 이사장님, 방은진 집행위원장
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영화제가 많은 사랑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Greetings and welcom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2020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It celebrates, through
the medium of cinema, the spirit of peace that was highlighted in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wo years ago. Since its successful
inauguration last year with an opening ceremony held at the Olympic
Stadium, the PIPFF has already secured its place as an important
platform for adding cultural significance to Pyeongchang, a symbolic city
synonymous with peace and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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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전 세계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우리 일상에도 �다
시, 평화�가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때입니다. 영화 산업도 극장 폐쇄,
제작 중단, 영화제 취소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에 봉착하며 참담한 상황을 어렵게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영화를 통해 일상의 즐거움과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평화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아우르
며, 지친 관객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영화축
제를 준비했습니다.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철저한 준비로 관객들이 안전하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 노고를 알기에, 영화진흥위원회도 �생활 속 거리 두
기�를 비롯한 방역 지침을 지키고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화제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문성근 이사장님과 방은진 집
행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의 일상에 �다시, 평화�
를 되찾는데 큰 힘이 되어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오석근

While the world keeps hoping for "peace again" in this difficult time, the
COVID-19 pandemic continues to affect every aspect of our life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film industry has been no exception. Due to this
unprecedented crisis, theaters remain closed, production after production
has stopped, and film festivals are being postponed or cancelled. Still,
a stream of efforts are tirelessly being made as we speak, to share the
comfort and joy cinema brings with the public.

Gangwon Province is like no other in that it is geographically divided into
two parts by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Nevertheless, we are pushing
for a connection of the Northern East Sea railway tracks that run through
the Korean peninsula to the Eurasian continent, as well as a reopening of
tourism in the North's Mount Kumgang. I believe the PIPFF will serve as a
boost to promote inter-Korean exchanges in the culture and arts arena in
the near future.

In preparing for the 2020 PIPFF, special emphasis was laid on building an
occasion to embrace peace in a broader sense, extend a comforting hand
to an exhausted audience and support each other as we hang in there
together. Recognizing the ongoing situation and the strict measures put
in place by the organizers to ensure a safe screening environment, Korean
Film Council will also support this endeavor by following quarantine
guidelines and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safe and pleasant viewing
experience.

The world is ailing from a new, unheard-of pandemic situation, but let us
not forget during this trying time that peace is not a given, that it is up to
each and every one of us to protect it. Our local government will spare no
resources to ensure the festival runs smoothly.

PANG Eunjin for going the extra mile to make this festival happen against
all odds. I have no doubt that the 2020 PIPFF will prove a helpful next step
for all as we start to navigate our way back to the "new normal."
Thank you.

Last but not least, my sincere thanks to Chairman MOON Sungkeun
and Festival Director PANG Eunjin, and all those involved in making this
festival a reality. Thank you.

Chairman of Organizing Committee
OH Seok-geun

The governor of Gangwon-do
CHOI Moon-soon

15

인사말
Greetings

안녕하십니까.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이사장 문성근입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원장 방은진입니다.

올해부터는 평창남북평화영화제에서 평창국제평화영화제로 이름을 바꿔 새롭게
출발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지향하는 영화제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하되 전세
계 인종과 종교, 전쟁, 차별 등 국제적 이슈를 더욱 다양하게 아우르며 더 큰 평화
를 이루고자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을 문화 공간들을 활용한 대안 상영관 역시 거리두기를 최대한 지켜나가는 방향
으로 조성했고, 공연 역시 힐링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꾸렸습니다. 하늘길이 막혀
올 수 없는 해외 영화인들의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도 여러분에게 보여집니다.

2020년 6월은 역사의 시간입니다. 6.15 정상회담 20주년과 6.25 전쟁 발발 70주
년. 영화제는 평화를 시작한 날과 전쟁을 기억하는 날의 사이인 6월 18일부터 6일
동안 관객과 만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평화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평화와 전쟁 혹은 전쟁과 평화, 우리는 여전히 그 갈림길 위
에 서있습니다. 영화제가 열리는 기간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
여줍니다.

이와 함께 �다시 평화�라는 슬로건에는 코로나 19로 상처 입은 현실을 치유하고 다
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평화
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부디 팬데믹 시기에 열리는 이 특별한 영화축제를
소중히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장 문성근

Hello, and welcome to the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June of this year is a historical month for Korea, as we commemo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as well as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70 years ago. The second edition of PIPFF is
opening its doors on June 18th, which falls between these two symbolic
dates, and will last for six days in total. It is no secret that in recent years,
hopes have been raised high for peace in the region. At the same time,
lasting peace seems to remain a far-flung goal, and we find ourselves
standing at the crossroad of peace and war.
Contributing to peace on Korean peninsula has always been at the heart
of PIPFF, but this year, we aim to embrace peace in a broader sense
by encompassing more global issues such as race, religion, battle and
discrimination.
Also, we have chosen "Peace Again" as the official tagline. This slogan
stands for our longing to recover f rom the aftermath of the novel
coronavirus and return back to normality. The importance of peace can't
be stressed enough, especially in tough times. Amid the coronavirus
pandemic, I wish this festival will be a rare moment of peace for you to
enjoy.
Chairman
MOON Sungkeun

올해는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을 겪고 있지만 영화를 통
해 누릴 수 있는 일상의 작은 평화를 다시금 펼쳐보고 싶었습니다. 올해 평창국제
평화영화제는 멀티플렉스 중심의 도시 영화제를 벗어나 대관령의 자연과 어우러
진 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월정사 시네콘서트와 바위공원 상영, 용평리조트 피크
닉 시네마 등 야외상영이 준비되고, 개막식은 광장으로 옮겨오며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으로 열립니다.

평화를 모토로 한 34개국 96편의 영화와 기획 개발 아이템을 발굴하는 피칭 프로
젝트, 유소년과 함께하는 평화아카데미, 평화적 연계를 위한 포럼 등 평화의 길을
향해 걸어가려는 다양한 시도는 올해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영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원도와 평창군을 비롯해 어려운 발걸음 내딛어주신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집행위원장 방은진

In the face of a global pandemic, the decision to go forward with a film
festival was a hard one to make. Still, the unusual circumstances did not
stop us from challenging ourselves. We remain committed to creating
a space in which people can find and cherish peace through the art of
cinema.
The 2020 PIPFF will unfold in a more nature-f riendly setting, taking
advantage of the beautiful landscape of Daegwallyeong. Outdoor
screenings will be offered at Woljeongsa Temple and the Rock Park, as
well as at the magnificent Yongpyong Resort. The opening ceremony
will be held at Olympic Medal Plaza so the general public can join in the
celebration. Some downtown cultural spaces were turned into "alternative
theaters" that cater to social distancing needs, while special performances
will present healing and relaxing time for the audience. Many cineastes
unable to travel across borders have sent in messages of hope and
support for public sharing as well.
From the screening of 96 peace-themed films to diversified programs
including the Pitching Project, Peace Academy and a forum for dialogue
on peace, the PIPFF's drive to walk the road to peace will continue
through this year and beyond.
My heartfelt thanks to the people of Gangwon-do and Pyeongchang for
granting us the opportunity to host this event, and to all the film lovers
bravely joining us today.
Festival Director
PANG Eun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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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Design

공식 포스터
Ofﬁcial Poster

트레일러
Trailer

2020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포스터는 현대적 민화 스타일로 표현된 강원도 평
창의 자연 속에서 영화제의 상징동물인 호랑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담았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세계적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대립과 반목을 멈추는 이데올로기
측면의 �평화� 못지않게,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팬데믹 상황에서 승리하고 안
정과 회복을 기원하는 �평화�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official trailers for PIPFF 2020 was directed by director Im Heung-soon.
The director, who has been expanding his artistic repertoire as an artist-cumfilmmaker, depicts the stories of people whose lives have been shaped by political,
social, national, and capitalist conditions. He directed the critically acclaimed
Jeju Prayer (2012), Factory Complex (2014), Korea�s first film to win the Silver Lion
at the Venice Biennale, and Things That Do Us Part (2019) presented at Korea�s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 works have been exhibited in
numerous art museums, including Carnegie International, House of the World�s
Cultures in Berlin, Pompidou Center in Paris, and Film at Lincoln Center in New
York. He participated in the group exhibition The People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at PIPFF 2019.

휘파람
Whi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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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2터널을 시작으로 평창을 거쳐 분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고성 해안철조망, 화진포, DMZ박물관, 통일
전망대, 그리고 남한 최북단에 위치한 마지막 해변 명파해수욕장으로 가는 길의 표지판과 풍경을 촬영했다. 다
시, 평화라는 주제에 맞춰 리버스(reverse) 효과를 주었으며, �평화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는 뜻을 담았다. 트레
일러에 사용된 북한 노래 <휘파람>의 �휘파람� 의미가 남녀의 사랑을 전하는 신호였다면, 이 영상에서는 영화

우리의 민속 신앙에서 호랑이는 용맹함의 상징으로 나쁜 기운을 막아주고 착한 이
들을 도와주는 영물로 여겨져 왔으며, 재앙과 역병을 물리치는 벽사적 의미도 가
지고 있다. 깊은 산세와 푸르른 나무들, 바람에 휘날리는 구름과 멀리 보이는 동해
바다의 푸르름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강원도의 자연. 그 속을 여유롭게 거니는 호
랑이의 모습은 갑작스레 찾아온 세계적 재난을 의연하게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과
함께, 새삼스레 소중함을 깨닫게 된 일상으로의 회복과 치유, 위로를 전하고자 하
는 의미를 담았다. 올해 포스터는 디자인노리 박상석 아트디렉터가 진행했다.
The official poster is rendered in the style of Minhwa, or Korean traditional
folk paintings. The artwork features a tiger, the festival's symbolic animal,
roaming around Pyeongchang. At a time when every corner of the planet
is hit by the coronavirus, the hope for peace is ever growing - not only in
the ideological sense of ending confrontation and hostility, but also in the
broader context of the humanity's survival, as we fight to recover from an
unprecedented crisis and gain stability and resilience once and for all. The
beautiful landscape of Gangwon and the free-roaming tiger represent
our resolve to rise above the challenge and return to normality with the
comforting and healing power of art.

2020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트레일러는 임흥순 감독이 제작했다. 미술과 영화를 넘나들며 장르를
확장해 온 그는 노동자로 살아온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시작으로 정치, 사회, 국가, 자본으로부터 주
어진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여러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제주 4·3항쟁과 분단, 여성 노동 등
한국 근현대사의 변방에 머물거나 가장자리로 밀린 사람들, 가까스로 버티고 있거나 점점 지워져가
는 목소리를 찾아 담고 있다. 평단의 높은 지지를 받은 <비념>(2012), 한국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받으며 화제를 모은 <위로공단>(2014), APAP5의 커미션으로 제작된 <려행>(2016),
국립현대미술관에 소개된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2019) 등을 연출했으며, 카네기인터내셔널, 베
를린 세계 문화의 집, 파리 퐁피두센터, 뉴욕 필름소사이어티 링컨센터 등 수많은 국내외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개했다. 2019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성공단 사람들> 전시에 참여했으며 올해 영화제
에서는 공식 트레일러를 제작, 영화제의 메시지를 담아냈다.

제가 남북의 평화를 전달하는 �휘파람�이 되었으면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일상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함께
염원하는 길, 평화가 길이라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의 메시지를 담았다.

Signboards features road signs and landscape, starting at Jijeong Tunnel 2 via
Pyeongchang all the way to Myungpa Beach, South Korea�s northernmost beach. Along
the way, it presents barbed wire fences on the coastal trail in Goseong, a symbol of the
national division, Hwajinpo, DMZ Museum, and Unification Observatory. Reverse motion
photography was used to highlight the theme �Peace Again,� conveying the message of
�thinking of peace again.�

솔라리스
Solaris

평창읍 천변리에 위치한 455년 된 보호수와 도암댐 저수지 인근에서 바라본 하늘을 촬영한 것으로 강원도 평창

의 하늘과 나무 그리고 물을 바라보며, 몇백 년 전 보호수 나무 밑에서 한 쌍의 호랑이가 평화롭게 하늘을 보고 있
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했다. 예로부터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물은 생명과 자연 그 자체를 상징해 왔
다. 경계 없이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자유롭게 유랑하는 하늘과 구름을 통해 남북 분단의 현실과 역사 회복을 은유

적으로 표현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기원해 온 땅 평창. 이러한 평창의 하늘과 구름, 바람의
기운을 담아 최근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보고자 했다.

Clouds features the sky looked up near the 455-year-old protected tree and the Doam
Dam Reservoir located in Pyeongchang-eup. Clouds drifting f reely through the sky
metaphorically represent the division of the nation and the recovery of the shared history.
Portraying the vitality of the sky, clouds, and wind in Pyeonchang, along with their
longstanding desire for peace in nature and human beings, the trailer seeks to convey a
message of hope to people struggling with the impact of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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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안내
티켓 가격

일반상영

5,000원

7세 이하 어린이, 경로(만 65세 이상), 군인,
경찰,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현장 티켓부스에서
무료 발권 가능 (증빙서류 제시, 본인에 한함)

배지

— 개막식은 초청장 소지자만 입장 가능

— GV, 마스터 클래스, 스페셜 토크 등 프로그램 이벤트는 상영 종료 후 무료 입장 가능

예매기간

6월 9일(화) 14:00 ~ 해당 상영 시작 1시간 전까지

예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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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수단
수령방법

취소 및 환불

운영장소
이용방법
결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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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펜시아 시네마

상영 당일 취소 시 취소수수료 건당 1,000원

✽ 티켓 수량/상영작/결제수단 등의 변경을 위한 취소 시에도
취소수수료 부과

유의사항

— 개인사정에 의한 티켓 재발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분실, 훼손, 교통정체, 상영관 및 시간 착오 등)

— 상영관 입장은 관람등급에 따라 제한됩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티켓 소지 및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영화 관람이 불가합니다.

티켓 인증
이벤트

이벤트 기간

6월 19일(금) ~ 6월 23일(화) 티켓부스 운영시간 내

10:00 ~ 19:00

참여대상

유료 티켓 소지자

10:00 ~ 20:30

참여방법

일반상영 관람 후 티켓부스에서 티켓을 인증하면
티켓 1매당 강원상품권(5천원권) 1매 증정

6월 19일(금) ~ 6월 23일(화)
✽ 알펜시아 시네마는 22일(월)까지 운영

올림픽메달플라자

해당 상영 시작 1시간 전까지

— 티켓 교환권, 배지 등으로 발권한 티켓은 취소 및 환불 불가

✽ 무통장 입금 및 휴대폰 소액 결제 불가

— 온라인 예매 매진작은 일부 현장석을 상영 당일 티켓부스에서 선착순 판매

운영기간

취소기간

— 부분 취소는 불가하며, 발권된 티켓은 티켓부스에서만 취소 가능 (해당 티켓 반드시 지참)

— 예매 후 티켓 발권 없이 �모바일 티켓�으로 상영관 바로 입장 가능

현장 예매
(티켓부스)

올림픽메달플라자 내 배지부스 (신분증 지참)

취소수수료

신용ᆞ체크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예매권
티켓부스에서 예매번호 확인 후 티켓 수령 가능

수령장소

— 배지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 양도 및 대여 불가

✽ 한 영화당 1회 4매까지 예매 가능

✽ 예매번호(SMS, 예매확인증, 예매내역 페이지 등) 반드시 지참
✽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발권 가능

6월 19일(금) ~ 6월 22일(월) 10:00 ~ 19:00
6월 23일(화) 10:00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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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상식 및 무료상영은 선착순 무료 입장

온라인 예매

수령기간

✽ 6월 23일(화)은 14:30까지
✽ 6월 22일(월)은 19:30까지

한 영화당 1회 4매까지 구입 가능
✽ 상영 시작 후 티켓 구입 불가

신용ᆞ체크카드, 현금, 강원상품권, 예매권, 티켓 교환권, 배지

— 예매권, 배지, 티켓 교환권 등으로 발권한 무료 티켓 제외

— 강원상품권은 티켓부스, 굿즈샵, 횡계리 내 영화제 로컬 파트너 및
강원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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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et Guide
Price
General
Screening

5,000 KRW

Free tickets are issued at the ticket booth for
children age 7 or under, seniors age 65 or older,
members of military and police, and people with
disability. (Available to the person only
upon presentation of an ID)

Cancellation

Period
Cancellation
fee

Cancellations are available until 1 hour before the screening.
A fee of KRW 1,000 will be charged for same day cancellation.
* You will also be charged a fee for a payment cancellation
to change the number of tickets, the film or payment method.

— Admission to the opening ceremony is only open to those with an invitation.
— Partial cancellation is not allowed. Once issued, tickets can be returned at the

— Admission to the awards ceremony and free screenings is free on a first come,

ticket booth only. (You must bring the tickets with you to the ticket booth.)

first served basis.

— Complimentary tickets or tickets issued with a badge cannot be cancelled or

— Program events such as GV(Guest Visit) sessions, master class and special talks

refunded.

will be open to free seating after the screening is over.

On-line

We do not offer real-time, online ticket sales for foreigners. Your understanding
is greatly appreciated and we kindly ask that you read the following information
and reserve tickets via email.

Jun 9th(Thu) 14:00 ~ Jun 15th(Fri) 18:00

How to

Please download the form from the official website,
indicate which film(s) you would like to see and your personal
information, and send it to ticket@pipff.org.

Perio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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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location)
— Film ratings must be observed strictly. Minors under 18 are not permitted
in �Under 18 not admitted� rated films, even with admission tickets or
accompanying guardian.

Cash, Credit card
Your tickets will be available at the ticket booth
for purchase and collection (reservation check required).
Please bring the email confirming your reservation.

✽ Reserved tickets will be held until 30 minutes before the screening time.
✽ After that, your reservation will be cancelled automatically.

(Ticket booth)

the screening starts.
— No refunds or cancellations for personal reasons. (including ticket loss or

— For a better screening environment, please do not bring food into the theater.

Payment

On-site

— PIPFF screenings start on time in principle. Admission will be restricted after

damage, traffic conditions and a misunderstanding about the screening time

Period

Receive

Attention

Jun 19th(Fri) ~ Jun 23rd(Thu)

✽ The ticket booth at alpensia cinema will only be open until Jun 22nd.

Olympic Medal Plaza

10:00 ~ 19:00 (Jun 23rd: Until 14:30)

Alpensia Cinema

10:00 ~ 20:30 (Jun 22nd: Until 19:30)

How to

Ticket purchase is limited to four tickets per purchase.

Payment

Credit card, Cash, Gangwon gift certificate,
Complimentary ticket, Badge

✽ Tickets cannot be purchased after the screening starts.

Audience
Participation
Event

Period

Jun 19th(Fri) ~ Jun 23rd(Thu) During ticket booth operating

Participant

A paid ticket holder

How to

You will receive one Gangwon gift certificate (worth 5,000 KRW)
per ticket if you present your used ticket at the ticket booth after
watching a general screening film.
(This does not apply to free ticket holders.)

— This does not apply to free tickets such as advance tickets, complimentary
tickets and tickets issued with a badge.
— Gangwon gift certificates are accepted at the ticket booth, souvenir shop,
PIPFF local partner stores with in Hoenggye-ri and gift certificate participating
stores.
— Gangwon gift certificates may run out early due to limited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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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운영수칙

Theater Regulations

정시 상영

—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정시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영 시작 이후 입장 시 5분 단위로 입장이 가능하며,
단편 묶음 상영의 경우 각 영화의 상영 종료 후 입장
이 가능합니다.

— 영화 상영 중 좌석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해 주십시오.

Screening starts on time.
— PIPFF screenings start on time in principle.
— You can enter the theater every 5 minutes after
the screening starts. For short films bundle. you
can enter the teather after each film ends.
We cannot guarantee your designed seat after
screening starts.
— Please do not move or re-enter after screening as
started.

음식물 반입 금지

— Do not bring food or alcoholic beverages into
theater for everyone�s convenience.
(except in designated space open-air screenings)

촬영 금지

Please do not take phootos.

티켓 소지

— 모든 상영관은 티켓 소지자만 입장 가능합니다.
(단, 야외상영 및 무료상영은 제외)

— 배지로 발급받은 티켓은 본인만 관람 가능합니다.

연령에 따른 입장 제한

—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관람 등급을 준수합니다.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관계없이 �청소
년관람불가�등급의 상영작 관람이 불가합니다.

관람객 Tip

— 날씨가 다소 쌀쌀할 수 있으니 여벌의 옷이나 담요,
핫팩 준비가 쾌적한 관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류 반입이 가능한 공간에서도 만 19세 미만의 주류
반입은 불가합니다.
— 관람 중 발생한 쓰레기는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려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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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not bring food or alcoholic beverages into the
theater for everyone�s convenience.

The safety of our audience and staff is our top priority.
We will continue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implement
additional measures as necessary.

1

To reduce contact, visitors are encouraged to purchase tickets online
in advance and pick them up at a ticket booth.

2

상영관 및 행사장 입장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3

상영관 및 행사장 입장 시 코로나19 증상 확인절차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All visitors are asked to cooperate with our COVID-19 symptom
screening procedures as they enter the theater.
• Thermal camera or human disinfection system at the entrance
• List of visitors and screening questionnaire
• Temperature checks using a non-contact thermometer. (Anyone with
a temperature of 37.5°C or above will be denied entry)

4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을 지켜주세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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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유증상자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하신 분 또는 고위험군 손님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만성질환 보유자 등)께서는 건강과 안전을
먼저 고려해 상영관 및 행사장 방문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 The PIPFF abides by the film rating system.

— The weather can be chilly, please bring extra
clothes, blankets and hotpacks.
— Minors under age 19 cannot bring alcohol to
the Festival, even in the venues where alcohol is
allowed.
— Please dispose of your garbage in designated
trash cans.

• 출입구 열 감지 카메라 혹은 대인 소독기 운영

• 비접촉체온계 체온 측정 (37.5°C 이상 측정 시 입장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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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s to make your experience more pleasant.

Make sure to wear masks in theaters.

• 출입명부 작성 및 문진표 작성

— Only those with tickets can enter all theaters.
(except for open-air screenings)

— Under-aged (below 18) minors cannot watch a
film without being accompanied by a supervisor
for �rated-⑱� films.

티켓을 구매하실 때는 대인 접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온라인 예매 후 모바일 티켓으로 상영관에 바로 입장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티켓부스에서 티켓 발권도 가능

Please present your tickets

Restriction by age

COVID-19 Regulations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관객과 스태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추가적인 대응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Please do not bring food into the theater.

— 쾌적한 영화 관람을 위해 음식물 및 주류 반입을 자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야외상영의 경우 지정된 공간에서는 예외)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불가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수칙

Follow COVID-19 prevention guidelines such as hand-washing and
coughing etiquette.

Keep a two-meter (or at least a one-meter) distance from others
when entering and moving around the theater, or waiting in line for
tickets or admission.

Those with COVID-19 symptoms, those who have travelled overseas
within the last 14 days, and high-risk individuals are strongly
encouraged not to visit the theaters for their health and safety.
• High-risk individuals include age 65 or older, pregnant women, and
people with chronic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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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가이드
상영관
AC

ACH
AMT
DL
PCH
EM
OMP
WT
RP
YR

등급

Ⓖ
⑫
⑮
⓲

Screening Schedule Guide

알펜시아 시네마

알펜시아 콘서트홀
알펜시아 뮤직텐트
대관령도서관

포테이토클럽하우스
어울마당

올림픽메달플라자
월정사

바위공원

용평리조트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자막

언급된 영화를 제외한 모든 상영작에는 다음과 같이
자막이 제공됩니다.

AC

Alpensia Cinema

ACH

Alpensia Concert Hall

AMT

Alpensia Music Tent

DL

Daegwallyeong Library

PCH

Potato Club House

EM

Eoulmadang

OMP

Olympic Medal Plaza

WT

Woljeongsa Temple

RP

Rock Park

YR

Yongpyong Resort

Ⓖ
⑫
⑮
⓲

• 행사

평창 올림픽메달플라자

19:00
20:00
20:30

평화로드
개막식
개막작 상영

• 개막작

<어느 수학자의 모험> (토르 클라인)

• 사회자

박성웅

• Date

2020. 6. 18(Thu) 20:00 ~ 20:30

• Venue

PyeongChang Olympic Medal Plaza

• Event

19:00
20:00
20:30

• Opening Film

Under 18 not admitted

Peace Road
Opening Ceremony
Opening Film Screening
Adventures of a Mathematician (Thor Klein)

• Opening Performance

Jung Jae Il

• Host

PARK Sung-woong

• 일시

6월 23일(화) 16:00

• 장소

포테이토클럽하우스

• Date

2020. 6. 23(Tue) 16:00

• Venue

Potato Club House

Subtitle
All Screenings will provide the folllowing
subtitle.
Korean Dialogue → English Subtitles Provided

GV
Guest Visit (Q&A Session) is a special event, where
you can meet the creators of the film. PIPFF has

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탈로그 후면(p.176)에서 확인

Special Talks for the audience. Please refer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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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2020년 6월 18일(목) 20:00 ~ 20:30

• 개막공연 정재일

Under 15 not admitted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는
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Under 12 not admitted

Other languages → Korean & English Subtitles

관객과의 대화, 마스터 클래스, 스페셜 토크를 진행합

Opening
Ceremony

General

기타 언어 → 한글자막, 영어자막 제공

GV(Guest Visit)는 해당 상영작의 관계자와 관객이

개막식

Ratings

English Dialogue → Korean Subtitles Provided

GV

Opening & Awards Ceremony

Theater

영어 → 한글자막 제공

한국어 → 영어자막 제공

개막식 & 시상식

시상식

Awards
Ceremony

proudly prepared informative GVs, Master Classes,
back page of your catalogue (p.176) for more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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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206 14:00 - 16:37
TALK

알펜시아
시네마
AC

알펜시아
콘서트홀
ACH

남부군

North Korean Partisan
in South Korea
⑮ 157min 133p
202 11:00 - 12:23

207 13:00 - 14:37

211 15:30 - 16:43

Negative Numbers
⑮ 83min 52p

Identifying Features
⓲ 97min 50p

Tony Driver
Ⓖ 73min 51p

네거티브 넘버

실종

포테이토
클럽하우스
PCH

어울마당
EM

올림픽
메달플라자
OMP

215 18:00 - 19:50

221 20:30 - 22:28

Piagol
Ⓖ 110min 130p

Charlatan
⑮ 118min 78p

피아골

토니 드라이버

샬러턴

216 17:30 - 18:59

얄다, 용서의 밤

Yalda, a Night for
Forgiveness
⑫ 89min 55p

FREE

알펜시아
뮤직텐트
AMT

대관령
도서관
DL

6. 19 (Fri)

Screening Schedule

217 18:00 - 19:25

222 20:00 - 21:42

Prince Hodong and
Princess Nakrang
Ⓖ 85min 109p

Saint Frances
⑫ 102min 118p

호동왕자와 락랑공주

203 11:00 - 12:29

독일어 수업

208 13:00 - 15:15

아부 레일라

212 16:00 - 17:50

돌아오지 않는 해병

218 18:30 - 19:51

POV 단편

German Class
Ⓖ 89min 120p

Abou Leila
⓲ 135min 83p

The Marines Who
Never Returned
⑫ 110min 131p

POV Shorts
⑫ 81min 123~126p

204 11:00 - 12:46

209 13:30 - 14:32

213 15:30 - 17:02 GV

219 18:30 - 19:58

This Is Not a Movie
⑮ 106min 81p

The DMZ
⑫ 62min 132p

Loop Dreams
Ⓖ 92min 87p

Camille
⑮ 88min 82p

205 11:00 - 12:09 GV

210 13:30 - 14:42 GV

214 16:00 - 17:15 GV

Korean Short
Competition 1
⑮ 69min 58~60p

Korean Short
Competition 2
⑮ 72min 61~64p

Korean Short
Competition 3
⑮ 75min 65~68p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한국단편경쟁 1

비무장지대

한국단편경쟁 2

요요현상

한국단편경쟁 3

프랜시스와 나

카미유

220 18:30 - 20:49

6. 20 (Sat)
알펜시아
시네마
AC

301 11:00 - 14:00

306 14:30 - 15:34

311 16:30 - 18:05 GV

317 19:00 - 21:18 GV

A Hidden Life
⑮ 180min 89p

Spectrum Shorts 1
⑫ 64min 90~93p

Our Body
⑮ 95min 102p

House of Hummingbird
⑮ 138min 101p

알펜시아
콘서트홀
ACH

302 11:00 - 12:47

307 13:30 - 14:49 GV

312 16:00 - 17:59 GV

318 19:00 - 20:53 GV

Nafi's Father
⑫ 107min 51p

Dust and Ashes
⑮ 79min 49p

A Distant Place
⑮ 119min 48p

Way Back Home
⑫ 113min 54p

313 18:00 - 19:46

319 20:30 - 21:56 GV

The Enchanted Mountain
Ⓖ 106min 108p

Areum Married
Ⓖ 86min 104p

Voices in the Wind
⑫ 139min 121p

FREE
20:00 - 21:29

얼리맨

Early Man
Ⓖ 89min 153p

나피스 파더

스펙트럼 단편 1

축복의 집

아워 바디

정말 먼 곳

벌새

비밀의 정원

FREE

알펜시아
뮤직텐트
AMT

금강산 팔선녀

박강아름 결혼하다

320 19:00 - 20:42

대관령
도서관
DL

303 11:00 - 12:11
Jiyan
⑫ 71min 86p

Beware of Children
⑮ 157min 122p

1982
Ⓖ 100min 119p

포테이토
클럽하우스
PCH

304 11:00 - 12:24 GV

309 13:30 - 14:46

315 15:30 - 16:44 TALK

321 18:30 - 19:59

KIM IL SUNG�s Children
⑫ 84min 110p

Close-up Shorts 2
⓲ 76min 145~148p

Close-up Shorts 1
⑮ 74min 141~144p

Maggie
⑮ 89min 140p

310 13:00 - 14:06 GV

316 15:30 - 16:39 GV

Korean Short
Competition 4
⑮ 66min 69~72p

Korean Short
Competition 5
⑮ 69min 73~75p

어울마당
EM

바람의 목소리

히든 라이프

올림픽
메달플라자
OMP

라이프

김일성의 아이들

305 11:00 - 12:25

영웅은 죽지 않는다
Heroes Don't Die
⑫ 85min 84p

308 13:00 - 15:37

아이들을 주의하라

클로즈업 단편 2

한국단편경쟁 4

어느 수학자의 모험

314 16:30 - 18:10

1982

Adventures of a
Mathematician
Ⓖ 102min 44p

클로즈업 단편 1

메기

한국단편경쟁 5

322 18:00 - 19:33

우는 여인

La Llorona
⑮ 93min 79p

FREE

20:00 - 21:27

숀더쉽 더 무비: 꼬마 외계인 룰라!
A Shaun the Sheep Movie:
Farmageddon
Ⓖ 87min 152p

FREE

월정사
WT

18:00 - 19:36

월정사
WT

찬실이는 복도 많지

LUCKY CHAN-SIL
Ⓖ 96min 157p

FREE

바위공원
RP
FREE

용평리조트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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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22:07

바위공원
RP

라라랜드

La La Land
⑫ 127min 155p

FREE
20:00 - 22:07

라라랜드

La La Land
⑫ 127min 155p

용평리조트
YR

20:00 - 21:44

비긴 어게인

Begin Again
⑮ 104min 15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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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알펜시아
시네마
AC

알펜시아
콘서트홀
ACH

6. 21 (Sun)

Screening Schedule

401 11:00 - 12:11

406 13:30 - 15:02 GV

411 16:30 - 18:28 TALK

417 20:00 - 21:58

Spectrum Shorts 2
⑫ 71min 94~97p

The House of Us
Ⓖ 92min 100p

KIM JI-YOUNG, BORN 1982
⑫ 118min 103p

Charlatan
⑮ 118min 78p

402 11:00 - 12:37

407 13:30 - 14:43

Identifying Features
⓲ 97min 50p

Tony Driver
Ⓖ 73min 53p

스펙트럼 단편 2

우리집

실종

82년생 김지영

412 15:30 - 16:59

얄다, 용서의 밤

토니 드라이버

알펜시아
뮤직텐트
AMT

대관령
도서관
DL

포테이토
클럽하우스
PCH

어울마당
EM

올림픽
메달플라자
OMP

샬러턴

418 18:30 - 19:53

네거티브 넘버

Yalda, a Night for
Forgiveness
⑫ 89min 55p

Negative Numbers
⑮ 83min 52p

413 18:00 - 19:46

419 20:30 - 22:12

This Is Not a Movie
⑮ 106min 81p

Saint Frances
⑫ 102min 118p

안네 프랑크를 찾아서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403 11:00 - 12:33

408 13:30 - 15:45

414 16:30 - 17:51

All This Victory
⑫ 93min 85p

Abou Leila
⓲ 135min 83p

POV Shorts
⑫ 81min 123~126p

어떤 승리

아부 레일라

FREE

POV 단편

FREE

404 11:00 - 12:32 GV

409 13:30 - 15:24 GV

415 16:30 - 17:50 GV

Loop Dreams
Ⓖ 92min 87p

Graduation
⑫ 114min 160p

Cinematic Gangwon
Shorts 2
⑮ 80min 165~169p

요요현상

졸업

강원도의 힘 단편 2

405 11:00 - 12:12 GV

410 13:30 - 14:45 GV

416 16:00 - 17:09 GV

Korean Short
Competition 2
⑮ 72min 61~64p

Korean Short
Competition 3
⑮ 75min 65~68p

Korean Short
Competition 1
⑮ 69min 58~60p

한국단편경쟁 2

한국단편경쟁 3

한국단편경쟁 1

프랜시스와 나

6. 22 (Mon)
501 11:00 - 14:00

506 14:30 - 15:54 GV

511 17:00 - 18:33

A Hidden Life
⑮ 180min 89p

KIM IL SUNG�s Children
⑫ 84min 110p

La Llorona
⑮ 93min 79p

#AnneFrank. Parallel
Stories
Ⓖ 95min 80p

알펜시아
콘서트홀
ACH

502 11:00 - 12:59 GV

507 14:00 - 15:47

512 16:30 - 18:23 GV

517 19:30 - 20:49 GV

A Distant Place
⑮ 119min 48p

Nafi's Father
⑫ 107min 51p

Way Back Home
⑫ 113min 54p

Dust and Ashes
⑮ 79min 49p

대관령
도서관
DL

503 11:00 - 12:29

508 13:00 - 14:40

513 15:30 - 17:43

518 18:30 - 19:58

German Class
Ⓖ 89min 120p

1982
Ⓖ 100min 119p

The Front Line
⑮ 133min 134p

Camille
⑮ 88min 82p

포테이토
클럽하우스
PCH

504 11:00 - 11:44

509 13:00 - 14:04

514 15:30 - 16:41

Running in North Korea
⑫ 44min 112p

Spectrum Shorts 1
⑫ 64min 90~93p

Spectrum Shorts 2
⑫ 71min 94~97p

Korea: The Never-Ending
War
⑫ 120min 111p

505 11:00 - 12:09 GV

510 13:30 - 14:36 GV

515 16:00 - 17:25

520 18:00 - 20:19

Korean Short Competition
5
⑮ 69min 73~75p

Korean Short Competition
4
⑮ 66min 69~72p

Heroes Don't Die
⑫ 85min 84p

Voices in the Wind
⑫ 139min 121p

420 18:30 - 20:05

#AnneFrank. Parallel
Stories
Ⓖ 95min 80p

FREE

421 19:00 - 20:24 GV

강원도의 힘 단편 1

Cinematic Gangwon
Shorts 1
⑮ 84min 161~164p

어울마당
EM

422 18:30 - 19:48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

히든 라이프

정말 먼 곳

독일어 수업

평양 마라톤

한국단편경쟁 5

김일성의 아이들

나피스 파더

1982

스펙트럼 단편 1

한국단편경쟁 4

용평리조트
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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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여인

비밀의 정원

고지전

스펙트럼 단편 2

영웅은 죽지 않는다

안네 프랑크를 찾아서

축복의 집

카미유

519 18:00 - 20:00

끝나지 않은 전쟁

바람의 목소리

Our Mothers
⑮ 78min 88p

FREE
20:00 - 21:47

러빙 빈센트

Loving Vincent
⑮ 107min 154p

6. 23 (Tue)

월정사
WT

바위공원
RP

516 19:30 - 21:05

알펜시아
시네마
AC

대관령
도서관
DL

601 11:00 - 12:33

어울마당
EM

아이들을 주의하라

603 13:30 - 14:48

어떤 승리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

602 11:00 - 13:37

604 14:30 - 15:41

Beware of Children
⑮ 157min 122p

Jiyan
⑫ 71min 86p

All This Victory
⑫ 93min 85p

Our Mothers
⑮ 78min 88p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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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 맵

평창 PyeongChang

Festival Map
올림픽메달플라자 Olympic Medal Plaza

횡계리 Hoenggy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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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별 운영일정
올림픽
메달플라자

Operation Schedule
17:00 ~ 20:00

6.19(금) ~ 6.22(월)

10:00 ~ 20:00

6.23(화)

10:00 ~ 14:00

배지부스

6.19(금) ~ 6.22(월)

10:00 ~ 19:00

6.23(화)

10:00 ~ 14:00

티켓부스

6.19(금) ~ 6.22(월)

10:00 ~ 19:00

6.23(화)

10:00 ~ 14:30

종합상황실

6.19(금) ~ 6.22(월)

10:00 ~ 19:00

6.23(화)

10:00 ~ 14:00

이벤트부스

6.19(금) ~ 6.22(월)

10:00 ~ 18:00

6.23(화)

10:00 ~ 15:00

6.19(금)

19:00 ~ 22:00

6.20(토)

19:00 ~ 22:00

6.21(일)

19:00 ~ 22:00

6.18(Thu)

14:00 ~ 17:00

6.19(Fri) ~ 6.23(Tue)

10:00 ~ 18:00

6.19(Fri) ~ 6.22(Mon)

13:00 ~ 17:00

6.19(Fri) ~ 6.21(Sun)

10:00 ~ 20:30

6.22(Mon)

10:00 ~ 19:30

6.19(Fri) ~ 6.22(Mon)

10:00 ~ 20:00

굿즈샵

PIPFF Festival 1
PIPFF Festival 2
PIPFF Festival 3

로보다방잡화점+스티커
프로젝트 & 북한생활전
버스킹

알펜시아 시네마

티켓부스
굿즈샵

티롤 갤러리

615 20주년 기념전시

“평화의 길. 빛나는 순간”

포테이토
클럽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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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c
Medal Plaza

6.18(목)

PIPFF 라운지

6.18(Thu)

17:00 ~ 20:00

6.19(Fri) ~ 6.22(Mon)

10:00 ~ 20:00

6.23(Tue)

10:00 ~ 14:00

6.19(Fri) ~ 6.22(Mon)

10:00 ~ 19:00

6.23(Tue)

10:00 ~ 14:00

6.19(Fri) ~ 6.22(Mon)

10:00 ~ 19:00

6.23(Tue)

10:00 ~ 14:30

6.19(Fri) ~ 6.22(Mon)

10:00 ~ 19:00

6.23(Tue)

10:00 ~ 14:00

6.19(Fri) ~ 6.22(Mon)

10:00 ~ 18:00

6.23(Tue)

10:00 ~ 15:00

6.19(Fri)

19:00 ~ 22:00

PIPFF Festival 2

6.20(Sat)

19:00 ~ 22:00

PIPFF Festival 3

6.21(Sun)

19:00 ~ 22:00

Goods Shop

Badge Booth

Ticket Booth
All Source
Situation Room
Event Booth
PIPFF Festival 1

6.18(목)

14:00 ~ 17:00

6.19(금) ~ 6.23(화)

10:00 ~ 18:00

Robo Cafe General
Store+Stiker Project & North
Korean Living Exhibition

6.19(금) ~ 6.22(월)

13:00 ~ 17:00

Busking

6.19(금) ~ 6.21(일)

10:00 ~ 20:30

6.22(월)

10:00 ~ 19:30

6.19(금) ~ 6.22(월)

10:00 ~ 20:00

Alpensia Cinema

Goods Shop

Tirol Gallery
6.10(수) ~ 6.23(화)

6.18(목)

10:00 ~ 18:00

17:00 ~ 19:30

Ticket Booth

Potato
Club House

Photo Exhibition to
Mark the June 15 Joint
6.10(Wed) ~ 6.23(Tue)
Declaration: �Road to
Peace, Shining Moments�

PIPFF Lounge

6.18(Thu)

10:00 ~ 18:00

17:00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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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운영안내
운영기간

6월 18일(목) ~ 6월 23일(화)

• 각 노선 별 배차시간 및 소요시간은 교통상황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셔틀버스 만차 시, 예정보다 일찍 출발할 수 있습니다.

• 상영관 및 행사장 이동 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KTX 출도착 시간과 셔틀버스 노선 운행 시간을 확인한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는 서울역 행발 KTX 출도착 시각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 셔틀 노선의 경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탑승 전 반드시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진부역(KTX)

용평리조트

용평리조트 유스호스텔 공영주차장 내

서울

개막 노선
(출발기준)

진부역 버스 정류소 4번 플랫폼

올림픽메달플라자 측면 철제구조물 앞

티롤갤러리
(노선에 따라 정류장 상이)

뮤직텐트 앞

올림픽메달플라자 방면 : 티롤갤러리 앞 대로변
진부역 방면 : 티롤갤러리 맞은 편 대로변
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 직진 150M 주차장
(종합운동장 안쪽길)

6월 18(목) <개막식>
서울 ▶ 알펜시아리조트 ▶ 용평리조트 ▶ 올림픽메달플라자
18일(목)

서울 출발
13:00

15:00 / 17:00

20:40 / 21:50(메) / 22:30(메)

✽ 21:50 / 22:30 운행 노선은 티롤갤러리와 진부역을 정차하지 않습니다.
올림픽메달플라자-용평리조트-알펜시아리조트-올림픽메달플라자 노선.

18일(목)

올림픽메달플라자 ▶ 진부역(KTX)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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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평창 출발
20:30

9:00 / 11:00 / 13:00 / 15:00 / 17:00 / 20:00 / 21:50

올림픽메달플라자 ▶ 용평리조트 ▶ 알펜시아리조트 ▶ 티롤갤러리 ▶ 진부역(KTX)
19일(금)~22일(월)

9:50 / 11:50 / 13:50 / 15:50 / 17:50 / 19:00 / 20:50 / 22:30(메)

✽ 22:30 운행 노선은 티롤갤러리와 진부역을 정차하지 않습니다.
올림픽메달플라자-용평리조트-알펜시아리조트-메달플라자 노선.

올림픽메달플라자 ▶ 알펜시아리조트
19일(금)~22일(월)

10:15 / 10:45 / 11:15 / 11:45 / 12:15 / 12:45 /13:15 / 13:45 / 14:15 /
14:45 / 15:15 / 15:45 / 16:15 / 16:45 / 17:15 / 17:45 / 18:15 / 18:45 /
19:15 / 19:45 / 20:15 / 20:45 / 21:15 / 21:45 / 22:15

알펜시아리조트 ▶ 올림픽메달플라자

10:00 / 10:30 / 11:00 / 11:30 / 12:00 / 12:30 / 13:00 / 13:30 / 14:00 /
14:30 / 15:00 / 15:30 / 16:00 / 16:30 / 17:00 / 17:30 / 18:00 / 18:30 /
19:00 / 19:30 / 20:00 / 20:30 / 21:00 / 21:30 / 22:00 / 22:40

22:30

올림픽메달플라자 ▶ 용평리조트 ▶ 알펜시아리조트 ▶ 티롤갤러리 ▶ 진부역(KTX)

진부역(KTX) ▶ 올림픽메달플라자

서울 출발

✽ 해당 노선은 사전 예약 신청자에 한해서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 6월 22일(월)에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평창 출발

진부역(KTX) ▶ 티롤갤러리 ▶ 알펜시아리조트 ▶ 용평리조트 ▶ 올림픽메달플라자

18일(목)

19일(금)~21일(일)

19일(금)~22일(월)

✽ 해당 노선은 사전 예약 신청자에 한해서만 탑승할 수 있습니다.

18일(목)

서울 ▶ 알펜시아리조트 ▶ 용평리조트 ▶ 올림픽메달플라자

19일(금)~22일(월)

올림픽메달플라자
알펜시아리조트

6월 19일(금) ~ 6월 22일(월)

진부역(KTX) ▶ 티롤갤러리 ▶ 알펜시아리조트 ▶ 용평리조트 ▶ 올림픽메달플라자

• 마스크 미착용 시 모든 노선 이용이 불가합니다.

정류소 위치

순환 노선
(출발기준)

6월 23일(화)
진부역(KTX) ▶ 티롤갤러리 ▶ 알펜시아리조트 ▶ 용평리조트 ▶ 올림픽메달플라자
23일(화)

올림픽메달플라자 ▶ 용평리조트 ▶ 알펜시아리조트 ▶ 티롤갤러리 ▶ 진부역(KTX)
23일(화)

9:55 / 11:55 / 13:55 / 15:55

올림픽메달플라자 ▶ 용평리조트 ▶ 알펜시아리조트
23일(화)

15:00 / 17:00 / 18:00

9:00 / 11:00

10:00 / 11:00 / 13:00 / 14:00

알펜시아리조트 ▶ 용평리조트 ▶ 올림픽메달플라자
23일(화)

10:30 / 11:30 / 13:30 / 14:30

20:50 /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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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ttle Bus
Period

Jun 18th(Thu) ~ Jun 23rd(Tue)

Ring Route

Jun 19th(Fri) ~ Jun 22nd(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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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ed on
departure spot)

Seoul ▶ Alpensia Resort ▶ Yongpyong Resort ▶ Olympic Medal Plaza

• When the shuttle is full, it can leave earlier than scheduled.
• Please plan ahead of time when taking the shuttle to the theater or event halls,
because of traffic delays.
• Please check the KTX and shuttle schedules before using the shuttle service.
(Shuttle times are coordinated with the schedule of the KTX coming from Seoul. )
• Shuttle route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situation. Please check the
Festival website for any change in service before getting on the shuttle.
• You can't get on the shuttle without a mask.

Bus Stop

Jinbu Station(KTX)

Jinbu Station Bus Stop No. 4 Platform

Olympic Medal Plaza

In Front Olympic Medal Plaza Side Iron Structure

Alpensia Resort

In front of Music Tent

Yongpyong Resort

In the public parking lot of
Yongpyong Resort Youth Hostel

Tirol Gallery

(Shuttle stops vary according
to the route)

Seoul

Route of
Opening Day
(Based on
departure spot)

Medals Plaza: Street in front of the Tyrol Gallery
Jinbu Station : The opposite side of the Tyrol Gallery
150M parking lot straight ahead of Exit 7
of Sports Complex Station
(Inner road of the Sports Complex)

Seoul ▶ Alpensia Resort ▶ Yongpyong Resort ▶ Olympic Medal Plaza
Departure from Seoul

Departure from Pyeongchang

13:00

22:30

✽ This route operates on a reservation basis only.

Jinbu Station(KTX) ▶ Tirol Gallery ▶ Alpensia Resort ▶ Yongpyong Resort ▶
Olympic Medal Plaza
18th(Thu)

15:00 / 17:00

Olympic Medal Plaza ▶ Yongpyong Resort ▶ Alpensia Resort ▶ Tirol Gallery ▶
Jinbu Station(KTX)
18th(Thu)

20:40 / 21:50(M) / 22:30(M)

✽ 21:50 / 22:30 The shuttle does not stop at Tirol Gallery and Jinbu Station.
Olympic Medal Plaza-Yongpyong Resort-Alpensia Resort-Olympic Medal Plaza

Jinbu Station(KTX) ▶ Olympic Medal Plaza
18th(Thu)

15:00 / 17: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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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Chang Departures

9:30

20:30

✽ This route operates on a reservation basis only.
✽ No shuttle service on Monday, June 22.

Jinbu Station(KTX) ▶ Tirol Gallery ▶ Alpensia Resort ▶ Yongpyong Resort ▶
Olympic Medal Plaza
19th(Fri)~21st(Sun)

9:00 / 11:00 / 13:00 / 15:00 / 17:00 / 20:00 / 21:50

Olympic Medal Plaza ▶ Yongpyong Resort ▶ Alpensia Resort ▶ Tirol Gallery ▶
Jinbu Station(KTX)
19th(Fri)~21st(Sun)

9:50 / 11:50 / 13:50 / 15:50 / 17:50 / 19:00 / 20:50 / 22:30(Med)

✽ 22:30 The shuttle does not stop at Tirol Gallery and Jinbu Station.
Olympic Medal Plaza-Yongpyong Resort-Alpensia Resort-Medal Plaza

Olympic Medal Plaza ▶ Alpensia Resort
19th(Fri)~21st(Sun)

10:15 / 10:45 / 11:15 / 11:45 / 12:15 / 12:45 / 13:15 / 13:45 / 14:15 /
14:45 / 15:15 / 15:45 / 16:15 / 16:45 / 17:15 / 17:45 / 18:15 / 18:45 /
19:15 / 19:45 / 20:15 / 20:45 / 21:15 / 21:45 / 22:15

19th(Fri)~21st(Sun)

10:00 / 10:30 / 11:00 / 11:30 / 12:00 / 12:30 / 13:00 / 13:30 / 14:00 /
14:30 / 15:00 / 15:30 / 16:00 / 16:30 / 17:00 / 17:30 / 18:00 / 18:30 /
19:00 / 19:30 / 20:00 / 20:30 / 21:00 / 21:30 / 22:00 / 22:40

Jun 23rd(Tue)
Jinbu Station(KTX) ▶ Tirol Gallery ▶ Alpensia Resort ▶ Yongpyong Resort ▶
Olympic Medal Plaza
23rd(Tue)

9:00 / 11:00

Olympic Medal Plaza ▶ Yongpyong Resort ▶ Alpensia Resort ▶ Tirol Gallery ▶
Jinbu Station(KTX)
23rd(Tue)

9:55 / 11:55 / 13:55 / 15:55

Olympic Medal Plaza ▶ Yongpyong Resort ▶ Alpensia Resort
23rd(Tue)

10:00 / 11:00 / 13:00 / 14:00

Alpensia Resort ▶ Yongpyong Resort ▶ Olympic Medal Plaza

Olympic Medal Plaza ▶ Jinbu Station(KTX)
18th(Thu)

Departure from Seoul

Alpensia Resort ▶ Olympic Medal Plaza

Jun 18th(Thu)

18th(Thu)

19th(Fri)~21st(Sun)

20:50 / 21:50

23rd(Tue)

10:30 / 11:30 / 13:30 /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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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Award

국제장편경쟁 / International Feature Competition
심사위원대상 Grand Jury Prize

국제장편경쟁에 상영된 작품 중 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와 부합하는
뛰어난 작품 1편을 선정해 한화 2,0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20,000,000 KRW Cash Prize Trophy

심사위원상 Jury Prize

국제장편경쟁에 상영된 작품 중 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와 부합하는
뛰어난 작품 1편을 선정해 한화 1,0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10,000,000 KRW Cash Prize Trophy

관객특별상 Audience's Choice

국제장편경쟁에 상영된 작품 중 관객심사단이 작품 1편을 선정해 한화 2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2,000,000 KRW Cash Prize Trophy

심사위원

Jury

국제장편경쟁 / International Feature Competition
김영진 KIM Youngjin

영화주간지 <씨네 21>과 <필름 2.0>에서 기자와 편집위원으로 일했으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주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
머를 역임했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Worked as a reporter and editor for the weekly film magazines Cine 21 and Film 2.0. He programmed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s executive programmer from 2013 through 2019. He is currently serving as vice chairman
of the Korean Film Council.

부지영 BOO Jiyoung

영화아카데미를 졸업했다. <불똥>(1997) <눈물>(2002) 등의 단편을 연출했고 2008년 장편 데뷔작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로 평
단의 주목을 받았다. <카트>(2014)를 비롯한 사회성과 여성성이 결합된 작품들을 주로 만들었으며 작년 PIPFF에서 상영된 <우리
지금 만나>(2019)의 에피소드 <여보세요>를 연출했다.
Her feature debut Sisters on the Road (2008) won Woman in Film of the Year (for direction and screenwriting) at the
2009 Women In Film Korea Festival. She makes films addressing social and gender issues such as Cart (2014).

임필성 YIM Phil-sung

�영화제작소 청년�에서 영화를 시작했다. <남극일기>(2005)로 첫 장편 데뷔했으며 이후 <헨젤과 그레텔>(2007) <마담 뺑덕>
(2014) 등 장르적 요소와 독특한 이미지를 결합한 작품을 선보였다.

Started his filmmaking career at Independent Film Chung Nyun. After his feature debut Antarctic Journal (2005), he
made films which offer a compelling combination of genre elements and unique images such as Hansel and Gretel
(2007) and Scarlet Innocence (2014).

한국단편경쟁 / Korean Short Competition
심사위원대상 Grand Jury Prize

한국단편경쟁에 상영된 작품 중 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와 부합하는
뛰어난 작품 1편을 선정해 한화 1,0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10,000,000 KRW Cash Prize Trophy

심사위원상 Jury Prize

한국단편경쟁에 상영된 작품 중 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와 부합하는
뛰어난 작품 1편을 선정해 한화 5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5,000,000 KRW Cash Prize Trophy

관객특별상 Audience�s Choice

국제장편경쟁에 상영된 작품 중 관객심사단이 작품 1편을 선정해 한화 2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를 수여한다.
2,000,000 KRW Cash Prize Tr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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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편경쟁 / Korean Short Competition
김보라 KIM Bora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와 컬럼비아대학교 영화학과에서 공부했다. 첫 장편 <벌새>(2018)로 부산국제영화제와 베를린국제영화
제, 시애틀국제영화제, 이스탄불영화제 등 국내외에서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현재 두 번째 작품 <카펫 아래의 개들>을 준비 중이다.
Her feature debut House of Hummingbird (2018) won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Seattl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Istanbul Film Festival along with numerous other awards
from prestigious film festivals at home. She is currently working on her second film Dogs under the Carpet.

김혜나 KIM Hye Na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졸업 후 2001년 영화 <꽃섬>으로 데뷔했다. 제3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여우상을 수상했으며, 이
후 <거울 속으로>(2003) <내 청춘에게 고함>(2006) <카페 느와르>(2009) <스플릿>(2016) <애월>(2019) 등 30 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영화와 드라마, 연극 등을 넘나들며 다채롭게 활동하고 있다.
Debuted in the 2001 film Flower Island. She won Best New Actress at the 3rd Busan Film Critics Awards and went on
to appear in more than 30 films, including Into The Mirror (2003), Cafe Noir (2009), and Aewol - Written on the Wind
(2019). She works across film, TV and stage.

신동석 SHIN Dongseok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를 졸업했다. 첫 장편 연출작 <살아남은 아이>(2017)가 2017년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와 2018년 베를
린국제영화제 포럼 등 다수 영화제에 초청, 상영되며 호평 받았다. 현재 두 번째 장편 <우주의 맛>을 준비 중이다.
His feature debut Last Child (2017) was screened to critical acclaim at numerous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New
Currents section of the 2017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Forum section of the 2018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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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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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ening film is based on the memoirs of the brilliant
Polish-Jewish mathematician Stanislaw Ulam, who played a
key role in developing the atomic bombs that were dropped
on Hiroshima and Nagasaki towards the end of World War 2.
It is a dramatical portrayal of the irony inherent in Ulam’s life,
as he goes from a victim of the war who lost his loved ones to
the Nazis to the significant contributor behind the creation
of the most inhuman weapon of destruction to date. The
“adventures” of this ambitious, whimsical great mind is close
to a never-ending story in which life and death, luch and
misfortune cross paths multiple times. The cinematography
and music score created by top-notch artists who have
previously worked with such acclaimed East European
directors as Agnieszka Holland and Cristian Mungiu, along
with solid performances by the actors including Philip
Tlokinsky in the role of Stan Ulam, powerfully convey the
theme of the irony of war.

토르 클라인

독일에서 태어난 노동자 계층 출신의 작가 겸 감
독으로, 독일영화아카데미에서 시나리오 작문을
전공했다. <어느 수학자의 모험>은 데뷔한 이후
그가 처음으로 연출한 영문 영화이다.
Thor KLEIN
A writer/director born in Germany
from a working class background. He
studied screenwriting at German Filmand Television Academy Berlin (DFFB).
Adventures of a Mathematician is his
English-language debut feature.

어느 수학자의 모험

Adventures of a Mathematician

OMP

6.18 20:30

DL

6.20 19:00

Germany, Poland, UK / 2020 / 102min / Fiction / color / Asian Premiere / Ⓖ
Director : Thor KLEIN
Producer : Lena Vurma,
Joanna Szymanska
Cinematographer :
Tudor Vladimir Panduru
Editor : Matthieu Taponier
Cast :

Philippe Tlokinski, Esther Garrel,
Fabian Kociecki, Joel Basman,
Mateusz Wieclaw, Sam Keeley,
Sabin Tambrea, Ryan Gage

Music : Antoni Komasa-Lazarkiewicz
Costume Designer : Justyna Stolarz

<어느 수학자의 모험>은 2차 세계대전 중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 개발에 결정적 역할을 한 폴란드 출신의 천재 수학자

스타니스와프 울람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영화는 나치로
인해 가족을 잃은 전쟁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자폭탄이라는 비인간적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한 가해자라는 울람의 아이러니한 삶을

�모험�이라는 제목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이끌어간다. 야심만만하고
유머러스한 젊은 과학자가 떠난 모험은 결국 죽음과 탄생, 비극과

행운이 끊임없이 서로의 자리를 뒤바꾸며 예측불허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는 네버엔딩 스토리에 가깝다. 아그네츠카 홀란드, 크리스티앙

문주 등 동유럽권의 거장들과 협업한 최고의 스태프들이 완성한 화면과
음악, 주인공인 스탠 울람 역의 필립 틀로킨스키를 비롯한 배우들의
유려한 연기가 전쟁의 아이러니라는 주제를 묵직하게 전달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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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편경쟁

International Feature Competition

올해 신설된 국제장편경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재

Launching this year, International Feature

를 통해 세계영화계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섹

present and future of global film industry

세계영화계가 주목하는 재능 있는 신인 감독들의 영화

션으로, 베니스, 베를린, 선댄스, 탈린블랙나이츠 등 유
수의 영화제들에서 각광받은 문제작들로 구성되어 있
으며, 대부분이 국내 최초로 상영된다. 5편의 해외 영화

와 3편의 국내 영화로 구성된 총 8편의 경쟁작들은 평
창국제평화영화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내재하는 동시에
다양한 소재와 흥미로운 이야기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세네갈에서 날아온 영화 <나피스 파더>는 아름다운 두
젊은이의 결혼을 앞두고 근본주의적 전통과 외부 세력
의 유입 사이에서 대립하는 두 집안의 긴장감을 다룬다.

밀입국이 횡행하는 멕시코 국경에서 실종된 아들의 흔
적이라도 찾고 싶은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길을 나서고

(실종), 가족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대신 감옥에 들어

와 폭동을 주도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젊은 청년은 교도
소에서 결성된 미식축구팀의 매력에 푹 빠진다(네거티
브 넘버). 나이 많은 재벌 남편과 정략 결혼했던 소녀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범으

로 몰려 생방송에서 남편의 딸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얄다, 용서의 밤). 멕시코 국경지대에서 불법 이민자들

을 실어 나르던 초로의 택시기사는 미국에서 추방된 후
이민자였던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유쾌한 투쟁을 이어

간다(토니 드라이버). 미술을 전공했으나 목장에서 일
하며 숨어살다시피 하던 남자는 오래된 연인과 조우한

다(정말 먼 곳), 엄마의 비극적 죽음조차 받아들일 여유
가 없는 고단한 젊은 여성(축복의 집), 오래전 성폭행의
기억이 범인 검거와 함께 부부의 평온한 삶을 침범한다
(비밀의 정원).

이 모든 이야기는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출구

through the works of up-and-coming
fine talents. It consists of films largely
acknowledged at Venice, Berlin, Sundance and
Tallin Black Nights film festivals, most of which
are being screen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Senegalese film Nafi’s Father skillfully deals
with the conflict between two families
surrounding a marriage as traditionalism
collides with foreign forces. A desperate
mother can’t stop searching for her missing
son in Mexico’s borderland (Identifying
Features), a young inmate takes a surprisingly
intense interest in the sport of rugby in prison
(Negative Numbers), and a young woman is
accused of killing her wealthy, older husband
(Yalda, a Night for Forgiveness). A taxi driver
who secretly used to smuggle Mexican
migrants into the US gets deported, but
keeps on fighting to win back (Tony Driver).
A man working in a farm meets an old flame
(A Distance Place), while a young woman
is simply too exhausted to cope with her
mother’s tragic death (Dust and Ashes).
Finally, in Way Back Home, a couple’s peaceful
marriage is shattered into pieces when the
memory of a sexual assault from long time ago
begins to haunt them.

를 찾아 헤매는 삶의 본질에 가닿는다. 먼 시공을 초월

These accounts remind us of life's nature -

먼 곳에서 날아온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으로 스며드

life throws at us, we try desperately to reach

해 어두운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결코 갈 수 없는
는 순간, 영화의 마법이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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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ition aims to offer an insight into the

faced with undesired, often painful things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Fret not, for
that's when the magic of the movies st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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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먼 곳

A Distant Place

ACH

6.20 16:00 GV

ACH

6.22 11:00 GV

축복의 집

Dust and Ashes

Korea / 2020 / 119min / Fiction / color / ⑮

Korea / 2019 / 79min / Fiction / color / ⑮

박근영 감독의 두 번째 장편 <정말 먼 곳>은 동성애와 미혼모 등 사회적 소수자의

박희권 감독의 장편 데뷔작 <축복의 집>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선 한 남매의 이야기

키우며 화천의 목장에 숨어 살다시피 하는 진우의 세계를 어지럽히는 애인 현민

있는 해수는 어머니의 자살이 불러일으킨 작은 파문으로 자신을 둘러싼 냉정한

이야기를 목가적인 이미지와 서정적 심성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조카를 딸처럼

박근영

A Distant Place, director Park Geun-young’s second feature film, is

화를 전공했다. 단편 <사일런트

who is living a reclusive life in a ranch in Hwacheon while bringing up
his niece as if she were his own daughter, has his quiet life disturbed
with his boyfriend Hyun-min and his younger sister Eun-young. The

6.22 19:30 GV

목, 영화의 반가량 침묵을 지키는 해수의 무표정한 얼굴, 아무리 씻어내도 끊임없

출로 인해 감독의 단단한 세계관이 돋보이는 작품.

mothers, depicted with idyllic images and lyrical sentiments. Jin-woo,

ACH

삶의 조건을 재확인하며 내몰리기를 거듭한다. �축복의 집�이라는 아이러니한 제

을 이어받으며 흐르는 삶의 순간들을 깨닫게 만든다. 강원도 화천의 아름다운 풍

a story about social minorities, such as gay couples and unmarried

6.20 13:30 GV

를 지극히 미니멀한 연출로 그린다. 허드렛일을 전전하며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과 쌍둥이 여동생 은영의 존재는, 결코 도망칠 수 없는 현존, 죽음과 탄생이 바톤
경, 명징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관조적 주제가 어우러지며 군더더기 없는 연

ACH

대학과 대학원에서 국문학과 영
보이>(2014) 등을 연출했으며,

장편 <한강에게>(2018)가 국내
외 영화제에서 초청 상영됐다.
PARK Kunyoung
He directed Silent Boy (2014)

이 흘러내리는 오수, 숨 쉴 틈 없이 거리를 쏘다니는 발걸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비극의 얼굴을 세밀하게 훑어내는 연출의 균형 감각이 놀랍다.

박희권

Dust and Ashes, director Park Hee-kwon’s feature debut, depicts a story

(2013) 등 코미디에서 재난 영화

of a brother and a sister standing on the very edge of life in an extremely
minimal manner. Hae-soo, who is living from hand to mouth doing
odd jobs here and there, struggles to come to terms with her mother’s
suicide. The director shows an impressive sense of balance in the

<전투의 매너>(2008), <감기>

까지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시나

리오 작가다. <축복의 집>으로 장
편 영화에 데뷔했다.
PARK Heekwon
A screenwriter whose works

and other short films, and

meticulous portrayal of the face of tragedy, combining such elements

picturesque scenery of Hwacheon, pure and charming characters,

his feature To the Han River

as the gloomy title Dust and Ashes, the expressionless face of Hae-soo

from comedy to disaster

and the contemplative theme fit in well with each other through Park

(2018) has been invited to

who does not say a word for nearly half of the film, filthy water running

films. He wrote scripts for

Geun-young’s neat directorial touches, highlighting the director’s solid
perspective on the world.

various film festivals.

down endlessly, and footsteps going somewhere without pausing for
breath.

cover a wide range of genres

Manners In Battle (2008)
and The Flu (2013). Dust and
Ashes is his directorial debut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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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Identifying Features

ACH

6.19 13:00

ACH

6.21 11:00

나피스 파더
Nafi's Father

Mexico, Spain / 2020 / 97min / Fiction / color / Korean Premiere / ⓲

Senegal / 2019 / 107min / Fiction / color / Korean Premiere / ⑫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가겠다며 집을 나선 아들이 실종되고, 그의 유류품이 발견

세네갈의 한 작은 마을, 종교 지도자인 티에르노는 이슬람 극단 세력을 등에 업고

아 먼 길을 떠나고, 여정 중에 아들과 닮은 청년 미겔을 만난다. <실종>은 현재 가

피와 우스만의 아들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만, 우스만은 이슬람 극단세력

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는다. 아들의 생사에 목마른 어머니는 그의 흔적을 찾

페르난다 발라데즈

A son goes missing en route to the US. His mother embarks on a long

스테 문도>(2010)는 과나후아토

Mexico, a country which churns out lots of promising films in recent
years. The film conveys the pathos of heart-wrenching maternal love
as well as compelling images derived from the stories of those who go

6.22 14:00

파더>의 이야기는 다분히 고전적 드라마투르기를 따르고 있다. 반목하는 두 집안,

의 반전이 주는 충격과 슬픔은 오래도록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다.

who looks like her son, along the way. Identifying Features is from

ACH

이 마을을 장악하도록 음모를 꾸미고, 티에르노는 필사적으로 저항한다. <나피스

는 학살과 가난, 아메리칸 드림의 어두운 이면을 통과하는 이들의 역사에서 비롯

journey to retrace his route and encounters Miguel, a young deportee

6.20 11:00

부자가 되어 돌아온 형 우스만에게서 사돈 제의를 받는다. 티에르노의 외동딸 나

장 전도유망한 영화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남미의 멕시코에서 온 작품이다. 영화
된 강렬한 이미지, 우리와 닮은 가슴 아픈 모정의 파토스를 담아내며, 특히 마지막

ACH

그녀의 첫번째 단편 영화 <디 에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단편 영

화상을 받았다. 현재 산체스 감독
의 다큐멘터리 <아나에게>를 제
작하고 있다.

Fernanda VALADEZ

집안의 사정과 달리 그들만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젊은 커플, 시대의 변화와 맞
물린 두 집안의 이야기가 감각적인 이미지와 함께 펼쳐진다.

마마두 디아

Tierno, a religious leader, gets an offer for a marriage between his

독으로 2017년에 티시예술대학

daughter and his nephew, the son of his older brother Ousmane, who
has built his wealth by riding on the back of an Islamic fundamentalist
group. A wedding ceremony takes place and as Ousmane conspires to
get the Islamic group to take over the town, Tierno resists desperately to

세네갈 출신의 감독이자 촬영 감
MFA를 마쳤다. 그의 최신작 <토

요 극장>(2016)은 베니스국제

영화제와 토론토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Mamadou DIA

Her first short film De Este

counter the attempt. Nafi’s Father follows a classic dramaturgy: the two

through massacre, poverty, and the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Mundo (2010) won Best

feuding families and a young couple dreaming of their future together

and director of photography.

In particular, the shock and sadness from the last twist lingers on long

Short Film at the Guanajuato

despite the feud between their families. The tale of the two families

He completed his MFA at

afte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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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Festival. She is currently
producing the documentary

living in changing times unfolds along with sensuous images.

A Senegalese film director

Tisch School of the Arts in
2017. His latest film Samedi

Dear Ana by director

Cinema (2016) was screened

Alejandra Sánchez.

at the Venice and T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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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넘버

Negative Numbers

ACH

6.19 11:00

ACH

6.21 18:30

토니 드라이버
Tony Driver

Georgia, France, Italy / 2019 / 83min / Fiction / color / Asian Premiere / ⑮

Italy, Mexico / 2019 / 73min / Documentary / color / Asian Premiere / Ⓖ

<네거티브 넘버>는 조지아의 트빌리시에서 벌어진 실화를 토대로 범죄자인 형

9살에 미국에 이민 와 40년간 미국인으로 살았던 택시기사 토니는 멕시코 불법

된 가족의 뜻에 따라 소년원 내 폭동을 준비하던 닉은 소년원에 있는 동안 이제껏

도 미국인, 그의 모든 삶은 그곳에 있다. 마침내 그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 땅

대신에 소년원에 들어온 닉과 동료 죄수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범죄 조직과 연루

유타 베리아

Nika ends up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on behalf of his older

태어났다. 2009년 쇼타 루스타

starts to have doubts about the values that he has followed. The film
is about Nika’s journey to stand alone as an individual, setting himself
free from the rules of the criminal world he has followed unconsciously,

6.21 13:30

큐멘터리로 담았으나 다큐멘터리와 픽션 사이에 존재하는 독특한 작품이다. 잊을

라는 대조적인 상황을 매개로, 자유의 문제를 은유적으로 다루고 있다.

As he prepares for a revolt following the order of his older brother, Nika

ACH

을 밟으려는 위험한 여정을 결심한다. 이 영화는 실제 이민자 토니의 이야기를 다

규칙을 벗어나 한 사람의 개인으로 홀로 서는 과정, 소년에서 성년으로 가는 길목

brother. Negative Numbers is a story about Nika and his fellow inmates.

6.19 15:30

이민자들을 밀입국시키다 발각되어 이탈리아로 추방된다. 그러나 그는 누가 뭐래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무의식에 잠재한 범죄공동체의
에 있는 닉과 동료들의 정신적 성장이라는 영화의 주제는 소년원과 럭비 훈련이

ACH

1987년 조지아주 루스타비에서

벨리 대학에서 영화학과를 졸업
했고 같은 대학에서 영상시나리
오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Uta BERIA
Born in Rustavi, Georgia in

수 없는 캐릭터 토니를 중심에 놓은 이 영화는 독특하고 대담한 구성과 흥미로운
연출로 인해 눈을 뗄 수 없는 장면들을 선사한다.

아사니오 페트리니

Tony, whose family immigrated to the US when he was nine years old,

몇 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했다.

is a taxi driver and has been an American citizen for 40 years. One day,
he gets busted by the police while transporting illegal Mexican
immigrants in his taxi, and gets deported as a consequence. Tony
decides to undertake a risky journey of crossing the Mexican border to

바리에서 태어났다. 학교 졸업후
그 중 <피스치오>(2008)는 코르
토 도리코 영화제에서 상영됐다.

<토니 드라이버>는 그의 데뷔작

이다.

Ascanio PETRINI

1987. He graduated from

return to the US. Although it is a documentary on the real life of Tony,

as well as the mental growth of Nika and his fellows, who are on the

Shota Rustaveli University

this film presents a unique cross between documentary and fiction.

graduation, he directed

cusp between adolescence and adulthood. The contrast between

of Theatre and Film with a

Revolving around the charismatic protagonist, Tony Driver features

a few short films such as

the juvenile detention center and rugby training sessions is used as a
medium to touch the issue of freedom metaphorically.

major in film in 2009 and
received his master’s degree
in the field of screenwriting
from the sam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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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tinctive and bold plot and an intriguing direction, making the
audience unable to take their eyes off the screen.

Born in Bari, Italy. After

Piscio (2008) selected for the
Corto Dorico Film Festival.
Tony Driver is his debut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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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정원 Way Back Home
Korea / 2019 / 113min / Fiction / color / ⑫

ACH

6.20 19:00 GV

ACH

6.22 16:30 GV

10년 전 여고생 시절 성폭행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는 정원은 결혼해 행복한 가정

녀는 죽은 남편의 유일한 혈육인 외동딸 모나에게 용서를 받아야만 사형을 면할

트라우마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의 연대와 애정이 어떻게 치유의 길로

수 있다. 미리암과 그녀의 엄마는 밤이 가장 긴 성축일인 얄다의 밤, TV 생방송 쇼

향하는지, 영화는 담담하게 설파하고 있다.

them: the confusion of Seong-woo, Jeong-won’s husband, who was not
aware of her past and the rage of Jeong-won’s aunt and her husband,

6.21 15:30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는다. 이란의 사회적 관습대로 그

의 혼란, 사건 이후 그녀를 부모처럼 돌봤던 이모 내외의 분노. 성범죄의 특수성과

less on victims or perpetrators of sexual crimes than on people around

ACH

할아버지뻘의 남자와 정략결혼을 한 미리암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보다는 주변 인물에 초점을 맞춘 작품이다. 그녀의 과거를 알지 못했던 남편 성우

memories. Secret Garden is rather unique in its perspective, focusing

6.19 17:30

/ Fiction / color / Asian Premiere / ⑫

의 삶은 다시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비밀의 정원>은 성폭행 피해자 혹은 가해자

school days. The news of the arrest of the perpetrator brings back old

Yalda, a Night for Forgiveness

ACH

France, Germany, Switzerland, Luxembourg, Lebanon, Iran / 2019 / 89min

을 꿈꾸던 중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연락을 받는다. 간신히 평온을 되찾았던 그녀

Jeong-won, a married woman, was sexually assaulted in her high

얄다, 용서의 밤

박선주

건국대학교 영화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을 수료했다. 다수의 단편을 연출

를 통해 모나에게 용서를 구하려 한다. 미디어의 속성과 성차별, 자본주의, 계급

문제 등 복잡한 주제가 음모와 배신, 반전의 이야기로 엮어져 숨돌릴 틈 없이 관객
을 몰입시키는 영화.

했으며, <미열>(2017)은 여러 영

Maryam, married to a man triple her age, is sentenced to death for

밀의 정원>은 장편 데뷔작이다.

forgive her and spare her life, so Maryam’s fate will be determined by

화제에서 초청되어 수상했다. <비

murdering her husband. Iranian law allows for the victim’s family to
Mona, her husband’s only child. On the Yalda Night, the Iranian winter

맛수드 바크시

영화평론가, 각본가, 제작자로 일

했다. 그의 첫 장편 <어 리스펙터

블 패밀리>는 2012년 칸영화제
에 초청됐으며 두 번째 장편 <얄
다, 용서의 밤>은 선댄스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됐다.

who took care of Jeong-won after the incident. Though sexual crimes

PARK Sunjoo

are sensitive in nature, as is the influence of the trauma, the film gives

She directed a number of

solstice celebration, Maryam appears on a live TV reality show to ask

a matter-of-fact account of how bonds and affection of those close to

short films and Mild Fever

Mona to forgive her. A complex and multilayered theme covering the

producer. Yalda, a Night for

(2017) has won awards at

nature of media, sexual discrimination, capitalism, and the issue of

Forgiveness was invited to

victims can lead to healing.

several film festivals. Secret
Garden is her feature de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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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lass is interwoven with stories of conspiracy, betrayal, and twist,
keeping the audience utterly captivated.

Massoud BAKHSHI
A film critic, scriptwriter and

the Sundance Film Festival
and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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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편경쟁

Korean Short Competition

한국단편경쟁 부문에서 상영되는 18편의 영화는 15편

Korean Short Competition comprises 18 films with

작년의 경쟁 부문에 올랐던 단편 작품과 비교하자면, 스

present than in last year’s competition. Fewer entries

의 극영화와 2편의 애니메이션, 1편의 다큐멘터리다.

타일과 테마의 스펙트럼이 좀 더 확장되었다는 것. 분단
이나 통일 문제를 다룬 영화는 줄어들었고, 일상과 사회
생활에서 겪는 미시적인 모순 상황들이 전체적인 톤이
었다.

가장 중요한 흐름은 '경제적 불평등'이었다. 많은 영화

들이 드러내는 �가난의 풍경�을 직면하는 건 조금은 고
통스러운 일이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건, 그 가난이 대
물림 된다는 것이었다. 버림 받은 아이들에겐 집이 없고
(우리집), 딸은 죽은 엄마의 노동 현장에서 그 일을 경험

한다(파출부). 십대는 낯선 환경에 처하고(술래), 소년

은 골키퍼만 해야 하며(골키퍼), 청년은 부모가 죽어도
택배 일을 해야 한다(굿타임). 우리가 겪고 있는 드라마
틱한 궁핍의 현실을 이 영화들은 담아내고 있다. 하지만
위로의 손길이 없는 건 아니며, <령희> <달려라 택배>

<스타렉스> 같은 영화에서 우린 작은 희망을 만날 수

있다.

젠더도 중요한 이슈였다. 가부장제(호랑이와 소), 오래

talked about the nation’s division/reunification issue,
with the majority of films focusing on ironic social
situations we encounter everyday.

With socio-economic inequality being the prevailing
theme, we witnessed, to our dismay, scene after
scene of poverty across many films. The stark realities
facing the underprivileged are vividly portrayed: kids
worry about losing their home (Our Home), a woman
undertakes the job that belonged to her deceased
mom (The Dog Days), a teen is left in a strange
environment (Hide and Seek), a boy can only be
the goalkeeper (Goalkeeper), and a young delivery
driver can’t stop working even when his parents die
(Goodtime). If this sounds all too grim though, you
can always turn to Alien, Run! Courier or Pick-Up for a
glimmer of hope.

Another dominant issue was gender equality. From

전의 커뮤니티 문화(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명절

patriarchy (Tiger and Ox) and an old community

녀는요) 등 그 스펙트럼은 매우 넓었고 방식도 엄숙주

Moon) and lookism (She Is), diverse topics are

과 관련된 성 역할(추석 연휴 쉽니다), 외모지상주의(그
의를 벗어난 재치가 돋보였다. <지구 최후의 계란> <동
물원> <급식> <마스코트> 등은 주제 의식과 함께 스타
일이 돋보이는 작품들이었다.

이외에도 교실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권력 관계(줄 넘
기)나 청년 세대의 소신 있는 삶의 선택(구례 베이커리)

등 다양한 테마의 영화들이 관객과 만난다. 천차만별처
럼 보이는 18편의 영화들. 그럼에도 이 영화들은 �시대

정신과의 교감�이라는 DNA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것
은 PIPFF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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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ticeably wider spectrum of styles and themes

culture (Dots) to fixed domestic gender roles (Full

dealt with in surprisingly smart, quick-witted ways,
signalling a shift away from the past rigorism. The
Last Egg on Earth, Zoo, School Meal and Mascot
cleverly convey their messages with remarkable style.
Crossing the Line deftly depicts a power hierarchy in
the classroom, while Gurye Bakery presents a brave
life choice made by a young woman.

Spanning a wide range of themes, these works of art
are undoubtedly a sharp reflection of the zeitgeist,
perfectly in line with the orientation of the PIP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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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편경쟁 1 PIPFF Choice Shorts 1

지구 최후의 계란

EM

6.19 11:00 GV

EM

6.21 16:00 GV

The Last Egg on Earth

한국단편경쟁 1 PIPFF Choice Shorts 1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Korea / 2019 / 38min / Documentary / color / ⑮

가까운 미래. 커다란 괴행성이 지구에 다가온다. 그렇게 다가온 지구 최후의 날.

70~80대 할머니들이 비로소 한글을 배워가는 과정을 담는 과정에서 시작하지

하나다. <지구 최후의 계란>은 SF와 재난영화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계란 액

시절, 그럼에도 서로에게 어떤 의미를 남기기 위해 그들은 바늘과 실과 먹물을 이

부자들은 이미 탈출선에 먹을 수 있는 생물들을 모두 실었고, 이제 남은 것은 계란

구의 목소리인가. 흥미로운 장르적 시도가 돋보인다.

It is the last day on Earth. The rich loaded all the edible organisms that
exist on Earth to their escape ships. Now the only remaining edible
thing on the planet is an egg. The Last Egg on Earth is an “egg action
thriller film,” which combines the imagination of science fiction and
disaster films. Those who failed to escape from Earth engage in a
fierce fight over the egg. The imaginative story is supported by superb

김윤선

1993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한양
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후 단편 영화 <휴가>(2017), <갇

대한, 숨겨진 역사의 발굴과 기록인 다큐멘터리. 주인공인 안치연 할머니가 문자
언어를 넘어 카메라를 들고 영상 언어에 도전하는 엔딩은 뭉클한 감흥을 준다.
Dots opens with a group of old ladies learning Hangul, the Korean

연출작이다.

women were not allowed to learn how to read and write, women got

<지구 최후의 계란>은 여덟 번째

KIM Yoonsun

alphabet, but the story goes much deeper. In the past, when most
themselves small tattoos using a needle, thread and ink to remember

배꽃나래

1996년 경기도 의왕시에서 출생

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송영상
과를 졸업했으며 <트러스트폴>
(2016)을 연출했다.

BAE Kkotna-rae
Born in Uiwang-si,
Gyeonggi-do in 1996.

Born in Seoul in 1993.

their loved ones. This documentary discovers and records the hidden

Having graduated

She graduated from the

hi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 and the written language.

from the Department

the winner of the egg battle? And who is it that narrates throughout

Film. She directed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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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서 우정의 의미로 통용되던 �육체의 기록�이었다. 여성과 문자언어의 관계에

힌남자>(2020) 등을 연출했으며

Department of Theater and

elements for the genre.

6.21 16:00 GV

용해 작은 문신을 했다. 이 문신을 이른바 �기릉지�라 부르는데, 이는 여성 커뮤니

art direction and visuals to create a high-quality film. Who will be
the film? This film is unique in its attempt to create new, interesting

EM

만, 이 작품은 훨씬 더 깊은 세계를 탐구한다. 여성에게 문자가 허락되지 않았던

션 스릴러�다. 지구를 탈출하지 못한 자들이 계란 하나를 놓고 벌이는 일대 사투.

의 최후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영화 처음부터 흘러나오는 내레이션은 누

6.19 11:00 GV

Dots

Korea / 2020 / 16min / Fiction / color / World Premiere / ⑫

여기에 뛰어난 미술과 비주얼이 결합해 영화의 퀄리티를 높인다. 과연 계란 전투

EM

The ending scene that shows An Chi-yeon, the protagonist, holding

films, including Vacation

the camera to venture into the language of image offers a particularly

(2017), and Locked-Up Man

touching moment.

of Broadcast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he directed Trust Fall (2016).

(2020). The Last Egg on
Earth is her eighth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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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편경쟁 1 PIPFF Choice Shorts 1

령희

EM

6.19 11:00 GV

EM

6.21 16:00 GV

Alien

한국단편경쟁 2 PIPFF Choice Shorts 2

구례 베이커리

Korea / 2018 / 17min / Fiction / color / Ⓖ

조선족 불법체류자인 홍매와 령희는 룸메이트로 같은 공장에 다닌다. 어느 날 공

서울에서 내려와 구례에 정착한 노을은 목월빵집을 연다. 쉽지 않은 농촌 생활. 그

을 준비한다. 롱 숏과 롱 테이크와 움직임 없는 카메라 워크. <령희>는 절제된 스

버전이라 할 수 있는 <구례 베이커리>는 도시를 떠난 청년 여성이 삶을 개척해나

장에 단속이 나오자, 도망치던 령희는 사고로 죽는다. 홍매는 홀로 령희의 장례식

치밀한 결합. 영어 제목 �Alien�은 의미심장하다.

Hong-mae and Ryung-hee are illegal aliens in Korea who live together
and work at the same factory. One day police raid the factory, and
Ryung-hee gets killed in an accident while trying to flee the scene.
Hong-mae prepares her funeral on her own. Featuring a lot of long
shots and long takes with static camera work, Alien depicts the tragic
incident in a matter-of-fact manner. The scene of Ryung-hee’s death

연제광

2019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

원 영화과 전문사를 졸업했다. 대
표작으로 <AMNESIA>(2014),
<더 게스트>(2016) 등이 있다.

YEON Je-gwang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Filmmaking

흡은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는 요소다. 노을은 언제쯤 �진짜 빵�을 만들 수 있을까?
�목월빵집�은 실제로 구례에 있는 우리 밀 빵집이다.

No-eul, who left Seoul to settle down in Gurye, opens a bakery. She has
a dream that she cannot give up despite tough rural life. Gurye Bakery,
which can be looked upon as a short film version of Little Forest (directed
by Lim Soon-rye, 2018), is a story of a young woman leaving the city to

김동찬

1992년생으로 현재 한국예술종합

학교 영화과에 재학 중이다. <구
례 베이커리>(2018)로 서울국제

음식영화제, 오감만족 국제단편경
선 관객상 등을 수상했다.
KIM Dongchan
Born in 1992. He is studying

build a new life in the country. If captured too real, the story could end

in the Department of

Film, TV & Multimedia at

up being a serious drama. But the film knows how to add good laughs

Filmmaking, Korea National

en-scene embraces the “social underdog” protagonists, touching the

of Arts in 2019. Among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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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눈물에 웃음을 섞을 줄 안다. 이보다 더 적절할 수 없는 캐스팅과 그들의 호

(master’s) in th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under the apt title “Ailen.”

6.21 11:00 GV

가는 이야기다. 리얼하게 포착하면 심각해질 수도 있는 드라마지만, 영화는 주인

is particularly impressive. The consistent tone created by the miseaudience’s hearts. This film offers a compelling combination of style

EM

럼에도 그에겐 포기할 수 없는 꿈이 있다. <리틀 포레스트>(임순례, 2018)의 단편

타일 안에 담담하게 비극적 사건을 담아낸다. 특히 령희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의
캐릭터인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감싸며 관객에게 울림을 준다. 스타일과 테마의

6.19 13:30 GV

Gurye Bakery

Korea / 2019 / 15min / Fiction / color / ⑫

우발적 충격은 인상적. 공들인 미장센을 통해 만들어진 일관된 톤은, 영화의 중심

EM

major works are Amnesia
(2014) and The Guest (2016).

to the tears of the main character. The casting cannot get any better.
Their chemistry gives life to the film.

University of Arts. His film
Gurye Bakery (2018) won the
Audience Award at the Tasty
Short Film Competition of
the Seoul International Food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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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편경쟁 2 PIPFF Choice Shorts 2

줄 넘기

EM

6.19 13:30 GV

EM

6.21 11:00 GV

Crossing the Line

한국단편경쟁 2 PIPFF Choice Shorts 2

술래

Korea / 2020 / 35min / Fiction / color / World Premiere / ⑮

운동회를 앞두고 체육부장 하나는 반 전체에 줄넘기 연습을 시킨다. 하나의 독선

민우는 집을 잃었다. 엄마 승옥은 지인의 집에 딸을 맡기고 일을 다닌다. 홀로 남

줄을 숨긴다. <줄 넘기>는 학교생활에서 아이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관계의 경계

은 가족은 도시의 유목민이 된다. 엄마와 딸과 아들은 모두 다른 곳에 살며, 그만

적인 연습 방식에 아이들은 거부감을 드러내고, 반장인 다영은 하나 몰래 줄넘기

한다. 끊임없이 '선'의 양쪽을 오가는 두 아이의 드라마.

Ha-na, PE class leader, leads the class in a jumping rope practice session
in the run-up to the school field day. But her classmates do not like
the way she leads, and Class President Da-Young ends up hiding the
jump rope. Crossing the Line depicts a relationship among teenagers
in a sensitive manner. Ha-na means well when she leads the practice.
Da-young hides the jump rope because she feels offended by Ha-na

성나연

2014년 단편 <Comma>가 서울
국제여성영화제 아시아 단편 경선
에서 상영됐다. 2016년 한국예술

지 못하고 방황한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말한다. 과연 이 아이는 구원받을 수 있을
까? 민우 역을 맡은 우연의 연기는 발군이다.

Seong-ok has to go to work, leaving her daughter in the care of her

했다.

lump in your throat as you watch Hide and Seek. Displaced due to a

2020년 단편 <줄 넘기>를 연출
SUNG Nayeon

friend. Left alone, Min-woo has nowhere to go. It is hard not to feel a
redevelopment project going on in their neighborhood, Min-woo’s

김도연

2020년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영
화예술과를 졸업했다. 대표작으로
<정원 가꾸기>(2019), <외딴 방>

(2019)이 있다.

KIM Doyeon
Studied filmmaking at
Dong-ah Institute of Media

Her short film Comma (2014)

family lives a quasi-nomadic life in the city. As the family members are

and Arts. His major works

was screened at the Asian

scattered far away from each other, their relationship also grows distant.

include Gardening (2019)

to make up with Ha-na by doing partners jumping rope with her.

of the Seoul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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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다. 낯선 환경에 이방인처럼 내던져진 십대 소녀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

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입학 후

Short Film Competition

“line” from one side to the other.

6.21 11:00 GV

큼 각자 심리적으로도 멀어져 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고등학생인 민

criticizing her for tripping over the rope. But Da-young eventually tries
The film tells the story about two teenagers who keep crossing the

EM

은 민우는 갈 곳이 없다. <술래>는 먹먹한 영화다.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

를 섬세하게 다룬다. 하나는 반을 위해 선의로 그런 연습을 시킨 것이고, 줄에 자
화해를 시도한다. 하나는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다영은 자신이 줄을 숨긴 걸 고백

6.19 13:30 GV

Hide and Seek

Korea / 2020 / 13min / Fiction / color / World Premiere / Ⓖ

꾸 걸리는 다영은 적대감을 품고 줄을 감추지만 하나와 짝 줄넘기를 하며 나름의

EM

And it is Min-woo, a high school girl, who bears the brunt. Thrown in

Women’s Film Festival

an unfamiliar environment, she feels confused and cries for help. Will

and won the Honorable

she be saved? Actor Woo-yeon playing Minwoo shows her outstanding

Mentions in the I-Teens

acting talent

Competition.

and A Lone Room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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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EM

6.19 13:30 GV

EM

6.21 11:00 GV

Mascot

한국단편경쟁 3 PIPFF Choice Shorts 3

달려라 택배

Korea / 2020 / 22min / Fiction / color / World Premiere / ⑫

청년 세대의 암울한 현실은 단편영화가 자주 다루는 테마다. 여기서 <마스코트>

육상선수인 서림은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어느 날 우연히

고시촌에서 고되게 살아가는 여우. 그는 합격을 위해 밤낮없이 공부하고, 생계를

을 한다. <달려라 택배>의 젊은이들은 곤경에 처해 있지만, 영화는 그들의 이야기

는 도시의 마스코트가 되고 싶은 여우의 목소리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다. 노량진

뜩 돌아보게 만드는, 재치와 울림을 겸비한 애니메이션이다.

The stark reality facing the young generation is a common theme of
short films. Mascot depicts such reality with the story of a fox dreaming
of becoming the mascot of the city. The fox lives a hard life in Noryangjin,
a town in Seoul also known as the “exam village.” It studies day and night

김리하

대구 출생으로 2008년 2월 한성
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과를 졸

업했다. 2017년 한국예술종합학

배 기사. 달려야 하지만 달리지 못하는 청춘. 차가운 현실은 아픈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지만, 영화는 절망보다는 격려를 선택한다.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영화.
서림 역의 보다선이 지닌 건강한 느낌이 좋다.

과를 졸업했다.

HWANG Ok-young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이다.

runs into her high school classmate Seung-sam and helps him with

Born in Seoul in 1985.

his parcel delivery work for the day. The characters of Run! Courier are

Graduated from the

KIM Leeha

in a difficult situation, but the film tells their story with a lighthearted

a living. It even takes out a loan and gets plastic surgery. But life is not

from the Department of

parcel delivery man who can no longer work after being stung by bees

64

1985년 서울 출생. 국민대 영화

Seo-rim is a runner suffering from post-traumatic stress. One day she

며 현재 스튜디오 리하에서 단편

tone. The two characters – a runner who can no longer run and a

animated film resonates deeply with the audience.

황옥영

교 애니메이션을 석사 졸업했으

Born in Daegu. Graduated

we live in with fable-inspired imagination and a unique tone. This witty

6.21 13:30 GV

를 밝은 톤으로 전한다. 달릴 수 없는 육상선수와 벌에 쏘여 일을 할 수 없게 된 택

to pass the mascot exam and works all kinds of part-time jobs to make
easy for a have-not, however hard it tries. This film recreates the society

EM

고등학교 동창인 승삼을 만난 서린은 하루 동안 택배 기사인 승삼과 함께 배달 일

위해 온갖 아르바이트를 한다. 개와 유사한 외모를 위해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성
숙한 사회적 현상을 우화적 상상력과 독특한 톤에 담아낸 작품. 여전한 현실을 문

6.19 16:00 GV

Run! Courier

Korea / 2019 / 7min / Animation / color / ⑫

형수술까지 하는 여우. 하지만 �흙수저�에게 현실의 벽은 높다. 이미 우리에게 익

EM

Visual & Image Design,
Hansung University in

Department of Film,
Kookmin University.

– represent the young generation who cannot reach their dreams,

February, he has been

trapped in the harsh reality. The world is not kind to them, but the film

producing short animations

is not about despair, but about cheering up. Actress Bo Da-seon playing

at Studio Liha.

Seo-rim brings a lot of positive vibes to th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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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

EM

6.19 16:00 GV

EM

6.21 13:30 GV

Goalkeeper

한국단편경쟁 3 PIPFF Choice Shorts 3

파출부

Korea / 2019 / 19min / Fiction / color / ⑮

축구를 사랑하는 소년은 공격수가 되고 싶지만, 골키퍼만 해야 한다. 축구 교실에

재하는 삼계탕 집에 일하러 간다. 그곳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엄마가 일하던 곳

다. 하지만 감독의 시선은 담담하다. 가난을 강조하지도 않고, 억지로 사건을 쥐어

이야기들을 듣는다. 모성을 추억하는 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파출부>가 독특한

낼 회비가 없기 때문이다. <골키퍼>는 이 두 줄의 태그 라인만으로도 심금을 울린

과연 공격수가 될 수 있을까? 어쩌면 아이는 골키퍼의 중요성을 깨달은 듯하다.
The boy wants to play as a striker but has no choice but to be a goalie.
For he cannot afford membership dues for the after-school soccer

program. These two taglines alone are enough to strike a chord with the
audience. However, the director takes a matter-of-fact approach.

전재현

1994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했으

며, 지금까지 다섯 편의 단편영화
를 연출했다. <골키퍼>(2020)는
그의 네 번째 연출작이다.
JEON Jaehyun
Born in Busan in 1994.

신고, 엄마와 함께했던 동료들과 엄마가 했던 고된 일을 한다. 어쩌면 이것은 세상
을 떠난 엄마를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는 일이며, 세상을 배우는 방식이기도 하다.
<시동>(2019)으로 데뷔한 최성은 재하 역을 맡았다.

Entered the Department

with her mom and they tell her stories about her mom. There are

of Filmmaking, Korean

many films about maternal love. But The Dog Days is unique in that

Department of Film, Seoul

mom’s work socks and does the work that her mom did. That is her way

realize the vital role of a goalkee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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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keeper (2020) is his

원 영화과에 입학했다.
LEE Haeun

He simply portrays the boy who gets little attention from his parents

directed five short films.

201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

deceased mom used to work. There she meets the ladies who worked

the protagonist remembers her mom as a worker. Jae-ha puts on her

Institute of the Arts. He has

이하은

Jae-ha goes to the ginseng chicken soup restaurant where her recently

Graduated from the

on light than on shade. Will the boy ever become a striker? Or he may

6.21 13:30 GV

건 엄마를 노동자로서 기억한다는 점이다. 재하는 엄마의 이름이 새겨진 덧신을

He does not highlight poverty. Nor does he seek to wring out a story.
going through divorce. Goalkeeper is a tale of hope, focusing more

EM

이다. 그곳에서 재하는 엄마와 함께 일했던 동료 아줌마들을 만나고, 엄마에 대한

짜지도 않는다. 대신 아이의 가정으로 조용히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혼 중인 부모
아이. 여기서 <골키퍼>는 음지를 더 파고들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한다. 소년은

6.19 16:00 GV

The Dog Days

Korea / 2020 / 26min / Fiction / color / World Premiere / ⑫

사이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아이를 보여준다.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소외당하는

EM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2017.

of understanding her mom, and the world. Actress Choi Seong-eun
who debuted in Start-Up (2019) appears as Jae-ha.

fourth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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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와 소

EM

6.19 16:00 GV

EM

6.21 13:30 GV

Tiger and Ox

한국단편경쟁 4 PIPFF Choice Shorts 4

스타렉스

Korea / 2019 / 13min / Fiction / color / ⑮

감독이 어릴 적 부모는 이혼했고 이후 엄마와 함께 살았다. 엄마가 자신을 낳은 나

영화 현장 제작부인 추현은 밤거리에서 배우를 픽업해 현장으로 간다. 하지만 그가

대화에 애니메이션을 결합했다. 호랑이띠인 엄마와 소띠인 딸. 남편 없이 딸을 키

는 작은 해프닝에서 시작해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도달한다. 연기 전공이지만 제작

이가 되자, 딸은 조금씩 엄마가 이해되기 시작한다. <호랑이와 소>는 엄마와 딸의

주카포를 든 사람. 걸크러시 엄마에 대한 감독의 표현이다.

The director’s parents divorced when she was young, and she has lived
with her mom. She could understand her mom only after she reached
the same age her mom was when she gave birth to her. Tiger and Ox
combines animation with a conversation between mom and daughter.
The mom was born in the year of ox and the daughter was born in the year
of tiger. The mom pours her heart out to the daughter, telling the story

김승희

<심경>(2014)으로 애니메이션

감독을 시작했다. <심경>과 <심
심>(2017)은 슬램댄스 등 해외 영

가진다. 그리고 �나 생각보다 괜찮아�라는 대사는 어느새 희라 자신의 진심을 담은
말이 된다. 페이소스 짙은 위로의 영화.

Chu-hyun, a film crew member, drives to pick up an actress, but ends

기>(2017) 애니메이션을 맡았다.

with this small mistake, and an unexpected story unfolds. Chu-hyun

다. 장편 다큐멘터리 <피의 연대
KIM Seunghee

up picking up a prostitute named Hee-ra by mistake. Pick-Up starts
majored in acting in college but works as a crew member, while Hee-

노도현

1995년생으로 2017년 중앙대학
교 영화학과에 입학했다. 2019년
첫 연출한 영화 <스타렉스>로 부
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부문
에 초청됐다.

ROH Dohyeon
Born in 1995, she studied

She debuted as an animation

ra was a member of a high school theater club. They talk about acting,

Film Studies at Chung-Ang

director with Mirror in Mind

driving along the road in a brief escape from their everyday lives. When

University in 2017. Invited to

of watching a line drawing animation which grows increasingly dynamic

The Realm of Deepest

68

만나 서로 연기에 관해 이야기하고, 심야의 도로를 스테이지로 삼아 일탈의 시간을

화제에 초청받아 상영 및 수상했

(2014). Mirror in Mind and

apron and holding a bazooka―this is how the director depicts her mom.

6.22 13:30 GV

부원 추현과 고등학교 시절 연극반이었던 희라. �왕년의 배우�였던 그들은 우연히

of her life as a single parent and as a woman. This film offers the pleasure
supported by the “power of words.” A person wearing a flower-pattern

EM

스타렉스에 태운 사람은 연기자 인아가 아니라 성매매 여성 희라였다. <스타렉스>

우면서, 여자로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 사회에서 겪어야 했던 말 못 할 사연들을
는 드로잉 애니메이션의 쾌감을 선사한다. 전쟁터에서 꽃무늬 앞치마를 입고 바

6.20 13:00 GV

Pick-Up

Korea / 2019 / 8min / Animation / color / ⑮

엄마는 딸에게 쏟아낸다. 이 작품은 바로 그 �말의 힘� 위에서 역동적으로 변해가

EM

Hee-ra said, “I’m a better person than people would think,” she was

Knowing (2017) won awards

speaking from her heart. With a story filled with pathos, this film offers

at various film festivals.

comfort and consolation to the audience.

the Wide Angle secti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th her directorial
debut Star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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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쉽니다

EM

6.20 13:00 GV

EM

6.22 13:30 GV

Full Moon

한국단편경쟁 4 PIPFF Choice Shorts 4

굿타임

Korea / 2020 / 23min / Fiction / color / ⑮

추석 연휴지만 일하고 있는 영에게, 과거 룸메이트였던 다정이 찾아온다. 연휴

형도는 퀵 라이더다. 생명이 위독한 아버지가 병원에 있지만, 그는 일을 위해 밤거

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다. <추석 연휴 쉽니다>는 일상적인 에피소드지만, 그 안엔

를 타는 형도는, 오락실에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오토바이 게임을 즐긴다. 이

스트레스와 남편을 피해 옛 친구의 집으로 피신 온 다정. 하지만 영은 다정을 받아

정서적 유대를 드러낸다. 공감의 영역이 큰 작품이다.

Yi-young stays at home during the Chuseok holidays to work, and
suddenly her former roommate Da-jeong visits. Da-jeong is visiting
her old friend to avoid her husband and the stress of holiday family
gatherings, but Yi-young has no time or energy to welcome her. Full
Moon basically tells the story of two women’s everyday lives, featuring
two contrasting types of life: a single working woman and a full-time

남순아

단편 영화 <흔적>(2012),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2015)를
연출했다. <추석 연휴 쉽니다>는
세 번째 연출작이다.
NAM Soona
Born in Seoul in 1991. She
directed short films, The

독한 감정 노동을 한다. 그리고 결국은 눈물을 터트린다. 일상의 심층에 있는 모순
을 꼼꼼히 포착해 드러내는 영화. 불편한 진실을 담았다.

Hyung-do, a motorcycle courier, cannot afford to take time off to take
care of his sick father in the hospital. Even though he enjoys speeding in
a motorcycle video game, his real-life motorbike cannot pick up speed
without going kaput. There exists a wide gulf between his dreams and

강동인

2016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

과에 입학했다. 2018년부터 영화
사 사나이픽처스 보조작가로 활
동하고 있다.

KANG Dongin
Entered the Department
of Filmmaking at Korea

reality. The situation finally comes to a head when he goes to deliver 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Please Don’t Leave (2015).

money plant. As his father nears the end of life in the hospital, Hyung-do

in 2016. Since 2018, he has

two making up and becoming friends again, the film emphasizes their

she has directed.

70

받으면서 폭발한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시간에 그는 상류층의 유희에 휘말려 지

Trace (2012) and Papa,
Full Moon is the third film

film will surely resonate with the audience.

6.22 13:30 GV

처럼 그의 현실과 욕망 사이엔 거대한 간격이 있으며, 그것은 금전수 배달을 의뢰

housewife who has no way to make money. Instead of showing the
“differences“ and the bond between them that nevertheless exists. This

EM

리를 달려야 한다. 시속 100km가 넘으면 엔진이 터질지도 모르는 고물 오토바이

일하는 독신 여성과 경제력을 잃은 전업 주부라는 대립항이 있다. 그들은 과거의
억지로 화해 시키기보다는 각자 �다름�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존재하는 둘 사이의

6.20 13:00 GV

Goodtime

Korea / 2020 / 20min / Fiction / color / ⑫

우정을 되살리지 못하고, 현재의 상황에 의해 충돌한다. 여기서 영화는 두 사람을

EM

gets embroiled in the play of his rich customers, goes through intense
emotional labor, and bursts into tears in the end. The film meticulously

been working as an assistant
writer for the film company
Sanai Pictures.

captures contradiction hidden deep in our daily life, revealing an
inconvenient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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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EM

6.20 13:00 GV

EM

6.22 13:30 GV

Zoo

한국단편경쟁 5 PIPFF Choice Shorts 5

그녀는요

Korea / 2018 / 25min / Fiction / color / ⑫

만약 사람이 동물원의 동물처럼 갇혀 있는 처지라면? 매일 주는 음식만을 먹고,

배우인 미영은 소개팅 자리에 나간다. 상대방 남자는 미영이, 특히 그녀의 겉모습

<동물원>은 역지사지의 영화다. 이 영화는 인간을 동물원에 가둠으로써, 인간이

큰 몸을 지닌 사람들에 대한 편견, 어떤 전형성을 통해 여성의 아름다움을 재단하

정해진 시간에 전시되고, 구경꾼들이 던지는 폭언과 돌팔매를 견뎌야 한다면?

된 인간�을 통해 표현된다. 군더더기 없이 핵심을 찌르는 작품.

Zoo is all about putting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By locking
humans up in a zoo, the film reminds the audience of the violence of
humans towards animals. The film’s detailed approach is especially
worth mentioning. Going beyond simple “role switching,” the film looks

EM

6.22 11:00 GV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그녀는요>는 외모지상주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동물에게 행하는 폭력을 환기시킨다. 여기서 언급할 부분은 그 디테일이다. <동
바라보고, 수시로 불안감을 느끼며, 자유를 갈망하는 동물의 정신세계는 �동물이

6.20 15:30 GV

She Is

Korea / 2019 / 10min / Fiction / color / ⑫

물원>은 단순한 �위치 바꾸기�를 넘어, 동물의 내면을 파고든다. 밤엔 창밖의 달을

EM

는 시선 등 이 영화의 테마는 자못 심각하다. 여기서 감독은 진지함에서 벗어나,
정윤석

전주대학교 영화과에 입학해 음향

을 공부하던 도중 연출에 흥미를
느꼈다. <동물원>(2019)은 순천
만세계동물영화제에서 상영됐다.
JEONG Yunseok
He began taking interest
in direction while studying

지인들의 인터뷰 영상이나 소소한 에피소드 등을 통해 탄력을 만들어낸다. 과연
그녀는 편견 없이 대하는 운명의 커플을 만날 수 있을까? 배우 황미영의 에너지
가 영화를 이끌며 정가영 감독과 이상희 배우가 인터뷰어로 등장한다.

Actress Mi-young goes on a blind date, but the guy does not seem to
like how she looks. She Is is a film about lookism, revolving around the
serious theme of prejudice against plus-size people and judgement
of women based on certain stereotypes. But in a refreshing departure

원은선

한국 아카데미 주관 독립영화 워크

샵에서 영화를 시작했다. 첫 단편 연
출작인 <그녀는요>(2018)는 충무

로 영화 축전, 낫띵벗 필름 황미영
배우전에서 상영작으로 선정됐다.
WON Eun-sun
Started her film career at an

more deeply into animals’ hearts and minds. Through the “humans put

sound engineering at the

from the seriousness, the director also offers a sequence of interview

independent film workshop

in animals’ shoes,” it depicts what animals feel when looking up at the

Department of Film and TV

with Mi-young’s acquaintances and fun anecdotes in the film. Will

hosted by the Korean

moon as well as their constant anxiety and desire for freedom.
It is certainly a neatly crafted and to-the-point d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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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Jeonju University. His film
Zoo (2019) was screened at

Mi-young ever find the one? Actress Hwang M-young starring as her

the Animal Film Festival in

namesake leads the film, exuding positive energy, and director Jeong

Suncheonman.

Ga-young and actor Lee Sang-hee appear as the interviewers.

Academy of Film Arts. Her
first short film She Is (2018)
was screened at the various
film festiv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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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단편경쟁 5 PIPFF Choice Shorts 5

급식

EM

6.20 15:30 GV

EM

6.22 11:00 GV

School Meal

한국단편경쟁 5 PIPFF Choice Shorts 5

우리집

Korea / 2019 / 26min / Fiction / color / ⑫

돌봄교실 교사인 가연에겐 섭식장애가 있다. 한편 그곳의 선임 교사인 미은은

취준생 종석은 달동네에 집을 얻었다.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던 가족은 떠나지 않

적응하지 못한다. <급식>은 실험영화 톤의 스릴러다. 모든 학생들이 같은 음식을

엉겁결에 두 아이의 보호자가 되었다. <우리집>은 안타까운 현실을 통해 윤리적

급식 남기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아이들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미은. 가연은

시 학교를 떠나야 하는 걸까? 강렬한 흑백 이미지가 인상적인 작품.

Ga-yeon, a teacher at a after-school child care program has eating
disorder. Meanwhile, Mi-eun, the program’s lead teacher, has a strict “no
leftovers” rule for her students. School Meal is a thriller with the tone of
an experimental film. The totalitarian classroom, where all students are
given the same food in the same amount and have to eat all of it, is not
just a genre element but a social metaphor. The protagonist is trapped

한혜인

대학 시절부터 영화 제작에 관심

이 많아 다양한 워크샵 과정을 통

해 영화를 배웠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작품 활동을 병
행하고 있다.

HAN HyeIn
Began taking an interest in

연 최선일까. 하지만 종석은 무기력한 취준생일 뿐이다. 엔딩 크레디트가 끝난 후,
이 영화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이 나온다. 놓치지 마시길.

Jong-seok moves to a new home in a shanty town. But he finds out that
the former tenant family has not moved out yet. Worse yet, the mother
disappears leaving two kids behind, and apparently Jon-seok is forced
to take care of them. Our home poses an ethical question. A “responsible

부은주

제주 출생. 한예종 영상원 영화과
에 재학 중이다. 단편 영화 <5월
14일>(2018)과 <우리집>(2019)
을 연출했다.

BOO Eunjoo
Born in Jeju and currently
studying filmmaking at

and positive person” according to his CV, what should Jon-seok do?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various relevant workshops.

Should he separate the siblings and send them to different child care

Arts. She directed the short

she have to quit because she has difficulties adapting to the school

elementary school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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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남매가 찢어져 각각 다른 시설로 가는 것이 과

filmmaking and attending
Currently she works as an

lasting impression.

6.22 11:00 GV

질문을 던진다. 자기소개서에 의하면 �책임감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인 종석은

in a nightmarish reality where she is forced to eat and throws up. Does
meal program? The film’s powerful black-and-white images leave a

EM

는다. 게다가 그 집 엄마는 두 아이를 집에 버려두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종석은

같은 양으로 배급 받아 남김없이 먹어야 하는 전체주의적 교실. 이 상황은 단순한
하는 악몽 혹은 현실을 경험한다. 급식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연은 또다

6.20 15:30 GV

Our Home

Korea / 2019 / 18min / Fiction / color, b&w / ⑮

장르적 설정을 넘은 사회적 메타포이며, 주인공은 끊임없이 음식을 먹고 토해야

EM

facilities? After all, he is an unemployed job seeker himself. The scene

and pursues her filmmaking

after the ending credits is the most heart-warming moment of the film.

career on the side.

Do not miss it.

films May 14th (2018) and
Our Hom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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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

Spectrum

올해 스펙트럼에서 소개하는 영화들은 미시적인 삶의

This year’s Spectrum introduces a selection of

이 미처 가닿지 못했던 이야기,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

of life rather than a macroscopic one involving

이야기들을 다룬다. 국가, 민족, 종교와 같은 거대 담론
의 친구, 우리 곁의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은 평범한

이들이 겪어야 했던,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아직도 겪고
있을 혼란과 고뇌의 순간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거대
한 비극이 개인의 삶을 침범하는 순간, 누군가는 무너져

내리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길을 찾는다. 누군가는 평온

한 개인의 삶을 버리고 기꺼이 혼란과 고통의 순간들 속
으로 뛰어들기를 선택한다.

전쟁의 한복판에서 낯선 사람들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 안으며 그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소망한 이들의
이야기(카미유 /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홀로코스트의

흔적을 더듬으며 그 시절 나와 같았던 소녀의 이야기에
자신의 삶을 겹쳐보는 독일의 십대 소녀(안네 프랑크를
찾아서), 혹은 고도의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부딪친 어떤 벽(요요현상)은 특별한 삶을
선택한 사람들의 딜레마에 다름 아니다.

films that zoom in on the microscopic aspect
nations, ethnicity or religion. They come with
vivid moments of pain and confusion we laypeople often find ourselves in. Apparently, in
the face of an overwhelming fate, some of us
will cave in, while a handful others will find a
way to rise above.
Camille and This Is Not a Movie each tells the
story of an extraordinary soul determined
to share the pain of war with strangers. In
#AnneFrank. Parallel Stories, a teen girl gets
to see her life through the eyes of the victims
of Holocaust. Loop Dreams poses a dilemma
often faced by the younger generation in
today’s capitalist society.
Meanwhile, people are forced to choose a
new way of life against their will. Ceuta’s Gate,
Jiyan, Among the Almond Trees, and Porosity
Valley 2: Tricksters’ Plot depict the harsh reality

현재를 지배하는 과거의 사건들로부터 벗어나거나,

의도하지 않게 새로운 삶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다. 고향을 떠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

이 부딪쳐야 하는 낯선 삶(거대한 행렬 / 라이프 / 아몬
드 나무 사이 /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터 플롯), 전쟁이

라는 극단의 비인간적 상황이 빚어낸 아이러니(어떤 승
리 / 샬러턴 / 전쟁의 기술 / 어둠 속에서), 잊혀진 줄 알
았던 과거의 망령과의 조우(우는 여인 / 영웅은 죽지 않
는다 /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는 삶의 의지를 시
험하는 비극의 순간들을 겪어내는 인간의 생명력을 다
시금 확인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의 의지로도, 어쩌면

awaiting those forced to migrate from their
homeland, while All This Victory, Charlatan,
How to disappear, and So We Live shed light
on the irony of war. In La Llorona, Heroes don’t
Die and Our Mothers, unexpected encounters
with the past reaffirms the innate strength of
human beings, built to endure the aftermaths
of life’s tragic events. When life moves in an
unanticipated direction, let us think about
how to change its course and there will be an
answer.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삶이 보여주는 미스터리
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영화는 질문하고, 또 대답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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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러턴

Charlatan

AC

6.19 20:30

AC

6.21 20:00

Korean Premiere / ⑮

엔리케는 저택에 새로 들어온 젊은 멕시코 가정부 알마의 존재로 인해 공포에 휩

많은 난관을 거치면서도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내는 성과를 거두며 유명해지기 시

Set in former Czechoslovakia in the early 20 century, Charlatan is
based on the true story of Jan Mikolášek, an herbalist and a master of
alternative medicine. With an extraordinary ability to heal sick people
using herbs and diagnose everyone's medical problems by just looking

6.22 17:00

서 시위를 벌이는 동안, 엔리케와 그의 가족들은 침묵하고, 신경쇠약에 시달리던

사람을 치유하고 소변을 통해 병증을 진단하는 그의 의술은 뿌리 깊은 편견과 수

th

AC

터 형사소송을 당하지만 무죄를 선고받는다. 분노한 유족들이 그의 대저택 앞에

약초학자이자 대체의학자인 얀 미콜라섹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약초로

사의 여정이 유려한 화면과 더불어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6.20 18:00

과테말라의 민간인 학살의 주동자였던 퇴역장군 엔리케는 수십년 후 유족으로부

아그네츠카 홀란드의 신작 <샬러턴>은 20세기 초 체코슬로바키아를 배경으로,

의 정권에서 나치정권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용당해야 했던 한 의

La Llorona

EM

Guatemala, France / 2019 / 93min / Fiction / color / Korean Premiere / ⑮

Czech Republic, Ireland, Poland, Slovakia / 2020 / 118min / Fiction / color /

작한다. 오로지 환자 치료에만 몰두했던 외골수인 그의 비밀스런 사생활, 공산주

우는 여인

싸인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흔과 놀랄 만큼 닮아있는 사건을 토대로 과거사 청
아그네츠카 홀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난 그녀는 30
편이 넘는 영화를 연출했으며 <어
둠 속의 빛>(2011)으로 오스카상
후보에 올랐다. <스푸어>(2017),

<미스터 존스>(2019)는 베를린국

제영화제에 초청됐다.

Agnieszka HOLLAND

산에 관해 공포영화라는 장르를 빌려 통렬하게 고발하고 있는 이 영화는, 비극적
민담을 과거의 망령과 결합시켜 복수의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한다.

자이로 부스타만테

Enrique, a retired army general, stands accused of genocide committed

랑스 영화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했

during the Guatemalan civil war by the victims’ families, but gets
acquitted. The victims’ families protest en masse in front of his mansion,
but Enrique remains unrepentant. Then a new housemaid called Alma
arrives, and the general already suffering from deteriorating mental

1997년 과테말라에서 태어나 프
다. <우는 여인>은 그의 세번째 영
화로 베를린국제영화제, 브뤼셀영
화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다.
Jayro BUSTAMANTE
Born in 1997 in Guatemala,

Born in Warsaw, Poland. She

health becomes gripped by paranoia. La Llorona is the story of coming

and difficulties along the way, and goes on to great fame. He seems

has made over 30 films, earning

to terms with the past, based on a historical tragedy similar to the one

Film Academy. La Llorona is

to be completely obsessed with healing patients, but he also has a

a nomination for the Academy

Korea experienced. In the form of a horror film, it effectively maximizes

his third feature. He has been

at their urine, Mikolášek cures numerous people, fighting prejudices

secretive private life. The film tells the dramatic story of a healer who
was taken advantage by one regime after another during the Nazi
occupation and then the Communist rule.

78

Awards with In Darkness (2011).
Pokot (2017) and Mr. Jones
(2019) were invited to the Berlin

the catharsis of revenge by combining a tragic urban legend with a
ghost.

he studied film at the French

part of the jury at var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uch
as Berlinale, Brussel IFF.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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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네 프랑크를 찾아서

#AnneFrank. Parallel Stories

DL

6.21 18:30

AC

6.22 19:30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
This Is Not a Movie

Italy / 2019 / 95min / Documentary / color / Asian Premiere / Ⓖ

Canada / 2019 / 106min / Documentary / color / Korean Premiere / ⑮

[안네의 일기]로 잘 알려진 홀로코스트 희생자 안네 프랑크의 삶, 그녀의 흔적이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의 스타 칼럼니스트이자 38년간 중동특파원으로 일했

안네 프랑크가 거쳤던 장소들을 돌아보며 그녀의 삶을 기억한다. 그녀가 안네가

터리 <이것은 영화가 아니다>는 중동 내전의 민낯을 서방세계에 알린 상징적인

21세기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여성 카테리나는
머물렀던 현장들을 둘러보며 느끼는 감회가 담긴 SNS 메시지, 그리고 영국 출신
의 명배우 헬렌 미렌이 안네 프랑크가 은둔했던 장소를 재현한 공간에서 들려주
는 안네의 일기. 21세기에 맞이한 반평화적 상황들을 숙고할 수 있는 홀로코스트
의 교훈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를 영화는 절절히 설파하고 있다.

The life of Holocaust victim Anne Frank is well known by the book
The Diary of a Young Girl. Katerina takes a tour to the places that were
part of Anne Frank’s life. She also posts the emotions she feels at
those places on her social media. Veteran British actress Helen Mirren

사비나 페델리 TV 다큐멘터리에

AMT

6.21 18:00

서 시나리오 작가 겸 감독으로 다
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안나 미고토 1987년부터 방송 기
자로 일하며 폭동과 조직범죄에

대해 보도하였다. 다양한 저널리
즘에서 언론상을 받았다.

Sabina FEDELI They are

인물인 피스크의 일상을 통해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현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전쟁의 참상이 벌어지는 한복판에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외부세계에

알리는 작업, 위험을 무릅쓰고 현재의 참상을 기록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
인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는 로버트 피스크의 삶이 증명하고 있다.

창융

This documentary depicts reality more dramatic than any movie

이나 헤비급>(2012), <과일 원정

through the life of Robert Fisk, an iconic figure who revealed the truth
of conflicts in the Middle East. Fisk is a journalist who has been a Middle

currently working in TV

introduces the audience to Anne's story through the words in her diary

documentary in various

The life of this undeterred journalist is living proof of the immense value

in the set which is an exact reconstruction of Anne’s room in the secret

roles such as script writer

of collecting evidence in the middle of war and recording it to let the

still remains viable in today’s world laden with anti-peace activities.

6.19 11:00

으며, 오사마 빈 라덴을 세 번 인터뷰한 언론인 로버트 피스크의 삶을 다룬 다큐멘

East correspondent for 38 years and interviewed Osama bin Laden.

refuge in Amsterdam. This film show why the lessons of the Holocaust

PCH

and director.
Anna MIGOTTO Working
as a TV journalist since
1987. She has won various
journalism awards.

world know the truth.

<양쯔강을 따라서>(2007), <차

대>(2013) 등 다양한 작품을 연
출했으며 그의 영화들은 선댄스,

베를린, 토론토 등 전 세계 영화
제에서 상영됐다.
Yung CHANG
His major works are Up
the Yangtze (2007), China
Heavyweight (2012) and The
Fruit Hunters (2013). His films
have been invited to many
prestig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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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미유
Camille

PCH

6.19 18:30

DL

6.22 18:30

Premiere / ⑮

내면의 트라우마를 마주하게 된다. <아부 레일라>는 마치 환상소설을 읽는 듯 현

일들을 직접 겪고 젊은이들과 어울리며 느끼는 혼란과 갈등, 변화의 과정을 그린

was killed during the conflict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in 2014.
Based on the photos taken by her, the film depicts the confusion,
conflict and change Camille undergoes while experiencing what was

6.21 13:30

스트 아부 레일라를 찾아 사막으로 떠나고, 사막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그들은

녀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토대로 그녀가 아프리카로 건너가 그 곳에서 벌어지는

Camille is the story about French photojournalist Camille Lepage, who

DL

끝없이 흐른다. 형제와 다름없는 친구 사이인 경찰관 S와 로트피는 극악한 테러리

나이로 피살된 프랑스 사진기자 카미유 르파주의 삶을 다룬 영화 <카미유>는, 그

을 강조하기보다는 보편적인 삶의 조건, 인생의 의미에 대해 숙고하게 만든다.

6.19 13:00

1994년 알제리. 북부에서 수년간 내전이 치러지고, 일상에 죽음과 공포의 기운이

지난 2014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내전을 취재하다 교전에 휩쓸려 20대의

유에 대한 섬세한 심리묘사로 이루어진 이 영화는, 그녀가 맞닥뜨린 비극적 상황

Abou Leila

DL

Algeria, France, Qatar / 2019 / 135min / Fiction / color / Korean Premiere / ⓲

France, Central African Republic / 2019 / 88min / Fiction / color / Korean

다. 이방인 여성으로 아프리카에 머물며 이질감과 동질감을 동시에 느끼는 카미

아부 레일라

실과 판타지, 백일몽의 경계가 무화되는 기이한 세계를 펼쳐보인다. 트라우마로
보리스 로즈킨

박사 학위를 마친 후 베트남으

로 이주했다. <호프>(2014)는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상영됐다.

<카미유>는 그의 두 번째 픽션

영화다.

Boris LOJKINE
Moved to Vietnam after

자리잡은 사건이 불러일으킨 나비효과는 영화의 처음과 끝을 열고 닫으며, 폭력
의 깊은 어둠이 한 남자를 집어삼키는 과정을 절절히 묘사하고 있다.

아민 시디-부메디엔느

In 1994, a civil war has been raging for years in the northern part of

편 영화인 <섬>은 아부다비 국제

Algeria. Lotfi and police officer S, two childhood friends, head into the
Sahara in search of a terrorist named Abou Leila. The further the duo
travel, the better they see their internal trauma. Abou Leila presents an
eerie world where boundaries between reality, fantasy, and hallucination

2005년 프랑스 사립 영화원

(CLCF)을 졸업했다. 두 번째 단

영화제에서 아랍영화 부문 최우
수단편상을 수상했다.

Amin SIDI-BOUMÉDIÈNE
Graduated from

completing his doctorate.

break down just like in a fantasy novel. The butterfly effect that has been

who feels both sympathy and alienation as a foreign woman in Africa,

Hope (2014) was screened

triggered by the incident in their trauma opens and closes the film,

Cinéma Français (CLCF) in

this story invites the audience to contemplate universal conditions and

as part of the International

depicting the process of violence engulfing a man.

2005. His second short film

going on in the country. Offering a sensitive portrait of the protagonist

meaning of life, instead of highlighting the tragic situation.

Critics’ Week section at

Conservatoire Libre du

The Island won the award

the Cannes Film Festival.

for Best Short Film at the

Camille is his second fiction

Abu Dhabi Film Festival.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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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은 죽지 않는다
Heroes Don't Die

EM

6.20 11:00

EM

6.22 16:00

어떤 승리

All This Victory

France, Belgium, Bosnia / 2019 / 85min / Fiction / color / Korean Premiere / ⑫

Lebanon, France, Qatar / 2019 / 93min / Fiction / color / Korean Premiere / ⑫

평범한 삶을 살던 요아힘은 어느 날 길에서 만난 한 남자로부터 자신이 태어난 날

2006년 7월 레바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24시간의 휴전이 주어

이며, 자신이 바로 그의 환생이라고 믿기 시작한다. 요아힘은 친구들과 함께 전생

시 시작되자 아버지의 친구 나지브의 집으로 피신한다. 나지브의 집에 이스라엘

죽은 조란이라는 남자로 오인받고, 기이한 꿈을 꾸고 난 후 조란이 세르비아 군인

오드 레아 라펭

Joachim is mistaken by a stranger for Zoran, a man who died on the

작으로는 단편 <떠도는 마음>

reincarnation. Joachim leaves for Sarajevo with his friends to search for
clues about his previous life. The trip that he started out of delusion or
curiosity takes him to a place where people suffer from intense grief and

6.23 11:00

다. <어떤 승리>는 아버지 세대로 대변되는 이웃들과 마르완을 중심으로 이루어

기는 사라진 이들의 안녕을 비는 조용한 제의로 끝을 맺는다.

starts to believe that Zoran is a Serbian soldier and that he is Zoran’s

DL

군이 들이닥치고, 그곳에 모인 이웃들과 마르완은 그대로 갇힌 상태가 되어 버린

로 떠난 여행은 전쟁으로 가족과 친지를 잃은 사람들의 상실감과 슬픔에 가 닿는

same day that Joachim was born. After dreaming a bizarre dream, he

6.21 11:00

진다. 그 사이 마르완은 가족을 두고 아버지를 찾으러 남쪽으로 가지만 전쟁이 다

을 추적하기 위해 사라예보로 떠난다. 한 남자의 망상 혹은 환생에 대한 호기심으
다. 유족들의 가슴에 오롯이 남아있는 희생자들의 체취, 끝나지 않은 사랑의 이야

DL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대표
(2015), <황제폐하 만세>(2016)

가 있다. <영웅은 죽지 않는다>는
그의 첫 픽션영화이다.
Aude Léa RAPIN
Aude Léa Rapin is a director

지는 일종의 실내극 형태를 띠고 있다. 거의 실내를 무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사운드 효과와 연출로 전쟁의 참혹함과 아이러니를 극대화시키는 작품.

아흐마드 호세인

The war is ranging between Hezbollah and Israel. During a 24-hour

그는 다큐멘터리, 단편 영화, 비디

ceasefire, Marwan goes in search of his father. While Marwan is still
trying to find his father, the ceasefire is quickly broken, forcing him to
shelter in the home of Najib, his father’s friend. Soon after, a group of
Israeli soldiers enter the building, and Marwan and the neighbors end

영화제작자 겸 비디오 아티스트다.

오 등 다양한 작품을 감독했다. 단
편 <백색소음>(2017)은 칸영화제
에서 상영됐다.

Ahmad GHOSSEIN
A filmmaker and a video

and writer, known for Ton

up being trapped. The story revolves around Marwan and the neighbors

sense of loss for their loved ones killed during the war. The story about

coeur au hasard (2015), Que

who represent his father’s generation. Although the film is mostly

various documentaries,

memories and love for victims imprinted in the heart of the bereaved

vive l'Empereur (2016). Les

set indoors, the sound effects and Ahmad Ghossein’s skilled direction

short films and videos. His

comes to an end with a ritual praying for the souls of the disappeared to
rest in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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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éros ne meurent jamais
(2019) is her first fiction film.

effectively maximizes the horror and irony of war.

artist. He has directed

short film White Noise was
selected for the Cannes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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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Jiyan

DL

6.20 11:00

EM

6.23 14:30

요요현상

Loop Dreams

Germany / 2019 / 71min / Fiction / color / Asian Premiere / ⑫

Korea / 2019 / 92min / Documentary / color / Ⓖ

쿠르드족 여성 하야트는 뱃 속의 아이에게 더 나은 삶을 선사하기 위해 남편 하룬

어린 시절부터 요요에 매료되어 요요와 더불어 학창시절을 보낸 다섯 명의 청년

주하게 되는데, 이르판의 아내 쿨숨은 하야트가 쿠르드족임을 트집삼아 괴롭히

좋아하는 일을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 오늘날의

과 함께 시리아에서 베를린으로 이주한다. 그들은 남편의 친척 이르판의 집에 거

슈엘랴 슈웽크

Hayat, a Kurdish woman, leaves Syria with her husband Harun for Berlin,

에서 자랐다. 2012년부터 독일

Kurdish roots, but the two later become closer as Hayat almost suffers a
miscarriage. But then Harun, who has been working odd jobs to survive
as an migrant, suffers misfortune. Jiyan captures the life of refugees,

6.21 11:00 GV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누군가는 요요를 뒤로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누군가

종교 등의 주제를 통해 유럽 내부에 자리한 난민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child. Gülsüm, Irfan’s wife, gives Hayat a hard time because of Hayat’s

PCH

청년 세대에게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 현실과 취향 사이, 누군가는 요요를 자신의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하던 하룬에게 불행이 닥친다. 중동에서 유럽으로 이주하는

where Harun’s uncle Irfan lives, to provide a better life for their unborn

6.19 15:30 GV

이 여전히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 속에 자리한 요요의 의미를 이야기한다.

지만, 하야트가 유산 위기를 겪으며 가까워진다. 그러나 이주민으로서 살아남기

수많은 난민들의 삶을 응축해놓은 듯한 이 작품은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 민족과

PCH

스웨덴에서 태어나 터키와 독일
영화 아카데미(DFFB)에서 수학
중이며, 그녀의 영화는 전 세계
80여개의 영화제에서 상영됐다.
Süheyla SCHWENK
Born in Sweden and raised

에게는 사소한 취미일 수도 있는 요요를 통해 바라보는 청년 세대의 자화상이
때로는 유쾌하고 때로는 진지하게 관객들의 마음을 파고든다.

고두현

Five young men fascinated by yo-yo since childhood speak about

공했다. <옥상 위에 버마>(2016),

what yo-yo means in their lives. Would it be possible for today’s young
generation to keep their teenage hobbies into adulthood? At the
crossroads of reality and what they want, some incorporate yo-yo into
their lives, while others drop the hobby and go on to live new lives.

중앙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
<목소리>(2017)를 제작했으며,

현재 장편 다큐멘터리 <양양>의
프로듀서이자 촬영감독이다.
KO Duhyun
Majored in Journalism and

in Turkey and Germany.

This portrait of young generation captured through the lens of yo-yo

highlighting refugee issues in Europe by looking into discrimination as

She has been studying at

resonates with the audience sometimes with humor, and sometimes

University. He has directed

well as ethnic and religious issues migrants face.

German Film & Television

with a more serious tone.

Burmese on the Roof (2016)

86

Academy (DFFB) since 2012.

Broadcasting at Chung-Ang

and Voice (2017). My Missing

Her works have been invited

Aunt is his first film as a

to various film festivals.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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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
Our Mothers

EM

6.21 18:30

DL

6.23 13:30

Fiction / color / ⑮

의 신작 <히든 라이프>는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천국의 나날들>을 떠올리게 하

들의 유골을 확인하는 일을 맡은 젊은 법의학자 에르네스토가 전쟁 중 실종된 아

200,000 people were killed or disappeared during the conflict. But the
sheer scale of the atrocitie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have come
to light only recently. Set in Guatemala, Our Mothers tells the story of

6.22 11:00

에 갇힌 그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며 신념을 지켜나간다. 테렌스 멜릭

있다. 영화는 이러한 과테말라의 현재 상황을 배경으로, 내전 당시 학살된 피해자

Guatemala’s civil war lasted for about 40 years from the 1960s, and

AC

나치를 위해 싸우는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다. 감옥

말라 내전은 21세기 들어 전범재판으로 그 참혹한 실상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고

영화제 신인감독상 수상작으로 뛰어난 각본과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

6.20 11:00

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 접경지역에 사는 오스트리아인 프란츠 야거슈테터는

60년부터 약 40여년간 지속되었던, 사망자와 실종자가 20만여명에 달하는 과테

향한 그의 추적은 반전을 거쳐 전쟁범죄의 가슴 아픈 진실과 맞닥뜨린다. 작년 칸

A Hidden Life

AC

USA, Germany / 2019 / 180min / Fiction / color, b&w / ⑮

France, Luxembrough, Netherlands, Belgium, Guatemala / 2019 / 78min /

버지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잃어버린 아버지를

히든 라이프

는 작품이다. 오스트리아의 광활한 자연 풍광을 담아낸 탁월한 미장센이 3시간에
세자르 디아즈

과테말라에서 태어났다. 10년 넘
게 픽션과 다큐멘터리 편집자로

일하고 있으며 <나의 어머니, 우

리의 어머니들>은 그의 첫 장편
영화다.

Cesar DIAZ
Born in Guatemala. He has

달하는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화면 안으로 빨려드는 듯한 기이한 감각을 전달하
며, 소박한 한 인간의 거대한 신념이 주는 울림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

테렌스 맬릭

During World War II, Franz, an Austrian living near the border with

로즈장학생으로 옥스퍼드 대학

Germany, refuses to swear an oath of loyalty to Hitler and becomes
an conscientious objector. Put in jail, Franz misses his family but does
not renounce his conviction. Terrence Malick’s new film A Hidden
Life reminds us of his major work Days of Heaven. Its mise-en-scène,

1966년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에 다녔다. <황무지>, <천국의 나

날들>, <씬 레드 라인>과 <트리
오브 라이프>를 연출했다.
Terrence MALICK
He graduated from Harvard

been editing fiction and

especially the Austrian landscape, gets viewers to lose track of time and

mass killings. He finds a clue about the whereabouts of his father who

documentary films for over

be drawn into the screen throughout its three-hour runtime. A man’s

Oxford University as a

went missing during the war. His search for his missing father leads

10 years. Our Mothers is his

strong conviction resonates long afterwards.

Rhodes Scholar. He is the

a forensic anthropologist studying the victims’ bones to look into the

to a twist, and then the tragic truth of war crimes emerges. This film
won the Caméra d'Or at the 2019 Cannes Film Festival in recognition of

first feature film.

University in 1966, attended

director of Badlands, Days
of Heaven, The Thin Red
Line and The Tree of Life.

outstanding screenplay and direc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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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에서

AC

6.20 14:30

PCH

6.22 13:00

So We Live

스펙트럼 단편 1 Spectrum Shorts 1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터 플롯
Korea / 2019 / 23min / Experimental / color / ⑫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어느 도시, 캄캄한 밤에도 계속되는 포격 때문에 정전이 된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터 플롯>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선정한 2019년 올해의

집안에 한 가족이 모여있다.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한 가족의 대화는 점점 히스

작가로 선정된 김아영 작가의 설치영상 작품이다. 페트라 제네트릭스라는 이름의

이 헤집고 간 가족의 삶, 그들의 황폐해진 내면을 들여다본다. 전쟁 중 소식이 끊

사태를 접목시켜 SF적인 상상력을 덧붙여 풍자적으로 그려낸 독특한 작품으로,

테릭하게 변해간다. 카메라는 15분 동안 한번도 끊김 없이 집안을 훑어가며, 전쟁
포격 소리, 흔들리는 촛불과 더불어 그들을 뒤덮은 검은 어둠의 정서를 극대화시
킨다. 전쟁으로 인한 일상의 파괴에 관한 작은 일화.

A family lives in a war-zone is sitting in their living room. The blackout
curtains are drawn, and bombs are falling outside. Their conversations
about casual matters of daily life increasingly reveal their nervousness.
For 15 minutes, the camera pans around the apartment, capturing the
family’s life torn apart by war. The parents lost touch with their son after
the war broke out. The cries of the kids desperately wishing for a normal

란드 아부 파커

다마스쿠스의 국립 시리아음악학
교에서 플루트를 전공했다. 단편

영화 <브레이디드 러브>로 데뷔
해 사라예보영화제에서 수상했다.
현재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Rand Abou FAKHER
Studied flute at the national

베를린영화제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선보인 설치 영상 형태가 아닌 극장 스크린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 인류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이주라는 행위의 의미, 복잡한
이주 절차에 대한 작가의 상상적 재해석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Porosity Valley 2: Trickster’s Plot is a video installation by Kim A-young
who won the Korea Artist Prize awarded by Korea’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MMCA). This video depicts the journey
of a data cluster called Petra Genetrix, touching upon a Mongolian

김아영

전시, 퍼포먼스, 출판의 경계를 넘
나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
가상�을 수상했다. 2019 국립현대
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후보다.
KIM Ayoung
Works across the boundaries

myth and the recent influx of Yemen refugees to Jeju Island with a

of exhibition, performance

Damascus. Her short film

science fiction-like imagination and a satirical tone. At PIPFF, this video

art and publication. She

and candles lit in the room all reinforce the emotions that the darkness

invited to the Sarajevo Film

90

6.22 13:00

Syrian Conservatory in
debut Braided Love was

life during a war.

PCH

광물 형태를 띤 데이터 클러스터를 주인공으로 고대 몽골 설화와 제주 예멘 난민

life and their heart-broken parents, the sound of occasional bombings,
in the house brings. So We Live offers a glimpse of destruction of normal

6.20 14:30

Porosity Valley 2: Tricksters’ Plot

Belgium / 2020 / 15min / Fiction / color / Korean Premiere / Ⓖ

긴 아들, 일상을 원하는 어린아이들과 상처받은 어른들의 외침이 간간이 들리는

AC

is played on the big screen, while it was introduced as an installation

Festival. She is currently

video at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MMCA. The artist

performing in a theatre play.

offers a creative re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of migration and all the

won the 2015 Young Artist of
Today Award and one of the
MMCA’s Artist of the Year in
2019.

red tape involved in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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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AC

6.20 14:30

PCH

6.22 13:00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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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놀이

Korea / 2020 / 8min / Animation / color / Ⓖ

딸의 학예회 참석차 다른 도시로 가기 위해 만료된 자동차등록스티커를 갱신하

땅속 깊이 묻혀 있던 지뢰들이 마치 겨울잠을 자고 난 동물들처럼 하나둘씩 땅속

체포된다. 설상가상으로 유치장에서 강력범죄자로 오인을 받아 고초를 겪고 간신

구릉에서 만난 수많은 지뢰들은 원래 자신의 용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을

러 간 데안은 스티커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할 수 없이 길을 나서다 경찰에

사랑으로 똘똘 뭉친 가장의 웃픈 이야기에 녹아있다.

Dejan tries to renew his car registration sticker to drive to another city to
attend his daughter’s school performance. But the authorities run out of
renewal stickers, and he hits the road with his old sticker. He gets caught
by police along the way and is mistaken for a violent criminal. He barely

PCH

6.22 13:00

에서 깨어난다. 그들은 서로 도와 가며 무리 지어 어디론가 향하고, 마침내 높은

히 빠져나오지만, 그의 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스티커>는 한 평범한 가장이
이다. 탈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 원칙만 고수하는 시스템의 문제가, 딸에 대한

6.20 14:30

Fireworks

Macedonia / 2020 / 18min / Fiction / color / Korean Premiere / Ⓖ

겪는 소동을 통해 국가의 폭력적인 관료주의에 대해 거침없이 풍자하는 작품

AC

마감한다. <마당을 나온 암탉> <언더독> 등의 애니메이션을 통해 평화와 공생,
조지 언코브스키

뉴욕에서 태어났다. 학교 졸업 후
체코로 건너가 FAMU 대학원
졸업 후 현재까지 북마케도니아

광고 회사의 전임 감독으로 일하
고 있다.

Georgi M. UNKOVSKI
Born in New York City.

환경의 이야기를 지속해서 다뤘던 오성윤 감독의 단편 <불꽃놀이>는 전쟁 후 아

직도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는 수많은 지뢰들을 소재로 비무장지대를 화합과 평화
의 공간으로, 전쟁의 잔재를 평화의 소망으로 탈바꿈시킨다.

Landmines buried deep in the ground wake up one by one, like animals
emerging from hibernation. They help each other to head somewhere.
All these landmines gather on a high hill and end their lives differently
than their original purpose. Fireworks is a short animation by director

오성윤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현재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오돌
또기 대표이자 감독을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마당을 나온 암탉>
(2011), <언더독>(2019)이 있다.

OH Sung-yun
He is the CEO of Odolttogi,

escapes, but his ordeal is far from over. Sticker is a satire on bureaucracy

enrolled in the post-

Oh Sung-yun, who has made animated films about peace, symbiosis

an animation studio. His

revolving around an ordinary father whose day goes awry. By telling the

graduate program at

and the environment such as Leafie, A Hen into the Wild and Underdog.

best-known works include

tragicomic story of a father who has nothing but love for his daughter,
this film explores the boundary between evasion and violation of law
and the problem of the system that sticks rigidly to principles.

92

university of FAMU, He works
as a full-time director on one

This film transforms the remnants of war into a hope for peace.

Leafie: A Hen Into the Wild
(2011) and Underdog (2019).

of the leading advertising
agencies in Maced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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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몬드 나무 사이

AC

6.21 11:00

PCH

6.22 15:30

Among the Almond Tr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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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기술

Austria / 2020 / 21min / Documentary / color / Korean Premiere / Ⓖ

시리아 난민인 마이산과 이야드 그리고 딸 누르 가족은 천신만고 끝에 프랑스 영

21세기의 전쟁에 대한 감각은 온라인 전쟁 게임의 시각적 재현과 닮아있다. 게임은

묻어두었던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 마이산은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이야드의 결

존재할 수 없는 캐릭터인 탈영병을 이야기한다. 인간이 벌이는 전쟁에서 결코 게임

주권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는다. 그러나 남편 이야드는 이주 절차 동안

전쟁에서 인간의 모습을 지워버린다. 이 영화는 온라인 전쟁 게임 �배틀필드V�에서

심은 확고하고, 그녀는 이제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아몬드 나무 사이>

생존의 문제에 떠밀린 개인의 삶, 누구에게나 닥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비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슴 아픈 여운을 남긴다.

Syrian refugee Maysan and her family are notified by the French
authorities that they will finally get a permanent resident card.
However, Maysan’s husband Iyad brings up the idea of divorce, a subject
that he has kept to himself all the while. Mysan wants to save her

값이 될 수 없는 존재, 불복종과 탈영의 이야기를 통해 영화는 창조적인 방식으로
마리 르플록

소르본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
부했다. 2010년에 대학을 그만두
고 영화학교에 들어갔다. 현재 다
큐멘터리 소설 등 여러 프로젝트
를 작업하고 있다.

Marie Le FLOC'H
She was a history student

온라인 게임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전쟁 게임에 가려진 인간의 얼굴을 드러나
게 만든다. 전쟁의 비인간성을 목도하게 되는 순간, 승리와 패배라는 게임의 규칙은
실제 전쟁의 참상과 동떨어진 허상으로 탈바꿈한다.

The image of war in the 21st century resembles the visual representation
of online war games. Games erase the human face of war. Shot in the
online war game “Battlefield V,” How to Disappear tells the story of

Trees looks at family life put on the back burner during the arduous

video games, while highlighting humanity rendered invisible in those

94

a film school in 2010. She
works on projects in a wide

마이클 스텀프 - 비엔나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현재 철학자, 디자
이너,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레온하르트 뮬너- 비쥬얼 아티스트
이며 미디어 연구자이다.

로빈 클렝겔 - 일러스트레이터이자
문화 인류학자다. 비엔나단편영화제,
쇼트웨이브영화제 등에서 수상했다.
Michael STUMPF - He is
currently working as a
artist.

story of insubordination and desertion, the film reveals the limits of

her studies and entered

inevitable difficulties in life lingers long after the film is over.

6.22 15:30

philosopher, designer and

at the Sorbonne, but quit

the daily struggle for survival and people who get hurt while facing

PCH

deserters who are impossible to exist in a video game. Focusing on the

marriage, but Iyad has already made up his mind. Among the Almond
process of immigration. The heartbreaking story of life sacrificed in

6.21 11:00

How To Disappear

Belgium / 2019 / 21min / Fiction / color / ⑫

는 난민들의 힘든 이주 과정에서 간과되는 흔들리는 가정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AC

games. The moment you witness the inhumanity of war, the rule of the

range of fields, including

games which boils down to winning and losing becomes an illusion far

documentary novel.

from reality.

Leonhard Müllner - A visual
artist and media researcher.
Robin KLENGEL - An illustrator
and cultural anthropolog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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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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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11:00

PCH

6.22 15:30

Ceuta's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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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동물

Korea / 2019 / 9min / Animation / color / Ⓖ

<거대한 행렬>은 모로코 북부에 위치한 스페인 거주지인 세우타에서 벌어지는

20여년 동안 애니메이션을 연출해 온 장형윤 감독의 <야생 동물>은 이미 멸종된

교역장이다. 수천 명의 사람은 매일 엄청난 양의 상품 꾸러미를 이 국경을 통해

야기 구조 속에서 소녀와 동물들의 우정에 보다 방점을 찍으며 자연과 인간의 공

다양한 상황들을 재구성한다. 세우타 국경은 할인가로 팔리는 온갖 공산품들의

은 그 자체로 미학적 감흥을 전해준다.

Ceuta's Gate offers a reconstruction of situations taking place in Ceuta

란다 마루피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태어났

으며, 순수 미술을 전공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다.

히 두 동물을 만나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난 후 내년에도 산에 올 것을 약속한다.

인간의 이기심과 무분별한 개발로 이제는 사라진 많은 자연의 존재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작품.

Wild Animals by director Chang Hyung-yun features two extinct animals

Randa MAROUFI

– a brown bear and a Korean fox – in a plot reminiscent of the Story of

manufactured goods are sold at discounted prices. People cross this

Born in Casablanca,

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 inviting the audience to contemplate

this film, the audience becomes the witness of the scenery around the

6.22 15:30

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 주는 작품이다. 바다를 산보다 더 좋아하던 소녀는 우연

in the north of Morocco. The Ceuta border is a place of trade where
border every day, carrying enormous packages of goods. Watching

PCH

동물인 갈색 곰과 한국 여우를 중심으로 마치 골디락스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이

운반한다. 영화에서 우리는 세우타 국경 주변의 풍경, 그 엄청난 규모의 독특하고
한 사람들의 생존 에너지를 구현하고 있으며, 거대한 행렬이 주는 압도적인 풍경

6.21 11:00

Wild Animals

Morocco, France / 2019 / 20min / Documentary / color / Korean Premiere / Ⓖ

역동적인 움직임의 증인이 된다. 영화는 그래픽에 가까운 구도를 바탕으로 다양

AC

Morocco, she studied
fine arts in university. She

the meaning of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The human girl

장형윤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
션을 전공했다. 단편 <아빠가 필
요해>(2005), <무림일검의 사생

활>(2007)로 많은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CHANG Hyung-yun
Studied animation at the

normally prefers the beach to the mountains. But after running across

Korean Academy of Film

border, where uniquely dynamic activities take place in an immense

these two animals in the mountain and spending a night with them,

Arts. He won awards at

scale. The film vividly captures the zest for life of diverse people in a

she promises them to come back to the mountain next year. This story

picturesque composition. The overwhelming scenery of an endless

highlights the creatures in nature that have disappeared because of

procession of people gives an aesthetic pleasure in itself.

excessive development and human greed.

currently resides in Paris.

many film festivals for his
short films such as I need a
father (2005) and A Coffee
Vending Machine and Its
Sword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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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um K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지닌 다양한 테마를 담아내는

PIPFF is introducing a country-specific addition to

바로 �스펙트럼K�다. 이 섹션에선 최근 한국영화의

K. It sheds a spotlight on a selection of films whose

스펙트럼 섹션은, 올해 또 하나의 섹션을 품게 되었다.

트렌드 중 PIPFF의 지향점과 맞닿아 있는 작품들을

선별해 상영하고 토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첫 테마는
�여성�. 올해 PIPFF는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영화계의 중요한 키워드인 �여성�의 이야기를 하려

한다. 총 다섯 편의 영화를 상영하는데, 그 흐름은 흥미
롭게도 여성의 성장기와 겹친다. 여성의 유년기에 대한
영화는 윤가은 감독의 <우리집>(2018). 장편 데뷔작

the existing Spectrum section, namely the Spectrum

themes coincide with the vision and direction of
PIPFF, by means of hosting screenings and talk
sessions. This year’s keyword is “woman,” a widely
recognized issue across the globe. We have chosen
five films, introduced below in the order following
the life stages of a woman.

<우리들>(2016)에서 아이들의 세계를 수평적 시선에

Director Yoon Ga-eun's The House of Us(2018) is about

세 여자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가정과 우정을

world through the eyes of little children in The World

서 있는 그대로 담아냈던 윤가은 감독은 <우리집>에서
이야기한다.

김보라 감독의 <벌새>(2018)는 1990년대를 틴에이저
로 살아가는 소녀 은희를 보여준다. 14살 은희의 현실
은 만만치 않다. 억압적인 입시 시스템, 남아선호사상,

가정 내 폭력… 그리고 성수대교의 붕괴. 이 모든 것은

childhood. Yoon, whose down-to-earth portrayal of the

of Us(2016) was received well, returns with a story of
family and friendship, starring three young girls. On to
adolescence, Kim Bora’s House of Hummingbird(2018)
revolves around a teen girl circa 1990's Seoul. From
academic pressure and a preference for boys to
domestic violence and an unprecedented collapse of
a bridge, nothing surrounding the 14-year-old Eunhee
quite makes sense, and she suffers a traumatic
experience. In Our Body(2018), director Han Ka-ram
explores the internal struggle of Ja-young, a 31-year-

은희에게 절대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가 된다. 한가람

감독의 <아워 바디>(2018)는 8년 동안 고시에 매달
리고 있는 자영을 통해 2030세대의 내면에 다가간다.

우연히 �달리기�를 시작한 자영의 삶은 조금씩 변하게

service exam for eight years. One day, she is prompted
to start running, which soon proves to be a lifechanging decision for her.

된다.

KIM JI-YOUNG, BORN 1982(2019) by Kim Do-young,

김도영 감독의 <82년생 김지영>(2019)은 조남주 작가

same title by Cho Nam-joo. It is a big shout-out to

의 베스트셀러를 안정적으로 각색한 작품이다. 아내로

서 엄마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그리고 직장 여성으로
서 살아가는 김지영의 삶. 이 영화는 대한민국을 살아
가는 모든 김지영들을 위한 고발이자 공감이자 위로다.

<박강아름 결혼하다>(2019)는 전작 <박강아름의 가장

무도회>(2015)에 이은 감독의 연작이다. 결혼과 육아와

유학 생활을 함께 하며 겪는 일들과 남편과의 갈등을 있는
그대로 담아낸, 거침 없고 용기 있는 다큐멘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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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female who has not been able to pass the civil

is a screen adaptation of the bestselling novel of the

all the moms, daughters, wives and working girls
out there. The enthusiastic response this film has
received is proof that many Ji-young’s in the country
are finding comfort in this tale of empathy. Finally,
Areum Married(2019) is a sequel to Areum(2015) in
the director's namesake series. It follows Areum's
married life away from home, with true-to-life scenes
featuring her husband, as they struggle with the
stress of juggling study, life, and childr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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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AC

6.21 13:30 GV

The House of Us

벌새

Korea / 2018 / 138min / Fiction / color / ⑮

12살 하나는 가족 여행이 꿈이지만 부모는 이혼 직전이다. 유미와 유진은 잦은

1994년. 14살 은희는 서울 강남에서 학교를 다닌다.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그 해,

첫 장편 <우리들>(2016)에서 아이들의 눈높이로 그들의 세계를 바라보았던

의 성장기처럼 보이지만 �동정 없는 세상�에 대한 냉정한 시선이다. 가부장적 폭

이사 때문에 동네 친구가 없다. 우연히 만난 세 아이. 이 아이들의 집은 어디일까?

은희는 거대한 상실감을 경험한다. 김보라 감독의 <벌새>는 평범한 중학생 소녀

윤가은 감독은, <우리집>에선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집� 안에서 아이들이 겪는

력이 자행되는 가정, 어긋나는 친구들과의 관계, 갑작스레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트라우마를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집�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다. 따스

A 12-year-old Ha-na dreams of taking a family trip, but her parents are
about to break up. Two sisters, Yu-mi and Yu-jin, have no friends in the
neighborhood because they have had to move so often. Ha-na meets
the two sisters by chance. Where are these kids’ homes? Director Yoon
Ga-eun, who explored the world of children through their eyes in her
first feature The World of Us (2016), deals with the trauma that children
get to suffer from in the houses of adults. In the process, the kids

6.20 19:00 GV

House of Hummingbird

Korea / 2018 / 92min / Fiction / color / Ⓖ

한 파스텔 톤 화면에 깃든 유년기의 힘겨운 성장기.

AC

이때 만난 학원 선생님 영지는 유일하게 은희를 이해해주지만 그 만남은 잠시뿐
윤가은

2010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

학했다. 단편 <손님>(2011)으로
클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 국
제경쟁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2016년 연출한 장편 <우리들>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받았다.
Yoon Ga-eun

이다. 버티기 위해 수없이 날갯짓을 하며 성장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In 1994, a 14-year-old Eun-hee goes to school in Gangam, Seoul. The
collapse of the Seongsu Bridge that year gives Eun-hee a great sense
of loss. House of Hummingbird, directed by Kim Bo-ra, can be seen as a
coming-of-age story of a middle school girl. But in fact, it is a matter-offact depiction of a “world without compassion”―patriarchal violence at
home, estranged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an unexpected surgery.

김보라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를 졸
업했으며 첫 장편영화 <벌새>는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네레이션
14+ 대상. 부산국제영화제 관객
상을 비롯해 지금까지 46관왕을
기록하고 있다.
KIM Bora

She won the Grand Prize in

Young-ji, Eun-hee’s teacher at the cram school, understands her, but

struggle to keep their “houses.” The film presents a coming-of-age story

Clermont-Ferrand IFF with

their bond is only short-lived. The film tells the story about the growth

(2018) is her first feature

of children in their tender years in warm pastel tones.

her film Guest (2011). She

of adolescents who cannot stop flapping their wings to stay airborne.

film. At the 69th Berlinale,

100

was invited to the Berlin

House of Hummingbird

House of Hummingbir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as awarded the Grand Prix

for her feature film The

of the Generation 14plus

World of Us.

section. The film has won 46
awards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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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 바디

AC

6.20 16:30 GV

Our Body

82년생 김지영

Korea / 2019 / 118min / Fiction / color / ⑫

8년 동안 고시 공부를 하던 자영은 지친 상태다. 어느 날 우연히 달리기를 하는

조남주 작가의 베스트셀러가 원작. 여성으로 태어나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다. <아워 바디>는 독특한 톤을 지닌 영화다. 표면적으로는 건조하지만, 그 안엔

으로 공감할 수 있는 텍스트가 되었다. 빙의 현상을 통해 또 다른 목소리를 가지게

현주를 보게 되고, 자영도 달리기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조금씩 삶의 변화가 생긴

된 김지영의 목소리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사회를 장악했던 가부장제에 대한 허심

아우른다. 이러한 복합적인 뉘앙스를 아우르는 최희서의 연기가 인상적. �몸�을

years, is too exhausted to continue. One day, she encounters Hyunjoo on a run and decides to start running herself. Then, little by little,
her life changes. Our Body is a film with a unique tone. On the surface,
it looks like an unemotional story, but there are delicate emotions
and mysteries, encompassing daily fantasy and even sexual touches.
Choi Hee-seo, who plays Ja-young, delivers this complicated nuance

16:30 TALK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김지영의 이야기다. 각색 과정에서 좀 더 대중적

미묘한 감정이 흐르고 미스터리가 있으며, 일상의 판타지와 섹슈얼한 느낌까지

Ja-young, who has been studying for a senior civil service exam for eight

6.21

KIM JI-YOUNG, BORN 1982

Korea / 2018 / 95min / Fiction / color / ⑮

통해 삶의 주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AC

탄회한 담론이다. 민감한 소재를 다룬 영화가 아니라, 양성 관객 모두에게 던져진
한가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2017년 한국 영화 아카데미

연출을 전공했다. <봄이 오는 동
안>(2014), <장례난민>(2017)
등을 연출했다.
HAN Karam
studied film directing at

화두 같은 작품이다.

Kim Ji-young, Born 1982 is based on the eponymous best seller by
author Cho Nam-joo. It is a story of Kim Ji-young, a woman who lives
her life as a daughter, wife, mother, and office worker. In the process of
being adapted into a film, the text has become one that can better elicit
empathy from viewers. Through the different voices of Kim Ji-young,
seemingly possessed by the spirits of other women, the film presents

김도영

대한민국의 배우이자 영화감독

이다. 2009년 영화 <어떤 개인
날>로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여

자신인상을 수상했다. <82년생
김지영>(2019)을 통해 장편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다.
KIM Do-young

Korean Academy of Film

a candid discourse on the patriarchal system, which has dominated our

impressively. The film looks into the meaning of an independent life

Arts. Her works include

society for so long. Rather than expressing its own views about sensitive

film director. She won Best

and finding one’s identify in society through the “body.”

When Spring Is Coming

topics, the film offers food for thought for both male and female

New Actress at the Busan

(2014) and Tombstone
Refugee (2017).

audiences.

South Korean actress and

Film Critics Awards for The
Day After. She debuted as a
feature film director with Kim
Ji-Young, Born 198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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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아름 결혼하다

AMT

6.20 20:30 GV

Areum Married

Korea / 2019 / 86min / Documentary / color / Ⓖ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2015)에서 우리 사회의 외모지상주의를 감독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냈던 박강아름 감독의 두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 결혼 후 남편
과 프랑스 유학 생활을 하는 감독의 생생한 삶이 담겨 있다. 요리사인 남편은 살림
을 맡고, 아내는 공부를 한다. 이때 아이가 생기고 그들의 부부 생활은 큰 갈등에
휩싸인다. 결혼 생활에 대한 적나라하면서도 가감 없는 기록. 남편이 차리는 �외길
식당� 신들의 이야기들도 흥미롭다.

Areum Married is the second feature-length documentary of director
Parkkang Areum, who documented her own story to reveal our society’s
lookism in Areum (2015). It gives a vivid depiction of the director’s life,
who got married and left for Paris to study with her husband. She
studies while her husband, who is a cook, keeps the house. The couple
face major relationship issues after the birth of their daughter. The film

박강아름

데뷔작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

(2015)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

리 영화제 신인경쟁부문에 초청

됐으며, 두번째 단편인 <박강아름
결혼하다>(2019)로 코펜하겐 국

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신인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offers a candid and honest record of a marriage. It is also interesting to

PARKKANG Areum

hear stories unfolding at Restaurant à Domicile, a weekend restaurant

Her second documentary

run by her husband in their own house.

feature Areum Married
(2019) was invited to the
Next:Wave Competition
section of CPH:DOX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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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시네마

Pyeongyang Cinema

북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Pyongyang Cinema provides a window into the past,

먼저 작년에 이어 해외감독들의 눈으로 바라본 분단의

Among the five films selected, Korea: The Never-

섹션인 평양시네마는 올해 5편의 영화들을 선정했다.

역사와 북한에 대한 시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신작 두
편이 소개된다. 존 마지오 감독의 <끝나지 않은 전쟁>

은 2차대전 이후로 아직까지 휴전 상태로 이어지고 있

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인 6.25 전쟁을 조망하
는 다큐멘터리로, 한국의 KBS를 비롯해 미국, 영국, 프
랑스가 합작하여 4년여에 걸쳐 완성한 작품이다. 2차

대전 종전에서 2019년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의 연대
기를 그린 이 영화는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6.25 전
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 최근에 발굴된 희귀한 아카이브

자료들, 한국계 할리우드 배우 존 조의 내레이션 등 흥
미를 자아내는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 또 한 편의 해외
작품인 <평양 마라톤>은 올림픽 채널에서 만든 다큐멘

터리로, 북한의 유일한 국제 스포츠 행사인 만경대 마라

톤을 배경으로 두 명의 해외 선수들이 마주한 평양의 이
모저모와 북한 스포츠인들과의 만남을 다룬다.

유럽 애니메이션의 하청 작업으로 외화를 벌어들인 북
한 애니메이션의 독특한 색채를 느낄 수 있는, 전래 동
화를 바탕으로 한 두 편의 해외 합작 애니메이션 <금강

산 팔선녀>(2008)와 <호동왕자와 락랑공주>(1990)도

present, and future of unknown life in North Korea.

Ending War and Running in North Korea are two
documentaries which depict the history of a Divided
Nation seen through the eyes international film
directors. Korea: The Never-Ending War, directed
by John Maggio, overlooks the Korean War --a long
lasting war that still remains in the state of ceasefire.
It's a collaborated work of four countries (U.S, U.K,
France and Korea) which took four years to be
finished. This chronicle covers a wide range of period
from the end of World War II to the recent U.S. – North
Korea Summit Talk. It provides a fresh prerspective of
the Korean War viewed from the eyes of a third party,
rare archives recently discovered, as well as narration
of John Cho’s, a Korean-American Hollywood star.
Running in North Korea, another documentary
shot by Olympic Channel, is set on Mangyeongdae
Marathon, the only sporting event in North Korea. Two
foreign athletes meet North Korean participants and
show various aspects of Pyongyang.

소개된다. 유일한 국내 작품인 <김일성의 아이들>은 북

Two collaborated foreign animation films The

이들과 특별한 우정을 나누었던 동유럽 사람들의 회고

Princess Nakrang(1990) are based on traditional fairy

한이 6.25 전쟁 중 동유럽 전역으로 피신시킨 북한 아
를 바탕으로, 인종과 국가를 넘어서는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제는 정말로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와 같은 말, 같은
역사를 나눈 민족으로 휴전선 저편에서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은 한반도에서 평화란,

Enchanted Mountain(2008) and Prince Hodong and

tales, showing the unique color palettes of North
Korea. KIM IL SUNG’s Children stands out as the only
film shot in South Korea. It’s based on the recollections
of several Europeans who developed special bond and
friendship with North Korean children sent out to East
Europe during the Korean War.

한때는 가족이었고, 이웃이었고, 같은 나라에 속해 있었

A nation very near, but so far, which shares the same

한 체제 안에 숨죽인 평범한 그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마

DMZ, always arouse special sentiment in our heart.

던 그들과 다시 만나 못 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엄혹
주하는 것이다.

language and history with us on the other side of

Peace in Korean peninsula – the only Divided Nation
in the world – is nothing more than a continuation of
small talks unfinished, remembrance of the ordinary
faces hidden under their severe political system.

106

107

금강산 팔선녀

AMT

6.20 18:00

The Enchanted Mountain
김준옥

장소로 청년을 인도하고, 청년은 그곳에서 한 선녀와 사랑에 빠진다. 전래동화

아동영화를 연구했다. 이탈리아

이 영화는 북한 애니메이터들의 섬세한 그림과 기술적 완성도로 인해 화제가 된
작품이다.

A young man living at the top of Mt. Geumgang helps a fawn injured
by a hunter. To repay his kindness, the fawn takes him to a mystical part
of the mountain where fairies gather. There, the young man falls in love

6.19 18:00

DPRK / 1990 / 85min / Animation / color / Ⓖ

금강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은 어느 날 사냥꾼에 의해 부상 당한 사슴을
[선녀와 나무꾼]을 모티브로, 이탈리아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북한 애니메이션인

AMT

Prince Hodong and Princess Nakrang

Italy / 2008 / 106min / Animation / color / Ⓖ

발견하고 치료해준다. 사슴은 보답으로 선녀들이 모이는 금강산의 비밀스러운

호동왕자와 락랑공주

황해남도 벽성군 출생. 조선예술
영화 촬영소 만화영화제작단에서
몬도 텔레비전 회사의 책임연출
가로 일했다.

KIM Jun Ok
Born in Byeokseong-gun,
Hwanghaenam-do. He
worked for SEK Studio
creating animated children's

외적이 침입하면 저절로 울리는 낙랑의 자명고로 인해 고구려의 공격이 번번이

김용찬

그리고 미모의 낙랑공주와 사랑에 빠진다. 호동왕자와 낙랑공주의 비극적인 사랑

일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호동

실패로 돌아가자 고구려의 왕자 호동은 자명고를 없애기 위해 낙랑에 잠입한다.

과 죽음의 설화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북한 영화. 북한 특유의 개성적인 캐릭터

이미지가 돋보이며, 서양 애니메이션과는 사뭇 다른 동양적 필치가 눈길을 끄는
작품.

After Goguryeo’s attempts to attack Nakrang have repeatedly failed due
to Jamyunggo, a mythical drum in Nakrang that plays itself when an

평양미술대학교에 졸업 후 조선

과학교육영화 촬영소의 연출가로
왕자와 락랑공주>, 프랑스 합작인
<레미제라블>이 있다.

KIM Yongchan
he works as a director at
the Korean Scientific and
Educational Film Studio.
His major works include

films and directed projects

enemy approaches, Prince Hodong of Goguryeo sneaks into the enemy

for Mondo TV in Italy.

kingdom to get rid of the drum. But he falls in love with beautiful

Nakrang and Les Miserables,

film production company, this film tells a story based on the Korean folk

Princess Nakrang instead. Prince Hodong and Princess Nakrang is

a joint project with France.

tale The Fairy and the Woodcutter. Its delicate images created by North

a North Korean animation based on the eponymous folk tale which

Korean animators and a high level of technical refinement has drawn

tells the story of tragic love and death of the prince and princess. This

much attention.

film features unique character design distinctive of North Korean

with one of the fairies. A North Korean animation produced by an Italian

Prince Hodong and Princess

animations in an Asian style widely different from that found in Western
ani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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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의 아이들

KIM IL SUNG’s Children

PCH

6.20 11:00 GV

AC

6.22 14:30 GV

끝나지 않은 전쟁

6.22 18:00

Korea: The Never-Ending War

Korea / 2020 / 84min / Documentary / color, b&w / Asian Premire / ⑫

USA / 2019 / 120min / Documentary / color, b&w / ⑫

1950년 한국전쟁 이후 10만 명 이상의 전쟁고아가 남북 각지에 생겨났다. 이때

반세기 동안 휴전으로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를 새롭게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유럽 여러 나라로 보내졌다. 북한에서 동맹국에게 위탁

(Forgotten War)�이라는 신화에 맞서 한국전쟁 이후의 갈등과 세계의 흐름을

5천 명 이상의 북한 고아들이 위탁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폴란드, 체코, 헝가리,

PCH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는 배우 존 조의 내레이션을 바탕으로, �잊혀진 전쟁

교육을 맡겨 동유럽 전역으로 흩어진 북한 아이들과, 그들과 함께 우정을 나눈

기록한다. KBS와 해외 프로덕션이 공동 제작한 이 작품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

사랑에 빠져 결혼했으나 생이별을 하게 된 현지 교사의 가슴 아픈 사랑이야기가

방영된 바 있지만,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는 존 조의 내레이션이 담긴 오리지널

현지 아이들이 이제는 노인이 되어 돌아보는 따뜻한 우정의 이야기. 북한 교사와

흥원의 제작지원을 받아 제작된 작품이다. 이미 더빙판으로 편집되어 KBS에서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 숙고하게 만든다.

김덕영

상영본을 선보인다.

존 마지오

The 1950 Korean War resulted in over 100,000 orphans on both sides.

그는 전쟁의 현장과 전 세계의 고

Korea: The Never-Ending War is a documentary which sheds new

메리칸 익스피리언스>가 있으며

North Korea sent more than 5,000 war orphans to different countries

아들을 담고 있다.

in Eastern Europe under the excuse of putting them in custody for

KIM Deog-young

in a military standoff for half a century. Narrated by actor John Cho,

education. Scattered throughout Eastern Europe to be taken care

As a documentary director

this film confronts the myth of the “Forgotten War,” documenting the

of by North Korea’s allies, these children forge ties of friendship with
local children. And now, grown old, they look back on those days of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겸 작가인

and writer, he depicts war
and lives of orphans around
the world.

light on the geopolitical significance of the Korean Peninsula locked

post-Korean War conflict and global consequences. It is co-produced
by the KBS and overseas production companies, sponsored by Korea

대표작으로 <프론트 라인>, <아
선댄스 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
에서 상영됐다.

John MAGGIO
Among his major works are
Frontline and American
Experience. His films have

friendship. A love story of a teacher who fell in love with another teacher

Communications Agency. Its Korean-dubbed version has been shown

been selected for numerous

from North Korea but had to be parted from each other is a poignant

on the KBS, but at PIPFF, the original version narrated by John Cho will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reminder of how thoughts and feelings transcend borders and

be presented.

Sundance Film Festival.

ide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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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마라톤

PCH

6.22 11:00

Running in North Korea
UK / 2019 / 44min / Documentary / color / International Premiere / ⑫

올림픽 국가대표였던 스노우보더 에이미 풀러와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 미리암
예거가 2019 만경대 국제마라톤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여행하며 북한 올림픽

참가자들과 만나는 놀라운 여정을 담은 올림픽 채널의 다큐멘터리. 북한의 유일
한 국제마라톤인 만경대 마라톤의 이모저모, 가장 최근의 평양의 거리가 손에

잡힐 듯 생생히 펼쳐진다. 폐쇄된 세계에 익숙하지 않은 서양인의 눈으로 바라본
북한지도원들과의 대화, 선수 출신의 주인공들과 이념을 넘어 스포츠 정신으로
접점을 찾는 북한의 선수들의 만남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칼 힌드마치

A documentary from the Olympic Channel that captures the journey of

한 감독이며, 대표작으로 다큐멘

Olympic snowboarder Aimee Fuller and freestyle skier Mirjam Jaeger as
they travel to Pyongyang to participate in the 2019 Mangyongdae Prize
International Marathon and meet fellow Olympians from North Korea.
The documentary highlights various aspects of the Mangyongdae
International Marathon and a vivid up-to-date glimpse of Pyongyang’s

칼 힌드마치는 다수의 상을 수상

터리 <볼륨을 높여라> <마크 론
슨 – 프롬 더 하트> <7/7 폭격>
이 있다.

Carl HINDMARCH
Carl is an award winning
director known for Pump Up

streets. Conversations with North Korean officials seen from the

the Volume, Mark Ronson-

perspective of Westerners and the formation of bonds with North

From the Heart and The 7/7

Korean athletes through sportsmanship unfold in an exciting and
entertaining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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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bing.

독립영화하기�좋은�강원도�만들기!
모여라�강원영화인!
Instagram
@gw_indieﬁlm
Facebook
@gangwonindieﬁlm

Mail
gwindieﬁlm@gmail.com

POV: 안녕, 아이들
POV: Take Care, Kids

영화 속에서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세계는 종종 어른의 세계에 대한 메타포처럼 작용한다. 아이들의 투명한

A world seen through the eyes of an innocent child is a common metACHor used to highlight the

하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매해 주목할 만한 주제를 선정하는 POV 섹션의 올해 주제는 �안녕, 아이들�이다.

but we can always find a place for little hope too. It is in this light that PIPFF presents the theme of

시선을 통해 보여지는 세상의 모습은 때로는 더욱 참혹하지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작은 희망이 잠재해 있기도
올해 POV 섹션에서 선보이는 9편의 영화들은 아이들을 통해 어른들이 깨닫게 되는 또 다른 삶의 단면을 다룬다.

characteristics of an adult world. True, the world can be a brutal place from a child’s point of view,
the 2020 POV Section: “Take Care, Kids.”

전쟁의 한복판에서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 한 초등학교에서도 풋사랑은 시작되고(1982), 동일본 대지진에서

Even the war can't stop a young boy from having a crush on a classmate (1982), while a girl who

여성 차별이 존재하는 중동에서 스케이트보드를 배우며 미래를 꿈꾸는 용감한 소녀들(스케이트보드 타는 소녀들),

strangers (Voices in the Wind). Girls are exposed to discrimination and nightmare in Learning

살아남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잃어버린 소녀는 낯선 이들에게 위로받으며 성장한다(바람의 목소리). 극심한
어쩔 수 없이 마약 운반책이 된 소녀가 겪는 악몽(시험)은 가장 나약한 존재인 아이들이 겪어야만 하는 세상의 모진
바람을 보여준다. 그러나 때로 아이들의 세계를 통해 어른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한다. 학교에서 벌어진 아이

들 간의 폭행으로 인해 얽히고설킨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다루는 <아이들을 주의하라>, 인생의 낙오자라 여기며
풀죽어 있던 30대 여성이 베이비시터를 하며 만난 가족을 통해 한층 성장하는 이야기 <프랜시스와 나>, 분쟁국에

lost all her loved ones to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akes comfort in the presence of
to Skateboard in a Warzone and Exam, reminding us of the certain rites of passages every
adolescent will eventually go through. Apparently though sometime it’s the grown-ups who
emerge with the greatest takeaway.

서 독일로 이민 온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다종다기한 상황을 온 몸으로 받아내는 선생님의 딜레마(독일어 수업)는

Beware of Children starts off with a violent incident between kids, but things get complicated

사랑과 이해, 따뜻한 대화와 흥얼거리는 멜로디(나이로비), 그 단순함 속에서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세상은 좀 더

34-year-old babysitter, and the teacher of the newly arrived immigrant children faces no shortage

아이들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한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이다. 그러나 때로 아이들의 감정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
살만한 곳이 될지도 모르겠다.

soon as adults are involved. Saint Frances may well be described as a coming-of-age story of a
of tricky situations to deal with in German Class. As long as one can look at things from a kid’s
perspective, or manage to find peace in little chats and some easy-to-hum melodies (Nairobi), the
world will surely be a better place to liv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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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시스와 나
Saint Frances

AMT

6.19 20:00

AMT

6.21 20:30

애는 계속된다. 작년 토론토영화제 넷팩상을 수상하고 <가버나움>(2018)을 연출

관객상을 수상한 <프랜시스와 나>는 특별한 가족의 삶 속으로 들어가 우정과

한 나딘 라바키가 주인공 여교사 역으로 출연한 이 작품은, 레바논의 시골 학교를

연대라는 선물을 얻은 브리짓의 이야기를 통해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딛고 희망

Amidst her daily agonies, an unlikely friendship emerges between
Bridget and Frances. Saint Frances is the winner of the Special Jury
Prize and the Audience Award at the SXSW Film Festival. The film draws

6.22 13:00

하고, 어른들이 전쟁의 위협으로 불안과 공포에 떠는 동안에도 위삼의 애타는 구

스 사이에는 뜻밖의 우정이 피어난다. 작년 SXSW 영화제에서 심사위원특별상과

the same time that she terminates her pregnancy with abortion pills.

DL

은 반 친구 조안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한다. 그러나 상황은 계속 어긋나기만

받자마자 6살 프랜시스의 유모로 취직하고, 고달픈 일상 가운데 브리짓과 프랜시

Bridget starts working as a nanny for a 6-year-old Frances at around

6.20 16:30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당시, 산골 학교에서의 마지막 날. 11살 위삼은 같

이렇다 할 꿈 없이 살아가는 30대 여성 브리짓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낙태 수술을

프랜시스를 연기한 라모나 윌리암스의 사랑스러운 케미가 돋보이는 작품.

Lebanon, USA, Norway, Qutar / 2019 / 100min / Fiction / color /

DL

Korean Premiere / Ⓖ

USA / 2019 / 102min / Fiction / color / Korean Premiere / ⑫

을 말하는 유쾌한 여성들의 반란을 다룬다. 주연과 각본을 맡은 켈리 오설리번과

1982

배경으로 풋풋한 아이들의 구애 소동과 폭격으로 위협받는 현실 상황을 대비시킨
알렉스 톰슨

켄터키 주에서 나고 자랐다. 드포
대학을 졸업하고 LA의 레솔 캐스
팅에서 일했다. <프랜시스와 나>
는 그의 첫 장편이다.

Alex THOMPSON
Born and raised in Kentucky,

다. 전쟁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사랑스러운 동심이 인상적인 영화.

At the start of the Israeli invasion of Lebanon in 1982 at a school high
in the mountains of Lebanon, Wissam decides to tell his classmate
Joana about his crush on her. While adults have growing fears under
the looming threat of war, Wissam continues to try to follow through
on his mission. 1982, which won the NETPAC Award at the Toronto

울리드 무아네스

레바논과 라이베리아에서 자랐으
며 뮤직 비디오, 광고,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작업을 가진 바 있다.

현재 선댄스 시나리오 연구소에서
강의하고 있다.

Oualid MOUANESS

US. After graduating from

International Film Festival last year and has Nadine Labaki, the director

DePauw University, he took

Liberia and worked on

gets the gift of friendship and bond to highlight the rebellion of women

of Capernaum (2018), as the female protagonist (Wissam’s homeroom

up an assistant position

music videos, commercials

overcoming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nd starting to see hope. A

at Lessall Casting in Los

teacher), seeks to present a contrast between the impending conflict

on the story of Bridget, who goes into the life of a special family and

lovely chemistry between Bridget (played by the film’s screenwriter,
Kelly O’Sullivan) and Frances (played by Ramona Williams) stands out.

118

Angeles. He directed his first
feature Saint Frances.

and children’s antics over Wissam’s mission. The innocence of childhood
seems to alleviate the agony of war.

Grew up in Lebanon and

and documentaries. He
currently is a Rawi/Sundance
Screenwriting F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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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수업
German Class

DL

6.19 11:00

DL

6.22 11:00

바람의 목소리

Voices in the Wind

Germany / 2019 / 89min / Documentary / b&w / Asian Premiere / Ⓖ

Japan / 2020 / 139min / Fiction / color / ⑫

우테 베키오는 분쟁국에서 독일로 이민 온 아이들이 독일 학교 시스템에 적응할

9년 전 동일본 대지진에서 가족을 잃고 히로시마에서 이모와 함께 지내는 고등학

다. 영화는 베키오를 중심으로 이민자 아이들의 고충과 더불어 천진난만한 아이

그녀는 좌절감에 방황하다 자신의 예전 집인 이와테로 찾아가기로 한다. <바람의

수 있도록 2년간 교육하고 정식학교로 진학시키는 역할을 하는 특수학교의 교사

플로리안 하인첸-지옵

Ute Vecchio is a teacher who prepares children from foreign countries

미에서 영화를 공부했으며 2013년

of young immigrants as well as their innocent perspective on the
school. Students from diverse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s grow up
while going through various incidents and pursuing different dreams.

6.22 18:00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역설적인 희망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스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베키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years. With Vecchio at the center, German Class touches on the distress

EM

목소리>는 대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소녀를 중심으로, 가족을 잃고서도 남은 삶을

아이들은 학업 이외에도 저마다 다른 꿈을 갖고 낯선 곳에서 여러 사건들을 겪으

to be integrated into the German school system in no more than 2

6.19 18:30

생 하루. 어느 날 이모가 갑작스레 쓰러지며 병원에 입원하자, 다시 홀로 남게 된

들의 시선으로 학교의 이모저모를 담는다. 각기 다른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진

며 성장하고, 감독은 새로운 사회와 언어에 적응하며 자라나는 아이들과 곁에서

EM

1984년생, 쾰른 미디어아트 아카데
폴리페모스 제작사를 설립했다. 단
편 방송, 다큐멘터리를 감독하고 현
재 독일 퀼른에서 살고 있다.

Florian HEINZEN-ZIOB
Born in 1984. He studied at

노부히로 감독은 집단적 재난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자들의 상실감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서로를 돌보고 기대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스와 노부히로

Haru, a high school girl who lost her family members during the Tohoku

했으며, <마더>(1999)는 제52회

earthquake and tsunami, lives with her aunt. Once day, her aunt checks
into a hospital. Left alone and still haunted by her loss, she sets out
a long journey to Otsuchi, a town in the Iwate Prefecture, where her
family home once stood. Voices in the Wind presents a paradoxical

1960년 히로시마에서 태어났다.

<듀오>(1997)로 장편 영화에 데뷔

칸영화제에서 국제비평가상을 받
았다.

SUWA Nobuhiro
Born in Hiroshima in 1960.

the Academy of Media Arts

hope through Haru’s encounters with other survivors. Director Suwa

The director documents the days of the class teacher, a real support for

Cologne and incorporated

Nobuhiro tells the audience that the survivors of a disaster can heal

2/Duo in 1997 and won the

her students in their endeavors to adapt to a new language and society.

Polyphemus Productions

their sense of loss by looking after and leaning on each other.

FIPRESCI Prize at the 52nd

in 2013. He has made a
number of short films and

He directed his first feature

Cannes Film Festival with
M/Other (1999).

documentaries. He currently
resides in Colo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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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주의하라
Beware of Children

DL

6.20 13:00

EM

6.23 11:00

POV 단편 POV Shorts

시험

정치인의 아들 제이미를 우발적으로 다치게 하고 그는 결국 사망한다. 학교와

올해 선댄스영화제 단편 부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란 영화 <시험>은 마약 운

하고 있던 교장 리브는 정치적 신념과 교사로서의 사명감, 연애 관계 모두가 한데

두고 학교 가는 길에 삼촌이 맡긴 마약을 할 수 없이 전달하는 일을 맡게 된 소녀는

지역사회는 사건을 둘러싸고 혼란에 빠지고, 제이미의 아버지와 비밀 연애를

전달자가 나타나지 않자 할 수 없이 마약을 지닌채 시험을 치러가지만, 갑작스러운

존중하고 소통하는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숙고하게 만든다.

다그 요한 하우거루드

In an elementary school in Norway, Lykke, the 13-year-old daughter of

다. 극작가로 일하며 3편의 소설을

and the entire community get embroiled in a complete chaos. Liv,
the school’s principal who happens to be in a secret relationship with
Jamie’s father, is faced with a confusing situation where her political

6.21 16:30

반 과정에 연루된 한 10대 소녀가 겪는 악몽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시험을 앞

얽혀 혼돈스러운 상황에 직면한다. 이 영화는 학교폭력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of a right-wing politician. When Jamie later dies in hospital, the school

DL

Iran / 2019 / 15min / Fiction / color / Korean Premiere / ⑫

노르웨이의 한 초등학교. 노동당 정치인의 딸인 13세 소녀 리케가 같은 반 우익

a Labor Party politician, seriously injures her classmate Jamie, the son

6.19 18:30

Exam

Norway, Sweden / 2019 / 157min / Fiction / color / ⑮

토대로, 단순히 흑백논리로 얘기할 수 없는 복잡한 삶의 조건에 대한 성찰, 다름을

DL

오슬로 대학교에서 극작을 공부했
출판했으며 <러스트>(2000)는
노르웨이단편영화제에서 그랑프
리를 수상했다.

Dag Johan HAUGERUD
Studied dramaturgy at the

소지품 검사에 당황한다. 미성년자를 이용한 마약운반이라는 어두운 현실을 다룬

이 영화는, 주인공 소녀 역을 맡은 사다프 아스가리의 존재감과 뛰어난 연기가 특
히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Exam, an Iranian film which won the Short Film Special Jury Award
for Acting at the 2020 Sundance Film Festival, is a nightmarish story
of a teenage girl involved in the delivery of a pack of cocaine. On the
morning of her exam day, the protagonist reluctantly agrees to deliver

소니아 하다드

작가 겸 감독이다. 보스턴 에머슨
대학에서 영화와 미디어아트를

전공했다. 단편 영화를 제작하고,
TV 시리즈와 단막극을 편집했다.

Sonia K. HADAD
A writer and director. She
studied film and media

University of Oslo. He has

cocaine on behalf of her uncle. But the buyer did not show up and she

arts at Emerson College in

conviction, sense of duty as a teacher, and secret relationship are all

published three novels while

Boston. She has directed

intertwined. The film gets viewers to reflect on their lives that cannot

also working as a librarian

goes to school carrying drugs with her. A sudden inspection of students’

be seen in black-and-white terms and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differences and reaching out to others.

and screenwriter. His short
film Lust (2000) won the

belongings throws her into a panic. Touching on a dark reality, Exam
features a stunning lead performance by Sadaf Asgari.

short films and also edited
TV series and shorts.

Grand Prix at the Norwegian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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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 단편 POV Shorts

리틀 치프

DL

6.19 18:30

DL

6.21 16:30

Little Chief

POV 단편 POV Shorts

나이로비

USA / 2018 / 15min / Fiction / color / Asian Premiere / Ⓖ

오클라호마 주의 가난한 시골 초등학교. 원주민 여성이자 학교 선생님인 샤론은

뉴욕으로 이민 온 서아프리카 출신의 모녀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즐거움

쓰고 있다. 어느 평범한 오후, 베어는 친구들의 괴롭힘을 참다못해 교실 밖으로

케인>이 작년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남우주연상을 동시에

가정 폭력으로 인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원주민 소년 베어에게 마음을

차별받는 초라한 삶에 대한 기이한 연민과 동질감으로 가득 차 있다.

Sharon, a Native American teacher at a rural elementary school in
Oklahoma, cares about her student Bear, a Native American boy who is
physically abused at home. He also has a hard time at school. One day,
Bear cannot stand his classmates’ harassment any longer and runs out
of the classroom. Little Chief, which had its world premiere as part of the
Shorts Selection at the 2020 Sundance Film Festival, draws on episodes

에리카 트렘블리

비디오 콘텐츠에 10년 이상의 경
력이 있는 영화 제작자다. 그녀가
이끈 프로젝트는 60개 이상의 영
화제에서 상영됐고 PBS, CNN,
IFC에서도 방영됐다.

Erica TREMBLAY
A filmmaker with over 10

비디오를 보는 듯한 독특하고 시적인 미장센이 인상적인 작품으로, 짧은 이야기
속에 소수자로서의 삶에 대한 소회를 매력적인 터치로 담아내고 있다.

A mother and a daughter, West-African immigrants living in New
York, enjoy each other’s company at the dinner table. Director Phillip
Youmans was the talk of the town as a filmmaking prodigy last
year, when his feature debut Burning Cane swept top prizes at the

필립 유만스

뉴올리언즈 출신이다. 고등학생

때 연출한 <버닝 케인>으로 트
라이베이카 영화제에서 최우수

장편영화상을 수상했으며, 인디
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후보자로
올랐다.

Phillip YOUMANS

Tribeca Film Festival for Best Narrative Feature, Best Actor and Best

Born in New Orleans, US.

content. Her projects have

Cinematography. His new short film Nairobi seems to have combined

Burning Cane he directed in

a historical scar in American society. The bleak field in front of the

60 film festivals and also

124

이방인의 감수성을 결합시킨 그의 신작 단편 <나이로비>는 마치 한 편의 뮤직

years experience in video
been screened at over

compassion and empathy for a miserable life enduring discrimination.

6.21 16:30

휩쓸며 천재 소년 감독으로 화제를 불러모았다. 미국 남부의 멜랑콜리한 정서에

at an elementary school to address the issue of Native Americans,
school, where Sharon and Bear sit down and talk, seems to represent

DL

을 나눈다. 이 영화를 연출한 필립 유만스는 2000년 생으로 장편 데뷔작 <버닝

뛰쳐나간다. 올해 선댄스영화제 작품상 후보에 오른 이 영화는 초등학교에서
한다. 선생님과 학생이 뜻하지 않게 함께 앉아 마음을 나누는 초등학교 앞 들판은

6.19 18:30

Nairobi

USA / 2019 / 12min / Fiction / color / Asian Premiere / Ⓖ

일어나는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미국의 역사적 상흔인 원주민 문제를 이야기

DL

the sentiment of the American South with the sensitivity of an outsider.

high school won the award
for Best Narrative Feature at

featured on PBS, CNN and

Featuring a poetic mise-en-scène, which gives the impression of

IFC.

watching a music video, the film presents a life as a minority with an

garnered nominations at the

attractive touch.

Independent Spirit Awards.

the Tribeca Film Festival and

125

POV 단편 POV Shorts

스케이트보드 타는 소녀들

DL

6.19 18:30

DL

6.21 16:30

Learning To Skateboard in a Warzone
UK, Afghanistan / 2019 / 39min / Documentary / color / Korean Premiere / Ⓖ

카불에서 운영중인 비영리재단 �스케이티스탄�은 5세에서 25세의 여성들에게
스케이트보드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소녀들이 교실 밖 삶 속에서도 차별에 저항
할 수 있는 용기와 가치관을 갖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아카데미영화제
단편 다큐 부문 작품상을 수상한 이 영화는 성차별이 극심한 중동 지역의 현실을

타개해나가려는 여성들의 용감한 한 걸음이 가져온 작은 변화를 그린다. 스케이
트보드 기술로 이루어진 재치 있는 소챕터, 스케이트보드를 익히는 동시에 여성
으로서의 자존감을 깨우치는 소녀들의 성장이 돋보이는 작품.

The film is about Skateistan, a non-profit organization which seeks not
only to teach young Afghan girls to skateboard but also to help them
have courage and values to stand against discrimination. The 2020
Oscar winner for Best Documentary (Short Subject), the film touches on

캐롤 디싱거

1970년대 후반, 아프가니스탄에

서 여러 해를 보내며 영화에 대한
통찰력을 키웠다. 현재 뉴욕 대학
교의 교수다.

Carol DYSINGER
She spent many years in
Afghanistan beginning

changes brought about by women in the Middle East, where they are

in the late 1970s, and this

faced with significant sexual discrimination. It features the witty titling

experience has given her the

of chapters with skateboarding techniques and the growth of girls who
learn to build their self-esteem while learning skatebo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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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to work on film. She
is currently a professor at
New York University.

한국영화 클래식: 6 � 25 � 70
<피아골>에서 <고지전>까지
Classic: 6 • 25 • 70
From Piagol To The Front Line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희망하는 PIPFF는 올해

The year 2020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Five feature films

1990년대와 2000년대 작품이 각각 한 편씩이다.

of permanent peace on the Peninsula.

�한국영화 클래식� 섹션에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5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1950~60년대의 고전 작품이 세 편, 그리고

about the war have been selected for screening at the PIPFF as we continue to hope for the arrival

먼저 이강천 감독의 <피아골>(1955)은 휴전 협정을 맺은 지 불과 2년이 되었을 때 나온 작품이다. 당시 반공법 위반

Directed by Lee Kang-cheon, Piagol premiered in 1955, just two years after the armistice was

니즘을 불어넣었다며 용공 논쟁에 휘말렸지만, 결국 엔딩을 수정해 상영할 수 있었다. 이만희 감독의 <돌아오지 않

guerrilla fighters, was met with fierce controversy over its alleged sympathy for Communism.

에 걸려 상영이 금지되었던 이 영화는 빨치산의 고뇌를 보여주는 심리적 전쟁영화다. 그런 이유로 �빨갱이�에 휴머
는 해병>(1963)은 한국 전쟁영화의 간판 스타 격인 작품이다. 인천상륙작전으로 시작한 이 영화는 군 부대가 동원

된 실감 나는 전투 장면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는 전쟁의 비극을 이야기한다. 장동휘 최무룡 이대엽 구봉서 독고성
등 당대의 남성 스타들을 만날 수 있다. 박상호 감독의 <비무장지대>(1965)는 휴전 12년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로케

이션 촬영을 한 작품이다. 전쟁 당시 군사분계선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남매의 이야기로, 전쟁을 동심의 관점에서
바라본 작품이다. 특히 최근 한국영상자료원에 의해 리마스터링이 되어, 깨끗한 화질로 관객과 만난다.

리마스터링이 된 또 한 편의 작품이 있다면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정지영 감독의 <남부군>(1990)이다.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분기점과도 같은 이 영화는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태의 원작을 영화화했다. 빨치산에 대

한 기록인 이 영화는, 한국 전쟁영화의 지평을 한뼘 더 넓힌 작품이다. 장훈 감독의 <고지전>(2011)은 휴전 협정이
오가던 시기 동부전선을 배경으로 한다. 뺏고 뺏기는 고지전. 그리고 전쟁의 거대한 허무함이 밀려온다.

signed. The psychological war film portraying the internal struggles of “partisans”, or a band of
A screening ban on the film was later lifted as its ending got modified. The Marines Who Never
Returned(1963) by Lee Man-hee is an iconic war film in Korean cinema. Featuring many battle
scenes including those from the famous Incheon Landing Operation(code name: Chromite), it
illustrates the tragedy of war. Director Park Sang-ho's The DMZ(1965) was actually shot in the
demilitarized zone between the two Koreas. It tells the story of a young brother and sister who get
lost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 remastered version is provided by Korea Film Archive
for an impeccable viewing experience. Another remastered gem of a war movie is North Korean
Partisan in South Korea(1990) by Chung Ji-young. Based on the sensational autobiographical
novel by Lee Tae, the film documents the last days of the partisans, and is credited for opening up
a new chapter in homegrown war movies. Last but not least, The Front Line(2011) by Jang Hoon
is set in the harsh Eastern frontier around the time talks about armistice were underway. In the
movie, series of hard-fought battles eventually lead to the realization of the futility o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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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골

AC

6.19 18:00

Piagol

돌아오지 않는 해병
Korea / 1963 / 110min / b&w / Fiction / ⑫

휴전 협정을 맺은 지 불과 2년 만에 나온 이강천 감독의 <피아골>은 1955년 당시

한국 전쟁영화 장르는 이 영화를 통해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유는 �공산주의자를 인간적으로 그렸다�는 것. 전쟁이 끝났지만 지리산에 남아

사이의 전우애와 갈등, 반전과 휴머니즘의 테마 등 전쟁영화가 갖춰야 할 요소들

반공법에 걸려 상영이 금지되었고, 결말을 수정한 후에 극장에 걸릴 수 있었다. 그

이만희 감독의 대표작인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전투 신의 스펙터클, 캐릭터들

있는 빨치산의 이야기인 <피아골>은 그들의 고뇌와 광기와 욕망을 통해 전쟁이 인

이 황금비율로 배합되어 있는 작품이다. 실제 해병대원들이 동원된 액션 장면은

간에게 남긴 상처를 드러낸다. 전쟁영화라기보다는 심리 드라마에 가까운 걸작.

after the signing of the ceasefire agreement of the Korean War, was
initially banned from screening for breach of the Anti-Communism Act.
It was only after the film’s ending was altered that the film could be
shown in theaters. The offence in question was a “humanistic portrayal
of communists.” The film is about Korean partisans who remain in
hiding in Mt. Jiri after the war has ended. Through its depiction of their
anguish, madness and desire, Piagol lays bare the scars of war. It is a
masterpiece that is more of a psychological drama than a war film.

전무후무한 광경. �내가 없으면 누가 웃겨주니?�라는 구봉서의 유언은 영원히
이강천

1920년 충청남도 서천 출신 <피
아골>로 은마상을 수상했다. 초기
에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주로

만들었고 이후에는 멜로에 주력했
다. 1993년에 세상을 떠났다.
LEE Kang-cheon
Born in Seocheon,

회자될 명대사다. 전쟁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지 묵직하게 묻는 작품이다.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genre of war film in Korea
began with this film. Lee Man-hee’s best-known work, The Marines Who
Never Returned, has all the essential elements of a war film such as the
spectacle of a battle scene, comradeship and conflict among characters
and the theme of anti-war and humanism in a golden ratio. The action
sequence where actual marines appear is an unprecedented sight. “Who

이만희

1931년에 태어났다. <마의 계단>
(1964) <만추>(1966) <휴일>

(1968) 등 수많은 걸작을 남겼다.

한국영화사의 천재 감독. <삼포

가는 길>(1975)을 유작으로 남기
고 45세에 세상을 떠났다.
LEE Man-hee

Chungcheongnam-do.

would make you laugh when I am gone?” are the dying words of the

He won Best Director

character played by legendary comedian Koo Bong-seo, and they make

Evil Stair (1964) Full Autumn

with Piagol. While most

for one of the most memorable lines in Korean cinema. The film poses a

(1966) A Day Off (1968).

of his early works are anticommunist films set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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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ines Who Never Returned

Korea / 1955 / 110min / b&w / Fiction / Ⓖ

Lee Kang-cheon’s Piagol, a film that came out in 1955, just two years

DL

heavy question asking us if human beings really need war.

Born in 1931. Directed The

Regarded as a genius in
Korea film history. The Road

war, his later works focus on

to Sampo (1975) is his last

melodrama.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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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

PCH

6.19 13:30

The DMZ

남부군

Korea / 1990 / 157min / color / Fiction / ⑮

동심의 시선에서 본 전쟁의 풍경. 휴전 상태인 1953년 DMZ에서 한 소녀가 엄마를

1988년 출간된 이태의 자전적 빨치산 수기를 정지영 감독이 영화화했다. 한국

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동행자가 된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두 가지 버전이 존재

북으로부터 버림 받고 남한의 국군에게 토벌 대상이었던 지리산의 빨치산 부대.

찾아 헤매고, 이때 한 소년을 만난다. 전쟁 고아인 두 아이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

전쟁영화뿐만 아니라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도 분기점 역할을 하는 작품이다.

하는데 현재 볼 수 있는 건 1966년에 아시아영화제에 출품되었던 세미 다큐 버전.

그들이 겪었던 생생한 기록을 통해 전쟁이 우리 역사에 남긴 거대한 상처를 되짚

한국영상자료원이 최근에 작업한 리마스터링 버전이 PIPFF에서 첫 선을 보인다.

of 1953 with the two Koreas in a truce, a girl while wandering around
looking for her mother meets a boy. The two orphans of war become
each other’s companion as they wander helplessly together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Surrounding them are numerous dangers
like landmines. There are two versions of the film: one as a featurelength film and the other as a documentary. The one that is available
for viewing is a semi-documentary that was submitted to the Asian Film

6.19 14:00 TALK

North Korean Partisan in South Korea

Korea / 1965 / 62min / b&w / Fiction / ⑫

A view of war seen from the eyes of innocent children. In the DMZ

AC

는다. 올해 30주년을 맞이해 한국영상자료원의 리마스터링 버전이 상영된다.
박상호

Chung Ji-young adapted a memoir written by Lee Tae of his days as a

1956년에 첫 영화 <해정>을 내놓
았고, 이후 <또순이>(1963) <비무

in the director’s filmography as well as in the history of films about the

했다. 2006년에 타계했다.

by the North and hunted down by the South. The vivid recording of

1931년생. 연극으로 데뷔했다.

장지대> 등 25편의 영화를 연출
PARK Sang-ho
Born in 1931. In 1956, he
directed his first film Love in

partisan and published in 1988, into a film. The film marks a watershed
Korean War. North Korean partisan units hiding in Mr. Jiri were deserted
their agony makes the audience reflect on the deep wound that the
war left on Korean history. Commemorating the film’s 30th anniversary,
a remastered version released by the Korean Film Archive will be shown.

정지영

출처: 에이스무비웍스

1946년 청주 출생. <남부군>

<하얀 전쟁>(1992) <헐리우드

키드의 생애>(1994) <부러진 화
살>(2011) <블랙 머니>(2019) 등
을 연출했다.

CHUNG Ji-young
Born in 1946. Debuted
in 1980s. Directed North

Festival in 1966. The Korean Film Archive recently released a remastered

the Sea. Famous films are

Korean Partisan in South

print.

A Happy Businesswoman

Korea (1990) White Badge

(1963) and The DMZ. Passed

(1992) Life of Hollywood Kid

away in 2006.

(1994) Unbowed (2011). Latest
work is Black Money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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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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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15:30

The Front Line
Korea / 2011 / 133min / Fiction / color / ⑮

21세기 한국 전쟁영화의 대표작. 휴전 협상이 오가던 1953년 초 동부전선 최전방인
애록 고지를 배경으로, 전장에서 발생한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한 뼘의 영토라도 더 빼앗기 위해 일진일퇴를 반복하며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던
애록 고지. �Korea�를 거꾸로 한 �Aerok�(애록)이라는 공간은 한국을 상징하는 곳이

며,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압축한 장소다. <공동경비구역 JSA>(2000)의
원작자 박상연이 각본을 썼고, <의형제>(2010) <택시운전사>(2017)의 장훈 감독이
연출했다.

장훈

Eastern front named Aerok Hill. The film revolves around a mystery

화는 영화다>로 생애 첫 메가폰

that happened in the battlefield. At Aerok Hill, numerous lives were
sacrificed to gain even a foot of land over the enemy. The name “Aerok”
is “Korea” spelled backward. It symbolizes Korea itself and is where the
tragedy of the Korean War is presented in a compressed yet powerful
form. The film was written by Park Sang-yeon who wrote the novel on

서울대 미대 출신. 2008년 <영
을 잡았다. 대표작으로 <의형제>

(2010), <고지전>(2011), <택시

운전사>(2017) 등이 있다.
Jang Hoon

A gradua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which the film Joint Security Area (2000) was based and directed by

Arts. His debut feature

Jang Hoon who also directed Secret Reunion (2010) and A Taxi Driver

is Rough Cut (2008). His

(2017).

famous works include Secret
Reunion (2010), The Front
Line (2011) and A Taxi Driver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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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 이옥섭 × 구교환

Close-up : YI Ok Seop × KOO Kyo-hwan
�클로즈업�은 올해 처음 시도되는 섹션이다. 개성 있는 작가 감독들을 지지하는 PIPFF의 의지를 담은 프로그램으

Debuting this year, the Close-up program is dedicated to celebrating and supporting the work

트로, 작년엔 이옥섭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구교환 배우가 이주영과 함께 주연을 맡은 첫 장편 <메기>(2018)를 내

whose collaboration dates back to 2014, are the inaugural year’s heroes. In 2018, the pair raised the

로, 그 첫 주인공들은 이옥섭 감독과 구교환 감독이다. 두 사람은 2014년부터 콜라보를 하고 있는 젊은 시네아티스
놓으며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 상영전에선 두 감독이 �따로 또 같이� 만든 8편의 단편과 <메기>를 상영한다. <웰컴 투 마이 홈>(2012)과 <왜

of inimitable auteur-directors of our time. YI Ok Seop and KOO Kyo-hwan, two young cineastes
level of their joint effort further with Maggie, a feature-length film shot with YI in the director’s
chair and KOO acting opposite actress LEE Joo-young.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2013)는 구교환 감독의 단편. 특유의 �덕후�적 상상력과 유머 넘치는 감각

PIPFF has selected for screening eight short films, along with Maggie, by the two directors.

다큐는 캐릭터를 영화에 담아내는 감독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4학년 보경이>(2014)는 이옥섭 감독의

“geeky” imagination and whimsical visual aesthetics are in full display. YI’s 2012 documentary RAZ

적 영상이 인상적이다. <라즈 온 에어>(2012)는 이옥섭 감독의 다큐멘터리다. 논쟁적 BJ 라즈의 일상을 기록한 이
작품 세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편이다. 독특한 캐릭터, 예상치 못하는 전개와 편집 그리고 사운드와 비주얼의 교
묘한 접합 등이 흥미롭다.

두 사람이 공동 연출을 한 작품으로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2015)와 <걸스온탑>(2017)이 상영된다. 두 감독의
비주얼적 강점과 따뜻하면서도 웃음 짓게 하는 스토리가 잘 조화를 이루었다. 이후 이옥섭과 구교환은 역할을 분담

Welcome To My Home(2012) and Where Is My DVD?(2013) are shorts directed by KOO, where his
on Air chronicles the day-to-day goings-on of a “controversial” BJ, or an independent broadcaster,
skillfully developing the real-life figure into a screen character. A Dangerous Woman(2014) saw the
start of YI’s theatrical universe, with distinctive traits that include unique characters, unexpected
twists and editing, and the subtle intercrossing of sound and image.

하며 공동 작업을 한다. 각본과 편집은 함께 하면서, 이옥섭 �감독�과 구교환 �배우�로서 영화에 참여하는 것. <세마

Co-directed by KOO and YI are Fly To the Sky(2015) and Girls on Top(2017), each blending their

들의 첫 장편. 진실, 의심, 오해 등 다소 무거운 테마를 경쾌하고 감각적인 스타일에 담았다. 상영전 기간 동안엔 두

solo and KOO “acting,” while working jointly on screenplay and editing. The first product under

리>(2018)가 그런 작품인데, 구교환은 개의 말을 알아듣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로 등장한다. 최근작 <메기>는 그
감독과의 �스페셜 토크�가 진행된다.

signature aesthetics into a heartwarming story. They have split roles since then, with YI “directing”
this new system was Leave a Message after Beep(2018), in which KOO played the role of an animal
communicator. Their first-ever feature film Maggie(2019) explores rather serious themes in a fun
and light-hearted manner. The duo is to appear in Special Talk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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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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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gie

클로즈업 단편 1 Close-up Shorts 1

웰컴 투 마이 홈

Welcome To My Home

Korea / 2018 / 89min / Fiction / color / ⑮

Korea / 2012 / 6min / color / Fiction / ⑮

성관계 장면이 찍힌 사진 한 장으로 병원은 발칵 뒤집힌다. 그 사진의 주인공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간호사 윤영과 그의 남친 성원. 이후 이유를 알 수 없는

�교환은 오늘 승조와 수경이의 집들이에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자막으로 시작하

전해준다. 작년에 개봉된 독립영화 중 <메기>는 가장 독특한 톤을 지닌 텍스트다.

의 필모그래피에서 가장 날 것 그대로가 드러나는 작품이다. 친구의 집들이에 못

싱크홀이 생겨나고, 성원의 이전 연인이 나타나 윤영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는 러닝 타임 6분의 영화. 원래는 테스팅을 용도로 찍은 영상으로, �감독 구교환�

좀처럼 붙잡히지 않는 서사와 예상치 못했던 비주얼의 만남. 전형성을 거부하는
캐릭터와 미장센. 규정할 수 없는 장르성. 이옥섭 감독과 구교환 배우의 첫 장편

간 소외감과 분노와 모멸감 등 복합적 감정을 마치 마임을 하듯 표현하는 구교환

콜라보다.

이옥섭

The first feature-length collaboration between Yi and Koo is set in a

<라즈 온 에어>(2012), <4학년 보

hospital rocked by an X-ray photograph of a couple caught during
sexual act. Nurse Yoon-young and her boyfriend Sung-won believe that
it is them featured in the image. Inexplicable sinkholes open up across
town, and Sung-won’s old flame appears with a shocking story to tell.
Among the many indie films released last year, Maggie is probably the

PCH 6.20 15:30 TALK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했다.
경이>(2014),<걸스온탑>(2017)

의 퍼포먼스가 인상적. 결국 그는 레시피대로 올리브 마늘 파스타를 만든 성취감
으로 정신 승리를 한다. 구교환 김영관 지언태의 �잽필름� 작품이다.

구교환

This 6-minute film opens with a subtitle that reads, “Kyo-hwan did not

컴 투 마이 홈>(2012), <왜 독립

을 비롯한 많은 단편을 만들었

get invited to Seung-jo and Soo-kyung’s housewarming party today.”

(2018)는 첫 장편 데뷔작이다.

down, raw footage that you will find under Koo Kyo-hwan's directorial

으며 인권영화 프로젝트 <메기>
YI Ok Seop

Originally intended as a test shoot, it is probably the most stripedfilmography. The intense display of mixed feelings - pain of being left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 졸업. <웰
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

가>(2013) 등을 연출했으며 2016
주연을 맡은 <꿈의 제인>으로 백
상예술대상 신인상을 수상했다.
KOO Kyo-hwan

Graduated from the KAFA.

out, anger, humiliation - is mostly non-verbal yet powerful. At the end of

most unconventional, having a unique tone in more ways than one. Its

She made a series of short

the day, he claims a little victory of his own by posting on a social media

of the Arts. Being as a director

episodic narrative is not easy to grasp, and the characters and mise-en-

films including RAZ on Air

a picture of a sumptuous pasta meal he supposedly made and ate with

and an actor, he directed

scene couldn’t be further from stereo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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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A Dangerous Woman
(2014) and Girls on Top (2017).

“others.”

Graduated from Seoul Institute

various short films and won
Best New Actor at Buil Film

Maggie (2018) is her first

Awards and Baeksang Art

feature film.

Awards for Jane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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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단편 1 Close-up Shorts 1

4학년 보경이

PCH 6.20 15:30 TALK

A Dangerous Woman

클로즈업 단편 1 Close-up Shorts 1

걸스온탑

Girls on Top

Korea / 2014 / 28min / Fiction / color / ⑮

Korea / 2017 / 4min / Fiction / color / Ⓖ

�나 예쁜가? 아니면 매력 있나?� 미대 4학년 졸업반인 보경이는 덕우와 연인

우희는 키우던 선인장이 너무 커져서 식물원에 보내기로 한다. �좋은 데 가는 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여파는 종잡을 수 없다. <4학년 보경이>는 이옥

오는 길에 서커스에서 외발자전거를 타는 친구 주영을 만난 우희. 그들은 선인장

이지만, 마음 한 켠엔 백 선배가 자리 잡고 있다. 보경이의 흔들리는 마음. 이때

야. 나 없을 때 너 혼자 집에서 기다리는 거보다 친구들이랑 지내면 좋잖아.� 돌아

섭 감독의 극영화 필모그래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작품이다. 직선적으로 진행
되지 않는 스토리, 독특한 시점을 지닌 캐릭터, 사운드와 이미지의 생뚱맞으면서
도 그럴 듯한 매치, 특유의 유머 감각… 구교환과 이옥섭의 첫 콜라보 작품이기도
하다.

PCH 6.20 15:30 TALK

에 대해 이야기한다. �레트로 판타지�라 불러도 무방한 공간의 비주얼이 인상적인
이옥섭
YI Ok Seop

작품. �반려식물�과 정서적으로 교감한다는 대목은 <메기>나 <세마리>와도 일맥

이옥섭, 구교환
YI Ok Seop, KOO Kyo-hwan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두 감독의 공동 연출이며, 2017년 서울환경영화제의 트레
일러로 제작되었다.

“Am I pretty? Attractive?” asks Bo-kyung, an art major who has been

Woo-hee makes up her mind to send her overgrown cactus to a

dating Deok-woo for four years. She secretly has a crush on another guy

botanical garden. She tells the plant that “It will be better to be with

and soon, her restless heart sets off a series of unpredictable events.

friends.” On her way back, she meets with buddy Joo-young, who is

A Dangerous Woman marks Yi Ok Seop’s first serious venture into

practicing riding a unicycle at a circus. The film’s retro-feel aesthetics

feature film and the first collaboration with Koo Kyo-hwan. A nonlinear

evoke a sense of nostalgia as the girls talk about the incident. A

narrative, characters with unique point-of-view, oddly convincing

protagonist finding emotional support from her “pet plant” is a familiar

combination of music and video, and a rare sense of humor are some of

setting seen in the director’s other titles, Maggie and Leave a Message

the things that stand out in the film.

after Beep. Co-directed by Yi and Koo, Girls on Top was the official trailer
for the 2017 Seoul Eco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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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단편 1 Close-up Shorts 1

세마리

PCH 6.20 15:30 TALK

Leave a Message after Beep

클로즈업 단편 2 Close-up Shorts 2

로미오: 눈을 가진 죄
Korea / 2019 / 2min / Fiction / color / ⑮

달기에겐 겨울이라는 반려견이 있다. 그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인 교환을 통해

연인인 소정이가 보고 싶은 남자 로미오. 그는 소정의 집 앞으로 가지만 소정은

겨울이의 말을 듣는다. 하지만 교환을 통해 전해지는 겨울이의 이야기는 충격적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로미오는 소정이 보고 싶어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한다.

이다. 이옥섭 감독의 <세마리>는 <메기>를 연상시킨다. 달기는 연인의 진실에

<로미오: 눈을 가진 죄>는 광적인 사랑의 모습을 강렬한 이미지 안에 간결하게

대해 알고 싶고, 겨울이를 통해 그날의 사건을 전해 듣지만, 남자친구는 인정하지
은 화법에 의해 전달된다. 심달기와 구교환의 연기 케미가 인상적이다.

Dal-gi lives with her dog Gyeowool. She hires an animal communicator,

6.20 13:30

ROMEO

Korea / 2018 / 36min / Fiction / color / ⑫

않는다. 게다가 겨울이마저 겨울이가 아니다. 이 모든 상황은 교환의 복화술사 같

PCH

담는다. 자판기와 싸워서 이긴다는 설정이나 하드고어 컨셉을 통해 만들어진
이옥섭
YI Ok Seop

비주얼들은 독특한 상상력의 표현이다. 한국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100명의

감독에게 의뢰된 100초짜리 단편 프로젝트 중 한 편. �소정아, 지금 7월이야�는
잊히지 않는 명대사다.

Kyo-hwan, to find out what happened while she was away and Gyewool

Desperate to see his lover, So-jeong, Romeo scuttles to her house, but

stayed with her boyfriend. The truth of the day, learned through Kyo-

she wouldn’t see him. He goes on to carry out extreme acts, with the

hwan's interpretation, comes as a shock. Boyfriend keeps denying,

sole purpose of catching a sight of her. This brilliant 100-second video

and it is also revealed that Gyewool is not the dog she believed it to be.

- one of the 100 short films commissioned to 100 directors to celebrate

Actors Shim Dal-gi and Koo Kyo-hwan together exude an impressive

100 years of Korean cinema - comes with a powerful visualization of a

chemistry on screen.

love gone crazy. The concept of a man fighting a vending machine,

이옥섭
YI Ok Seop

along with the gore, graphic images, is the product of an unmatched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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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단편 2 Close-up Shorts 2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 Where Is My DVD?

PCH

6.20 13:30

클로즈업 단편 2 Close-up Shorts 2

플라이 투 더 스카이
Korea / 2015 / 14min / Fiction / color / ⑮

배우인 기환은 자신이 출연했던 독립영화들의 감독들을 만나 출연작의 DVD를

가죽 공예를 배우기 위해 해외로 떠난 성환이 형이 돌아왔다. 성환은 가죽 공예를,

필모그래피에서, 감독 특유의 결이 잘 드러난 중요한 작품이다. 캐릭터와 서사

라이 투 더 스카이>는 꿈을 이루지 못한 청춘들이 새로운 꿈 혹은 현실과 만나는

받는다. <왜 독립영화 감독들은 DVD를 주지 않는가>는 구교환 감독의 초기

교환은 영화를 포기한 상태이며 성환은 교환처럼 중장비를 배우려고 한다. <플

구성에서 감독이 지닌 강점이 잘 드러나며, 비주얼이나 편집에서의 재치도 돋보
게 전개되는 쾌감을 선사한다. 각 인물과 관련된 챕터들이 끝나면 깜짝 선물처럼
스페셜 피처가 등장한다.

6.20 13:30

Fly To the Sky

Korea / 2013 / 29min / Fiction / color / Ⓖ

인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영화�이면서도 그 형식성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분방하

PCH

이야기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관객을 매혹시키는 건 이미지들이다. 독특한 앵글
구교환
KOO Kyo-hwan

을 통해 표현된 공간은 이국적 느낌을 자아내기도 하고, 노량진 학원가는 노스텔

이옥섭, 구교환
YI Ok Seop, KOO Kyo-hwan

지어 톤이다. 엔딩의 풍경은 묘한 판타지를 띠기도 한다. 서울독립영화제 41주년
개막 영상이다.

Actor Gi-hwan decides to collect DVDs of the indie films he has starred

Seong-hwan returns from Italy, where he had gone to train in leather

in from the films' directors. As one of Koo Kyo-hwan’s early directorial

craft. Apparently having given up on his dream, his plan now is to get

works, Where Is My DVD? marks a significant moment in that the actor-

a license for operating heavy equipment, just like Kyo-hwan did after

director’s signature style is fully achieved. It’s easy to see that Koo has

he stopped pursuing a career in film. This short portrays today’s youth

strengths in characterization and narrative structure, as well as the

dealing with unfulfilled dreams, either by finding a new hope or coming

wittiness needed to come up with a clever image-editing. This “film

to terms with cold reality. What captivates the audience at once is its

about a film” skillfully escapes being trapped in its formality. Instead,

unique imagery. An intriguing use of camera angles has created scenes

audiences are given the chance to appreciate a freely-unfolding story,

that are at times exotic, at times nostalgic, and at one point oddly

with some “special features” between chapters.

fantasy-like, as in the ending sequence. It was the opening video at the
41st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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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단편 2 Close-up Shorts 2

라즈 온 에어

PCH

6.20 13:30

RAZ on Air

Korea / 2012 / 31min / Documentary / color / ⓲

아프리카 BJ로 활동하고 있는 라즈는 트랜스젠더다. 비난, 조롱, 공격, 응원, 지지.
다양한 반응 속에서도 라즈는 꿋꿋하게 방송을 하고, 카메라 앞에서 춤을 추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라즈 온 에어>는 이옥섭 감독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린 첫 작품이다.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드문 다큐멘터리
작품. 감독은 인터뷰이와 밀접한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며 라즈라는 사람이 지닌

느낌을 고스란히 관객에게 전달한다. 다큐지만 라즈라는 인물은 이후 이옥섭
감독의 극영화에 등장할 캐릭터들을 예고하는 듯하다.

Raz is a trans girl and online streamer who broadcasts herself on
Afreeca TV. Undeterred by a barrage of criticism, ridicule or insult, she
keeps doing what she wants, making her own way in an unkind world.
It is with this documentary that Yi Ok Seop began making her name
as a director. She stays closely connected to the interviewee in order to
vividly deliver to the audience an unfiltered, authentic personality that is
Raz. This real-life protagonist may offer a “sneak preview” into what Yi’s
future fictional characters would be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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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옥섭
YI Ok Seop

여름영화산책

Summer Breeze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들로 구성된 여름영화산책

With family audiences in mind, Summer Breeze is

공원, 올림픽메달플라자 등, 평창의 쾌적한 공기와 탁 트인 자

Temple, PyeongChang Stone Park, Medal Plaza to

은 올해 야외 상영 공간의 다변화를 꾀했다. 월정사, 평창바위
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영공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올해

여름영화산책은 자연을 닮은 평화로운 애니메이션 세 편과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극 영화 세 편으로 꾸려진다.

<숀더쉽 더 무비: 꼬마 외계인 룰라!>와 <얼리맨>은 <월레스

와 그로밋> <치킨런>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영국 아드만 스튜
디오에서 제작된 신작 애니메이션이다. 수공예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정겨운 이미지들은 마
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힘이 있다. 할리우드의 내로라하는 SF

영화들을 모티브로 한 <숀더쉽 더 무비: 꼬마 외계인 룰라!>

와 석기시대의 이야기를 풍부한 상상력으로 구현해 낸 최신

작 <얼리맨>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귀여움으로 무장한
작품이라면,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을 토대로 고흐의 일대

기를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하는 획기적인 시도로 많은 사랑을
받은 영화 <러빙 빈센트>는 미술과 영화의 정수를 하나로 만

끽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음악 영화로 야외에서 대형 화면으로
즐길 수 있는 친숙한 작품 <라라랜드>와 <비긴 어게인>, 그
리고 명실공히 올해의 영화로 인구에 회자되는 <찬실이는 복
도 많지>까지, 여름영화산책이 준비한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expanding its venues to encompass Woljeongsa
offer more pleasant movie watching experiences in
the open.
Included in the kid-friendly list of titles are A Shaun
the Sheep Movie: Farmageddon and Early Man,
stop-motion clay animations created by the British
Aardman Studio. It is no secret that the studio’s
famous "made by hand" touch adds extra warmth
to the feel-good flicks, filled with adorable scifi elements and Stone Age-derived fight scenes
respectively. Meanwhile, Loving Vincent is an
animated biographical drama film about the famous
artist Vincent Van Gogh, which, in short, shows the
epitome of “art meets film.” From the musically
inspired La La Land and Begin Again to one of the
year's most promising domestic films LUCKY CHANSIL, Summer Breeze is here to entertain you and
your little ones in a breezy outdoor setting.

풋풋한 여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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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더쉽 더 무비: 꼬마 외계인 룰라!

OMP

6.20 20:00

A Shaun the Sheep Movie: Farmageddon

얼리맨

UK / 2018 / 89min / Animation / color / Ⓖ

수공예 클레이 애니메이션으로 신기원을 이룬 영국의 아드만 스튜디오의 스타 캐

아드만 스튜디오가 수년간의 기획 끝에 야심차게 만든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

인을 만나 그를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좌충우돌한다. <ET> <미지와의

동물의 구별마저 분명하지 않았던 원시시대에 대한 상상력이 동물과 인간이 위화

릭터인 숀더쉽 시리즈의 최신작. 사고뭉치 양떼들이 우주에서 떨어진 꼬마 외계

로 넘어가는 오래전 원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공룡이 뛰놀고 인간과

조우> 등 80년대 초기 스티븐 스필버그의 SF 영화들, 스탠리 큐브릭의 기념비적
온 이 작품은, 아드만 특유의 눈을 뗄 수 없는 귀여운 캐릭터들과 슬랩스틱 코미디
에 SF 고전에 대한 향수를 결합시켜 신구의 조화를 이뤘다.

A Shaun the Sheep Movie: Farmageddon is the latest installment in
the Shaun the Sheep series by Aardman Studio which established itself
with stop-motion animation with handcrafted clay characters. A flock
of impish sheep let themselves get drawn into adventures trying to

6.19 20:00

Early Man

UK, France, USA / 2019 / 87min / Animation / color / Ⓖ

인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딧세이>와 같은 영화들의 레퍼런스를 재치있게 끌어

OMP

감 없이 어울리는 아드만 스튜디오 애니메이션의 특색과 어우러진다. 강력한 신
윌 베처 감독이자 애니메이터.
클레이 모델 작업으로 <치킨 런>
에 합류하면서 이력을 쌓았다.

무기로 무장한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소년 더그와 멧돼지 호그놉의 오합지졸
팀이 벌이는 색다른 전투, 깨알 같은 웃음포인트가 매력적인 작품.

리처드 펠런 �숀더쉽�의 TV시리

An animated film by Aardman Studio set in an ancient time during

리맨>(2018) 수석 스토리보드 아

project that came out after years of planning. A wild imagination about

즈 미술 파트에 참여했으며, <얼
티스트로 참여했다.

Will BECHER He is a

the transition from the Bronze to Iron Ages. The film is an ambitious
the ancient world, where dinosaurs roam the earth and the boundaries
between humans and animals are not clear, meets Aardman

닉 파크

1958년 출생. <월레스와 그로밋>

시리즈로 유명한 영국의 스톱모

션 영화감독으로 아카데미에 6회
노미네이트 되고 4회 수상했다.
Nick PARK
Born in 1958, is an English

Director and Creative at

Animations’ characteristic blend of people and animals.

Spielberg‘s sci-fi films from the early 1980s such as E.T. and Close

Aardman Animations in

A boy named Dug and his pet boar Hognob fight against a villain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and Stanley Kubrick’s monumental 2001:

Bristol.

armed with powerful new weapons. The film’s appeal lies in the unusual

as the creator of Wallace

battles that the bumbling duo fight and brief moments of comedy

and Gromit. He has been

return a little alien to her home planet. There are references to Steven

A Space Odyssey. The film achieves a balance between old and new by
marrying nostalgia about classic sci-fi films with adorable characters
and slapstick comedy.

Richard PHELAN He
worked as a member of art
department of TV series of
Shaun the Sheep and the
senior storyboard artis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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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Man.

throughout the film.

filmmaker of stop motion
animation best known

nominated for an Academy
Award a total of six times
and won four.

153

러빙 빈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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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20:00

Loving Vincent

라라랜드

La La Land

UK, Poland / 2017 / 107min / Animation / color / ⑮

USA / 2016 / 127min / Fiction / color / ⑫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던 화가 빈센트의 죽음 후 1년. 아버지의 부탁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과 배우지망생 미아. 할리우드를 서성이는 수많은 이름

마을에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된다. 수백 명의 화가와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빈

하고, 또 재회한다. <라라랜드>는 <위플래시>를 연출한 데이미언 셔젤이 연출한

을 받고 빈센트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떠난 아르망은 빈센트가 마지막 머물렀던

물들, 자신이 머물렀던 세상의 풍경을 소재로 인상주의 화풍의 새 장을 열었던 고
흐의 천재성과 비극적 삶의 아이러니가 영화 속에 녹아있다.

At his father’s request, Armand heads for Paris to deliver Vincent Van
Gogh’s last letter and discovers a shocking truth at the village where
Van Goth spent his last days. The film, which transformed Van Gogh’s
paintings into a moving picture with the help of hundreds of painters

6.19 20:00

RP

6.20 20:00

모를 아티스트들 중 두 사람이 만나 인생의 꿈을 향해 도전하며 사랑하고, 이별

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을 살아 움직이는 영화 속 이미지로 재탄생시킨 이 작품은,

그 자체로 고흐의 삶과 그의 작품에 대한 거대한 오마주에 가깝다. 자신의 주변 인

YR

본격 뮤지컬 영화로 전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멜랑콜리한 음악과
휴 웰치맨 2008년 제작한 <피터

와 늑대>로 아카데미상과 안시영
화제 대상을 비롯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도로타 코비엘라 미술학도였던

할리우드 뮤지컬의 전성기를 연상시키는 황홀한 군무, LA의 명소들을 누비는
매력적인 두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 꿈을 얻고 사랑을 잃었지만 그것 또
한 인생이 주는 달콤쌉싸름한 묘미라고, 영화는 황홀하게 속삭인다.

데이미언 셔젤

Sebastian who is a struggling jazz pianist meets an aspiring actress

벤치>로 장편 <위플래시>(2015)

그녀는 바르샤바 영화학교에서 연

named Mia. These two, among many artists lingering in Hollywood,

는 그녀의 첫 장편영화이다.

La La Land is a globally loved musical film directed by Damien Chazelle

출을 공부했으며 <러빙 빈센트>

meet, fall in love, pursue their dreams, break up and then meet again.

단편 <가이 앤 매들린 온 어 파크
로 제30회 선댄스 영화제 심사위
원대상 수상을 비롯해 세계 40개
이상의 영화제 후보로 올랐다.
Damien CHAZELLE

and graphic designers, is almost an homage to Van Gogh’s life and his

Hugh WELCHMAN In 2008

whose previous work includes Whiplash. The film stands out for its

works. His genius that opened the world of Impressionism drawing

Hugh was awarded an Oscar

melancholy music, group sequence reminiscent of the heyday of

inspiration from the people and the world around him and the irony of

for Peter and the Wolf.

Hollywood musicals and the performance of the two leading actors

Madeline On A Park Bench.

who traverse the best-known parts of LA. Even though they lost love in

His feature Whiplash (2015)

his tragic fate are well-woven into the story.

Dorota KOBIELA A
graduate from the Academy
of Fine Arts in Warsaw,

reaching for their dreams, the film whispers that it, too, is one of life’s

attending The Warsaw Film

bittersweet ironies.

Began his filmmaking career
with the short film Guy And

won the Grand Jury Prize at
the Sundance Film Festival.

School. Loving Vincent is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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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film de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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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긴 어게인

YR

6.20 20:00

Begin Again

찬실이는 복도 많지
Korea / 2019 / 96min / Fiction / color / Ⓖ

싱어송라이터인 그레타는 남자친구 데이브가 메이저 음반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

찬실이는 영화 프로듀서다. 크랭크인과 함께 갑자기 감독이 세상을 떠나면서, 갑

로도 만족했던 그레타와 달리 스타가 된 데이브는 변해버리고, 그레타의 음악을

올해 초 많은 관객의 사랑을 받은 <찬실이는 복도 많지>는 인생의 위기에서 새로

면서 뉴욕으로 오게 되지만, 오랜 연인이자 음악적 파트너로서 함께 하는 것만으

자기 실업자가 됐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눈앞에 장국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눈여겨본 한물간 프로듀서 데이브는 그녀에게 함께 음반을 제작할 것을 제안한

운 삶의 힘을 얻는 주인공을 보여준다. 오로지 일과 영화만 생각하며 살았던 찬실

다. 아일랜드 출신 감독 존 카니의 음악 영화로 할리우드에 입성한 그가 만든 가장

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멈추었을 때,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프로듀서 출

나이틀리와 애덤 리바인, 마크 러팔로의 앙상블이 매력적이다.

존 카니

Gretta, a young singer and songwriter, comes to New York to be with

살려 완성한 <원스>로 미국독립

her boyfriend Dave when Dave signs up with a major record company.
But Dave, who is now in stardom, has his heart set on someone else.
Meanwhile, a music producer named Dan whose golden days are
gone sees the potential in her music and suggests that he and Gretta

6.20 18:00

LUCKY CHAN-SIL

USA / 2013 / 104min / Fiction / color / ⑮

대중적인 작품. 음악과 영화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요소가 조화를 이루며, 키이라

WT

아일랜드 출신 감독. 밴드 경험을

영화상, 선댄스 영화제, 플랑드르
국제영화제 등 많은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John CARNEY
An Irish film director. His

신인 김초희 감독의 장편 데뷔작. 강말금이라는 배우의 발견이다.

Chan-sil is a film producer. Due to the abrupt passing of the director
she worked with, she loses her job. At around the same time, she starts
seeing Leslie Cheung, the deceased singer and actor from Hong Kong.
Lucky Chan-sil, which opened early this year and has been well received
by filmgoers, presents a protagonist who regains her energy for a new
start at a crisis point in life. Chan-sil lives a life fully dedicated to work

김초희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영화 이론
을 전공했다. 단편영화 <겨울의
피아니스트>(2011), <우리 순이
>(2013), <산나물 처녀>(2016)

를 연출했다.

KIM Chohee
Studied film theory at the

film Once won awards

and filmmaking. When everything about her work comes to a stop, she

filmmaker John Carney. The film was made after the director made a

from numerous film

finally discovers other things in life. This film is producer-turned-director

directed several short films:

foray into Hollywood and comes closest to popular tastes among his

festivals, including the

Kim Cho-hee's feature debut. Actress Kang Mal-geum gives a stellar

The Winter Pianist (2011),

produce an album together. It is a musical film directed by Irish

works. The score and the film come together in an inseparable harmony
and the ensemble of characters played by Keira Knightley, Adam Levine
and Mark Ruffalo is ch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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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Independent Spirit
Awards, the Sundance Film

performance.

Université de Paris. She

Our Sooni (2013) and Ladies
of the Forest (2016).

Festival and the Flander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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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힘

Cinematic Gangwon

to reflect the enhanced cinematic capacity of the
Gangwon area. First up is Graduation(2019), a featurelength documentary filmed in Sangji University, a
private school located in Wonju, Gangwon Province.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강원도의 힘� 섹션은 강원도 지역의 영화적

It exposes the true face of the corruption scandal that

주환 감독의 다큐멘터리 <졸업>(2018)이 상영된다. 원주 상지대

fight to “normalize” it. Director Park Joo-hwan himself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접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른바

the raw, live footage at the scene, which he later

박주환 감독이 긴 세월 동안 카메라에 담아낸 영상의 리얼한 힘이

battle.

들의 투쟁 기록이다.

PIPFF also invites the creative minds behind some

올해 PIPFF는 미디어 센터를 통해 제작된 아마추어 영화의 창작

Center. POSTMAN, The Road to Old Age, Where have we

로 <우리동네 우체부> <늙어 가는 길> <지금 우리, 다음에는> <자

films made in Gangneung and Wonjoo. Notably, several

소박한 일상의 기록이며, 특히 <우리동네 우체부>는 강릉 지역 할

the movie POSTMAN.

역량을 담아내며 그 범위를 한층 더 확장했다. 먼저 장편으로는 박

rocked the school for a decade, along with the students’

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의 투쟁을 담은 <졸업>은, 이미 우리가

participated in the protests while continuing to capture

�상지대 사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투쟁의 당사자 중 한 명인

rendered into a powerful record of a strenuous student

대단하다. 평범한 대학생들처럼 학사모를 쓰는 게 꿈이었던 학생

amateur films made with funding from the Media

자들을 초청한다. 강릉과 원주 지역에서 제작된 다섯 편의 영화들

come, Freedom Flower and The Bus Stop, are five such

유의 꽃> 그리고 <정류장>까지 다섯 편이 상영된다. 이 작품들은

senior ladies from Gangneung came together to make

머니들이 모여서 만든 작품이다.

158

Cinematic Gangwon has been expanded in its scope

Additionally, four films supported by the Gangwon Film

강원영상위원회 지원작 네 편도 관객과 만난다. <실로암> <이별

Commission will be on view. To some, the high quality of

완성도를 지녔으며 스타일이나 테마의 실험을 시도한 작품들이다.

may come as a pleasant surprise. Compared to last year,

의 작품이 선보이는 �강원도의 힘�은 상영과 함께, 영화를 만든 사

characteristics. On top of the screenings, Cinematic

급상승 중인 �강원 시네마�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an attempt to connect people and facilitate a broader

여행> <흐르는 바다처럼> <문지방> 등의 작품들은 모두 탄탄한

these films - Siloam, Farewell Trip, Flowing and Border -

작년 작품들에 비해 장르적 성격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총 10편

there was a stronger overall tendency to express genre

람들이 한 자리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Gangwon will be hosting meet and greet session in
exchange of ideas and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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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PCH

6.21 13:30 GV

Graduation

강원도의 힘 단편 1 Cinematic Gangwon Shorts 1

실로암

Korea / 2020 / 17min / Fiction / color, b&w / World Premiere / ⑮

원주 상지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10년의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뉴스를 통해 여

러 차례 이슈화 되었기에 잘 알고 있는 사건이라 생각했다면, <졸업>을 본 후엔

미로는 자신의 언니가 죽어가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이후 미로는 어디선가

긴 기간 동안 담아낸 투쟁의 현장은, 잠깐의 뉴스 화면보다 훨씬 뜨겁고 고통스러

널 속에서 만난 로봇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은 괴물과 함께 살았다는 것. 괴물의

그것이 착각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 투쟁의 당사자 중 한 명이었던 박주환 감독이

들리는 소리를 따라간다. <실로암>은 독특한 설정의 디스토피아 SF다. 미로가 터

웠다. 거대한 시스템에 온몸으로 저항했던 투사들에 대한 기록. 졸업 가운과 학사

Graduation is a documentary on the 10-year struggle for the
normalization of Sangji University in Wonju. If you thought that you are
familiar with the issue through media coverage, this film will make you
realize that you are mistaken. The reality on the ground documented by
Director Park Ju-hwan, a leading figure in the struggle, is much more
heated and painful than what was covered in brief news footage. It is a
record of fighters who sought to address systematic irregularities at a

6.21 19:00 GV

Siloam

Korea / 2018 / 114min / Documentary / color / ⑫

모가 어떤 사람들에겐 그토록 절실한 의상이었다.

PCH

배설물과 그 독성 때문에 고통받던 인간은 결국 그들을 땅속에 모두 묻어 버렸다.
박주환

강원도 원주에서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

며, 공동체 상영회와 지역영화제

정련된 흑백 화면이 인상적.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개되는 서사가 관객을 이끈
다. 감독과 배우 포함해 총 7명이 만든 영화로, 태백 지역 일원에서 촬영되었다.

강구민

Mi-ro witnesses her older sister dying. Afterward, she follows voices from

과를 졸업하고 서울예술대학교

를 기획하고 있다.

somewhere. Siloam is a dystopian sci-fi in a unique setting. The robot,

PARK Juhwan

live with monsters. But humans buried monsters underground as they

Based in Wonju, Gangwondo, working in media. He

which Mi-ro encounters inside a tunnel, explains that humans used to
were unable to deal with their excrement and toxicity. The film features

강원애니고등학교 문화컨텐츠학
영상학부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이다.
KANG Goomin
He studied filmmaking at
the Seoul Institute of the

makes documentaries

a refined black and white screen, with the narrative unfolding in an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 For some people, graduation gowns and

and develops community

unexpected way. Seven persons took part in the making of the film,

is currently serving his

caps are just too far away to reach.

screenings and local film

including the director and actors. The film was shot in the Taebaek area

mandatory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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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s.

Arts’ School of Media and

in Gangw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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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힘 단편 1 Cinematic Gangwon Shorts 1

이별여행

PCH

6.21 19:00 GV

Farewell Trip

강원도의 힘 단편 1 Cinematic Gangwon Shorts 1

흐르는 바다처럼

PCH

6.21 19:00 GV

Flowing

Korea / 2020 / 27min / Fiction / color / World Premiere / ⑮

Korea / 2020 / 27min / Fiction / color / World Premiere / ⑫

아버지 환갑잔치를 위해 춘천 집으로 가는 주연은 고모 세영과 동행한다. 남아선호

재개발 지역. 부모는 대책위 활동 때문에 바쁘고, 어린 현희는 외롭다. 아무도 챙

전상의

그들을 맞이하는 건 여전한 현실이다. <이별여행>은 답답한 현실을 통쾌하게 전복

들이 대부분 투쟁의 관점을 취한다면, <흐르는 바다처럼>은 그 뒤안길에서 소외

의 시간> 연출부로 영화판에 입문

사상으로 찌든 집안에서 두 사람 모두 피해자인 셈. 티격태격하며 집에 도착한

겨주지 않는 현희의 생일. 결국 현희는 울음을 터트린다. 재개발 현장을 다룬 영화

한다. 부계 가족력 때문에 암 위험이 높아 가슴 절제 수술을 하게 된 세영. 동생의
유학 비용 때문에 자취방 보증금을 빼야 하는 주연. 그들은 잔칫날을 난장판으로

받는 한 소녀의 관점으로 진행된다.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집에서, 부모도 없이,

마치 숨어 살 듯 살아야 하는 아이의 심정은 어떨까? 그래도 영화는 희망을 잃지

바꾸면서 평생 억눌렀던 감정을 폭발시킨다. 김보라와 김재화의 케미가 좋다.

박수린

Ju-yeon heads to Chuncheon with her aunt Se-young for her father’s

교 영화과를 졸업했다.

The story is set in a town designated for redevelopment. With her

60th birthday. Both of them are victims of the family’s deep-seated

PARK Surin

parents preoccupied with their work at the community redevelopment

preference for sons over daughters. The reality waiting for them has not

Born in Chuncheon in

task force, a young girl Hyun-hee feels forlorn. It is her birthday,

changed much. Farewell Trip offers a delightful twist to a frustrating

1994. She graduated from

but no one knows it. Eventually, she bursts into tears. Films about

reality. Se-young has to undergo a mastectomy due to the heightened
risk of cancer associated with paternal family medical history. Ju-

1994년 춘천 출생으로 건국대학

the Department of Film
and Animation of Konkuk
University.

않고, 새로운 거처를 찾아가는 가족의 희망찬 모습을 보여준다.

강릉 출생.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

서 영화과를 전공하고, 영화 <사냥
했다. <흐르는 바다처럼>은 첫 번
째 단편영화 연출작이다.
JEON Sang Eui
Born in Gangneung. He
began his filmmaking career
by joining the directing team
for Time to Hunt. Flowing is
his directorial debut short.

redevelopment usually deal with residents’ struggle, but Flowing
proceeds through the eyes of this neglected girl. She lives like a fugitive

yeon has to use her security deposit to pay for her younger brother’s

without the care of her parents in the house soon to be torn down.

expenses for studying abroad. The pent-up emotions of the duo erupt,

What would it be like to be in her shoes? Yet, the film presents a family

turning the birthday party into a complete shambles. Kim Bo-ra and

who holds onto hope and leaves to find their new home.

Kim Jae-hwa, the two lead actresses, make great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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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방

PCH

6.21 19:00 GV

Border

강원도의 힘 단편 2 Cinematic Gangwon Shorts 2

정류장

6.21 16:30 GV

The Bus Stop

Korea / 2020 / 13min / Fiction / color / ⑫

Korea / 2019 / 15min / Fiction / color / ⑫

영호에겐 무당인 할머니가 있다. 항상 문지방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던 할머니.

도윤은 원주시 도심에서 먼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 학교에 가기 위해선 82번 버

적 테마인 �경계�를 이야기한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문지방. 집을 지켜주는 성주

법이 막막해진다. <정류장>은 일상의 작은 사건을 통해 사회적 이슈에 접근한다.

하지만 할머니는 어느 날 사라졌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다. <문지방>은 무속

스 첫차를 타야 한다. 하지만 그 버스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고, 도윤은 등교할 방

신의 목이라 하여, 문지방을 밟는 것은 금기시된 행위이기도 했다. 여기서 영화는
아이의 시선으로, 그 경계 위에 있는 할머니를 바라본다. 단편영화에서 잘 다루지

PCH

도시 집중화로 인해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버스 노선은, 현재

않는 독특한 테마를 인상적인 이미지에 담아낸 작품.

장병섭

Young-ho’s grandmother is a shaman. She always tells him not to

수료했다. <문지방>은 강원영상

우리 공동체가 처한 심각한 문제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고등학생인 김보연
감독이 연출했으며, 2019 청소년창작영상제에서 강원도지사상을 수상했다.

김보연

Do-yoon lives in a remote rural village far from the downtown of the

원주학생연합영상동아리 �BUS�

stand on the doorsill. One day, his grandma disappeas all of a sudden,

위원회 제작지원작이다.

city of Wonju. To go to school, he has to take the first No. 82 bus. But

에서 활동했다.

and then comes back almost as suddenly. Border is a story about a

JANG Byoungsub

the service for the route is going to be terminated soon and Do-yoon

KIM Boyeon

“boundary,” a shamanistic theme. The doorsill is a border between this

Completed the first batch

is clueless as to how to commute to his school. Intensifying urban

Is now in Wonju Girls’ High

world and the next world. It is also believed to be the neck of a house
guardian god, so standing on the doorsill is a taboo. This film draws on

강릉 단편극영화제작워크숍을

of Gangneung Short
Filmmaking Workshop. His

concentration leading to the cancellation of loss-making bus routes

film Border was selected

symbolically represents the issues facing all of us as a community.

Young-woo's perspective to look at his grandma standing on the border.

for the Gangwon Film

Director Kim Bo-yeon, who is a high school student, won the Gangwon-

A unique theme, uncommon for short films, is expressed through

Comission’s sponsorship

do Governor's Award at the 2019 Youth Creative Work Festival.

impressive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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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원주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School. She was a member
of a union club of videomaking students in Wonju
named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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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힘 단편 2 Cinematic Gangwon Shorts 2

자유의 꽃

PCH

6.21 16:30 GV

Freedom Flower

강원도의 힘 단편 2 Cinematic Gangwon Shorts 2

지금 우리, 다음에는

Korea / 2019 / 20min / Documentary / color / ⑫

대안학교 출신인 감독은 현재 미디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자신처럼 대안학

혜숙과 정배 부부는 서울에서 강릉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기반이 없는 곳에서

만들었다�는 <자유의 꽃>의 자막이 의미심장한 것은 한국 사회와 교육 제도가 지

질문을 던진다. �막막하고 불안하지 않나?� 이주와 정착을 반복해야 하는 대도시

교 출신들을 만나 다양한 생각을 카메라에 담는다. �우리를 결국 자유가 불안하게

의 삶은 새로우면서도 쉽지 않다. <지금 우리, 다음에는>은 도시인들에게 묵직한

닌 모순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억압적인 제도권 학교 대신 대안 학교를 선택

에서의 삶. 여기서 두 주인공은 언제라도 서핑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살기로 결심했

을 편들지 않고 그들을 이해하려 한다. 시민영상문화제전 최우수상 수상작이다.

문준현

Director Mun Junhyun, who went to an alternative school, works as

재 원주영상미디어센터 강사다.

a lecturer on media content. He interviews graduates of alternative
schools to document their diverse views. The subtitle of Freedom
Flower—“It is freedom that makes us anxious”—is significant because it
reveals a contradiction inherent in our society and educational system.
The interviewees chose to go to alternative schools instead of more

참꽃작은학교를 졸업했으며, 현
원주미디어강사네트워크 공유를

고, 그 과정과 현재의 삶에 대해 기록한다. 현실 도피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인
생 2막의 시작이며, 자연으로부터 위로받는 삶. 적잖은 울림을 주는 다큐다.

박정배

Hye-sook and Jeong-bae, a married couple, move to Gangneung from

며, 현재까지 프리랜서 디자이너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으

설립했다.

Seoul. Their life in Gangneung, a city new to both of them, is refreshing

로 활동 중이다.

but not easy. Where Have We Come poses a question to urbanites: “Don’t

PARK Jungbae

MUN Junhyun

you feel at a loss and anxious?” Living in a metropolis, we constantly

Studied visual design at

Graduated from Chamggot
School and now teaches at

move and settle down. The couple move to Gangneung to live in a place

the Wonju Media Center. He

where they can go surfing any time, and they document the entire

controlled and repressive conventional schools, but still they are not free

founded the Wonju Media

process and their current life. It could be called escapism. But it could

from the reality on the ground. The documentary does not take sides,

Teachers’ Network GONG-U.

also be the beginning of Act Two of their life, a life that gets comfort

but seeks to be understanding. The film won the Grand Prize at the

6.21 16:30 GV

Where Have We Come

Korea / 2018 / 13min / Documentary / color / Ⓖ

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현실적 고민을 해야 하는 청년들. 여기서 다큐는 어느 한쪽

PCH

university and has been
working as a freelance
designer.

from Mother Nature. It is a documentary that resonates with audiences.

Citizens Media Content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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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힘 단편 2 Cinematic Gangwon Shorts 2

늙어 가는 길

PCH

6.21 16:30 GV

The Road to Old Age

강원도의 힘 단편 2 Cinematic Gangwon Shorts 2

우리동네 우체부

Korea / 2019 / 14min / Fiction / color / Ⓖ

시 낭송을 하시는 최순희 할머니께선 최근 자신의 낭송을 담은 팟캐스트 활동 중

우리 동네엔 특이한 우체부가 있다. 염색에 피어싱을 한 우체부는 할머니들을

�늙어 가는 길�에 대해 생각한다. <늙어 가는 길>은 노년의 삶에 대한 일상적이면

저런 일을 한다. 할머니들이 직접 메가폰과 카메라를 들고 배우로 등장한 <우리

이다. 안타까운 건 시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 그럼에도 삶의 의미를 떠올리며,

�언니�라고 부르며, 마치 어르신들의 도우미처럼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며 이런

서도 깊이 있는 접근이다. �처음 늙어가는 이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라는 싯구
도 시를 읽는 것은, 어쩌면 진정 아름다운 노후를 위한 일일 것이다. 잔잔한 여운
의 다큐.

Choi Soon-hee, an elderly woman, runs a podcast reciting poems. She
is frustrated that her eyesight is getting worse. Still, she reflects on the
meaning of life as well as on the “road to old age.” The Road to Old Age
presents an ordinary yet deep approach to life in later years. As the

동네 우체부>는 픽션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같은 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일상과
허브

<길>, <엄마의 사진첩> 등 삶을

담은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했다.

<늙어 가는 길>(2019)은 강릉인

사연을 그대로 반영한다. 평균 연령 74세의 제작진과 김진유, 이마리오 등 지역
영화인들이 만나 완성한 영화. 향후 어떠한 사례로 남을 만한 작품이다.

문춘희

The neighborhood postman is somewhat weird. With his hair dyed

했다. 현재 명주동 주민자치모임

and nose and ears pierced, he calls grannies in the town “sis” and

작은정원의 회장이다.

does a range of chores, helping out elderly people. Postman, with

MOON Chunhui

Herb

grandmothers working as both staff and actors, takes the form of a

Completed the Filmmkaing

Has created films that tell
a story of life such as The

fiction but faithfully depicts daily lives and stories of elderly women.

Road and Mom’s Photo

The elderly production crew, whose average age stands at 74,

to it.” Growing old does not make life easier. Rather, it makes life more

Album. The Road to Old Age

completed the film with the support of local filmmakers, including Kim

(2019) was screened at the

Jin-yoo and Lee Mario. This film can be a good case study in filmmaking.

declining years. The documentary leaves a gentle reso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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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극영화제작워크숍을 수료

권영화제에서 상영됐다.

eponymous poem goes, “This road to old age is too rough, as I am new
difficult. Still, Soon-hee continues to recite poems for her beautiful

6.21 16:30 GV

POSTMAN

Korea / 2019 / 18min / Documentary / color / ⑫

처럼, 오래 살았다고 해서 삶이 쉬워지는 건 아니며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 그럼에

PCH

Gangneung Humanright

Workshop in 2019. She
leads Little Garden, the
organization of Myeongjudong residents.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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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칭 프로젝트
소개
Overview

Pitching Project

피칭 프로젝트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기획개발 프로젝트다. 영화제가
지향하는 주제와 소재를 다양한 시각으로 담아내는 작품을 선정하며 �시대공감�과 �통일공감� 두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올해는 시대공감 6편과 통일공감 4편이 선정됐다. 시대공감은 우리가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고 통일공감에서는
남과 북 과거의 과정을 그린 이야기부터 통일 이후 예상되는 상황까지, 고정관념을 벗어난 장르로
진지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경향을 다룬다. 시대공감의 작품들이 과거에서 현재로 넘어오는 우리
역사 속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통일공감의 작품들은 과거에서 현재로 나아가 미래로 향해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Pitching Project invites and sponsors f ilmmakers with planning and
development ideas that are in tune with the Festival's orientation of peace and
coexistence. There are two categories; Our Times for entries dealing with social
issues, and Beyond the Border for projects focusing on Korea's North-South
relations and its repercussions on daily life. These selected submissions range in
a variety of genres, with an adequate mixture of seriousness and amusement.
Many in the former group are set in historical contexts, while the latter works
tend to imagine a future yet to come.
대상

본선 진출작 10팀

일정

2020년 6월 19일(금)~20일(토)

Target

10 finalists Team

Period

Jun 19th(Fri)~20th(Sat)

발표

2020년 6월 23일(화) 영화제 시상식

Announcement Jun 23rd(Tue) Awards Ceremony

어워드
Awards

<시대 공감> Our Times
최우수상 Grand Prize

본선 진출작 중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와 부합하는 뛰어난 작품
1편을 선정해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10,000,000 KRW Cash Prize

우수상 Excellence Prize

본선 진출작 중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와 부합하는 뛰어난 작품
1편을 선정해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5,000,000 KRW Cash Prize

<통일 공감> Beyond the Border
최우수상 Grand Prize

본선 진출작 중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남과 북에 관한 소재로 확장된 기획력을
갖춘 작품 1편을 선정해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10,000,000 KRW Cash Prize

우수상 Excellence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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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진출작 중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남과 북에 관한 소재로 확장된 기획력을
갖춘 작품 1편을 선정해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5,000,000 KRW Cash Prize

본선 심사위원
Jury

최재원 Jay CHOI

현재 워너브라더스코리아 로컬프로덕션 대표이며, 신인 감독들의 저예산 작품에도 꾸준히 투자
하며 헐리웃 스튜디오의 국내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놈놈놈> <변호인> 등이 있다.
Chief executive of Local Production at Warner Bros. Korea. Choi is best known
for producing The Good, The Bad, The Weird and The Attorney.

최 윤 CHOI Yoon

프랑스에서 영화 프로듀서를 전공하고 <청연>, <마이파더> 등 10여 편의 작품 제작에 참여했다.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와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시나리오 기획개발, 대한
민국 스토리공모대전, 영화제 등에서 다수의 심사를 진행했다. 현재 ㈜브이알이지 부사장이다.
Having majored in film production at the ESEC, France, Choi wa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many films including Blue Swallow and My Father. He is
actively engaged in areas such as script development, and film festival judging.

김은영 KIM Eunyoung

추계예술대학교 영상비즈니스과 교수이자 프로듀서. <거울 속으로>, <사랑니> 등을 제작했으며,
삼성전자와 삼성영상사업단 영화사업부에서 한국영화 투자관리를 담당했다. 현재 한국영상자료원
이사이자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집행위원이다.
Producer and Professor of Film and Business Entertainment at Chugye Univ. for
the Arts. Kim has produced Into The Mirror (2003), among others. She is a board
member of the Korean Film Archive and serves the Executive Committee 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신연식 Woody SHIN

2003년 독립장편영화 <피아노 레슨>으로 데뷔해 문학적인 메타포가 가득한 영화 각본을 쓰며
직접 연출을 하고 있다. <러시안 소설>(2012)로 국내외 관객과 평단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신비로
운 분위기로 가득한 <조류인간>(2014)은 세계 여러 영화제에 초청되어 미학적 승리라는 호평을
받았다.
Shin made his directorial debut in 2003 with the independent feature, Piano
Lesson. Other well known works include The Russian Novel (2012) and The
Avian Kind (2014).

구정아 Jenna KU

인디스토리 창립 멤버로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경력을 쌓았다. 영화 <여배우는 오늘도>, <리틀 포
레스트> 프로듀서로 참여했으며, 제작사 볼미디어㈜를 설립해 <더 테이블>, <아무도 없는 곳>을
제작했다. 현재 영화 <조제> 개봉을 준비 중이며 부산아시아영화학교(AFiS)에서 기획개발 워크
숍을 맡고 있다.
Majored in Film studies at Choong Ang University's Graduate School. She
participated as one of the producers on The Running Actress (2017) and Little
Fores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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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칭 프로젝트
본선 진출작
Nominee

Pitching Project

시대공감 Our Times
굿모닝 베트남 | 애니메이션
장정숙

Good morning Vietnam | Animation
JANG Lien

캐나다에서 역이민을 온 조남국은 우연히 베트남 전쟁 참전을 떠올리며 50여년 만에 베트남을 방문
한다. 그가 다시 마주하게 되는 1970년 베트남의 진실은 무엇일까?
CHO Namgook returns home to Korea, where he starts reliving the memories of
the Vietnam War.

막걸리 펑키 | 극영화
안태진

Makgeolli Funky | Fiction
AHN Taejin

열혈 운동권 찬수는 공개석상에서 �독재타도�를 외칠 계획으로 대학 가요제 신청하기 위해 신념이
맞지 않는 음악서클에 합류한다.
After failing to submit an application for a campus music contest, student activist
Chansoo prepares for the festival with "Jackson 4," an all-black member circle.

모어 | 다큐멘터리
이일하

Hairy Mermaid | Documentary
LEE Ilha

발레리나가 꿈이었지만 �드랙퀸�으로 불리던 모어는 자신의 쇼를 본 브로드웨이 유명 배우의 초청을
받아 뉴욕으로 출발한다.
Itaewon-based drag performer More departs for New York upon receiving an
invitation to the musical Hedwig and the Angry Inch.

세입자 | 극영화
이윤진, 이원함

The Tenant | Fiction
LEE Yunjin, LEE Wonhaam

내 몸 하나 뉘일 곳 없는 10년차 웹툰 작가인 주인공은 귀신이 사는 집이라며 버려진 한강 뷰의 아파
트에 살게 된다. 막상 입주한 집에서는 대한민국의 난장판만 모아놓은 일이 벌어진다.
A webtoon artist with a ten-year experience moves into a house where a person is
said to have died, and encounters strange things.

쓰레기덕후소셜클럽 | 다큐멘터리 Lady Trash | Documentary
유혜민, 신혜인
YU Hyemin, SHIN Hyein

본선 진출작
Nominee

통일공감 Beyond the Border
금단의 땅 | 극영화
장동찬

The year 1989 | Fiction
Kevin DC Chang

1989년, 홀로 방북한 21세 대학생 임수경과 자원하여 �임수경 학생 해외청년사수대�를 결성, 판문점
까지 동행한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
It tells the story of Lim Su-kyung, a South Korean college student who crossed
the border solo in 1989 to attend the 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 in
Pyongyang.

노스피플 | 극영화
강동헌

North People | Fiction
KANG Donghun

근 미래 통일한국의 북한 난민인 차정남은 아내와 딸의 치료를 위해 북한특수부대 시절 동료의 계획에
합류하나 배후에 노스피플 전원 북송이라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In a unif ied Korea, North Korean refugee CHA Jeongnam joins his former
colleague from the special forces unit in a bid to save his wife and daughter. He
soon comes face-to-face with a startling conspiracy.

메이드인개성 | 극영화
박은영, 김영진

Made in Gaeseong | Fiction
PARK Eunyoung, KIM Youngjin

개성공단행 통근버스 인도요원 미나는 몰래 가지고 출근했다 잃어버린 핸드폰을 북한 보위부 소속
청년 기철에게 돌려받게 되지만, 그 안에는 그가 찍은 사진들이 담겨있다.
Mina, a bus attendant on the commuter shuttle to Gaesong Industrial
Complex, gets to know Ki-cheol, who works for the North Korean State Security
Department.

유에프오 in 대성동 | 극영화
박근영

UFO in DMZ Town | Fiction
PARK Geunyoung

대한민국 최북단 마을 대성동 아이들은 마을에 불시착한 외계인 호등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남과
북 양측에 서 있는 높은 국기 탑으로 우주에 신호를 보내려 하지만 일이 점점 꼬여간다.
A U.F.O. crash lands in South Korea's northernmost town of Daeseong-dong.
Children try to send alien Hodeung back home but things go awry.

베테랑 환경운동가 금자는 정작 사는 동네 비닐봉지 줄이기 캠페인에서 무참히 실패한다. 불도저 같은
성격으로 동네 시장과의 마찰도 마다하지 않는 금자의 노력은 과연 결실을 이루게 될까.
After quitting an environmental organization, Keumja initiates a campaign to
reduce usage of plastic bags at a local market, but it does not go well.

열한 살의 목격자 | 다큐멘터리
박명진

Witness | Documentary
PARK Myungjin

관동대지진 백 년이 지나 사건을 증언해줄 생존자가 남아있지 않은 현재, 당시 경험을 그린 아이들의
그림이 발견되고, 현대 범죄심리분석 기법을 동원해 그 날 일본인들의 정신 현상을 밝힌다.
A drawing depicting the real-life happenings of the 1923 Great Kanto Earthquake
and massacre of Koreans is discovered one hundred years after its 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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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프로그램

Talk Program

마스터 클래스 정지영
Master Class

스페셜 토크

Special Talk

JEONG Ji-yeong

이옥섭 X 구교환

YI Ok Seop X KOO Kyo-hwan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주목하는 올해의 영화인 이옥섭과 구교환. 그들의 작품세계에 대해
관객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Directors YI Ok Seop and KOO Kyo-hwan are the filmmakers of the year to
whom PIPFF is paying special attention. These two directors will meet the
audience at the Festival to talk about their works.
일시

6월 20일(토) 15:30 �클로즈업 단편 1� 상영 후

진행

이은선 (영화 저널리스트)

장소
패널
출처: 에이스무비웍스

<남부군>은 <피아골> 이후 처음으로 빨치산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다루어 상업적 성과
를 이끌어낸 작품이다. 한국전쟁 70주년의 해, <남부군> 리마스터링 버전을 최초로 공
개하며 정지영 감독과 함께 �반공 영화의 범주를 벗어난 한국전쟁영화�의 계보를 되돌아
본다.
To commemo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PIPFF hosts a special
premiere screening of the remastered version of North Korean Partisan in
South Korea. The screening will be followed by a conversation with director
JEONG Ji-young about the tradition of �Korean War films that go far beyond
anti-communist propaganda.�

포테이토클럽하우스

이옥섭 감독, 구교환 감독

Date

Jun 20th(Sat) 15:30 After the screening of ‘Close-up Shorts 1’

Venue

Potato Club House

Moderator Lee Eunseon (Movie Journalist)
Panel

YI Ok Seop (Director), KOO Kyo-hwan (Director)

여성, 영화, 토크

Women, Cinema, Talk
스펙트럼K는 가장 최근 주류 한국영화의 동향을 살핀다. 작년 한 해, 다양한 여성 캐릭터
들은 어떻게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을까. 여성 영화 감독들에게 성취의 비결과 앞으
로의 가능성을 직접 들어본다.

일시

6월 19일(금) 14:00 <남부군> 상영 후

진행

김형석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

How did female film characters of last year make themselves relatable to
the audience? Meet the directors in person to discover the secrets of their
achievement and their ambitions for the future.

Date

Jun 19th(Fri) 14:00 After the screening of North Korean Partisan in
South Korea

Venue

Alpensia Cinema

일시

6월 21일(일) 16:30 <82년생 김지영> 상영 후

진행

박꽃 (무비스트 기자)

장소
패널

알펜시아 시네마
정지영 감독

Moderator KIM Hyung-seok (Programer, PIPFF)
Panel

JEONG Ji-young (Director)

장소
패널

알펜시아 시네마

김도영 감독, 윤가은 감독, 김보라 감독, 한가람 감독

Date

Jun 21st(Sun) 16:30 After the screening of KIM JI-YOUNG, BORN 1982

Venue

Alpensia Cinema

Moderator Park Kkot (Movist Journalis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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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Do-young (Director), Yoon Ga-eun (Director), KIM Bora (Director),
HAN Karam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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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프로그램
강원
시네마워크샵
Gangwon
Cinema Work
Shop

평창국제평화영화제와 강원독립영화협회가 함께하는 강원시네마워크샵은 도내 영화인
들이 한자리에 모여 영화적 상상력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영화제 상영작을 함께 감상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선배 영화인들의 경험을 듣는다.
As Gangwon cinema continues to make strides in the world of film,
PIPFF seeks to find out more about its achievements and potential.
Discover the appeal of local cinema at �Gangwon Local Cinema
Special Talk.� At �Gangwon Cinema Workshop� jointly hosted by the
Association of Gangwon Independent Film, local theater managers will
be on the panel to explore the future of Gangwon cinema.
일시

6월 21일(일) ~ 22일(월)

진행

강원독립영화협회

장소

대관령면 내 영화제 행사장 일대

Date

Jun 21st(Sun) ~ Jun 22nd(Mon)

Venue

PIPFF Grounds

Moderator Gangwon Independent Film Association

평화
아카데미
Peace
Academy

평화를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인 배움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평창 유소년들과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대한스트릿컬처연맹�과 함께하며, 문화
적 평화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Peace Academy seeks to provide young aspiring activists and creative minds
with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peace through culture and arts. This
enlightening experience will let young attendees explore the theme through
discussion and express the results in artistic forms.
2020년 6월 20일(토) ~ 21일(일)

주관

(사)대한스트릿컬처연맹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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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 허브
강원

Culture Hub
Gangwon

Forum

2020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강원도라는 공간의 문화적 힘에 대해 생각한다. 전 세계
의 유일한 분단 지자체 강원도. 이곳에서 �교류�는 번영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다. 영화
제는 이곳의 문화적 역량에 주목하고 �컬처 허브 강원�은 이 역량을 하나로 묶는 포럼이
될 것이다. 문화의 교류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 교류에 항상 선행되어야 하고 관광, 스포
츠 그리고 영화가 장차 어떤 방식으로 교류의 공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 점검
하는 기초 작업이 된다. 이번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포럼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
The Province of Gangwon is unique in that it is divided into two nations.
Here, facilitation of exchanges is a prerequisite for prosperity. Culture
Hub aims to be a meaningful apparatus for incorporating the cultural
capacities of both sides of the border, laying the groundwork for further
examination of potential cooperations in areas encompassing tourism,
sports, and f ilm, to usher in a mutually benef icial coexistence and
shared prosperity.
일시

2020년 6월 19일(금) 15:00

장소

알펜시아리조트 평창홀

좌장

송정록 (강원도민일보편집국장)

공동주최
발제
토론

강원도민일보

전영선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진천규 (통일TV 대표)
김태동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진숙 (영화사 하얼빈 대표)
김중기 (평화여행2020 공동 대표)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Date

Jun 19th(Fri) 15:00

Venue

Alpensia Resort PyeongChang Hall

Co-hosted

Gangwon Media Group

Moderator

Jay Song

Announcement Jeon Yeongseon, Jin Cheongyu, Kim Taedong

일시
장소

포럼

Special Program

대관령 복합문화공간 및 영화제 행사장 일대

Debate

Lee Jinsuk, Kim Junggi, Kim Gyeongseong

Jun 20th(Sat) ~ 21st(Sun)

Venue

Culture Complex and Film Festival Site Area

Host

Korea Street Culture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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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Exhibition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사진전

평화의 길, 빛나는 순간

Photo Exhibition to Mark the June 15 Joint Declaration

�Road to Peace, Shining Moments�

강원일보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영화제가 함께 준비한 6.15 공동선언
기념사진전. 2000년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첫번째 남
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2018년 문재인 대통령에 이
르기까지 남북 정상들의 교류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노벨평화
상기념관과 대통령기록관, 평화사진공동취재단이 제공한 60여 점의 사진에
한반도 평화의 여정이 담담하게 담겨 있으며, 6월 한 달 동안 춘천과 평창에
서 순회 전시된다.
A photo exhibition showcasing the images of shining
moments in the history of inter-Korean exchanges takes
place in Chuncheon and Pyeongchang. Visit the exhibition to
discover the moments when the two Koreas worked together
for peace.

춘천 전시 ChunCheon Exhibition
일시

6월 1일(월) ~ 8일(월)

시간

10:00 ~ 18:00

Date

Jun 1st(Mon) ~ 8th(Mon)

장소

춘천 예술마당 아트플라자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71)

Venue ChunCheon Art Plaza
Time

10:00 ~ 18:00

평창 전시 PyeongChang Exhibition
일시

6월 10일(수) ~ 23일(화)

시간

10:00 ~ 18:00 (18일은 14시 ~ 17시까지 운영)

Date

Jun 10th(Mon) ~ 23rd(Tue)

장소

평창 티롤 갤러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96)

로보다방잡화점+스티커 프로젝트 & 북한생활전
Robo Cafe General Store+Stiker Project &
North Korean Living Exhibition

2019년 <개성공단 사람들> 전시에 이어 2020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이부록 작가의 <로보다방잡화점>은 개성공단의 로보(노동 보
조)물자들을 주제로 한 전시다. 개성공단에서 북측 노동자들에게 특히 선호
도가 높았던 로보(노동 보조)물자들을 들여다보고 극단의 타자들이 만나 공
동의 규칙을 정해 하나의 공동체를 작동시켜갔던 소통의 과정을 상상하며,
비대면 재난시대에 맞서는 �워바타스티커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다. 또한
서울 홍대의 명소 평양술집에 전시되어 있던 수집품들을 영화제 전시로 옮
겨온 이번 북한생활전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북한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Robo Cafe General Store is artist Lee Boo-Rok�s exhibition
about �robo supplies,� meaning supplies provided to North
Korean worker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he
exhibition displays supplies that were popular among North
Korean workers, imagining how people from two extremely
different societies meet, set rules and build a community
together. Also featured in the exhibition is the �Warvatar
Sticker Project� that explores ways to tackle the new reality
of a non-contact world the Covid-19 outbreak has created.
Alongside the exhibition is a display of various goods collected
from bars in Pyongyang, which offers a glimpse of the goods
North Koreans use in their daily lives.
일시

6월 18일(목) ~ 23일(화)

장소

주 행사장 (올림픽메달플라자)

후원

통일디자인연구소, 평양술집

Date

Jun 18th(Thu) ~ 23rd(Tue)

시간

10:00 ~ 18:00 / 14:00 ~ 17:00(개막식)

Venue

Olympic Medal Plaza

Time

10:00 ~ 18:00 / 14:00 ~ 17:00 (Opening Ceremony)

Sponsor Tongil Design, Pyeongyang Bar

Venue PyeongChang Tirol Galler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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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 18:00 (The 18th is open from 14:00 to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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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상영

Outdoor Screening
월정사 시네콘서트

바위공원 야외상영

산사에서 열리는 특별한 시네콘서트. 평창 오대산 자락에 위치한 아름다운
사찰 월정사에서 영화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하림, 바비킴, 웅산이 선
사하는 힐링 콘서트와 함께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가 상영된다. 김초희
영화감독과 함께하는 토크도 준비된다. 시네콘서트 직전에는 월정사 걷기
명상 프로그램도 진행되니, 소중한 이들과 함께 전나무 숲길을 여유롭게 걸
어보는 여정도 추천한다.

123개의 다양한 기암괴석을 테마로 한 평창 바위공원에서 펼쳐지는 버스킹 공연과 매력적인 영화 <라라
랜드> 상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열정에 끌리게 되어있어. 자신이 잊은 걸 상기시켜 주니까�라는 <라라
랜드>의 대사처럼 한여름 밤 사랑과 희망, 그리고 열정을 노래하는 뮤지컬 영화를 만날 수 있다.

Woljeongsa Temple Cinema Concert

Enjoy a film and music at the same time at our Cine Concert in
Woljeongsa Temple situated at the foot of Mt. Odae. The Healing
Concert featuring Harim and Woongsan takes place, followed by a
screening of LUCKY CHAN-SIL and then a talk with director Kim Chohee and actress Kang Mal-geum. Also, before the concert, a walking
meditation session will be on offer around the temple. A relaxing
leisurely walk through the fir forest is certainly an experience not to
miss.
일시

2020년 6월 20일(토)

장소

월정사

공연

하림, 바비킴, 웅산

사회

16:00~19:30

참가비

Tourism Park featuring 123 amazing rocks of fantastic shapes with our selection of great musical
films. Included in our selection is La La Land famous for the quote �People love what other people
are passionate about. You remind people of what they�ve forgotten.� Indeed, as the title of the film
meaning a �place that is remote from reality� suggests, musical films celebrate love, hope and
passion often neglected in our daily lives. We are pleased to invite you to the world of musical films.
일시
장소
공연
토크

2020년 6월 20일(토)

<찬실이는 복도 많지>

무료 (월정사 문화재 입장료 제외)

Date

Jun 20th(Sat)
16:00~19:30

Venue

Woljeongsa Temple

Moderator

An Hyekyung

Performance

Hareem, Bobby Kim, Ungsan

Stage Greeting

Kim Chohee (Director)

A Screening Film LUCKY CHAN-SIL

평창읍 바위공원 돌문화체험관 주차장
달려운, 진전마(진심을 전하는 마술사)
플랫 파이브

이순원 작가,

김형석(평창국제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

상영작 라라랜드

Jun 20th(Sat)
18:00 ~ 22:30

Venue

Rock Park Parking Lot

Performance

dalyeoun&Moon, Real magic,

Talk

Lee Sunwon (Writer),

FLAT FIVE
Kim Hyung-seok (Programmer, PIPFF)
A Screening Film La La Land

피크닉 시네마
Picnic Cinema

하늘 가득 채워진 별들을 바라보며 평화롭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시네마가 용평리조트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텐트나 돗자리 등을 자유롭게 지참할 수 있지만, 6월 평창의 밤은 도시와 비교되지 않을만큼 기온이
낮으므로 두터운 옷과 담요, 핫팩 지참은 필수다. 도시의 일상과 더위에 지친 이들에게 꼭 추천하는 힐링 코스다.
Picnic Cinema will be held at the Yongpyong Resort�s Outdoor Stage. You can bring a tent or a
picnic mat. But since temperatures drop low at night in Pyeongchang in June, you would do well
to bring thick clothes, a blanket and disposable hand warmers. The program is recommended for
those who want to get away from summer heat and the hustle and bustle of the city.
일시 및 상영작 2020년 6월 19일(금) <라라랜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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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8:00 ~ 22:30

안혜경

무대인사 김초희 영화감독
상영작

Rock park Outdoor screen

Date and Screening Film Jun 19th(Fri) La La Land

2020년 6월 20일(토) <비긴어게인>

Jun 20th(Sat) Begin Again

19:00 ~ 22:30

19:00 ~ 22:30

용평리조트 야외무대

Venue

Yongpyong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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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이벤트

Special Event

PIPFF 페스티벌

팔로우 P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한 중앙에 위치한 너른 광장. 2020년 영화제 주 행사장인 올림
픽메달플라자에서는 매일 밤 공연과 영화 상영이 펼쳐진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따뜻하
게 어루만지는 매력적인 작품들과 공연들을 만날 수 있다.

영화제에서 만나는 특별한 버스킹 공연. 주 행사장인 올림픽메달플라자를 비롯한 영화
제 곳곳에서 뮤지션 11팀의 매력적인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PIPFF Festival

Follow P

Follow P offers performances by young artists from Gangwon-do and
beyond during the Festival. This program presents the audience with
a diverse cultural experience that everyone can enjoy, while providing
young artists with an opportunity to perform.

A spacious square located in the center of Hoenggye-ri, Daegwallyeongmyeon, Pyeongchang-gun, Olympic Medal Plaza is the main venue for
2020 PIPFF where performances and screenings are held every night.
Visit Medal Plaza and enjoy films and performances that will soothe
your stress-filled days.
공연 및 상영작
6월 19일(금)
6월 20일(토)
6월 21일(일)
시간
장소

일시
장소

참여 뮤지션

나윤선 / 얼리맨
한국전통타악그룹 태극, 마린보이 / 숀더쉽 : 더 무비
엑시트 / 러빙 빈센트

19:00~20:00 야외공연
20:00~22:00 야외상영
올림픽메달플라자

Date

Performance & A Screening Film
Jun 19th(Fri) Nah YounSun / Early Man
Jun 20th(Sat) The Korea Traditional Culture & Arts Institute Taegeuk, Marine Boy /
A Shaun the Sheep Movie: Farmageddon
Jun 21st(Sun) Voice Band EXIT / Loving Vincent
Time

6월 19일(금)~22일(월) 13:00~16:00

올림픽메달플라자
총 11팀

FLAT FIVE(Blues in the Movie) / 그 밤(그 밤) / 달려운(달달 무슨 달?) /
동살팀(봄을 지나 여름이 오고 동살의 여름풍류) / 레드삭스(청년 색소폰 콰르텟
레드삭스와 함께!) / 메노모소(Cinema Jazz of 'City P') / 메리플레인(Music
Picnic) / 국악가수 �예결�(말랑말랑, 예결의 서도 민요!) / 오구구구(Healing) /
조 녁(버스킹 프린스의 관.소.버) / 진심을 전하는 마술사(선물상자)
Jun 19th(Fri)~22nd(Mon) 13:00~16:00

Venue

Olympic Medal Plaza

Musician

FLAT FIVE(Blues in the Movie) / Hebam (That night) /
dalyeoun&Moon (Moon what kind a moon) / dawn at dawn
(Aestheticism) / Red Ssax ('Color of art' with Red Ssax) /
Meno mosso(Cinema Jazz 'City of P') / Merryplain (Music Picnic) /
Yegyul (Let's play Seodo song softly with Yegyul) / 0999 (Healing) /
Jonyeok (P.C.A (A Performance That Communicates With the
Audience) / Real magic (The present)

19:00~20:00 Outdoor Performance
20:00~22:00 Outdoor Screening

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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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ympic Medal Plaza
19일(금)

20일(토)

21일(일)

22일(월)

13:00

오구구구 (0999)
Healing

달려운
(dalyeoun&Moon)
달달 무슨 달? (Moon what
kind a moon)

메리플레인 (Merryplain)
Music Picnic

14:00

메노모소 (Meno mosso)
Cinema Jazz of �City P�

진심을 전하는 마술사
(Real magic)
선물상자(The present)

국악가수 '예결' (Yegyul)
말랑말랑, 예결의 서도민요!
(Let's play Seodo song
softly with Yegyu)

그 밤 (Hebam)
그 밤 (That night)

15:00

동살팀 (dawn at dawn)
봄을 지나 여름이 오고 동살의
여름풍류 (Aestheticism)

플랫파이브 (FLAT FIVE)
Blues in the Movie

레드삭스 (Red Ssax)
청년 색소폰 콰르텟 레드삭스
와 함께! ('Color of art' with
Red Ssax)

조 녁 Jonyeok
버스킹 프린스의 관.소.버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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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이벤트

Special Event

주 행사장 이벤트
Main Stage Event

체험 이벤트
진행 시간표

* 주 행사장에서 진행되는 모든 이벤트는 당일 선착순 현장 접수합니다.

* Participation in all events taking place at the main event venue is firstcome, first-served on the event day.
클레이 비누

다양한 색상의 말랑말랑한 비누 재료로 즐기는 촉감 놀이

블록 가든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블록정원

Clay Soap

Block Garden

PIPFF 그립톡-레진공예
PIPFF Phone hand
holder – Resin
handicraft
PIPFF OX 퀴즈

PIPFF OX Quiz

PIPFF 아크릴 무드등

감성 돋는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PIPFF 손거울 만들기

영화제 아이덴티티를 담은 손거울 만들기

PIPFF Making a
Hand Mi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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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ng a terrarium to your home. It will bring life to the
space.

Make a DIY mood lamp that can also be used as a
decoration item.

22일(월)

23일(화)

15:30~17:30

블록 가든

PIPFF 그립톡 –
미니어쳐 하우스
레진 공예
평창 테라리움

PIPFF
OX 퀴즈

룰렛 돌리기

PIPFF
아크릴 무드등

클레이 비누

PIPFF
손거울 만들기

19th(Fri)

20th(Sat)

21st(Sun)

22nd(Mon)

23rd(Tue)

Guest Book Pyeongchang Wish Tree, Coloring Road

13:00~15:00

Clay Soap

PIPFF Phone
hand holder

Miniature
House

PIPFF
Mood Lamp

15:30~17:30

Block Garden

PIPFF
OX Quiz

PyeongChang
Terrarium

PIPFF Making
a Hand Mirror

Clay Soap

Roulette

✽ Events may change depending on the situation.

제한 시간 내에 O와 X 둘 중 하나로 이동 (우승 시 강원상품권 증정)

생기있는 인테리어를 만드는 개성있는 테라리움

PIPFF Mood Lamp

클레이 비누

17:30~18:00

평창 테라리움

PyeongChang
Terrarium

13:00~15:00

10:00~11:30

Make your own artifacts expressing spontaneity and
your unique sensitivity.

Create an elegant space with a sensitive and refined
touch of an artisan.

21일(일)

방명록 평창소원나무, 컬러링로드

10:00~11:30

Schedule

감성을 표현하는 자유로운 공예 체험

장인의 손길로 만드는 공간 연출 체험

20일(토)

✽ 상황에 따라 이벤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Let's make my own block garden, the only one in the
world.

Read to the question and answer by standing in the �O�
or �X� line within time limit.

19일(금)

17:30~18:00

Enjoy tactile play with soap ingredients.

미니어쳐하우스

Miniature House

구분

스탬프 투어
Stamp Tour

2020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는 여권 스타일의 특별한 스탬프북에 영화제에서 준비
한 멋진 스탬프들을 가득 찍을 수 있는, 매력적인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영화제
행사장과 대관령면 곳곳에 있는 로컬 파트너 상점을 방문할 경우 스탬프를 찍을 수 있
으며, 찍어온 개수에 따라 강원도의 다양한 로컬 특산품들을 받을 수 있다. 스탬프북은
영화제 올림픽메달플라자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 1,000개를 배포하니 매력적인 추억
만들기에 꼭 동참할 것.
At the 2020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you can take part in
an exciting tour where you get your stamp book, which looks very much like a
passport, stamped at various places during the festival. Stamps are located at the
event halls and local partner shops in Daegwallyeong-myeon. Collecting stamps
will earn you a prize of local specialty foods. Stamp books are available for pick-up
at the Festival Information Desk, so get your walking shoes on and join the tour!

Decorate a compact mirror, an essential for every
cosmetic pouch. A cute compact mirror will always
come in h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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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샵 Goods Shop
굿즈샵에서는 2020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세련된 굿즈들을 가득
만날 수 있다. 올해는 강원도를 상징하는 다양한 굿즈들을 선보이는데, 감자를 캐릭터화
한 �감자합니다� 굿즈 3종은 영화제 시작 전부터 큰 인기를 모으며 1차 제작 물량이 완판
됐다. 올해 신설된 클로즈업 섹션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이옥섭X구교환 패키지도 큰
화제를 모았다.
You can now shop for goods that are aligned with the identity of the
2020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This year�s theme
for the goods is Gangwon-do. Three kinds of �Gamja-hamnida� goods
featuring �Gamja� character which represents potato, a local specialty
in Gangwon-do, have already become popular and the first batch of
the goods produced sold out. Also, the �YI Ok Seop X KOO Kyo-hwan�
package, prepared to commemorate the inaugural Close-up Section, is
drawing much attention.

운영 기간

운영 장소

6월 18일(목) 17:00~20:00 (올림픽메달플라자만 운영)
6월 19일(금)~22일(월) 10:00~20:00

6월 23일(화) 10:00~14:00 (알펜시아 시네마 제외)
올림픽메달플라자, 알펜시아 시네마

핍스터
PIPSTER

후원회원

Sponsor

2020년 5월 한달 동안 텀블벅 펀딩 프로젝트를 통해 모집한 영화제 공식 후원회원. 올
해 초 강원도 감자 쇼핑 열풍을 기념하는 �감자합니다� 스페셜 리워드를 비롯해 아이디
카드, 개막식 초대권, 숙박권 등을 제공한다.
With a fundraising project held on Tumblbug throughout May this year,
the PIPFF 2020 got people to sign up as official sponsors for the Festival.
Official sponsors are eligible to receive �Gamja-hamnida� special rewards
(memorabilia to remember the potato shopping craze that swept the Korean
internet early this year), an ID card, an invitation to the Opening Ceremony, an
accommodation voucher and other gifts.

후원회원 아이디 카드 및 리워드 수령
Receive a Sponsored Member ID Card and Rewards

6월 18일(목) 17:00~20:00

수령 기간

6월 19일(금)~22일(월) 10:00~20:00

수령 장소

올림픽메달플라자 핍스터 데스크 (신분증 지참, 대리 수령 불가)

6월 23일(화) 10:00~14:00

✽ �야놀자�를 통해 강원도 숙박을 예약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기프트카드는 핍스터 데스크에서 수령 가능.

Jun 18th(Thu) 17:00~20:00
Receiving Period
Operating
Period

Operating
Venue

Jun 19th(Fri)~22nd(Mon) 10:00~20:00
Jun 23rd(Tue) 10:00~14:00

Jun 18th(Thu) 17:00 ~ 20:00 (Olympic Medal Plaza)
Jun 19th(Fri)~22nd(Mon) 10:00~20:00
Jun 23rd(Tue) 10:00~14:00 (Alpensia Cinema excluded)

Receiving Place

Olympic Medal Plaza PIPSTER Desk (Official sponsors need
to bring their IDs and must be present on site to receive the
gifts. No one is allowed to collect the gifts on their behalf. )

Olympic Medal Plaza, Alpensia Cinema
✽ Gift cards for those who reserved accommodations in Gangwon-do through Yanolja can be picked up
at the PIPSTER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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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색인

Index by Films

0-9
1982

4학년 보경이

82년생 김지영

ㄱ

거대한 행렬
걸스온탑
고지전
골키퍼

구례 베이커리
굿타임

그녀는요

119
142
103

96
143
134
66
61
71
73

금강산 팔선녀

108

김일성의 아이들

110

급식

ㄲ

끝나지 않은 전쟁

ㄴ

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들

74

111

88

나이로비

125

남부군

133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59

나피스 파더
네거티브 넘버
늙어 가는 길

ㄷ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터 플롯
달려라 택배
독일어 수업

돌아오지 않는 해병
동물원

ㄹ

51
52
168

91
65
120
131
72

라라랜드

155

라즈 온 에어

148

라이프

러빙 빈센트
령희

로미오: 눈을 가진 죄
리틀 치프

192

86
154
60
147
124

ㅁ

마스코트
메기

문지방

ㅂ

바람의 목소리

박강아름 결혼하다
벌새

불꽃놀이

64
140
144

121
104
101
93

비긴 어게인

156

비밀의 정원

54

비무장지대

ㅅ

샬러턴
세마리

숀더쉽 더 무비: 꼬마 외게인 룰라!
술래

스케이트보드 타는 소녀들
스타렉스
스티커

132

78
144
152
63
126
69
92

시험

123

실종

50

실로암

ㅇ

아몬드 나무 사이
아부 레일라

161

94
83

아워 바디

102

안네 프랑크를 찾아서

80

아이들을 주의하라
야생 동물

얄다, 용서의 밤

122
97
55

어느 수학자의 모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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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36420527
indiehouse.coop@gmail.com

Prince Hodong and Princess
Nakrang
Korea Film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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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nycon
82)517047125
funnycon2@funnycon.tv

Tony Driver

Voices in the Wind
Indiehouse

Negative Numbers

Zoo

Open Sesame Co., Ltd.

Cine356

81)362283453
kaho@open-sesame.jp

82)0226532276
finance@gocinema.co.kr

Way Back Home
MONSOON Pictures
82)1072927668
Park_sunj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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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

스태프

Organization

조직위원회

자문위원단

사무국

명예이사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고문

임권택

영화감독

집행위원장 방은진

강원영상위원회 위원장

자문위원

이두용

영화감독

자문위원

유시춘

이사장

문성근

조직위원

이준동

조직위원

안정숙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조직위원

채윤희
홍형숙
정상진

영화진흥위원회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올댓시네마 대표
전 영진위원장
영화감독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오제환

강원도 평화협력관

이춘연

시네 2000 대표 / 영화단체회의 대표

정지영
안성기
김용화
최민희
이순원
한왕기
김한근
이헌수
김기홍
조창진
정일섭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영화감독 / 덱스터 대표

자문위원장 김동호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자문위원

김도영
이상기
이규연
김현경
이향진
전영선

사무국장

김준종

프로그래머

최은영

프로그래머

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

프로그램팀

평창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한국영화담당

한국교육방송 이사장

아시아N 대표이사/발행인
JTBC 탐사기획국 국장

MBC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일본 리코대학 교수

건국대학교 HK통일인문학연구단 교수

함유선

해외영화담당

심재훈

프로그램이벤트담당
숙박담당

산업교육팀

신혜빈

집행위원장 방은진

영화감독/강원영상위원회 위원장

기획팀

남북강원도협력회장

집행위원

영화감독

개폐막담당

평창동계올림픽 사무처장

강원도 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이준익

집행위원

조창호

집행위원
집행위원
집행위원
집행위원
집행위원
집행위원
집행위원
집행위원
집행위원

변영주
박광수
김성태
이진훈
최정화
김혜준
김중기
권해효
추상미
김형석
최은영

영진위 남북교류위원회 위원
영화감독

정동진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가우언영상위원회 사무국장

김화섭

상영관조성담당

최준식

이스트드림시노펙스 대표

운영팀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장

부대행사담당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영화배우 / 영진위 남북교류위원회 위원
영화배우
영화감독

평창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평창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최정인

기획팀장

기술담당

권빛나

정혜현

이벤트담당

전유정

개막초청/배지담당
전시담당

자원봉사담당

홍보팀장

고정

출판담당

정지수

매체담당
SNS담당

마케팅팀

김예란
이상림

마케팅팀장

박선정

후원/관객서비스담당

김청하

굿즈/옥외홍보물담당

온라인팀

온라인팀장
티켓담당

안진영

이선영
이민준

김미정

운영팀장

셔틀담당

홍보팀

박서영

제작지원마켓담당

아카데미/포럼담당

집행위원

황의선

김지영

평창군수
강릉시장

이세은

산업교육팀장

집행위원회

소설가

김형석

프로그램팀장

정치인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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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강릉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Staff

이혜림
심인우
이상연

총무회계팀
총무회계팀장

이순영

회계 및 출납담당

최기영

총무담당
방역담당

임희준
박의준

신가은
권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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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파트너
맛있을지도

가시머리 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69

청기와오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1길 4

편배기

황태덕장
삼백식당
청풍명월

봉평메밀촌
솔봉갈비
용산골

마운틴 키친앤커피
그집압
개성집

남경식당
납작식당
큰 우리
황병산
노다지

달콤할지도

Cafe 7HUNDRED
나무이야기

춤을출지도
강촌갈비
투다리

대관령 족발과 참치

밥도먹고 술도먹고 사리포차

편리할지도

맘헨즈 24시 셀프 빨래방
유워시 세차장

재밌을지도
하늘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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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아카데미

Local Partner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62-3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21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24 1층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마루길 7 (2층)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4
강원도 평창군 솔봉로 296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96 1층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296 티롤빌리지내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96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자길 4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347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35 납작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92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길 250-12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153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강변길 93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3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2길 7-4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횡계2길 7-7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2길 34

033-335-5818
033-333-3866
033-336-5295
033-335-5942
033-335-5248
033-336-0701
033-332-5599
033-334-6800
033-333-3392
033-333-5677
033-332-1400
033-335-1222
033-335-5891
010-5367-5478
010-4312-4706
010-5548-1873
033-335-4448

평화 아카데미 참석자
김현영

횡계초등학교

정예은

횡계초등학교

김수영
김민진
김민형
최선우
조이락
이동현
최인우
박은비
홍주윤
조재희
김민서
장시우
진예은
이지모
황석영
최지원

033-333-5236
033-335-5364

김다한
조다희
최지유
조승연

033-336-7489
033-335-1989
033-336-5422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3길 17

010-7188-3281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마루길7 셀프빨래방

033-333-5236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1길 3-8

010-7188-1600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458-23

02-3466-9634

Peace Academy

김수은
김지희
장은채
김도희

횡계초등학교
대관령초등학교
대관령초등학교
횡계초등학교

대관령초등학교
횡계초등학교
대관령중학교
횡계초등학교
횡계초등학교

대관령초등학교
횡계초등학교

대관령초등학교
신부초등학교
임곡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대관령초등학교
대관령초등학교
대관령중학교
대관령중학교
대관령중학교
삼육중학교
삼육중학교

대관령중학교

대관령초등학교

4학년
1학년
4학년
4학년
1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4학년
1학년
6학년
4학년
4학년
4학년
5학년
5학년
3학년
6학년
3학년
3학년
3학년
1학년
3학년
3학년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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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신 분들
(사)한국이벤트협회
(주)kt원주지사
(주)kt춘천지사
(주)미루픽처스
2018평창기념재단
2X9HD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700광고
ACCESSICT
AM호텔
BBB코리아
BTN
BTN 강원지사

BTN불교라디오 울림
CJ ENM

CJ 파워캐스트

CJ올리브네트웍스
Inter Cinema
K-water
LAID BACK
made in 1986
SE기획
SK렌터카
STUDIOESKEY
V LIVE
강릉국제영화제

강원국제회의센터
강원대학교

강원도 농정국 유통원예과
강원도청 문화관광체육국
강원독립영화협회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단 평창대관령음악제
강원약초영농조합
강원영상위원회
강원일보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관광재개운동본부
구수담 영동조합법인
국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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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성일자수

박용호, 강민구
최태두 회장
최연순 회장

백용근, 황미화
이창형, 심대섭
강철홍, 이선규

강지현, 권기성, 문정원, 박혜민
조형기, 박기석, 이영조
박상석
진선주
황영천
이부록
이정우

장진만 총감독
김진영

문명환, 김상원, 김기훈, 민현기
배형석 관리이사
김민경

최호웅 변호사
황영만
김나영
김현자

서지형, 박종덕

김동환, 이태연, 박상호, 진준혁
정윤재
강태경
천지연
제갈송
성민석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씨네365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아우라픽처스

알펜시아리조트
야놀자

에너피아

엣나인필름

영상문화프로덕션 이리
영화진흥위원회
오대산관광

오대서주양조
왓챠

용평리조트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월정사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윌로뜨

이지렌탈

익스트림무비

인덜지 (문베어브루잉)
인덜지 (버니니)
인디플러그
인디하우스
인터포스
자두자두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전주국제영화제
정선군청

제이민세무회계사무소
㈜해찬

장수연

김형섭, 윤진영, 조우림
홍다빈, 곽연옥
정상민
이재용

신성철, 유정민, 김정현
길기수

주희, 박혜진, 김서연
박동일, 신승주

오석근, 권태은, 김희영
박동열
홍진호
이지영

유승준, 김동영

변해원, 박혜림, 원동은, 이선희, 이효정
이병섭

문환, 이용신, 양해수
나윤정, 이승준
한형준

김종철, 심은하
이상호
임은영

고영재, 김형동

이마리오, 김진유, 양해수
노현숙, 유동관
원새록

신정이, 한재필

치즈박스
테라로사
통일 TV

트라이앵글레지던스
티롤갤러리
평양술집

평창군관광협의회

평창군자원봉사센터

안성화
김민선

진천규, 박남원, 이난구, 오선희, 정현이
박창우
박상호
장우경
함봉호

이은미, 박희서, 이용순

평창군청 경제건설국 문화관광과 최영훈, 이시균, 김재봉, 최은석, 김인겸
평창문화원

최돈란

하나로마트 농협본점

최학열

평창정선영월축산농협
하늘목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심정훈, 이화성
한종호, 이동길
김영태, 방시현

김기호, 노창우, 정민화, 성연태, 황민진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춘천지회 길병훈
한국저작권위원회

김동희

한일운수

박인재

한농종묘사
해드리오

호텔 더 마루
홍창진

차희주
김민경
염형준

홍병식
전예지
김현민

장성호, 문병용

서건희 문화관광과장
최정민

박수철, 김종구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 권홍철
진부역

김구현

척척인력

윤용수

찬란

철원막걸리 철원군 농민회
촬영감독

춘천MBC

이지혜, 엄혜림
김용빈
성승택
전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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