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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입니다.

2022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매년 6월 강원도 평창에서는 평창국제평화영화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시작된 평화정신을 이어받아 문화를 

통한 하나 됨과 평화정신의 가치를 전하는 강원도 대표 영화 축제입니다. 전 세계가 팬데
믹과 국가 간 갈등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이번 영화제가 평화와 화합의 가치를 되새기고 

더욱 소중히 지켜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평화를 모토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영화제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하며 심신을 위로하는 소중한 시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준비
를 위해 애써주신 문성근 이사장님, 방은진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
사드리며, 이번 영화제가 많은 분의 사랑과 성원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지사 최문순

Congratulations on opening of the 2022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Every June, Pyeongchang becomes home to one of Gangwon-do’s most 
significant annual events, the PIPFF. Since being launched four years ago to 
build on the spirit of peace that was on display during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PIPFF has been bringing hearts together through the medium of film 
and spreading the message of peace globally. Today, still many parts of the world 
suffer from the effects of the pandemic and cross-border conflicts, but I hope that 
the PIPFF will be an occasion to reflect on the value of peace and reconciliation 
so we won’t stop moving forward together toward that cherished goal of peace. I 
also hope that every visitor will be able to relax and recharge while appreciating 
the art of cinema and other variety of programs. Lastly, I extend my gratitude to 
Chairman Moon Sungkeun, Festival director Pang Eunjin and everyone involved 
for organizing a great event, and wish you great success. Thank you. 

CHOI Moon-soon,

Governor of Gangwon-do

Congratulations on the grand opening of the 2022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PIPFF is not only the first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o be held in Gangwon-do, 
but is also the symbolic legacy of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s that 
spread the message of peace globally. In this context, I wish to commend the 
efforts of Chairman Moon Sungkeun, Festival Director Pang Eunjin and all the 
staff members to develop the festival into an event enjoy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and extend a warm welcome to all the visitors and film lovers here today. 
Undeterred by the pandemic, PIPFF has made steady efforts in the past couple 
years to bring peace back in our lives little by little. Today, we are finally able to 
immerse ourselves in movies with a bit more ease. Still, the outcry for peace keeps 
growing in many corners of the world, from Ukraine and Myanmar to Somalia 
and our own Peninsula. These situations remind us just how much more work is 
needed to achieve peace, and how priceless the moment of peace we had in 
2018 Pyeongchang really was. 
Arts and culture is a powerful tool for demonstrating our collective wish for peace 
that transcends political and ideological divides. I hope that this year’s PIPFF will 
be a venue where our hearts come together for peace and harmony.

HAN Wang-ki,

Pyeongchang County Mayor 

축사  Congratulatory Remarks

2022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의 성대한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강원도 최초의 국제영화제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평
화정신을 이은 대표적인 레거시 사업입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축제로 영화제를 발전시
켜나가고 계신 문성근 이사장님, 방은진 집행위원장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평창을 방문하신 영화인 여러분과 방문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소중한 일상의 평화를 전해 온 평창국제평화
영화제의 염원대로, 이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영화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반
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미얀마, 소말리아, 곳곳에서 들려오는 평화의 갈망을 보며, 평화
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평창이 제시했던 평화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알게 됩니다.

문화는 정치적 대립과 이념의 지향을 넘어, 평화를 향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평창국제평화영화제를 통해 그 마음과 노력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평화
의 땅 평창이 전하는 평화가 여러분께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평창군수 한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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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이사장 문성근입니다.

지난 몇 년간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항상 온전한 모습으로 ‘영화와 함께’ 할 수 있는 날
을 꿈꿨습니다. 2020년에는 철저한 방역을 통해 영화제를 안전하게 치러내며 일상의 

평화를 염원했고, 2021년에는 보다 안정적 전진을 이루며 영화인과 관객이 어우러지는 

영화 축제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더 이상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도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합니다. 

‘다시 평화’와 ‘새로운 희망’을 잇는 2022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의 슬로건은 ‘위드, 시
네마’입니다. 영화를 통해 만나는 축제의 시간과 그 안에서 맞이하는 진정한 쉼에 대한 

소망을 올해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이번 영화제를 통해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사이의 거
리가 좁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영화라는 매개
를 통해 담론화되기를, 평창에서 열리는 우리의 영화 축제가 세상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
눌 수 있는 소중한 통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네 번째 열리는 이번 평창국제평화영
화제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문성근

Welcome to the 4th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For the past few years, we have been anticipating the day when we can spend the 
day “with CINEMA” the way we used to before the pandemic. In 2020, the PIPFF 
safely hosted events in-person, with preventive measures in place. The following 
year, we took another bold step toward normalcy and was met with enthusiastic 
responses as a meaningful film festival connecting filmmakers and film lovers. This 
year, we are grateful that the festivities can be enjoyed without having to keep 
social distance. 
“with, CINEMA” is this year’s slogan, succeeding “Peace Again” (2020) and “A 
New Hope” (2021). The two-word motto symbolizes our commitment to creating 
a festival where people are brought together by films while being able to take a 
moment to relax and recharge. We wish that this event will take us one step closer 
to recovery and resilience. We also hope that the films will open up conversations 
about the ongoing conflicts and injustices around the world and provoke thoughts 
among us. 
Thank you all for taking part in this year’s festival.

MOON Sungkeun,

Chairman

Hello and welcome to the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Now into the fourth year of preparing, we agreed that there was a growing 
yearning for real peace — one that could be enjoyed ‘with cinema.’ What we 
envisioned is a cinematic celebration that brings to people those little — but much 
cherished — moments of peace, and encourages them to throw away the distrust 
and blame, so we could embrace the most fragile and vulnerable of us.
We have many reasons to be grateful. Pyeonchang was selected as the 
beneficiary of a ‘Visual Image Improvement’ project as a host-city of an 
international arts & culture event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 and Tourism. 
Thanks to their support, buildings and infrastructure around the Daegwallyeong 
area have been transformed into ever-more attractive event venues. We look 
forward to robust exchanges among local residents and cinephiles from home 
and abroad, and hope that the 88 films from 28 countries will delight every single 
soul. I’m sure this year will feel more like a full-fledged international event, as a 
greater number of filmmakers will visit in person, with foreign filmmakers invited to 
make in-person appearances as well. Last but not least, my gratitude goes to Mr. 
Choi Moon-soon, Governor of Gangwon Province, and Mr. Han Wang-ki, Mayor of 
Pyeongchang County, for their long-term commitment and dedication to bringing 
the wind of peace across the nation and into our daily life.

PANG Eunjin,

Festival Director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원장 방은진입니다.

올해 네 번째 영화 축제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영화와 함께’ 진정한 ‘평화’를 마주하고 싶
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흩어지고 서로를 경계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작고 연약한 것들까
지도 온전히 품어내며 일상의 작은 평화를 선사하는 영화 축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깊
은 염원이었습니다.

올해는 유독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고 평창군과  

평창문화도시재단이 함께한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 덕에,  

영화제가 열리는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가 더욱 매력적인 영화 축제의 장으로 변모했습
니다. 영화인과 관객, 지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 특별한 영화 축제에서 풍성한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대관령 곳곳의 매력적인 상영관에서 만나게 될 28개국 88편의 영
화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이전처럼 많은 영화인들이 자유롭게 

찾아오고, 해외 영화인 초청도 이루어지는 만큼 온전한 국제 영화 축제를 만날 수 있으리
라 기대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한반도 평화는 물론 일상의 평화를 위해 오래 힘써주신 최
문순 강원도지사님과 한왕기 평창군수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창을 찾은 모든 분들이 부디 즐겁게 머물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위원장 방은진

인사말  Gr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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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Ticket

올림픽메달플라자 Olympic Medal Plaza 6/24(Fri)~28(Tue) 10:00~마지막 상영 시작 후, 15분까지
10:00~15 minutes after the 
last screening starts.

알펜시아 오디토리움 Alpensia Auditorium 6/25(Sat)~27(Mon)

라마다 그랜드볼룸 Ramada Grand Ballroom 6/24(Fri)~27(Mon)

굿즈
MD

올림픽메달플라자 Olympic Medal Plaza 6/23(Thu) 17:00~20:30

6/24(Fri)~27(Mon) 10:00~20:00

6/28(Mon) 10:00~13:00

알펜시아 오디토리움 Alpensia Auditorium 6/24(Fri)~27(Mon) 10:00~20:00

라마다 그랜드볼룸 Ramada Grand Ballroom 6/24(Fri)~27(Mon) 10:00~20:00

전시
Exhibition

올림픽메달플라자 Olympic Medal Plaza 6/23(Thu)~28(Tue) 10:00~행사종료
10:00~The end of the event.

관객쉼터
Rest Area

피프플레이스(어울마당) PIPFF Place(Eoulmadang) 6/23(Thu)~27(Mon) 10:00~20:00

종합안내소
Information

올림픽메달플라자 Olympic Medal Plaza 6/23(Thu)~28(Tue) 10:00~행사종료
10:00~The end of the event.

물품보관소
Cloakroom

종합안내소 Information 6/23(Thu)~28(Tue) 10:00~행사종료
10:00~The end of the event.

배지데스크
Badge Desk

종합안내소 Information 6/24(Fri)~27(Mon) 10:00~20:00

프로모션 부스
PR Booth

올림픽메달플라자 Olympic Medal Plaza 6/23(Thu) 17:00~20:00

6/24(Fri)~26(Sun) 10:00~19:00

공간별 운영일정 Operation Schedule

페스티벌 맵  Festival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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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달플라자        서울 
Medal Plaza        Seoul

20:40 / 22:20

6. 23 (Thu) 
개막식 Opening

6. 24 (Fri) ~ 
6. 27 (Mon)

라마다호텔 
Ramada Hotel  ▶ 진부역 

Jinbu Station  ▶ 메달플라자 
Medal Plaza

16:30 16:55 17:15
17:30 17:55 18:15

라마다호텔 
Ramada Hotel  ▶ 횡계 버스터미널 

Bus Terminal  ▶ 진부역 
Jinbu Station

10:00 10:05 10:35
14:00 14:05 14:35
16:00 16:05 16:35

진부역 
Jinbu Station  ▶ 횡계 버스터미널 

Bus Terminal  ▶ 라마다호텔 
Ramada Hotel

10:55 11:15 11:25
14:55 15:15 15:25
16:55 17:15 17:25

진부역 
Jinbu Station  ▶ 알펜시아 

Alpensia  ▶ 메달플라자 
Medal Plaza

11:00 11:15 11:25
13:00 13:15 13:25
15:00 15:15 15:25
17:00 17:15 17:25
18:00 18:15 18:25
20:00 20:15 20:25
21:50 22:05 22:15

메달플라자 
Medal Plaza  ▶ 라마다호텔 

Ramada Hotel  ▶ 알펜시아 
Alpensia  ▶ 메달플라자 

Medal Plaza
10:00 10:10 10:20 10:30
10:30 10:40 10:50 11:00
11:00 11:10 11:20 11:30
11:30 11:40 11:50 12:00
12:00 12:10 12:20 12:30
12:30 12:40 12:50 13:00
13:00 13:10 13:20 13:30
13:30 13:40 13:50 14:00
14:00 14:10 14:20 14:30
14:30 14:40 14:50 15:00
15:00 15:10 15:20 15:30
15:30 15:40 15:50 16:00
16:00 16:10 16:20 16:30
16:30 16:40 16:50 17:00
17:00 17:10 17:20 17:30
17:30 17:40 17:50 18:00
18:00 18:10 18:20 18:30
18:30 18:40 18:50 19:00
19:00 19:10 19:20 19:30
19:30 19:40 19:50 20:00
20:00 20:10 20:20 20:30
20:30 20:40 20:50 21:00
21:10 21:20 21:30 21:40
22:10 22:20 22:30 22:40

메달플라자 
Medal Plaza  ▶ 라마다호텔 

Ramada Hotel  ▶ 진부역 
Jinbu Station

20:40 20:50 21:10
21:40 21:50 22:10

메달플라자 
Medal Plaza  ▶ 알펜시아 

Alpensia  ▶ 진부역 
Jinbu Station

12:00 12:10 12:25
14:00 14:10 14:25
16:00 16:10 16:25
18:00 18:10 18:25
19:00 19:10 19:25
21:00 21:10 21:25
22:30 22:40

셔틀버스 운영안내  Shuttle Bus

라마다호텔 셔틀
Ramada Hotel Shuttle
6. 24 (Fri) ~ 6. 26 (Sun)

6. 28 (Tue) 
시상식 Closing

안내사항
Notice

셔틀버스 정류장
Shuttle Bus
Stop

▪라마다호텔 자체 셔틀도 이용 가능합니다. (일반 투숙객과 함께 사용)
▪각 노선별 배차시간 및 소요시간은 교통 상황에 따라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류소 위치는 공간안내도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There is also available for Ramada Hotel’s own shuttle.
▪The shuttle routes, schedule and time can change/be delayed due to traffic conditions.
▪Please refer to the festival map for the location of the bus stop.

▪메달플라자-서울 노선은 사전신청자에 한해 탑승 가능
▪Medal Plaza to Seoul route is available only for  
    people who applied in advance

▪올림픽메달플라자 － 공용화장실 뒤편
▪라마다호텔 － 정문 옆 정류장 배너
▪알펜시아리조트 － 뮤직텐트 앞 배너
▪진부역 － 2번 게이트
▪서울 － 서울종합운동장 내 주차장

▪Olympic Medal Plaza －Behind the public toilet
▪Ramada Hotel － A temporary bus stop around the main entrance
▪Alpensia Resort － In front of the Music Tent
▪Jinbu Station － Gate 2 of the station
▪Seoul － In the parking lot of Seoul Sports Complex

메달플라자 
Medal Plaza  ▶ 진부역 

Jinbu Station
16:10 16:30
17:10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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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영 5,000원

시상식 / 야외상영 선착순 무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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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V 등 토크 프로그램은 상영 종료 후 잔여 좌석에 한해 무료입장 가능

운영장소 및 
일시

올림픽메달플라자 6월 24일(금) ~ 28일(화) 
10:00 ~ 마지막 상영 시작 15분 후

알펜시아 오디토리움 6월 25일(토) ~ 27일(월) 
10:00 ~ 마지막 상영 시작 15분 후

라마다호텔 그랜드볼룸 6월 24일(금) ~ 27일(월) 
10:00 ~ 마지막 상영 시작 15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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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수단 신용･체크카드, 현금, 예매권, 티켓 교환권, 배지, 핍스터 카드예매기간 6월 14일(화) 14:00 ~ 해당 상영 시작 시간까지

예매방법 공식 홈페이지(www.pipff.org)에서 이름/연락처/생년월일 기입 후 예매
* 한 영화 당 1회 2매까지 예매 가능

결제수단 신용･체크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예매권
* 실시간 계좌이체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가능
* 무통장 입금, 휴대폰 소액 결제, 복합결제 불가

수령방법 티켓부스에서 예매번호 확인 후 지류 티켓 수령 가능
* 예매번호(SMS, 예매확인증, 예매내역 페이지 등) 반드시 제시
* 발권 없이 모바일 티켓으로 상영관 바로 입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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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기간 6월 24일(금) ~ 27일(월) 10:00 ~ 20:00

수령장소 올림픽메달플라자 종합안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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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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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 티켓 발권 없이 모바일 티켓을 이용하여 상영관 바로 입장 가능
•	공식 홈페이지 ‘예매확인/취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현장 티켓부스에서 발권한 경우, 모바일 티켓으로 상영관 입장 불가
•	모바일 티켓을 캡처한 이미지 이용 불가

취소기간 해당 상영 시작 30분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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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정에 의한 티켓 재발권 및 환불 불가 (분실, 훼손, 교통정체, 상영관 및 시간 착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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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 교환권 및 배지, 핍스터 카드로 발권한 티켓은 취소 불가
•	휠체어석 예약은 6월 20일(월) 18:00까지 전화 취소 가능

티켓 가격 현장 예매  
(티켓부스)

온라인 예매

배지

모바일 티켓 안내 취소 및 환불

티켓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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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creening 5,000 KRW

Awards / Outdoor Screening Free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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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ose wishing to attend GV and other Talk programs can take vacant seats for free 
at the end of each film screening.

Venue and 
Period

Olympic Medal 
Plaza

6. 24 (Fri) ~ 28 (Tue) 
10:00 ~ 15 minutes after the last screening starts

Alpensia 
Auditorium

6. 25 (Sat) ~ 27 (Mon) 
10:00 ~ 15 minutes after the last screening starts

Ramada Hotel 
Grand Ballroom

6. 24 (Fri) ~ 27 (Mon) 
10:00 ~ 15 minutes after the last screening starts

How to Ticket purchase is limited to two tickets per purchase.
* Tickets cannot be purchased after the screening starts.

Payment Credit card, Cash, Complimentary ticket, Badge, PIPSTER card

Period 6. 14 (Tue) 14:00 ~ Until the start of the film

How to Tickets can be purchased at the official website (www.pipff.org). 
Name, contact number, date of birth needed to buy tickets 
* Up to two tickets can be purchased per transaction, per film 
* PC version only.

Payment Credit / Debit card

Receive Printed ticket can be picked up at the booth after verifying Reservation 
Number
* Reserved tickets will be held until 5 minutes after the screening starts.
  (After the screening begins, purchase on-site is unavailable.)

•	Tickets may be sold out online, but some seats will be available for purchase at the 
booth. Sold only on the day of screening, in order of arrival.

•	Accessible seats can be booked in advance or purchased at the booth.  
Please find more information on official website (www.pipff.org)

Period 6. 24 (Fri) ~ 27 (Mon) 10:00 ~ 20:00

Venue Information booth at Olympic Medal Plaza

•	Up to four tickets may be issued per day at the booth for general screening films 
scheduled for the same day and/or the following day (Only one ticket per showtime 
will be issued)

•	Proof of identification is required to issue tickets. Tickets cannot be picked up by 
anyone other than the badge holder

•	Badge is valid for use by the intended holder only. No transfer allowed.

Period Cancellations are available 30 minutes before the start of the screening.

Cancellation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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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 refunds or cancellations for personal reasons. (Including ticket loss or damage, 
traffic conditions and a misunderstanding about the screening time or location)

•	Partial cancellation is not allowed.

•	One issued, tickets can be returned at the ticket booth only. (You must bring the 
tickets with you to the ticket booth.)

•	Tickets issued using advance tickets, badges and PIPSTER card cannot be cancelled.

•	Accessible seats can be cancelled by phone until 18:00 on Monday, Jun 20th.

Price On-site  
(Ticket booth)

On-line Badge

Cancellation

Ticket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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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운영수칙  Theater Regulations 상영시간표 가이드  Screening Schedule Guide

상영관 Theater

알펜시아 오디토리움
알펜시아 콘서트홀
어울마당
감자창고 시네마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
라마다호텔 그랜드볼룸
올림픽메달플라자

Alpensia Auditorium
Alpensia Concert Hall
Eoulmadang
Potato Storage Cinema
Daegwallyeong Training Center
Ramada Hotel Grand Ballroom
Olympic Medal Plaza

정시 상영 Screening starts on time.

•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  
상영 시간 15분 후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단편 묶음의 상영의 경우 각 단편 상영 종료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	PIPFF Screenings start on time in principle. You cannot 
enter the theater 15 minutes after the screening starts.

•	For short films bundle, you can enter the theater after 
each film ends.

촬영 금지 Please do not take photos.

•	카메라 등 녹화 장비의 반입은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	상영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불가합니다.

•	Please refrain from bringing in video recording 
equipment including cameras.

•	Taking photos and videos during screening is prohibited.

티켓 소지 Please present your tickets.

•	모든 상영관 입장은 모바일 티켓을 포함해 티켓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야외 상영 제외)

•	배지로 발권 받은 티켓은 본인만 관람 가능합니다. 
(상영관 입장 시 반드시 배지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nly those with tickets can enter all theater.  
(except for outdoor scree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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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엄수 Compliance to age restrictions

•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관람 등급을 준수합니다.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관계없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상영작 관람이 불가합니다.

•	The PIPFF abides by the film rating system.

•	Anyone under the age of 18 cannot be admitted to a 
‘rated-⑱’ film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a consenting 
parent.

기타 Other information

•	모두의 편안한 영화 관람을 위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하여, 상영관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Please turn off your mobile phones to ensure pleasant 
viewing experience for all.

•	Face masks should be worn inside theaters per the 
COVID-19 prevention guidelines.

음식물 반입 제한 Please do not bring food into the theater.

•	상영관 내 생수와 음료를 포함한 음식물 반입 및 섭취는  
불가합니다.

•	Consumption of food, water and beverage inside the 
theater is not allowed.

좌석 운영 Please remain in your seats.

•	영화 상영 중 좌석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Please do not move or re-enter after screening has 
started.

자막 Subtitle

영어 → 한글 자막 제공
한국어 → 영어 자막 제공
기타 언어 → 한글 자막, 영어 자막 제공
* 영자막 없음 → 

English Dialogue → Korean Subtitles Provided
Korean Dialogue → English Subtitles Provided
Other Languages → Korean & English Subtitles
* No English Subtitles → 

GV

GV(Guest Visit)는 해당 상영작의 관계자와 관객이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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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역은 국제장편경쟁작 GV와 평양시네마 단편 토크 프로그
램에만 제공됩니다.

•	Interpretation for talk program will be provided only for 
Pyongyang Cinema Shorts and films in International 
Feature Competition.

EVENT

2022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는 관객들을 위한 토크  
프로그램과 위드 시네마 등의 특별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탈로그 후면(p. 14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 PIPFF has prepared special events such as 
Talk Program and With Cinema for the audience. 
Please refer to the back page of your catalogue  
(p. 145) for more information.

등급 Ratings

Ⓖ 전체관람가
⑫ 만12세 이상 관람가
⑮ 만15세 이상 관람가
⑱ 청소년관람불가

Ⓖ General
⑫ Under 12 not admitted
⑮ Under 15 not admitted
⑱ Under 18 not ad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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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4 (Fri) 6. 25 (Sat)

알펜시아
오디토리움
Alpensia 

Auditorium

알펜시아
콘서트홀
Alpensia 

Concert Hall

201

11:00 - 11:58
베를린으로 돌아가다

Back in Berlin
⑫ 58min 69p

206

13:00 - 14:21
리커버리

Stop and Go
⑫ 81min 109p

211

16:00 - 17:28 EVENT
고양이들의 아파트
Cats’ Apartment
Ⓖ 88min 127p

216

19:00 - 20:18
POV 단편

POV Shorts
⑫ 78min 110p~113p

어울마당
Eoulmadang

202

11:00 - 12:36 GV
아이를 위한 아이

A Home from Home
⑫ 96min 44p

207

14:00 - 15:28
무슬림 걸즈

Sonne
⑮ 88min 45p

212

16:30 - 18:22 GV
더 팸

The Fam
⑱ 112min 47p

217

20:00 - 21:39
나발니

Navalny
⑮ 99min 42p

대관령 
트레이닝센터

Daegwallyeong 
Training Center

203

11:00 - 12:08
스펙트럼 단편1

Spectrum Shorts1
⑫ 68min 85p~89p

208

13:00 - 15:18
스카버러

Scarborough
⑮ 138min 83p

213

16:30 - 18:55
딸이 납치됐다

La Civil
⑮ 145min 79p

218

20:00 - 21:20
러브 인 어 보틀
Love in a Bottle
⑱ 80min 106p

감자창고  
시네마
Potato  

Storage 
Cinema

204

11:00 - 12:12 GV
한국단편경쟁1

Korean Short Competition1
⑫ 72min 50p~52p

209

13:30 - 14:42 GV
클로즈업 단편1

Close-up Shorts1
⑮ 72min 116p~120p

214

16:00 - 17:15
스펙트럼 단편2

Spectrum Shorts2
⑱ 75min 90p~94p

219

18:00 - 19:25
내일이 오기 전에
Until Tomorrow
⑫ 85min 84p

라마다호텔
그랜드볼룸
Ramada 

Hotel Grand 
Ballroom

205

11:00 - 12:09 GV
한국단편경쟁4

Korean Short Competition4
⑮ 69min 60p~62p

210

14:00 - 15:20 GV
한국단편경쟁3

Korean Short Competition3
⑫ 80min 56p~59p

215

16:30 - 18:19 GV
최선의 삶
Snowball

⑮ 109min 97p

220

19:30 - 20:47
희망의 숨결

With This Breathe I Fly
⑮ 77min 74p

올림픽 
메달플라자
Olympic  

Medal Plaza

19:50 - 21:25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Ride Your Wave
 ⑫ 95min 141p

알펜시아
오디토리움
Alpensia 

Auditorium

301

11:00 - 12:32
안네 프랑크를 찾아서

Where Is Anne Frank?
Ⓖ 92min 67p

307

13:30 - 15:09
비트

Magnetic Beats
⑫ 99min 82p

313

16:00 - 18:03 EVENT
패러렐 마더스

Parallel Mothers
 ⑮ 123min 129p

319

19:30 - 21:30
일층 이층 삼층
Three Floors

⑮ 120min 73p

알펜시아
콘서트홀
Alpensia 

Concert Hall

302

11:00 - 12:52 GV
불도저에 탄 소녀

The Girl on a Bulldozer
⑮ 112min 98p

308

14:30 - 15:04 EVENT
평양시네마 단편

Pyongyang Cinema Shorts
Ⓖ 34min 102p~104p

314

16:30 - 18:11
발라반

Balaban
⑮ 101min 70p

320

19:00 - 20:41 GV
은하해방전선

Milky Way Liberation Front
⑮ 101min 115p

어울마당
Eoulmadang

303

11:00 - 13:02 GV
비밀의 언덕

The Hill of Secrets
⑫ 122min 48p

309

14:30 - 15:56
올가
Olga

⑫ 86min 43p

315

17:00 - 18:31 GV
텔레비전 이벤트
Television Event

⑮ 91min 46p

321

20:00 - 21:46
두 세계 사이에서

Between Two Worlds
⑫ 106min 41p

대관령 
트레이닝센터

Daegwallyeong 
Training Center

304

11:00 - 12:17
반투 마마

Bantú Mama
⑫ 77min 71p

310

13:00 - 14:58
수프와 이데올로기
Soup and Ideology

Ⓖ 118min 101p

316

16:00 - 17:27
환상의 반딧불

The Wonder of a Summer 
Day

Ⓖ 87min 76p

322

18:30 - 19:51
애플데이

The Apple Day
Ⓖ 81min 80p

감자창고  
시네마
Potato  

Storage 
Cinema

305

11:00 - 12:23
페이스리스
Faceless

⑮ 83min 81p

311

13:30 - 14:44
3000마일의 사랑

A Marriage
Ⓖ 74min 107p

317

16:00 - 17:43
메모리 박스
Memory Box

⑮ 103min 75p

323

18:30 - 20:18
세뇌된 시선

Brainwashed: Sex-Camera-
Power

⑫ 108min 77p

라마다호텔
그랜드볼룸
Ramada 

Hotel Grand 
Ballroom

306

11:00 - 12:52 GV
클로즈업 단편2

Close-up Shorts2
⑮ 112min 121p~123p

 312

14:30 - 15:48 GV
한국단편경쟁2

Korean Short Competition2
⑫ 78min 53p~55p

318

17:00 - 18:38
쾌활한 소녀

A Radiant Girl
⑫ 98min 68p

324

19:30 - 20:51 GV
한국단편경쟁5

Korean Short Competition5
⑫ 81min 63p~65p

올림픽 
메달플라자
Olympic  

Medal Plaza

19:50 - 21:42
코다

CODA
⑫ 112min 141p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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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 (Sun) 6. 27 (Mon)

알펜시아
오디토리움
Alpensia 

Auditorium

401

11:00 - 12:47 GV
낫아웃

NOT OUT
⑮ 107min 96p

407

14:00 - 16:21
프릭스 아웃
Freaks Out

⑮ 141min 78p

413

17:00 - 18:48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 My Brothers and I
⑫ 108min 72p

419

19:30 - 21:02
안네 프랑크를 찾아서

Where Is Anne Frank?
Ⓖ 92min 67p

알펜시아
콘서트홀
Alpensia 

Concert Hall

402

11:00 - 12:17 
반투 마마

Bantú Mama
⑫ 77min 71p

408

13:00 - 15:36 GV
2차 송환

The 2nd Repatriation
Ⓖ 156min 100p

414

17:00 - 18:35 GV
시네마틱 강원 단편

Cinematic Gangwon Shorts
 Ⓖ 95min 132p~136p

420

20:00 - 21:18
POV 단편

POV Shorts
⑫ 78min 110p~113p

어울마당
Eoulmadang

403

11:00 - 12:52 GV
더 팸

The Fam
⑱ 112min 47p

409

14:00 - 15:36 GV
아이를 위한 아이

A Home from Home
⑫ 96min 44p

415

17:00 - 18:39
나발니

Navalny
⑮ 99min 42p

421

20:00 - 21:28
무슬림 걸즈

Sonne
⑮ 88min 45p

대관령 
트레이닝센터

Daegwallyeong 
Training Center

404

11:00 - 13:18
스카버러

Scarborough
⑮ 138min 83p

410

14:30 - 16:01 GV
오늘 출가합니다
I Leave Home
Ⓖ 91min 131p

416

17:30 - 18:59
난 잘 살고 있어

I’m Fine (Thanks for Asking)
Ⓖ 89min 108p

422

20:00 - 21:20
러브 인 어 보틀
Love in a Bottle
⑱ 80min 106p

감자창고  
시네마
Potato  

Storage 
Cinema

405

11:00 - 11:58
베를린으로 돌아가다

Back in Berlin
⑫ 58min 69p

411

13:00 - 14:09 GV
한국단편경쟁4

Korean Short Competition4
⑮ 69min 60p~62p

417

16:00 - 17:20 GV
한국단편경쟁3

Korean Short Competition3
⑫ 80min 56p~59p

423

19:00 - 20:15
스펙트럼 단편2

Spectrum Shorts2
⑱ 75min 90p~94p

라마다호텔
그랜드볼룸
Ramada 

Hotel Grand 
Ballroom

406

11:00 - 12:12 GV
한국단편경쟁1

Korean Short Competition1
⑫ 72min 50p~52p

412

13:30 - 15:10 EVENT
레벤느망

Happening
 ⑮ 100min 128p

418

17:00 - 18:31 GV
클로즈업 단편3

Close-up Shorts3
 ⑮ 91min 124p~125p

424

19:30 - 20:47
희망의 숨결

With This Breathe I Fly
⑮ 77min 74p

알펜시아
오디토리움
Alpensia 

Auditorium

501

11:00 - 13:21
프릭스 아웃
Freaks Out

⑮ 141min 78p

507

14:00 - 15:48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 My Brothers and I
⑫ 108min 72p

513

16:30 - 18:09
비트

Magnetic Beats
⑫ 99min 82p

519

19:00 - 21:00
일층 이층 삼층
Three Floors

⑮ 120min 73p

알펜시아
콘서트홀
Alpensia 

Concert Hall

502

11:00 - 12:41 
발라반

Balaban
⑮ 101min 70p

508

13:30 - 14:57
환상의 반딧불

The Wonder of a Summer Day
Ⓖ 87min 76p

514

16:00 - 17:38
쾌활한 소녀

A Radiant Girl
⑫ 98min 68p

520

18:30 - 19:51
리커버리

Stop and Go
⑫ 81min 109p

어울마당
Eoulmadang

503

11:00 - 12:31 GV
텔레비전 이벤트
Television Event

⑮ 91min 46p

509

14:00 - 15:46
두 세계 사이에서

Between Two Worlds
⑫ 106min 41p

515

16:30 - 18:32 GV
비밀의 언덕

The Hill of Secrets
⑫ 122min 48p

521

19:30 - 21:18
세뇌된 시선

Brainwashed: Sex-Camera-Power
⑫ 108min 77p

대관령 
트레이닝센터

Daegwallyeong 
Training Center

504

11:00 - 13:25
딸이 납치됐다

La Civil
⑮ 145min 79p

510

14:30 - 15:38
스펙트럼 단편1

Spectrum Shorts1
⑫ 68min 85p~89p

516

16:30 - 17:51
애플데이

The Apple Day
Ⓖ 81min 80p

522

19:00 - 20:25
내일이 오기 전에
Until Tomorrow
⑫ 85min 84p

감자창고  
시네마
Potato  

Storage 
Cinema

505

11:00 - 12:18 GV
한국단편경쟁2

Korean Short Competition2
⑫ 78min 53p~55p

511

14:00 - 15:21 GV
한국단편경쟁5

Korean Short Competition5
⑫ 81min 63p~65p

517

17:00 - 18:14
3000마일의 사랑

A Marriage
Ⓖ 74min 107p

523

19:30 - 20:59
난 잘 살고 있어

I’m Fine (Thanks for Asking)
Ⓖ 89min 108p

라마다호텔
그랜드볼룸
Ramada 

Hotel Grand 
Ballroom

506

11:00 - 12:43
메모리 박스
Memory Box

⑮ 103min 75p

512

13:30 - 14:53
페이스리스
Faceless

⑮ 83min 81p

518

16:00 - 17:31 GV
오늘 출가합니다
I Leave Home
Ⓖ 91min 131p

524

19:00 - 20:35 GV
시네마틱 강원 단편

Cinematic Gangwon Shorts
 Ⓖ 95min 132p~136p

6. 28 (Tue)

어울마당
Eoulmadang

601

11:00 - 12:49
최선의 삶
Snowball

⑮ 109min 97p

603

13:30 - 15:17
낫아웃

NOT OUT
⑮ 107min 96p

감자창고  
시네마
Potato  

Storage 
Cinema

602

11:00 - 12:28
고양이들의 아파트
Cats’ Apartment
Ⓖ 88min 127p

604

13:00 - 14:52
불도저에 탄 소녀

The Girl on a Bulldozer
⑮ 112min 98p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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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편경쟁  International Feature Competition 한국단편경쟁  Korean Short Competition

국제장편경쟁작 중 1편을 선정, 한화 2천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 수여
Given to one film competing in the International Feature Competition with a cash 
prize of KRW 20 million and a trophy

한국단편경쟁작 중 1편을 선정, 한화 1천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 수여
Given to one film competing in the Korean Short Competition with a cash prize of 
KRW 10 million and a trophy

국제장편경쟁작 중 1편을 선정, 한화 1천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 수여
Given to one film competing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with a cash prize of 
KRW 10 million and a trophy

한국단편경쟁작 중 2편을 선정, 편당 한화 5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 수여
Given to two films competing in the Korean Short Competition with a cash prize of 
KRW 5 million and a trophy respectively

다비데 오베르토  Davide OBERTO

1970년 이탈리아 알바 출생. 토리노대학교에서 철학, 인문과학 및 영화사를 공부했다. 1999년부터 
토리노영화제와 공동작업을 시작하여 2005년 이탈리아 단편 및 다큐멘터리 영화 경쟁부문 큐레이
터가 되었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토리노GLBT영화제의 프로그래머로 활동하였으며,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신티아 길과 함께 닥리스보아의 위원장을 맡았다. 2022년 그는 토리노의 국립영
화박물관과 공동작업을 하고있다.

Born in Alba, Italy in 1970, he studied Philosophy, Human Sciences and Film History at the Universita 
di Torino. In 1999, he starts the collaboration with the Torino Film Festival and becomes the curator 
of the Italian Competitions in 2005. From 2002 to 2009, he’s been a programmer of Torino GLBT 
Film Festival for which is edited several retrospectives. From 2015 to 2018 he was director of 
Doclisboa with Cíntia Gil. In 2022, he is collaborating with the National Film Museum in Torino.

조성형  CHO Sung-hyung

1966년 부산 출생. 독립영화 감독이자 자란트주립예술대학 영화과 교수이다. 첫 연출작인 <풀 메탈 
빌리지>(2006)로 헤센 영화상,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영화상, 막스 오퓔스 영화상 등을 수상했다. 이
후 고향의 일상 또는 북한의 일상을 다룬 <그리움의 종착역>(2009), <평양연서>(2015), <남북미생> 
(2015), <북녘의 내 형제자매들>(2016) 등을 연출했다.

Born in Busan in 1966. She is an independent filmmaker and professor at the Saar University 
of Fine Arts. With her debut film Full Metal Village (2006) she won the renowned Max Ophuels 
Prize, the Hessian Film Prize, the Schleswig-Holstein Film Prize and the like. Afterward, she 
directed other Heimat films; Home From Home (2009), Far East Devotion – Love Letters From 
Pyongyang (2015), Two Voices From Korea (2015), and My Brothers and Sisters in the North (2015).

조지훈  JO Ji-hoon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숏!숏!숏!>(2007), <디지털삼인삼색>  프로
듀서, 전주프로젝트마켓 총괄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2013년부터는 무주산골영화제 부집행위원장&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면서, 아시아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마켓 ‘인천다큐멘터리포트’ 창립 멤버/프로듀
서/집행위원, 바르샤바영화제 시니어 프로그램 어드바이저, 다큐멘터리 웹진 「DOCKING」 편집위원, 
DMZ Docs 집행위원, EIDF 예심/자문위원 등 여러 활동을 해왔다.

He had worked for Jeonju IFF as a programmer and a producer of Jeonju Digital Project, and 
produced and launched Jeonju Project Market from 2001 to 2012. After that, he has worked for 
Muju Film Festival as a Vice festival director and programmer, Warsaw Film Festival as a senior 
programme advisor, Docs Port Incheon (Asian Documentary Project Market) as a founding 
member and producer, and a committee member of DMZ Docs and EIDF.

김동현  KIM Donghyun

강릉씨네마떼끄에서 독립영화 비평과 상영 기획 활동을 시작, 현재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고갈>(2009), <서울연애>(2014), <누에치던 방>(2018) 등 10여 편을 배급/마케팅하였
고, <너와 극장에서>(2017), <한낮의 피크닉>(2018), <말이야 바른 말이지>(2022)를 제작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연세대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독립영화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Kim started out as a film critic and screening planner at Gangneung Cinematheque. Currently 
heading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she has so far handled 
the distribution and marketing of films such as Exhausted (2009), Romance in Seoul (2014) and 
Jamsil (2016) and produced Cinema with you (2017) and Citizen Pane (2022). She teaches indie 
films at the School of Film, TV and Multimedi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and Arts, Yonsei Univ.

이우정  LEE Woo-jung

여러 편의 단편을 연출하고, 배우로도 활동했다. 단편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2009)와 단편 <애드
벌룬>(2011)은 베를린, 부산, 서울독립영화제 등에서 초청, 상영되었다. 첫 장편 연출작 <최선의 삶> 
(2020)으로 부산국제영화제 KTH상,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새로운 선택상을 수상했다.

Lee has directed many short films and acted in some. Her shorts Shhhhh (2009) and See You 
Tomorrow (2011) were invited for screenings at the Berlin and Busan International as well as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s. Snowball (2020), her feature debut, won the KTH Award at BIFF, and 
New Choice Award at SIFF.

최시형  CHOI Si-hyung

2005년 <다섯은 너무 많아> 출연을 시작으로 영화를 시작하였다, 첫 연출작 <경복>으로 전주국제
영화제, 시네마 디지털 서울, 서울독립영화제 등에 소개되어, 이후 <서울연애-ep.1>(2013), <농담> 
(2013), <연무>(2015), <영시>(2018) 등을 연출했으며 최근작 <자유구역>은 후반작업 중이다. 주요 
출연작으로는 <나를 떠나지 말아요>(2006), <불을 지펴라>(2007), <달세계 여행>(2009), <여자
들>(2016), <춘몽>(2016) 등이 있다.

Choi Si-hyung is an actor and director. It made his debut when he was casted in Five Is Too 
Many in 2005. He started his career as a director with Big Good (2012), which was introduced 
to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inema Digital Seoul and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etc. Afterward, he wrote and directed Romance In Seoul-ep.1 (2013), Just YoU (2013), Dance to 
nostalgia (2015), and Young Poem (2018). His most recent work, Cinema or Tea is currently being 
edited. As an actor, he was starred in You Do Not Leave Me (2006), Light My Fire (2007), A Trip to 
the Moon (2009), Write or Dance (2016), A Quiet Dream (2016), etc.

심사위원대상
Grand Jury Prize

심사위원대상
Grand Jury Prize

심사위원상
Jury Prize

심사위원상
Jury Prize

심사위원
Jury Members

심사위원
Jury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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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에 부합하며 확장되고 힘 있는 기획
력을 보인 4편 이내의 작품을 선정해 3,000만 원의 상금을 차등 수여한다.

Through pitching presentations, up to 4 movie ideas that are scalable and strongly 
founded while best representing the spirit of peace sought by PIPFF, will be selected 
for a total 30 million KRW of cash prize, given out in different amounts.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평화의 메시지에 부합하며 잠재력 있는 기획력을 
보인 1편의 작품을 선정해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Through pitching presentations, 1 movie idea that are potentially founded while best 
representing the spirit of peace sought by PIPFF, will be selected for a 10 million 
KRW of cash prize.

강지연  KANG Jiyoun

영화의 본질에 포장지를 입혀 관객을 설득하는 영화 전문 홍보-마케터로 영화계 입문. <두사부일체> 
(2001), <댄서의 순정>(2005), <투사부일체>(2007)의 홍보-마케팅 책임자를 거쳐 2010년 포장지 
안의 내용물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제작을 시작했다. <살인의 강>(2010) 프로듀서, <아이 캔 스피크> 
(2017)의 원안자이며 기획과 제작까지 맡아 작품성과 흥행 모두 성공을 거두었다.

Kang began her career as a film promoter-marketer, which she compares to “gift-wrapping” films 
to win over an audience. In a 15-year span, she promoted such big hits as My Boss, My Hero (2001), 
Mr Hong (2004), Dancing Princess (2005) and My Boss, My Teacher (2007). In 2010, she turned 
to producing to create what goes “inside a gift box”. Kang is the producer of Murder River (2010) 
and the original writer of I Can Speak (2017), for which she was also involved in planning and 
producing, and garnered both critical acclaim and box office success. 

임선애  LIM Sun-ae

홍익대학교 광고멀티미디어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전문사과정 극영화 시나
리오를 전공했다. 스크립터, 시나리오작가, 스토리보드 아티스트 등을 거쳐 첫 장편 연출작인 <69세>
로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경쟁 섹션 KNN 관객상, 2020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감독상,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남옥상, YWCA가 수여하는 한국여성지도자상 젊은지도자상을 수상했다.

Lim graduated from Hongik Univ. with a degree in Advertising Multimedia Design, and studied 
feature screenwriting at the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Korea Nat’l Univ. of Arts. After years 
of experience as a scripter, screenwriter, storyboard artist, Lim finally made her feature debut with 
An Old Lady, which won the New Currents KNN Audience award at the 2019 BIFF, Best Director 
award at the Women in Film Korea Festival 2020, Park Nam-ok award at the SIWFF, and the 
YWCA Korean Women Leaders Award Young Women Leader award.

임흥순  IM Heung-soon

미술작가이며 영화감독. 한국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한 <위로공단>(2014) 외 <비
념>(2012), <려행>(2016), <교환일기>(모모세 아야 공동감독, 2018), <우리를 갈라놓는 것들>(2019), 
<좋은 빛, 좋은 공기>(2020), <포옹>(2021) 등의 영화로 다수의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다.

Artist-turned-filmmaker Im is the first Korean to be awarded the Silver Lion at the Venice Biennale 
for his video documentary Factory Complex (2014). Among his numerous works that have been 
invited to film festivals are: Jeju Prayer (2012), Ryeohaeng (2016), Exchange Diary (with Momose 
Aya, 2018), Things That Do Us Part (2019), Good Light, Good Air (2020) and Hug (2021).

평화공감
Feeling Peace

테라로사 펀드
TERAROSA  
FUND

심사위원
Jury Members

개막식 & 시상식  Opening & Awards Ceremony

•	일시 6월 23일(목) 19:30

•	장소 평창 올림픽메달플라자

•	행사 18:30 평화로드 
 19:30 개막식 
 20:15 개막작 상영

•	개막작 <올가> 엘리 그라페

•	개막공연 유엔젤보이스

•	사회자 김규리, 김주헌

•	Date 6. 23 (Thu) 19:30

•	Venue PyeongChang Olympic Medal Plaza

•	Event 18:30 Peace Road 
 19:30 Opening Ceremony 
 20:15 Opening Film Screening

•	Opening Film <Olga> Elie GRAPPE

•	Opening Performance UANGEL VOICE 

•	Host KIM Gyu-ri, KIM Ju-hun

•	일시 6월 28일(화) 14:00

•	장소 평창 올림픽메달플라자

•	사회자 김형석 프로그래머 

•	Date 6. 28 (Tue) 14:00  

•	Venue PyeongChang Olympic Medal Plaza

•	Host KIM Hyung-seok Programmer

개막식
Opening 
Ceremony

시상식
Awards 
Ceremony

피칭 프로젝트  Pitching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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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엘리 그라페

1994년 리옹 출생. 2015년 로잔 예술  
대학교 졸업 후 첫 장편 <올가> 시나리
오를 쓰기 시작하며 스위스에 정착했다.  
<올가>는 2021년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에서 작가조합상을 수상했다.

Elie GRAPPE

Born in Lyon in 1994. He graduated 

the ECAL and his graduation short film 

distributed in many Int’l festivals. Now 

he’s settled in Switzerland. Olga was 

selected for la Semaine de la Critique, 

Cannes parallel selection.

올가
Olga
Switzerland, France | 2021 | 86min | Fiction | color | ⑫ | Korean Premiere

<올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초가 된 유로마이

단 반정부 시위를 배경으로, 어린 우크라이나 체조선수 올가가 국적을 옮겨 스위

스 대표팀이 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우

크라이나와 유럽, 러시아라는 삼각구도의 미묘한 정치적 관계는 국가를 대표해

서 뛰어야 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이야기에 고스란히 투영된다. 우크라이나 어머

니와 스위스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올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길. 고국에 남겨둔 

친구들과 엄마, 한때는 동지였던 이들과 적으로 다시 마주쳐야 하는 스포츠 세계

의 현실은 자유를 갈망하며 폭력과 싸우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 <올가>는 국가와 시민, 연대와 폭력 사이에서 흔들리는 굳건하지만 연약한 

소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섬세하고도 담대한 작품이다.

In 2013, a 15-year-old gymnast from Ukraine is torn between Switzerland — 

where she is training for the European Championship in preparation for the 

Olympics — and Kiev — where her mother works as a journalist, reporting on 

Euromaidan.

101 6.23 20:15

309 6.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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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국제장편경쟁에 오른 여덟 편의 영화들은 전에 없이 다종다기한 색채를 자

랑한다. 두 편의 다큐멘터리와 두 편의 한국영화, 그리고 네 편의 극영화로 이루어진 올해 경쟁부문은 사

회적 이슈와 체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때로는 거시적으로, 때로는 미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섬세한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스위스로 국적을 옮긴 어린 체조선수의 심리적 갈등을 다

룬 영화 <올가>의 배경을 이루는 2013년 친러정부에 대한 반기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유로마이단 시

위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단초가 된 중요한 사건이다. 흥미로운 아카이브 다

큐멘터리인 <텔레비전 이벤트>가 다루고 있는 80년대 미소냉전시대 절정기에 제작된 TV 영화 <그날 

이후>가 가져온 핵확산에 대한 공포는, 현재의 전쟁을 통해 명백히 가시화된 핵무기 사용의 문제를 다시 

소환한다. 올해 선댄스영화제에서 깜짝 상영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적 나발니 암살 시도 사건을 다

룬 다큐멘터리 <나발니>의 담대함은 가히 충격적이다. 아동학대, 빈부격차, 세대 갈등과 다문화 사회를 

다룬 <더 팸>, <두 세계 사이에서>, <무슬림 걸즈>의 이야기들은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첨예하게 파고든다. 경쟁에 오른 두 편의 한국 영화 <아이를 위한 아이>와 <비밀의 언덕>은 비

단 혈연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따뜻하고 맑은 작품들이다.

The lineup of eight films in the International Feature Competition is one of the most colorful 

in PIPFF’s history. Two documentaries, four foreign features and two Korean features comprise 

this category encompassing movies that poignantly capture with sensitivity the impact of social 

systems and issues on individuals, from microscopic to macroscopic points of view. Olga depicts 

the psychological struggle of a young Ukrainian gymnast exiled in Switzerland. It is se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2013 Euromaidan movement that began as a protest against then pro-Russian 

government, a symbolic event at the root of today’s military invasion by Russia. Television Event is 

an intriguing archive documentary that follows the making of the 1980s film The Day After, which 

helped spread the fear of a nuclear proliferation upon release at the height of the Cold War. It 

brings back the old debate surrounding the threat of using nuclear weapons that has resurfaced 

due to the ongoing war in Ukraine. Navalny, which was screened at the Sundance Film Festival 

earlier this year, documents the jaw-dropping account of the assassination attempt on Alexei 

Navalny, the Russian opposition leader and Putin’s biggest enemy. The Fam, Between Two Worlds 

and Sonne delve into the most pressing social issues of our times such as child abuse, economic 

polarization, generational conflicts and problems within culturally diverse communities. A Home 

from Home and The Hill of Secrets, both homegrown movies, will make you realize that a true family 

is so much more than just a bloodline, thanks to their warm take on the “smallest unit of society.”

국제장편경쟁
International Feature Competition

엠마뉘엘 카레르

1957년 프랑스 출생. 작가이자 감독이다. 
<코텔니치로 돌아가다>(2003)와 <콧수
염>(2005)으로 이름을 알렸다. 현재 <두 
세계 사이에서> 작업을 마쳤다.

Emmanuel CARRÈRE

Born in France in 1957. He is a writer 

and director, known for Retour à 

Kotelnitch (2003) and La Moustache 

(2005). Currently completed Between 

Two Worlds.

두 세계 사이에서
Between Two Worlds
France | 2020 | 106min | Fiction | color | ⑫ | Korean Premiere

<두 세계 사이에서>는 독보적인 커리어의 여배우 줄리엣 비노슈의 존재감이 두

드러지는 영화다. 저명한 작가이면서 고용 불안에 대한 신작을 쓰기 위해 직접 

하층노동자들의 삶을 체험하고자 정체를 숨기고 청소부가 된 중년의 작가 마리

안은 미스터리하면서도 신경증을 숨기고 있는 여성이다. 커리어 내내 비밀스럽

고 충동적이면서도 지적인 역할을 소화해온 줄리엣 비노슈의 불가사의한 매력

은 마리안이라는 여성에 마치 맞춤복인 듯 들어맞는다. 마리안이 의도적으로 자

신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삶에 뛰어드는 순간, 이제껏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

이기 시작한다. 청소부로 일하는 동료들과 우정을 쌓아가면서, 그녀의 가짜 정체

성은 균열을 일으킨다. 상류층 지식인이 가진 것 없는 청소부들과 나눴던 연대와 

공감의 순간들은 마지막 장면에서 미묘한 잔상을 남긴다.

Marianne Winckler, a well-known author, goes to live in northern France to 

research for her new book on the subject of job insecurity. Without revealing 

her true identity, she gets hired as a cleaner, working with a group of other 

women. In this new role, she experiences financial instability and social 

invisibility first-hand. But she also discovers mutual assistance and solidarity, 

strong bonds shared by these behind-the-scenes working women.

321 6.25 20:00

509 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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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로허

감독이자 제작자. 첫 장편 다큐멘터리 <로
비 로버트슨과 더 밴드의 신화>(2019)는 
마틴 스코세이지와 론 하워드가 책임 프
로듀서로 참여했고, 토론토국제영화제 오
프닝 나이트 영화로 선정되었다.

Daniel ROHER

A director and producer. His debut 

documentary, Once Were Brothers: 

Robbie Robertson and the Band (2019), 

was executive produced by Martin 

Scorsese and Ron Howard. It was the 

opening night film at the 2019 TIFF.

나발니
Navalny
USA | 2022 | 99min | Documentary | color | ⑮ | Korean Premiere 

올해 선댄스영화제에서 뒤늦게 경쟁에 합류한 화제작 <나발니>는 푸틴 대통령

의 정적인 러시아의 젊은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니의 독살 시도 스캔들을 다루는 

충격적인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독살 시도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독일로 이송되

어 치료받은 나발니가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마치 스릴러 영화를 방불케하

는 대담한 시도까지 생생하게 담아낸다. 나발니가 러시아연방보안국의 고위 인

사인 것처럼 속여 암살 작전에 참여했던 요원과 통화해 직접 사건의 진상을 밝혀

낸 것이다. <나발니>의 구성은 다큐멘터리보다는 잔혹한 현실 정치 범죄의 현장

을 그려내는 반전을 거듭하는 스릴러 영화에 가깝다. 영화는 미디어와 SNS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젊은 정치인이 겪은 놀라운 사건을 통해 정치와 사회, 개인의 

문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순환하는지 보여준다.

Navalny follows Russia’s former opposition leader, Alexei Navalny, in the wake 

of his August 2020 Novichok poisoning as he aggressively works to uncover 

who was behind his assassination attempt in this gripping documentary 

thriller.

217 6.24 20:00

415 6.26 17:00

엘리 그라페

1994년 리옹 출생. 2015년 로잔 예술  
대학교 졸업 후 첫 장편 <올가> 시나리
오를 쓰기 시작하며 스위스에 정착했다.  
<올가>는 2021년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에서 작가조합상을 수상했다.

Elie GRAPPE

Born in Lyon in 1994. He graduated 

the ECAL and his graduation short film 

distributed in many Int’l festivals. Now 

he’s settled in Switzerland. Olga was 

selected for la Semaine de la Critique, 

Cannes parallel selection.

올가
Olga
Switzerland, France | 2021 | 86min | Fiction | color | ⑫ | Korean Premiere

<올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단초가 된 유로마이

단 반정부 시위를 배경으로, 어린 우크라이나 체조선수 올가가 국적을 옮겨 스위

스 대표팀이 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 우

크라이나와 유럽, 러시아라는 삼각구도의 미묘한 정치적 관계는 국가를 대표해

서 뛰어야 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이야기에 고스란히 투영된다. 우크라이나 어머

니와 스위스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올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길. 고국에 남겨둔 

친구들과 엄마, 한때는 동지였던 이들과 적으로 다시 마주쳐야 하는 스포츠 세계

의 현실은 자유를 갈망하며 폭력과 싸우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 <올가>는 국가와 시민, 연대와 폭력 사이에서 흔들리는 굳건하지만 연약한 

소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섬세하고도 담대한 작품이다.

In 2013, a 15-year-old gymnast from Ukraine is torn between Switzerland — 

where she is training for the European Championship in preparation for the 

Olympics — and Kiev — where her mother works as a journalist, reporting on 

Euromaidan.

101 6.23 20:15

309 6.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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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1990년생, 명지대학교 영화과 졸업. 다수
의 단편을 연출하면서 여러 영화제에 초
청되었고, 단편 <잠몰>(2017)은 미쟝센
단편영화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아이
를 위한 아이>는 그의 첫 장편이다.

LEE Seunghwan

Born in 1990. He majored in film at 

Myongji University. His short films were 

invited to several film festivals, and Dive 

(2018) won the Best Film at Mise-en-

scène Short Film Festival. This film is 

his first feature film.

아이를 위한 아이
A Home from Home
Korea | 2021 | 96min | Fiction | color | ⑫ | World Premiere

도윤은 성인이 되어 보육원을 나가야 한다. 호주로 가기 위해 돈을 모으는 도윤. 

이때 승원이라는 중년 남자가 아버지라며 찾아온다. 15년 전 버렸던 자식을 다시 

입양하는 승원. 그에겐 재민이라는 아들이 있고, 이렇게 시작된 세 사람의 어색

한 동거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러닝타임의 2/3까지는 혈육에 대한 

사연을 지닌 가족 멜로처럼 진행되는 <아이를 위한 아이>는 흐뭇한 화해의 결말

을 향하는 듯하다가 질문을 던진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 간단하면서도 엄중한 

질문 앞에서 영화는 섣불리 대답하지 않고 두 아이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

을 지켜본다. 차곡차곡 빌드업 한 후 단순한 서사 장치를 통해 테마를 전하는 영

화. 기교 없이 묵묵히 전진하는 정공법 스타일은 힘을 느끼게 한다.

Do-yoon is about to leave the orphanage when he legally becomes an adult. 

Instead, he is reunited with his father Seung-won, who appears after 15 years 

to take him home. Do-yoon adjusts to the newfound family that also includes 

Jae-min, a little brother. Seung-won’s sudden death makes Do-yoon the legal 

guardian, and he comes across something strange in his late father’s records 

while trying to claim insurance money. More shocking evidence is found at the 

orphanage, and Do-yoon feels all the more confused about his identity as he 

gets nearer to the truth.

202 6.24 11:00 GV

409 6.26 14:00 GV

커드윈 아유브

1990년 이라크 출생. 첫 장편 <파라다이
스! 파라다이스!>(2016)로 디아고날영화
제 등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단편 <부
메랑>(2018)으로 막스오퓔스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Kurdwin AYUB

Born in 1990 in Iraq. Her first feature, 

Paradise! Paradise! (2016), has won at 

several int’l film festivals. Her short film, 

Boomerang (2018), won the Jury Prize 

at the Max Ophüls Film Festival.

무슬림 걸즈
Sonne
Austria | 2022 | 88min | Fiction | color | ⑮ | Korean Premiere

비엔나에 사는 십 대 소녀 세 명이 히잡을 쓰고 REM의 곡을 커버한 뮤직비디오

를 찍어 SNS에 올린다. 십 대의 발랄함으로 무장한 뮤직비디오가 인기를 끌면서, 

뜻밖에도 그들은 이 영상이 무슬림을 모독하고 있다는 반응을 접하게 된다. 친구

들 가운데 유일하게 독실한 무슬림 신자인 쿠르드족 소녀 예스민은 의아하다. 히

잡이 성차별적 굴레가 아니라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도구라면, 무슬림 여성

들이 히잡을 쓰고 춤추면 안되는 이유는 뭘까. <무슬림 걸즈>는 유럽에서 살아

가는 무슬림 소녀의 눈으로 디아스포라의 삶의 복잡한 층위를 탐색한다. 성별과 

세대간의 차이, 시대적 변화와 가치관의 충돌에 따르는 혼란은 이민자 가족의 삶 

속에 깊이 침범해 있다. 자신의 부모님을 직접 주인공의 부모로 출연시키며, 감

독은 이민 2세로서의 자전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영화 속에 녹여낸다.

Three teenage girls from Vienna twerk in hijab and sing a pop song. A YouTube 

video of it makes them famous overnight, especially among Kurdish Muslims. 

Yesmin, the only one of the friends who is Kurdish herself, begins to distance 

herself more and more from her culture. Nati and Bella, on the other hand, 

seem fascinated by a world that is strange to them. When the girls meet two 

young Kurdish patriots, the situation threatens to escalate. A film about young 

people caught between social media and self-discovery.

207 6.24 14:00

421 6.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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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다니엘스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감독이자 제작
자이다. 이슬람교도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의 역경을 다루는 <사랑의 열 가지 조건> 
(2009)은 중국 정부로부터 상영 금지를 당
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끌었다.

Jeff DANIELS

He is a multi award winning director 

and producer. His film, 10 Conditions 

of Love (2009) made int’l headlines 

after being banned by the Chinese 

government for highlighting the plight 

of its Muslim minority, the Uyghur.

텔레비전 이벤트
Television Event
Australia, USA | 2020 | 91min | Documentary | color | ⑮ | Asian Premiere

<텔레비전 이벤트>는 가상의 핵전쟁을 마치 실제인 듯 생생하게 그린 탓에 시

청자들을 패닉에 빠뜨렸던 사상 최대의 시청률과 엄청난 논란을 낳은 1983년작 

TV 영화 <그날 이후>의 파란만장한 제작 과정과 방영 이후의 영향을 다루고 있

다. 80년대 미소냉전 시대 핵전쟁에 대한 공포감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에 대한 공포감과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진다. 과거

의 사건들을 되짚어 현재의 시각으로 읽어내는 아카이브 다큐멘터리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이 영화는 민감한 시대 이슈를 끄집어낸 한 편의 TV 상업영화가 촉

발한 집단적 무의식이 영화 제작 내외부에 미쳤던 심리적 영향,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 공포가 당시 초미의 이슈였던 핵확산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 담화까지 이

르게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It is an archive-based feature documentary that views the dramatic climax of 

the Cold War through the lens of a commercial television network, as it narrowly 

succeeds in producing The Day After (1983). With irreverent humor, this film reveals 

how a commercial broadcaster seized a moment of unprecedented television 

viewership, made an emotional connection with an audience of over 100 million 

and forced an urgent conversation with the US President on how to collectively 

confront and resolve the most pressing issue of the time - nuclear proliferation.

315 6.25 17:00 GV

503 6.27 11:00 GV

프레드 바일리프

프레드 바일리프는 스위스 제네바 외곽에
서 자라 독학으로 연출을 깨우쳐 영화감독
이 되었다. 그는 사회학을 공부하고 농구
와 디제잉을 하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
다. <더 팸>은 그의 세 번째 영화이다.

Fred BAILLIF

Fred Baillif is a self-taught filmmaker 

who grew up in the countryside of 

Geneva, Switzerland. He started making 

films while studying social work, playing 

basketball and DJing. The Fam is his 

third film.

더 팸
The Fam
Switzerland | 2021 | 112min | Fiction | color | ⑱ | Korean Premiere

<더 팸>은 한 청소년 보호소의 원장인 로라를 중심으로,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십 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드라마이지만 다분히 다큐멘터리적인 터치로 

그려진 이 영화는 부모들에게 학대당하거나 버려진, 혹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아

이들의 심리와 삶의 극단적 리얼리티를 가감없이 그려나간다. 아버지의 아동학

대로 인해 딸을 잃은 로라가 깊이 숨겨놓은 죄책감, 이곳을 유일한 집이며 함께 

있는 이들을 가족으로 여기면서도 혼란과 두려움으로 끊임없이 방황을 거듭하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마치 비수처럼 보는 이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든다. 삶의 비극 

속에서 서로 기대고 의지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영혼이 끊임없이 잔혹한 현재

와 과거로 침잠하는 동안, 모차르트 협주곡의 고요한 아카펠라 선율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파고가 흘러넘친다.

A group of teenage girls have been placed in a residential care home with social 

workers. They live under the same roof but haven’t chosen each other. This 

experience creates unexpected tensions and intimacies. An incident triggers a 

chain of over-reactions but their lust for life also strengthens bonds. Just like a 

family.

212 6.24 16:30 GV

403 6.26 11: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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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중앙대 연극학과에서 연극 연출을, 중앙
대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영화 연출을 전
공했다. 대학원 재학 중 세 편의 단편을 
연출했다. 장편 데뷔작 <비밀의 언덕>은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LEE Ji-eun

Studied theater directing at Department 

of Theatre at Chung-Ang University 

and completed the Graduate School of 

Film&Multimedia. The Hill of Secrets, 

her debut film, has been invited to 

Berlinale and JIFF.

비밀의 언덕
The Hill of Secrets
Korea | 2022 | 122min | Fiction | color | ⑫

똘똘하고 자존심 강한 초등학교 5학년 소녀 명은은 시장에서 일하는 엄마와 아

빠의 억척스러움이 창피하다. 누구보다 모든 것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에 거짓말

도 불사하며 야심찬 학교생활을 이어가던 명은의 특기는 글짓기인데, 전학 온 쌍

둥이 자매의 글짓기가 그녀보다 더 뛰어난 평가를 받게 되면서 명은의 작은 세

계는 위기를 맞는다. 90년대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비밀의 언덕>은 휴대폰

이 없던 시절의 아날로그적 감수성과 더불어 성장과 함께 찾아오는 정체성의 문

제와 연결된 가족의 의미를 세심하게 고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비밀과 거짓말로 

‘이상적인 나’를 만들어가던 명은이 부딪친 진실의 벽은 솔직함과 당당함을 무기

로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항하는 쌍둥이 자매와의 만남을 계기로 일종의 전환을 

이룬다. 명은 역의 배우 문승아의 영리한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

A coming-of-age story of Myung-eun, a 12-year-old girl with exceptional and 

emotional sensitivity who gains deeper understanding of herself and her family 

through the power of writing.

303 6.25 11:00 GV

515 6.27 16:30 GV

한국단편경쟁
Korean Short Competition

올해 한국단편경쟁 부문에 선정된 16편의 작품은 크게 세 개의 키워드를 통해 범주화될 수 있다. 10대

와 가족과 로맨스. 먼저 10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들. <졍서, 졍서>는 독서실에서 SNS로 방송을 하

는 주인공을 통해 그들이 현재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었다. <소금과 호수>는 

두 소녀 사이의 감정을 깊게 파고들며, <햄스터 죽이기>는 쌍둥이 자매의 다소 기묘한 관계를 보여준

다. <새벽 두시에 불을 붙여>는 1990년대를 배경으로 한 기숙학원에서 벌어진 광기 어린 사건을 다룬

다. 다큐멘터리인 <씨티백>은 오토바이를 탄 10대들의 ‘길 위의 문화’를 보여준다. 사라진 가족 구성원

에 대한 <터>와 <현수막>과 <두 여인>은 가족의 안타까운 빈자리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

점에서, 미스터리가 아닌 리얼리즘의 방식으로 바라본다. <맞담>은 소재의 새로움을 느낄 수 있는 유쾌

한 영화. 반면 <또는 부>는 싱글 대디의 현실을 담담하지만 절실하게 표현한다. 로맨스를 다룬 영화들

은 대부분 이미 종료된, 혹은 위기 상태의 관계를 다룬다. <텐트틴트>가 변덕스러움의 극치라면, <빅브

라더>는 배우들의 연기가 돋보이는 삼각관계이며, <얼굴 보니 좋네>가 절박하다면 <새삥>엔 씁쓸하면

서도 살짝 설레게 하는 감성이 있다. 그리고 실험영화 <로봇이 아닙니다.>와 뮤지컬 <노이즈 랩소디>는 

참신한 시도로서 올해 한국단편경쟁 부문의 스펙트럼을 확장한 작품들이었다.

Three keywords define the 16 entries in the K-shorts section: teen, family, and romance. Girl at 

a Window follows a teenager who uses a public study room for live streaming on social media, 

offering a look into how the youths today interact with the society. Chuz Me! goes deep into the 

feelings between two young girls, Killing a Hamster portrays somewhat peculiar relationship 

of twin sisters, Light It Up at 2 AM deals with a tragic incident that took place at a vocational 

boarding school in the 1990s, and the documentary CITI-100 peers into the “street culture” of 

teen motorcycle riders. Meanwhile, Nobody’s Land, The Banners, and Two Women tell stories of 

family members gone missing, of the void left behind, from unconventional perspectives. The 

disappearancees are approached in realistic ways rather than as some unsolved mysteries. Family 

Toast is an uplifting movie with a fresh take, while Or Father is a subdued yet stirring depiction 

of the reality of a single father. The films in the third category revolve around relationships that 

are ending, or have ended. No Problem shows how volatile a long-term relationship can become, 

and Big Brother zooms in on a love triangle, delivered through stellar acting. While a degree of 

desperation is felt in Nice to See Your Face, that feeling of fluttering butterflies accompanies 

bitterness in Mint Condition. I’m not a robot. and Noise Rhapsody are novel experiments that push 

the boundaries of Korean short-form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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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성

1988년생. <증명서>(2019), <사원증> 
(2020), <너의 안부>(2021) 등의 단편영
화를 연출하였고 국내외 다수의 영화제
에서 상영되었다.

YOON Haesung

Born in 1988. She worked as a 

copywriter for eight years at an 

advertising agency. She began to study 

film in 2019, and directed such short 

films as The Certificate (2019), ID Card 

(2020), and The Indelible (2021).

현수막
The Banners
Korea | 2022 | 25min | Fiction | color | Ⓖ

가족은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이면서도 무한 변주가 가능한 테마다. <현수막>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실종 자녀를 둔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 그 이

면에 숨겨져 있던 사연을 끄집어낸다. 15년 전에 사라졌던 신애가 돌아왔다.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엄마와 여동생이 그를 맞이한다. 자매는 함께 현수막

을 떼러 다니면서 과거의 고통에 대해 말한다. <현수막>의 가장 큰 미덕은, 우리

가 표면적으로 접하는 것에서 진짜 이야기를 뽑아내는 솜씨다. 영화는 질문을 던

진다. 가족의 입장에선 실종이겠지만, 신애에겐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결국 15년의 시간을 견딘 후에 가족은 비로소 다시 만나게 되었

고, 그때서야 가족에 대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차분하지만 그 안엔 강한 진

폭의 감정이 흐르고 있는 영화다.

Shortly after her father passes away, Jiho’s missing sister comes back after 15 

years. Now Jiho, along with her mother and her sister, travels all over Seoul to 

take down the missing person banners her family had put up.

204 6.24 11:00 GV

406 6.26 11:00 GV

김운하

2018년 한예종 방송영상과에 입학 후 꾸
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단편 <영원
한 사랑>(2019)과 틱톡오리지널 단편영
화 <완벽한 식사>(2021) 등을 연출했다.

KIM Woonha

Since she entered Department of 

Broadcasting, KNUA, she has been 

constantly doing many works. Directed 

short film Eternal Love (2019) and 

TikTok Original short film For Symmetric 

People (2021).

노이즈 랩소디
Noise Rhapsody
Korea | 2022 | 33min | Fiction | color | ⑫ | World Premiere

발상이 독특한 뮤지컬. 판타지 요소도 있다. 기준치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

람에게 찾아가 음악을 배송하면 사람들이 춤과 퍼포먼스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

소한다는 설정이다. 그 메신저는 ‘노이즈 랩소디’의 우수 사원 두나. 그에겐 스트

레스로 죽은 친구 담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이 영화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구조다. 정신 치료를 받는 그곳 손님 진희가 첫 번째 수신인. 

한편 그곳에서 일하는 알바 종업원 수연은 공무원 준비 중이다. 어느 날 거대한 

볼펜 배송을 받고 컴플레인을 하는데, 상담원 유미는 데이팅 어플로 사랑을 찾지

만 공허할 뿐이다. 사운드 믹싱과 편집과 미술 등이 깔끔한 완성도를 보여주며, 

세 개의 퍼포먼스 신에서 보여지는 안무도 좋다.

Noise Rhapsody is a company providing a service that includes delivering a 

Music Box to anywhere in the country that has been measured to show a higher 

than average level of stress. Hitting the play button on the Box transforms the 

place’s surrounding noise into a free form music. Doona harbors guilt for not 

having been able to prevent her depressed friend Dami from taking her own life. 

Committed to helping others let go of stressful thoughts, Doona starts working 

at Noise Rhapsody, and is soon recognized as one of the company’s best-

performing employees. Until one day, she gets involved in a traffic accident…

204 6.24 11:00 GV

406 6.26 11: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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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1994년생. 대학 재학 중 쓴 단편 <맞담>
이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되며 연출을 시작했다.

KIM Junhyung

Born in 1994. He wrote the script for 

Family Toast in college, which was 

selected by the Korean Film Council’s 

Production Fund Project.

맞담
Family Toast
Korea | 2022 | 14min | Fiction | color | ⑫

엄마는 딸 승희의 가방에서 담배를 발견한다. 어디서 났느냐는 엄마의 추궁에도 

딸은 답을 피한다. 이때 아내를 위한 생일 케이크를 들고 등장하는 아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게 담배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다. 도대체 승희는 어디서 그

것을 얻은 것일까? 수많은 단편영화들이 소통 부재의 가족을 소재로 그들 사이

에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과정을 그리지만 <맞담> 같은 소재를 매개체로 설정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여기서 이 위험한 식물은 범법의 증거물이 아닌, 한 가족

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마법의 약초가 되며 커밍아웃이 이어진다. 한바탕 소동

극을 통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뢰라는 테마를 길어올리는 영화. 그런데 그 식

물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 끝까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없으니... 열린 결말? 

메타포 혹은 맥거핀일 수도 있겠다.

A mother finds a cigarette in her daughter’s bag. Even though her mother starts 

to bombard her with questions, the daughter keeps her mouth shut. Then the 

father returns home from work and begins to suspect the cigarette was not just 

a cigarette, after all.

204 6.24 11:00 GV

406 6.26 11:00 GV

손현록

홍익대학교에서 영상영화를, 한국예술종
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서 연출을 전공
하였다. <아가페>(2017), <갈 곳 없는> 
(2018) 등의 단편영화는 다수의 영화제
에서 상영되고 수상하였다.

SOHN Hyunlok

Studied film at Hongik University and 

ditrecting at Department of Filmmaking, 

KNUA. His short films including Agape 

(2017), Nowhere to go (2018) were 

screened and awarded at several film 

festivals.

졍서, 졍서
Girl at a Window
Korea | 2022 | 30min | Fiction | color | ⑫ | World Premiere

영서는 자퇴한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무용 조기 유학을 준비하는 십 대다. 하

지만 현재 그가 가장 열중하고 있는 건 SNS로 하는 개인 방송이다. 독서실 책상

에 앉아, 그는 침묵 속에 매일 방송을 한다. <졍서, 졍서>는 현재 십 대들이 우리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조용히 담아낸다. 그런 현실을 영화는 갇

힌 공간으로 표현한다. 그는 좁은 골목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양 옆과 앞이 막혀 

있는 독서실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한다. 이러한 공간성은 그의 현실과 연결된다. 

무용을 통해 성공하고 싶은 영서의 욕망은 이뤄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그에게 유일한 돌파구는 방송이다. 그는 스마트폰 앞에서 사람들의 요구에 리액

션을 하는데, 그 모습은 세상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유지하려는 애절한 몸짓처

럼 보인다.

Jo Yeongseo, a dropout student, does not study in the study room but does a 

live stream.

312 6.25 14:30 GV

505 6.27 11: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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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예슬

1996년생.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를 
졸업했다. <소금과 호수>는 첫 연출작이
자 세종대학교 졸업작품이다.

JO Ye-seul

Born in 1996. She studied Film Art at 

Sejong University. Chuz Me! is her first 

film and graduation film.

소금과 호수
Chuz Me!
Korea | 2021 | 29min | Fiction | color | ⑫

여고생인 소금과 호수는 단짝이다. 소금은 호수를 좋아하지만, 호수는 나이 든 

남자와 연인 관계이며 가끔 돈도 받는다. 소금의 엄마는 딸에게 삼재가 끼었다

며, 팬티를 불에 태우는 제의를 치르려 한다. 하지만 소금은 속옷을 팔아 돈을 번

다. <소금과 호수>는 카오스와 같은 10대의 마지막을 통과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다. 그들의 연애는 실패하고, 집착은 대책 없으며, 육체는 불안하다. ‘냄새’로 표

현되는, 약간은 불온하면서도 원초적인 느낌은 원색의 미장센과 함께 관객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다. 여기에 무속의 몽환적 톤까지 결합한 <소금과 호수>는 일

면 김기영의 1970년대 영화를 연상시키며 한편으론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1999)와도 맥이 닿아 있다. 성장기라고 한다면 꽤 혹독하고, 연애담이라 한다면 

조금은 잔인한 영화. 두 주연배우의 캐스팅이 인상적이다.

Soguem, who is facing the third year of misfortune, has a secret crush on her 

best friend Hosu who has paid encounters with a mid-aged man. After divorce, 

Soguem’s Mom relies on shamanism in fear of Soguem following the step 

because she married and gave birth when she was young. Just when Soguem get 

increasingly irritated and enraged by her dad and Hosu’s lover, a buyer shows 

interest in Soguem’s used underwear.

312 6.25 14:30 GV

505 6.27 11:00 GV

윤솔빈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연출해 다수의 
영화제에서 상영했다. <새삥>은 그녀의 
성균관대 졸업작품이다.

YOON Sol-been

She has started directing films since 

high school. Her Films were screened 

at several film festivals. Mint Condition 

is her graduation film of Sungkyunkwan 

University.

새삥
Mint Condition
Korea | 2022 | 19min | Fiction | color | ⑫ | World Premiere

중고 거래 사이트, 데이트 어플 그리고 이미지 공유 SNS 등이 최근 단편영화에 

끼친 영향은 만만치 않다. <새삥>도 그 흐름 안에 있다. 이사를 앞두고 집 정리를 

하던 혜리는 전 남친 지훈과 신던 커플 운동화를 발견하고 중고 마켓에 내놓는

다. 곧장 구매자가 나타났지만, 그는 바로 지훈이다. 그냥 돈과 신발만 교환하면 

될 일이지만, 아직 남아 있는 감정의 고리는 그들을 하루 종일 동행하게 만든다. 

<새삥>은 이미 끝난 로맨스의 후일담 같은 영화다. 한정판 운동화 한 켤레를 매

개로, 그들은 근황을 묻고 추억의 장소를 방문하며 함께 차를 마신다. 여기서 흥

미로운 건 이 여정을 담아내는 스타일인데, 그들이 만난 낮부터 어둑어둑해지는 

밤까지, 이렇다 할 조명 없이 있는 그대로의 하루를 담아낸다. 김예은 배우의 여

백 있는 연기가 영화의 톤을 만든다.

Hyeri organizes her long-standing Seoul room. She posts the couple sneakers 

she used to wear with her ex-boyfriend on a used trading site. And her ex-

boyfriend Jihoon comes out to buy them.

312 6.25 14:30 GV

505 6.27 11: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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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석

1992년생.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 2019년작 <아쿠아마
린>은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YOO Jongseok

Born in 1992. He majored in film 

directing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is short film Aquamarine (2019) 

was invited to Jeonju Int’l Film Festival.

새벽 두시에 불을 붙여
Light It Up at 2 AM
Korea | 2022 | 19min | Fiction | color | ⑫

1995년에 일어났던 어느 여자 기숙학원 방화 사건을 소재로 한 실화 영화다. 사

건 당시엔 표면적인 팩트를 중심으로 신문 사회면에 1단 기사 정도 났겠지만, 영

화는 그 이면으로 파고들어 그곳에 갇혀 있는 아이들의 일상을 상상적으로 재현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화원여자기숙학원에서 생활하는 십 대들이 있다. 그 중 

한 명인 유림은 탈출을 꿈꾸며 아이들을 규합하고, 새벽 두 시에 불을 붙일 계획

을 세운다. 과연 아이들은 그곳을 불태우고 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 <새벽 두

시에 불을 붙여>는 억압적 체제에 저항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27년 

전의 역사적 사건에서 빠져나와 현재에 대한 메타포가 된다. 소박한 꿈조차 이루

기 힘든 현실 속에서 탈출을 꿈꾸는 아이들. 그러기 위해선 모두 태워 버려야 하

는 낡은 시스템. 유림 역을 맡은 한성민의 카리스마가 돋보인다.

The film begins with a girl’s narration of a story about the fire that broke out at 

an institute for girls and a girl named Yurim. Yurim was particularly afraid of 

fire but was determined to start one. Based on the true story which took place 

in 1995—forgotten in most people’s memories despite dozens of casualties.

210 6.24 14:00 GV

417 6.26 16:00 GV

김강민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대부도에서 성
장했다. 학창시절 포도 농사를 지으며, 영
화감독의 꿈을 키웠다. <또는 부>는 그의 
첫 연출작이다.

KIM Kangmin

Grew up in Daebu island, within the 

municipal borders of Ansan, Gyeonggi 

province. He dreamed of becoming a 

filmmaker with farming grapes during 

his school days. Or Father is his first 

film.

또는 부
Or Father
Korea | 2021 | 15min | Fiction | color | ⑫ | World Premiere

이 영화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눈팔지 않고 전진한다. 바로 단 한 줄의 법률  

조항 때문에 생기는 모순적 상황이다.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여기에 ‘또는 부’를 붙여야  

한다는 것이 영화의 메시지이며, 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엔 전혀 군더더기가  

없다. 상수는 택배 기사다. 그의 트럭 조수석엔 아직 기저귀도 떼지 않은 어린 딸 

미아가 있다. 카 시트도 없어서 아이는 차와 함께 흔들린다. 아이 엄마는 연락이 

안 되고, 그는 ‘미혼부’로서 육아와 생계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아기를 차 안에 

놓고 배달을 다니다 보니 불안하기 짝이 없지만, 아이 돌봄 서비스의 대상이 되

지 못한다. ‘모’가 아니라 ‘부’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앞날에 안전장치가 생기길. 

또는, 아니 반드시 부!

Three-year-old Mia sits in the passenger seat next to Sang-soo in his truck, 

her little body swaying wildly back and forth with every motion under an 

adult-sized seat belt. Unable to catch the sight of her dad, who is out making a 

round of package deliveries, Mia bursts into tears. She is left out of the social 

safety net due to the absence of a birth certificate. The social system refuses to 

recognize Sang-soo for what he is — a father — but it will never stop him from 

being one.

210 6.24 14:00 GV

417 6.26 16: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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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연

2000년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
화과 졸업. <수연>(2017)과 <나의 집> 
(2018)으로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했으
며, <햄스터 죽이기>는 부천국제판타스
틱영화제에 초청되었다.

LIM Si-yeon

Born in 2000. S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Filmmaking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u-yeon 

(2017) and My home (2018) have won at 

several film festivals. Killing a Hamster 

was invited to BIFAN.

햄스터 죽이기
Killing a Hamster
Korea | 2021 | 25min | Fiction | color | ⑫

쌍둥이 자매인 수정과 효정. 수정은 학교를 다니고, 효정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 어느 날 수정은 햄스터 두 마리를 사왔다. 수정은 효정에게 대신 학교에 가 달

라고 한다. 효정의 짧은 학교 생활은 시작되고, 그는 수정인 척한다. 햄스터 한 마

리가 다른 한 마리를 잡아먹는다. 수정은 다시 학교에 나간다. 그러던 어느 날, 수

정과 효정은 골목에서 한동안 서로를 바라본다. <햄스터 죽이기>의 이야기를 전

진시키는 건 개연성보다는 상징성 혹은 우연성이다. 마치 세상에 없는 존재 같았

던 효정은 우연한 기회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삶의 변화를 겪는다. 그러면서 수

정과 효정 사이의 관계도 변하게 되고, 이것은 햄스터들 사이의 먹이 관계와도 

연결된다. 서사 자체의 힘과 상상력으로 관객을 끌어들이는 영화. 살짝 묻어나는 

도시 괴담 같은 톤도 흥미롭다.

Hyo-jeong, she is the second of twins who has secretly been raised. One day, 

she was suggested to go to school and take a test instead of her sister.

210 6.24 14:00 GV

417 6.26 16:00 GV

장선희

한국 태생. 단편 <잔학기>(2013)는 서울
국제여성영화제와 토론토한국영화제 단
편 경쟁부문에서, <아버지의 몸값>(2019)
은 미쟝센단편영화제 비정성시 부문에서 
상영되었다.

JANG Sun-hee

Born in Korea. Her short film An Atrocity 

(2013) was screened in SIWFF and 

short film competition of TKFF. Father’s 

price (2019) was screened in Best Film 

In A City of Sadness of Mise-en-scène 

Short Film Festival.

두 여인
Two Women
Korea | 2022 | 21min | Fiction | color | ⑫

영화가 시작되면 한 소녀가 등장한다. 신문 배달을 하던 그 소녀는 한 여인을 만

나고, 어느 구멍가게 평상에 앉아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 여인은 소

녀와 동갑 나이의 딸을 잃어 버려 찾는 중. 여인을 향해 소녀는 자신의 집안 얘기

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낸다. 소녀의 오픈 마인드에 여인도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과거와 아픔을 이야기한다. <두 여인>은 영화에서 ‘이야기를 나눈

다’는 것이 지닌 힘을 새삼 보여주는 작품이다. 처음엔 사소해 보이는 그들의 이

야기는 조금씩 어떤 방향과 모습을 띠게 되며, 여성으로서, 여자 아이로서, 그리

고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진솔한 감정과 생각이 

관객 앞에 드러난다. 이봉련과 아역 배우 이한서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케미

와, 그러한 톤을 조율해낸 감독의 능력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While delivering newspapers, Saemi starts a conversation with a woman who 

has lost a daughter her age. The woman claims to have worked for a magazine 

publisher after college. She seems to be living a life that may or may not be 

similar to the one led by Saemi’s own, impoverished mother.

210 6.24 14:00 GV

417 6.26 16: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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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선

1980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 졸업 후 <세
상의 끝>(2007)을 비롯한 다수의 단편영
화로 주목받았다. 2021년 개봉한 장편영
화 <십개월의 미래>를 연출했다.

NAMKOONG Sun

Born in Seoul in 1980. She studied 

architec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earned MFA for filmmaking at the 

KNUA. She had acclaimed for several 

short films and released her first feature 

Ten Months (2021).

얼굴 보니 좋네
Nice to See Your Face
Korea | 2022 | 13min | Fiction | color | ⑫ | World Premiere

단 하나의 앵글과 숏으로 13분의 러닝타임을 견딜 수 있을까. 남궁선 감독의 <얼

굴 보니 좋네>는 이 쉽지 않은 과제를 완급 조절 잘 된 시나리오와 배우의 몰입

감 강한 연기로 가뿐하게 완수한다. 길 위에 차가 멈춰 서 있다. 엔진 과열. 내일 

출국하는 이든은 차 안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해원에게 전화를 건다. 자신의 잘

못으로 헤어졌다며 미안함을 전하는 이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절절한 이별 신을 

찍기엔 현실이 너무 열악하다. 오지랖 넓은 행인은 과도한 친절을 베풀고, 이든

은 울먹이며 보험사에 전화를 걸며, 코로나에 걸린 전남친은 마스크를 쓰고 나타

난다. <얼굴 보니 좋네>는 한정된 세팅에서 벌어지는 상황극이면서, 캐릭터의 감

정과 그를 둘러싼 상황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블랙 코미디다. 유이든의 뉘앙스 

좋은 연기가 영화를 몰입감 있게 이끈다.

Eden is driving down the road when the engine fails and her car comes to a 

stop. Eden calls Haewon and tells him she wants to see him before she leaves 

Korea, but Haewon keeps saying he just can’t come. The hot summer heats up 

the road and Eden’s wish to say a proper goodbye does not seem to be coming 

true.

205 6.24 11:00 GV

411 6.26 13:00 GV

조현서

1995년생. 2020년에 정착하지 못하는 
청년들에 관한 단편영화 <나무>를 연출
해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영화  
<터>는 감독의 고향인 군위를 배경으로 
촬영하였다.

CHO Hyun-suh

Born in 1995. His short film Tree (2020), 

which is about youths who struggle to 

settle down, was invited to the Busan 

Int’l Film Festival. Nobody’s Land was 

shot in his hometown, Gun-wi.

터
Nobody’s Land
Korea | 2021 | 28min | Fiction | color | ⑫

함께 밥을 먹으며 “금방 다녀 올게요”라며 일을 나간 아들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묘순은 아직 아들을 묻지 못했다. 어느 날 묘 옮기는 일을 하러 간 그는 

의뢰인의 죽은 아들이 혹시 자신의 아들을 뺑소니로 친 범인이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터>는 우연한 기회에 단서를 접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야기는 조금은 다른 쪽으로 향한다. 묘순에

겐 범인을 잡는 것만큼, 아들을 제대로 묻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 돈 많은 의뢰인

은 죽은 아들에게 “이런 땅 하나”밖엔 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묘순에겐 “이런 땅 

하나”도 해줄 능력이 없다. <터>는 죽은 아들에게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하는 ‘절

규하는 모성’의 영화다. 그 누구도 함께 슬퍼해 주지 않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슬

픔. 묘순 역의 변중희는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다.

An old lady, who barely makes a living by tidying up and relocating burial sites, 

begins to suspect that the grave she’s been working on might belong to the 

culprit who had killed her son.

205 6.24 11:00 GV

411 6.26 13: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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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섭

1998년생. <쓰리, go>(2017), <갓건담> 
(2019), <신김치>(2020) 등의 단편영화
를 연출했으며, 인디포럼, 서울독립영화
제, 미쟝센단편영화제를 비롯한 다수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LEE Junseop

Born in 1998. He directed short films 

including Three, Go (2017), No Thank 

You (2019) and Old Kimchi (2020), which 

were screened at several film festivals, 

such as SIFF and Mise-en-scène Short 

Film Festival.

텐트틴트
No Problem
Korea | 2022 | 28min | Fiction | color | ⑮

별 의미 없는, 의성어에 가까운 제목인 ‘텐트틴트’를 이 영화의 톤에 맞게 각색한

다면 ‘티격태격’ 정도가 될까? 이준섭 감독의 <텐트틴트>는 변화무쌍한 연애의 

감정 기상도를 보여준다. 동주와 성곤은 동거 중. 어느 날 갑자기 동주는 “괘씸하

다”며 성곤에게 나가라고 하지만, 정작 따로 사니 뭔가 아쉽다. 그렇다고 다시 합

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그들의 관계는 마치, 온수와 냉수처럼 급격한 온도차로 

지그재그 패턴을 그린다. <텐트틴트>는 로맨스의 특이점에 도달한 한 커플의 모

습이다. 좋았다가 싫어지고, 같이 살고 싶다가 괘씸해지고, 정작 따로 사니 불안

한 관계. ‘연애’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엔 너무 하드코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연

애가 맞는 남녀. 심달기의 끝없는 ‘단순 변심’ 연기는 압권이며, 난데 없는 표범맨

의 등장은 영화에 묘한 탄력을 준다. 

Dongju wants her boyfriend Sunggon to leave her house. Contrary to her 

expectations, Sunggon obediently packs his stuff and looks for a new 

apartment. To get the good old feeling back, Dongju and Sunggon climb up the 

mountains and set up tents, but unexpectedly get attacked by an unidentified 

man.

205 6.24 11:00 GV

411 6.26 13:00 GV

강예솔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화과 
석사를 수료하였다. 단편 실험영화 <사진 
이어 붙이기>(2020)는 전주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피렌체한국영화제 등에
서 상영되었다.

KANG Yesol

Completed MFA at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ommunication 

& Arts. Stitching Photography (2020), 

short experimental film, was screened 

at Jeonju Int’l Film Festival,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로봇이 아닙니다.
I’m not a robot.
Korea | 2022 | 20min | Experimental | color | ⑫ | World Premiere

미국의 한 도시. 자율주행 자동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20대 남성을 피하려다 

그 뒤를 따라오던 10대 여성을 치어 목숨을 잃게 한 것이다. 자동차의 프로그래

밍에 문제가 있었던 걸까? 한 3D 시뮬레이션 전문가에게 사고 재현에 대한 의뢰

가 들어온다. <로봇이 아닙니다.>는 관점에 대한 영화다. 영화는 그리스 신화의 

아르고스 파놉테스나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절대눈(One Eye) 등을 끌어들이

며,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관점에서 이 사고를 저질렀는지 따라

간다. 수많은 시뮬레이션과 코딩과 모델링을 통해 만들어낸 결론은 결국 ‘인식’

의 문제에 다다르고, 10대 소녀의 죽음은 자동차의 입장에선 합리적 행동임이 드

러난다. 그렇다면 그 과학적 로직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 다가올 미래에 대

한 의미 있는 문제 제기. ‘다큰아씨들’ 프로젝트 작품이다.

A self-driving car accident occurs in an American city, and a simulation expert 

is requested to reproduce the accident.

324 6.25 19:30 GV

511 6.27 14: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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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영

1992년생. 2020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
상원 방송영상과를 졸업하였다. <씨티백> 
은 서울독립영화제 단편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HWANG Sunyoung

Born in 1992.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Broadcasting,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in 2020. CITI-

100 has won First Short Prize at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씨티백
CITI-100
Korea | 2021 | 29min | Documentary | color, b&w | Ⓖ

다큐멘터리 <씨티백>은 하나의 사건에서 시작한다. 2009년, 열여덟 살이었던 

나는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는다.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였던 기현은 뺑소니 차

에 치어 세상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노동자로서 그 어떤 사회적 보호도 받

지 못하던 어느 십 대의 죽음엔, 그러나 “오토바이 타고 놀던 애가 사고 나 죽었

다”는 식의 꼬리표가 붙었을 뿐이다. 여기서 감독은 오토바이를 키워드로, 여전

히 어두운 밤 도로 위에 서식하는 아이들을 만난다. 그런 점에서 <씨티백>은 세

상을 떠난 친구를 회고하며, 한편으로는 수많은 아이들이 질주하는 이유와 그들

의 문화를 바라본다. 그리고 기성 세대의 시선으로 못마땅한 대상인 그들이 지닌 

고민과 삶을 보여준다. 풍경과 이미지를 통해 담담히 이야기를 전하면서 십 대들

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함께 드러내는 방식이 효과적으로 결합한 다큐다.

The fall I turned eighteen, I heard the news of my friend Kihyun’s death. 

He had a car accident while working part-time at a fried chicken restaurant 

as a delivery boy. Without any protection as a teenager or a worker, he was 

quickly erased from this world. I re-encounter Kihyuns accident in 2009 while 

reminiscing the time we’ve shared. I linger around time, facing the motorcycle 

culture, a friend who vanished like a ghost, and all of. Kihyuns’ spirits who are 

still floating around the road.

324 6.25 19:30 GV

511 6.27 14:00 GV

궁유정

<ㅈㄱㅇㄴ>(2014), <마감일>(2018) 등
의 단편은 제주여성영화제, 부천국제판
타스틱영화제 등에서 상영됐고, <창진이 
마음>(2019)은 서울독립영화제, 아시아
나국제단편영화제에서 수상했다.

GOONG Yu-jeong

Her short film TFB (2014), Closing Date 

(2018) was screened at Jeju Women’s 

Film Festival and BIFAN. Unpredictable 

Boy (2019) has won awards at several 

film festivals, such as AISFF and SIFF.

빅브라더
Big Brother
Korea | 2021 | 32min | Fiction | color | ⑫ | World Premiere

김경욱 작가의 소설 『빅브라더』를 영화화한 작품. 동생은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에 형을 데려간다. 작가 지망생인 여자친구는 작가인 형이 궁금했던 것. 엉뚱한 

형이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나들이의 초반부는 좋았다. 날씨도 맑았고 점심 식사

도 즐거웠다. 하지만 셋 사이에 질투도 아닌 삼각관계도 아닌,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동생과 여자친구 사이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 궁유정 감독의 <빅브

라더>는 완벽한 캐스팅과 그들의 연기가 만들어낸 황금비율의 케미가 빛나는 작

품이다. 박종환의 투덜거림, 장선의 리액션 그리고 감독이기도 한 이승원의 무심

한 듯한 뉘앙스가 어우러진다.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엔딩을 통해 <빅브라더>는 

관객에게 ‘이야기의 의외성’이 주는 즐거움도 선사한다. 영화에서 ‘캐릭터의 힘’

을 새삼 느끼게 하는 작품. 이 모든 걸 조율한 감독의 능력도 뛰어나다.

Jong-hwan reluctantly brings his brother along to a date with Seon, only 

because she has persistently insisted that they meet. While it is no big deal 

introducing his friends to her, his older sibling is a whole different story. As it 

turns out, he is nothing but ordinary.

324 6.25 19:30 GV

511 6.27 14: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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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펙트럼 섹션은 지구촌 곳곳에서 무수한 절망에 맞닥뜨리면서도 끝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영화들

이 포진해 있다.  <바시르와 왈츠를>의 아리 폴만의 신작 장편 애니메이션 <안네 프랑크를 찾아서>, 나치 

치하 파리에서 꿈 많은 소녀의 일상이 파괴되는 과정을 그린 <쾌활한 소녀>, 나치의 역사가 담긴 베를린에 

발을 디딘 두 친구의 이야기 <베를린으로 돌아가다>는 과거를 통해 현재를 거울처럼 비춘다. 카자흐스탄을 

배경으로 한 십 대 퀴어 로맨스 영화 <발라반>, 오페라를 사랑한 소년과 선생의 만남 <라 트라비아타>, 반

투 족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스타일리쉬한 필름 누아르 <반투 마마>, 부모의 이혼으로 방황하는 소녀의 이

야기 <환상의 반딧불>,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배경으로 한 <스카버러>, 키아로스타미의 초기 영화

를 연상시키는 <애플데이>와 같이 청소년과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들은 가족과 사회의 취약한 그늘

을 향해 있다. <세뇌된 시선>에서 보여주는 뿌리깊은 성차별적 이미지의 역사, <딸이 납치됐다>에서 범죄

로 부패한 사회에 홀로 대항하는 엄마, 아프가니스탄의 정조 범죄를 둘러싼 여성들의 투쟁을 그린 <희망의 

숨결>은 끊임없이 간과되거나 폄하되어온 여성의 이야기, 여성의 목소리를 그린다. 예년에 비해 훌쩍 늘어

난 단편 또한 보석같은 작품들이 망라되어 있다. 특히 다양한 스타일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 작품들, 판타

스틱한 이미지로 무장한 <굿바이 제롬!>, 중국에서 홍콩으로 망명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중

국을 이야기하는 <파도를 넘어>, 베트남전으로 헤어진 두 자매의 이야기 <떠내려가는 집>의 독특한 그림체

는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엔데믹을 향해 조금씩 발을 내딛는 2022년, 고난을 지나온 이들만

이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담고 있는 스펙트럼 영화들은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줄 것이다.

The section is packed with films that inspire you to never give up despite the hardships you face. Where 

Is Anne Frank? — an animation feature by Ari Folman of the Waltz with Bashir fame — , A Radiant 

Girl — which portrays how a bubbly young girl’s life is destroyed under the Nazi regime — , and Back 

in Berlin — which follows two friends’ journey into the old capital of Nazi Germany — all look at the 

present through the lens of the past. Then there are movies that shed light on the shadows of society 

today through the eyes of vulnerable children and young adults. Balaban is a teen queer romance set 

it Kazakhstan; La Traviata, My Brothers and I depicts an encounter between an Opera-loving boy and 

his singing teacher; Bantú Mama is a stylish film noir about the fate of a Bantú woman; The Wonder of 

a Summer Day revolves around a girl trying to come to terms with her parents’ divorce; Scarborough 

unfolds in a low-income neighborhood school; and finally, The Apple Day is reminiscent of the early 

works of Abbas Kiarostami. Other films make a point of delivering the narratives of women, whose 

voices have long been dismissed or neglected. Brainwashed: Sex-Camera-Power draws attention to 

the history of sexualized images of women in the film industry; La Civil depicts a mother’s lonely 

fight against a corrupt authority, and With This Breathe I Fly presents Afghan women fighting against 

supposed “moral crimes” to regain freedom. Audiences will appreciate the colorful lineup of short films 

too. Goodbye Jérôme! is filled with surreal, fantasy-like images; Freedom Swimmer accounts the escape 

of an old man from China toward Hong Kong, and Flowing Home tells the story of two sisters separated 

during the Vietnam War. These uniquely stylized animations are sure to delight your eyes.

스펙트럼
Spectrum

아리 폴만

이스라엘의 감독, 각본가, 영화음악가. 시
나리오를 쓴 여러 이스라엘 TV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오스카 후보에 오
른 <바시르와 왈츠를>(2008)과 <더 콩그
레스>(2013)를 연출했다.

Ari FOLMAN

An Israeli director, screenwriter, and 

film score composer. He has written for 

several successful Israeli TV series. He 

is the director of the Oscar-nominated 

Waltz with Bashir (2008) and The 

Congress (2013).

안네 프랑크를 찾아서
Where Is Anne Frank?
Belgium | 2021 | 92min | Animation | color | Ⓖ | Korean Premiere

암스테르담에 있는 안네 프랑크 박물관.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안네의 일기를 보

관하던 유리관이 깨지고,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 일기장에만 존재하는 안네의 상

상 속 친구 키티가 현대의 유럽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일기와 함께 있어야만 존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키티는 불법체류난민 보호소를 운영하는 피터와 함

께 일기를 가지고 안네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아리 폴만이 2013년작 <더 콩그레

스> 이후 무려 9년 만에 선보이는 애니메이션 <안네 프랑크를 찾아서>는 안네 프

랑크의 일기가 보여주는 휴머니즘의 가치를 현대 유럽을 떠도는 난민들의 상황과 

연결시킨다. 물신화된 안네 프랑크가 아닌, 비극 속에서도 끊임없이 삶을 사랑했

던 소녀 안네의 이야기는 75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과거와 현재, 현실과 판타

지를 아름다운 그림체와 유려한 이야기 구조로 풀어낸 마법 같은 작품.

Kitty, the imaginary friend to whom Anne Frank wrote in her Diary, comes 

to life in present-day Amsterdam. Unaware that 75 years have gone by, Kitty 

is convinced that Anne must be alive. Where Is Anne Frank? tells the story of 

Kitty’s quest across contemporary Europe to find her beloved friend. Armed 

with the precious Diary and with help from her friend Peter, who runs a secret 

shelter for undocumented refugees, Kitty follows Anne’s traces, from the 

Annex to her tragic end in the Holocaust.

301 6.25 11:00

419 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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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 락스

바비는 경험이 풍부한 TV 감독이다. 이스
라엘로 이사한 후, 이스라엘 교육 방송에
서 감독으로서 수상 이력이 있는 다수의 
TV 시리즈를 기획부터 제작까지 넓은 범
위의 책임을 맡았다.

Bobby LAX

A seasoned TV director who started 

his career in England. After moving 

to Israel, he’s continued his career 

to work on a wide range of major TV 

productions. This film is his first full-

length documentary film.

베를린으로 돌아가다
Back in Berlin
Israel | 2021 | 58min | Documentary | color | ⑫ | Asian Premiere

영국에서 자란 죽마고우인 바비와 마누엘은 특별한 베를린 여행을 계획한다. 유

대인인 바비는 작고한 아버지가 결코 입에 올리지 않았던 홀로코스트 희생자로

서의 과거를 찾아보기로 결심하고, 독일인인 마누엘은 악명높은 나치 프로파간

다 영화 <유대인 쥐스>의 감독이 자신의 작은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호기심과 당혹스러움 속에서 그의 자취를 쫓고자 한다. 그러나 우정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여행은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좇는 과정에서 감정적 격랑에 휩싸인

다. 감독이자 주인공인 바비의 자전적인 다큐멘터리인 이 영화는 역사적 상흔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다. 베를린이라는 상징적 장소가 죽마고우인 

두 사람을 한 순간에 가해자와 희생자의 위치로 돌려놓는 과정에서, 감독은 결코 

온전히 끝나지 않은 홀로코스트의 상처를 애도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으로 들여

다본다.

Two childhood friends embark on a journey to Berlin to discover their family 

secrets; Bobby of his father’s untold holocaust survival story & the fate of 

his family, and Manuel of his great uncle’s role as director of the notorious 

Nazi propaganda film Jud Süß. The dramatic revelations jeopardize their 

relationship.

201 6.24 11:00

405 6.26 11:00

상드린 키베를랭

1968년 프랑스 출생. <베티 피셔 앤 아
더 스토리즈>(2001), <마드무아젤 샹봉> 
(2009)을 통해 배우로서 이름을 알렸다. 
<쾌활한 소녀>는 감독으로서 그녀의 첫 
장편이다.

Sandrine KIBERLAIN

Born in France in 1968. She is an 

actress, known for Alias Betty (2001), 

Mademoiselle Chambon (2009), 9 

Month Stretch (2013) and Number One 

Fan (2014). This film is her first feature 

film as a director.

쾌활한 소녀
A Radiant Girl
France | 2021 | 98min | Fiction | color | ⑫ | Asian Premiere

연극배우를 꿈꾸는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소녀 이렌은 매일이 즐겁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연극에 대한 열정이 그녀의 하루하루를 풍성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녀가 머물고 있는 곳은 1942년 파리. 아름다운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보이지 

않는 균열을 일으킨다. 영화는 나치 점령기 파리의 불온한 기운을 의도적으로 처

음부터 보여주지 않는 대신, 화려한 천에 묻은 작은 얼룩처럼 점점 번져가게 한

다. 거대한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파괴되는 평범한 이들의 일상에 대한 작은 스케

치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전쟁이 앗아가는 것은 이념과 담론이 아니라 공기처럼 

늘 존재하지만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매일의 평범한 삶이라는 사실

을 말해주고 있다.

Irene is a young Jewish woman leading a vibrant life, in the summer of 1942 in 

Paris. Her family watches her as she grows and discovers the world around her, 

making new friends, finding new love, and her passion for theater. Irene wants 

to become an actress and her youthful days go by without a care in the world.

318 6.25 17:00

514 6.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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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반 에레라

산토도밍고에서 나고 자란 도미니카 공
화국 감독·제작자이다. 카메라 렌즈를 통
해 세상을 관찰, 해석한다. 단편 <특별한 
열정>(2016)으로 TIFFx인스타그램단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Ivan HERRERA

A Dominican director and producer 

born in Santo Domingo in 1977. His 

short film, La Pasión Original (2016), 

received the Judge’s Choice Awards at 

TIFFxInstagram Shorts Festival in 2016.

반투 마마
Bantú Mama
Dominican Republic | 2021 | 77min | Fiction | color | ⑫ | Korean Premiere

아프리카 반투족 여성인 엠마는 파리에 살며 마약운반책으로 일하고 있다. 도미

니카공화국의 호화로운 리조트에 머물며 임무를 수행하던 그녀는 경찰에 발각되

고, 체포당해 호송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자 탈출하여 산토도밍고 인근의 빈민

가로 숨어든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사랑에 굶주린 세 아이를 만나게 된다. 

평생 외로운 암흑의 세계에서 살아온 엠마는 같은 처지에 있는 세 아이에게 연민

과 사랑을 느낀다. <반투 마마>는 스타일리쉬한 미장센이 돋보이는 필름 누아르 

영화다. 나른하고 고요한 아프리카의 색채가 어우러진 이 영화는 주인공의 고향

인 아프리카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엄혹한 현실과 대비

되는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은 필름 누아르 장르의 정서적 특징이기도 하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것 같지 않은 해피엔딩이 아름다우면서도 쓸쓸함을 자아내는 

작품.

A French woman of African descent manages to escape after being arrested 

in the Dominican Republic. She finds shelter in the most dangerous district of 

Santo Domingo, where she is taken in by a group of children. By becoming their 

protégée and maternal figure, she will see her destiny change inexorably.

304 6.25 11:00

402 6.26 11:00

아이술루 오나란

1976년 카자흐스탄 출생. 영국에서 활
동하는 영화·무대감독이자 제작자 겸 각
본가. 공동제작한 단편 <달콤한 거리> 
(2019)는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됐다. <발
라반>은 그녀의 첫 장편영화이다.

Aysulu ONARAN

Born in Kazakhstan in 1976. She is a 

film and stage director based in UK. She 

co-produced her first short film, Sweet 

Street (2019), which is nominated at 

several int’l film festivals. This film is her 

first feature film.

발라반
Balaban
Kazakhstan | 2021 | 101min | Fiction | color | ⑮ | Asian Premiere

<발라반>은 2006년 카자흐스탄에서 오염된 수혈로 인해 약 160명의 신생아가 

에이즈에 감염된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한 영화다. 16세 소녀 아르닥은 에이즈 환

자로 어머니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지만 파리에서 패션디자이너가 되고픈 꿈

을 꾼다. 그녀는 지역자선단체에서 매력적인 고아 소녀 잔나를 만나 사랑에 빠진

다. 둘은 함께 떠나기로 의기투합하고, 잔나의 사촌이 관리하는 귀한 발라반 매

를 훔쳐 도피자금으로 쓰려고 한다. 독특한 퀴어 로맨스 영화인 <발라반>은 서

로 다른 환경에 처해있는 소녀들이 지독한 첫사랑의 열병을 앓는 청춘의 이야기

다. 먼 곳을 향해 날아가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와 눈과 귀를 가린 채 갇혀 있는 

발라반 매의 존재는 어디로든 벗어나고 싶지만 끝내 지독한 현실로 되돌아와야 

하는 십 대 소녀들의 감정과 맞닿아 있다. 감각적인 화면과 매력적인 두 배우의 

연기가 빛나는 작품.

A 16-year-old, Ardak, can only imagine the feeling of desire and emotions 

of her first teenage love. Diagnosed with HIV as a child though and living a 

sheltered life with her mother in a plush house, she dreams of moving to Paris 

and becoming the next big thing in couture. But she meets Zhanna to put her 

plans into motion at a local charity for HIV adolescents. Before long, their 

youthful friendship will yield to an arduous, yet ardent romance.

314 6.25 16:30

502 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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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니 모레티

이탈리아의 영화감독이자 프로듀서, 시
나리오 작가, 배우이다. 칸, 베를린, 베니
스를 비롯해 수많은 국제영화제에서 인
정 받은 거장이다.

Nanni MORETTI

An Italian film director. His film has 

won multiple accolades from Cannes, 

Berlinale, Venice Film Festival. Every 

film he has directed has been shown at 

Cannes since Dear Diary (1993).

일층 이층 삼층
Three Floors
Italy, France | 2021 | 120min | Fiction | color | ⑮

난니 모레티가 후기에 천착해 온 가족이라는 주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영화는 

한 아파트의 다른 층에 사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속적인 사건들로 얽어매며 시

작된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 이웃 노인이 자신의 어린 딸을 성추

행했다는 의심에 사로잡힌 아버지, 남편과 떨어져 홀로 어린 딸을 키워야 하는 

여자의 이야기들이 각자의 사정 속에서 뒤얽히는 동안, 영화는 비루하고 나약한 

인물들을 관통하는 인생의 아이러니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끈질기

고도 강렬한 삶의 힘을 포착한다. 온갖 실수와 불행으로 점철된 삶 속에서 갑작

스레 마주친 마법 같은 순간을 그리는 마지막 장면은 명백히 펠리니의 영화 세계

에 바치는 난니 모레티의 오마주다.

A series of events will radically change the lives of the inhabitants of a Roman 

apartment building, revealing their difficulties in being parents, siblings 

or neighbours, in a world where coexistence seems to be ruled by fear and 

resentment. While the men are imprisoned by their obstinacy, the women, 

each in their own way, attempt to mend these fragmented lives to finally and 

serenely pass on a love that had been thought lost forever.

319 6.25 19:30

519 6.27 19:00

요한 만차

배우와 극장감독으로 시작해 2012년엔 
영화를 연출했다. 두 번째 단편 <헤디&사
라>(2017)는 프랑스 비평가협회 단편경
쟁 부문에 후보로 선정되었다. <라 트라
비아타>는 그의 첫 장편이다.

Yohan MANCA

A French film director, started out as 

an actor. He firstly directed the film in 

2012 and second short film, Hédi & 

Sarah (2017), nominated at the French 

Syndicate of Cinema Critics. This film is 

his first feature film.

라 트라비아타
La Traviata, My Brothers and I
France | 2021 | 108min | Fiction | color | ⑫ | Korean Premiere

남프랑스의 해변 마을. 혼수상태에 있는 어머니가 예전에 좋아하던 파바로티의 

아리아를 불러주며 오페라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14세 소년 누르. 아픈 어머니

와 거친 형들 사이에서 부대끼는 삶을 살던 그는 방학 동안 학교에서 청소 아르

바이트를 하다 여름방학 특강 오페라 클래스에서 강사이자 오페라 가수인 사라

의 눈에 띄게 된다. 사라는 누르의 재능과 열망을 북돋아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려 한다. 눈부신 남프랑스의 햇살 아래 펼쳐지는 <빌리 엘리어트>를 연상시키

는 따뜻하고 유쾌한 영화 <라 트라비아타>는 음악에 심취한 소년 누르의 이야기

를 통해 삶을 위로하는 예술의 아름다움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대변되는 관계

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Nour, a 14-year-old boy, is enjoying the beginning of the summer holidays in 

the South of France. He is the youngest of four brothers. They live together in a 

council estate, taking turns caring for their mother who is in a coma. She used 

to love Italian Opera, so Nour plays it for her, and develops a passion for that 

music. Between community work and rising tensions at home, Nour dreams of 

escaping to a faraway place. When he crosses paths with Sarah, an Opera singer 

teaching summer classes, he finally finds the opportunity to come out of his 

shell and explore new horizons.

413 6.26 17:00

507 6.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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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나 하지토마스, 카릴 요레이

조아나 하지토마스, 카릴 요레이의 장편
들은 다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고, 
수상했다. 이들은 어바웃 제작사의 공동 
설립자이며 베이루트에 있는 메트로폴리
스 시네마의 이사회에 속해 있다.

Joana HADJITHOMAS,  
Khalil JOREIGE

They are interested in traces of the 

invisible and absent stories such as 

the missing victims of the Lebanese 

civil war. They are known for A Perfect 

Day (2005), which is awarded in major 

international festivals.

메모리 박스
Memory Box
France, Canada, Lebanon, Qatar | 2021 | 103min | Fiction | color | ⑮ | Korean 

Premiere

엄마 마이아와 캐나다에서 살고있는 십 대 소녀 알렉스는 항상 바쁜 엄마로 인해 

외롭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알렉스의 집에 베이루트에서 날아온 의문의 소포

가 도착한다. 소포에 담긴 물건을 보고 잊고 싶었던 과거를 마주한 마이아는 혼

란에 빠지고, 알렉스는 소포에 담긴 엄마가 친구에게 보냈던 편지와 녹음 테이

프, 사진들을 통해 달콤하고도 고통스러웠던 엄마의 과거와 마주한다. 레바논 전

쟁을 배경으로 한 <메모리 박스>는 한 열정적인 소녀의 찬란한 젊은 시절이 전

쟁을 통해 어떻게 파괴되어 갔는지를 감각적인 연출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영화

는 첫사랑과 우정이라는 십 대들의 상징적 경험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완전히 다른 시공간을 살았던 두 세대 간의 갈등이 이해를 통해 화해로 향하는 

과정을 멜랑콜리한 회고의 감각으로 그려내고 있다.

Maia, a single mother, lives in Montreal with her teenage daughter, Alex. On 

Christmas Eve, they receive an unexpected delivery: notebooks, tapes, and 

photos Maia sent to her best friend from 1980’s Beirut. Maia refuses to open 

the box or confront its memories, but Alex secretly begins diving into it. 

Between fantasy and reality, Alex enters the world of her mother’s tumultuous, 

passionate adolescence during the Lebanese civil war, unlocking mysteries of a 

hidden past.

317 6.25 16:00

506 6.27 11:00

샘 프렌치, 클레멘타인 말파스

샘 프렌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5년간  
다큐멘터리를 제작, 연출했다. 그의 단편 
<부즈카시 보이즈>(2012)는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다. 클레멘타인 말파스는 개
발도상국에서 9년 넘게 다큐멘터리를 연
출했다.

Sam FRENCH,  
Clementine MALPAS

Sam spent 5 years working in 
Afganistan, where he directed several 
documentaries. His short film Buzkashi 
Boys (2012) nominated for an Oscar. Co-
director Clementine also was based in 
Kenya and Afganistan to make some 
films.

희망의 숨결
With This Breathe I Fly
USA | 2021 | 77min | Documentary | color | ⑮ | Asian Premiere

수많은 외세의 점령과 탈레반의 침략으로 인권이 유린되어 온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조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 <희망의 숨결>은 극도로 가부장

적인 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여성들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다. 삼촌에게 강간당

해 임신한 굴나즈, 남편의 폭행으로부터 도망 중인 파리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자신을 강간하고 폭행한 남성들과 함께 남은 삶을 영위하는 

것도 끔찍한 일이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이 나라를 떠나는 일들도 어린 그들에게

는 감당하기 힘든 삶일 것이다. 영화는 여성들의 처참한 인권 파괴의 현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려는 여성들과 그녀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조력자들의 끈질긴 투쟁의 과정을 따라가고 있다.

At the height of the international occupation of Afghanistan, two women —

Gulnaz, raped and impregnated by her uncle, and Farida, on the run from an 

abusive husband — are imprisoned on charges of “moral crimes” by an Afghan 

justice system that is supported by billions of dollars of aid money from the EU. 

Shot over 10 years, this film follows these two courageous women as they fight 

for their freedom against a patriarchal society determined to keep them bound 

to tribal culture, while exposing the complicity of the EU in censoring their 

voices, and how the international press forever alters the course of their lives.

220 6.24 19:30

424 6.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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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 멩키스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 UCLA에서 
영화 연출 석사 과정을 마쳤다. USC 영화 
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가르쳤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예술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Nina MENKES

A directing member of AMPAS. Her 

films synthesize inner dream worlds 

with brutla, outer realities. She has had 

numerous international retrospectives 

and has taught film directing at the USC 

School of Cinematic Arts.

세뇌된 시선
Brainwashed: Sex-Camera-Power
USA | 2022 | 108min | Documentary | color, b&w | ⑫

<세뇌된 시선>은 니나 멩키스의 강연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아카이브 다큐멘터

리다. 이 영화는 영화 속 미장센이 구조화하는 ‘남성적 시선’이 현실에 만연해 있

는 성적 학대와 여성 고용차별이라는 사회적 작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

실을 보여준다. 73년 로라 멀비의 기념비적 논문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영화’

가 발표된 이후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학술적 영역을 넘어선 이슈

가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일 것이다. <세뇌된 시선>은 시청각적 자료를 바탕으로 

미장센과 사운드 효과를 적절히 활용하여 낯설거나 혹은 현학적일 수 있는 이러

한 주제가 좀 더 감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관객들을 이끈다. 영화의 관음증

적 속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히치콕의 <현기증>(1958)을 뒤집어 구성

한 오프닝부터, 남성적 시선의 영화들은 니나 멩크스의 인도 아래 하나둘 숨겨진 

전략을 드러낸다.

Based on Nina Menkes’ acclaimed talk “Sex & Power: The Visual Language 

of Cinema”. Brainwashed: Sex-Camera-Power is a mesmerizing journey into 

how shot design intersects with twin epidemics of sexual abuse/assault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ntaining over 175 film clips, 

this will unalterably change the way we view and make movies.

323 6.25 18:30

521 6.27 19:30

이바야시 유카

1999년 도야마 출생. <환상의 반딧불>이 
첫 연출작이다.

IBAYASHI Yuka

Born in 1999 in Toyama. The Wonder of 

a Summer Day is her first feature film. 

She chose to set her narrative in her 

home prefecture.

환상의 반딧불
The Wonder of a Summer Day
Japan | 2022 | 87min | Fiction | color | Ⓖ | International Premiere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식당을 경영하는 엄마와 살게 된 카나타는 달라진 삶에 영 

익숙해지지 않는다. 아빠와 동생에 대한 그리움, 나만 빼고 모두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카나타를 더욱 주눅들게 만든다. 방학의 끝자락, 시

골에 있는 외할머니집에서 동생 스미레와 조우한 카나타는 반딧불을 보고싶다는 

동생을 데리고 작은 여행을 떠나지만 아직 이른 시기에 반딧불이 있을 리 없다. 

카나타가 간신히 눌러담았던 감정들은 마침내 폭발해버린다. 일본 영화 특유의 

사색적인 분위기로 가득한 <환상의 반딧불>은 이혼으로 인해 떨어져 살게 된 자

매의 작은 모험을 그린다. 사춘기 소녀의 마음에 부는 스산한 바람은 오해의 순

간들을 거쳐 모두가 서로를 보살피는 소박한 결말을 거치며 잔잔해진다. 서정적

인 단편 소설을 읽고 난 듯한 온기가 전해지는 담백하고 사랑스러운 작품.

Kanata and her younger sister Sumire have been living apart since their 

parents’ divorce. When Kanata’s mother suggests that she go to her 

grandmother’s house for a final summer holiday memory, Kanata heads into 

the countryside. Once there, she can’t hide her annoyance at the innocent 

Sumire who bubbles with enthusiasm for the time they will spend together 

but a trip with Sumire in search of fireflies, which are not supposed to appear 

during the summer, forces the lonely teen out of her shell.

316 6.25 16:00

508 6.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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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리엘레 마이네티

1976년 로마 출생. 감독이자 배우, 작곡
가, 제작자. 단편 <콧수염>(2006)으로 로
카르노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또 다른 
단편 <타이거 보이>(2012)는 오스카 후
보에 올랐다.

Gabriele MAINETTI

A director, actor, composer and cinema 

producer. After his two shorts, Basette 

(2006) and Tiger Boy (2012), he directed 

They Called Me Jeeg (2015) which won 

several awards. This film is his second 

feature film.

프릭스 아웃
Freaks Out
Italy, Belgium | 2021 | 141min | Fiction | color | ⑮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엑스맨>의 돌연변이 캐릭터들을 닮은 초능력자 곡예

사들을 주인공으로 한 모험 영화인 <프릭스 아웃>은 쿠엔틴 타란티노의 <바스터

즈: 거친 녀석들>(2009)이 보여주는 나치 시대를 향한 촌철살인의 유머 섞인 복

수극과 판타지가 결합한 작품이다. 시종일관 눈길을 사로잡는 섬세한 특수효과와 

더불어 네 친구들의 모험을 따라 숨돌릴 틈없이 펼쳐지는 스펙터클이 기괴한 유

머와 만나는 순간들은 키치적인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오즈의 마법사>(1939)에

서 도로시와 친구들이 그토록 찾아헤매던 마법사가 허상이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스꽝스럽고, 때로는 공포스러운 전체주의의 민낯 또한 그러하다. 돌연변이로 

대변되는 소수자들을 위한 익스플로테이션 영화이자 어른들을 위한 판타스틱한 

잔혹 동화.

Matilde, Cencio, Fulvio and Mario are family when the 2nd World War hits 

Rome. It’s 1943, in the turmoil of the conflict and the eternal city is home to 

the circus in which they work. Israel, the owner and putative father, disappears 

in the attempt to find a getaway overseas for them all. Our four friends are in 

disarray. Without anyone looking after them but above all, without the circus, 

they lose their social placement and they feel only as sideshow attractions on 

the loose in a city at war.

407 6.26 14:00

501 6.27 11:00

테오도라 아나 미하이

차우셰스쿠 집권 하 부쿠레슈티에서 태
어나 1989년에 부모님이 계신 벨기에로 
이동했다. 뉴욕에서 영화를 공부, 데뷔작 
<8월을 기다리며>(2014)로 유럽영화상 
후보에도 올랐다.

Teodora Ana MIHAI

Born in Bucharest in 1981. She studied 

film in NY and started working as a 

script supervisor and assistant director 

in Belgium. Her debut film Waiting for 

August (2014) was awarded with over 

10 international prizes.

딸이 납치됐다
La Civil
Belgium, Romania, Mexico | 2021 | 145min | Fiction | color | ⑮ | Korean 

Premiere

남편과 헤어져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 씨엘로. 어느날 남자친구를 만나러 나간 

딸 라우라가 납치된다. 몸값을 주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고, 경찰조차도 미온적

인 태도를 보이자, 씨엘로는 딸을 직접 되찾기 위해 불법 용병군의 수장과 접촉

하기에 이른다. <딸이 납치됐다>는 멕시코를 배경으로 횡행하는 불법 납치와 범

죄 카르텔에 홀로 대항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멕시코 사회의 무기력

한 이면을 들여다본다. 평범한 중년 여성이 딸을 되찾기 위해 겪어야 하는 범죄

와 폭력의 세계는 피해자인 그녀를 나라 전체가 뒤얽혀 있는 부패와 폭력의 사슬

의 일부로 만들어버린다. 가족을 위해 이웃에 범죄를 저지르고, 공권력의 부패로 

인해 용병이 판을 치는 동안, 전통적인 선과 악의 개념은 점점 모호해진다.

Cielo’s teenage daughter, Laura, is kidnapped in Northern Mexico. Despite 

paying several ransoms, Laura is not returned. When the authorities offer 

no support in the search, Cielo takes matters into her own hands. She finds 

help from Lamarque, a military man with unconventional modus operandi, 

who agrees to assist her in her search — off the record — in exchange for 

information which she can provide as a local. Cielo’s collaboration with 

Lamarque will pull her into the spiral of violence that made her a victim in the 

first place.

213 6.24 16:30

504 6.27 11:00 



80 81

Spectrum  |  스펙트럼

마흐무드 가파리

1976년 테헤란 출생. 단편과 다큐멘터리
로 영화를 시작, 총 15편의 영화를 제작
했다. 첫 작품 <이건 꿈이야>(2012)는 스
위스에서 열리는 프리부르국제영화제에
서 탤런트테이프어워드를 수상했다.

Mahmoud GHAFFARI

Born in Tehran in 1976. He started 

Cinema with short fiction and 

documentary films and has made 15 

films. His first film It’s a Dream (2012) 

won the Talent Tape Award in the 

Fribourg Int’l Film Festival in Switzerland.

애플데이
The Apple Day
Iran | 2022 | 81min | Fiction | color | Ⓖ | Korean Premiere

키아로스타미의 초기 영화들을 연상시키는 영화 <애플데이>는 테헤란 외곽의 

빈민가를 배경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온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다. 아버지

와 어머니가 각각 사과장수와 남의 빨래를 하며 벌어들이는 돈은 늘 부족하고, 

가난은 매서운 추위처럼 가족의 주위를 맴돌고 있다. 아버지의 직업에 맞춰 학습 

용품 및 간식을 준비해야 하는 학교의 원칙에 따라 두 형제 메디와 사이드가 가

져가야 하는 사과 한 바구니의 무게는, 아버지가 사과 트럭을 도난당하면서 말 

그대로 가혹한 삶의 무게가 된다. 학교에 가져갈 사과를 어떻게든 마련하려는 사

이드의 눈물겨운 노력은 절망을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족의 작은 

희망으로 이어지지만, 불온한 가난의 기운, 자본주의의 가혹한 민낯은 쉽사리 지

워지지 않는다.

A first-grade primary school teacher in a poor suburb of Tehran assigns a letter 

to each student and asks them to bring items starting with an assigned letter, 

related to their fathers’ jobs. Mehdi’s father is a fruit seller and he must bring 

30 apples (“Seeb” in Farsi) to class on the “S” Day. However, an unfortunate 

event immerses the family in a crisis. Saeed, Mehdi’s older brother, should find 

a way to overcome this challenge and help Mehdi for “The Apple Day”.

322 6.25 18:30

516 6.27 16:30

제니퍼 응고

<페이스리스>는 첫 작품이다. 5년간 사
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기자로 일
하다, BBC로 옮겨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로 활동하고 있다. 2018년부터 마이그레
이션 콜렉티브에 참여해왔다.

Jennifer NGO

A first-time director and a journalist who 

belives that true stories matter. She 

reported for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for over 5 years before moving into 

current affairs documentaries mainly for 

the BBC in London.

페이스리스
Faceless
Hong Kong, USA | 2021 | 83min | Documentary | color | ⑮

<페이스리스>는 2019년 수백만의 시민들이 참여한 홍콩 범죄인 송환법 저지 시

위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2019년 범죄인 송환법 투쟁

에 이르기까지, 식민시대가 아닌 자치정부 아래 성인이 된 새로운 세대들의 민주

화에 대한 열망과 절박함은 상상을 초월한다. 영화는 10대와 20대 청년들을 중

심으로 극한의 위험과 변화에 대한 의지로 점철된 홍콩 시위 현장에 함께 있는 

듯한 생생한 화면을 통해 수많은 이름없는 홍콩인들의 절규에 미시적으로 다가

간다. 새로운 세대와 낡은 체제가 충돌하며 빚어낸 비극적 상황은 21세기에 일어

나고 있는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와 맞물려 있다.

A daughter who loves her police officer father; a believer who advocates 

nonviolent resistance; a student entering his last year of high school and 

queer artist-activist: their lives are upended as protests against a controversial 

extradition bill engulf Hong Kong. Faceless follows these four young people 

navigating the protests. They take to the streets, facing tactical problems 

and countering police brutality. As protests morph into a greater city-wide 

movement calling for democracy and justice against police brutality, each 

of them are forced to re-examine their motives, their values and personal 

relationships.

305 6.25 11:00

512 6.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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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샤 나카이, 리치 윌리엄슨

샤샤 나카이, 리치 윌리엄슨은 지난 십여 년
간 다수의 수상작을 함께 작업해왔다. 이들
이 연출한 첫 장편 극영화 <스카버러>는 토
론토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여러 영화제에
서 상영되었고 2022 캐나다스크린어워드
에서는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하였다.

Shasha NAKHAI,  
Rich WILLIAMSON

Shasha is a Filipino-Iranian Canadian 

film director, most noted as codirector 

with Rich. This film, their debut narrative 

feature, is won the award for Best 

Picture and Best Director at Canadian 

Screen Awards in 2022.

스카버러
Scarborough
Canada | 2021 | 138min | Fiction | color | ⑮ | Asian Premiere

빈곤층 아동들을 위한 지역 아동센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  

<스카버러>는 빈곤과 질병, 학대의 그늘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삶에 내재된 비

극을 정면으로 바라본다. 분노조절장애로 아이를 돌보기 힘든 아빠 밑에서 자라

는 로라, 왕따를 당하는 필리핀계 소년 빙, 모텔에서 생활하며 병든 남편과 자폐

증 아들을 돌봐야 하는 원주민 엄마 밑에서 씩씩하게 자라는 실비,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를 이끄는 무슬림계 여성 히나의 이야기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

고 단단한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희망을 향해 나아간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명제는 빈곤의 한가운데 마치 구명선처럼 손을 내미는 

지역공동체의 단단한 힘과 궤를 같이 하는 이 영화의 주제이기도 하다.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 숙고하게 만드는 가슴 아픈, 그러나 한없이 따뜻한 영화.

Scarborough explores the struggles, endurance, and resilience of this culturally 

diverse Toronto community through the lives of three kids growing up within 

a system that has set them up for failure. Filmed on location in the Kingston-

Galloway, West Hill neighbourhood, Scarborough takes place over the course of 

a school year.

208 6.24 13:00

404 6.26 11:00

뱅상 마엘 카르도나

1980년 브리타니에서 태어났다. 라 페
미스에서 연출을 전공하였고, 졸업 작품  
<까꿍, 구름아>(2010)로 칸영화제 시네
파운데이션에서 2등상을 수상했다. <비
트>는 그의 첫 장편작이다.

Vincent Maël CARDONA

Born in Brittany in 1980. He entered 

the directing department of La Fémis 

and won the 2nd prize of Cannes 

Cinéfondation with Coucou-les-Nuages 

(2010), his graduation film. Magnetic 

Beats is his first feature film.

비트
Magnetic Beats
France | 2021 | 99min | Fiction | color | ⑫

1981년 프랑스 브리타니의 시골 마을에서 해적 라디오 방송을 하는 형제 제롬과 

필립 그리고 친구들은 이기팝과 스투지스, 조이 디비전의 음악에 취해 자유로운 

시절을 함께 보낸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정치가 아니라 음악이 세상을 바꿀 거

라던 그들의 화양연화는 필립이 징집되어 베를린으로 떠나면서 막을 내린다. 필

립은 군대에서 방송을 하며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지만, 휴가 차 돌아온 고향의 

풍경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다.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던 형 제롬을 비롯해 

모든 반짝이던 열기가 사라진 후 필립은 비로소 그 시절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

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알 수 없는 열망과 에너지로 들뜨던 청춘의 공기, 유한하

기에 소중했던 그 시절에 대한 노스탤지어로 가득찬 <비트>는 언더그라운드 음

악이라는 소재를 통해 감각적인 방식으로 80년대를 회고하고 있다.

Britanny, 1980’s. A bunch of friends yearning for excitement broadcast a free 

radio station from their hometown in the countryside. Jerome leads it with 

unique charisma while Philippe, the technical genius, lives in the shadow of 

Jerome, his big brother. When called for the military service, Philippe has no 

choice but to leave for West Berlin. He’s determined to keep on broadcasting, 

but realizes that he just lived the last glorious moments of a world on the verge 

of extinction.

307 6.25 13:30

513 6.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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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그리스

멕시코 감독. 베를린, 칸영화제를 비롯한 
다수의 영화제에서 작품이 상영되었다. 
2020년 필름인디펜던트의 프로젝트 인
볼브 과정을 수료했으며, 2021년 선댄스 
디렉터 앤드 라이터스 랩에 선정되었다.

Cris GRIS

A Mexican filmmaker, whose films 

have screened at the prestigious film 

festivals including Berlinale and Cannes. 

She is a Film Independent Project 

Involve 2020 fellow, a 2021 Sundance 

Screenwriters and Directors Lab Fellow.

알마와 파즈
Alma and Paz
Mexico | 2021 | 14min | Fiction | color | Ⓖ | Korean Premiere

<알마와 파즈>는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숨결이 깃든 농장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

에서 성장통을 겪는 열 살 소녀 알마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다. 알마의 이복언니 

파즈가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농장을 팔려고 동분서주하는 동안, 알마

는 반항심에 언니를 차갑게 대한다. 그러나 알마는 결국 언니와 할머니를 비롯해 

여전히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받아들인다. 세대를 걸

쳐 이어지는 여성들의 감정적 연대, 유년기의 순수함이 담긴 이 영화는 목가적인 

농장의 풍경과 어른의 세계로 들어서려는 아이의 미묘한 심리를 서정적 터치로 

그려내고 있다.

10-year-old Alma believes that her late mother’s spirit still inhabits the ranch 

she and her grandmother live on. So, when Alma’s older half-sister, Paz, 

arrives intending to sell the ranch so for the betterment of the family’s future, 

a determined Alma searches desperately for a way to save their home. But 

even as Alma finds hope in the divine, she is also confronted by the realities 

of growing up. Alma and Paz explores the duality of magic and credulity in 

childhood, liminal spaces in family structures, and feminine affinity across 

generational relationships.

203 6.24 11:00

510 6.27 14:30

알리 아스가리

이란 출생. 두 편의 단편으로 칸영화제 경
쟁 부문 후보에, <베이비>(2014)로 베니
스국제영화제 단편경쟁 후보에 올랐다. 
데뷔작 <실종>은 2017년 베니스국제영
화제와 토론토국제영화제 상영작이다.

Ali ASGARI

He is a prominent figure with more 

than 200 awards to his name in Iranian 

cinema. His debut film Disappearance 

(2017) had its world premiere at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Until 

Tomorrow is his second feature film.

내일이 오기 전에
Until Tomorrow
Iran, France, Qatar | 2022 | 85min | Fiction | color | ⑫

부모님 몰래 미혼모로 갓난아기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은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방문을 앞두고 아이를 맡길 곳을 급히 알아본다. 공교롭게도 누구에게도 아기

를 맡기기 어렵게 되자 상황은 심각해진다. <내일이 오기 전에>는 아이를 맡기

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한 미혼모가 겪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엄

격한 가부장제 사회 아래 미혼모인 그녀가 아이를 맡길 합법적인 방법은 존재하

지 않는다. 심지어 아이의 아버지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짧은 시간 동안 그녀가 겪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결국 과감한 결정으로 이어진

다. 작지만 탄탄한 이야기 구조로 시종일관 숨죽이며 그들의 행로를 지켜보게 만

드는 이 영화는 보수적인 가부장제 아래 일상적 위험에 직면해 있는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비판적 시선과 함께 영화적 재미 또한 놓치지 않는다.

A single mother’s courage is tested when she resorts to desperate measures to 

hide her illegitimate child from her parents.

219 6.24 18:00

522 6.27 19:00

✽ 자막 제공│울주세계산악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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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라 와다

영국국립영화학교(NFTS)에서 다큐멘터
리 연출 석사 과정을 마쳤다. 졸업 영화  
<우리의 섬>(2020)은 원월드미디어어워
드에서 후보에 올랐으며, 셰필드다큐멘
터리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되었다.

Laura WADHA

She is a half Scottish and half Syrian 

filmmaker. Recently she graduated of 

the NFTS and her graduation film, Isle 

of Us (2020), was nominated for an 

One World Media Award and had its 

premiere at Sheffield DocFest.

다마스쿠스에서 태어나
Born in Damascus
UK | 2021 | 15min | Documentary | color | Ⓖ | Asian Premiere

<다마스쿠스에서 태어나>는 감독의 자전적인 에세이 다큐멘터리다. 스코틀랜드

에 살고 있는 그녀는 시리아 출신으로, 10여 년 전 가족과 함께한 시리아 여행에

서 만난 친척들과의 한때는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내전 이후, 

시리아에 살던 친척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소식은 끊겼다. 약 십 년의 시간이 흐

른 후 친하게 지냈던 사촌과 수소문 끝에 SNS로 재회하며, 감독은 전쟁의 상흔

으로 인해 송두리째 사라진 고향 시리아의 소중한 추억을 다시 떠올린다. 과거와 

현재,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쟁이 불러온 비극을 개인적 경험으로 반추하는 이 

영화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적인 기억들의 이야기로 인해 더 큰 공감을 불러일

으킨다. 한 세계가 사라진 충격, 허무하게 텅 비워진 기억의 구멍에 관해 이야기

하는 영화.

After ten years apart, a Scottish filmmaker tries to reconnect with her closest 

cousin. Once so similar, their paths were separated by war. As they piece 

together memories of Syria, they begin to wonder — ‘What happened to our 

family?’

203 6.24 11:00

510 6.27 14:30

올리비아 마틴-맥과이어

호주계 영국인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사
진작가. 5년 이상 중국과 홍콩에 머물렀
고 현재는 런던에서 거주하고 있다. 첫 장
편 <차이나 러브>(2018)는 시드니영화제 
다큐멘터리 부문 후보에 올랐다.

Olivia MARTIN-MCGUIRE

An Australian-British filmmaker and 

photographer. She is living in London, 

after a long stay in China and Hong 

Kong. Her first feature, China Love 

(2018), was nominated for Best 

Documentary at the Sydney Film 

Festival.

파도를 넘어
Freedom Swimmer
France, Australia | 2021 | 15min | Documentary, Animation | color, b&w | ⑫ | 

Asian Premiere

<파도를 넘어>는 할아버지와 손녀의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중국의 

통제가 도를 더해가는 현재의 홍콩과 문화혁명의 서슬 퍼런 칼날을 피해 온 중국

인들이 넘쳐났던 과거의 홍콩을 이어주는 세대에 걸친 자유에 대한 열망을 그린 

다큐 애니메이션이다. 손녀는 과거 자유를 찾아 어린 딸을 데리고 홍콩까지 헤엄

쳐 건너온 이민자인 할아버지의 무용담을 들으며 뭉클한 연대의 감정을 느낀다. 

할아버지의 시선으로 보이는 긴박한 탈출의 순간들은 단순하지만 강렬한 애니메

이션으로 표현된다. 영화는 과거와 현재의 홍콩을 보여주는 뉴스 클립들을 애니

메이션의 앞뒤에 배치하며 홍콩이 걸어온 역사를 경유해 자유의 땅이라 믿었던 

곳에 닥친 비극을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The story of a grandfather’s perilous swim from China to Hong Kong that 

parallels his granddaughter’s own quest for a new freedom.

203 6.24 11:00

510 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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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하드 팍델

몬트리올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토론
토의 요크대학교와 테헤란 예술대학교에
서 영화 석사를 마쳤다. 국제적으로 상영
된 다수의 단편들의 시나리오와 제작, 연
출을 맡았다.

Farhad PAKDEL

An Iranian-born Montreal-based 

filmmaker. He holds an MFA in Film 

from York University in Toronto. His 

thesis film, The Scent (2020), premiered 

at MIBFF. He is currently developing his 

first feature film.

괜찮아 잘될 거야
Everything Will Be All Right
Canada | 2022 | 16min | Fiction | color | Ⓖ | Asian Premiere

<괜찮아 잘될 거야>는 팬데믹의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고향과 가족으

로부터 떨어져 사는 이민자의 이야기를 중심에 놓으며, 영화는 사람들 간의 물

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정신적 거리도 멀어지게 만드는 팬데믹 시대의 삶을 다룬

다. 연극 교사인 레일라는 일상을 이어가려고 애쓰지만 감염에 대한 공포와 개인

적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잡지 못한다. 설상가상으로 중동에 있는 아버

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은 그녀를 고민에 빠지게 한다. 임신 중절 날짜를 잡아놓은 

그녀는 팬데믹 상황 탓에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를 고향 방문을 결심하기 쉽

지 않다. 결국 공항으로 향하는 그녀가 탄 택시 안에서 기사가 건네는 한 마디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다. 괜찮다, 모든 것이 잘될 거라고.

Leila is a drama teacher who has been keeping a secret from her family back 

in the Middle East. Amid the outbreak of the pandemic in Montreal, she has to 

decide how to meet the urgency of a call from home when her father falls ill.

203 6.24 11:00

510 6.27 14:30

아담 시아르, 가브리엘 셀네,  
클로에 파르

세 사람 모두 프랑스 최고의 애니메이션 
학교 고블랭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
다. 가브리엘 셀네와 클로에 파르는 라 푸
드리에르 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할 
예정이다.

Adam SILLARD,  
Gabrielle SELNET, Chloé FARR

They all graduated from Goblins 

animation section. Gabrielle and Chloé 

plan to study film directing at La 

Poudrière animation film school. Their 

first short film, Goodbye Jérôme, won 

the award at Berlinale in 2022.

굿바이 제롬!
Goodbye Jérôme!
France | 2021 | 8min | Animation | color | Ⓖ | Asian Premiere

영원한 사랑과 결혼에 대한 신화는 영화를 비롯한 각종 이야기 속에서 끊임없이 

소구되는 소재 중 하나다. 주인공 제롬은 죽은 아내를 잊지 못해 천국까지 그녀

를 쫓아왔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만난 아내는 제롬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화려하고 귀여운 그림체와 천국에 대한 모던한 해석이 돋보이는 디자인, 

기상천외한 동식물과 풍경이 눈을 즐겁게 하는 이 영화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

을 때까지’라는 통상적인 결혼 서약 문구에 대한 유쾌하고도 씁쓸한 대답처럼 보

인다. 제롬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이 영화의 끝은 결코 비극이 아니다. 영

원할 것처럼 보였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관계를 이루는 ‘나’에 대

한 재발견일지도 모른다.

Having just arrived in paradise, Jérôme sets out to find his wife Maryline. In the 

course of his search, he sinks into a surreal and colourful world in which no one 

seems to be able to help him. Jérôme wants to continue the relationship he had 

when he was alive with his wife, but in this paradise Maryline no longer wants 

to be with him, she wants to experience something else. The story of the film 

could be summed up by the phrase “Until death do us part!”

203 6.24 11:00

510 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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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샤 크루진스키

뉴욕에서 활동하는 작가, 감독. 인도에서 
태어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랐다. 선댄
스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졸업 작품 
<도그-시터>는 영국 아카데미 예비 후보
로 올랐으며, 고담어워즈에 초청되었다.

Akanksha CRUCZYNSKI

A writer and filmmaker based in NY, but 

origianlly from India and having grown 

up in Saudi Arabia. This is her thesis 

film, which is premiering at Sundance 

Film Festival in 2022 and was on the 

shortlist for the 2021 BAFTA.

도그-시터
Close Ties to Home Country
USA | 2022 | 15min | Fiction | color | Ⓖ | Asian Premiere

인도에서 태어나 홀로 미국에서 유학 중인 감독 본인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룬 

<도그-시터>는 감독인 아칸샤가 직접 주연을 맡아 젊은 이민자가 미국에 와서 

겪는 낯선 상황들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이다. 9년이나 얼굴을 보지 

못했던 동생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부유한 인플루언서 부부가 인도로 여행을 떠

난 동안 프렌치 불독 티모시를 돌보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그녀는 타지에서 미

래를 꿈꾸며 살아간다는 것이 문득 서럽게만 느껴진다.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멀

어져 있는 현재의 삶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발랄한 영화의 분위기

에도 불구하고 아칸샤의 쓸쓸함이 마음속 깊이 스며드는 영화.

Akanksha, a young immigrant (originally from India but actually grew up 

in Saudi Arabia) is dogsitting Timothee, the baby Frenchie of Instagram 

influencers India and Harry while they’re on a trip to India. Akanksha’s sister is 

scheduled to visit her soon—they haven’t seen each other in nine years. While 

she waits, Akanksha bonds with Timothee, enjoys the spoils of white money, 

has her friend Sophia over to engage in judgy hijinks, and muses over why she 

stays away from her home country.

214 6.24 16:00

423 6.26 19:00

산드라 데스마지에르

1978년생. 파리 뒤페레 응용예술학교를 
졸업하고 국립장식미술학교에 입학하여 
애니메이션을 시작했다. 재학 중에 작업
한 <머리도 꼬리도 없이>(2003)는 유럽 
카툰 포럼에서 골든 카툰상을 수상했다.

Sandra DESMAZIÈRES

She graduated from the Duperré 

School of Applied Arts and then 

entered EnsAD in Paris, where she 

discovered animation. Her final-year 

film, Without Head Nor Tail (2002), won 

the Gold Cartoon. She also works as an 

illustrator.

떠내려가는 집
Flowing Home
France | 2021 | 15min | Animation | color | ⑱

<떠내려가는 집>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해 떨어져 살게 된 두 자매 타오와 사오

마이의 이야기를 그린 수작 애니메이션이다. 1975년 가을, 전쟁으로 인해 혼란스

러운 상황 속에서 십 대 소녀 타오는 삼촌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 베트남을 떠났

고, 가족들은 사정이 나아지면 타오와 합류하마 약속하며 고국에 남았다. 그러나 

전쟁 이후 더욱 험악해진 베트남 사회로 인해 남아있는 가족의 고난은 계속되었

고, 함께 하자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이국에 온 타오 역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지닌 채 난민으로 외롭고 힘든 삶을 지탱해 간다. 전쟁이 남긴 상처와 

자매의 기구한 운명은 베트남의 상처 많은 역사와 겹쳐지며, 영화는 이 가슴 아

픈 가족의 서사를 서정적이면서도 힘있는 터치로 묘사하고 있다.

Two sisters grow up in Vietnam and are separated by the war between North 

and South. After the fall of Saigon in 1975, Thao, in her teens, must leave the 

country with her uncle. Her sister Saoi Maï, only a little older, remains with 

their parents, hoping they will soon be reunited. But their separation will last 

nearly 20 years, and the letters they exchange are their only way to connect 

and relieve their loneliness. Thao and Sao Maï write about their everyday lives, 

their memories, the war, and its ghosts.

214 6.24 16:00

423 6.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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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아 허브스트

아르헨티나 출신 영화감독이자 제작자, 
배우이다. EMAD와 아르헨티나 영화대학
에서 공부했고, 영화와 TV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롤러 타는 날>은 첫 단편영화 
이다.

Emilia HERBST

An Argentine director, producer 

and actress, studied at EMAD and 

Universidad del cine. She currently 

works in film and television. This film is 

her debut short film as a director.

롤러 타는 날
An Invisible Apprentice
Argentina | 2022 | 12min | Fiction | color | Ⓖ | Asian Premiere

열두 살 소녀 이네스는 롤러 스케이트 수업을 듣는다. 엄마 아빠가 이네스에게 권

해준 그 수업은 사실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픈 동생으로 인해 어두운 집안 

분위기에서 이네스를 벗어나게 해주려는 엄마 아빠의 배려다. 그러나 이네스의 

작은 마음을 점령하는 불안감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다. <롤러 타는 날>은 아픈 

동생과 동생을 돌보는 엄마를 바라보는 소녀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며, F. R. 데이비드의 유명한 팝송 ‘워즈(Words)’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한다. 

기다리던 롤러스케이트 단체 공연이 시작되자, 이네스의 마음에도 잠시나마 반짝

이는 행복이 찾아온다. 소박하지만 사려 깊고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

Inés is a 12-year-old girl that starts taking roller skating classes, encouraged by 

her parents that are trying to keep her away from home while they’re dealing 

with her sister’s illness.

214 6.24 16:00

423 6.26 19:00

도메니카 카스트로, 콘스탄자 카스트로

멕시코시티 출신의 영화감독 자매로, LA
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제작사 271 필름스
의 설립자이다. <위 아 히어>는 공동으로 
연출한 데뷔작이며, 선댄스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되었다.

Doménica CASTRO,  
Constanza CASTRO

They are sibling filmmakers from 

Mexico City and founders of 271 Films, 

a creative production company based in 

LA. This film is their co-directorial debut 

short film premiering at the Sundance 

Film Festival in 2022.

위 아 히어
We Are Here
USA | 2022 | 9min | Documentary, Animation | color | ⑫ | International Premiere

흔히 미국은 기회의 땅이자 이민자들의 나라로 불린다. 그러나 이민자들에 대한 

노골적인 배척이 횡행하고 있는 현재의 미국은 어린 이민자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협하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차별의 기억을 안겨주고 있다.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실수로 치부될 사건이 이민자들에게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낙인이 된다. 

30세 이하의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겪었던 사건들에 대한 생생하고 절박한 인터

뷰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그들의 목소리의 톤, 감정의 파고를 애니메이션 이

미지와 사운드의 파동으로 표현한다. 음악과 이미지의 인도 아래, 그들의 이야기

는 특정한 개인이 아닌, 차별의 희생자들이 겪고 있는 국가의 폭력에 대한 감각

적 초상으로 변모한다.

We Are Here is an Audio-visual portrait of what it’s like to walk this land in the 

shoes of an immigrant under 30. It’s a moment of reflection that reminds us of 

the people who immigrated to the United States as children. Accompanied by 

animation and music, the fragments of their stories highlight their presence.

214 6.24 16:00

423 6.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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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 나불시

팔레스타인계 영국 영화감독. 2016년 영
화 각본가와 제작자로서 경력을 시작했
다. 감독 데뷔작 <결혼기념일>로 영국 아
카데미시상식에서 수상했고, 오스카 후
보로 선정되었다.

Farah NABULSI

A Palestininan British filmmaker. 

She started working as a writer and 

producer in 2016. This film is her 

directorial debut, which won awards 

from over 40 Int’l Film Festival including 

BAFTA. It’s also nominated for an Oscar.

결혼기념일
The Present
Palestaine | 2020 | 24min | Fiction | color | ⑫

다정한 아빠이자 자상한 남편 유세프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경계에 살고 있

다. 일을 하거나 물건을 사기 위해 매번 몇 시간씩 줄 서서 국경을 넘나들어야 하

는 고된 나날. 결혼기념일을 맞아 어린 딸과 함께 선물을 사기 위해 국경 검문소

를 통과하는 과정부터 난관에 부딪힌 그의 하루는 길고 힘들기만 하다. <결혼기

념일>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 평범한 시민들이 겪어야만 하는 

악몽 같은 시간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구성해낸 작품이다. 기념할 만한 특별한 날

의 행복이 수모와 고통, 불안과 공포로 변하는 과정은 정치 종교적 분쟁으로 영

문도 모른 채 평범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들의 가혹한 운명을 상징하고 있다.

On his wedding anniversary, Yusef and his young daughter set out in the West 

Bank to buy his wife a gift. Between soldiers, segregated roads and checkpoints, 

how easy is it to go shopping?

214 6.24 16:00

423 6.26 19:00

스펙트럼K
Spectrum K

올해 스펙트럼K 섹션의 제목은 ‘어바웃 트웬티’, 즉 ‘스물 즈음에’다. 최근 한국영화의 가장 중요한 경향 

중 하나는 불안한 세대 혹은 연령대에 대한 접근인데, 상영작으로 선정된 이우정 감독의 <최선의 삶> 

과 이정곤 감독의 <낫아웃> 그리고 박이웅 감독의 <불도저에 탄 소녀>는 질풍 노도의 시기를 막 벗어

나 현실의 세계에 착륙해야 하는, 19살에서 20살로 이행하는 청춘들의 힘겨운 성장기다. 그들에게 현실

은 버거운 대상이거나 좌절의 장벽이거나 극복의 대상일 뿐, 그 누구도 그들 곁에서 최소한의 에스코트

도 해주지 않는다. 이정곤 감독의 <낫아웃>은 고교 유망주였던 야구선수 광호가 프로 리그 드래프트에

서 지명을 받지 못하는 좌절에서 시작한다. 야구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는 돈을 벌어야 하고, 그런 현실

은 그를 점점 궁지로 몰아넣는다. 임솔아 작가의 소설을 각색한 <최선의 삶>은 가출한 세 소녀가 각자

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며 증폭되는 감정을 포착한다. 

<불도저에 탄 소녀>는 극한 상황에 몰린 한 소녀가 세상과 싸우는 이야기다. 팔에 용 문신을 한 스트리

트 파이터인 주인공은 짓밟히지만 불굴의 투지로 다시 일어나 불도저처럼 전진한다. 세 영화의 공통점

은 젊은 배우들의 열연이 인상적이라는 점. <낫아웃>의 정재광, <최선의 삶>의 방민아 심달기 한성민 

그리고 <불도저에 탄 소녀>의 김혜윤이 보여준 연기는 이 영화들을 ‘진짜’로 만든다.

This year’s Spectrum K is titled “About 20,” alluding to the tender age of twenty. One of the most 

prominent trends of recent Korean films is the focus on the young , “insecure” generation. Titled 

“About Twenty”, Spectrum K draws attention to today’s youths and the issues that resonate with 

them. One of the most prominent trends in K-cinema lately is the focus on who may be the most 

“insecure” generation in Korea’s modern history, and the three films featured in this section 

are no exceptions. They chart the uneasy ‘comings-of-age’ of those who are just growing out of 

adolescence into adulthood, struggling to settle into the real world. The big world greets them with 

challenges, hurdles and plenty other reasons to despair, with no one offering guidance by their 

side. NOT OUT by Lee Jung-gon revolves around Gwangho, who used to be a promising high school 

baseball player but is disheartened by not being selected in the professional league draft. He has to 

earn money to continue playing, and that desperation drives him to a corner. Snowball by director 

Lee Woo-jung is a screen adaption of Lim Solah’s novel, in which three runaway high school 

girls grapple with harsh reality. The growing insecurities and inner turmoil of the youngsters are 

poignantly represented. Park Ri-woong’s The Girl on a Bulldozer follows one girl’s fight against 

the world. A ‘natural born fighter’ with dragon tattoo on her arm, the young protagonist stands 

up against injustice and pushes forward like a bulldozer. Actors Jeong Jaekwang (NOT OUT), Bang 

Min-a, Shim Dal-gi, Han Sung-min (Snowball), and Kim Hyeyoon (The Girl on a Bulldozer) deliver 

convincing, gripping performances in their respective mov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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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곤

단편 <조문>(2014)과 <윤거리규칙> 
(2016)은 각각 서울독립영화제와 부산국
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상영되었다. 그
의 첫 장편 <낫아웃>은 22회 전주국제영
화제 3관왕을 이루었다.

LEE Jung-gon

His short films, A Third Party (2014) 

and The Distance between Us (2016) 

nominated and screend for SIFF and 

BIFF respectively. His feature debut, 

NOT OUT, won triple crowns at the 

22nd Jeonju Int’l Film Festival.

낫아웃
NOT OUT
Korea | 2021 | 107min | Fiction | color | ⑮

고등학교 야구선수 광호는 프로 드래프트에서 탈락한다. 돈이 있어야 야구를 할 

수 있는 상황. 그는 범죄의 유혹 앞에서 망설인다. 이정곤 감독의 첫 장편 <낫아

웃>은 아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이프가 보장되지도 않은, 미성년자는 아니지

만 어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스물 즈음’의 청춘에 대한 영화다. 그저 야구만 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라운드를 벗어나 이젠 현실이라는 ‘진짜 게임’

과 맞닥트려야 한다. 그는 꿈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혼란은 

깊어진다. 선택할 수 없기에 방황하는 그는 결국 묻는다. “저 어디로 가요?” 정재

광을 비롯 모든 배우들의 호연과 앙상블이 인상적인 영화다. 제작사 이름 ‘키즈 

리턴’은 기타노 다케시의 청춘 영화 제목에서 온 듯.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라

는 명대사를 떠올리게 한다.

Gwangho, a prospect on his high school baseball team, is not drafted by a 

professional baseball team. His desire to continue playing baseball strains his 

relationship with his team members. Gwangho eventually begins selling fake 

gasoline with his friend Mincheol.

401 6.26 11:00 GV

603 6.28 13:30

이우정

여러 편의 단편을 연출하면서 다수의 영
화제에서 상영, 수상했고 배우로도 활동
했다. 첫 장편 연출작 <최선의 삶>으로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 등에
서 수상했다.

LEE Woo-jung

A director and actor. Her several shorts 

were invited for screenings at the 

Berlin and Busan Int’l as well as Seoul 

Indipentent Film Festival. Snowball, 

her feature debut, awarded at BIFF and 

SIFF.

최선의 삶
Snowball
Korea | 2020 | 109min | Fiction | color | ⑮

강이, 소영, 아람은 모든 면에서 다르지만 단짝이다. 그들은 함께 가출을 하고 함

께 ‘집 밖의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동거인이 된 후 그들의 관

계엔 균열이 생기고 한 번 어긋난 감정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임솔아 작가의 

소설이 원작으로, 이우정 감독의 첫 장편이다. 10여 년 동안 수많은 작품에서 다

양한 포지션으로 쌓은 감독의 내공이 여실히 드러나는, 단 하나의 장면도 허투루 

만들지 않은, 고밀도의 정성과 공을 들인 작품이다. 세 인물의 감정과 그 변화를, 

영화적 공기와 톤으로 섬세하게 표현한 점도 이 영화를 몰입해 봐야 하는 이유

다. 배우들의 연기와 그 조화도 관객들을 끌어들이는데 방민아 심달기 한성민의 

‘3인 3색’ 캐스팅은 더 이상 적절할 수 없으며, 그들의 케미는 영화의 감정을 오

롯이 간직한 채 서사를 전진시킨다.

Kang-Yi, A-Ram and So-Young are classmates and close friends. They always 

hang out together. The girls decide to run away from home without having any 

specific plans. They soon run out of money. They make choices, which they 

think are the best for them, but their choices end up being hurtful to them. 

Their close relationship breaks apart.

215 6.24 16:30 GV

601 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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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웅

고려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에서 연출과정
을 수료했다. 『필름2.0』에서 방송 기자와 
<하이프네이션 : 힙합사기꾼>(2013)의 
조감독을 했다.

PARK Ri-woong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Department of Mass Media and 

majored in directing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 was a reporter for 

Film 2.0 and involved in Hype Nation 3D 

(2013) as first assistant director.

불도저에 탄 소녀
The Girl on a Bulldozer
Korea | 2021 | 112min | Fiction | color | ⑮

왼팔에 용 문신을 한 범상치 않은 소녀 혜영의 현실은 점점 고난도의 레벨로 접

어든다. 삶의 터전을 잃게 생겼고, 아버지는 사고로 뇌사 상태다. 어린 남동생을 

돌봐야 하고, 아버지 때문에 거액의 합의금마저 물게 생겼다. 이 모든 원인인, 자

본가이자 정치인인 최 회장에게 돌진하는 혜영. 그리고 그는 그렇게 불도저에 올

라타게 된다. 최근 한국의 청춘영화 주인공 중 가장 강한 화력을 지닌 <불도저에 

탄 소녀>의 혜영은 불굴의 의지를 지닌 스트리트 파이터이자, 말 그대로 불도저

처럼 밀어붙이는 캐릭터다. 영화는 그가 세상과 부딪히며 내는 파열음을 여과 없

이 담아내며, 도시 빈민으로서 생존을 위해 미친 듯이 내질러야 하는 현실을 보

여준다. 김혜윤이 보여주는 시종일관 반항적인 눈빛과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하

는 듯한 연기는 이 영화를 전진시키는 원동력이다.

A headstrong young woman goes to uncover the truth after her father is 

involved in a mysterious car accident, leaving him comatose.

302 6.25 11:00 GV

604 6.28 13:00

평양시네마
Pyongyang Cinema

올해 평양시네마 섹션에선 북한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영화를 만들지 않는 북한 영화계의 현

실에 대한 반영이다. 물론 합작 방식으로 제작된 북한 고전 영화를 상영하는 건 학술적으로 의미 있겠지

만, 올해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 섹션에 접근하기로 했다. 바로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점점 극복하

기 힘든 무게로 다가오는 분단의 역사, 재일 한국인이나 북한 이탈 주민과 같은 디아스포라의 존재 등, 

올해 평양시네마에선 ‘분단 상황’과 그 역사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김동원 감독의 <2차 송환>은 오랜 시

간 동안 기다린 작품이다. 2003년에 <송환>이 나온 지 어언 20년의 시간이 흘렀고, 전향 장기수들은 하

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남북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2차 송환>은 그 힘겨운 세월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록한다. 양영희 감독의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양영희 감독이 어머니에게 듣는 

한국 현대사의 아픈 시간이다. 태평양 전쟁 말기부터 제주 4.3 사건 그리고 고향을 등져야 했던 과거는 

이젠 고통스럽게 대면해야 할 대상이 되어 있다. 올해 평양시네마 섹션에서 가장 궁금한 작가는 세 편의 

단편과 함께 평창을 찾은 임노아 감독이다. <내가 건너야 할 강 I>(2015) <내가 건너야 할 강 II>(2016) 

<전망대 너머>(2020) 등의 다큐멘터리가 담아내는 인물과 이야기와 이미지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우

리의 현실에 대한 인상적인 풍경이다.

Contrary to the name, none of the films in this section are from North Korea, reflecting the status 

of its film industry that has stopped producing new movies. Rather than going back to some 

classic films that the country has co-produced with foreign partners, we are taking a critical look 

at the situation of a divided Korea through films made South of the border. They focus on the 

historicity of the national division and its lasting impact, such as a diasporic population including 

the Zainichi and political defectors. Kim Dongwon’s The 2nd Repatriation is an anticipated sequel 

to Repatriation, released in 2003. In the two decades, many of the ‘converted’ long-term political 

prisoners have passed away, but there is still little sign, if any, of the South-North relationship 

getting improved. The documentary is a chronicle of the regrettable times lost. Soup and Ideology 

by Yang Yong-hi recalls a particularly painful part of Korea’s history, from around the end of the 

Pacific War to the Jeju April 3 Uprising and Massacre, which prompted a mass escape out of the 

island. The wounds of the war are revived through Yang’s own mother’s accounts. Lastly, artist-

cum-director Im Noa presents three shorts: The River I Must Cross I (2015), The River I Must Cross II 

(2016) and Looking through the Binoculars (2020). Featuring characters, narratives and images, her 

works conjure up an impressive landscape that stretches beyond simple ide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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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1991년 독립다큐멘터리 프로덕션 푸른
영상을 창립했다. 2003년 비전향장기수
를 다룬 영화 <송환>을 발표했고, 2022
년 송환되지 못한 전향 장기수들의 이야
기를 담은 <2차 송환>을 발표했다.

KIM Dongwon

In 1991, he founded an independent 

documentary production, P. U.R.N 

Production. In 2003, Repatriation was 

released, which dealt with unconverted 

long-term prisoners, and in 2022, The 

2nd Repatriation was announced.

2차 송환
The 2nd Repatriation
Korea | 2022 | 156min | Documentary | color | Ⓖ

2003년 <송환>으로 한국 현대사의 질곡을 기록했던 김동원 감독이 19년 만에 

그 두 번째 이야기를 내놓았다. 2000년 63명의 비전향 장기수가 북으로 돌아간 

후, 전향 장기수들은 무효 선언과 함께 ‘2차 송환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 역시 북

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나,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 변화로 송환은 계속 미뤄진다. 

2018년 정상 회담은 마지막 희망처럼 여겨졌지만 결국 무산된다. <2차 송환>은 

좌절의 이야기다. <송환> 이후 약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송환 신청자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난다. 김동원 감독에겐 반드시 북으로 가 촬영해야 하는 이유

가 생기지만, 그것 역시 실현되지 못한다. <송환>의 시작이었던 1992년부터 한 

세대가 지난 2022년의 <2차 송환>. 그 세월을 견딘 김영식 할아버지의 얼굴은 

분단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In 2000, in the era of inter-Korean reconciliation, 63 unconverted long-

term prisoners were being repatriated to the North, but converted long-term 

prisoners were excluded from the list. In 2001, they made “declaration that the 

conversion by torture was invalid” and launched a 2nd repatriation movement. 

But the possibility of a 2nd repatriation has faded amid between the North and 

America conflict over nuclear weapons and the conservative atmosphere of 

South Korean society.

408 6.26 13:00 GV

양영희

재일교포 2세로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뉴
욕 뉴스쿨 대학에서 다큐멘터리를 공부
했다. 데뷔작 <디어 평양>(2005)은 부산, 
선댄스, 베를린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였다.

YANG Yong-hi

A second-generation Korean who 

was born in Osaka. She studied 

documentary at New School University 

in NY. Dear Pyongyang (2005), her 

first film, was awarded in several film 

festivals such as Busan, Sundance, 

Berlin.

수프와 이데올로기
Soup and Ideology
Japan, Korea | 2021 | 118min | Documentary | color | Ⓖ

<디어 평양>(2005)과 <굿바이, 평양>(2009)에서 북으로 간 오빠들과 자신의 가

족에 대해 기록한 재일조선인 감독 양영희는 <수프와 이데올로기>를 통해 어머

니인 강정희 여자의 이야기를 더듬어 나간다. 조선인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나 제

주로 이주했던 어머니는 그곳에서 4.3 사건을 겪은 후 조국을 등지고 다시 일본

으로 향한다. 이후 수십 년 동안 감춰져 있던, 하지만 너무나 어제 일처럼 생생하

게 남아 있는 비극은 어머니의 입을 통해 세상에 나오면서 비로소 역사가 된다. 

끔찍한 대학살 현장을 겪은 생존자에게 이데올로기는 악몽과도 같은 일이었겠지

만, 70년 만에 제주를 다시 찾은 그는 지난 시간과 드디어 대면한다. 인터뷰이가 

되어 모든 기억을 구술한 후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은 어떤 

아이러니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One day, the mother tells her daughter that she experienced the Jeju 4.3 

uprising especially how she got involved in the uprising and the reason she 

escaped to Japan. In 2018, after 70 years from the massacre, the daughter and 

her fiancé take the mother to Jeju Island although the mother starts to lose her 

memories because of Alzheimer.

310 6.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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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노아

미국 파슨스에서 사진 전공 후 영국 첼시
예술대학과 캐나다 라이어슨대학에서 각
각 순수미술과 다큐멘터리 미디어 석사 
학위를 받았다. 국경과 디아스포라에 대
한 관심으로 여러 비디오를 제작했다.

IM Noa

She earned a BFA in Photography 

from Parsons, an MA in Fine Arts from 

Chelsea College of Arts and an MFA 

in Documentary Media from Ryerson 

University. She made numerous videos 

about borders and diasporas.

내가 건너야 할 강 I
The River I Must Cross I
Korea | 2015 | 7min | Documentary | b&w, color | Ⓖ | Asian Premiere

2015년 개최한 임노아 작가의 전시 ‘압록강 카페’에서 상영된 단편 다큐멘터리

다. 창밖으로 강이 보이는 어느 카페, 북한이탈주민인 이한별 씨는 압록강 근처

에도 이런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다. 임노아 작가

의 작품에서 중요한 테마 중 하나인 ‘경계’에 대한 작품. 제목이 드러내는 것처럼 

‘강’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북한 사람들에게 압록강은 주로 밀수에, 

두만강은 탈북에 사용되며, 주인공의 오빠는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다 붙잡

혀 정치범 수용소에 가게 되어 생사를 알 수 없다. 여기서 임노아 감독은 ‘건너야 

할 강’이라는 표현을 통해 단순히 지리적 의미의 강을 넘어 그 의미를 확장한다. 

이미 강을 넘어온 자에게 ‘건너야 할 강’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1년 후 연작에서 

계속 이어진다.

In a cafe, Hanbyol, who can’t even find out if her brother is still alive or not, 

talks about how she escaped from North Korea. The story of her escape seems 

to be long in her past. She can openly share her story of her escape. But always 

in the back of her mind, she hopes to meet her brother again and to create a 

better future for North Korean women who want to escape.

308 6.25 14:30 EVENT 308 6.25 14:30 EVENT

임노아

IM Noa

내가 건너야 할 강 II
The River I Must Cross II
Korea | 2016 | 7min | Documentary | color, b&w | Ⓖ | Asian Premiere

전작이 개인사를 통해 경계에 대해 질문했다면, <내가 건너야 할 강 II>는 북한

과 중국 사이의 경계선인 압록강이 지닌 역사성에 주목한다. 과거 자유 무역이 

이뤄졌고,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했던 압록강. 현재 시점에선 그 흔적을 찾아보긴 

힘들며, 이젠 정치적 이유로 남한 사람들에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 버렸다. 임

노아 감독은 외국인 친구에게 부탁해 북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달라고 부

탁한다. 분할 화면을 통해 ‘강-경계’의 이미지를 다각적으로 보여주는 이 작품엔 

다양한 푸티지가 편집되어 있는데, 2015년 전시에 사용되었던 두 여인의 마임을 

담은 <압록강 카페>라는 영상도 일부 포함된다. “우리의 경계선은 우리가 만든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내레이션을 통해 두 편의 연작이 지닌 메시지를 요약하

듯 전달한다.

The Amnok river was a natural border between China and Korea for centuries, 

and it was once crossed freely by Koreans. Because of political conflicts, 

Koreans no longer easily cross the borderlands. Instead, the artist asks a foreign 

friend to film the whole journey, crossing the bridge all the way to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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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Noa

전망대 너머
Looking through the Binoculars
Korea | 2020 | 20min | Documentary | color | Ⓖ | Asian Premiere

<전망대 너머>는 1953년 휴전 이후 70년 가까이 ‘출입금지’의 땅으로 존재한 

DMZ를 이야기한다. 지난 세기 치열한 전쟁터였고 아직도 지뢰가 묻혀 있는 그

곳. 긴 세월 동안 인간의 손이 닿지 않았기에 생태학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는 지

역. 어쩌면 이 세상 그 어떤 곳보다 평화로운 공간. 감독이 바라본 DMZ는 그 본

질적 의미, 즉 ‘경계성’에서 벗어나 이젠 그 주변이 관광지로 개발된, 일종의 테마

파크와도 같은 DMZ이며,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과 철원의 노동당사도 마찬가

지다. 여기서 감독은 광화문 시위의 이데올로기 대립을 연결시키며, 우리의 현실

에서 DMZ가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어 있는지 보여준다. 다시 DMZ로 돌아간 감

독. 그곳은 그에게 시간이 얼어붙은, 마치 타임 캡슐과도 같은 공간이다.

What happens when a battleground becomes an amusement park, and a restricted 

military zone becomes a wildlife sanctuary? More than a half-century long divis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has unintentionally created a vast wilderness 

inside a sensitive, high-security military space. But the area surrounding this long-

frozen battlefront has been radically altered by tourism, turning it into a half-

silly and bizarre military amusement park. It exists in the space between reality 

and fantasy, a mirage of the mind, a vantage point for viewing the “other,” its 

ideological meaning bent under the relentless pressure of money and curiosity.

308 6.25 14:30 EVENT

POV: 뉴노멀의 풍경 - SNS, 미디어 그리고 나
POV: The New Normal - SNS, Media and I

올해 POV의 주제는 뉴노멀의 시대에 관한 영화들이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는 팬데믹의 영향

력으로 인한 지각변동을 겪었다. 전통적인 극장 문화가 중단된 동안, OTT와 SNS를 비롯한 인터넷 매

체의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고, 우리 모두는 ‘언택트’에 익숙해졌다. 이전부터 빠른 속도로 성

장해왔으되 팬데믹이 가속화시킨 미디어와 SNS 문화는 이전의 아날로그적인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규

범과 경험들을 양산하고 있다. 텅 빈 거리와 한적한 동네에서 그래픽적인 즐거움을 찾아내는 <여긴 아

무것도 볼 게 없어요>는 팬데믹이 불러온 언캐니한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언택트’라

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열망은 결국 또 다른 의미의 소통을 향해 있는 것이다. 물리적 접촉에 대한 그

리움이 불러오는 언택트 시대의 사랑은 어쩌면 평범한 상황에서의 로맨스보다 더 소중하고, 극적이다. 

<3000마일의 사랑>과 <러브 인 어 보틀>은 SNS로 인연을 이어가는 두 커플의 이야기를 통해 새삼 사

랑의 힘에 대해 숙고하게 만든다. <리커버리>와 <난 잘 살고 있어>는 팬데믹 상황의 혼란과 절망감을 

유쾌함으로 돌파한다. <by 플라비오> <샌드스톰> <용기를 내!>는 SNS 문화를 적극적으로 현실 세계

에 끌어들여 드라마의 소재로 삼는다.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세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 어떻게든 재미와 의미를 찾아내기 마련이다. 올해 POV에서 준비한 8편의 영화들에서,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구성된 색다른 즐거움을 발견하길 바란다.

POV zooms in on films about the new normal post COVID-19. In the two years since its outbreak, 

the pandemic has brought seismic changes. While traditional theaters remained closed, OTT 

streaming and social network services grew ever more powerful, and ‘contactless’ became the new 

standard in many areas. The pandemic-induced digital acceleration is creating new experiences 

that are different from a more analog world. Discovering visually gratifying elements in the empty 

streets, Nothing to See Here is an implicit representation of the ‘uncanny’ mood brought on by 

the coronavirus. As far as the word ‘contactless’ goes, it is plain to see that ‘contact’ existed first, 

so we can safely assume that there is an underlying desire for contact in this contactless world. 

Surely, the absence of physical contact can make relationships harder and more dramatic, as seen 

in A Marriage and Love in a Bottle. Both films make us ponder about the power of love, through 

the couples trying to make their romantic relationships work, virtually. Stop and Go and I’m Fine 

(Thanks for Asking) tackle the confusion and chaos of pandemic head on with wittiness. By Flávio, 

Sandstorm and The Right Words actively bring social media culture into real life, creating vibrant 

stories. Amid changing times, new generation will always find a way to have some fun even in the 

face of dashed hope. We hope that the eight movies in this section will be your chance to come 

across delightful surprises at unexpected mo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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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라 반 데르 우에스트

네덜란드의 각본가이자 감독. <난리법석 
결혼소동>(2001)은 아카데미시상식 외국
어영화상 부문 후보로 지명되었다. 2018
년 이후 직접 설립한 제작사 레비테이트 
필름에서 제작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Paula VAN DER OEST

A Dutch screenwriter and director. 

She is known for Zus & Zo (2001), 

nominated for an Oscar for Best Foreign 

Language Film. Other successful films 

in her name include Moonlight (2002) 

and Black Butterflies (2011).

러브 인 어 보틀
Love in a Bottle
The Netherlands | 2021 | 80min | Fiction | color | ⑱ | Asian Premiere

‘코비드 시대의 사랑’이라는 부제를 붙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걸맞을 이 영

화는 팬데믹이 막 시작되던 시기 이국의 공항에서 마주친 두 젊은 남녀의 로맨스

를 그린다. 자유분방한 여성 럭키와, 신중하고 소극적이지만 사려 깊은 남성 마

일스는 감정을 물리적으로 확인할 상황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서로에 대한 끌림

을 주체할 수 없다. 둘은 코비드 셧다운 기간 동안 영상통화로 서로의 삶을 탐색

하고 취향을 확인하며, 때로는 충동적으로, 때로는 조심스럽게 사랑을 키워나간

다. 낯선 두 사람이 단 하루의 주어진 시간 동안 로맨스를 펼치는 <비포 선라이

즈>(1995)처럼, 시공간의 제약은 아이러니하게도 서로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마법을 부리기도 한다. 복잡한 삶 속에 섬처럼 존재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소통과 사랑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판타지를 자극하는 로맨틱한 작품.

Lucky and Miles cross briefly at an Italian airport, hurrying back home to their 

respective countries, COVID-19 has just hit. They’ll like to linger, but the 

flights are being called. Back home, Miles gets a video call and stares surprised 

into Lucky’s eyes. Does love at first sight exist? How do you know who is ‘the 

one’? You talk, check tastes, political tendencies, philosophy of life. You try to 

disagree, look at each other a lot, you probably touch each other, eventually… 

you make love. But what if you are forced into a social distancing and how far 

can your feelings and desires melt with your imagination?

218 6.24 20:00

422 6.26 20:00

카테르지나 하거, 아사드 파루키

카테르지나는 프라하에서 활동하는 다큐
멘터리 영화 감독이자 제작자이다. 주로 독
립 다큐멘터리를 다루는 제작사 보헤미안 
프로덕션을 설립했다. 아사드는 에미상을 
수상한 영화감독이자 촬영감독, 사진작가
이며, 픽션과 논픽션을 포함한 광범위한 작
품들에 촬영감독으로 참여했다.

Kateřina HAGER, Asad FARUQI

Hager is a documentary filmmaker 
and producer based in Prague. Her 
works include Children of Flamenco 
(2013) and Children Online (2017). 
Faruqi is an Emmy awarded filmmaker 
and cinematographer. He has worked 
extensively as DOP and shot a number 
of award-winning films.

3000마일의 사랑
A Marriage
Czech Republic | 2021 | 74min | Documentary | color | Ⓖ | Asian Premiere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인종도 없다는 말이 있다. <3000마일의 사랑>의 두 주

인공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다. 체코에 사는 독신 여성 즈덴카는 장애를 지닌 중

년의 백인 여성이다. 온라인 게임을 하다 그녀는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게 된다. 파키스탄에 사는 젊은 컴퓨터 공학자 타비시는 나이도, 인종도, 사

는 곳도 정반대인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이 기적같은 로맨스는 곧 장벽

에 부딪힌다. 체코 이민 신청서를 낸 타비시의 비자가 거부되고, 두 사람은 무려 

5년 동안 다른 대륙에 떨어진 채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스토리를 지닌 다큐멘터리 <3000마일의 사랑>은 두 사람의 로맨스를 극적

으로 포장하기보다는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일상에 더 초점을 맞춘다. 평범한 결

혼 생활을 소망했던 연인들은 과연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When Zdenka, a single woman in Czech Republic, started playing online games 

with strangers, little did she know that it would change her life. Neither did 

Tabish, a computer scientist a world away in Pakistan. Their friendship turned to 

romance, and after flying to Sri Lanka to meet in real life, the committed couple 

married. But 5 years after Tabish filled out the Czech immigration application, 

the two remain apart, forced to live their married life on Skype because the 

Czech government rejects Tabish’s entry requests. With grit, humour and dogged 

perseverance, the couple digs in to battle a faceless bureaucracy.

311 6.25 13:30

517 6.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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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칼리, 안젤리크 몰리나

LA 출신으로 방송업계에서 경력을 이어
왔다. 켈리는 떠오르는 감독으로 선정되
고, 안젤리크는 HBO 단편영화상을 수상
하면서 아메리칸블랙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았다.

Kelley KALI, Angelique MOLINA

Both are a native of LA and have been 

worked in the television world. They 

standed out at the American Black 

Film Festival, as Kelly is one of the top 

Emerging Directors and Angelique won 

the HBO Best Short Award.

난 잘 살고 있어
I’m Fine (Thanks for Asking)
USA | 2021 | 89min | Fiction | color | Ⓖ | Asian Premiere

코비드 시대, 남편과 갑작스레 사별한 대니는 살 집마저 없어지자 외곽 야산에 

텐트를 치고 어린 딸 웨스에게는 캠핑을 하는 거라며 달랜다. 더위에 지쳐가는 

웨스를 보며 하루빨리 두 사람이 머물 집을 찾아야 하는 대니. 그러나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고, 롤러스케이트로 비대면 배달을 하고 방문 예약제로 손님의 

머리를 손질해주며 돈을 모으려던 대니의 계획은 번번이 곤경에 빠진다. ‘난 잘 

살고 있어’라는 제목이 주는 아이러니. 집도 없고 돈도 없는 대니가 가진 거라곤 

자존심과 체력, 소중한 딸 뿐이지만, 그녀는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하면

서도 결코 유쾌함과 에너지를 잃지 않는다. 팬데믹의 한가운데, 코미디와 비극이 

공존하는 세상을 돌파하는 모녀의 이야기는 녹록지 않은 삶을 뚫고 솟아오르는 

긍정의 힘을 보여준다.

When a recently widowed mother becomes homeless, she pitches a tent and 

convinces her 8-year-old daughter that it’s a fun camping trip. As she works to 

find permanent housing, her daughter grows increasingly tired of weeks in the 

heat.

416 6.26 17:30

523 6.27 19:30

맬러리 에버턴, 스티븐 믹

브리검영대학에서 처음 만나 함께 스케치 
코미디를 쓰고 공연하며 빠르게 우정을 
다졌다. 지난 십 년간 웃음을 통해 사람들
을 연결하는 텔레비전과 영화를 쓰고 연
출해왔다.

Mallory EVERTON,  
Stephen MEEK

They graduated from BYU, where 

they met and formed a fast friendship 

writing and performing sketch comedy. 

They’ve spent the last decade writing 

and directing television and film that 

connects people through laughter.

리커버리
Stop and Go
USA | 2020 | 81min | Fiction | color | ⑫

미국 인디 영화에 등장하는 가장 사랑스러운 주인공들은 삶의 휴지기, 혹은 전환

점에 놓여있는 젊은이들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조금 뒤쳐져 있는 것처

럼 보이는 이들은 유머와 자조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에 일침을 

가한다. 코비드로 인해 멈춰버린 일상은 파티를 즐기고 세계여행을 계획하던 유

쾌한 자매 제이미와 블레이크에게 청천벽력이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할머니

가 있는 워싱턴의 요양원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루빨리 할머니를 데려가야 한

다는 직원의 연락을 받은 두 사람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뉴멕시코에서 워싱턴

까지 먼 길을 떠난다. 웃을 일 없는 상황에서 유머처럼 중요한 것이 있을까. 속사

포처럼 대사를 주고받는 자매의 유쾌한 연기가 압권인, 혼란스러운 코비드 시대

의 행태들을 웃음으로 치환하는 귀엽고 깜찍한 코미디 영화.

In February 2020, sisters Jamie and Blake Jerikovic have big dreams of what lies 

ahead this year such as world travel and family vacations. However, life and all 

its beautiful plans comes to a sudden standstill because of COVID-19. At the 

moment, they discover a week-old letter informing them of a COVID outbreak 

at their beloved grandma’s nursing home in Washington, where is a warzone 

with high death tolls and a frazzled staff. They have just decided to road trip 

from New Mexico to Washington to save their granny!

206 6.24 13:00

520 6.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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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드로 카벨레이라

1992년 포르투갈 출생. 졸업 후 예산 없이 
만든 첫 장편 <댐드 썸머> (2017)는 로카
르노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됐고, 아시
드 칸에 선정되었다. <by 플라비오>는 베
를린국제영화제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Pedro CABELEIRA

Born in Portugal in 1992. After 

graduating, he shot his first feature 

film Damned Summer (2017). By Flávio 

is his newest short film premiered 

at Berlinale 2022 and he is currently 

developing his second feature film.

by 플라비오
By Flávio
Portugal, France | 2022 | 27min | Fiction | color | ⑫ | Asian Premiere

SNS의 등장 이후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났다. 싱글맘 마르시아도 

인플루언서 지망생 중 한 사람이다. 그런 엄마의 사진을 열심히 찍어주는 어린 

아들 플라비오는 누구보다 사려 깊은 조력자이기도 하다. SNS 메시지로 유명 래

퍼 슐스와 데이트 약속을 잡은 마르시아는 아들 플라비오를 맡아줄 사람이 없자, 

결국 아들을 데리고 데이트 장소에 가기로 한다. 경쾌한 터치의 코미디 영화 <by 

플라비오>는 철없는 엄마와 조숙한 아들, 그리고 인기에 취한 경박한 래퍼의 밀

고 당기는 시소 게임을 그린다. 여자친구에게 들킬 새라 한사코 사진 찍기를 거부

하는 슐스에게 통쾌한 일침을 날린 후 마르시아의 설레는 데이트는 실패로 돌아

갔지만, 사랑스러운 아들과 함께하는 유쾌한 나날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Márcia, wannabe digital influencer, has a promising date with Chullz, a famous 

rapper, but there’s no one to babysit Flávio, her son. The solution is to bring 

him with her and hope for the best.

216 6.24 19:00

420 6.26 20:00

니콜라 부체스

벨기에 브뤼셀 출신 다큐멘터리 영화감
독이다. 브뤼셀의 INSAS에서 영화 연출
을 전공하고, 닥노매즈에서 다큐멘터리 
연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여긴 아무것
도 볼 게 없어요>는 그의 졸업 작품이다.

Nicolas BOUCHEZ

A documentary filmmaker from 

Brussels, Belgium. He studied film 

directing at INSAS in Brussels before 

entering DocNomads, a Creative 

Documentary Masters Programme, 

where he graduated with Nothing to 

See Here.

여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Nothing to See Here
Portugal, Belgium, Hungary | 2022 | 16min | Documentary | color | Ⓖ | Asian 

Premiere

<여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는 제목의 의미와는 반대로 볼 게 무척 많은 영화

이다. 리스본 외곽, 순환도로와 공항 사이에 끼어있는 배드타운인 루미아르는 코

비드 상황이 맞물려 그야말로 인적이 드문 동네이다. 영화는 별다른 것 없는 일

상이 이어지는 그곳을 이미지와 사운드 구성만으로 동화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

킨다. 무료한 현실이 어린아이 같은 상상과 결합하자 반복되는 규칙적 소음마저 

리드미컬한 음악이 되고, 거리를 하릴없이 쏘다니는 고양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무료한 사람들의 모습은 세심한 구도와 디자인으로 인해 한 폭의 그림처

럼 새로운 감각으로 다가온다. 자크 타티의 영화처럼, 모든 일상은 때로 예술이 

된다. 일상의 관찰자에게 바치는 찬가는 후반부 동화처럼 하늘에 떠 있는 커다란 

달의 이미지로 절정을 이룬다.

At the periphery of Lisbon, stuck between the city’s beltway and the airport 

there is a place where nothing ever happens : Lumiar. In this area, time feels 

suspended. The greatest full-moon eclipse of the year is about to happen, but it 

won’t be visible from there. A police officers stands on the road, with no traffic 

to control. The voice of a young girl in an intercom echoes through the streets. 

The film invites the viewer to reconnect to a childlike sense of wonder and 

imagination, when boredom was a blessing.

216 6.24 19:00

420 6.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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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맙 굴

파키스탄의 각본가이자 감독, 제작자. 작품 
다수가 셰필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비롯한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됐다. 단편 <샌드스톰> 
은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프리미어로 상영
됐고, 선댄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Seemab GUL

A British-Pakistani filmmaker with a BA 

in Fine Art and an MA in Filmmaking 

from the London Film School. This film 

is her latest work premiering at the 78th 

Venice Film Festival and presenting in 

competition at 38th Sundance.

샌드스톰
Sandstorm
Pakistan | 2021 | 20min | Fiction | color | ⑫ | Asian Premiere

<샌드스톰>은 가부장제 사회에 갇힌 십 대 소녀 자라의 평범한 일상으로 시작한

다. 그녀가 사는 곳에서는 여성미를 드러내는 춤도, 몸을 드러내는 옷도 허락되

지 않는다. 가족과 사회를 비롯한 감시의 눈은 곳곳에 포진해 있지만, 자라는 사

랑하고 사랑받는 사춘기 소녀의 꿈을 놓치고 싶지 않다. 온라인에서 만난 남자친

구에게 충동적으로 자신의 섹시한 춤 동영상을 보낸 자라는 남자친구의 영상 유

출에 대한 은근한 암시에서 느껴지는 협박에 동요한다. 평범한 로맨스도 범죄의 

표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SNS의 어두운 속성과,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가 결합한 

이야기인 <샌드스톰>은 결국 주인공 자라의 선택을 따라가지만, 제도와 장치가 

생산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적 시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Zara, a schoolgirl in Karachi, shares a sensual dance video with her virtual 

boyfriend, who then blackmails her. Caught between his manipulative behavior 

and the desire to experience love on her own terms, Zara searches for the 

strength to reject the confines of a patriarchal society.

216 6.24 19:00

420 6.26 20:00

아드리앙 모이즈 뒬랭

리옹 출생. 시앙스 포 그르노블에서 철학
과 현대문학을 전공했다. <용기를 내!>는 
그의 첫 번째 극영화이다. 현재 그룹 웨스
트에서 사랑에 관한 장편 시나리오를 작
업 중이다.

Adrian MOYSE DULLIN

Born in Lyon, France. He studied 

philosophy, literature and dramatic art in 

Paris and this film is his first fiction film. 

He is currently writing a feature film in 

his residency at the Groupe Ouest.

용기를 내!
The Right Words
France | 2021 | 15min | Fiction | color | Ⓖ

<용기를 내!>는 SNS로 시작된 사랑스럽고 유쾌한 소동극이다. 열세 살 소년 마

디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름다운 소녀 자다를 짝사랑하고 있다. 하굣길 버스 

안에서 장난치다 자다에게 바치는 낭만적 사랑시를 써놓은 마디의 공책을 찾아

낸 누나 켄자는 순전히 동생을 놀려먹기 위해 사랑시를 SNS에 올려버린다. 절망

한 마디에게 누나와 친구들은 이참에 고백하라며 마디의 등을 떠밀고, 마디는 난

생처음 용기를 내 자다에게 다가간다. 마디의 첫사랑은 해피엔딩이 될까? 설레

는 첫사랑의 감정, 풋풋한 소년 소녀의 마음이 보는 이들마저 훈훈하게 만드는  

작품.

Kenza, a 15-year-old girl, and her little brother Madhi, a 13-year-old boy, 

regularly humiliate one another on social media. On the bus, Kenza puts her 

naive and romantic little brother to the test: to profess his love for Jada, the girl 

that Madhi loves, even though she does not know him.

216 6.24 19:00

420 6.26 20:00

✽ 자막 제공│제주프랑스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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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옥섭·구교환, 2021년 ‘연필로 명상하기’의 안재훈 감독에 이어, 2022년 클로즈업 섹션의 주인

공은 윤성호 감독이다. 최근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를 통해 한국 정치 드라마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고, 2001년 첫 단편 <삼천포 가는 길>부터 20년 넘게 단편과 장편과 드라마를 오가며 작

품을 내놓은 그는 21세기 최고의 다산성을 보여준 필름메이커일 것이다. 그의 필모그래피는 말 그대로 

‘전방위적’이며, 새로운 형태의 이야기를 향한 꾸준한 행보였다. 이른바 ‘웹 드라마’를 통해 그는 숏폼  

무비의 포맷을 만들었고, 인터넷과 케이블TV와 OTT와 극장 등의 플랫폼을 숨가쁘게 오가며 자신의  

영토를 확장했다. ‘두근두근 윤성호’라는 이름을 걸고 관객과 만나는 이번 클로즈업 섹션엔 총 네 개의 

차림표가 마련되어 있다. ‘장편’엔 그의 첫 극장용 장편 극영화 <은하해방전선>이 상영된다. ‘단편들’

에선 <우익청년 윤성호> <졸업 영화> <두근두근 배창호> <신자유청년> 그리고 최근작인 <미지의 세

계 시즌투에피원> 등 총 다섯 편의 단편을 통해 그의 이력을 되짚는다. ‘여성’에선 <두근두근 레드카펫>  

<도약선생> <대세는 백합> 등 그의 중요한 테마인 ‘여성 서사’를 만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성’에선  

<백역사> <박대리의 은밀한 사생활> 등 순정남의 로맨스를 담은 작품이 상영된다. 총 11편의 영화를 통

해 두근거리는 경험을 해보시길.

Each year, Close-up takes a deep dive into the cinematic world of selected director(s). Following 

Yi Okseop·Koo Kyohwan (2020) and  Ahn Jae-huun (2021), we invite director Yoon Seongho this 

year under the exciting title of “Pit-a-Pat.” Yoon, who just wrote a new chapter in the book of 

K-political drama with Political Fever, is one of the most prolific filmmakers of our times. Since 

making a debut in 2001 with the short film Road to Samchunpo, Yoon has demonstrated impressive 

prolificity across shorts, features and TV series. No other word can describes his filmography 

better than ‘omni-directional,’ as his untiring quest for a new form of story is plain to see. Almost 

a decade ago, Yoon’s popular ‘web drama’ format heralded the arrival of the short-form content, 

but instead of dwelling on early success, he has expanded to the internet, cable TV, OTT streaming 

services as well as traditional theaters. Featuring a total of 11 films, “Pit-a-Pat” is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Feature, Short, Woman and Man. Milky Way Liberation Front is Yoon’s feature-length 

motion picture debut, while the short-form segment showcases five pieces of work: Seongho, 

the Right Wing Boy; Portfolio; Pit-a-Pat Bae Chang-ho; Neo Liberal Man and Parallel Adventure of 

Madam Mizy. Next, the female narrative, one of Yoon’s signature themes, runs through Pit-a-Pat 

Red Carpet, Dr. Jump and Lily Fever. Every Dog Has His Day and Assistant Manager Park’s Private Life 

will show you the face of a naive man in love.

클로즈업: 두근두근 윤성호
Close-up: Pit-a-Pat YOON Seongho

윤성호

첫 장편영화 <은하해방전선>(2007) 이후 
<출출한 여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
로 간다>(2021) 등 개성있는 드라마들을 
공개하며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본다’는 
모토를 꾸준히 추구해 왔다.

YOON Seongho

Since his first feature film Milky 

Way Liberation Front (2007), he has 

consistently pursued the motto of 

“watching movies anytime, anywhere” 

by releasing various unique series.

은하해방전선
Milky Way Liberation Front
Korea | 2007 | 101min | Fiction | color | ⑮

영재는 여자친구 은하와 헤어지고 현재는 첫 장편을 준비중인 영화감독이다. 하

지만 사면초가. 시나리오는 써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 역시 도움 되지 않

는다. 게다가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하면서 소통마저 불가능해진다. 2001년 유희

처럼 첫 영화를 만든 후 9편의 단편을 만든 윤성호 감독은 첫 장편으로, 자신의 

영화적 역량을 총결산하는 자기 반영적 텍스트를 만든다. 2000년대 독립영화 신

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인 <은하해방전선>은 씁쓸한 로맨스이자, 

독특한 감성의 드라마이자, 영화에 대한 영화이자, 감독의 쑥스러운 고백이다. 나

르시시즘과 자기 냉소 사이? 혹은 페데리코 펠리니의 <8과 1/2>(1963)에 대한 

인디적 오마주인 <은하해방전선>은 윤성호 감독의 화법이 잘 살아 있는, 무의미

하지 않은 수다로 채워진 영화다.

Writer’s block may be the least of rookie filmmaker Ryu Youngjae’s problems. 

His girlfriend ditched him, his first feature production is falling apart, and 

things are looking like they’ll only get worse in this absurd adventure from one 

of South Korea’s edgiest young filmmakers.

320 6.25 19: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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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YOON Seongho

우익청년 윤성호
Seongho, the Right Wing Boy
Korea | 2004 | 7min | Documentary | color | ⑫

옴니버스 <독립영화인 국가보안법 철폐 프로젝트> 중 한 작품. 감독 자신의 우

익적 경로를 탐색하는 자아 성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좌익성(!)을 고발한다. 

푸티지를 다루는 그의 뛰어난 솜씨를 느낄 수 있는 작품. 두 살 때부터 오른쪽으

로만 기어 다녔고 미취학 아동 시절에 이미 ‘6.25의 노래’를 애창곡으로 삼으며 

이승복을 정신적 지주로 여겼던, 초등학생이 되어선 반공 웅변 대회와 미술 대회

를 휩쓸었고 대학 시절엔 데모 안 하고 농구만 했던 ‘우익청년’의 건전한 삶이 펼

쳐진다. 우익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의 극단적 시선을 통해 ‘이념

적 사회’를 갈파한다. “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건국 이념이고 올바른 청년 

보수이며 좌편향에 맞선 대안이며 자유 민주주의의 화신이다. 나는 국가보안법

이다.” 웅장한 엔딩이다.

Born in a middle-class family + a sincere Christian + not that much left-winged 

+ hate North Korea + a rugged individualist… that is me. Even in my opinion, 

I cannot underst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at all. Who has the right to 

prevent other people’s fingers from pointing at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irs? Because we are given a right to express — the freedom of thoughts.

209 6.24 13:30 GV

윤성호

YOON Seongho

졸업 영화
Portfolio
Korea | 2006 | 18min | Fiction | color | ⑫

영상원 전문사 과정의 졸업영화. 그의 파편화된 서사 방식이 정점에 달한 작품으

로, 18분의 러닝타임은 17개의 챕터로 분절된다. 프로덕션 노트의 구절(“우리는 

시장의 바깥에서 이렇게 놀았드랬지. 아, 이제 많은 것들을 졸업할 시간.”)처럼 

이 영화는 6년 동안 그가 만들었던 ‘독립단편영화’에 이별을 고하는 송사다. 이전

까지 겪었던 시행착오는 <졸업 영화>에서 정돈된 ‘양식’으로 자리 잡았고, 이것

은 첫 장편 <은하해방전선>을 거쳐 이후 그가 만드는 드라마로도 그 맥이 이어

진다. 후반부에서 자신의 영화에 대해 가혹할 만큼 셀프 디스를 하는데, 이것은 

그의 긴장감 혹은 각오처럼 느껴진다. “강물은 감자를 심지 않네. 목화도 심지 않

네. 심는 사람은 잊혀지지만 유장한 강물은 유유히 흘러갈 뿐.” 『천 개의 고원』의 

한 구절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

With the heart operation ahead, mother got comfort by looking back on 

her dead son’s unfinished portfolio. I was going to tell this story. Since the 

heart operation of my mother who actually features in the movie was ‘very’ 

successful and she started nag all the time, I decided to stop making movie. 

However, for just in case I recorded ambient sound. Ah! It’s time to graduate.

209 6.24 13: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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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YOON Seongho

두근두근 배창호
Pit-a-Pat Bae Chang-ho
Korea | 2008 | 8min | Fiction | color | Ⓖ

서울아트시네마의 배창호 전작전 기념 단편. 배창호 감독에 대한 애정을 고백

해왔던 윤성호 감독은 이 영화로 ‘성공한 덕후’가 된 셈이다. 어느 카페에서 사

랑에 대한 장면을 찍는 감독 윤성호. 남자 배우는 빨리 가야 한다고 보채고, 여

자 배우는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지 뭔가 불편하다. 곤경에 빠진 현장. 이때 갑자

기 카페 주인 배창호가 등장해 조언한다. “감독님은 영화보다 사랑을 좀 배워야

겠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랑의 대가에게 듣는 사랑의 교훈. 그렇게 예정에도 없

는 두근두근한 촬영은 시작되고 드디어 그 장면은 완성된다. 카메라에 사랑의 감

정을 담게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여주인공 이름 혜린과 극중 대사는 배창호 감독

의 <기쁜 우리 젊은 날>(1987)에 대한 오마주. <젊은 남자>(1994)에 흘렀던 ‘In 

Dreams’가 삽입되기도 한다.

A café where shooting of a short film by a student studying film studies is being 

held. The shooting doesn’t go well and the café owner who resembles Director 

Bae Chang-ho gives advice.

209 6.24 13:30 GV

윤성호

YOON Seongho

신자유청년
Neo Liberal Man
Korea | 2009 | 11min | Fiction | color | ⑫

전주국제영화제의 옴니버스 프로젝트 <황금시대> 중 한 작품. 데뷔 시절부터 윤

성호 감독의 테마 중 하나였던 ‘신자유주의’를 ‘억세게 운 좋은 사나이’를 통해 

풀어낸다. 고시원 총무인 임경업은 1년 넘게 매주 로또 1등에 당첨되며 사회적 신

드롬을 일으킨다. 약 4,000억 원의 자산가가 된 임경업. 하지만 그는 그다지 행

복하지 않다. 그에게 돈이란 어떤 존재일까.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는 대한민

국에 대한 살짝 과장된, 하지만 결코 판타지라 할 수 없는 페이크 다큐멘터리. 엄

청난 행운의 사나이였던 임경업이 어느 순간부터 2등에 당첨되면서 다시 고시원 

총무로 돌아가게 되는 과정은 자본주의 사회의 씁쓸한 오디세이다. 주인공을 맡

은 임원희는 더할 나위 없는 캐스팅.

Gosiwon (Low-priced apartment type building in Korea) manager Lim Kyeong-

up wins lottery over a year in a row, earning 4,000 billion won. Tremendous 

amount of money that Lim just obtained starts to cause trouble.

209 6.24 13: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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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YOON Seongho

미지의 세계 시즌투에피원
Parallel Adventure of Madam Mizy
Korea | 2022 | 28min | Fiction | color | ⑮

윤성호 감독의 최근작. JTBC의 <전체관람가+: 숏버스터> 프로젝트 중 하나로, 

1973년이라는 반 세기 전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SF 단편이다. 지구와 평행 관계

인 우주가 발견되고, 그곳에 파견된 코미디언 견우는 미지를 만난다. 이쪽 세계

의 아내인 미지가 ‘미지 알파’라면 저쪽 세계엔 ‘미지 베타’가 존재하는 셈. 그런

데 견우는 베타와 사랑에 빠지고, 변호사 정임과 함께 결국 이혼 법정에 서게 된

다. 레트로의 비주얼과 SF의 상상력이 결합된 외양을 지니고 있지만, 이 영화는 

어쩌면 윤성호 감독 작품 중 가장 절절한 멜로일지도 모른다. ‘사후 통신’이라는 

독특한 설정과 관련된 정임의 사연은 윤성호 감독이 왜 ‘평행우주’라는 소재를 

선택했는지 알게 한다.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드물게 만나는 장르성 강한 영화. 

그의 영역은 꾸준히 확장된다.

In the 70s where found the parallel universes, a comedian who fell in love with 

his spouse in a different dimension is going to have an adventure with his 

laywer in charge of their divorce.

209 6.24 13:30 GV

윤성호

YOON Seongho

두근두근 레드카펫
Pit-a-Pat Red Carpet
Korea | 2008 | 7min | Fiction | b&w, color | ⑫

인디스토리 10주년을 기념하는 단편이다. 영화는 둘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흑백

의 무성영화 스타일. 영화제 파티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은수와 채은이 재회한다. 

채은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은수. 사랑의 공약을 늘어놓는 은수에게 채은은 투표

할 마음이 없다고 말한다. 후반부엔 화면이 컬러로 바뀌고 우정과 예리가 등장한

다. 흑백 부분은 예리가 본 영화의 장면이었고, 예리는 영화 속 대사를 통해 우정

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윤성호 감독의 필모그래피에서 이른바 ‘백합’ 장르의 시

초라 할 수 있는데, 단 두 신으로 관객의 마음을 살짝 뭉클하게 하는, ‘두근두근’ 

시리즈의 본령과도 같은 작품이다. <은하해방전선>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어쩌

면 <도약선생>으로 가는 과정의 영화라고도 할 수 있다. 엔딩에 나오는 카를 마

르크스의 소네트는 다시 한 번 두근거리게 한다.

Lovers reunited at a distribution party at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at 

will be the fruits of the belated reflection and courtship? Even if some love 

stories meet obstacles, hopefully aura of the other narratives remain, and be a 

person who breaks the kiss of revolution, and change the administration of the 

heart.

306 6.25 11: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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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YOON Seongho

도약선생
Dr. Jump
Korea | 2010 | 66min | Fiction | color | ⑫

도시를 모티브로 한 프로젝트 중 한 편. 대구를 배경으로 육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헤어진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주인공의 고군분투를 장대높이뛰기

라는 퍼포먼스에 담았다. 룸메이트였던 원식과 우정. 우정이 떠난 후 힘든 상황

에서 그는 전영록 코치를 만나 장대를 잡게 된다. 여기에 걸그룹 지망생인 재영

이 가세하면서, 도약을 위한 훈련은 계속되지만… 그들이 과연 뭔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기 장면 없이 훈련 과정만 보여주는 스포츠 영화. 혹은 마

이너리티들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소동극. 원식과 우정의 

연인 관계는 이후 윤성호 감독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모티브가 되는 이른바 ‘백

합’의 원형적 형태다. 수평의 운동 에너지를 수직의 위치 에너지로! 단 영화에 등

장하는 훈련은 실제 선수들의 방식과 상이하니 오해하지 마시길.

Won-sik, who broke up with her roommate Woo-jung, practices fiercely on her 

suggestion that she can change her mind if she shows herself confident. Former 

track coach Young-rok, who is not mentally sound, and former idol trainee Jae-

young, who likes Won-sik, will join the journey.

306 6.25 11:00 GV

윤성호, 임오정, 한인미

임오정은 사진과 영화를 전공했다. 단편 <거짓말> 
 (2009), 옴니버스 영화 <한낮의 피크닉>(2018) 
중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를 연출하였다. 
한인미는 단편 <토끼의 뿔>(2015)로 주목받았고 
2021년 첫 장편 <만인의 연인>을 발표하였다.

YOON Seongho, LIM Oh-jeong, 
HAN Inmi

Lim majored in Photography and film. She 

directed short film, Empty Lies (2009), A 

Midday Picnic (2018) of an omnibus film 

Call If You Need Me.

Han was acclaimed for her short film, 

Blossom (2015) and presented Nobody’s 

Lover (2021), her feature debut.

대세는 백합
Lily Fever
Korea | 2015 | 39min | Fiction | color | ⑮

걸 그룹으로 데뷔 할 뻔했지만 문제가 생겨 실패한 세랑, 기약 없는 연습생 경주, 

그리고 와인 바의 터프한 오너 제갈부치. 우연히 만난 세 사람 사이에 묘한 로맨

스의 분위기가 감돈다. <대세는 백합>은 그 내용과 형식에서 선구적이다. 이 작

품은 최근 각광 받는 숏폼 콘텐츠의 초기적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백합’이라는 

테마는 퀴어와는 다른 지점에서 시도되는 섹슈얼 코드였다. 이 두 가지 시도가 

결합되어 <대세는 백합>은 독특한 톤을 띠게 되었고, 특히 정연주와 김혜준의 

케미는 스핀오프라 할 수 있는 <내일부터 우리는>까지 이어진다. 윤성호 감독이 

즐겨 다루는 아이돌 문화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도 이 작품이다. 임

오정 한인미 감독과의 공동연출작. 이번 상영전에선 각 에피소드를 이은 40분 

정도의 극장판이 관객과 만난다.

The story revolves around the budding relationship between Kyungju and 

Serang who meet when Kyungju can’t find her passport and has to go to her 

friend’s house to try and find it. When she arrives, the friend is leaving and tells 

Kyungju she can just go inside, but to be mindful of her houseguest, Serang.

306 6.25 11:00 GV

✽ 사진 제공│스튜디오 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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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호

YOON Seongho

백역사
Every Dog Has His Day
Korea | 2014 | 21min | Fiction | color | ⑮

<은하해방전선> 이후 ‘윤성호 텍스트’의 경향이, 서사든 디테일이든 효과든 다

양한 요소로 텍스트를 ‘채우는’ 것이었다면, 옴니버스 <오늘영화>의 에피소드인  

<백역사>는 다소 이례적이다. 물론 그의 인장은 고스란히 살아 있지만, <백역사> 

는 클로즈업이나 미디엄 숏보다는 롱 숏에 가까운, 여백의 미장센을 통해 ‘비우

는’ 쪽으로 향하는 작품이다. 전날 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공장 노동자와 중국

집 종업원의 첫 데이트를 담은 이 영화는 기교 없이 로맨스 그 자체를 향해 충실

하게 전진한다. “나 사랑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그리고 여자와 

남자가 곧바로 연인이 되는 단순 화법의 로맨스. 박종환과 정연주는 미묘한 ‘날 

것’의 느낌으로 연기하는데 그 톤이 미묘하면서도 영화의 스타일에 적절히 맞아 

떨어진다.

A man leaves his factory early behind the extra work on weekend owing to 

his hangover. He tries to watch a movie with a girl who he met last night at 

a club. The girl is working at a Chinese dumpling house, and doesn’t seem 

to remember that meeting last night with this man. Anyways, she decides to 

watch a movie with him on her boring weekend.

418 6.26 17:00 GV

윤성호

YOON Seongho

박대리의 은밀한 사생활
Assistant Manager Park’s Private Life
Korea | 2017 | 70min | Fiction | color | ⑮

박종혁 대리는 낮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퇴근 후엔 ‘미리내’라는 필명으로 인

터넷 소설 작가 활동을 한다. 꽤 탄탄한 팬덤을 지닌 판타지 로맨스 작가지만, 현

실에선 같은 사무실 직원 유린을 조용히 마음에만 두고 있는 종혁. 곁엔 언제나 

그를 독려하는 출판사 직원 보민이 있다. 그의 은밀한 사생활의 비밀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CJ E&M의 오펜 공모전 당선작을 각색한 작품이다. TV 단막

극으로 윤성호 감독이 연출한 장편 중 유일하게 ‘일반적인’ 기승전결 구조를 지

닌 작품으로, 2000년대 초반 인터넷 소설 열풍 시기를 염두에 둔 듯 2004년을 

배경으로 한다. 캐릭터들의 내면이 변해가는 과정을 촘촘히 보여주며 재미를 만

들어간다. 이주승을 비롯 김예원, 조수향, 이정은, 박종환, 오광록 등 앙상블 캐스

팅이 극에 안정감을 준다.

The story tells the secret life of Park Jong-hyuk, who works as an assistant 

manager in a construction company by day and as an anonymous, popular 

internet love story writer under the pen name of ‘Mirinae’ by night.

✽ No English subtitle provided

418 6.26 17: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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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올해의 슬로건과 동일한 이름의 섹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위드 시네마는 영

화가 품고 있는 다양한 토픽을 풍성하게 해 줄 명사들과 함께 하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달해주

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위드 시네마에 초대된 세 편의 영화들은 각각 특별한 이야깃거리를 품고 있다. 작

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영예의 대상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오드리 디완 감독의 <레벤느망>은 아니 

에르노의 자전적 원작 『사건』을 마치 피부에 와 닿듯 생생하게 재구성해낸 작품이다. 연작소설 『대도시

의 사랑법』으로 한국작가 최연소로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 1차 후보에 오른 박상영 작가가 애정하는 아

니 에르노의 『사건』과 <레벤느망>을 가로지르는 문학과 영화의 교차로를 탐색한다. 역시 지난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관록의 배우 페넬로페 크루즈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 준 영화인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패러렐 마더스>는 알모도바르 감독 특유의 진취적이고 도발적인 여성 캐릭터들의 앙상블이 돋보인다. 

그의 영화의 중심을 이루는 일련의 여배우들 가운데에서도 선두 그룹에 속하는 페넬로페 크루즈에 관해 

백은하 배우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재은 감독의 다큐멘터리 <고양이들의 아

파트>는 거대한 재건축 단지에 사는 길고양이들의 이주 프로젝트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캣맘들의 이야

기를 그린 영화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와 함께 길고양이의 삶을 들여다보고, 인간과 동물, 자

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2022 PIPFF has scaled up the program with a new section, one synonymous (literally) with the 

year’s slogan. With Cinema is a watch-and-talk program that aims to deliver new experiences 

and value to film lovers by inviting notable guests to talk about films with a live audience. Three 

films were selected to this end. The winner of the top-honor Golden Lion at the 2021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appening by Audrey Diwan is a mesmerizing screen adaptation of 

Annie Ernaux’s autobiographical novel of the same name. Following its screening, Park Sang-

young, the youngest Korean author to have his book — a series novel titled Love in the Big City —

longlisted for the International Booker Prize, will explore the crossroad of cinema and literature. 

Second in the program is Parallel Mothers by Pedro Almodóvar, which ended up handing the Best 

Actress award to Penélope Cruz also at last year’s Venice. It contains truly stellar performances 

by an enchanting ensemble cast in the roles of fearless, provocative women. Beck Una of the Labo 

Actorology will join viewers to discuss the acting and directing of the film. Lastly, Cats’ Apartment 

by director Jeong Jae-eun is a documentary that follows the ‘cat moms’ trying to relocate stray cats 

safely out of an abandoned apartment complex. Jeon Jin-kyung of 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will lead the conversation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humans and animals, between 

humans and nature.

위드 시네마
With Cinema

정재은

여성 성장 영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고
양이를 부탁해>(2001)로 데뷔했다. 최근 
작품으로는 <고양이들의 아파트>, 로테
르담국제영화제에 초청된 <모던 코리아:
짐승>(2021) 등이 있다.

JEONG Jae-eun

She made her feature debut with Take 

Care of My Cat (2001), a coming-of-age 

story of five 20-year-old girls. Her recent 

work includes Butterfly Sleep (2017), a 

feature film, and the documentary Cats’ 

Apartment.

고양이들의 아파트
Cats’ Apartment
Korea | 2020 | 88min | Documentary | color | Ⓖ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다큐멘터리 신에서 고양이는 중요한 피사체였다. 여러 작

품들이 고양이에 대한 사연을 다루며 각자의 성취를 거두었는데 정재은 감독의 

<고양이들의 아파트>도 그 중 한 편이다. 이 영화는 도시라는 공간의 거대 공사

인 ‘재개발’의 이면을 바라본다. 사람들이 떠나고 건물 철거에 들어간 둔촌동 주

공아파트 단지. 인간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그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이었다. 사람

들은 다른 집으로 이주하겠지만 그곳에 서식하던 고양이들은 터전을 잃게 된 상

황. 다큐는 그 고양이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보여준다. 도시라는 

공간의 생태적 문제를 고양이를 통해 접근한 작품. 섬세한 연출과 촬영이 인상적

이며, 잘 조율된 편집과 음악도 높이 살 부분이다. 모든 것이 헐린 공터를 부감 숏

으로 보여주는 신은 낯설면서도 충격적이다.

In eastern Seoul, an apartment complex is soon to be demolished. The residents 

wanted new homes and left without hesitation when the reconstruction plan 

was passed. The abandoned complex belonged to cats for a short time. There 

was only peace and quiet. Meanwhile, residents worried about the cats that 

remain there gather together and seek ways to keep them happy.

211 6.24 16:00 EVENT

602 6.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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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 디완

1980년 프랑스 출생. <프렌치 커넥션: 마
약수사>(2014), <철의 심장을 가진 남자> 
(2017) 등의 영화 각본을 썼고, 연출작  
<레벤느망>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Audrey DIWAN

Audrey Diwan was born in 1980 in 

France. She is a writer and director, 

known for Happening, La French (2014) 

and HHhH (2017).

레벤느망
Happening
France | 2021 | 100min | Fiction | color | ⑮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신예 오드리 디완의 영화 <레벤느망>은 

원작 소설 『사건』의 저자인 아니 에르노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낙태가 불법이던 60년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룻밤의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된 

대학생이 우여곡절 끝에 낙태를 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이 영화는 여성의 인권이

라는 주제를 마치 피부에 닿듯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연작 소설 『대도시의 사랑

법』으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1차 후보에 오른 박상영 작가는 소수자의 이야

기를 주요 소재로 다뤄 온 작가이다. 아니 에르노의 원작 소설 『사건』은 박상영 

작가가 특별히 좋아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데뷔작부터 영화에 대한 관심을 소설 

속에 반영해오기도 했던 박상영 작가와의 토크는 영화와 문학의 교차로를 탐색

하는 풍성한 대화의 장이 될 것이다.

I got knocked up like a poor girl. This is the story of Anne, a young woman who 

decides to abort to finish her studies and escape the social constraints of a 

working-class family. France in 1963: a society that censures women’s desires. 

And sex in general. This simple but cruel story follows the itinerary of a woman 

who decides to go against the law. Anne has only a little time before her. Her 

exams are just around the corner, and her baby bump is growing fast.

✽ No English subtitle provided

페드로 알모도바르

스페인을 대표하는 영화감독.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1988), <그녀에게>(2002), 
<귀향>(2006) 등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
었고, 그의 많은 영화들이 유수의 국제영
화제에서 상영되었다.

Pedro ALMODÓVAR

The most internationally acclaimed 

Spanish filmmaker, known for Women 

on the Verge of a Nervous Breakdown 

(1998), Talk to Her (2002), Return (2006). 

His fims have been screened and 

awarded in many int’l festivals.

패러렐 마더스
Parallel Mothers
Spain | 2021 | 123min | Fiction | color | ⑮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영화 세계에서 핵심적인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세대와 관

습을 초월한 다양한 욕망과 독특한 캐릭터를 지닌 여성들의 서사다. <패러렐 마

더스>는 작년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페넬로페 크루즈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영화로, 연령도 사회적 지위도 전혀 다른 두 여성이 같은 시기에 출산을 위해 찾

은 병원에서 운명처럼 서로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페넬로페 

크루즈는 명실상부 스페인을 대표하는 배우로 알레한드로 아메나바르 등 스페인 

유명 감독들 뿐만 아니라 영미권의 거장 감독들과도 협업하며 세계적인 배우의 

길을 걸었다. 저널과 방송을 아우르며 배우 연구에 관한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아

온 백은하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와 함께 알모도바르의 영화 속 여성 캐릭터의 

진취적 욕망, 페넬로페 크루즈의 연기 스펙트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Two women coincide in a hospital room where they are going to give birth. 

Both are single and became pregnant by accident. Janis, middle-aged, doesn’t 

regret it and is exultant. The other, Ana, an adolescent, is scared, repentant and 

traumatised. Janis tries to encourage her while they move like sleepwalkers 

along the hospital corridors. The few words they exchange in those hours will 

create a very close link between the two.

✽ No English subtitle provided

412 6.26 13:30 EVENT 313 6.25 16:00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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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마틱 강원 섹션은 그 역사는 짧지만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 시네마의 소중한 성과

물들을 매년 결산하는 시간이다. 개인 창작자, 미디어 센터, 학교의 제작 커뮤니티 등 다양한 배경을 지

닌 수십 편의 영화가 올해도 강원도 지역에서 만들어졌고, 그 중 1편의 장편과 5편의 단편을 상영작으로 

선정했다. 다큐 제작 집단인 ‘푸른영상’ 출신으로 현재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환 감독의 <오늘 출

가합니다>는 그의 첫 픽션이다. 출가를 결심한 남자는 친구에게 사찰까지 동행해주길 바란다. 그러나 예

상치 못했던 이유로 승려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두 친구의 여정은 방향을 잃는다. 강원도 지역 영

화에서 자주 만나는 배우 양흥주가 출가하는 남자 역을 맡았다. 다섯 편의 단편은 각양각색의 개성을 지

니고 있다. 나단아 감독의 <왼손>은 자신의 일상과 단상 그리고 직접 그린 그림을 자연과 함께 담아낸 

소박한 다큐다. 윤희경 감독의 <부동(不動)>은 시나미문화학교의 ‘강릉채집생활’ 프로젝트 중 한 작품

으로, 일상의 이미지들을 의미 있게 포착한다. 원주 출생인 이민엽 감독의 <음이온>은 일상적인 이야기

를 통해 작지만 여운 있는 울림을 만들어낸다. 강릉의 한원영 감독의 <심장의 벌레>는 어느 부부의 조금

은 특별한 이야기로, 관객들을 영화적 공기에 서서히 젖어들게 만드는 힘을 지녔다. 조소희 감독의 <어

느 여름>에서 한 소녀는 가족 안에서 소리 없이 갈등하며 성장한다.

Cinematic Gangwon offers a rare opportunity to take stock of the accomplishments of the local 

filmmaking scene, which has been enjoying a steady growth in a relatively short span of time. In 

the past year alone, dozens of films were made by and with the support of individual creators, 

media centers and academic communities, among which one feature and five shorts are selected 

for this section. I Leave Home is the feature debut of director Kim Sunghwan, who comes from 

P.U.R.N Production, a group of documentary filmmakers. One man makes the tough decision to 

leave home to become a Buddhist monk, and asks his friend to see him off at a temple. His wish is 

crushed, however, due to a totally unexpected reason, and the two men’s journey is halted. Actor 

Yang Heung-joo stars as the protagonist. The five short films each come with their own flair of 

creativity. Ra Dana’s Left Hand is a humble documentary capturing the director’s daily life and her 

own drawing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nature. Yoon Huigyeong’s Bu-dong, which was made 

as part of a moving image project at Gangneung’s Sinami Culture School, gives a perspective on 

the images of routine things found around. Anion by Lee Minyeob creates a lasting reverberation 

through an ordinary story. Han Wonyoung tells a little tale of a married couple in Bugs in Your 

Heart, which has a surprising persuasiveness that immerses the audience into the aura of the film. 

Director Jo Sohui’s One Summer Day turns the lens to a young girl, who goes through a phase of 

growth, silently struggling within her family.

시네마틱 강원
Cinematic Gangwon

김성환

푸른영상 소속으로 <동강은 흐른다> 
(1999) 등을 연출했고, 강원도 원주로 터
전을 옮겨 <졸업>(2019)을 제작하였다. 
이후 첫 장편 극영화 <오늘 출가합니다>
를 연출하였다.

KIM Sunghwan

He worked in P. U.R.N Production, the 

documentary community, directing 

a few documentaries. After that, he 

moved his place of life to Wonju, 

Gangwon-do and he started making 

films again. I Leave Home is his first 

feature film.

오늘 출가합니다
I Leave Home
Korea | 2021 | 91min | Fiction | color | Ⓖ

성민은 아내와 고등학생 딸을 속세에 남겨 두고 스님이 되려 한다. 사찰까지 가

는 길에 동행하는 친구 진우는 영화 제작자. 모텔에서 일하며 영화의 꿈을 이어

가지만,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난항에 빠져 있다. 우연한 동행자가 된 두 사

람 앞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긴다. 사찰에서 출가를 거절 당한 성민. 그들의 여

행은 길어지고,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두 중년 남자의 로드무비

인 <오늘 출가합니다>는 자유로운 삶을 이야기한다. 여기엔 선택이 따르고, 장차 

고행의 길을 가게 되더라도 자신이 원했던 길이라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런 점에서 속세를 떠나려는 성민과 영화를 만들려는 진우는 같은 길을 가는 셈이

다. 강원도의 자연 풍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지역 영화의 대표적 배우

인 양흥주가 주연을 맡았다.

Sung-min wants to be a Buddhist monk. He asks his friend, Jinwoo (a 

commercial film producer) to take him to Taewoong Temple, in which he 

becomes a monk. That day, Sung-min says “I will leave home today.” to 

whomever he meets, expressing his will. However, he is rejected by the temple 

because of the age limit, which means he is too old to be a monk. To make the 

matters worse, the film which Jinwoo plans to make miscarries. Both of them 

are stuck. Thus, they set off for another journey.

410 6.26 14:30 GV

518 6.27 16: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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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아

2021년 강원영화학교 다큐멘터리제작워
크숍을 수료했다. 현재 소성리 사드배치
반대투쟁 이야기를 담은 장편 다큐멘터
리 <양지뜸>에 조연출로 참여하고 있다.

RA Dana

Completed the documentary 

filmmaking workshop of Gangwon Film 

School. Currently, she is participating in 

documentary In the Sunshine, which 

contains the stories of Soseongri 

Villagers’ resistance against THAAD, as 

an assistant director.

왼손
Left Hand
Korea | 2022 | 18min | Documentary | color | Ⓖ | World Premiere

강릉 지역의 풍경, 파스텔 톤의 그림, 그리고 잔잔한 내레이션.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나단아 감독의 <왼손>은 도시의 반지하를 떠나 시골의 마당 있는 집으로 

이주한 주인공이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담담히 전하는 ‘돌아봄’의 영상이다. 

“왼손잡이, 이혼, 여자, 전문대, 신림동, 무명 화가, 170센티미터, 커트 머리, 동거, 

스물두 살 나이 차이.” 영화 속 내레이션을 통해 과거 자신을 규정했던 혹은 현재 

자신을 규정하는 키워드들을 나열하는 나단아 감독은 그러한 독백 작업을 통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조금씩 자신을 긍정해간다. 그런 의미에서 <왼손>은 내

면의 치유와 회복을 담은 이미지이며, 그것은 ‘평화’의 삶을 실천하는 과정이기

도 하다.

The careless words from a long time ago still hurt. I am an unknown painter. It’s 
a crazy city where working 10 hours a day will barely pay your rent. No matter 
how many meals you grab at the convenience store, you’ll never escape the 
semi-basement. Yes, escape. To Gangneung I go. I now sit in my own garden, 
painting. Every morning I enjoy fresh vegetables grown in my garden. The two 
of us go on a walk in the evening. The pine tree forest and the sea are always 
there to greet us. I am living my dream. I recall the memories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that I had disregarded as negligible back in the day.

✽ No English subtitle provided

414 6.26 17:00 GV

524 6.27 19:00 GV

이민엽

1992년 원주 출생. 2017년 다큐멘터리  
<씨도로>를 연출했다. 지역에서 다양한 
독립예술영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LEE Minyeob

Born in 1992 in Wonju. Directed C Road, 

documentary film, in 2017. Has been 

involving in diverse local independent 

and art films.

음이온
Anion
Korea | 2022 | 29min | Fiction | color | Ⓖ | World Premiere

동네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동현. 사실 사업보다는 사기에 가깝지만 

그에겐 소중한 생계다. 곧 아이가 태어나고 전세금도 오른 상황에서 그는 더욱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때 언제부터인가 단골이 된 할머니 희수가 있다. 홀로 사

는 희수는 모든 물건을 사주는 1등 고객이며, 동현을 아들처럼 여긴다. <음이온> 

은 먹먹한 이야기다. 치매에 걸린 외로운 할머니는 계속 물건을 사고, 먹고 살아

야 하는 장사꾼은 계속 물건을 판다. 동현은 희수에게 ‘어머니’라 부르며 다가가

지만 그건 상술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희수는 동현을 진짜 자신의 자식처럼 

여기며 이것저것 챙겨준다. 그리고 어느 날, 공기 청정기부터 프라이팬까지 온갖 

제품으로 가득 찬 방을 남겨두고, 희수는 어디론가 떠난다. 노인들의 삶을 연민

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품. 여운을 길게 남긴다.

At the PR Office, products are mostly sold to local older ladies. Dong-hyeon 

notices that Hee-soo, a frequent customer, has dementia and starts taking 

advantage by selling items to her.

414 6.26 17:00 GV

524 6.27 19: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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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영

1990년 강원도 강릉시 출생. 단편 <눈 먼 
사랑>(2021)을 연출했다.

HAN Wonyoung

Born in 1990, Gangneung, Gangwon-

do. She directed Blind Love (2021).

심장의 벌레
Bugs in Your Heart
Korea | 2022 | 24min | Fiction | color | Ⓖ

1년 만에 집에 온 준기는 아내 미숙과 함께 데이트를 나가자고 한다. 오랜만의 산

책인 듯 약간은 어색하지만, 부부는 곧 정답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벤치

에 앉은 두 사람. 이때 준기는 아내를 위해 지은 시를 읽어준다. “…너는 꼭 내 심

장의 벌레와 같다.” <심장의 벌레>는 잔잔한 드라마이면서 그 안에 슬픈 반전을 

품고 있는 작품이다. 누군가가 떠나면서 마음 속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그 빈 가

슴을 채우는 누군가가 조금씩 다가올 때가 있다. 미숙은 지금 그 시간을 통과하

고 있는데, 그것은 떠나는 자나 보내는 자에게 모두 심장이 어떤 통증을 느낄 만

큼 힘든 과정이다. 이 격렬한 감정을 <심장의 벌레>는 한적한 풍경 속에서 독특

한 영화적 공기를 만들어 관객에게 전달한다. 본 후에 꽤 길게 잔상이 남는 영화. 

오민애의 연기가 인상적이다.

Jungi does not live with Misuk any more, but he visits her apartment and has 

dinner together once a year. On arriving home, Jungi lies on the couch happily. 

When Eunyoung, Jungi’s daughter, arrives, he suggests Misuk go for a walk. 

She follows him reluctantly and feels uneasy because she has to say something 

secret to Jungi.

414 6.26 17:00 GV

524 6.27 19:00 GV

조소희

2021년 파리 제8대학교의 영화과를 졸
업하고 EIDF 글로벌 피칭 아카데미에 참
여했다. 2022년 <어느 여름>의 연출과 
각본을 맡았다.

JO Sohui

After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Film Studies of University Paris 8, 

she participated in EIDF Global Pitching 

Academy. She wrote and directed One 

Summer Day.

어느 여름
One Summer Day
Korea | 2022 | 19min | Fiction | color | Ⓖ | World Premiere

초등학생 소녀 도영에게 세상은 조금은 가혹한 현실이다. 도영에겐 매일 해야 할 

임무가 있다. 아파서 누워 있기만 하는 언니에게 정해진 시간에 약을 챙겨주어

야 한다. 그러기에 친구의 생일 파티 초청에도 응할 수 없고, 매일 쓸쓸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 ‘어린이의 시선으로 보는 세상’은 단편영화에서 종종 만

날 수 있는 테마다. 그 시선엔 항상 어떤 두려움의 감정이 깃들어 있기 마련이다.  

<어느 여름>의 도영도 마찬가지다. 매일 견뎌야 하는 루틴의 지겨움에서 벗어나

고 싶지만, 그런 일탈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일 역시 감당해야 한다. 도영은 자신 

때문에 언니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죄책감으로 괴로워한

다. 아이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미장센에 꼼꼼하게 공을 들인 작품. 아이는 어

떤 사건을 겪고, 그 아픔만큼 성장한다.

One day, Doyoung heard about the story that people might die when they sleep 

with the fan during the night.

414 6.26 17:00 GV

524 6.27 19: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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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경

강릉에서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제작워크
숍을 수료했다. 2019년, 단편 다큐멘터리 
<왈리왈시>를 연출했다.

YOON Huigyeong

Completed the Gangneung 

Documentary and Dramatic Film 

Production Workshop. She directed 

short documentary, WALI-WALSI in 

2019.

부동(不動)
Bu-Dong
Korea | 2021 | 5min | Experimental | color | Ⓖ | World Premiere

시나미문화학교의 ‘강릉채집생활’을 통해 제작된 윤희경 감독의 <부동(不動)>

은 강릉 옥천동에 있는 동부시장을 기록하고 포착한다. 창밖으로 보이는 댄스 교

습소, 낡은 가구들, 수족관의 물고기, 마네킨, 편지함, 스산한 골목 그리고 고양이. 

밤에 촬영된 시장의 이미지는 낯설면서도 신비롭다. 카메라의 움직임을 줄이고 

스틸 사진의 느낌으로 피사체에 접근한다. 장면마다 자신이 포착하는 대상에 대

한 애정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공들여 촬영된 장면들을 섬세한 감각으로 편집했

다. 사운드는 두드러지지 않으면서도 작품의 공기를 생생하게 만들어준다. 제목

처럼 우리 주변에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신선한 접근법

이 돋보이는 작품. 다채로운 요소가 모여 있는 시장이라는 공간의 느낌을 살리면

서도 일관된 톤으로 담아낸 솜씨가 좋다.

“I never thought you would be gone. Assumed you will stay there still after 

I grew so fond of you. Not a single part of you seems intact, and I should 

probably stop being startled by the cracking sound, but on the day you fall, I 

don’t think I can be there with you.”

414 6.26 17:00 GV

524 6.27 19: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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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음악의 만남, 다채로운 장르의 아티스트들이 펼치는 특별한 거리공연
Music meets film in these enchanting street performances by artists of various genres

•	일시 : 6월 24일(금) ~ 6월 27일(월)

•	장소 : 올림픽메달플라자

6/24 금(Fri) 6/25 토(Sat) 6/26 일(Sun) 6/27 월(Mon)

13:00 ~ 14:00

샹송제이
(Chanson J)

“Bonjour, 
Pyeongchang !”

14:00 ~ 15:00

베니앤프렌즈
(BENY & 
FRIENDS)

“클래식의 재해석”
“Reinterpretation 

of Classics”

경난
(Gyeongnan)
“빛나고 따뜻한  
음악”

“Tunes that 
sparkle with 

warmth”

온도
(ONDO)

“완벽의 온도”
“The 

Temperature of 
Perfection”

색소폰 앙상블 키
(Saxophone

Ensemble KEY)
“Classic Concert”

15:00 ~ 16:00

해금그루브
(Haegeum 

Groove)
“해금과 피아노의
매력적 만남”

“Where 
Haegeum meets 

the Piano”

A.S.H
“Jazz groove 
with movie”

백승환
(Beak Seung-

hwan)
“마임의 소리”

“The Sound of 
Miming”

발라듀엣
(BallaDuet)

“감성을 그리다”
“Painting 

emotions”

16:00 ~ 17:00
오호

(Oho)
“Voice and Film”

윤새
(Yunsae)

“Summer Electro 
Pop !”

김나린
(Kim Na-lin)
“Fingerstyle 
performing”

피프 스테이지 & 팔로우P  PIPFF Stage & Follow P

•	일시 : 6월 24일(금) ~ 6월 26일(일) 19:00

•	장소 : 올림픽메달플라자

피스데이 (Peace Day) 로컬데이 (Local Day)

6/24 금(Fri) 6/25 토(Sat) 6/26 일(Sun)

19:00 ~ 19:40
선우정아

(SUNWOOJUNGA)
10CM

조명섭 (JO Myung-sup)
김다현 (KIM Da-hyun)

19:50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Ride Your Wave
(96′)

<코다> CODA
(112′)

•	Date : 6. 24 (Fri) ~ 6. 26 (Sun) 19:00

•	Venue : Olympic Medal Plaza

•	Date : 6. 24 (Fri) ~ 6. 27 (Mon)

•	Venue : Olympic Medal Plaza

피프 스테이지 & 
야외상영
PIPFF Stage 
& Outdoor 
Screening

팔로우P
Follow P

행사 소개
Even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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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 캠핑시네마 Camping Cinema

2022 PIPFF에서 SKT와 함께 즐기는 VR 체험 전시

•	일시 : 6월 23일(목) ~ 6월 28일(화)

•	장소 : 올림픽메달플라자

Experience VR with SK Telecom in 2022 PIPFF

•	Date : 6. 23 (Thu) ~ 6. 28 (Tue)

•	Venue : Olympic Medal Plaza

평창문화도시재단 X PIPFF 야외상영 이벤트

•	일시 : 6월 24일(금) ~ 6월 26일(일)

•	진행 :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기문MC

Foundation for Cultural PyeongChang X PIPFF: Outdoor Screening Event 

•	Date : 6. 24 (Fri) ~ 6. 26 (Sun)

•	Host : CHOI Keemoon, Youtube Creator

6/24 금(Fri) 6/25 토(Sat) 6/26 일(Sun)

장소
Venue

꿈의대화 캠핑장
Ggumeuidaehwa 

Campsite

계방산 오토캠핑장
Gyebangsan Mountain 

Auto Campsite

미탄 어름치마을  
Mitan Eorumchi  

Village

18:00 마술공연 : 마술사 신석근
Magic Performance : SHIN Suckkun, Magician

19:00
음악공연 : 링걸스 (뮤지컬 넘버, 영화 OST 등 크로스오버 공연)

Music Performance : LINGERS (Crossover Performance of Musical Numbers 
and Movie Soundtracks) 

20:00 <코다> CODA
(112′)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Ride Your Wave

(96′)

<코다> CODA
(112′)

* 우천시 순연  /  Events will be postponed in case of rain.

SKT VR X  
PIPFF

캠핑시네마 
Camping  
Cinema

스탬프 투어 / 피프워크  Stamp Tour / PIPFF WALK

2022년 평창국제평화영화제는 대관령 로컬 상점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날로그 스탬프 투어
를 진행 합니다. 주 행사장(올림픽메달플라자)에서 스탬프북을 받고 대관령 곳곳에 있는 맛
집, 피프 로컬 파트너 상점을 방문하여 스탬프 7개를 받아 오시면 선물 교환권을 드립니다.

The 2022 PIPFF has partnered with local stores to organize an “analog” stamp 

tour. Receive a stamp book at the main event venue(Olympic Medal Plaza), visit 

as many stores as you like among the PIPFF Local Partner Shops and restaurants 

around Daegwallyeong and collect at least 7 stamps in your stamp book, which 

can be exchanged for a gift coupon.

2022 피프워크는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함께 준비한 산책 이벤트로 영화제 방문객 및 지역 

주민에게 평창의 청정한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선사합니다. 챌린지를 달
성하신 분께는 프로그램별로 준비된 선물을 드립니다. 

The Public Health Center of Pyeongchang County and PIPFF jointly invite you 

to take on the 2022 PIPFF WALK challenge, a set of special programs designed 

to promote healthy activities among festival-goers and local residents in the 

refreshing nature of Pyeongchang. Participants will be rewarded each time they 

complete a program.

길 따라 걷기
Along the PIPFF PATH 

영화제 주 행사장과 상영관 그리고 로컬 파트너 상점을 감싸는 
강변길 주변에 조성된 ‘피프길’ 따라 걷기
Walk along the PIPFF PATH, created along the main 
event venue, theaters and Local Partner shops along 
the river  

걸음 수 마일리지 
Count your steps

영화제 기간 동안 평창군 내 5만보 걷기
Take 50,000 steps during the festival period in 
Pyeongchang county 

전자 스탬프 투어
E-stamp tour  

평창군 명소를 방문하고 전자 스탬프 받기 
Visit local landmarks and collect e-stamps 

•	모든 프로그램은 걷기 앱 워크온(Walk On)을 통해서 진행 됩니다. 

•	The Walk On application must be downloaded in order to take the challenge.

로컬파트너  
스탬프투어
Stamp Tour 
around Local 
Partner Shops

2022 피프워크 
PIPFF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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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Program / With Cinema

Curating Talk: ‘Boundary and Diaspora’ by IM Noa
•	Date : 6. 25 (Sat) 14:30
•	Venue : Alpensia Concert Hall
•	Moderator : LEE Seungmin (Film Critic)
•	Guest : IM Noa

Im Noa has been extensively exploring the imagery of boundaries using various media such 
as photography, video and installation. Her video essays — The River I Must Cross I, The River 
I Must Cross II, Looking through the Binoculars — will be on view prior to commentary provided 
by the contemporary artist herself on her works.

Watch-and-Talk with Special Guests

✽ No English interpretation provided

Cats’ Apartment

•	Date : 6. 24 (Fri) 16:00
•	Venue : Alpensia Concert Hall
•	Moderator : MIN Yongjun (Journalist)
•	Guest : JEON Jin-kyung, director of 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The origin of this program goes back to last year, when the sound of a stray cat yowling 
inside the wall of the Alpensia Cinema rang an alarm bell to those present. Screening of 
director Jeong Jae-eun’s Cats’ Apartment, a documentary following the efforts to relocate 
stray cats from an abandoned apartment complex, will be followed by a discussion with 
KARA’s director about the cats left to survive on the streets.

Parallel Mothers

•	Date : 6. 25 (Sat) 16:00
•	Venue : Alpensia Auditorium
•	Moderator : KIM Hyung-seok (Programmer)
•	Guest : BECK Una, Una Labo Actorology

Penélope Cruz won the COPPA VOLPI for Best Actress for her role in Pedro Almodóvar’s 
Parallel Mothers at the 78th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Dive into a conversation with 
Beck Una about the cinematic world of the celebrated Spanish director, who has portrayed 
fearless and bold female character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and discuss the daring yet 
sensitive direction and acting discovered throughout his movies.

Happening

•	Date : 6. 26 (Sun) 13:30
•	Venue : Ramada Hotel Grand Ballroom
•	Moderator : CHOI Eunyoung (Programmer)
•	Guest : PARK Sang-young 

Based on Annie Ernaux’s autobiographical novel involving an attempt at abortion, the 
film Happening, directed by Audrey Diwan, won the Golden Lion prize at the 78th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rom a jury chaired by Bong Joon-ho. This talk session invites 
author Park Sang-young, who became the youngest Korean writer to be longlisted in the 
International Booker Prize for his novel Love in the Big City, to discuss literature and film, 
narrative and character, among others.

✽Talk Program and With Cinema will be started after the screening ends.

Talk Program

With Cinema

토크 프로그램 / 위드 시네마

임노아 작가 ‘경계와 디아스포라’ 큐레이팅 토크
•	일시 : 6월 25일(토) 14:30

•	장소 : 알펜시아 콘서트홀
•	모더레이터 : 이승민 영화평론가
•	게스트 : 임노아 작가
사진, 영상, 설치 등 장르를 넘나들며 경계의 이미지를 탐색해온 임노아 작가의 비디오 에세이 <내가 
건너야 할 강 I>, <내가 건너야 할 강 II>, <전망대 너머>를 관람 후 작가의 해설이 이어진다. 분단의 
역사를 조망하는 현대작가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어본다.

게스트와 관객이 함께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시간

<고양이들의 아파트>

•	일시 : 6월 24일(금) 16:00

•	장소 : 알펜시아 콘서트홀
•	모더레이터 : 민용준 저널리스트
•	게스트 :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작년, 알펜시아 상영관 벽 속 유기묘로 추정되는 고양이 울음소리에서 빚어진 문제의식으로 마련된 
프로그램. 재건축 단지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들의 이주 프로젝트를 다룬 정재은 감독의 다큐멘터리 
<고양이들의 아파트>를 함께 감상하고,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와 길 위에 남겨진 고양이들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다.

<패러렐 마더스>

일시 : 6월 25일(토) 16:00

장소 : 알펜시아 오디토리움
모더레이터 : 김형석 프로그래머
게스트 : 백은하 배우연구소장
스페인의 거장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패러렐 마더스>는 78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페넬로페 크루즈
에게 볼피컵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이다. 여성주의 시각을 견지하며 과감하고 도전적인 여성 캐릭터
들을 묘사해 온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작품 세계와, 영화 속에 드러난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여성 캐릭터
의 연출과 연기에 대해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와 함께 밀도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레벤느망>

일시 : 6월 26일(일) 13:30

장소 : 라마다호텔 그랜드볼룸
모더레이터 : 최은영 프로그래머
게스트 : 박상영 작가
봉준호 감독이 심사위원장으로 참여했던 78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오드리 
디완 감독의 <레벤느망>은 대학 시절 자신의 낙태 경험을 다룬 아니 에르노의 자전적 소설 『사건』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한국 작가로는 최연소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1차후보에 오른 박상영 작가와 함께 문학과 영화, 서사와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토크 프로그램

✽토크 프로그램, 위드 시네마는 해당 영화 상영이 종료된 후 진행됩니다.

위드 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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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영화 네트워크 활성화 포럼: 지역영화의 발전 방안

2022 Forum - Stimulating Networks for the Local Cinema: 
Development of the Local Cinema

제1회 지역영화 네트워크 명랑운동회  

The 1st Local Filmmakers Networking Field Day

전국 지역 독립영화인의 네트워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영화제작 환경에서 겪는 어려
움을 유쾌하게 극복해보고자 평창에서 운동회를 개최한다. 지역영화인들의 체력증진과 

지속적인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첫 시도이다. 우승팀에는 상금으로 제작지원금을 수상
한다.

•	주관 및 주최 :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강원독립영화협회, 강원영상위원회
•	일시 : 6월 27일(월) 13:00 ~ 17:30

•	장소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기념관 내 운동장
•	참가지역 : 강원, 대구, 전북, 인천, 부산, 광주, 제주, 대전
•	협찬 : KT&G 전북본부
•	시상 : 상장, 상금 

 1등 HEIM 후원 5백만 원  

 2등 협동조합 컨티뉴이티 후원 3백만 원  

 3등 전북독립영화협회 후원 2백만 원

PIPFF is organizing its first “field day” to build a network of indie filmmakers 

based in non-metropolitan areas nationwide. The event aims not only to 

promote healthy activities among local filmmakers but also to help them 

exchange positive energy and overcome a lack of local resources together. 

Winning teams will take home cash prizes to fund their projects.

•	Host : PyeongChang International Peace Film Festival,  
 The Association of Gangwon Independent Film,  
 Gangwon Film Commission

•	Date : 6. 27 (Mon) 13:00 ~ 17:30

•	Venue : Field in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Memorial Hall

•	Participated from : Gangwon, Daegu, Jeonbuk, Incheon, Busan, Gwangju,  
   Jeju, Daejeon

•	Supporter : KT&G Jeonbuk Head Office

•	Award : Certificate of Award, Cash Prize 

1st grade 5 million KRW sponsored by HEIM 

2nd grade 3 million KRW sponsored by Cooperative Continuity 

3rd grade 2 million KRW sponsored by Jeonbuk Independent Film Association

영화진흥위원회 ‘2022 지역영화네트워크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강원·지역영화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포럼이 강원영상위원회의 주관 하에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기간동안 개최된다.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지
역영화 발전에 대한 논의에 앞서 조금은 추상적이었던 ‘지역영화’의 구체적 의미와 범위를 정의하고, ‘지역영화’의 가
치와 중요도를 이야기하면서 지역영화의 가치 확산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
지, 강원 지역 영화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	일시 : 6월 26일(일) 13:00 ~ 14:20

•	장소 :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기념관 4층 세미나실
•	사회 : 김성태 (강원영상위원회 사무국장)

•	패널 : 박성식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권현준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사무국장),  
 유형민 (강원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박주환 (강원독립영화협회 대표),  
 김슬기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사무국장)

In this workshop organized jointly by Gangwon Film Commission, Association of Gangwon Independent 

Film and PIPFF, participants will exchange ideas on the topic of “Stimulating Networks for the Local 

Cinema.” The discussion will cover a range of items, from the definition and significance of local 

cinema to measures to reinvigorate relevant networks.

•	Date : 6. 26 (Sun) 13:00 ~ 14:20

•	Venue :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Winter Games  
 Memorial Hall 4F, Seminar Room

•	Host : KIM Sungtai (General Manager, Gangwon Film Commission)

•	Panel : PARK Sungsik (Professor, Dept. of Cultural Content at Yong In University),  
 KWON Hyunjun (General Manager, Daegu Media Center),  
 YOO Hyeongmin (General Manager, The Association of Gangwon Independent Film),  
 PARK Juhwan (Director, The Association of Gangwon Independent Film),  
 KIM Seulgi (General Manager, Gangneung Shinyoung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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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Sta�

사무국 O�ce

부집행위원장/프로그래머 김형석 Vice Director KIM Hyung-seok

프로그래머 최은영 Programmer CHOI Eunyoung

프로그램팀 Program Team

프로그램팀장 함유선 Program Manager HAHM Yoosun

한국영화 이소영 Program Coordinator LEE Soyeong

해외영화 박소민 Program Coordinator PARK Somin

프로그램이벤트 김유선 Program Event KIM Youseon

출판 오유리 Publication Manager OU Yuri

상영본 차윤지 Technical Manager CHA Yoonji

기획팀 Planning Team

기획팀장 김화섭 Planning Manager KIM Whaseop

로케이션 천영술 Location Manager CHEON Youngsool

숙박 장민 Hospitality Manager JANG Min

운영팀 Event Team

운영팀장 이혜림 TL LEE Hyerim

운영지원 김솔림 O&S PM KIM Sol-lim

공간조성 주리경 Venue PM JU Rikyung

개폐막 한유진 Opening/Closing Ceremony PM HAN Yu-jin

관객이벤트 양희주 Expro PM YANG Heuijoo

초청배지 권솔비 Invitation PM KWON Solbi

홍보팀 Publicity Team

홍보팀장 고정 Publicity Manager KO Jung

홈페이지 태은솔 IT Manager TAE Eunsol

온라인홍보 이상림 Online PR LEE Sanglim

언론홍보 한혜진 Media Manager HAN Hyejin

마케팅팀 Marketing Team

마케팅팀장 박선정 Marketing Manager PARK Sunjeong

후원 이원민 Sponsorship Manager LEE Wonmin

MD서비스 이지우 MD Service Manager LEE Jiwoo

티켓 이진솔 Ticket PM LEE Jinsol

콘텐츠사업팀 Contents Business Team

콘텐츠사업팀장 김지영 Contents Business PD KIM Jiyoung

피칭프로젝트 안희수 Market Coordinator AHN Heesu

경영지원팀 Management Team

경영지원팀장 이순영 Management LEE Soonyoung

회계 권성현 Account Manager KWON Seonghyeon

조직구성  
Organization

조직위원회 Organization

명예이사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An Honorary Chairman CHOI Moon-soon
이사장 문성근 영화배우/평창국제평화영화제 이사장 Chairman MOON Sungkeun
집행위원장 방은진 영화감독/평창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PANG Eunjin
부집행위원장 김형석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부집행위원장 Vice Director KIM Hyung-seok
이사 안정숙 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Director AHN Jung-sook
이사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Director CHAI Yoonhee
이사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Director LEE Joondong
이사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Director JUNG Sangjin
이사 오제환 전 강원도 평화협력관 Director OH Jehwan
이사 정지영 영화감독/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조직위원장 Director JUNG Jiyoung
이사 안성기 영화배우 Director AHN Sung-ki
이사 이헌수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 Director LEE Hunsoo
이사 김종욱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Director KIM Jongwook
조직위원 김용화 영화감독/덱스터픽쳐스 대표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KIM Yonghwa
조직위원 최민희 정치인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CHOI Minhee
조직위원 이순원 소설가/김유정문학촌 촌장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LEE Soonwon
조직위원 김한근 강릉시장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KIM Han-geun
조직위원 한왕기 평창군수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HAN Wang-ki
조직위원 조창진 강원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G1방송 대표이사 회장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CHO Changjin
조직위원 최윤 브이알이지 크리에이티브 부사장/유비콘텐츠 대표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CHOI Yoon
감사 권재철 권재철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Auditor KWON Jaecheol
감사 양규응 법무법인 봄 변호사 Auditor YANG Kyu-eung

자문위원단 Consultant

고문 임권택 영화감독 Adviser IM Kwon-taek
자문위원장 김동호 강릉국제영화제 이사장 Advisory Chairman KIM Dongho
자문위원 이두용 영화감독 Consultant LEE Doo-yong
자문위원 이장호 영화감독/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 Consultant LEE Jang-ho
자문위원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장 Consultant YOO Sichoon
자문위원 김도영 평창문화도시재단 이사장 Consultant KIM Doyoung
자문위원 이상기 언론인/아시아N대표 Consultant LEE Sang-ki
자문위원 이규연 JTBC 공동대표 Consultant LEE Kyu-yeon
자문위원 김현경 MBC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Consultant KIM Hyunkyung
자문위원 이향진 일본 릿쿄대학 교수 Consultant LEE Hyangjin
자문위원 전영선 건국대학교 교수 Consultant JEON Youngsun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장 방은진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PANG Eunjin
부집행위원장 김형석 평창국제평화영화제 부집행위원장 Vice Director KIM Hyung-seok
집행위원 이준익 영화감독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LEE Joon-ik
집행위원 변영주 영화감독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BYUN Young-joo
집행위원 조창호 영화감독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CHO Chang-ho
집행위원 박광수 전 정동진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PARK Kwang-Su
집행위원 김성태 강원영상위원회 사무국장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KIM Sungtai
집행위원 이진훈 이스트드림시노펙스 대표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LEE Jinhoon
집행위원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PGK) 대표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CHOI Jeonghwa
집행위원 김혜준 전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장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KIM Hyejoon
집행위원 김중기 영화배우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KIM Joong-ki
집행위원 권해효 영화배우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KWON Haehyo
집행위원 추상미 영화감독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CHOO Sangmee
집행위원 최은영 평창국제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 A Member of the Executive Committee CHOI Eu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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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다리 횡계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2길 7-7 033-335-1989

편배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62-3 033-333-3866

황병산 토종닭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길 250-12 033-332-5989

황태덕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21 033-335-5942

황태회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19 033-335-5795

Cafe 7Hundred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강변길 93 033-333-5236

나무이야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30 033-335-5364

수미카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24 010-4345-3398

이디야커피 & 대관령 5일장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11 033-335-0002

제이브레드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2길 18 1층 033-330-8800

카페 15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15 (2층) 033-336-7935

카페 2018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33 0506-656-0912

눈꽃꽈배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310-23 010-6347-7333

루&루 베이커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3 033-336-0045

바우파머스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94 0507-1402-7616

용평와인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12 033-334-9463

대우식육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19 033-335-5589

로컬 파트너  
Local Partner

가시머리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69 033-335-5818

강촌갈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2길 9 033-336-7489

개성집 대관령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23 033-335-1222

고향이야기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9 033-335-5430

그집앞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96 033-332-1400

남경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마루길 347 033-335-5891

납작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35 033-335-5477

노다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153 033-335-4448

대관령 족발과 참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2길 34 033-336-5422

대관령할매감자탕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39 033-336-2223

도암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03 033-336-5814

방림 메밀막국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13 033-335-1150

봉평 메밀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4 033-332-5599

부산식육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08 033-335-5415

사리마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3길 17 0507-1327-3281

삼백식당 대관령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24 033-335-5248

솔봉갈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96 033-334-6800

시래기밥상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13 033-335-5895

오대산식당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39 033-335-6203

용산골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96 033-333-3392

용평 한우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2길 2 033-335-6577

자작나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8 033-335-2575

전설의 치킨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눈마을길 39 (2층) 033-335-5842

주문진실비생선구이 3호점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151 033-335-5388

청기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96 033-336-5295

축협대관령한우타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38 033-332-0001

큰우리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대관령로 192 033-336-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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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크어스 딩고 김희수, 허유정
메타플레이 황혜림
무대감독 원혁상, 박민한
문화체육관광부 이소진
미스틱스토리 홍성태
미탄면사무소 김두기
방굿즈 방미라, 박명수
밭 주식회사 이운지
백은하 배우연구소 백은하
베리로컬 최정혜, 강승용
부산국제영화제 이승수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선영
블루드래곤 엔터테인먼트 최현욱
빛나는 날들 주상권, 정태진, 최지완, 임희선
(사)두메길 최원일
사랑담아 강태경, 이금희
삼양목장 김성민, 김민정, 고유진
서린컴퍼니(라운드랩) 송한울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최지영
서울독립영화제 박수연 

서울아트시네마 김성욱 

센트럴파크 홍성윤 

솔트엔터테인먼트 최익수, 김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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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imori-Shion
BB
Coco
Esther
EUNDO
Karen KIM
Keaton
KEI
Kinedp
KOGURE YUKIKO
NOMEA
stranger
TomatoG.
XNX
Yujin Sung
YW
zero yujin
강기연
강윤주
강주현
강지민
강지수
갬조이
고래 
고애정
고재호
공나영
곽은비
곽철호
구름다리
구자건
권오윤
권이소
권창호
근대
기소니
김나영
김동원
김두호
김둥글
김성원
김셀모
김시우
김애용

김정범
김정희
김주리
김주아
김주한
김지섭
김지현
김진표
김진희
김찬우
김챠코
김초롱
김태희
김해환
김혜성
김혜원
나정심
나현선
난초
남선자
다나
덕구
도윤아빠
도윤엄마
들꽃
딜레이박
뚜딘B
러브앤피스
레이킴
롱타임효씨
루몽
류지수
류지윤
류지혜
류혜주
름모
마나파이
마인후
모수
몽뭉이
무명극장_수풀림
무명극장_아슬라
무순
미니미의 소울 메이트
미니에오
미오기
민경길
민원홍

밍아리
박도연
박민규
박민설
박민영
박백아
박봉실
박선애
박성연
박성호
박세라
박소리
박순현
박영선
박제민
박지혜
박지환
박진설
박진영
박현애
박현정
반다비♡비온다
방영심
배주연
백송희
백승혜
백지연
범이곰이
부또
부소연
북극젤리곰
블범똬!
뽀영
상미바라기현곤이
서지혜(specop)
서효림
설정혜
소야니
소윤영
솔마
송시윤
송혜련
송호선 
수호랑반다비
숙구류바
슈우깡
스량
신나는

심옥균
아리
안상미쨩♡
양금모 
양환욱
양희웅 
양희주
영다사
영슥이
영화제를 다니는 사람들
오나두
오보람
오태림
옥언니(김연옥)
왕인애
요진
용추서
우종선
우현
원상희
원정연
유혜영
유희수
윤다인
윤트리버
으나맨
은장이v
이경아
이경연
이선우
이성원
이수연(suhot4)
이승현
이승훈
이신비
이아리
이연주
이예다운
이유선
이윤지
이은형
이인주
이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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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이현정
이혜진
이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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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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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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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우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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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래
조아용
조윤영
조종국
지화자
짱식이
쭈봉맘
차선진
차세현
참이슬세상
채민아
초이
최시은
최연선(강아지:토리)
치봉이아빠
치봉이엄마
코가의 주인님 난걸쨩♡
태순만
평범이귀여워요
평범이하고싶은거다해 
사랑해
평범한 개구리
프팀장함유선
핑핑이
하은서
한다희
한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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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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