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협찬

BISFF 2017 Partners

Contributors

Festival Sponsors

Festival Partners

Forum Partners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005

목차

Contents

8
14
20
22
24
25
26
27
28
35
39
43

아름다운 삶의 순간에
‘더 가까이’,
단편영화로

‘더 가까이’만나는

into the beauty of
moments in our lives,

‛Up close’

into the pleasure of

short films.

KIM Hyungwook | Hello Stranger

GREETINGS

상영일정표
티켓 안내

SCREENING SCHEDULE

TICKET INFORMATION

행사장 안내
조직위원회

lNFORMATION FOR FESTIVAL VENUE
ORGANIZING COMMITTEE

집행위원회 & 영화제 스태프
자원봉사자

VOLUNTEERS

포스터 & 트레일러

POSTER & TRAILER

시상내역 & 심사위원
프로그램 소개

AWARDS & JURIES

BISFF 2017 INTRODUCTION

개막작 & 폐막작
경쟁부문

EXECUTIVE COMMITTEE & FESTIVAL OFFICE

OPENING & CLOSING FILMS

COMPETITION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82

주빈국 프로그램

GUEST COUNTRY PROGRAM

주빈국 프로그램 캐나다 Guest Country Canada
프리퀄 오브 뉴질랜드 Prequel of New Zealand

111

월드 쇼츠

WORLD SHORTS

프리즘 Prism
아시아 단편 Landscape of Asian Shorts
커튼콜 Curtain Call
웁살라에서 온 짧은 편지 Short Letter from Uppsala

아름다운 순간.

‛Up close’

인사말

147
159

패밀리 단편 SHORTS FOR FAMILY
특별상영

SPECIAL SCREENING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Moonlight Cinema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167
174
180
181

2017 부산국제트랜스미디어포럼

BITFORUM 2017

색인 INDEX
관객리뷰단 | 관객심사단 AUDIENCE REVIEW GROUP | AUDIENCE JURY GROUP
도움주신 분

ACKNOWLEDGEMENTS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007

인사말

Greetings

조직위원장 / 부산광역시장

집행위원장

서병수

차민철

Festival Chairman / Mayor of Busan Metropolitan City

Festival Director

Suh Byungsoo

Cha Minchol

4월의 끝자락, 따뜻한 햇살과 함께 만개한 봄꽃이 만드는 장관

Congratulations to you all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Busan on the opening

속에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에서 펼쳐지는 단편영화의

of the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BISFF).

향연,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온
부산시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A wide range of short films will be featured in Busan, the UNESCO Creative
City of Film, during the warmer sunny spring days, full of blooming April

아시아 단편영화의 허브,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짧은 러닝타임

flowers.

안에 기발한 상상력과 미학적 개성을 담은 단편영화만의 매력
을 통해 국내외 많은 영화인들에게 젊고 발랄한 영감과 창작 동

Short films are able to capture the unique imagination and aesthetic

기를 부여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폭넓고 다양한 관객층

characteristics of filmmakers in such a limited amount of time. The uniqueness

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대거 마련되어

of short films at the BISFF, a hub for Asian Short Film, has inspired and

참 기대가 큽니다.

motivated film lovers from home and abroad. This year will be even more
successful as the festival has new programs to attract audiences from all walks

앞으로 엿새간 126개국 4,733편의 출품작 중 치열한 경쟁을

of life.

뚫고 엄선된 57편의 경쟁작과 초청작 등 총 43개국 161편의
영화가 상영 될 것입니다.

In total, 161 films from 43 countries will be screened during the coming
six days, 57 of which were selected after a fierce competition among 4,733

아름다운 봄날, 압축적이고도 강렬한 여백의 미학이 있는

entries from 126 countries, while the rest were carefully chosen and invited to

단편영화의 매력을 더 가까이,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participate.

감사합니다.

I hope you will fully enjoy the powerful aesthetics of meaning found in the
empty space and silence of the short films during these beautiful spring days.
Thank you very much.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서른 네 번째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BISFF) is at its thirty-fourth step.

단편영화의 미학적 가치와 전세계 단편영화의 미학적 흐름을
발견하고 공유하며 영화를 매개로 세상과 삶에 관한 고민과 성
찰을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화제의 존재 이유일 것입니
다. 이를 위해 우리 영화제는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The raison d'être of our festival is to discover & re-evaluate the aesthetic value
& perspectives of short films from around the world and to also share the
reflections on the world & life through film. To this end, the BISFF has prepared
various programs and events every year.

올해에는 단편영화의 매력을 보다 많은 분들과 ‘더 가까이’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국내외 우수 단편영화들이 경합하는 ‘경쟁부
문’, 2017년 주빈국 캐나다와 내년 주빈국 뉴질랜드의 다양한
‘주빈국 프로그램’, 해외 우수 단편영화 초청작들을 만날 수 있
는 ‘월드 쇼츠’, 가족을 위한 ‘패밀리 단편’ 등 다양한 영화 프로
그램을 비롯해, 부산지역 단편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프로그램
‘오퍼레이션 키노’, ‘BISFF 아시아 단편영화 오픈 토크’, ‘2017
부산국제트랜스미디어포럼’, ‘VR·인터랙티브 미디어 특별전
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힘입어 의
미 있는 영화제로 성장해왔습니다. 우선, 지난해 작고하신 故나
소원 前상임위원장님, 故홍영철 前조직위원님, 故강일도 前집
행위원장님께 애도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히, 지난 5년
간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주신 양영철 전
임 집행위원장님께 깊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고
견을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도 영화제
준비에 밤낮없이 고생한 모든 스태프들과 물심양면으로 영화제
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화창한 봄날,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에서 열리는 아름다
운 영화 축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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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year the BISFF wants to share the attraction of short films with more
people in ‘UP CLOSE’. You could see a variety of programs such as the
‘Competition Section’, the ‘Guest Country Canada’, ‘Prequel of New Zealand’,
the ‘World Shorts’, and the ‘Shorts for Family’, as well as the ‘Operation Kino’
(documentary film production support program), the ‘BISFF Asian Shorts
Open Talk’, the ‘Busan International Transmedia Forum 2017 (BITFORUM 2017)’,
the New Media (VR & Interactive Documentary) Exhibition, etc.
The BISFF has grown into a meaningful film festival thanks to the efforts
& enthusiasm of many people. First,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condolences & gratitude to those who have passed away last year, Mrs. Na
Sowon (former BISFF Chief Executive Director), Mr. Hong Youngchul (former
BISFF Organizing Committee Member), and Mr. Kang Yildo (former BISFF
Festival Director). In particular, I am deeply grateful for Mr. Yang Youngchul,
former BISFF Festival Director, for his great contribution for the past 5 years
towards the development of the BISFF, and I am looking forward to his
continued support.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staff members who
have worked enthusiastically for the preparation of the BISFF 2017 and to
everyone who has supported the BISFF.
I would like to invite all of you to the BISFF 2017, a beautiful film festival held
in Busan, the UNESCO Creative City of Film, during the wonderful spring
season. Thank you.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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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FF 제34회
2017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단편영화 100% 즐기기 How to enjoy 100% of the Short Films

‛더 가까이’ 단편영화를 관객 속으로
장편영화와는 다른 단편영화만의 관람팁을 알려드립니다.
‘UP CLOSE’ Short Films into the Audience
Here are some tips for enjoying short films

1.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판매되는 관람티켓은 단편영화 한 편

1. A program ticket at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s

의 관람티켓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패밀리 단편 어린이’의 티

not only for one short film. For example, a ticket for ‘Shorts-Kids’

켓을 구매할 경우, <스프링 잼>, <늑대와 야생딸기>, <인디언

is for all 5 films including, Spring Jam, Moroshka, Bows and Arrows,

놀이>, <날고 싶어요>, <바람이라 불리는 강아지>까지 5편의

Miriam’s Hen’s Dream and My Dog's Name is Wind. If you want to

단편영화 모두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스프링 잼>을 관

watch Spring Jam, please purchase the ticket for ‘Shorts-Kids’ .

람하고 싶으시다면 ‘패밀리 단편 어린이’ 프로그램의 티켓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2. Running time for one program is approximately 1 hour to 1 hour

2. 한 프로그램의 러닝타임은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입니다.

30 minutes. One program consists of 3~6 films, depending on the

하나의 프로그램은 단편영화의 러닝타임에 따라 3~6편으로

the movies at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the light will

구성됩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한 편의 영화가 주는 여운

be turned on for a moment after each film is shown and then will

을 즐기기 위하여, 단편영화 한 편이 끝날 때마다 잠시 장내 불

be turned off at the begining of the next film.

이 켜진 후 다시 불이 꺼지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3. 한 프로그램 안에 여러 편의 단편영화가 모두 관람 등급이 다
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관람 등급은 구성 단편영화 중 가
장 높은 연령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즐거운 영화 관람을 위해
관람등급 엄수 부탁드립니다.

4. 부산국제단편영화제만의 특별한 ‘프로그램 가이드’(PG)는 영

running time of the short films. In order to enjoy the aftertaste of

3. The short films program may have a different age rating. The rating
of the program is determined by the highest rating of the short
film. Please make sure to check the rate.

4.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s special ‘Program Guide’
(PG) is a brief session to explain the film before the screening. It is
a great opportunity for the directors or programmers to help the

화 상영 전에 진행되는 영화 설명 시간입니다. 감독 또는 프로

audience to understand the film through explaining intentions

그래머가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영화 속 배경 등에 대한 설명

and background of the film.

을 통해 영화의 이해를 돕는 유익한 시간입니다.

5. ‘관객과의 대화’(GV)는 영화에 참여한 감독, 배우와 함께 영화

5. ‘Guest Visit’ (GV) is a Question & Answer session about the film

with the directors and actors who participated in the film. It will

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각 단편 영화가 상영 된 후

start after the screening of each film. Please do not miss the Q&A

바로 진행됩니다. ‘관객과의 대화’ 후 바로 다음 영화가 상영되

session, as the next film will start after the ‘Guest Visit’ (GV).

니, 질문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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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

일정표 보는 법 How To Read

프로그램 색상 Program Colors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커튼콜

국문섹션명 Korean Section Title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Curtain Call

영문섹션명 English Section Title

•주빈국 프로그램 캐나다 Guest Country Canada

페이지 Page

•프리퀄 오브 뉴질랜드 Prequel of New Zealand

등급 Rating

•프리즘 Prism

PG

GV 85' 15 P.129

러닝타임 Running Time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영화상영 전 프로그램 해설 Program Guide

•아시아 단편 Landscape of Asian Shorts
•커튼콜 Curtain Call
•웁살라에서 온 짧은 편지 Short Letter from Uppsala
•패밀리 단편 Shorts for Family

25

하늘연극장
Haneulyeon Theatre

(Tue)

19:00

26

(Wed)

10:00

개막식
Opening Ceremony

개막공연 Opening Performance
La Paix des Braves

G

전체관람가 General

중극장

소극장

시네마테크

시청자미디어센터

옥상달빛극장 / 프로그램 이벤트

Cinema II

Cinematheque

Community Media Center

Moonlight Cinema / Program Event

패밀리 단편 어린이
Shorts-Kids

국제경쟁 7
International Competition 7

GV 38' G P.149

75' 15 P. 60

12세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별도 표기(No English Sub)가 없는 한 모든 상영작에는 다음과 같이

15세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자막이 제공됩니다.

19

청소년 관람불가 Under 19 not admitted

•영어대사 : 한글자막 제공
•한국어대사 : 영어자막 제공

•중극장 Cinema I

Unless stated otherwise (No English Sub), all films will have:

•소극장 Cinema II

•Korean subtitles for English language

•시네마테크 Cinematheque

•English subtitles for Korean language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Korean & English subtitles for other languages

•옥상달빛극장 Moonlight Cinema
본 카탈로그는 4월 4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4월 4일 이후 변동사항

•BISFF 토크: 듀엣 BISFF Talk: Duet
•BISFF 아시아 단편 오픈 토크 BISFF Asian Shorts Film Open Talk
•2017 부산국제트랜스미디어포럼
Busan International Transmedia Forum (BITFORUM) 2017
* BISFF Talk는 영화상영과 토크가 함께 진행됩니다.
* BISFF Talk includes the screening and the talk.			

80' 15 P. 50

12:30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특별전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Special
GV

79' 12 P. 95
프리퀄 오브 뉴질랜드
Prequel of New Zealand

13:00

PG 73' 12 P.105

15:00

국제경쟁 8
International Competition 8
78' 15 P. 62

한국경쟁 3
Korean Competition 3

66' G P.164

BISFF 토크: 듀엣
BlSFF Talk: Duet
120' 12 P.108

17:30

14:00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2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2

72' 19 P. 73

15:30
국제경쟁 5
International Competition 5
78' 15 P. 56

GV

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웹사이트(www.bisff.org)를 통해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관객과의 대화는 사전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제경쟁 6
International Competition 6
74' 15 P. 58

•기타언어대사 : 한글자막과 영어자막 동시제공

•하늘연극장 Haneulyeon Theatre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s

109' G P.164
국제경쟁 2
International Competition 2

10:30

12

상영관 Theaters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1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1

대사 / 자막 Dialogue / Subtitle

15

쿠바를 위한 노래 Song for Cuba
커브 Curve
당신의 창문에 비친 세상 The World in Your Window

Cinema I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등급 Ratings

개막작 Opening Films
85' 15 P. 41

한국경쟁 5
Korean Competition 5

16:00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3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3
GV 81' G P.164

72' 12 P. 76
캐나다 원주민 특별전
Canada First Nations

18:00

71' 12 P. 89

The Ticket Catalogue was published on April 4th. Please check out
BISFF website (www.bisff.org) periodically for changes after April 4th.

20:00

커튼콜 2
Curtain Call 2
79' 15 P.139

Guest Visit is subjected to change without previous notice.

20:30

한국경쟁 2
Korean Competition 2
71' 15 P. 71
프리즘2
Prism 2
99' 15 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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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10:00

Screening Schedule

중극장

소극장

시네마테크

시청자미디어센터

옥상달빛극장 / 프로그램 이벤트

Cinema I

Cinema II

Cinematheque

Community Media Center

Moonlight Cinema / Program Event

패밀리 단편 어린이
Shorts-Kids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1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1

패밀리 단편 청소년
Shorts-Youth

GV 38' G P.149

GV 71' G P.152

중극장

소극장

시네마테크

시청자미디어센터

옥상달빛극장 / 프로그램 이벤트

(Fri)

Cinema I

Cinema II

Cinematheque

Community Media Center

Moonlight Cinema / Program Event

10:00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특별전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Special

109' G P.164

프리즘 2
Prism 2
99' 15 P.116

79' 12 P. 95

웁살라에서 온 짧은 편지
Short Letter from Uppsala

10:30

28

프리퀄 오브 뉴질랜드
Prequel of New Zealand

10:30

73' 12 P.105

99' 15 P.143

12:30

국제경쟁 9
International Competition 9

한국경쟁 1
Korean Competition 1

12:30

71' 15 P. 70

76' 15 P. 64

13:00

66' G P.154

15:00

한국경쟁 4
Korean Competition 4

76' 15 P. 48

81' G P.164

프리즘 3
Prism 3
78' 15 P.120

17:30

국제경쟁 3
International Competition 3
GV

커튼콜 2
Curtain Call 2

79' 12 P. 52

16:00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2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2

BISFF 아시아 단편영화
오픈 토크
BISFF Asian Shorts Film
Open Talk
센텀벤처타운 5층 세미나실
5th Floor, Seminar Room,
Centum Venture Town

P.132

GV

15:00

GV 71' 15 P. 7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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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 74' 15 P. 54

아시아 단편 3
Landscape of Asian Shorts 3

15:30

센텀벤처타운 5층 세미나실
5th Floor, Seminar Room,
Centum Venture Town

GV 98' 19 P.130

17:30

한국경쟁 5
Korean Competition 5

국제경쟁 7
International Competition 7

P.170

GV 75' 15 P. 60

아시아 단편 1
Landscape of Asian Shorts 1

79' 12 P. 85

19:30
옥상달빛극장 1
Moonlight Cinema 1

GV 92' 12 P.125

20:00

한국경쟁 3
Korean Competition 3
GV 72' 19 P. 73

72' 15 P. 78
프리즘 1
Prism 1

20:30

13:30-17:10

국제경쟁 4
International Competition 4

18:00

한국경쟁 6
Korean Competition 6

74' 15 P. 58

한국경쟁 2
Korean Competition 2

GV 72' 12 P. 76

캐나다 파노라마
Canadian Panorama
국제경쟁 6
International Competition 6

패밀리 단편 가족 2
Shorts-Family 2
GV 81' G P.156

79' 15 P.139

GV

GV 76' 15 P. 48

13:00

14:00-17:00

GV 66' G P.164

18:00

20:00

14:00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3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3

72' 19 P. 75

15:30

국제경쟁 1
International Competition 1

73' 15 P.137
패밀리 단편 가족 1
Shorts-Family 1

국제경쟁 1
International Competition 1

커튼콜 1
Curtain Call 1

아시아 단편 2
Landscape of Asian Shorts 2

106' G P.162

GV 88' 15 P.128

프리즘1
Prism 1

20:30

천마산 에코하우스, 이바구 캠프
Cheonmasan Echo House
Ibagu Camp

79' 15 P.114

GV 79' 15 P.114
국제경쟁 1 International Competition 1

국제경쟁 3 International Competition 3

국제경쟁 5 International Competition 5

국제경쟁 7 International Competition 7

국제경쟁 9 International Competition 9

한국경쟁 1 Korean Competition 1

한국경쟁 3 Korean Competition 3

한국경쟁 5 Korean Competition 5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1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1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2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2

아니 Arnie
시간이 빠르게 흘러갈 때
When Time Moves Faster
이바노비치 lvanytch
어느 날 스웨덴 해변에서
Fight on a Swedish Beach
부케 The Bouquet

광부들 Raw Material
낙타의 말 Words of Caramel
페페 림베 Fefe Limbe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What Tears Us Apart

어쨌든 집으로 Anyway Home
사물들의 밤 The Night of All Things
한밤의 드라마 Late Night Drama
티벳 여인 The Tibetan Girl

칠면조 Celebration
올가 Olga
사라진 머리 The Head Vanishes
영혼들 32 Souls

아직은 Not Yet
승천 Ascension
매혹적인 그녀 Beautiful Figure
크롭츠담의 인사
Greetings from Kropsdam

개들의 침묵 The Silence of the Dogs
역귀 The Ghost
김수영, 불온한 시절
Kim Soo-young, the Period of Turbulence

공채사원 The Regular Hire
늙은 세탁기 The Aged Washer
보호자 Helper

미씽 Missing
아버지의 방 My Father's Room
나만 없는 집 Home without Me

한국경쟁 4 Korean Competition 4

한국경쟁 6 Korean Competition 6

국제경쟁 6 International Competition 6

국제경쟁 8 International Competition 8

한국경쟁 2 Korean Competition 2

행복을 찾아서 Days of Wholesome Joy
벽 Wall
건너편에서 Across the Street
숲 Forestry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 Line
심심 The Realm of Deepest Knowing
곰국 Atonement
앰부배깅 Ambubagging

미망인 The Widow
문신 Ask for God?
능력소녀 Superpower Girl
홍어 Hongeo

뻐드렁니 Charlie's Buck Teeth
난 여기 살지 않아 I'm Not from Here
왈리족 거만한 사위 이야기
The Warlis, an Indian Tribe - The Tale of the Arrogant
Warli Who was Pretending Not to like Honey
촉법소년 Juvenile Crime Law

침묵을 향하여 To the Silence
인형의 눈 A Doll's Eyes
구급차 Ambulance
우리 사이에 Between Us

목련에 대하여 About Magnolia
성재씨 Mr. Seong Jae
나가요 : ながよ Nagayo

스프링 잼 Spring Jam
늑대와 야생딸기 Moroshka
인디언 놀이 Bows and Arrows
날고 싶어요 Miriam's Hen's Dream
바람이라 불리는 강아지
My Dog's Name is Wind
토요 극장 Samedi Cinema
합창 Sing
오해 The Weeping Bird
코인 보이 Coin Boy

국제경쟁 2 International Competition 2
10미터 타워 Ten Meter Tower
룬트의 헬가 Helga is in Lund
은닉자의 노래 High Cities of Bone
클랜 C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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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 4 International Competition 4
이륙 전 Before the Flight
무단침입 Trespass
어둠 속의 양탄자 Lurking in the Shadows
꽃과 벽 Flowers in the Wall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3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3
달려라 하루
The Shining Star of Losers Everywhere
백 번째 생일 100th Birthday Wish
빅붐 Big Booom
아무도 살지 않는 집 The Empty Home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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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

Screening Schedule

중극장

소극장

시네마테크

시청자미디어센터

옥상달빛극장 / 프로그램 이벤트

Cinema I

Cinema II

Cinematheque

Community Media Center

Moonlight Cinema / Program Event

패밀리 단편 가족 2
Shorts-Family 2

10:00

30

(Sun)

10:00

10:30

시네마테크

시청자미디어센터

옥상달빛극장 / 프로그램 이벤트

Cinematheque

Community Media Center

Moonlight Cinema / Program Event

캐나다 파노라마
Canadian Panorama
79' 12 P. 85

79' 12 P. 52
프리즘 3
Prism 3

아시아 단편 3
Landscape of Asian Shorts 3

10:30
78' 15 P.120

120' 15 P.160

98' 19 P.130

국제경쟁 2
International Competition 2

12:30

소극장
Cinema II

국제경쟁 3
International Competition 3

81' G P.156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중극장
Cinema I

웁살라에서 온 짧은 편지
Short Letter from Uppsala

12:30

99' 15 P.143

GV 80' 15 P. 50

아시아 단편 2
Landscape of Asian Shorts 2

13:00

88' 15 P.128

15:00

한국경쟁 1
Korean Competition 1

국제경쟁 8
International Competition 8

GV 71' 15 P. 70

커튼콜 1
Curtain Call 1

15:30

73' 15 P.137

17:30

한국경쟁 4
Korean Competition 4

아시아 단편 1
Landscape of Asian Shorts 1

P.170

패밀리 단편 가족 1
Shorts-Family 1

18:00

GV 66' G P.154

20:00

국제경쟁 9
International Competition 9

GV 72' 15 P. 78

캐나다 원주민 특별전
Canada First Nations
71' 12 P. 89

캐나다 파노라마
Canadian Panorama

캐나다 원주민 특별전
Canada First Nations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특별전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Special

기븐 유어 히스토리 Given Your History
꼬마 보안관 The Little Deputy
이발소에서 Son in the Barbershop
물고기 Fish
조용한 지대 Quiet Zone
고가도로 Overpass

수정 The Amendment
클라우즈 오브 어텀 Clouds of Autumn
북풍 North Wind
남아있는 사람들 Those Who Remains
모바일 라이즈 Mobilize
히어 앤드 데어 Here and There
붉은 길 Red Path

근원 Source
자유인과의 인터뷰
Interview with a Free Man
길 위의 세계 World of Passage
ORA ORA
지옥의 질주 Hell Runs on Gasoline
헤이 루! Hey Lou!
쿠바를 위한 노래 Song for Cuba
해변에서 At the Beach
채석장 Stone Makers
락 Lock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19:30
옥상달빛극장 2
Moonlight Cinema 2
143' G P.162

GV 76' 15 P. 6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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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벤처타운 5층 세미나실
5th Floor, Seminar Room,
Centum Venture Town

국제경쟁 4
International Competition 4

15:00

74' 15 P. 54
패밀리 단편 청소년
Shorts-Youth

15:30

71' G P.152

17:30

GV 92' 12 P.125

GV 72' 19 P. 75

한국경쟁 6
Korean Competition 6

78' 15 P. 56

13:30-17:10
2017
부산국제트랜스미디어포럼
BITFORUM 2017

GV 78' 15 P. 62

국제경쟁 5
International Competition 5

13:00

VR 프로젝트 VR Project
비가시 세계
Invisible World: the VR Experience
BMC Body/Mind/Change Redux
컷 오프 Cut-Off VR

프리퀄 오브 뉴질랜드 Prequel of New Zealand
다이브 Dive
로스와 베스 Ross and Beth
바깥은 위험해 Accidents, Blunders and Calamities
웨이트 Wait
홈 Home
마담 블랙 Madam Black

천마산 에코하우스, 이바구 캠프
Cheonmasan Echo House,
Ibagu Camp

19:00

폐막식
Closing Ceremony
P. 42

프리즘 1 Prism 1

프리즘 3 Prism 3

타티 VS 브레송: 개그
Tati VS. Bresson: The Gag
세르게이 혹은 Sergei / Sir Gay
더글라스 서크의 화장대
The Vanity Tables of Douglas Sirk
빈 스크린
The Empty Screen or the Metaphysics of Movies

주크-스펜서 윌리암스의 여정
Juke-Passages from the Films of Spencer Williams
열차의 도착 A Train Arrives at the Station
아쿠아리움과 국가 The Aquarium and the Nation

BISFF 토크: 듀엣 BISFF Talk: Duet

프리즘 2 Prism 2

인디고 Indigo
미아 Mia
달의 네 개의 얼굴 Four Faces of the Moon
히치 하이크 Hitch Hike
다이브 Dive

초원의 카우보이 모자 Ten Five in the Grass
센추리 Century
스톤 Stone
누수 지점 Sound That
귀, 코, 그리고 목 Ears, Nose and Throat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 Lost Nothing
램스 23 VS 블루 베어스 21
Rams 23 Blue Bears 21
이슨 Eason

아시아 단편 1
Landscape of Asian Shorts 1
83 순비자이로(路) 14호 83 Soi Soonvijai 14
어느 무더운 여름 A Very Hot Summer
69번째 편지 Letter #69
당신이 떠난다면 If You Leave
공포의 기원에 대하여 On the Origin of Fear

아시아 단편 2: HKAC 스페셜
Landscape of Asian Shorts 2: HKAC special
할머니의 눈동자 This Pair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소설 Disabled Novel
허물 The Empty Body
강 위로 흐르는 빛
The Life and Times of Ho Chung Village
중심에서 사라져가는 것들
Disappearing in Central

아시아 단편 3: 새로운 시작 Pure 16
Landscape of Asian Shorts 3:
Independent Years, Pure16
창 밖의 참새 Too Young
베이비페이스 Babyface
사랑에 관한 7개의 장면
Seven Scenes about Love

웁살라에서 온 짧은 편지
Short Letter from Uppsala
엄마의 말 Mother Knows Best
망각자들 Forgotten Reason
위원회 The Committee
룰레오의 밤 No Sleep on Stengatan
엄마들 Moms on Fire
베이비 Baby

커튼콜 1 Curtain Call 1
커브 Curve
잃어버린 목소리 The Lost Voice
베누시아 Venusia
타임코드 Timecode

커튼콜 2 Curtain Call 2
9일간의 기록-알레포 창가에서
9 Days - From My Window in Aleppo
단순한 삶 The Simple Things
개구리의 발라드 Batrachian's Ballad
나의 방울소리가 들릴 때
When You Hear the Bells

패밀리 단편 어린이 Shorts-Kids
스프링 잼 Spring Jam
늑대와 야생딸기 Moroshka
인디언 놀이 Bows and Arrows
날고 싶어요 Miriam`s Hen`s Dream
바람이라 불리는 강아지
My Dog's Name is Wind

패밀리 단편 가족1 Shorts-Family 1
뻐드렁니 Charlie's Buck Teeth
난 여기 살지 않아 I'm Not from Here
왈리족 거만한 사위 이야기
The Warlis, an Indian Tribe - The Tale of the
Arrogant Warli Who was Pretending Not
to like Honey
촉법소년 Juvenile Crime Law

패밀리 단편 가족2 Shorts-Family 2
달려라 하루
The Shining Star of Losers Everywhere
백 번째 생일 100th Birthday Wish
빅붐 Big Booom
아무도 살지 않는 집 The Empty Home

패밀리 단편 청소년 Shorts-Youth
토요 극장 Samedi Cinema
합창 Sing
오해 The Weeping Bird
코인 보이 Coin Boy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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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안내

Ticket Information

티켓가격
단체관람문의
051. 714. 6945

구분

금액

비고

개막식

7,000원

개막작 상영, 개막공연

6,000원

일반 성인 및 대학생

4,000원

초/중/고등학생(학생증 제시) 및 어린이

		
일반상영작
		

			
포럼
선착순 무료
폐막식

4월 11일 10:00
온라인·현장

선착순 무료

일반상영작

폐막식

예매시작
현장구매

예매마감

4월 24일 17:00

4월 30일 15:00

티켓교환장소

시네마운틴 1층

시네마운틴 6층

예매마감

4월 25일 18:00

4월 30일 15:30

예매 및 교환장소

시네마운틴 1층

폐막식 예매 불가

4월 30일 18:00
시네마운틴 6층

2. 영화제 사정으로 상영이 취소될 경우 폐막일까지 매표소에서 티켓을 소지한 관객에 한하여 100% 환불해드립니다.
3. 모든 취소 및 환불 규정은 영화의전당 규정에 따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rice

Remarks

Opening Ceremony

7,000 KRW

Opening Films & Performance

6,000 KRW

Adult & University Student

4,000 KRW

Elementary / Middle / High School Student & Children

		
Regular Films
		

Closing Ceremony

Ticket
Reservation
Information
On-line / On-site
Ticketing
from 11 April
(10:00)

1. 상영 시작 후 해당 상영작 티켓 환불은 불가합니다.

취소 및
환불규정

Type

BISFF Asian Shorts Film Open Talk
Busan International Transmedia Forum 2017

Forum
Free of Charge
			

폐막작 상영, 시상식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http://www.dureraum.org 에서 예매
온라인

Group Ticketing
051. 714 . 6945

			
BISFF 아시아 단편영화
오픈 토크
2017 부산국제트랜스미디어포럼

개막식

예매안내

Ticket Type

Free of Charge

Opening Ceremony

Closing Films & Awards

Regular Films

Closing Ceremony

Busan Cinema Center Website http://www.dureraum.org
On-line

On-site

Ticketing Closing

April 24 17:00

April 30 15:00

Ticket Exchange

1st Floor, Cinemountain

6th Floor, Cinemountain

Ticketing Closing

April 25 18:00

April 30 15:30

Ticket Box

1st Floor, Cinemountain

At the Ticket Box

April 30 18:00

6th Floor, Cinemountain

1. When the screening begins, the tickets for that screening cannot be refunded.

Cancellation
& Refund
Regulations

2. If the screening is cancelled due to festival circumstances, you will receive a 100% refund at the Ticket Box when you bring the ticket by
the closing day.
3. BISFF follows the Busan Cinema Center’s regulation for cancellations and refunds.

1. 상영 시작 10분 전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2. 티켓 분실이나 파손 시, 재발행이 되지 않으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상영관 내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금합니다.
4. 관람등급 구분에 따라 입장이 통제되오니 관람등급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Please arrive at the theater at least 10 minutes before the screening.

Notice

2. Tickets cannot be replaced if lost or damaged.
3. Cameras and recording devices are strictly prohibited during screening.
4. Admittance is restricted according to film rate. Please follow the rules of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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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Information for Festival Venue

190

초량초등학교
중앙공원
Jungang Park

영화의전당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 부산센텀벤처타운
Busan Cinema Center /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 Centum Venture Town

<부산역> 정류장

Choryang
Elementary School

Busan Station

10 Bus Stop

1호선 부산역
Line 1 Busan Station

천마산 에코하우스
Cheonmasan Echo House

take bus 190

행사장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로 342

대중교통 이용 안내
부산대학병원

부산센텀벤처타운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Busan Community Media Foundation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KNN

Busan Centum Venture Town
부산국제단편영화제사무국
BISFF 오픈 토크 & 포럼
BISFF Office
BISFF Open Talk & Forum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아미동 주민센터
Ami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신세계몰

신세계 주차장

Sinsegae Mall

Sinsegae Parking Lot

Kookmin Bank

APEC
나루공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Sinsegae Department Store

Lotte Department Store

12

홈플러스
6

4

2

190

영화의전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Busan Cinema Center 120, Suyeonggangbyeon-daero, Haeundae-gu, Busan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42, Centum jungang-ro, Haeundae-gu, Busan
Busan Centum Venture Town 41, Centum dong-ro, Haeundae-gu, Busan

Subway Information

2호선 센텀시티역 6번, 1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190 <화신아파트> 정류장
Hwashin APT Bus Stop

초량성당

Public Transportation Information
Near Toseong Station (Line1) from Exit 4, take bus 190
→ Get off "Chojang Middle School" station and 6 min.
on foot
홈플러스

Sinsegae Department Store

Lotte Department Store

6

4

2

Get off at Centum City station, Line 2.
5 minutes by walk from Exit 6 or 12.

이바구 캠프
Ibagu Camp

행사장 위치
부산광역시 동구 망양로 533번길 22

이바구캠프
Ibagu Camp

대중교통 이용 안내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Moonlight Cinema

지하철 1호선 부산역 10번출구에서 직진 ‘부산역’ 정류
장 190번 버스 승차 → ‘화신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Choryang Curch

버스 이용 안내

Bus Information

도보 5분

신세계백화점, 벡스코,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앞 하차 후, 도보 5분

Get off at Shinsegae Centum City, BEXCO, Homeplus Centum City,
노선번호 5-1, 39, 40, 63, 115, 139, 141, 155, 181,
5 minutes on foot.
190
초량초등학교
Bus Number 5-1, 39, 40, 63, 115, 139, 141, 155, 181,
307(좌석), 1001(급행), 1002(급행)
Choryang
<부산역> 정류장
307Busan
(seated),
1001 (express), 1002 (express)
중앙공원
Elementary School
Station
Jungang Park
10 Bus Stop
영화의전당 주차안내 (운영시간 8:00 ~ 23:00)
take bus 190
Parking
Information
of Busan Cinema Center (Opening hours 8:00 ~ 23:00)
1호선 부산역
기본요금 30분 이내 출차 시 무료, 초과 시 30분 당 1,000원
Line 1Parking
Busan Station
Fee Free parking for up to 30 minutes; 1,000 KRW per 30 minutes after the
영화관객 티켓 소지 시 3시간 무료
first 30 minutes.
일일요금 15,000원
Movie Ticket Holder Free parking for up to 3 hours by showing movie ticket.
할인요금 (50%할인) 경차/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Day-long Parking 15,000 KRW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 등재자,
Discount (50%) C
 ompact car/cars with a disability sticker, national honoree,
부산대학병원
1호선 토성역
선택 요일제 참여차량
multiple
children family card.
4
Busan National
Lineregistered
1 Toseong
Station
University Hospital
아미동 주민센터
<부산대학병원> 정류장 190
022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Amidong Community
Service Center

6

Bus Number 190,Homeplus
Town Bus Saha-gu1-1, Seo-gu 2

2호선 센텀시티역
Line 2 Centum City Station

Location

지하철 이용 안내

롯데백화점

12

행사장 위치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Moonlight Cinema

<초장중학교> 정류장

신세계백화점

Location

Kookmin Bank342 Chenmasan-ro, Seo-gu, Busan

Chojang Middle School

Homeplus

2호선 센텀시티역
Line 2 Centum City Station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2
이바구캠프
Ibagu Camp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부산센텀벤처타운

KB국민은행

Chojang
Middle School Bus Stop

초장중학교

BISFF Office
BISFF Open Talk & Forum

노선번호 190번, 마을버스 사하구 1-1번, 서구 2번

초장동 주민센터

Sinsegae Mall

APEC
Naru Park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Chojang Community
신세계
Service
Center주차장
Sinsegae Parking Lot

신세계몰

‘초장중학교’ 정류장에서 하차 → 도보로 6분 이동

190

지하철 1호선 토성역 6번 출구 → ‘부산대학교병원’ 정
부산센텀벤처타운
Venture
Town
류장 마을버스Busan
사하구Centum
1-1번,
서구2번
승차 → ‘아미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부산국제단편영화제사무국
공영주차장’
하차&→
도보 500m 이동
Busan Community Media
Foundation 정류장에서
BISFF 오픈 토크
포럼

KNN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Moonlight Cinema

APEC
Naru Park

지하철 1호선 토성역 4번 출구에서 버스 190번 승차 →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s Stop

아미초등학교
천마산 에코하우스
Cheonmasan Echo House

KB국민은행

<부산대학병원> 정류장
6

Ami Elementary School

APEC
나루공원

4

1호선 토성역
Line 1 Toseong St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Bus Stop

190

<화신아파트> 정류장
Hwashin APT Bus Stop

초량성당
Choryang Curch

노선번호 190번, 333번

Location
190

초량초등학교
중앙공원
Jungang Park

<부산역> 정류장

Choryang
Elementary School

Busan Station

10 Bus Stop

1호선 부산역
Line 1 Busan Station

take bus 190

22, 533 Beon-gil, Mangyang-ro, Dong-gu, Busan

Public Transportation Information
Near Busan Station Line 1 from Exit 10, take bus 190 →
Get off "Hwashin APT" station and 5 min. on foot
Bus Number 190, 333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부산대학병원
Busan National

4

1호선 토성역
Line 1 Toseong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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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집행위원회 & 영화제 스태프 Executive Committee & Festival Staff

조직위원장 Chairman

감사 Auditors

서병수 Suh Byungsoo

부산광역시장

배영상 Bae Youngsang
신승기 Shin Seunggi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배영상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 변호사

장인화 Jang Inhwa

(주)화인인터내셔날 회장

부조직위원장 Vice Chairmen

문철호 Moon Chulho
前 동아대학교 명예교수

김향자 Kim Hyangja

노진복식문화원 원장

위성숙 Wei Sungsook

위성숙약국 대표

부구욱 Bu Guwuck
성세환 Sung Sehwan
송수건 Song Soogeun

영화감독(前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부산MBC 대표이사 사장
영산대학교 총장
BNK 금융그룹 회장
경성대학교 총장

단하요 대표

신수연 Shin Sooyeon

前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이경순 Lee Kyungsoon

영광문화예술원 원장

안병길 An Byuonggil

부산일보 대표이사 사장

이수용 Lee Sooyong

前 이신종합개발 대표

유길삼 Yu Gilsam

정영민 Jung Youngmin

(주)웰스킨화장품 대표이사

최금숙 Choi Geumsook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조직위원 Committee Members
강윤관 Kang Yuengwan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자문위원 Advisors
김수용 Kim Suyong

김진명 Kim Jinmyeong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차민철 Cha Minchol

수석부조직위원장 Chief Vice Chairman

영화제 스태프 Festival Staff

권중문 Kwon Joungmoon

박용수 Park Yongsu

(주)골든블루 회장

부산은행 초읍동지점 지점장
부산경상대학교 방송연예영상계열 교수

김남석 Kim Namseok
김영조 Kim Youngjo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게임애니메이션공학부 교수

김 휘 Kim Hwi

영화감독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교수

박준범 Park Joonbum
손현석 Son Hyeonseok

홍영주 Hong Yungjoo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권두영 Kwon Dooyoung

문관규 Moon Gwangyu

후원회장 President of Supporter's Committee

수석프로그래머 Head Programmer

집행위원 Committee Members
강내영 Kang Naeyoung

차민철 Cha Minchol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교수

양지웅 Yang Jiung

프로그래머 Programmers
이상훈 Lee Sanghoon

이정진 Jinna Lee

사무국장 Office General Manager
박명재 Park Myoungjae

총무팀 General Affairs Team
하지훈 Ha Jihun
배채아 Bae Chaeah

진규동 Jin Kyudong

영화배우

윤태환 Yoon Taehwan

동의대학교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

이성철 Lee Sungcheol

영화사운드디렉터

프로그램실 Program Department
김경연 Yeona Kim

박소연 Park Soyeon

CJ헬로우TV 프로듀서

이정비 Lee Jeongbi

영화배우

윤혜경 Yoon Hyegyeong

이경희 Lee Kyounghee

김동석 Kim Dongsuk

(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 연합 회장

장다윤 Jang Dayun

영화배우

한서정 Han Seojung

최윤형 Vicky Choi

김사겸 Kim Sagyeom

前 부산국제영화제 상임이사

김은숙 Kim Eunsuk
김이석 Kim Yiseok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정민수 Jung Minsoo

영산대학교 게임영상콘텐츠학과 교수

정성욱 Jung Seonguk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조근식 Joe Gunsik

부산영상예술고등학교 영상연출과 교사

노봉호 No Bongho

동명대학교 디자인대학 교수

조숙희 Joe Sukhui

경남정보대학교 방송영상과 교수

박풍자 Park Pungja

다이아몬드컨트리클럽 회장

최용석 Choi Yongseok

서영조 Seo Youngjo

한국영화인협회 부산지회 지회장

서정옥 Seo Jeongok

사단법인 부산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양영철 Yang Youngchul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교수

유종목 Yoo Jongmok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윤귀남 Yoon Kuinam

(사)다문화가정을 위한 단미회 회장

이병진 Lee Byungjin

부산광역시 문화관광국장

전두영 Jeon Duyeong

한국영화인협회 부산지회 고문

(사)부산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코디네이터 Coordinator
신동석 Shin Dongseok

심세부 Sébastien Simon

기술팀 Technical Team
박찬진 Park Chanjin

박성림 Park Seonglim

김일지 Kim Liji

남한별 Nam Hanbeoyl

간사 Assistant Administrator
박명재 Park Myoungjae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사무국장

자막팀 Subtitling Team
노현경 Jonas

박귀엽 Ggwisama

이주영 Muktha

이 철 Lee Chol

기획실 Planning Department
유현주 You Hyunju

윤영신 Yoon Youngsin

차민철 Cha Minchol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노연주 Roh Yeonjoo

노유희 Noh Yuhee

최명희 Choi Myunghee

(사)한국휘트니스협의회 이사장

이기봉 Yi Kibong

김대황 Kim Daehwang

최상훈 Choi Sanghoon

부산문화신문 대표

정필원 Jeong Pilwon

최 윤 Choi Yoon
허종식 Heo Jong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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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영상회 회장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한국영화인협회 부산지회 고문

옥상달빛극장 Moonlight Cinema
박현중 Park Hyunjung

남지현 Nam Jihyun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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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Festival Volunteers

포스터 & 트레일러 Official Poster & Trailer

사무국운영팀 General Affairs

프로그램실 Program

김서은

Kim Seoeun

곽보영

Kwak Boyeong

송영웅

Song Yeongung

김도희

Kim Dohui

안영록

Ahn Youngrok

김민석

Kim Minseok

이가현

Lee Gahyeon

김시호

Kim Siho

임소월

Im Sowol

김 화

Kim Hwa

전광현

Jun Kwanghyun

김효민

Kim Hyomin

허윤형

Heo Yunhyeong

문가영

Moon Gayoung

박가현

Park Gahyeon

기획실 Brand Marketing

박가현

Park Gahyeon

곽경민

Kwak Kyungmin

박진희

Park Jinhee

김소현

Kim Sohyun

서혜빈

Seo Hyebin

김솔지

Kim Solji

신승아

Shin Seungah

김여선

Kim Yeoseon

옥도연

Ok Doyeon

김지운

Kim Jiwoon

이다영

Lee Dayoung

김형준

Kim Hyeongjun

이승호

Lee Seungho

김희주

Kim Huiju

이유지

Lee Yooji

박민우

Park Minwoo

이주경

Lee Jugyung

박소연

Park Soyeon

전예지

Jeon Yeji

박수진

Park Sujin

조원준

Jo Wonjun

서윤희

Seo Yunhee

한지애

Han Jiae

오유정

Oh Youjeong

유병성

Yoo Beongseong

유선영

You Seonyoung

김규리

Kim Kyuli

이동재

Lee Dongjai

김동원

Kim Dongwon

정선형

Jeong Seonhyeong

하지연

Ha Jiyeon

정소윤

Jung Soyoon

정언주

Jeong Eonju

천상희

Cheon Sanghee

한지수

Han Jisoo

Trailer

심세부 Sébastien Simon

Poster

Hello Stranger / 김형욱 Kim Hyungwook
우리 생활 속 순간의 미학,
‘더 가까이’ 단편영화를 들여다보다.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공식 포스터는
단편영화가 아직은 낯설고, 이를 가까이 접하지
못한 관객들에게 압축적이고도 강렬한 여백의 미

기술팀 Technical Service

학이 있는 단편영화의 매력을 ‘더 가까이’ 나누고
싶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바람을 담고 있다.
Looking at short films ’UP CLOSE’,
into the beauty of moments in our lives.
The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official poster is an expression of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s wish to share
’UP CLOSE’ the compact but powerful, reflective
beauty of short films with an audience still
unfamiliar with short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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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로스 신화의 요지는 이카로스가 아버지의 경고를 듣지 않고 햇빛에 너무 가까이
날다 밀랍이 녹아 바다에 빠져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더 의미 있는
것은 인간이 날 수 있었다는 기이한 상상이 아닐까? 공상가들은 때로는 부주의하거나
완고할지도 모르나 너무 조심해서는 어떤 한계를 넘어설 수도 없고 위대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공상가들의 이러한 태도는 난관 속에서도 궁극적인 보상인 자
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영상은 보는 이에게 자유를 선사한다.
감독 심세부
출연 아르만 샤르털
음악 애프터 인 파리의 ‘트램펄린’ (패트릭 샤르털)
도움주신 분 산드라 샤르털, 후이 피게이레도
The point of Icarus' myth is that he didn't listen to his father's warning, burned his
wings by flying too close to the sun and fell into the sea. But isn't it extraordinary,
and in itself much more meaningful, that a human being was able to fly at all?
Dreamers might at times be careless or stubborn but they also know that one
can't stretch one's limitations, nor achieve greatness, by being cautious. While this
attitude usually brings hardship, it can also grant the ultimate reward: liberty. Film
makes one free.
Director Sébastien Simon
Actor Arman Chartol
Music "Trampoline" by Patrick Chartol
Acknowledgments Sandra Chartol, Rui Figueir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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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내역 Awards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부산광역시 중구청 후원
Sponsored by Jung-gu
District Office, Busan
Metropolitan City

최우수작품상

Grand Prix for Best Picture

상금 1000만원과 트로피

10,000,000 KRW and a trophy

최우수작품상

Grand Prix for Best Picture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

국제경쟁부문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Awarded to the most outstanding film in International

5,000,000 KRW and a trophy

한국경쟁부문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

Competition

Awarded to the most outstanding film in Korean

수여

Competition

우수작품상

Excellence Award for Best Picture

우수작품상

Excellence Award for Best Picture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

5,000,000 KRW and a trophy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

3,000,000 KRW and a trophy

국제경쟁부문 작품 중 우수한 작품에 수여

Awarded to an exceptional film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한국경쟁부문 작품 중 우수한 작품에 수여

Awarded to an exceptional film in Korean Competition

심사위원특별상

Jury Prize

심사위원특별상

Jury Prize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

2,000,000 KRW and a trophy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

1,000,000 KRW and a trophy

국제경쟁부문 작품 중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Awarded to a film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that

한국경쟁부문 작품 중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Awarded to a film in Korean Competition that received

지지를 받은 작품에 수여

received special acknowledgement from the jury

지지를 받은 작품에 수여

special acknowledgement from the jury

부산시네필 어워드

Busan Cinephile Award

부산시네필 어워드

Busan Cinephile Award

부상 및 트로피

A prize and a trophy

부상 및 트로피

A prize and a trophy

국제경쟁부문 작품 중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Awarded to a film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chosen

한국경쟁부문 작품 중 부산국제단편영화제

Awarded to a film in Korean Competition chosen by an

위촉한 관객심사단이 직접 선정하여 시상

by an audience jury appointed by BISFF

가 위촉한 관객심사단이 직접 선정하여 시상

audience jury appointed by BISFF

연기상

Best Acting Award

부상 및 트로피 (후원-까이에)

A prize and a trophy (Sponsored by CAHIERS)

한국경쟁부문 작품 중 가장 빼어난 연기를

Awarded to an actor/actress in a film in Korean

선보인 배우에게 수여

Competition whose acting was the most outstanding

넷팩상

NETPAC Award

부상 및 트로피

A prize and a trophy

경쟁부문 아시아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

Awarded by NETPAC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

을 선정하여 아시아영화진흥기구에서 수여

Cinema) to the best Asian film in Competition sections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오퍼레이션 키노 최우수작품상

Operation Kino Grand Prix Best Picture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

1,000,000 KRW and a trophy

부산지역 영화, 영상 관련학과 대학생

Awarded to the most outstanding film among college

영화제작지원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students’ works supported by production funds for film

수여

and media majors in Busan

오퍼레이션 키노 우수작품상

Operation Kino Excellence Award for Best Picture

넷팩상

부상 및 트로피

A prize and a trophy

NETPAC Award

부산지역 영화, 영상 관련학과 대학생

Awarded to an exceptional film among college students’

영화제작지원 작품 중 우수한 작품에 수여

works supported by production funds for film and media
majors in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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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Juries

국제경쟁 심사위원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ies

한국경쟁 심사위원 Korean Competition Juries

마크 라파포트는 <경치 좋은 길>(1978), <록 허드슨의 홈 무비>(1992), <진 세버그의 일기>(1995), <비커밍 아니타 엑베
리>(2014) 등의 작품을 연출했다. 특히 <경치 좋은 길>은 영국영화협회로부터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영화”라는 평
가를 받으며 서덜랜드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랑스 영화 잡지「트래픽」에 영화에 대한 글을 기고했으며, 2008년 자신의
글을 모아『관객은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책으로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그의 포토몽타주는 뉴욕, 낭트, 겐트, 라스 팔마
스 등지에서 전시되었다. 현재 파리에서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마크 라파포트
Mark Rappaport

Mark Rappaport is a filmmaker whose work includes The Scenic Route (1978), Rock Hudson’s Home Movies (1992), From
the Journals of Jean Seberg (1995) and Becoming Anita Ekberg (2014). The Scenic Route won The British Film Institute’s
Sutherland Award as “the most imaginative and innovative film of the year.” His writings on film have appeared
extensively in the French film magazines Trafic. A collection of his writings, The Moviegoer Who Knew Too Much, was
published in 2008. His photomontages were also shown in New York, Nantes, Ghent and Las Palmas. Rappaport lives
and works in Paris.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후 영화아카데미 8기로 입학하면서 영화에 입문했다. <8월의 크리스마스>(1998)의 조연출을 거쳐,
2001년 장편 데뷔작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2000)로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이후 연출한 <인어
공주>(2004)는 국내외 다양한 영화제에 초청 되었고, 2005년 백상예술대상 감독상과 유바리판타스틱영화제 영판타스
틱부문 대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SBS 드라마 <달콤한 나의 도시>(2008)를 연출하면서, TV 드라마로도 연출의 영역
을 넓혔다. 최근작 무협영화 <협녀, 칼의 기억>(2015)과 시대극 <해어화>(2016)를 통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하였고, 현재
차기작을 준비 중이다.

박흥식
Park Heungsik

030

지나 델라바르카는 뉴질랜드의 선도적인 단편영화제인 쇼미쇼츠단편영화제의 공동창립자이자 집행위원장이다. 영화 및
이벤트 마케팅과 극장경영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았으며 단편영화를 홍보하고 단편영화업계의 협동을 지원하고 있
는 국제 기구 쇼트필름 컨퍼런스의 이사회 회원이기도 하다.
Gina Dellabarca is the Festival Director and co-founder of Show Me Shorts, New Zealand's leading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Her background is in cinema management and marketing for films, events and attractions. She is a Board
member of the Short Film Conference, a world-wide organization working to promote the status of the short film and
unite the global short film community.

지나 델라바르카
Gina Dellabarca

Park graduated from Yonsei University and entered KAFA (Korean Academy of Film Arts) to study films. In 1998, he
started his film career as an assistant director for Christmas in August and made his directorial debut feature I Wish I
Had a Wife (2000) with which he garnered Best New Director award from Paeksang Art Awards in 2001. His next film
My Mother, the Mermaid (2004) was invited by numerous film festivals across the world, including Yubari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where he was honoured with Grand Prix prize in Young Fantastic Competition in 2005, and
garnered Best Director award from Paeksang Art Awards in 2005. He also stretched to TV field and made an impressive
show My Sweet City which was aired on the national broadcasting channel SBS in 2008. He is continuing his artistic
challenge and recently made a martial arts film Memories of the Sword (2015) and a period drama Love, Lies (2016).

쟝 마크 E. 루와의 작품은 다큐멘터리와 픽션의 경계를 오간다. 1999년부터 다수의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상을 받았으
며 2015년에는 사그네이라크생장 지역 올해의 예술인으로 선정되어 CALQ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블루 썬더
>(2015), <주피터의 박수>(2015), <네버마인드>(2013) 등이 있다. 현재 앙드레 포르시에 감독에 관한 장편 다큐멘터
리를 제작하면서,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를 집필 중이다. 최근 <스톤 메이커스>(2016), <클로즈 업>(2017), <민트 크림>
(2017)의 작업을 마쳤다.

쟝 마크 E. 루와
Jean-Marc E. Roy

고희영
Koh Heeyoung

Jean-Marc E. Roy’s body of work oscillates between documentary and fiction. Since 1999, several of his films have been
presented and received awards here and abroad. A frequent grant recipient, he was awarded the CALQ prize for creator
of the year in the Saguenay-Lac-Saint-Jean region in 2015. He recently directed Blue Thunder (2015), Jupiter Applause
(2015) and Nevermind (2013). Roy is currently working on his first feature-length documentary about filmmaker André
Forcier and he's writing his first fiction feature. He just finished Stone makers (2016), Close-up (2017) and Crème de
menthe (2017).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제주 출생으로 방송작가와 PD로 활동하며 수십 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베이징으로 건너가 2007년 영화사 ‘숨비’
를 설립했다. 베이징과 제주도를 오가며 7년 동안 촬영한 다큐멘터리 <물숨>(2016)으로 2016 전주국제영화제에서 CGV
아트하우스 배급지원상과 심사위원 특별언급상을 수상했다. 이후 방송인 이동우의 감동실화를 담은 다큐멘터리 <시소
See-Saw>(2016)를 연출했으며, 저서로는『다큐멘터리 차이나』(2014),『물숨-해녀의 삶과 숨』(2015)가 있다. 현재
중국 문화대혁명을 다룬 <1966-1976>과 마지막 도공의 불과의 사투를 담은 <불숨>을 제작 중이다.
Hailing from Jeju Island, Ko worked as a TV script writer and producer and made numerous documentaries. In 2007, she
established a production company Soom:Be.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Beijing and Jeju, she shot a documentary
Breathing Underwater for six years and received CGV ARTHOUSE Award Distribution Support Prize and Special Mention Award
from Jeonju Int'l Film Festival in 2016. Afterwards, she directed a documentary See-Saw (2016). She also wrote books which
include Documentary China (2014) and Breathing Underwater (2015). Currently she is working on new projects Breathing of Fire.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영화제작에 대한 공부를 하였고 이후 고향인 퀘백으로 돌아가 퀘백 몬트리올 대학교에서 문화 및
미디어 제작 전략을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단편영화 및 웹시리즈를 제작하였고 문화 이벤트를 기획하기도 했
다. 2012년, 사그네이국제단편영화제 리가드 팀에 프로그래밍 부분 헤드 어시스턴트 및 단편영화 마켓의 코디네이터로
합류하였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그네이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마리 엘렌 리우
Marie-Elaine Riou

After studying film production in Barcelona (Spain) where she was involved in several cinematographic and cultural
projects, She went back home in Quebec to pursue a bachelor's degree at the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in
cultural and media production strategies. She produces a few short films, a web series and coordinates some cultural
events. In 2012, Marie-Élaine joined Saguenay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 REGARD’s team as an assistant to the
head of programming and a coordinator of the Short Film Market. Now, working as the Festival Director of REGARD
since 2015.
줄리 루송은 문화프로젝트 제작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단편영화 마켓에서 다년간 일을 하였고 2015
년에는 끌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의 연관 협회인 ‘단편영화를 구하라’에 영구적으로 합류하였다. 현재 인더스트리 미
팅과 행정기관들과의 연계, 쇼트필름데포 출품관리 그리고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유럽지역 단편 공동제작 포럼인 유로커
넥션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끌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작품 선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줄리 루송
Julie Rousson

Julie holds a Master’s degree in cultural project production. She permanently joins Sauve Qui Peut le Court Métrage,
the association behind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n 2015 after several years working on
punctual missions at the Short Film Market. She takes care of the industry meetings, the relation with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he management of the Shortfilmdepot submissions' platform and coordinates the European short film
co-production forum Euro Connection, currently in its tenth edition. She is also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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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팩 심사위원 NETPAC Juries

브라이언 베넷
Brian Bennett

오퍼레이션 키노 심사위원 Operation Kino Juries

IBM 의 시스템 엔지니어였던 브라이언 베넷은 방콕으로 이주하여 다큐멘터리 및 장편영화 작업을 하였고, 이 작품들은
TV와 영화제에서 소개되었다. 1998년 방콕 최초로 국제영화제인 방콕영화제를 만들었다. 2011년에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단편영화 경쟁 프로그램인 나인필름페스트를 만들었다.

김기만 Kim Kiman

박준범 Park Joonbum

최용석 Choi Yongseok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전임연구원
Researcher at PNU Film Institute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부 영화전공 교수
Professor at Kyungsung Univ. School of Theatre & Film
Art, Department of Film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상콘텐츠융합학과 교수
Professor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Visual Contents Convergence

Brian Bennett was an IBM Systems Engineer. He then moved to Bangkok and worked on documentary and feature
films. These films were shown on TV and at film festivals. Bangkok had 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in 1998, Brian
founded and directed the original Bangkok Film Festival. Times and technology have changed and, in 2011, Brian
founded and directed a short film contest - 9FilmFest.

김병철 Kim Byungcheol
양기석 Yang Kisuk

하종수 Ha Jongsoo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Professor at Dong-A Univ.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경남정보대학교 방송영상과 교수
Professor at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Department of Broadcasting & Imaging

주유신 Joo Youshin

도도 대요 Dodo Dayao

영산대학교 게임영화학부 영화영상전공 교수
Professor at Youngsan Univ. School of Game and Film,
Major in Film and Visual Effects

영화감독 Filmmaker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Professor at Dong-Eui Univ.
Department of Film Studies

김영조 Kim Youngjo

가오슝영화제의 단편영화 큐레이터 및 영화평론가로 활약했다. 필명인 라이언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및 오
프라인 미디어에 광범위하게 기고해왔다.『대만영화의 사랑과 죽음』의 저자이자 영화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
다. 대만 영화 펀드, 골든벨어워드, 금마장 및 타이베이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정빙홍
Ryan Cheng

Film critic, and a short film curator for Kaohsiung Film Festival. Known by the pen name of Ryan, Cheng has published
extensively online and in various media outlets. He runs a professional film blog and is the author of The Love and Death
of Taiwan Cinema. Cheng has been on the jury for Taiwan's domestic film fund, as well as Golden Bell and Golden Horse
awards, and Taipei Film Festival.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게임
애니메이션공학부 디지털콘텐츠학전공 교수
Professor at Dong-Eui Univ. Division of Digital
Contents & Game Animation, Digital Contents Major

페스티벌 필름 다큐멘터 프로그래머
Programmer of Festival Film Dokumenter

경쟁부문 예심 심사위원 Competition Preliminary Juries
김기만 Kim Kiman

로제 고냉 Roger Gonin

정성욱 Jung Seongwook

영화평론가 Film Critic

끌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 공동 창립자
Co-founder of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Associate Professor at Dong-Eui University,
Department of Film Studies

마르셀로 알데레테 Marcelo Alderete

조지훈 Jo Jihoon

김세진 Kim Sejin
현재 홍콩아트센터의 프로그램 매니저로, 예술 행정 및 단편영화 홍보분야에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참여한 프
로젝트로는 홍콩 케이블TV의 <크리에이션 TV>, <프롬 스타츠 투 레인보우>(2002-2004), <미라클 박스>(2004), <아시
안 히어로>(2005), <0-30 해피 앵글 코카콜라 커미션 프로젝트>(2007), <ifva 와 세븐 일레븐 그린 랩 커미션 프로젝트>
(2010-2011), <플로잉 스토리즈>(2014) 등이 있다. 또한 ifva 및 <홍콩 단편영화: 뉴 액션 익스프레스> 등 뛰어난 홍콩
단편들의 국내외 홍보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다.

록산 추이
Roxane Tsui

Currently the Programme Manager of Hong Kong Arts Centre, She has more than 8 years of experience as arts
administrator and short film promotion. Film and television projects included: Creation TV of the Cable TV Hong Kong,
From Starts to Rainbow (2002-2004), The Miracle Box (2004), Asian Heroes (2005), 0-30 Happy Angles Coca Cola Commission
Project (2007), ifva x 7-Eleven greenlab Commission Project (2010-2011), Flowing Stories (2014). She has been responsible
for the projects, ifva and Hong Kong Short Film: New Action Express, to promote excellent Hong Kong short films locally
and abroad.

알리야 다마이하티 Alia Damaihati

영화평론가 Film Critic

김영광 Kim Younggwang
영화평론가 Film Critic

김충국 Kim Choongkook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전임연구원
Researcher at PNU Film Institute

다니엘 에브너 Daniel Ebner
비엔나독립단편영화제 예술감독
Artistic Director of VIS Vienna Independents Shorts

마르델플라타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Programmer of Mar del Plat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오민욱 Oh Minwook
영화감독 Filmmaker

이상훈 Lee Sanghoon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Programmer of BISFF

이정진 Jinna Lee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래머
Programmer of Muju Film Festival

최용석 Choi Yongseok
(사)부산독립영화협회 이사장
Chief of Busan Independent Film Association

홍영주 Hong Yungjoo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
Head Programmer of BISFF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Programmer of BIS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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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FF
2017
프로그램 소개
Introduction

2017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램 소개 BISFF 2017 Introduction

2017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BISFF만의 정체성과 차별적인 성격을 유지하면서 매년 전 세계 단편영화의 맥을 짚고, 주

By continuing its own identity and unique features, the 2017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looks into the

요 흐름을 담아내기 위해 크게 ‘경쟁부문’, ‘주빈국 프로그램’, ‘월드 쇼츠’, ‘패밀리 단편’ 총 4개의 카테고리로 틀을 만들

current trend of international short films and presents four program categories: ‘Competition’, ‘Guest Country

고 세부 섹션들로 그것들을 직조하였습니다.

Program’, ‘World Shorts’ and ‘Shorts for Family’, under which subcategories are associated respectively.

첫째, 더 폭넓고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국제와 한국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경쟁부문’이, 세계
단편영화의 경향과 한국 단편영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동시에 살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

First, ‘Competition’, which has been extended with two territories including Korea and International region in order to

다.

features of Korean short films at the same time.

둘째, ‘월드 쇼츠’라는 틀을 새롭게 만들고, 전 세계의 주요 감독들의 신작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프리즘’ 섹션
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올해는 마크 라파포트, 케빈 제롬 에버슨, 톰 앤더슨, 장 마리 스트로브의 신작들이 이 섹션을 통

Second, the ‘World Shorts’ will be an umbrella to embrace a new section, ‘Prism’. This section will introduce
new films of internationally acknowledged directors such as Mark Rappaport, Kevin Jerome Everson, Thom

해 선 보일 예정입니다. 또한 아시아 단편영화의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아시아 단편’, 세계 주요 영화제의 수상작을 감상할

Andersen and Jean-Marie Straub. World Shorts will also bring other sections that will show wider spectrums of

수 있는 ‘커튼콜’, 북유럽 영화의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웁살라에서 온 짧은 편지’ 등을 이 카테고리 내에 포함시켜 전 세계

international short films including: ‘Landscape of Asian Shorts’ which looks into the trend of Asian short films; ‘Curtain

단편영화들의 스펙트럼을 보다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Call’ introduces films awarded by prominent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hort Letter from Uppsala’ brings a taste of the

introduce more diverse films since 2015, is expected to show the current fashion world of short films and the unique

charm from Northern European films.

셋째,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주빈국은 올해로 건국 150주년을 맞은 캐나다입니다. 1971년 전세계 최초 ‘다문
화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문화의 다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캐나다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Third, the Guest Country of the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s Canada, which celebrates

있도록 상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프로그램도 구성하였습니다. 캐나다 원주민 문화를 영화로 담은 ‘캐나다 원

its 150th anniversary of national foundation. Canada adopted multiculturalism in 1971 for the first time in world

주민 특별전’, 뉴 미디어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에서 제작한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history and has been actively supporting diverse cultures ever since. In order to show the past and current pictures

특별전’과 ‘VR 프로젝트’ 전시 프로그램, 최근 가장 주목 받고 있는 캐나다 단편영화로 구성된 ‘캐나다 파노라마’, 그리고

of Canada in different colors, Guest Country Program will provide a variety of performances and exhibitions as well

캐나다 원주민 음악가이자 사진작가인 ‘사미안’의 특별공연 등은 캐나다의 문화와 예술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as screenings. Included are: ‘Canada First Nations’ which will portray the cultures of First Nations in films; ‘National

를 제공할 것입니다.

Film Board of Canada Special’ which brings the films produced by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one of the
leading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new media; ‘VR Project’, an exhibition of VR projects; ‘Canadian Panorama’, which is

넷째, 올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관객들에게 더 다가서기 위해 ‘패밀리 단편’ 프로그램

comprised of recent Canadian short films receiving high attention; a special performance by ‘Samian’, a musician and

을 확대하고 재구성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기존 ‘패밀리 단편’ 프로그램에 연령층을 보다 세분화해 '패

photographer of First Nation origin.

밀리 단편 어린이', '패밀리 단편 청소년’ 프로그램을 추가하였고, 이 섹션의 17편 모두를 배리어프리 영화로 제작하여 보

Fourth, BISFF extends and reorganizes the ‘Shorts for Family’ program under the slogan ‘Up Close’ in an attempt to

다 많은 관객들에게 영화 감상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reach the audience more closely. The previous edition, which was designed to present family-oriented films, is now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43개국 161편의 상영작을 통해 단편영화 만의 고유한 향과 매력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

extending with two extra sections, ‘Shorts-Kids’ and ‘Shorts-Youth’ which are targeting more specified age

습니다.

groups. It will also show all 17 films in barrier free versions so that a wider range of audiences can come and enjoy.
I wish that the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will bring an opportunity for audiences to enjoy the unique
수석프로그래머

tastes and charms that only short films can deliver with its 161 films from 43 countries.

홍영주
Head Programmer of BISFF
Hong Yung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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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Ceremony

April 25 Tue 19: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Busan Cinema Center Haneulyeon Theatre

On veut mettre un pont entre les nations, confondre la culture
Ignorer les préjugés, laisser parler la nature
La barrière entre les peuples
On veut plus la casser
We want to build a bridge between nations, combine culture
Ignore prejudice, let nature speak
The barrier between people
We want to break it more.
-La Paix des Braves-

랩퍼 Rapper
코러스 Chorus
DJ

사미안 Samian

에스메랄다 수마 Esmeralda Sumar

펠릭스-앙투안 레녹스 Felix-Antoine Leroux

댄서 Dancer

마리 셀린 샤론 Marie Céline Charron

Opening
&
개막작 & 폐막작
Closing Films

개막작 소개 Opening Films Introduction
개막작

Opening Films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개막작으로 3편의 작품을 준비하였

The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presents three films for

습니다.

the opening.

첫째, 올해 건국 150주년을 맞이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주빈국

First, Canada, this year’s BISFF Guest Country that celebrates the 150th

프로그램 캐나다’ 중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특별전’에 포함된 <쿠

anniversary of its establishment, presents Song for Cuba, included in

바를 위한 노래>입니다. 이 영화는 예술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Special’. This film is about a Cuban couple

캐나다로 온 쿠바인 커플의 고향에 대한 향수와 그들의 일상적 모습

who came to Canada to realize their dream for arts. The sounds and

을 사운드와 이미지들로 적절하게 배치하면서, 간결하고도 명료하

images of their nostalgia and everyday life are expressed in a succinct

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민족, 다문화주의 나라인 캐나다의 현

and clear manner. It seems that this film also indirectly portrays the

재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담아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current image of Canada, a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county. We

빌어 캐나다 건국 1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extend our sincere congratulations on Canada’s 150th anniversary.

둘째, 세계 단편영화의 경향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세계 유수
영화제의 전년도 수상작들을 한 자리에 모은 ‘커튼콜’ 프로그램 중

Second, the next film we present is included in our program ‘Curtain

한 작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곡면'이라는 상징적 공간에 우연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with the purpose of showing the trend of

히 놓이게 된 한 여인의 상황과 그에 대한 저항만을 집요하고도 철저

international short films at one glance. Curve is a film that persistently

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 <커브>는 누구든 한번쯤은 겪게 되는 보편

and thoroughly describes the situation of a woman who is placed in

적 위기의 순간을 잔인할 정도로 섬뜩하게 드러내면서 단편영화만

a symbolic ‘curved’ space and her struggle to resist against it. This film

이 가진 매력적인 힘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reveals the moment of crisis that anyone can experience in a cruelly

15 25일(화) 19:00 하늘연극장 ｜ 25(Tue) 19:00 Haneulyeon Theatre
26일(수) 12:30 소극장 ｜ 26(Wed) 12:30 Cinema II GV
28일(금) 10:00 중극장 ｜ 28(Fri) 10:00 Cinema I

15 25일(화) 19:00 하늘연극장 ｜ 25(Tue) 19:00 Haneulyeon Theatre
28일(금) 12:30 중극장 ｜ 28(Fri) 12:30 Cinema I
29일(토) 15:30 시네마테크 ｜ 29(Sat) 15:30 Cinematheque

쿠바를 위한 노래

커브

Song for Cuba

Curve

Canada | 2011 | Docudrama | 7'18''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Tamara Segura Producer Annette Clarke Script Tamara Segura
Cinematographer Justin Simms Editor Lawrence Jackman Music Patrick Boyle
Sound Lori Clarke

Director Tim Egan Producer Ahren Morris Script Tim Egan Cinematographer Tim Egan
Editor Tim Egan Cast Laura Jane Turner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눈보라 치는 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국의 음악에 젖어 그들이 두고 온
그리운 고향을 회상한다. 낯선 삶에 대한 젊은 쿠바인 커플의 불안감과 그
것을 이겨내는 사랑, 음악, 춤에 대한 이야기다. 작품 속에서 쿠바 음악을
대표하는 가수 베니 모레의 노래와 연주자 이그나시오 피네이로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이상훈)

한 여자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가파르고 거대한 곡면 끝에 간신히 매달
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
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여자. 거친 숨소리와 살갗의 쓰라린 고통은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극을 끝까지 몰입도 있게 끌고 가는 감독의
연출력과 세심한 사운드 디자인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2016 시체스판타
스틱영화제에서 오피셜판타스틱부문 최우수단편영화상을 수상했다.
(김경연)

Call’, where we collected films that won awards in last year’s leading

terrifying way, presenting the attractive power of short films.

셋째, <당신의 창문에 비친 세상>은 내년 주빈국인 뉴질랜드 작품으
로, 상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빠를 곁에서 지켜보며 그를 위로

Third, The World in Your Window is a film from New Zealand, next year’s

하고 치유해보려는 어린 아들의 마음을 상징적이고도 압축적인 표

Guest Country. The film is about a young boy who tries to console and

현방식을 통해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2017 끌레

heal his father who cannot manage to get over his sense of loss. The boy’s

르몽페랑단편영화제 유소년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mind is described succinctly, in a symbolic and compact form. This film
won the Prix Etudiant de la Jeunesse under International Competition at
the 2017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One night during a snowstorm, a man and a woman remember their
hometown while drowning in Southern music. This is a story about a
young Cuban couple’s fear of an insecure life in a new and cold land, and
the love, music and dance that help them overcome this fear. The film
features music by the Cuban singer Benny Moré and musician Ignacio
Piñeiro. (Lee Sanghoon)

타마라 세구라 Tamara Seg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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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 | 2016 | Fiction | 10'16" | DCP | Color | No Dialogue

감독 Director

A girl wakes up to find herself resting atop the apex of a smooth, curved
surface high above. She struggles to keep herself from falling into the
pitch-black darkness below her. The harsh breathing and painful skin
abrasions are clearly transmitted to the audience. The film’s directing
keeps the audience transfixed to the end and the detailed sound design
is outstanding. It won the Award for Best Short Film in the Official
Fantastic Selection at the 2016 Sitges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Yeona Kim)

팀 이건 Tim Egan

Contact

Contact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e.seguin@nfb.ca

Tim Egan
tim@lodestonefilms.com

감독 Director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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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5일(화) 19:00 하늘연극장 ｜ 25(Tue) 19:00 Haneulyeon Theatre

개막작 Opening Films

폐막작 소개 Closing Films Introduction
폐막작
폐막작은 ‘국제경쟁’, ‘한국경쟁’, ‘오퍼레이션 키노’ 부문의 최우
수작품상을 받은 세 편의 작품으로, 폐막식에서 시상 후 상영될
예정입니다.

Closing Films
For the Closing Ceremony, it will be our honor to present the

당신의 창문에 비친 세상

three films awarded with Grand Prix for Best Picture from the

The World in Your Window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Korean Competition’ and the

New Zealand | 2016 | Fiction | 15' | DCP |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Zoe Mcintosh Producer Hamish Mortland Script Costa Botes, Zoe Mcintosh
Cinematographer Marty Williams Editor Annie Collins Music Ewan Clark, Rhian Sheehan
Cast David Lolofakangalo Rounds, Lena Regan, Joe Folau

‘Operation Kino' section.

폐막식
일시 2017년 4월 30일(일) 19:00
장소 영화의전당 중극장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복싱선수를 꿈꾸는 어린 꼬마 제시는 문 밖을 나서지 못하고 집안만 머무
는 아빠와 함께 카라반-집에서 살고 있다. 아빠가 그 곳 창문을 통해 볼 수
있는 세상은 여기저기로 솟아난 풀들, 자동차, 그리고 다른 카라반들 뿐이
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그들을 (또 다른) 창문 밖 세상으로 인도
한다. 상징과 압축된 표현들이 영화 전체를 간결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
영화는 2017 끌레르몽페랑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 유소년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홍영주)
Jesse, a young boy dreaming of becoming a boxer, lives in a caravan with
his father who just stays at home unable to step out the door. The world
that the father sees through the window is restricted to unevenly grown
grass, cars and other caravans. Then one day, an unexpected event leads
the two to a world outside of the (another) window. This film incorporates
symbols and compact expressions to make it succinct overall and it won
the Prix Etudiant de la Jeunesse under International Competition at the
2017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Hong Yungjoo)

조 매킨토시 Zoe Mcintosh

Contact
BEBE FILMS
hamish@bebefil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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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Closing Ceremony
Date & Time April 30(Sun) 19:00
Venue CinemaⅠ, Busan Cinema Center

Competition
경쟁부문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경쟁부문 선정의 변
Selection criteria for the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Competition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 진출작 선정을 위해 총 14인(해외 3인, 국내 11인)으로 구성된 예심위원단이

In selecting the films submitted to the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s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14

국제경쟁 126개국 4,733편을 대상으로 약 2달 동안 1, 2차의 선정과정을 통해 국제경쟁 29개국 37편, 한국경쟁 20편

members of the preliminary jury (3 international juries and 11 domestic ones) followed a strict guideline during the

을 선정하였습니다.

past two months. In total, 4,773 films from 126 countries have gone through two elimination processes which resulted
in 37 films from 29 countries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20 films in ‘Korean Competition’.

국제경쟁 출품작의 장르별 분포 비율은 극영화가 69%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뒤로 다큐멘터리 13%, 애니메이션
10%, 실험영화 8%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분포도는 예년과 유사한 양상이며, 단편영화의 국제적 제작 현황과도 부합한

Regarding submissions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distribution by genre shows that fiction represented the

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예심위원들은 분쟁과 난민 문제를 다룬 작품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서 그

most part with 69% of entries, followed by documentary (13%), animation (10%) and experimental (8%). Similar to last

사태의 심각성을 절감했고, 경제적 위기, 성소수자, 정체성, 가족, 청소년, 소통 등의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

year, these numbers also reflect the state of production in the short film industry. This year, the jury members noticed

서 삶과 관계의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년과 달리 특이한 점은 노년의 삶을 다룬 작품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에 관
한 문제 제기와 접근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었기에, 이제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도 국제적으로 중요하고도 위급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국제경쟁부문 출품작들 중 대다수가 이야기 전개 방식이나 기술적인 숙련도 면
에서 더 이상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평균적 완성도를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쟁부문 출품작의 장르별 분포 비율은 극영화 84%, 다큐멘터리 5%, 애니메이션 8%, 실험영화 3% 등으로 나타났
는데, 이 수치는 국제경쟁부문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타 장르들에 비해 한국단편의 극영화 쏠림 현상을 대변해준다
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루고 있는 소재 역시도 학교생활, 가족 혹은 타인과의 관계 문제, 취업의 어려움 등 청소
년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문제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단편영화를 만드는 주체가 대부분 학생들이라는 점,
그리고 그들이 다루고 있는 소재와 주제들이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의 한 단면임을 반영하고 있을 것

an increased number of films about refugees and about situations of conflicts. Through matters of business crisis,
sexual minority, identity, family, youth and communication, each film that was devoted on everyday problems gave the
juries much to ponder on. In particular, a lot of films concerned elderly people’s lives, the problems they face and the
various ways in which to approach this issue, which may indicate a raising global questioning in respect to our aging
societies.
In terms of genre, most entries for the ‘Korean Competition’ were fictions (84%), while animated films (8%),
documentaries (5%) and experimental films (3%) were much fewer. This clear lean towards fiction reflects a similar
trend in the Korean short film industry.
The topics covered mainly school life, family or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difficulty in employment - all social
problems currently faced by young people, which stems from the fact that most short filmmakers in Korea are

입니다. 하지만 출품작들에서 나타나는 장르와 주제 선택의 이런 쏠림 현상은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단편의 단조로움, 즉

students. This relative monotony in Korean short films may point towards a lesser involvement in the search for newer

문제 제기의 새로움이나 해결 방식에 대한 영화적 고민들이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or more varied storytelling avenues.

것입니다.
Still, faced with many films exhibiting excellence in storytelling or high technical proficiency, the 34th Busan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경쟁부문 선정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동일한 원칙(기준)으로 심사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밝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s preliminary jury followed two standards in order to select the finalists for both

힙니다. 첫째 ‘단편다움’입니다. 예심위원들은 단편만이 가지고 있는 영화 미학이 있다고 믿습니다. 장편에서는 묻혀 버리

competitions: ‘Short Filmness’ and ‘Issue Awareness’.

는 혹은 장편으로는 다룰 수 없는, 그래서 단편일 때에만 소중한 가치를 갖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

In regard to ‘Short Filmness’, the preliminary jury believes that there is a film aesthetic that only exists in short films.

의식’이 드러나는 작품에 선정의 무게를 더 실었습니다. 문제의식이야말로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Indeed, some stories are powerful, meaningful or beautiful because they are expressed in the short form, while they

즉 형식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비로소 형식이 만들어지는 작품들에 더 우선순위를 두었습니

would be diluted in a feature film. And because ‘Issue Awareness’ allows filmmakers to define and refine their projects,

다.

the juries chose to focus more on films which showed a deeper attachment to, and a clearer understanding of, an
issue, and which allowed said issue to create its own format rather than merely follow the format for the sake of it.

출품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심위원들에게 지난 예심기간은 비록 힘들고 지난했지만 새롭고
We would like to share our deepest gratitude to all who submitted their films. The juries spent long and arduous hours

도전적인 시도들을 경험한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mining and reviewing them: in these equally precious moments, they truly enjoyed experiencing all these new and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경쟁부문 예심위원 일동

powerful ventures. Thank you.
The Preliminary Juries of the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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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국제경쟁
Competition

1

15 27일(목) 15:00 중극장 ｜ 27(Thu) 15:00 Cinema I
28일(금) 12:30 소극장 ｜ 28(Fri) 12:30 Cinema II GV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아니

시간이 빠르게 흘러갈 때

이바노비치

어느 날 스웨덴 해변에서

Arnie

When Time Moves Faster

Ivanytch

Fight on a Swedish Beach

Taiwan, Philippinesㅣ2016ㅣFictionㅣ23'52"ㅣDCPㅣColorㅣEnglish Sub

Austria, Canadaㅣ2016ㅣAnimationㅣ7'ㅣDCPㅣColorㅣNo Dialogue

Russiaㅣ2016ㅣFictionㅣ15'ㅣDCPㅣ ColorㅣEnglish Sub

Swedenㅣ2016ㅣFictionㅣ14'50"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Rina B. Tsou Producer Kuek Sheeheng , Xie Eric Script Rina B. Tsou
Cinematographer Aw Seewee Editor Kao Mingsheng , Wang Chingchiao Music Nityalilla
Sound Kuo Renhao Cast Whackin C. Maniego, Chen Yuhsuan, Jin Meiman

Director Anna Vasof Cinematographer Anna Vasof Cast Anna Vasof

Director Sergey Borovkov Producer Maria Antonova Script Maksim Matyunin
Cinematographer Sergey Borovkov Editor Sergey Borovkov Music Alexei Kozhevnikov
Cast Georgiy Sulindiga, Roman Chepasov

Director Simon Vahlne Producer Axel Danielson, Ellen Hallin Script Simon Vahlne
Cinematographer Maximilien Van Aertryck Editor Axel Danielson, Simon Vahlne
Music Eddie Nilsson Cast Krister Thunberg, Helena Jansson, Cornelia Liljesjö, Casper Liljesjö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한 예술가가 사진이 붙어있는 종이 통을 신발에 고정시켜 걸어 다닌다. 톱
니바퀴 모양이 그려진 접시들이 나무 틀에 겹겹이 쌓여 있는데, 한 장 한 장
씩 망치로 내려치자 조각조각 부서진다. 큰 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저
마다 다른 방식으로 걷는다.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러시아 프리모리, 최북단 정착지에 사는 마을 주민들
이다. 이야기는 소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개되며, 언어와 문화적 정체
성도 실종되어 있다. 고대의 풍습대로 노인은 타이가로 마지막 사냥을 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로 결심한다. 손자와 마을 사이의 마지막 연결 고
리가 끊어진다.

해변에서의 엄청난 싸움! 나치식 인사를 하고 상대의 아내를 걸레라고 부르
면 싸움이 날 만도 하다.

필리핀 선원 아니는 가오슝 항구에 정박하는 동안 동료의 도움을 받아 반지
를 산다. 그는 인터넷으로 고향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할 계획이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
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니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대만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민 선원의 삶은 물 밖의 물고기처럼 하루하루가 투쟁이다.
더 많은 어획량을 위해 남쪽으로 향하지만 파도는 거칠게 일렁인다.
While docked at the port of Kaohsiung, Filipino seaman Arnie buys a
ring with the help of his mates. He plans to propose to his girlfriend back
home over the internet. What was meant to be the happiest moment
of his life soon takes a downward spiral when he finds out that she is
pregnant - Arnie is not the father of the child. Like a fish out of water,
the life of migrant seamen working in Taiwan is a daily struggle…for the
catch is plenty down south, but the waves are choppy and brutal.

리나 B. 저우 Rina B. Ts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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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We see the artist walking around in shoes to which a roll of paper
mounted with photographs is attached; plates painted with images of
gear wheels and layered on top of one another in wooden frames are
individually smashed to pieces by a hammer; people standing in a circle
embody the various phases of walking.

아나 파조프 Anna Vasof

감독 Director

EPIC BEACH FIGHT!!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yell siegheil and call
someone's wife a whore. He had it coming.

Main characters here are real villagers of the northernmost settlement
of Russian Primorye. They are playing out a story, almost completely
mute, a story of loss of language, and cultural identity: following the
ancient custom, an old man decides to die in the taiga at his last hunt.
At the same time this becomes the last broken connection between his
grandson and his village.

세르게이 바로브카 Sergey Borovkov

감독 Director

시몬 발네 Simon Vahlne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SANWOOD FILMS
sheeheng89@gmail.com

SIXPACKFILM
office@sixpackfilm.com

Maria Antonova
ilnomerosa@gmail.com

SWEDISH FILM INSTITUTE
theo.tsappos@filminstitutet.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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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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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7일(목) 15:00 중극장 ｜ 27(Thu) 15:00 Cinema I
28일(금) 12:30 소극장 ｜ 28(Fri) 12:30 Cinema II GV

2

15 26일(수) 10:30 시네마테크 ｜ 26(Wed) 10:30 Cinematheque
29일(토) 12:30 소극장 ｜ 29(Sat) 12:30 Cinema II GV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부케

10미터 타워

룬트의 헬가

은닉자의 노래

The Bouquet

Ten Meter Tower

Helga is in Lund

High Cities of Bone

Franceㅣ2016ㅣFictionㅣ10'29''ㅣDCPㅣColorㅣEnglish Sub

Swedenㅣ2016ㅣDocumentaryㅣ17'ㅣDCPㅣColorㅣEnglish Sub

Greeceㅣ2016ㅣFictionㅣ19'45''ㅣDCPㅣColorㅣEnglish Sub

Portugalㅣ2017ㅣDocumentary, Fictionㅣ19'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Julien Segard, Romain Carciofo
Producer Antoine Levi, Cédric Delannoy, Jacques Ballard, Jesse Salto, Pierre-Yves Bronsaert
Script David Brenot, Julien Segard Cinematographer Yann Maritaud Editor Jérémy Pitard
Music David Menke Sound Alexandre Andrillon
Cast Isabelle Anciaux, David Brenot, Eric Larcin, Laurent Bariteau

Director Axel Danielson, Maximilien Van Aertryck
Producer Axel Danielson, Erik Hemmendorff
Script Axel Danielson, Maximilien Van Aertryck

Director Thelyia Petraki Producer Kostas Tagalakis Script Alex Esslin, Thelyia Petraki
Cinematographer Thodoris Mihopoulos Editor Christos Giannakopoulos
Music Antonio Vivaldi, Frederic Chopin, Mary Lo Sound Nikos Triandafyllou
Cast Helena Topalidou, Michelle Valley, Nikos Flessas, Aneza Papadopoulou, Adam Arnold

Director João Salaviza Producer Pedro Pinho
Script Carlos Furtado Gomes, João Salaviza, Renée Nader Messora
Cinematographer Vasco Viana Editor Edgar Feldman, João Salaviza
Music Carlos Furtado Gomes Sound Rafael Cardoso Cast Carlos Furtado Gomes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상황 자체가 딜레마다. 시도에 대한 두려움, 포기로 인한 굴욕. 망설일 때,
결단을 내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홀로 있을 때, 남들을 의식했을 때
의 우리 행동은 어떤가?

한 여성, 그녀의 주치의, 피아노를 치는 학생, 한 남자, 그의 아내와 고양이.
이들을 연결하는 건 무엇일까?
이들을 분리하는 건 무엇일까?
헬가는 누구인가?
룬트는 어디인가?

페드레이라 도스 웅가로스(리스본 외곽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크레올어(카
보베르데 공화국에서 사용하는 언어) 랩의 선구자인 카를론은 새로 이주한
주택가에서 도망쳐 나온다. 밤새 열대의 무더위는 지속되고 사탕수수 사이
에서 속삭임이 들려온다. 카를론은 노래를 멈추지 않는다. <은닉자의 노래>
는 카를론의 기억, 제도의 압박, 그리고 어둠의 시대에 묻혀있던 이야기들의
심도 있고 상상력 넘치는 탐구이다.

인기척 없는 도로에서 고풍스런 차를 운전하는 스테판은 자신이 증인을 서
기로 한 결혼식에 서둘러 가고 있다. 그는 신부의 부케를 두고 왔다는 사실
을 너무 늦게 깨닫지만 운 좋게도 나무에 걸려 있던 장례식용 부케를 얻게
된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망가지면서 그의 운은 다한 것 같다. 더 이상 지
체 할 수 없는 상황 속, 스테판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사람과 동행하려
고 하는데... 샬롯, 그녀는 조금 전 장례식 부케를 나무에 걸어둔 여인이다.
On a deserted road, driving an antique car, Stéphane hurries up to a
wedding whom he is the witness. Terribly late, he realizes that he forgot
the bride’s bouquet. Fortune favors him when he has the opportunity to
take possession of a funeral bouquet tied on a tree. But fate takes it out
on him when his GPS loses signal. Unable to get his bearings, he will have
to take with him the only person who crosses his path, and who is able
to help: Charlotte… who just placed her funeral bouquet on the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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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tuation itself highlights a dilemma. The fear of going for it or the
humiliation of backing down. What are we like when we hesitate, and
when we decide? How do we behave when we're alone, and what are
we like when relating to others?

A woman, her doctor, a piano student, a man, his wife and a cat.
What connects these people?
What separates them?
Who is Helga?
Where is Lund?

줄리앙 세가 Julien Segard 감독 Director
로맹 카르시오포 Romain Carciofo

악셀 다니엘손 Axel Danielson
감독 Director
막시밀리언 반 아에르트릭크 Maximilien Van Aertryck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ALLEN & SMITHEE
allenandsmithee@gmail.com

SWEDISH FILM INSTITUTE
theo.tsappos@filminstitutet.se

TOPSPOT
filmtopspot@gmail.com

TERRATREME FILMES
agencia@curtas.pt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뗄리아 페트라키 Thelyia Petraki

감독 Director

Karlon, born in Pedreira dos Húngaros (a slum in the outskirts of Lisbon)
and a pioneer of Cape Verdean creole rap, runs away from the housing
project to which he had been relocated. Nights of vigil are spent under
a sweltering tropical heat. Among the sugarcanes, a whisper is heard.
Karlon hasn't stopped singing. High Cities of Bone is a probing and
imaginative exploration of Karlon's memories, the institutional siege, and
the submerged stories from a dark time.

주앙 살라비자 João Salaviza

감독 Director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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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6일(수) 10:30 시네마테크 ｜ 26(Wed) 10:30 Cinematheque
29일(토) 12:30 소극장 ｜ 29(Sat) 12:30 Cinema II GV

3

12 27일(목) 17:30 중극장 ｜ 27(Thu) 17:30 Cinema I
30일(일) 10:00 중극장 ｜30(Sun) 10:00 Cinema I

GV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클랜

광부들

낙타의 말

페페 림베

Clan

Raw Material

Words of Caramel

Fefe Limbe

Netherlandsㅣ2016ㅣFictionㅣ22'53''ㅣDCPㅣ ColorㅣEnglish Sub

Chileㅣ2016ㅣDocumentaryㅣ11'ㅣDCPㅣColorㅣNo Dialogue

Director Stefanie Kolk Producer Luuk Hoekx , Miel van Welzen Script Stefanie Kolk
Cinematographer Roy van Egmond Editor Maarten Ernest Music Jelle Verstraten
Sound Hanza van der Veer
Cast Britt Bakker, Laura Mentink, Vincent Lodder, Veerle van Overloop, Ruud Drupsteen

Director Cristián Mellado Producer Pablo Cuadra Cinematographer Javier Morales
Editor Pablo Cuadra Sound Pablo Cuadra, Rodrigo Silva

Director Juan Antonio Moreno Amador
Producer Juan Antonio Moreno Amador, Silvia Venegas
Script Juan Antonio Moreno Amador Cinematographer Javier Cerdá
Editor Nacho Ruiz Capillas Sound Gabriel Gutiérrez, Luis Cotallo Cast Yedehlu Lebada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친하게 지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버려진 농장에서 살며 일을 한다. 온 종
일 농장을 돌아다니는 검은 우비의 여성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
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가 가까이 다가
올수록 다들 신경 쓰이기 시작한다.

아라우코 지역의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인 쿠라닐라우에는 19세기 말 광부
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되었다. 이후 도시는 이들이 탄광업에 헌신하며 국가
산업에 이바지한 덕분에 황금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오늘날 과거의 영광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거의 남지 않았다. 남은
이들마저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광부들>
은 칠레 쿠라닐라우에 지역의 탄광도시에 관한 초상이다.

사하라 사막의 난민촌에 청각 장애가 있는 한 소년이 살고 있다. 그는 자신
의 가장 친한 친구인 어린 낙타 캐러멜의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글을 배우
고 싶어한다. <낙타의 말>은 무성 단편영화이다. 청각 장애인의 세계를 통
해 사막의 아름다움과 적막을 즐기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적 경험을 선
사한다. 하지만 사하라의 난민촌을 벗어나 본 적이 없고, 수화를 배운 적도
없고, 글을 배우고 싶은 소년의 세상은 평범하지 않다.

페페는 처음으로 실연의 상처로 상심한다. 그의 나이 65세.

Curanilahue, the largest municipality in the province of Arauco, began
as a coal mining settlement in the late 19th century. The city has gone
through a golden age contributing to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country,
families who were dedicated to the work of coal. Today, few traces of this
golden age, and the few people who continue to work in coal scarce
land, must confront poor working conditions and constant danger of
working underground. Raw Material is a portrait of the mining town of
Curanilahue in Chile.

In a refugee camp in the Sahara desert, lives a deaf boy who wishes to
learn how to write so that he could express the words of his best friend,
the young camel Caramel. Words of Caramel is a deaf-short-film and a
sensorial experience that invites spectators to feel, see and listen through
the deaf world, enjoying the beauty and silence of the desert. However,
the world of Kori is unusual because he has always lived in refugee
camps of the Sahara unknowing the sign language but he needs to learn
to write.

A tight-knit group of people live and work at a derelict farm. No one
knows the woman in a black raincoat who has been wandering around
their land all day. At first, they don't worry about her. But the closer she
gets, the more she starts to get in their way.

스테파니 코크 Stefanie Kolk

감독 Director

크리스티안 멜라도 Cristián Mellado

감독 Director

Spainㅣ2016ㅣDocumentary, Fictionㅣ20'ㅣDCPㅣColor ㅣEnglish Sub

후안 안토니오 모레노 아마도르

감독 Director

Franceㅣ2016ㅣFictionㅣ27'35''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Julien Silloray Producer Florence Borelly Script Julien Silloray
Cinematographer Denis Gaubert Editor Julien Ngo Trong Music Amaury Chabauty
Sound Marie-Clothilde Chery Cast Pierre Valcy

Féfé's just got his heart broken for the first time. He's 65 years old.

줄리앙 실로레이 Julien Silloray

감독 Director

Juan Antonio Moreno Am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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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SOME SHORTS
info@someshorts.com

Pablo Cuadra
pcuadracaro@gmail.com

MAKING DOC
info@makingdoc.com

SÉSAME FILMS
contact@sesamefilm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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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7일(목) 17:30 중극장 ｜ 27(Thu) 17:30 Cinema I GV
30일(일) 10:00 중극장 ｜ 30(Sun) 10:00 Cinema I

15 28일(금) 15:00 소극장 ｜ 28(Fri) 15:00 Cinema II GV
30일(일) 15:00 소극장 ｜ 30(Sun) 15:00 Cinema I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이륙 전

무단침입

어둠 속의 양탄자

What Tears Us Apart

Before the Flight

Trespass

Lurking in the Shadows

Franceㅣ2016ㅣ Fictionㅣ18'40''ㅣDCPㅣ ColorㅣEnglish Sub
Director Hu Wei Producer Julien Féret
Script Francois Peyroux , Gaelle Ogiegly, Hu Wei, Joel Curtz
Cinematographer Julien Poupard Editor Hu Wei Sound Roman Dymny
Cast Camille Debray, An Nai, Isabelle Huppert, Andre Wilms, Zhang Xianmin

Switzerlandㅣ2016ㅣDocumentary, Experimentalㅣ20'ㅣDCPㅣ ColorㅣEnglish Sub

Australiaㅣ2016ㅣFictionㅣ11'35''ㅣDCPㅣColorㅣEnglish Dialogue

Franceㅣ2016ㅣFictionㅣ24'ㅣDCPㅣB&WㅣEnglish Sub

Director Laurence Bonvin Producer Laurence Bonvin
Script Cheikh Ndiaye, Laurence Bonvin Cinematographer Laurence Bonvin
Editor Laurence Bonvin, Orsola Valenti Sound Cheikh Ndiaye, Julien Konnan

Director Mirrah Foulkes Producer Alex White Script Mirrah Foulkes
Cinematographer Ari Wegner Editor Nick Meyers Sound Thom Kellar
Cast Maya Stange, Sara West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호화로운 파리의 한 아파트. 천진난만한 딸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그리고
그녀를 입양한 프랑스 노부부와 그녀를 입양 보낸 중국인 노부부. 그들은
오랜 이별 후에 처음으로 마주한다.

코트디부아르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인 아비장에 있는 현대식 정부 건물
의 현재 상태에 대한 탐구. 이 영화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놀라운
건물들에 대한 건축 기행이자 헌사로서, 건물을 방문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과 그들의 행동, 그리고 공간을 비공식적으로 도용하는 방식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수풀 속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여인의 이상한 만남이 시작된다.

슈퍼마켓 경비원인 투생은 그가 놓쳐버린 한 젊은 도둑과 사랑에 빠진다.
어느 날 저녁, 그는 그녀를 찾아보기로 결심하는데...

In a luxurious Parisian apartment. After a long separation, an encounter.
For the first time, the two families, one French, the other one Chinese,
and in-between, an adopted child.

후 웨이 Hu W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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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Director Nicolas Novak Producer Hakim Zouhani Script Nicolas Novak
Cinematographer Tristan Tortuyaux Music Gabriel des Forêts
Cast Hervé Babadi, Agnès Delachair, Dounya Hdia, Bertrand Duvallet, Vessale Lezouache

A woman walking her dog alone in the bush has a strange encounter.
Toussaint, a supermarket security guard falls in love with a young thief he
fails to catch. One evening he decides to find her…

An explor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some significant modernist and
governmental buildings in Abidjan,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city of Ivory Coast. As an architectural tour as well as a tribute to the
remarkable buildings of the 60s, 70s and 80s, the film pays special
attention to users and visitors, to their gestures and ways of informally
appropriating the spaces.

로런스 보반 Laurence Bonvin

감독 Director

미라 폴크스 Mirrah Foulkes

감독 Director

니콜라 노박 Nicolas Novak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AMA PRODUCTION
contact@amaproductions.fr

Laurence Bonvin
focus@laurencebonvin.com

WHITEFALK FILMS
alex@whitefalkfilms.com

NOUVELLE TOILE
ntprod.contac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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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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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8일(금) 15:00 소극장 ｜ 28(Fri) 15:00 Cinema II GV
30일(일) 15:00 소극장 ｜ 30(Sun) 15:00 Cinema II

15 26일(수) 17:30 중극장 ｜ 26(Wed) 17:30 Cinema I GV
30일(일) 13:00 시네마테크 ｜ 30(Sun) 13:00 Cinematheque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꽃과 벽

어쨌든 집으로

사물들의 밤

한밤의 드라마

Flowers in the Wall

Anyway Home

The Night of All Things

Late Night Drama

Indonesiaㅣ2016ㅣFictionㅣ16'27''ㅣDCPㅣB&WㅣEnglish Sub
Director Eden Junjung Producer Siska Raharja Script Eden Junjung
Cinematographer Fahrul Ayunki Hikmawan Editor Eden Junjung Music Charlie Meliala
Sound Charlie Meliala Cast Erythrina Baskoro, Bowie Putra Bayu Mukti, Ibnu Sukodok,
Landung Simatupang

Germanyㅣ2016ㅣFictionㅣ20'21''ㅣ DCPㅣColorㅣEnglish Sub

Spainㅣ2016ㅣFictionㅣ18'30"ㅣDCPㅣColorㅣEnglish Sub

Canadaㅣ2016ㅣFictionㅣ7'43''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Pablo Kaes Producer Bernd Auzinger, Frederik Felkner, Martina Berger
Script Lucas Flasch Cinematographer Sabine Panossian Editor Simon Möller
Music Jesse Braverman Sound Karl Gerhardt Cast Serge Fouha, Fouofie Djimeli Richard

Director Pilar Palomero Producer Valérie Delpierre Script Pilar Palomero
Cinematographer André Gil Mata Editor Pilar Palomero Sound Aimar Galdós, Roger Blasco
Cast Joana Lleonart, Manuel Subirats, Raquel Caba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디아와 아들은 남편 위지 투쿨의 사망신고서를 만들기 위해 도시로 떠난다.
위지 투쿨은 1998년 실종된 인도네시아의 시인이다. 남편이 여전히 살아
있다고 믿고 있던 디아의 가족, 그들의 여행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흐른
다.

빈센트와 바바카르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인 카메룬을 강제로 떠나게 되
었다. 둘은 베를린 근처 난민수용소에서 마주친다. 바바카르는 덴마크에 가
족이 있으며 덴마크 국경을 불법으로 넘을 예정이다. 함께 걷기로 한 둘은
돈도 없고 서류도 없다. 춥고 매서운 겨울 날씨에 며칠 동안 걷고 나자, 빈
센트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마침내 둘은 국경에 가까워졌으나 문제가 있
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시간은 상처가 되고, 부재만이 남아 있는 조아나의 세계. 그 안에서 어머니
의 죽음에 직면한다. <사물들의 밤>은 경험이 기억이 되는 바로 그날 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 밤, 기억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

새벽 1시 34분, 눈 내리는 변두리 지역, 24살 제레미는 붐비는 클럽 앞에
개조된 차를 주차한다. 제레미 친구들의 평소 최대 관심사 “어이 친구, 오늘
밤을 화끈하게 해줄 뭔가 재미있는 것 없어?” 는 그에게 더 이상 흥미롭지
않다. 제레미는 누군가를 찾고 있다.

Dyah and her son’s Fajar Merah travel to the city to making a dead
certificate of her husband, Wiji Thukul. Wiji Thukul is an Indonesian
poet, who has been missing since 1998. Dyah's journey has turned into
something unusual because, since the disappearance of Wiji Thukul, her
family had been holding to a belief that he is still alive.

에덴 준중 Eden Junjung

056

감독 Director

Vincent and Babacar were forced to leave their home in Cameroon for
different reasons. In a refugee camp near Berlin they bump into each
other. Babacar has family in Denmark and is supposed to be picked up
at the Danish border. They decide to walk there together. They have no
money and no papers. After days of walking through the cold and rough
winter it seems as if the exhaustion could kill Vincent. As they finally get
close to the border they receive a call: there is a problem.

파블로 케스 Pablo Kaes

감독 Director

Joana faces the loss of her mother while living immerse in a universe
where time hurts and where the absence is the only future. The night
of all things speaks about that night in which the experiences become
memories; the night in which our memory becomes all what we are.

필라 팔로메로 Pilar Palomero

감독 Director

Director Patrice Laliberté Producer Frédérique St-Pierre, Julie Groleau
Script Patrice Laliberté Cinematographer Christophe Dalpé Editor Olivier Binette
Sound Bernard Gariépy Strobl, Laurent Ouellette, Sylvain Bellemare
Cast Guillaume Laurin, Sasha Migliarese, Karl Farah

1:34 AM. A snowy suburb. Jérémie, 24, parks his modified car in front
of a crowded club. His friends’ usual concerns “Hey man, do you have
something that will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do not interest
him. Jérémie is looking for someone.

파트리스 랄리베르테 Patrice Laliberté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RAKETTI FILMS
rakettimail@gmail.com

FILM UNIVERSITY BABELSBERG KONRAD WOLF
c.marx@filmuniversitaet.de

INICIA FILMS
estivals@iniciafilms.com

TRAVELLING DISTRIBUTION
info@travellingdistribution.com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감독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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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6일(수) 17:30 중극장 ｜ 26(Wed) 17:30 Cinema I GV
30일(일) 13:00 시네마테크 ｜ 30(Sun) 13:00 Cinematheque

6

15 26일(수) 12:30 중극장 ｜ 26(Wed) 12:30 Cinema I
27일(목) 20:00 중극장 ｜ 27(Thu) 20:00 Cinema I GV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티벳 여인

침묵을 향하여

인형의 눈

구급차

The Tibetan Girl

To the Silence

A Doll's Eyes

Ambulance

Chinaㅣ2016ㅣDocumentaryㅣ29'59''ㅣDCPㅣColorㅣEnglish Sub

Argentinaㅣ2016ㅣFictionㅣ15'30"ㅣDCPㅣColorㅣEnglish Sub

USAㅣ2016ㅣDocumentaryㅣ12'10''ㅣDCPㅣColorㅣEnglish Dialogue

Director Jin Huaqing Producer Tongrui Liu

Director Mariano Cócolo Producer Natalia de la Vega Script Mariano Cócolo
Cinematographer Tebbe Schöning Editor Mariano Cócolo Sound Lucas Kalik
Cast Luis Alexander Esqueti, Ivana Bonil

Director Jonathan Wysocki Producer Jonathan Wysocki Script Jonathan Wysocki
Cinematographer Todd Bell Editor Christine Kim Music Chanda Dancy
Sound Colette Dahanne Cast Jonathan Wysocki, Gabriel Bennett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Norwayㅣ2016ㅣFictionㅣ15'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Sebastian Torngren Wartin Producer Moa Liljedahl
Script Sebastian Torngren Wartin Cinematographer Karl Erik Brøndbo Editor Trude Lirhus
Music Joel Danell Cast Maria Bock, Ingrid Olava, Anders T. Andersen, Henrik Rafaelse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영화는 중국 쓰촨 출신인 돌마의 행복과 슬픔을 묘사하며, 그 안에서 그녀
의 순수함과 종교적 숭고함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또한 티벳인들이 지키려
는 믿음과 전통이 현대 도시문명과 직면할 때 보이는 갈등도 엿볼 수 있다.

<침묵을 향하여>는 이별, 애가(哀歌), 산의 심장을 향한 한 남자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는 이야기의 모든 짐을 어깨에 메고 여행한다. 마치
십자가와 같은 거대한 가방이 그와 함께 동행한다.

허위 신고에 출동한 두 여성 구급대원은 한 무리의 루마니아 이민자들과 맞
닥뜨리게 된다. 근무조 조장인 사네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을 해
야 하지만, 그 선택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진다.
그녀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결정하기가 어렵다.

Our film portrays the purity and religious piety of Drolma who comes
from Sichuan, China, along with her happiness and sadness, are
presented to reveal the conflicting nature of Tibetans’ beliefs and
traditions in the face of modern urban civilization.

To the Silence is the story of a farewell, an elegy and a man’s journey to the
heart of the mountain. He travels carrying on his back all the weight of
his story; like a cross, a big bag that accompanies him on his walk.

조나단 위소키는 그의 개인적인 에세이 영화에서 자신이 평생 동안 가져온
영화 <죠스>에 대한 집착의 의미를 탐구한다. 위소키는 어린 시절 공포로
인해 바다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야기와 성인이 되어 본인의 결점이 된 어두
운 욕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바다로 돌아간 그는 상상 속 상어보다 더 깊은
공포를 발견한다.

진 후아칭 Jin Huaqing

감독 Director

마리아노 꼬꼴로 Mariano Cócolo

감독 Director

In his personal essay film, filmmaker Jonathan Wysocki searches for the
meaning behind his lifelong obsession with the movie Jaws. Wysocki
recounts the terror that kept him out of the ocean during his childhood
and the dark desire that drew him back as an adult. He returns to the
ocean to discover a fear deeper than the shark stalking his imagination.

조나단 위소키 Jonathan Wysocki

감독 Director

Two female ambulance paramedics get caught up in a conflict with a
group of Romanian immigrants, after being called out to what seems
to be a false alarm. The shift leader, Sanne, is faced with a dilemma that
forces her to make a choice to solve the situation a choice that has fatal
consequences, but makes it difficult to decide who is right and who is
wrong.

세바스티안 토른그렌 바르틴

감독 Director

Sebastian Torngren Wa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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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Jin Huaqing
6545677@163.com

Natalia de la Vega
ndlvega@gmail.com

Jonathan Wysocki
jonathan@jonathanwysocki.com

NORWEGIAN FILM INSTITUTE
post@nf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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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6일(수) 12:30 중극장 ｜ 26(Wed) 12:30 Cinema I
27일(목) 20:00 중극장 ｜ 27(Thu) 20:00 Cinema I GV

15 26일(수) 10:00 소극장 ｜ 26(Wed) 10:00 Cinema II
28일(금) 17:30 소극장 ｜ 28(Fri) 17:30 Cinema II GV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우리 사이에

칠면조

올가

사라진 머리

Between Us

Celebration

Olga

The Head Vanishes

Polandㅣ2017ㅣDocumentaryㅣ30'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Maciej Miller Producer Leszek Kopeć, Jerzy Rados
Cinematographer Maciej Miller, Martyna Krasińska Editor Justyna Król
Music Maciej Milewski Sound Maciej Miller Cast Martyna Krasińska, Maciej Miller,
Leszek Głąb, Anna Lewandowska, Grzegorz Lewandowski

Mexicoㅣ2016ㅣFictionㅣ18'51''ㅣDCPㅣColorㅣEnglish Sub

Franceㅣ2017ㅣFictionㅣ19’ㅣDCPㅣColorㅣEnglish Sub

France, Canadaㅣ2016ㅣAnimationㅣ9'28''ㅣDCPㅣColorㅣEnglish Dialogue

Director Juan Barreda Ruiz Producer Ana Mary Ramos Script Juan Barreda Ruiz
Cinematographer Carlos Correa Editor Juan Barreda Ruiz Music Gerardo Jerry Tapia
Sound Omar Juárez Cast Claudio Luis García, Elizabeth Valdez

Director Maxime Bruneel Producer Nicolas de Rosanbo Script Maxime Bruneel
Cinematographer Luis Armando Arteaga Editor Miguel Schverdfinger Music PEERMUSIC
Sound Robin Benisri Cast Anne Loiret, Johan Libereau, Anaïs Thomas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20대의 젊은 커플이 아이를 임신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른다. 예
상치 못했던 부담감과 감정에 직면하자, 그들은 헤어지기로 하고 아이의 입
양을 결정한다. 하지만 출산 두 달 전 이뤄진 이 결심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들은 주변인들과의 대화와 만남을 통해 남은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결정적
상황에 또 다시 직면한다.

구스타보는 수초를 키우며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낸다. 어느 날 아침, 부상
당한 칠면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그의 외로운 일상은 바뀌게
되고, 그는 딸의 생각에 맞서기로 한다.

남자친구에게 매몰차게 쫓겨난 올가는 매우 지친 상태로 아들과 아들의 여
자친구가 사는 먼지투성이 아파트에 머물게 된다. 그녀는 젊은 연인의 친밀
함 앞에서 상대적으로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재클린은 여행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다. 그녀는 마치 다 큰 소녀처럼 혼자
서 기차를 타기로 마음먹는다.

Gustavo confronts the old age loneliness growing lace-leafs. One
morning, he finds a wounded turkey that will change his lonely routine
and confront him with the ideas of his daughter.

Kicked out roughly by her boyfriend, Olga, exhausted, takes shelter in the
gritty flat of her son and his girlfriend. She finds herself trapped in her
own torpor, infected by the intimacy of the young couple.

A young couple in their 20s are expecting a child but don’t know how
they will cope. Faced with unexpected pressures and emotions they
decide to separate and give the child up for adoption. They do not make
this decision easily, with only two months remaining until the baby is
due. The situation they find themselves in leads to conversations and
experiences, that will have a lasting impact upon the rest of their lives.

마테이 밀렐 Maciej M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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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환 바레다 루이즈 Juan Barreda Ruiz

감독 Director

막심 브뤼넬 Maxime Bruneel

감독 Director

Director Franck Dion Producer Julie Roy, Richard Van Den Boom Script Franck Dion
Cinematographer Franck Dion Editor Franck Dion Music Pierre Caillet
Sound Pierre Yves Drapeau Cast Florence Desalme, Jeannie Walker, Kathleen Fee

Jacqueline has lost her mind a bit, but whatever, for her trip to the
seaside, she has decided to take the train by herself, like a big girl!

프랑크 디옹 Franck Dion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GDYNIA FILM SCHOOL
info@gsf.pl

JUANA FILMS
ramosrugerio@gmail.com

Mikhal Bak
mikhal.bak@gmail.com

PAPY3D PRODUCTIONS
festivals@papy3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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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6일(수) 10:00 소극장 ｜ 26(Wed) 10:00 Cinema II
28일(금) 17:30 소극장 ｜ 28(Fri) 17:30 Cinema II GV

15 26일(수) 15:00 중극장 ｜ 26(Wed) 15:00 Cinema I
29일(토) 15:00 소극장 ｜ 29(Sat) 15:00 Cinema II GV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영혼들

행복을 찾아서

벽

건너편에서

32 Souls

Days of Wholesome Joy

Wall

Across the Street

Myanmarㅣ2016ㅣDocumentaryㅣ25'30''ㅣDCPㅣColorㅣEnglish Sub

Cubaㅣ2016ㅣFictionㅣ18'ㅣDCPㅣColorㅣEnglish Sub

Romania, Franceㅣ2016ㅣFictionㅣ18'24"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Sai Naw Kham Producer Lindsey Merrison Script Sai Naw Kham
Cinematographer Nay Linn Htun Editor Sai Naw Kham Sound Soe Arkar Htun

Director Claudia Muñiz Pérez Producer Claudia Muñiz, Kiki Alvarez, Luis Rodríguez
Script Claudia Muñiz Cinematographer Héctor David Rosales
Editor Liana Domínguez Music ADroid, Demetrio Muñiz Sound Bill Toles
Cast Giselda Calero, Enma San Miguel, Luis Manuel Álvarez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미얀마 샨주(州) 북부 몽텟의 한 나이든 여성이 궁핍과 상실로 가득한 삶을
되돌아본다. 그녀의 기억은 샨주의 과거, 현재, 미래의 갈등으로 얽혀 있다.
An old woman from Mong Htet in northern Shan State in Myanmar looks
back on a life marked by privation and loss. Her memories are interwoven
with images that touch on this conflicted state’s past, present and future.

쎄이 노 캄 Sai Naw Kham

감독 Director

Belgiumㅣ2016ㅣFictionㅣ14'40''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Dan Radu Mihai
Producer Bogdan Botofei, Colin Maunoury, Luca Cabriolu, Pătru Păunescu
Script Dan Radu Mihai Cinematographer Pătru Păunescu Editor Eugen Kelemen
Sound Olivier Kast Cast Emanuel Bighe, Sara Cuncea, Matei Huidu, Dragos Olaru,
Roxana Irimia

Director Jeanne Privat Producer INSAS Script Jeanne Privat
Cinematographer Matthieu Fabbri, Tom Durand Editor Océane Yvert
Music Alban Cayrol, Gwenael Grisi Sound Marcellino Costenaro
Cast Nicole Colchat, Bernard Graczyk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자이다는 꽤 오랫동안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자신의 할머니를 돌보아 왔
다. 겨울 중 가장 추운 날인 본인의 생일 전날, 자이다는 자신의 이전의 삶
을 되찾으려고 한다.

휠체어에 탄 노인이 병원 복도 끝에서 우리 쪽을 바라보고 있다. 젊은 남자
마르셀은 소파에 앉아 있고, 잠시 후 한 젊은 여자가 그에게로 온다. 그녀의
남자친구 알렉스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의 짧은 대화가 왜 그들 세 명이 그
곳에서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파티 후에 실수를 한 그녀는 마
르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하려는 참이다.

로즈는 하루 종일 이웃들을 몰래 지켜보며 범죄자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로
즈의 남편은 그녀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조용히 참아내지만, 어느 날 그녀
의 망상은 현실이 되는데...

It´s been a while since Zayda takes care of her grandma Juana, sick with
senile dementia. On the eve of her birthday, the coolest day in the winter
season, Zayda tries to get back her previous life.

클라우디아 무니스 페레즈

감독 Director

An old man on a wheel chair is at the close end of a hospital corridor,
looking in our direction. A young man, Marcel, is sitting on the couch
and, shortly after, a young woman joins him. Before her boyfriend, Alex,
also arrives, a brief syncopate conversation quickly suggests why the
three of them are meeting there. She made a mistake after a party and
she is about to fix it, with Marcel’s help.

단 라두 미하이 Dan Radu Mihai

감독 Director

Rose spends her entire days spying on her neighbors trying to find a
criminal among them. Her husband quietly endures his wife's insanity
until one day her deliriums seem to become reality...

잔 프리바 Jeanne Privat

감독 Director

Claudia Muñiz Pér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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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YANGON FILM SCHOOL E.V.
info@yangonfilmschool.org

VEGA ALTA FILMS
bprieto@vegaaltafilms.com

DASH FILM
productie@dashfilm.ro

INSAS
info@insas.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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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6일(수) 15:00 중극장 ｜ 26(Wed) 15:00 Cinema I
29일(토) 15:00 소극장 ｜ 29(Sat) 15:00 Cinema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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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

15 27일(목) 12:30 중극장 ｜27(Thu) 12:30 Cinema I
29일(토) 20:00 소극장 ｜ 29(Sat) 20:00 Cinema II

GV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숲

아직은

승천

매혹적인 그녀

Forestry

Not Yet

Ascension

Beautiful Figure

Japanㅣ2016ㅣDocumentary, Fictionㅣ24'58''ㅣDCPㅣColorㅣEnglish Sub

Iranㅣ2016ㅣFictionㅣ14'53''ㅣDCPㅣColorㅣEnglish Sub

Portugalㅣ2016ㅣFictionㅣ18'ㅣDCPㅣColorㅣEnglish Sub

Hungaryㅣ2016ㅣFictionㅣ16'53''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Tsuta Tetsuichiro Producer Tsuta Tetsuichiro Script Kawamura Masaya
Cinematographer Aoki Yutaka Editor Tsuta Tetsuichiro Music Kawamura Keita
Sound Sasai Kota Cast Takehashi Eri

Director Arian Vazirdaftari Producer Majid Barzegar
Script Arian Vazirdaftari, Shadi Karamroudi Cinematographer Sina Kermanizadeh
Editor Mohamad Sanifar Music Adib Ghorbani Sound Zohreh Aliakbari
Cast Farhad Aslani, Pantea Panahiha

Director Pedro Peralta Producer João Matos Script Pedro Peralta
Cinematographer João Ribeiro Editor Francisco Moreira
Cast Domicília Nunes, Ricardo Francisco, Alice Calçada, António Pote, António Eusébio

Director Hajni Kis Producer Miklós Bosnyák Script Dániel Daoud, Hajni Kis
Cinematographer Ákos Nyoszoli Editor Vanda Gorácz Music András Pongor
Sound Ervin Stark Cast Brigitta Egyed, Hanna Milovits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도쿠시마 현의 산악지역에서 근무하는 새로운 삼림 관리원인 코즈에 하야
시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불을 때서 방을 데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
녀는 남자와 똑같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거운 기계도 직
접 옮기지만,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21살 헤스티의 생일이다. 그녀는 외국에서 유학 중이고, 이란에 있는 부모
는 스카이프를 통해 그녀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다.

동틀 녘, 우물에 빠진 청년을 건지기 위해 사람들이 힘쓴다. 여자들은 조용
히 지켜보고 있고, 남자들은 온 힘을 다한다. 그 가운데에는 아들을 기다리
는 어머니가 있다. 기다림은 끝났다. 땅 속 깊은 곳에서 남자들은 청년을 건
진다. 자연의 모든 것은 영원히 재탄생하는데, 어떻게 삶이 끝날 수 있는
가? 저 멀리에서 태양이 지평선을 가득 메운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다.

고등학교 청소부인 여자가 한 여학생과 사랑에 빠진다. 그녀의 사랑은 시작
부터 불가능하지만, 그녀는 감정을 표현하기로 결심한다.

It’s Hasti (a 21 years old girl)’s Birthday. She studies abroad and her
parents in Iran want to congratulate her via Skype.

New forestry worker Kozue Hayashi starts her day as usual in the
mountainous region in Tokushima prefecture. She wakes up early
when it is still dark outside and burns firewood to warm her room.
She demonstrates she can do the same work as men by using heavy
machinery and faces many troubles in the mountains doing work she is
not used to. This is her story.

064

During the sunrise, a group of peasants tries to rescue the body of a
young man from a well. Women veil in silence. Men resist with all their
strength. At the center of them all: a Mother waits for her son's body
ransom. The wait is over. From the depths of the earth men pull out the
body of the young man. How can life come to an end if everything in
nature is eternally reborn? In the distance the sun floods the horizon. A
new day lies ahead.

아리안 바지다프타리 Arian Vazirdaftari 감독 Director

페드로 페랄타 Pedro Peralta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NIKONIKOFILM
tsuta@nikonikofilm.com

Arian Vazirdaftari
arian.vazirdaftari@yahoo.com

PORTUGAL FILM
portugalfilm@indielisboa.com

FLMFABRIQ
info@filmfabriq.hu

츠타 테츠이치로 Tsuta Tetsuichiro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감독 Director

A high-school cleaning lady falls in love with one of the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Her love is impossible from the beginning, but she decides
to show her feelings.

감독 Director

하이니 키쉬 Hajni Kis

감독 Director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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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크롭츠담의 인사

2002

Greetings from Kropsdam

2003

Netherlandsㅣ2016ㅣFictionㅣ23'45''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Joren Molter Producer Jesper Olyve, Miel van Welzen
Script Britt Snel Cinematographer Tijn Sikken Editor Moo Flamman
Music Hans Nieuwenhuijsen Sound Daimo da Costa
Cast Ruud Poiesz, Trijnie Naber, Jasper Groeneveld

2004
2005
2006
2007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2008

라머트는 파리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정도로 착하다. 그는 크롭츠담의 작은
마을인 흐로닝언에서 예쁜 비둘기들과 친한 친구 프리다와 함께 산다. 평온
했던 그의 삶은, 그의 땅에 에너지 회사인 그린나우와 계약을 맺고 풍력발
전기가 설치된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방해 받는다. 라머트는 이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르며 풍력발전기에는 관심도 없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다르
게 대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다.

2009

Lammert wouldn’t hurt a fly. He lives with his fancy pigeons and his best
friend Frieda in the small Groningen village of Kropsdam. His tranquil
life is disrupted when he is suspected of making a deal with the energy
company GreenNow, in order to have a wind turbine built on his land.
Lammert is oblivious to this: he doesn’t want anything to do with wind
turbines. Yet he notices that the village starts treating him differently.
Because everyone is happy in Kropsdam, unless you’re out of luck.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B2U0S1A7N
요렌 몰터르 Joren Molter

Contact
SOME SHORTS
info@someshor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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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ctober 12-21, 2017
Asian Film Market October 14-17, 2017

Korean
한국경쟁
Competition

1

2

15 27일(목) 12:30 소극장 ｜ 27(Thu) 12:30 Cinema II
29일(토) 15:00 중극장 ｜ 29(Sat) 15:00 Cinema I GV

15 26일(수) 20:00 소극장 ｜ 26(Wed) 20:00 Cinema II
28일(금) 15:00 중극장 ｜ 28(Fri) 15:0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개들의 침묵

역귀

김수영, 불온한 시절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

The Silence of the Dogs

The Ghost

Kim Soo-young, the Period of Turbulence

Line

Koreaㅣ2017ㅣFictionㅣ19'34"ㅣDCPㅣColorㅣEnglish Sub

Koreaㅣ2016 ㅣFictionㅣ16'47"ㅣDCPㅣColorㅣEnglish Sub

Koreaㅣ2016ㅣDocumentary, Experimentalㅣ31'54"ㅣDCPㅣB&W, ColorㅣEnglish Sub

Korea ㅣ2016 ㅣFiction ㅣ17'17" ㅣDCP ㅣColor ㅣEnglish Sub

Director 박현철 Park Hyuncheol Producer 신성일 Shin Sungil Script 박현철 Park Hyuncheol
Cinematographer 유일승 Yu Ilseung Editor 문세경 Mun Segyeong Music PREMASLO
Sound 강혜영 Kang Hyeyoung Cast 김뢰하 Kim Roiha, 김성철 Kim Sungcheol, 박세진 Park Sejin,
이현욱 Lee Hyunwook, 이영석 Lee Yeoungsok

Director 임승현 Lim Seunghyeun Producer 김한재 Kim Hanjae
Script 임승현 Lim Seunghyeun Cinematographer 김윤기 Kim Yunkee
Editor 임승현 Lim Seunghyeun Music 문성철 Moon Sungchul Sound 최고은 Choi Goun
Cast 강진아 Kang Jina, 한동희 Han Donghee, 최교식 Choi Kyoseek

Director 욕(오온유, 김건영, 임정서, 배혜원, 문종현, 권라임) Yoke(Oh Onyou, Kim
Producer 욕 Yoke Script 욕 Yoke Cinematographer 욕 Yoke Editor 욕 Yoke
Sound 문종현 Moon Jonghyun

Director 신지훈 Shin Jihoon Producer 손기선 Son Kisun Script 신지훈 Shin Jihoon
Cinematographer 문명환 Moon Myunghwan Editor 신지훈 Shin Jihoon
Music 옴브레 Ohmbre Sound 조해동 Cho Haedong Cast 박재현 Park Jaehyun,
서유주 Seo Yoojoo, 김봉수 Kim Bongsoo, 최지영 Choi Jiyoung, 정민성 Jung Minsung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젊은 시절, 불합리한 나라와 맞서던 호성. 시위현장에서 아내를 잃는 것도
모자라 한쪽 다리와 목소리를 못 쓰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내의 제사를 준비하러 밖으로 나가게 되는 호성. 본의 아니게 도심에서
일어난 시위현장에 휩싸이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뿐인 아들과 마주하게 되
는데...

사체의 입에서 금니를 뽑아 파는 염습사 미영. 어느 날, 시체 안치소로 신원
미상의 사체 한 구가 들어온다.

여섯 명의 사람은 김수영이 생전에 쓴 시와 산문을 읽고, 그 속에서 발견한
키워드를 글이 쓰인 시대와 현재의 시점에서 다각도로 바라본다. 공간과 온
도, 영상과 음악을 통해 대한민국 현대사는 재구성된다.

남자는 광고 전단지를 돌리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광고 전단지를 돌리
던 중 문이 살짝 열려있는 집을 발견한다. 남자는 저녁 값만 훔쳐 나오자는
생각을 하고 집에 들어간다. 집 안에는 조용하고 굳게 닫힌 문이 있다. 건진
것 없이 나오려던 남자는 닫힌 문을 열어보고자 한다. 억지로 굳게 닫힌 문
을 열자 자살한 노인과 여자 아이의 시신이 있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울
린다.

A mortician pulls out gold-capped teeth from corpses for extra cash. One
night, an unidentified body is carried to the funeral parlor and the night
turns into a nightmare.

During the days of his youth, Hoseong protested against the government
that deemed to be unreasonable. But his protests came at a significant
sacrifice. He lost his wife, became crippled in one leg and mute. Fast
forward to the present day, Hoseong is on his way to the marketplace to
make preparations for his wife's memorial ceremony. In the city center, a
violent protest is brewing and he gets swept up in the maelstrom when
he runs into none other than his one and only son, Gukyeong.

박현철 Park Hyuncheol

감독 Director

임승현 Lim Seunghyeun

감독 Director

Geonyoung, Lim Jungsuh, Bae Hyeweon, Moon Jonghyun, Gwon Lime)

Six people read the poetry and prose by the late Kim Soo-young, then
look at the keyword discovered therei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Modern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rewritten through space,
temperature, video and music.

욕 Yoke

감독 Director

A man makes a living by putting up advertising flyers. On one of his
routes, the house door slightly opens. He enters the house, only thinking
about stealing enough food for dinner. The house is very quiet and inside,
there is a stiff, tightly closed door. The man (who has no business doing
so) tries to open the door. When he gets it to open, he finds the bodies
of an elderly woman who committed suicide and a young girl. At that
moment, someone comes and rings the bell.

신지훈 Shin Jihoon

감독 Director

Contact

070

Contact

Contact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디어콘텐츠센터

Contact

박현철 Park Hyuncheol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FILMS

신지훈 Shin Jihoon

smlover012@hanmail.net

centralpark.co@gmail.c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MEDIA CONTENTS CENTER
knuadis@gmail.com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cabaret1203@gmail.com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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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6일(수) 20:00 소극장 ｜ 26(Wed) 20:00 Cinema II
28일(금) 15:00 중극장 ｜ 28(Fri) 15:00 Cinema I GV

19 26일(수) 15:00 소극장 ｜ 26(Wed) 15:00 Cinema II
28일(금) 20:00 중극장 ｜ 28(Fri) 20:0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심심

곰국

앰부배깅

공채사원

The Realm of Deepest Knowing

Atonement

Ambubagging

The Regular Hire

Koreaㅣ2017ㅣAnimationㅣ3'30"ㅣDCPㅣColorㅣNo Dialogue

Koreaㅣ2017ㅣFictionㅣ24'25"ㅣDCPㅣB&W, ColorㅣEnglish Sub

Koreaㅣ2016ㅣFictionㅣ23'16"ㅣDCPㅣColorㅣEnglish Sub

Koreaㅣ2016ㅣFictionㅣ29'59"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김승희 Kim Seunghee Producer 김승희 Kim Seunghee
Script 김승희 Kim Seunghee Cinematographer 김승희 Kim Seunghee
Editor 김승희 Kim Seunghee Music 김승희 Kim Seunghee Sound 김승희 Kim Seunghee
Cast 김평순 Kim Pyeongsun, 이종석 Lee Jongsuk

Director 신윤호 Shin Younho Producer 안담비 An Dambi Script 신윤호 Shin Younho
Cinematographer 하진수 Ha Jinsu Editor 신윤호 Shin Younho Music 박찬식 Park Chansik
Sound 임솔이 Lim Soli Cast 신재훈 Shin Jaehoon, 김유빈 Kim Yubin, 유영재 You Youngjae,
이세랑 Lee Serang

Director 한정재 Han Jungjae Producer 서준석 Seo Joonsuk Script 한정재 Han Jungjae
Cinematographer 송완기 Song Wanki Editor 한정재 Han Jungjae Music 박예원 Park Yewon
Sound 김민수 Kim Joshua, 홍초선 Hong Chosun
Cast 신윤정 Shin Yoonjung, 박정민 Park Jeongmin, 박명신 Park Myungsin

Director 김태웅 Kim Taewoong Producer 장세현 Jang Sehyun Script 김태웅 Kim Taewoong
Cinematographer 이동혁 Lee Donghyuk Editor 김태웅 Kim Taewoong
Sound 주아랑(스튜디오03) Joo Arang(STUDIO03)
Cast 조동인 Jo Dongin, 이동훈 Lee Donghoon, 이철민 Lee Cheolmi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역경 가운데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닿고자 한다. 이
것은 어둠을 밝힌다. 그들은 일체감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채워줌을 느낀
다.

진수, 준영, 한규는 어느 날 진수네 집에서 자게 된다. 이날은 진수의 엄마
가 곰국을 처음 끓인 날이다. 이들은 ‘문화상품권’을 받기 위해 다 같이 교
회에 가기로 하는데, 엄마가 교회에 가는 걸 싫어하는 한규는 뭔가 계속 찜
찜하다.

내과 인턴의사 김민지는 이숙자 환자에게 앰부배깅을 하고 있다. 86세인
이숙자의 상태는 좋지 않다. 곧 숨이 끊어질 것 같다. 병원에선 이숙자 환자
의 보호자를 찾는 방송을 계속 하지만 병원에 있던 이숙자의 손자는 처치실
로 오지 않는다. 이숙자의 호흡을 유지시키기 위해 계속 앰부배깅을 하는
민지에게 엄마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동생이 아기를 낳는다고 빨리 오라
는 전화다.

서울에 온 지 16년 된 24살 영호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스펙으로
대산물산의 공채사원이 된다. 영호가 들어가게 된 영업 2팀에는 영호로 인
해 정규직 전환이 좌절된 인턴사원 하연주가 있다. 한편 홍보팀에서는 ‘공
채사원’ 영호를 인터뷰한다.

One digs beneath the surface of the other to reach the deepest place of
their heart during struggles and it lightens up the darkness. They fulfill
one another within the sense of oneness.

김승희 Kim Seunghee

072

감독 Director

One day, Jinsu, Junyeong and Hangyu sleep over at Jinsu’s house. It is
the first day Jinsu’s mother cooked beef bone soup. The boys decide to
go to church together to get a 'gift voucher' but Hangyu keeps feeling
uncomfortable because his mother does not like him going to church.

신윤호 Shin Younho

감독 Director

Intern Kim Minjee is giving CPR with an Ambu bag to an 86-year-old
patient named Lee Sookja. Sookja's condition is not well and it looks as if
she's ready to depart from the world. Despite constantly paging Sookja's
grandson and guardian, he has yet to appear. Minjee continues the
Ambu bag ventilation on Sookja when she gets an urgent call from her
mother, who tells her to hurry because Minjee's sister is having a baby.

한정재 Han Jungjae

감독 Director

24-year-old Youngho dreams of becoming an ordinary company man.
After graduating from a fine university with a splendid resume, he
becomes a regular hire at Daesan Produce. Youngho is assigned to Sales
Team #2. However, in that team there is an intern named Yeonju, who lost
her opportunity to become a regular hire because of Youngho.

김태웅 Kim Taewoong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김승희 Kim Seunghee

신윤호 Shin Younho

인디스토리 INDIESTORY

kshee140831@gmail.com

hogh6133@gmail.com

koindiestory@naver.com

인디스토리 INDIESTORY
koindiestory@naver.com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감독 Director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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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6일(수) 15:00 소극장 ｜ 26(Wed) 15:00 Cinema II
28일(금) 20:00 중극장 ｜ 28(Fri) 20:00 Cinema I GV

19 27일(목) 15:00 소극장 ｜27(Thu) 15:00 Cinema II
29일(토) 17:30 중극장 ｜29(Sat) 17:3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늙은 세탁기

보호자

목련에 대하여

성재씨

The Aged Washer

Helper

About Magnolia

Mr. Seong Jae

Koreaㅣ2016ㅣAnimationㅣ9'20"ㅣDCPㅣColorㅣNo Dialogue

Koreaㅣ2017ㅣFictionㅣ31'16"ㅣDCPㅣColorㅣEnglish Sub

Koreaㅣ2017ㅣFictionㅣ26'31"ㅣDCPㅣColorㅣEnglish Sub

Koreaㅣ2017ㅣFictionㅣ14'30”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김예란 Kim Yeran Producer 김예란 Kim Yeran Script 김예란 Kim Yeran
Cinematographer 길수희 Gil Suhee, 김예란 Kim Yeran, 오은비 Oh Eunbi
Editor 김예란 Kim Yeran Music 전홍석 Jeon Hongseok , Dai
Sound 김예란 Kim Yeran, 박소윤 Park Soyoon, SOUNDBIBLE

Director 최형진 Choi Hyungjin Producer 김민정 Kim Minjung
Script 황민선 Hwang Minseon, 김다스란 Kim Dasrahn
Cinematographer 윤석원 Yun Seokwon Editor 길도현 Kil Dohyeon
Sound 임지현 Im Jihyeon Cast 감승민 Kam Seungmin, 전희연 Jeon Heeyeon,
이윤선 Lee Yoonsun, 홍지석 Hong Jiseok, 서세흥 Seo Seheung

Director 방성준 Bang Sungjun Producer 심민정 Shim Minjung Script 방성준 Bang Sungjun
Cinematographer 김민주 Kim Minju Editor 방성준 Bang Sungjun
Music 양영민 Yang Youngmin Sound 이주석 Lee Jooseok
Cast 방태원 Bang Taewon, 김성훈 Kim Sunghoon, 김정원 Kim Jungwon

Director 김록경 Kim Lokkyoung, 유성재 Yoo Seongjae
Producer 유성재 Yoo Seongjae Script 김록경 Kim Lokkyoung, 유성재 Yoo Seongjae
Cinematographer 윤성권 Yun Sungkwon Editor 김록경 Kim Lokkyoung
Music 이성훈 Lee Seonghoon Sound 김록경 Kim Lokkyoung
Cast 유성재 Yoo Seongjae, 홍상우 Hong Sangu, 최예솔 Choi Yesol, 윤청아 Yun Chunga,
김용빈 Kim Yongbi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산골 마을에 사는 세탁기는 아이의 성장을 도우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도시개발이 시작되고, 성장한 아이
는 세탁기의 곁을 떠난다. 남겨진 세탁기는 폐공장으로 실려 가는데...

청소년 성매매를 소재로 시나리오 작업을 하던 정우는 여자친구와 다툼을
하던 중 골목에서 성매매업소로 끌려가는 지민을 보게 된다. 정우는 취재를
위해 지민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한다.

영연은 민속촌에서 탈춤을 추고 있는 젊은 모습의 아버지를 발견한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성재씨는 취업 준비를 하며, 야간업소
에서 일하고 있다. 고향에 계신 성재씨의 어머니는 성재씨가 취업을 한 줄
알고 생활비를 부탁하는데...

There is a washing machine in a little highland village that helps the
growth of a sweet little child. Everything seemed to be perfect but as
the village goes under development, the child leaves and the washing
machine is discarded in a junkyard…

Jungwoo is working on a scenario based on teenage prostitution. During
a fight with his girlfriend, he sees Jimin being dragged into a brothel, and
tries to bring Jimin home for an interview.

김예란 Kim Yeran

074

감독 Director

최형진 Choi Hyungjin

감독 Director

Youngyeon finds an image of his father from a folk dancer in the Korean
folk village.

After graduating from a university in Seoul, Mr. Seongjae is working
nights while preparing to find a stable job. Mr. Seongjae’s mother believes
Mr. Seongjae already found a job and asks him to wire some money.

방성준 Bang Sungjun

감독 Director

김록경 Kim Lokkyoung
유성재 Yoo Seongjae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김예란 Kim Yeran

퍼니콘 FUNNYCON

방성준 Bang Sungjun

김용빈 Kim Yongbin

cheddar453@gmail.com

syl@funnycon.tv

ggomoggo@gmail.com

dydqls3365@naver.com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감독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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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7일(목) 15:00 소극장 ｜ 27(Thu) 15:00 Cinema II
29일(토) 17:30 중극장 ｜ 29(Sat) 17:30 Cinema I GV

12 26일(수) 17:30 소극장 ｜ 26(Wed) 17:30 Cinema II
28일(금) 17:30 중극장 ｜ 28(Fri) 17:3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나가요 : ながよ

미씽

아버지의 방

나만 없는 집

Nagayo

Missing

My Father's Room

Home without Me

Koreaㅣ2016ㅣFictionㅣ28'56"ㅣDCPㅣColorㅣEnglish Sub

Koreaㅣ2016ㅣFictionㅣ29'14"ㅣDCPㅣColorㅣEnglish Sub

Koreaㅣ2016ㅣAnimationㅣ8'16"ㅣDCPㅣColorㅣEnglish Sub

Koreaㅣ2017ㅣFictionㅣ32'53"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차정윤 Cha Jeongyoon Producer 임찬현 Lim Chanhyun
Script 차정윤 Cha Jeongyoon Cinematographer 이지민 Lee Jimin
Editor 차정윤 Cha Jeongyoon Sound 김혁중 Kim Hyeokjoong
Cast 문혜인 Mun Hyein , 송철호 Song Cheolho

Director 김민경 Kim Minkyung Producer 전태현 Jeon Taehyun Script 김민경 Kim Minkyung
Cinematographer 방성준 Bang Sungjun Editor 김민경 Kim Minkyung
Sound 김민정 Kim Minjeong Cast 이혜린 Lee Hyerin, 오시원 Oh Siwon, 우지현 Woo Jihyun

Director 장나리 Jang Nari Producer 장나리 Jang Nari Script 장나리 Jang Nari
Editor 장나리 Jang Nari Music 손영웅 Son Youngwoong Sound 정도희 Jeong Dohee

Director 김현정 Kim Hyunjung Producer 오성호 Oh Seongho Script 김현정 Kim Hyunjung
Cinematographer 김용현 Kim Yonghyun Editor 원창재 Won Changjae
Music 류재학 Ryu Jaehak Sound 양정원 Yang Jungwon Cast 김민서 Kim Minseo,
박지후 Park Jihoo, 이미정 Lee Mijung, 천정락 Cheon Jungrak, 임호준 Im Hojoo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랩을 좋아하는 다현은 혼자 사는 이십 대 여자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들어선 생경한 공간 속, ながよ(기나긴 가을밤)의 끝자락. 다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

민영은 민경이가 사라졌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다. 아버지와 헤어져 살게 된
후에 그녀는 어린 시절의 상처도 아버지에 대한 증오도 점점 잊어간다. 그
러던 어느 날, 뜻밖의 순간에 그녀는 가족에게 버림 받은 아버지의 시간들
을 떠올리며 혼란스러워진다.

1998년 봄. 이제 4학년이 된 세영은 걸스카우트를 하고 싶다. 하지만 세영
은 언니 선영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반대를 겪는다.

One day, Minyeong gets a call that her closest friend Minkyeong went
missing.

Dahyun is a rap-loving, single girl in her 20s. Looking for a part time
job, she walks into an unfamiliar space, Nagayo (long autumn evening).
Dahyun must now make a choice.

차정윤 Cha Jeongyoon

감독 Director

She was abused by her father during childhood. Since he left, the pain
and anger had begun to fade. One day, unexpectedly, she is struck by
a revelation about her father's life that cast her feelings about him into
confusion.

김민경 Kim Minkyung

감독 Director

장나리 Jang Nari

감독 Director

Spring 1998. Seyoung just began 4th grade and wants to join the Girl
Scouts. She is met with unexpected opposition from her older sister
Sunyoung.

김현정 Kim Hyunjung

감독 Director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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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 미디어콘텐츠센터

Contact

Contact

Contac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MEDIA CONTENTS CENTER
knuadis@gmail.com

인디스토리 INDIESTORY

씨앗 ANISEED

김현정 Kim Hyunjung

koindiestory@naver.com

kaniseed@naver.com

merri_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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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 27일(목) 20:00 소극장 ｜ 27(Thu) 20:00 Cinema II
29일(토) 20:00 중극장 ｜ 29(Sat) 20:0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미망인

문신

능력소녀

홍어

The Widow

Ask for God?

Superpower Girl

Hongeo

Koreaㅣ2017ㅣFictionㅣ22'43"ㅣDCPㅣColorㅣEnglish Sub

Koreaㅣ2016ㅣDocumentaryㅣ12'53"ㅣ DCPㅣColorㅣEnglish Sub

Koreaㅣ2017ㅣFictionㅣ24'22"ㅣDCPㅣColorㅣEnglish Sub

Koreaㅣ2016ㅣFictionㅣ10'23"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최청일 Choi Cheongil Producer 조현석 Cho Hyeonseok
Script 최청일 Choi Cheongil Cinematographer 문성진 Moon Sungjin
Editor 조한울 Cho Hanwool Music 김중우 Kim Joongwoo
Sound 김유진 Kim Yoojin, 박용기 Park Yongki
Cast 유다인 Yoo Dayin, 이해영 Lee Haeyeong, 안서현 An Seohyeon

Director 현정헌 Hyun Jeongheon Producer 현정헌 Hyun Jeongheon
Script 오하영 Oh Hayoung, 현정헌 Hyun Jeongheon Cinematographer 오하영 Oh Hayoung,
현정헌 Hyun Jeongheon Editor 현정헌 Hyun Jeongheon Music 정지훈 Jung Jihoon
Sound 정지훈 Jung Jihoon Cast 호리카미 덴죠 Horikami Tenzyo, 박효빈 Park Hyobin

Director 김수영 Kim Sooyoung Producer 김동환 Kim Donghwan
Script 김수영 Kim Sooyoung Cinematographer 박성훈 Park Sunghoon
Editor 김수영 Kim Sooyoung Music 한여름 Han Yorm Sound 류기화 Rhyu Kiwha
Cast 김혜준 Kim Hyejun, 이유미 Lee Youmi, 김시운 Kim Siwoon

Director 연제광 Yeon Jegwang Producer 김종성 Kim Jongsung Script 권항 Kwon Hang
Cinematographer 한상길 Han Sangkil Editor 권항 Kwon Hang Sound 정도희 Jung Dohee
Cast 서은수 Seo Eunsu, 우상기 Woo Sangki, 현봉식 Hyun Bongsik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남편 일생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장례를 치르던 희진은 남편이 남겨놓은
유언장을 읽게 된다. “땅에 묻지 말고 화장해서 서해 바다에 뿌려 달라”는
유언에 희진은 딸과 함께 서해 바다로 간다. 유골함을 들고 서해 바다에 도
착한 희진. 눈앞에 펼쳐지는 기막힌 광경으로 인해 뜻밖의 여정이 시작된
다.

레위기 19장 28절에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를 위하여 몸에 무늬를 새기
지 말라”고 쓰여있다. 이 문장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를 것이다.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는 이야기이다.

어떤 교실, 전교 1등으로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능력소녀’ 공미나와 반에
서 존재감마저 없는 ‘무능력소녀’ 맹주리. 어느 날 갑자기, 미나의 눈꺼풀이
감기지 않고 주리에겐 몰랐던 능력이 찾아오는데... 이들 십 대 소녀들에게
펼쳐지는 의외의 일들은 모두를 경악케 한다!

중소기업 신입 여사원인 정민은 홍어집에서 자신의 상사인 우대리와 함께
현전무를 접대하게 된다.

Heejin is at a funeral following the sudden death of her husband. In her
husband’s will, he has asked, “Don’t bury me but have me cremated
and scatter my ashes in the Yellow Sea.” So with her daughter, she takes
his ashes to the sea and when they arrive, she is encountered by a
breathtaking sight and is welcomed by an unexpected journey.

최청일 Choi Cheo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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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Leviticus chapter 19 verse 28 says that Christians must not make marks
on their bodies for the dead. This verse has different meanings to different
people. This story lets us hear two people’s differing interpretations.

현정헌 Hyun Jeongheon

감독 Director

‘Superpower girl’ Mina is in the top of her class, the center of attention
and the envy of everyone. ‘No-power girl’ Juri is the total opposite, as her
classmates sometimes forget she even exists. One day, Mina can't seem
to close her eyelids, while Juri discovers her hidden powers.

김수영 Kim Sooyoung

감독 Director

A new employee of a small company named Jungmin is meeting the
executive director of another company, Mr. Hyun, with his senior worker,
Mr. Woo at the ‘Hongeo’ restaurant.

연제광 Yeon Jegwang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인디스토리 INDIESTORY

현정헌 Hyun Jeongheon

김수영 Kim Sooyoung

연제광 Yeon Jegwang

koindiestory@naver.com

wjdgjsdkdl@naver.com

swimmingk@hanmail.net

jgstudiofil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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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SPOTLIGHT
캐나다 건국150주년, 화합과 공존의 역사
CANADA 150, History of Harmony and Coexistence

Films

ORA

Mobilize

Director - Philippe Baylaucq
Running time - 15’39’’

Director - Caroline Monnet
Running time - 3’32’’

Performance
Rapper – Samian
DJ - Felix-Antoine Leroux
Chorus - Esmeralda Sumar
Dancer - Marie Céline Charron

4월 26일(수) 20:00-22:00 | F1963 중정(구 고려제강 수영공장)
입장_ 초청장, 아이디카드 및 BISFF티켓 소지자

April 26(Wed) 20:00-22:00 F1963 Square
Admission – Invitation, ID card or BISFF ticket holders

주최 | 주관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조직위원회, 주한캐나다대사관, 주한퀘벡정부대표부
Host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mbassy of Canada to Korea, Gouvernement du Québec, Corée

주빈국 프로그램 Guest Country Program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주빈국 프로그램은 단편영화와 공연, 전시 등

The ‘Guest Country Program’ of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을 통해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예술을 더욱 더 풍부하게 이

was designed to offer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not only artistic

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2012년 프랑스

but also cultural, social and other various aspects of individual countries,

를 시작으로 올해는 캐나다, 내년에는 뉴질랜드를 주빈국으로 선정

through a wide range of short films and performance, exhibition, etc.

하여 다채로운 예술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Beginning with France in 2012, Canada and New Zealand are set to
present their varied cinematic works in 2017 and 2018, respectively.

BISFF 2017 주빈국 프로그램 캐나다 BISFF 2017 Guest Country Canada

단편영화의 스펙트럼을 통해 영화는 물론 한 나라를 구성하는 다양

The 'Guest Country Program' is a venue that uses the short film spectrum

한 모습을 발견하는 ‘주빈국 프로그램’은 프랑스를 시작으로 지난

to discover the diversity that makes up not only film but a country.

다섯 해 동안 유럽의 여러 나라와 아시아의 중국을 지나 금년 캐나다

Beginning with France five years ago, we traversed many countries in

를 만나게 됩니다.

Europe, then China in Asia, and now we meet Canada this year.

영화 분야에서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저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Canada’s might regarding film is beyond description. Many capable

특히 영어와 프랑스어라는 두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특징을 통해 두

directors hail from here, where English and French are used together.

곳의 영화권에서 역량 있는 감독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

Never mind the great masters of the past – there are still English directors

대한 거장들을 제외하고도 영어권에서는 제임스 카메룬을 시작으로

such as James Cameron, David Cronenberg and French directors such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와 같은 감독들이, 프랑스어권에서는 드니 빌

as Denis Villeneuve and Xavier Dolan. Canadian film is head to head in

뇌브, 자비에 돌란 감독이 있습니다. 캐나다 영화는 극영화는 물론

fiction, documentary and animation with France and United States, while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에서 프랑스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leading the experimental film genre.

있으며 실험영화 부문에서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This year marks the 150th anniversary of Canada’s founding, making this
캐나다 건국 150주년이 되는 금년 ‘주빈국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

year’s 'Guest Country Program' all the more special, as an opportunity

다의 다양한 모습과 만나는 특별한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캐나

to meet the various faces of Canada. 26 short films will be showcased

다 파노라마’, ‘캐나다 원주민 특별전’,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특별

through four programs: 'Canadian Panorama', 'Canada First Nations',

전’, ‘BISFF 토크: 듀엣’ 네 개 프로그램 26편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Special', and 'BISFF Talk: Duet'. Here in

단편영화를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017년 부산에서 지금보다

Busan 2017, we invite you to meet the short films from Canada, where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나라 캐나다의 단편영화를 만나보시기 바랍

the future is bright.

니다.
Lee Sanghoon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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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
주빈국 프로그램
Country
캐나다
Canada

12 27일(목) 18:00 시네마테크 ｜ 27(Thu) 18:00 Cinematheque
30일(일) 10:00 소극장 ｜ 30(Sun) 10:00 Cinema II

캐나다 파노라마 Canadian Panorama

주빈국 캐나다 프로그램 중 첫 번째 프로그램은 최근 가장 주목할 만

The first program of Guest Country Canada is 'Canadian Panorama',

한 캐나다 단편영화를 모은 ‘캐나다 파노라마’입니다. 캐나다는 세

a compilation of the recently most noteworthy Canadian short films.

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양질의 많은 단편영화가 제작되는 국가입니

Canada is known to produce many short films of worldly renown quality.

다. 극영화를 시작으로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등 다양한

Various genres are produced, including fiction, documentary, animation

장르가 제작되며, 캐나다 및 해외의 많은 영화제에 소개되고 관객들

and experimental film, and they are introduced in many film festivals

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캐나다 파노라마’에서 소

around the world. With that in mind, the films introduced in 'Canadian

개 드리는 작품은 캐나다 영화 전체를 대표하기 보다는 캐나다 단편

Panorama' are geared more towards symbolically capturing the flow

영화의 어떤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

of Canadian short films rather than representing Canadian cinema in

양한 장르(극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영화)에서 작품 하

general. We hope that the power entailed in each and every one of the

나하나마다 나름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통해 현 시기 캐나다

films of diverse genres (fiction, documentary, animation, experimental

단편영화를 일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film) gives you an opportunity to glimpse the modern day Canadian
short films.

이 프로그램은 사실 영화를 선정하는데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어, 프
로그래머로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결과물입니다. 무엇보다 ‘가족’

Truth be told, as the programmer, it was not easy selecting the films,

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작품들을 주로 선정했습니다. 많은

since there were simply too many to choose from. The selection leaned

작품들을 관통하는 주제가 ‘가족’과 ‘사랑’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heavily on films that reflect on the meaning of 'family'. The themes of

국인이 캐나다라는 이웃에게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인 ‘안정

'family' and 'love' are woven in many films. They coincide with a Korean’s

감’, ‘평온함’과 맞닿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품 속에서는 ‘자매간

view of Canada as a place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selected films,

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부자간의 사랑’, ‘남녀간의 사랑’ 그리고

these themes are manifested as 'love between sisters', 'love between

‘자식에 대한 헌신’등으로 발현 되었습니다. 이번 ‘캐나다 파노라마’

brothers', 'love between a father and son', 'love between a man and a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족의 상실로 인한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

woman', and 'sacrifice toward children'. The six films prepared for this

과 화해를 다룬 <기븐 유어 히스토리>, 자신의 정체성과 아버지에 대

year’s 'Canadian Panorama' are: Given Your History, dealing with the pain

한 추억이 혼합된 <꼬마 보안관>,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에 대

and reconciliation by those who have lost their family; The Little Deputy,

한 원망과 사랑을 드러낸 <이발소에서>, 떠나간 사랑에 대한 미련과

about self-identity and memories about father; Son in the Barbershop,

육아의 짐을 짊어진 여자의 초상 <물고기>, 특별한 고통을 겪는 사람

showing a son’s love and resentment towards his father through a

들의 시선을 영화로 표현한 실험적 다큐멘터리 <조용한 지대> 그리

conversation with a stranger; Fish, a portrait of a woman left behind with

고 단단한 연출력으로 형제애를 다룬 극영화 <고가도로>까지 총 6편

a child; Quiet Zone, an experimental documentary portraying people in

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pain; and Overpass, a story about love between brothers with superb
directing.
이상훈

GV

기븐 유어 히스토리

꼬마 보안관

Given Your History

The Little Deputy

Canadaㅣ2014ㅣFictionㅣ14'52"ㅣHDㅣColorㅣEnglish Dialogue

Director Trevor Anderson Producer Blake McWilliam Script Trevor Anderson
Cinematographer ASC aAron munson, Peter Wunstorf Editor Justin Lachance
Sound Johnny Blerot Cast Luke Oswald, Rob Chaulk, Trevor Schmidt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뜻밖의 병으로 엄마를 잃은 두 자매의 이야기.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홀로
살던 여동생은 몇 년 만에 집에 불쑥 찾아온 언니로 인해 평온했던 일상이
무너진다. 가족의 내재된 갈등이 드러나는 순간 오히려 그로 인해 서로에
대한 진실을 찾고 애정을 확인하게 된다. 감독의 실제 경험이 바탕이 된 시
나리오로 제작되었고, 이 작품으로 토론토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작가 겸 감
독 몰리 맥글린은 2016 NSI온라인단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였다.
(이상훈)

1986년의 어느 토요일을 회상하는 목소리, 아주 오래된 비디오를 통해 눈
앞에 재생되는 이미지와 함께 감독은 경험 속 과거의 시점, 그리고 특정한
장소로 관객을 순식간에 이동시킨다. 자신과 아버지의 평범했던 주말 외출
은 내재되어있던 정체성이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우연히 발현되는 사건
의 순간이 된다. 짧은 러닝타임 안에서 영화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로
시간이 옮겨지고, 다시 서부개척시대의 어느 마을로 이동한다. 감독의 개인
적 삶과 경험에서 찾아낸 이야기는 다큐멘터리와 서부극이 만나는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상훈)

A story about two sisters who have lost their mother to an unexpected
disease. Having lived alone for years after their mother died, the younger
sister's life is turned upside down when her sister suddenly turns up
one day. Just when the inherent conflict in the family comes to fore,
the sisters learn the truth about one another and confirm their love for
each other. The scenario is based on Toronto based writer-director Molly
McGlynn's actual experiences, and she won the Fearless Female Director
Award at the 2016 NSI Online Short Film Festival. (Lee Sanghoon)

Lee Sanghoon

몰리 맥글린 Molly McGl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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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ㅣ2014ㅣFictionㅣ8’56’’ㅣHDㅣB&W, ColorㅣEnglish Dialogue

Director Molly McGlynn Producer Laura Perlmutter Script Molly McGlynn
Cinematographer Guy Godfree Editor Sandy Pereira Music Todor Kobakov
Cast Katie Boland, Rachel Wilson, Valerie Buhagiar

감독 Director

A voice remembering one Saturday in 1986, and a video of old imagery
instantaneously take the audience back to a specific place and time
in history. One ordinary weekend outing with his father becomes the
moment when his father discovers his inherent identity for the first
time. Within the short running time of this film, time fast forwards from
1980s to 2000s, then again to the Wild West. Based on the personal life
and experiences of the director, the story is both a documentary and a
western. (Lee Sanghoon)

트레버 앤더슨 Trevor Anderson

Contact

Contact

FIRST LOVE FILMS INC.
info@firstlovefims.com

CFMDC
director@cfmdc.org

감독 Director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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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7일(목) 18:00 시네마테크 ｜ 27(Thu) 18:00 Cinematheque
30일(일) 10:00 소극장 ｜ 30(Sun) 10:00 Cinema II

GV

캐나다 파노라마 Canadian Panorama

이발소에서

물고기

조용한 지대

고가도로

Son in the Barbershop

Fish

Quiet Zone

Overpass

Canadaㅣ2015ㅣFictionㅣ7'20"ㅣDCPㅣColorㅣEnglish Sub

Canadaㅣ2016ㅣFictionㅣ11'33''ㅣDCPㅣColorㅣEnglish Dialogue

Canadaㅣ2015ㅣExperimentalㅣ14'04''ㅣDCPㅣColorㅣEnglish Dialogue

Canadaㅣ2015ㅣFictionㅣ18'48"ㅣHD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Nathan Douglas Producer Alexandra Caulfield Script Nathan Douglas
Cinematographer Devan Scott Sound Will Ross Cast Donat Daoutov, Michael Meneer

Director Heather Young Producer Heather Young Script Heather Young
Cinematographer Heather Young Editor Heather Young
Sound Graham Colwell, Heather Young Cast Robyn Mendoza

Director David Bryant, Karl Lemieux Producer Julie Roy
Cinematographer David Bryant, Karl Lemieux, Mathieu Laverdière
Editor Mathieu Bouchard-Malo Music David Bryant Sound David Bryant, Olivier Calvert

Director Patrice Laliberté Producer Julie Groleau, Patrice Laliberté Script Patrice Laliberté
Cinematographer Christophe Dalpé Editor François Lamarche Music VNCE
Sound Laurent Ouellette Cast Téo Vachon Sincennes, Sandrine Bisson, Stéphane Jacques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평범한 이발소 안, 의자에 앉아 있는 소년이 머리를 이발사에게 맡긴 채
정면을 응시하고 앉아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거울 속 한 구석에서 중년
의 남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일상적인 남자와 아들의
대화 중 이발 중이던 소년의 독백이 갑자기 침투한다. 대화의 상대가 중첩
되면서 이윽고 남자는 사라지고 소년의 고백만이 공간을 채운다. 단 한 컷
의 세계 안에서 소년의 고통, 후회,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이상훈)

한 여인의 초상을 다룬 강력한 작품이다. 아직은 너무 어린 세 명의 어린 아
이를 온전히 혼자 기르는 여자의 출구 없는 삶을 독특한 방식으로 다룬다.
긴 세월의 기다림, 회환, 사랑을 짧은 시간에 압축하였다. 마치 어항 속 관
상어를 아무도 돌보지 않아 점점 생기를 잃고 결국 이끼로 가득한 어항 속
에 빠져 죽는 것처럼 모든 짐을 짊어지고 바닥으로, 심연으로 여자는 침몰
한다. 여성 감독 헤더 영의 섬세한 시선과 연출이 압권이다. (이상훈)

영화는 ‘전자기장’에 대한 민감도를 나타내는 ‘전자기 과민증’이라는 정신
분열증에서의 부적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의 관점에 의해 제시된다.
그녀가 느끼는 일상에서의 왜곡된 색과 소리가 이미지를 통해 우리에게 전
달된다. 그녀는 오래된 극장 안에서 심하게 훼손된 필름으로 상영되는 영화
를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한다. 주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실험영화 혹은 전위
영화와 같은 장르와 공존하며, 음악가이기도 한 감독의 재능은 자연스럽게
주인공의 시선을 통해 세상을 대면하도록 인도한다. (이상훈)

마튜는 저녁이 되면 길거리, 특히 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 고가도로
에서 위험천만하게도 그래피티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무엇보다 경찰에게
잡히기 전에 그는 이미 시작한 모종의 작업을 끝내려 한다. 가까스로 경찰
의 추적을 피한 그가 집으로 돌아온 후 잠을 청하는데, 어머니가 집으로 오
는 형의 마중을 가자며 잠을 깨운다. 집중력 있는 시나리오와 영상을 통해
감독의 연출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2015 토론토영화제 캐나다단편경쟁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상훈)

Inside an ordinary barbershop, a boy sits facing the mirror with the barber
working on his hair behind him. Inside the mirror, he sees a middle aged
man on the corner answer a call from his son. The everyday conversation
between the man and his son is interrupted by the boy’s soliloquy. As
the conversations overlap, soon the man disappears and only the boy’s
confession fills the air. In this world of just one cut, the story of the boy’s
pains, regrets and love is unfolded. (Lee Sanghoon)

This is a powerful film portraying the life of one woman. It employs a
unique method to tell the tale of a woman raising three little children
alone, stuck in a life without escape. A long period of waiting, return, and
love is compressed into a short timeline. The woman falls into a pit of
despair, just as fishes in a neglected fishbowl full of moss slowly lose their
life. Female director Heather Young’s delicate perspective and directing is
the highlight. (Lee Sanghoon)

This film is told from the perspective of a woman suffering from the
negative symptoms of 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 a claimed
sensitivity to electromagnetic fields. The distorted colors and sounds she
sees are transmitted to the audience. She calmly explains the film playing
from a severely damaged film inside an old theater. This theme naturally
combines the experimental film and avant-garde cinema genres. Also a
musician, the director’s talents easily bring the audience to face the world
from the main character’s point of view. (Lee Sanghoon)

Mathieu lives dangerously, painting graffiti at highway overpasses, above
speeding cars in the evenings. His goal is to finish his projects before
getting caught by the police. When he comes home one night after
barely escaping the police, his mother wakes him, asking him to come
with her to meet his brother. The concentrated scenario and video stand
out with outstanding directing. It won the Short Cuts Award for Best
Canadian Short Film at the 2015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Lee Sanghoon)

나단 더글라스 Nathan Doug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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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헤더 영 Heather Young

감독 Director

다비드 브리앙 David Bryant 감독 Director
칼 르뮤 Karl Lemieux

파트리스 랄리베르테 Patrice Laliberté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Nathan Douglas
nwdouglas@gmail.com

Heather Young
film5@afcoop.ca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e.seguin@nfb.ca

COURONNE NORD INC.
info@couronnenor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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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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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6일(수) 18:00 시네마테크 ｜ 26(Wed) 18:00 Cinematheque
29일(토) 20:30 시네마테크 ｜ 29(Sat) 20:30 Cinematheque

캐나다 원주민 특별전 Canada First Nations

‘퍼스트 네이션스’란 알래스카 및 캐나다 북부에 거주하는 ‘이누이

The ‘First Nations’ are the aboriginal peoples of Canada excluding the

트’와 캐나다에 유입된 유럽인과 현지 원주민들의 자손인 ‘메티스’

‘Inuit’, so-called ‘Eskimo’, which are a group of indigenous peoples

를 제외한 캐나다 거주 원주민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의 고유

inhabiting the region of Alaska and Northern Canada and the ‘Métis’

한 문화와 예술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왔으며, 수십 개의 언어 집단과

who are the descendants of unions between First Nations people and

600개가 넘는 자치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화를

European settlers. They are composed of dozens of linguistic groups

매개로 지금껏 타자의 시선을 통해 재현되어오던 자신들의 삶을 스

which try to preserve and develop their own cultures and arts and have

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영화

over 600 autonomous communities. Instead of their stories being told

라는 매체를 통해 스스로 발언하고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by others’ point of view, they show themselves with the means of new

수동적으로 기술되었던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써내려 가고

artistic films. On the basis of their identities, they speak out and demand

있습니다.

their political rights and even write their own histories and cultures again,
which have been written by others.

이들이 만든 영화의 특성은 영화 형식과 내용에서 토착적인 방법론,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구술 전통’의 문화를 갖는 그들의 특성과 같

The unique character of their films is to adopt indigenous aspects from

은 고유한 요소들을 차용해 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하는 것입

their native methods, such as ‘oral tradition’ and reveal them naturally in

니다. 또한, 개인과 공동체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탐구라는 주

both style and story in films. We can see that their films’ trends are about

제적 특성도 두드러집니다. 최근에는 많은 여성 감독들이 등장하면

exploring and tackling the identities of individuals in the community.

서 과거에 비해 더욱 다양한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These days, many female directors are emerging and producing more
various styles of works than in the past.

‘캐나다 원주민 특별전’ 섹션에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포함 되
어있습니다. 언어와 정체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험영화 <수정>, 교

This section introduces seven films of different genres: The Amendment,

육에 의한 정체성의 혼란을 다룬 <클라우즈 오브 어텀>, 기차를 매개

an experimental film about the correlation between language and

로 공동체의 자부심을 다룬 <북풍>, 죽음을 대하는 원주민의 특별함

identity, Clouds of Autumn, a film about dealing with the confusion of

을 볼 수 있는 <남아 있는 사람들>, 과거 삶의 방식과 강요된 현대의

identity by education, and North Wind talks about self-respect pride of

생활에 대한 실험적 다큐멘터리 <모바일라이즈>, 혼란스러운 정체

the community through the medium of a train. Additionally, Those Who

성의 간극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히어 앤드 데어>, 젊은이의 방황

Remains shows the distinction of the aborigines facing death, Mobilize

과 회귀를 다룬 <붉은 길>까지 총 7편의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is an experimental documentary film about the life-styles in the past
and the enforced modern life, Here and There is depicting the gap of

이상훈

confused identities humorously, and Red Path is about the wandering
and returning of a young man.
Lee Sanghoon

수정

클라우즈 오브 어텀

The Amendment

Clouds of Autumn

Canadaㅣ2007ㅣDocumentaryㅣ4'58"ㅣHDㅣColorㅣEnglish Sub

Canadaㅣ2015ㅣFictionㅣ14'55"ㅣHD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Kevin Papatie Producer Kevin Papatie Script Kevin Papatie
Cinematographer Kevin Papatie Editor Kevin Papatie

Director Matthew Taylor Blais, Trevor Mack Producer Trevor Mack
Script Matthew Taylor Blais Cinematographer Tyler Hagan
Editor Matthew Taylor Blais, Trevor Mack Music Matthew Taylor Blais
Sound Marlowe Shepard Cast Edmund Lulua, Elias Louie, Quelemia Sparrow,
Trinity Stump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1920년 인디언에 대한 법률이 수정되었다. 이제 모든 학교는 의무사항이
되었다.”라는 다중적 의미가 담긴 자막과 함께 시작되는 영화는 네 개 층위
의 피라미드 형태인 ‘네 개의 세대’, ‘세 명의 기숙사생’, ‘두 개의 문화’ 그리
고 ‘하나의 소멸’로 구성된다. 사용하는 언어와 사용자의 정체성 사이 상관
관계에 대한 시적이면서도 참여적 성격을 갖는 에세이 형식의 다큐멘터리
다. 알곤킨족 공동체 키치사키 출신의 감독 케빈 파파티의 작품으로 2008
이매진네이티브페스티벌에서 원주민 언어부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이상훈)

영화가 시작할 때 ‘1970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라고 제시되는 자막
은 관객을 특정한 시대와 장소로 이끈다. 넓은 벌판을 자유롭게 뛰어 다니
는 어린 소년과 그보다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의 소녀 앞에 흉물스럽게 방치
된 차들로 가득한 벌판이 나타난다. 우애 깊고 순수한 남매의 관계가 변해
가는 모습을 통해 강요된 새로운 규칙에 의해 고유한 삶의 방식을 잃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징화한다. 구체적 사건의 나열이 아닌 시적 이미지의
제시를 통한 인물들의 감정을 표현한다. 밴쿠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매튜
테일러 블라이스와 실코틴족 출신 트레버 맥의 공동 연출 작품으로 밴쿠버
영화제 및 토론토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이상훈)

The film starts with the English subtitle, “In 1920, the Indian Act was
amended and residential school became mandatory.”, which contains
multiple meanings. The audience is introduced to four people who make
up the layers: ‘four generations’, ‘three taken away’ , ‘two cultures’ , ‘one
extinction’. It is an essay style documentary film abo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used language and the identities of language users. In
2008, it was awarded Best Indigenous Language Production at the
ImagineNATIVE Film + Media Arts Festival. The First Nations director, Kevin
Papatie is from Kitcisakik, an Algonquin community located in the AbitibiTémiscamingue region in Quebec. (Lee Sanghoon)

In the beginning of the film, the subtitle, ‘1970 British Columbia Canada’
leads the audience to a specific time and place. A young boy and a
girl are freely running around a large field. Suddenly, a field filled with
abandoned cars appears in front of them. It symbolizes the story of
people who lose their own way of living by being forced with new rules
through showing the chang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ister and
the brother. The film describes the characters’ emotions by showing
poetic images instead of series of events. It is co-directed by Vancouverbased filmmakers, Matthew Taylor Blais and Trevor Mack from the
Tsilhqot’in Nation. It was selected to play at the Vancouver Film Festival
and at the Toronto Film Festival. (Lee Sanghoon)

케빈 파파티 Kevin Papatie

감독 Director

매튜 테일러 블라이스

감독 Director

Matthew Taylor Blais

트레버 맥 Trevor M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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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Contact

WAPIKONI
diffusion@wapikoni.ca

Trevor Mack
viral_tm22@yahoo.com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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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6일(수) 18:00 시네마테크 ｜ 26(Wed) 18:00 Cinematheque
29일(토) 20:30 시네마테크 ｜ 29(Sat) 20:30 Cinematheque

캐나다 원주민 특별전 Canada First Nations

북풍

남아있는 사람들

모바일라이즈

히어 앤드 데어

North Wind

Those Who Remains

Mobilize

Here and There

Canadaㅣ2016ㅣDocumentaryㅣ10'ㅣDCPㅣB&WㅣEnglish Sub

Canadaㅣ2015ㅣFictionㅣ9'05"ㅣDCPㅣColorㅣEnglish Sub

Canadaㅣ2015ㅣDocumentaryㅣ3'32''ㅣDCPㅣColorㅣNo Dialogue

Canadaㅣ2006ㅣAnimationㅣ9'02''ㅣDCPㅣColorㅣEnglish Dialogue

Director Caroline Monnet Producer Eric Cinq-Mars Script Daniel Watchorn
Cinematographer Eric Cinq-Mars Editor Sophie Benoît Sylvestre Music Vince Nudo
Sound Stephane Barsalou

Director Mathieu Vachon Producer Gabrielle Tougas-Fréchette Script Sarah Lalonde
Cinematographer Julien Fontaine Editor Mathieu Arseneault, Mathieu Vachon
Music Mentana Sound Daniel Capeille Cast Oksana Michel

Director Caroline Monnet Producer Anita Lee Editor Jesse Riviere Music Tanya Tagaq

Director Diane Obomsawin Producer Marc Bertrand Script Diane Obomsawin
Editor Natacha Dufaux Music Jean Derome Sound Denis Saindo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캐나다 원주민에 의해 운영되며, 퀘벡의 세틸과 셰퍼
빌을 연결하는 철도선 ‘북풍’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영상과 조화를 이루는
음악을 배경으로 제시되는 아름다운 흑백의 화면에는 눈보라, 넓은 대지,
깊은 터널을 지나는 기차의 모습이 보인다. 철마가 관통하는 대륙의 차가운
대지와 기차가 실어 나르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의 교차를 통해 단순한 교
통수단인 열차가 과거 침략의 상징을 넘어 원주민 자율성의 상징이 된다.
캐나다 원주민 여성감독 카롤린 모네의 작품이다. (이상훈)

소녀와 소년이 바람 부는 강변에 말없이 앉아 있다. 바로 그 강변에서 이야
기는 시작되고 끝이 난다.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추모에서 큰 감정의 동
요를 볼 수 없는 알곤킨족 공동체의 장례식과 추모객들의 모습은 오히려 강
한 울림을 전한다. 고유한 방식으로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신의 길을 묵묵
히 걸어가는 캐나다 원주민들의 모습을 관조적이고 시적으로 연출한 작품
으로, 2016 벤쿠버영화제에 초대되었다. 캐나다 원주민 영화와 음악 창작
스튜디오인 와피코니 모빌에 대한 장편 다큐멘터리 <키치사키크 들르기>를
연출한 마튜 바숑의 작품이다. (이상훈)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는 듯한 음악과 함께 심장박동과 같은 리듬으로 숲과
강 그리고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다시 강물을 거슬러 가면 고층
빌딩으로 가득 찬 도시 그리고 도시인들이 나온다. 상반된 두 세계의 이미
지들이 시간에 따라 교차되며 화면을 뚫고 나온다. 캐나다 원주민들이 보존
하던 전통적 삶의 방식 그리고 국가와 시대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강요되
는 현대 생활의 긴장상태를 예술적으로 탐구한 영화다. 알곤킨족 출신의 영
화감독이자 비디오아티스트, 화가 등 다양한 예술적 활동을 하는 카롤린 모
네의 작품이다. (이상훈)

어린 시절 겪은 정체성 혼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이 반영된 애니메이션이
다. 캐나다와 프랑스 사이 그리고 영어와 프랑스어 사이의 어느 곳에서 길
을 잃어버린 어린 소녀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그
림선과 아름다운 파스텔톤을 통해 유머로 가득 찬 세계로 관객을 안내한다.
알곤킨어를 사용하는 아베나키족 출신으로 애니메이션 감독과 만화작가로
활동하는 디안 오봄사윈의 작품이다. (이상훈)

North Wind is a documentary film about the train line ‘North Wind’ which
connects Sept-îles to Schefferville in Northern Quebec. ‘North Wind’ is the
only train held by a group of First Nations amongst many Canadian rail
transportations. With black and white imagery and background music
in harmony, the train passes through a snowstorm, extensive land and
a deep tunnel. Showing the cold land of the continent that the train is
passing through and the various passengers, the train which has been
just a form of transportation becomes a symbol of aboriginal autonomy
more than a symbol of invasion of the past. It is directed by Caroline
Monnet, who is a female director from the First Nations. (Lee Sanghoon)

카롤린 모네 Caroline M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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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A girl and a boy are sitting silently by the riverside, where the story begins
and ends. The Funeral of the Algonquin people and the visitors who
honor the memory of the deceased without being emotionally stirred,
deliver strong emotions to the audience. The film shows the First Nations
who are healing their pain in their own way and walking along the path
for themselves in silence. This film was invited to the Vancouver Film
Festival in 2016 and is directed by Mathieu Vachon, who is the director of
Escale à Kitcisakik, a documentary feature film about the film and music
creative studio of the First Nations, Wapikoni Mobile. (Lee Sanghoon)

마튜 바숑 Mathieu Vachon

감독 Director

The film artistically explores the aboriginal peoples’ way of living, as they
have overwhelmingly preserved the culture of era from the tension of
modern life forced by the country. In the film, the woods, river and the
people who live there appear on screen as a rhythm like heartbeat beats
along with the music representing the passage of time. With fantastic
images that feel as if they could come out of the screen, we are taken
down the river with various shots of the aboriginal peoples’ way of living,
and are brought to an urban city, filled with skyscrapers and urbanities.
It is one of various artistic works of Caroline Monnet, an Algonquin film
director, video artist and painter. (Lee Sanghoon)

카롤린 모네 Caroline Monnet

감독 Director

Here and There is a short animation by Diane Obomsawin, an animation
director and cartoonist from Abenaki. The animation shows a girl who is
lost between Canada and France, between the English and the French
languages. With a simple but telling drawing style and beautiful pastel
tones, it leads the audience into a world full of humor. (Lee Sanghoon)

디안 오봄사윈 Diane Obomsawin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DESC IMAGES
monnet.desc@gmail.com

VOYELLES FILMS
info@voyellesfilms.com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e.seguin@nfb.ca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e.seguin@nf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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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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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6일(수) 18:00 시네마테크 ｜ 26(Wed) 18:00 Cinematheque
29일(토) 20:30 시네마테크 ｜ 29(Sat) 20:30 Cinematheque

캐나다 원주민 특별전 Canada First Nations

CALL

FOR ENTRIES
Deadline : November 1st

붉은 길
Red Path

14 AU 18 MARS 2018

Canadaㅣ2015ㅣDocumentaryㅣ15'31''ㅣDCPㅣColorㅣEnglish Sub

FESTIVALREGARD.COM

Director Thérèse Ottawa Producer Johanne Bergeron Script Thérèse Ottawa
Cinematographer Sébastien Gros Editor Aube Foglia
Music Blackwolf D'opitciwan, Groupe de Tambour Sound Simon Gervais

OSCAR ® QUALIFYING FILM FESTIVAL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몬트리올 북쪽에 살고 있는 아티카메크족 출신 청년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먼 곳을 되돌아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 상처 입은 젊은이가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뿌리에 대해 알아가는 탐구의 과정을 표현한
다. 방황과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그가 마주친 자신의 정체성의 탐험에 대
한 영화로, 작품 속에서 형형색색의 캐나다 원주민 의상과 춤을 만날 수 있
다. 아티카메크족 출신 여성 감독 테레즈 오타와의 작품이다. (이상훈)

Calling all international
short film makers!

Red Path is a documentary film about a young Atikamekw man who is
living in Northern Montreal. The film tells a story of his journey to explore
and try to find not only himself but more about his family and the root of
the community to which he belongs. The traditional colorful costumes
and dance of the First Nations can be seen in the film. It is directed by the
Atikamekw First Nations filmmaker Thérèse Ottawa. (Lee Sanghoon)

테레즈 오타와 Thérèse Ottawa

Contact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e.seguin@nf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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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2th annual Show Me Shorts Film Festival is
now open for entries until 15 June 2017.
Show Me Shorts is New Zealand’s major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taking place in cinemas nationwide
each Spring. We are seeking cinematic short films
between two and twenty minutes long, made within
the last two years.
Check out the full list of awards and entry guidelines at
showmeshorts.co.nz

감독 Director

NEW ZEALAND
FILM FESTIVAL
—— 2017

12 26일(수) 12:30 소극장 ｜ 26(Wed) 12:30 Cinema II GV
28일(금) 10:00 중극장 ｜ 28(Fri) 10:00 Cinema I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특별전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Special

기록영화 이론의 창시자이자 최초로 ‘다큐멘터리’라는 용어를 사용

The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NFB)’ was founded in 1939 under

한 존 그리어슨의 주도로 1939년에 만들어진 ‘캐나다 국립영화위

the lead of John Grierson, the inventor of the theory of the documentary

원회’는, 자국 영화를 지원하는 세계 여러 영화 관련 기관 중 모범이

film and the first person to use the word ‘Documentary’. It is exemplary

되는 곳이며 영화 공적 지원의 대명사인 ‘프랑스 국립 영화 센터’와

among other film institutions from around the world funding national

더불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films, and is most active next to the dominant institution for public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는 캐나다 영상작품을 해외에 전파하는 역

funding of film, ‘CNC: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성 짙은 다큐멘터리, 작가 정신이 가득한 애

Its role is to spread Canadian film overseas, working hard to support

니메이션, 대안적 성격의 극영화와 뉴미디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digital contents, strong social documentaries, animations full of artistic

지원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작과 배급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spirit, alternative fiction and new media. It is the best contributor to

캐나다 영화 발전의 일등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AX 시스템

the progress of Canadian film, which is remarkable in production and

을 만든 그램 퍼거슨과 로먼 크로이터는 물론 50년대 말에서 60년

distribution. IMAX creators Graeme Ferguson and Roman Kroitor, as well

대 초 북미 중심의 다큐멘터리 운동 ‘다이렉트 시네마’도 이곳의 영

as the documentary movement ‘Direct Cinema’ of the late 50s to early

향력 아래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애니메이션 영화라는 개념을

60s in North America, are all offshoots of NFB. Especially noteworthy is its

구체화하였으며 바로 이런 역사적 전통으로 인해 캐나다 영화는 다

shaping of the concept of animation, and through this historical tradition,

큐멘터리, 실험영화, 애니메이션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누

Canada’s strongpoint becomes the documentary, experimental film, and

이트의 원주민 예술 이눅슈크를 환기시키는 위원회의 로고는 영화

animation. Its logo, which calls to mind the native Inuit art Inukshuk, is a

의 본질인 보는 사람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symbol of a vision of humanity.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특별전’에서는 인간의 육체와 움직임에 대

The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Special’ has selected 10 films this

한 번뜩이는 시선, 찰나의 황홀한 춤사위를 프레임 안에 영원히 담을

year. There are 4 films about ‘Dance’ with outstanding directing that

수 있도록 포착한 ‘춤’에 대한 영화 네 편과 삶과 죽음의 거리에 대

captured the blissful dance movements forever into frame, with bursting

한 예리한 시선, 인간과 무생물간의 무언의 대화, 의인화된 자동차와

views toward the human body and movement. The other 6 films are

배, 타자의 시선과 개인의 행복, 사회와 개인에 대한 관찰, 짧지만 많

short but meaningful observations about the society and the individual,

은 의미를 엿볼 수 있는 여섯 편의 작품으로 총 10편의 영화를 선정

perspectives into the road to life and death, a silent conversation

했습니다.

between a man and an inanimate object, personified cars and ships,
strangers’ stares and an individual’s happiness.
이상훈
Lee Sanghoon

근원

자유인과의 인터뷰

Source

Interview with a Free Man

Canadaㅣ2011ㅣDocumentary, Experimentalㅣ6'07''ㅣDCPㅣColorㅣEnglish Dialogue

Director Nicolas Lévesque Producer Catherine Benoît, Colette Loumède, Nathalie Cloutier
Script Nicolas Lévesque Cinematographer Jean-Philippe Archibald
Editor Guillaume Langlois Sound Olivier Calvert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작은 빛만이 조금씩 새어 드는 거대한 공간 안에서 한 사람의 육체가 서서
히 움직인다. 육체의 부분 부분을 포착하던 카메라는 다시 모든 부분을 장
악하는 몸 전체로 확장되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한계 지어진다. 단순하면서
도 효과적인 영상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용수의 몸이 표현하는 감각
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움직임의 예술에 대한 찰나적
인 영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현대 무용의 대가인 마지 질리스에 관한
다큐멘터리다. (이상훈)

수많은 사물함으로 가득한 좁은 방안에 초로의 남자들이 차례대로 등장하
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직장
을 찾고자 면접관과 인터뷰를 하는 불안한 표정의 사람들을 외형적으로 포
착하고 있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카메라를 보며 삶에 대
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2015 트라이베
카영화제 단편다큐멘터리 경쟁부문 선정작이다. (이상훈)

In a vast empty space with only a handful of rays of light seeping in, a
person is slowly moving. The camera captures portions of the body, then
expands the view to the entire body, and at the same time, paradoxically
limits itself. Through this simple yet effective video, we enter the dancer’s
world of sensory expressions. The film is a documentary about the
master dancer and choreographer of modern art, Margie Gillis, and gives
momentary inspiration about the art of human movement.
(Lee Sanghoon)

페피타 페라리 Pepita Ferr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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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ㅣ2015ㅣDocumentaryㅣ6'18''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Pepita Ferrari Producer Kat Baulu Script Pepita Ferrari
Cinematographer Sylvaine Dufaux Editor Miguel Raymond Music Éric Auclair
Sound Éric Auclair

감독 Director

Several middle-aged men file into a cramped, small locker room and
talk about themselves to an unknown person. We are then face-toface with the nervous men that the fixed camera angle captures – their
external interview for a new job that will give them a new start in life,
and their internal confession about their lives. Across the questions, their
eyes, gestures and facial expressions gives us a glimpse into snippets
of their life. The film was entered in the 2015 Tribeca Film Festival Short
Documentary Competition. (Lee Sanghoon)

니콜라 레베스크 Nicolas Lévesque

Contact

Contact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e.seguin@nfb.ca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e.seguin@nfb.ca

감독 Director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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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6일(수) 12:30 소극장 ｜ 26(Wed) 12:30 Cinema II
28일(금) 10:00 중극장 ｜ 28(Fri) 10:00 Cinema I

GV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특별전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Special

길 위의 세계

ORA

지옥의 질주

헤이 루!

World of Passage

ORA

Hell Runs on Gasoline

Hey Lou!

Canadaㅣ2015ㅣDocumentaryㅣ7'29''ㅣDCPㅣColorㅣEnglish Sub

Canadaㅣ2011ㅣDocumentary, Experimentalㅣ15'39''ㅣDCPㅣColorㅣNo Dialogue

Canadaㅣ2015ㅣDocumentaryㅣ7'07''ㅣDCPㅣColorㅣEnglish Sub

Canadaㅣ2015ㅣDocumentaryㅣ5'43''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Nadine Beaudet Producer Catherine Benoît, Colette Loumède, Nathalie Cloutier
Script Nadine Beaudet Cinematographer Christian Mathieu Fournier Editor Annie Jean
Sound Claude Beaugrand

Director Philippe Baylaucq Producer René Chénier Script Philippe Baylaucq
Cinematographer Sébastien Gros Editor Alain Baril Music Robert M. Lepage
Sound Benoît Dame

Director Martin Bureau Producer Catherine Benoît, Colette Loumède, Nathalie Cloutier
Script Martin Bureau Cinematographer François Gamache Editor Sophie Leblond
Music Érick D'Orion Sound Olivier Calvert

Director John Blouin Producer Catherine Benoît, Colette Loumède, Nathalie Cloutier
Cinematographer Nicolas Bilodeau Editor Michel Giroux Music Bernard Falaise
Sound Meriol Lehman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넓은 바다처럼 도도하게 흐르는 거대한 세인트로렌스강의 물결을 미끄러
지듯 항해하는 초대형 배들의 모습이 보인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비
밀에 싸인 육중한 철선들은 위풍당당하게 강물을 헤치며 나간다. 온 세계에
서 몰려든 움직이는 피조물들은 형형색색의 상자를 등에 진 채 말이 없고,
강변의 사람들은 그들을 응시한다. (이상훈)

육체의 온도를 표현하는 3D 장치를 통해 인간의 춤을 화면 안에 가둔 작품
이다. 마치 최면에 빠진 뒤 눈앞에 펼쳐지는 낯선 세상처럼, 생경한 모습의
육체가 눈 앞에 펼쳐진다.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체온이 다양한 색
을 통해 표현되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요동친다. 이 작품에서 춤은 한
명 한 명의 무용가들이 보여주는 집중력과 감정들이 여섯 명의 독무가 되었
을 때, 추상적이며 매혹적인 모습으로 변한다. 무용단 플락의 설립자이자
안무가 호세 나바스가 안무한 작품을 필립 베이로크가 연출한 영화다.
(이상훈)

퀘벡 생 펠리시앙의 자동차 경기장 안을 채운 강철로 된 생명체들은 질주의
본능으로 포효한다. 본능이 발현되는 순간, 형형색색의 자동차들은 자욱한
연기를 뿜으며 전투의 현장으로 뛰쳐나간다. 철갑을 걸친 야수들은 여기 저
기 부딪치고 불이 붙는다. 프레임 외부를 구성하는 카메라의 격렬한 움직임
그리고 프레임 속 자동차의 눈부신 속도, 이처럼 안과 밖 이중의 에너지는
강렬한 집중력을 고조시킨다. 산이 점점 높아지다 아래로 하강하는 듯 영화
의 리듬을 좌우하는 적절한 음악의 사용이 놀라운 작품이다. (이상훈)

“아주 미약한 빛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미약한 빛이 어둠을 물리칩니
다.” 울퉁불퉁한 돌바닥을 걷는 힘겨운 발걸음, 바닥에 나타나는 형태들, 조
용히 고통 속에 마지막 숨을 기다리는 병든 여인 그리고 아이의 탄생과 첫
번째 숨결. 빛과 그림자처럼 이 작품에서 삶과 죽음은 서로 나란히 걸어간
다. 생과 사에 관한 진중한 다큐멘터리로 아주 짧은 순간과 최소한의 장면
들을 통해 인간의 존재를 진술한다. (이상훈)

Mega ships glide majestically down the great Saint Lawrence River, which
proudly flows like the ocean. Like a living lifeform, these massive bodies
of steel mysteriously veiled in secret sail imposingly down the riverbed.
These moving creatures from all over the world are silent with colorful
containers on their backs as people watch them from the riverside.
(Lee Sanghoon)

나딘 보데 Nadine Beaud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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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captures human dance into screen using 3D thermal imaging.
Like a strange world that befalls us after being hypnotized, unfamiliar
forms of human bodies fill the screen. As body heat changes with
movement, this is expressed through different colors and pitch back and
forth between the limits of reality and illusion. Here at once the dance
is a concentrated emotion shown by an individual dancer, and at once
a group dance of six that makes up an abstract and fascinating video.
Philippe Baylaucq directs this film choreographed by José Navas, founder
of the dance company Flak. (Lee Sanghoon)

필립 베이로크 Philippe Baylaucq

감독 Director

In the Saint-Felicien racetrack in Quebec, metal lifeforms are roaring with
instinct for speed. When their instincts are let loose, the colorful cars
exude clouds of smoke and hit the scene of battle. The beasts in armor
collide and catch on fire. The violent movement of the camera placed
on the outer frame and the lightning speed of the car inside the frame –
such dual energy inside and out heightens our concentration. Like a hike
up a steep mountain comes to an end with descent, the music perfectly
controls the rhythm of this outstanding film. (Lee Sanghoon)

마틴 뷰로 Martin Bureau

감독 Director

“There is a light somewhere. It may not be much light but it beats the
darkness.” Dragging footsteps on a bumpy, rocky road. Shadows cast on
the ground. A sick woman silently awaiting death amid pain, the birth of
a baby and its first breath. Life and death walk side by side like light and
shadow in this film. Through a very short moment and minimal scenes,
this serious documentary about life and death records the essence of
humanity. (Lee Sanghoon)

존 블루앙 John Blouin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e.seguin@nfb.ca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e.seguin@nfb.ca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e.seguin@nfb.ca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e.seguin@nfb.ca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감독 Director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097

12 26일(수) 12:30 소극장 ｜ 26(Wed) 12:30 Cinema II
28일(금) 10:00 중극장 ｜ 28(Fri) 10:00 Cinema I

GV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특별전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Special

쿠바를 위한 노래

해변에서

채석장

락

Song for Cuba

At the Beach

Stone Makers

Lock

Canadaㅣ2016ㅣDocumentaryㅣ5'50''ㅣDCPㅣB&WㅣEnglish Sub

Canadaㅣ2010ㅣDocumentary, Experimentalㅣ5'28''ㅣDCPㅣB&WㅣEnglish Sub

Director Tamara Segura Producer Annette Clarke Script Tamara Segura
Cinematographer Justin Simms Editor Lawrence Jackman Music Patrick Boyle
Sound Lori Clarke

Canadaㅣ2011ㅣDocudramaㅣ7'18''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Jeremy Peter Allen Producer Catherine Benoît, Colette Loumède,
Nathalie Cloutier Script Jeremy Peter Allen Cinematographer François Gamache
Editor Aube Foglia Sound Éric Pfalzgraf

Director Jean-Marc E. Roy Producer Anita Lee Script Jean-Marc E. Roy
Cinematographer Vincent Biron Editor Stéphane Lafleur
Music Jean Martin, Jesse Zubot, Michael Edwards, Tanya Tagaq Sound Christian Rivest

Director Louise Archambault Producer Colette Loumède Cinematographer André Turpin
Editor Marlene Millar Music Patrick Watson Sound Marcel Chouinard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눈보라 치는 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국의 음악에 젖어 그들이 두고 온
그리운 고향을 회상한다. 낯설고 차가운 곳에서의 불안한 삶에 대한 젊은
쿠바인 커플의 불안감과 그것을 이겨내는 사랑, 음악, 춤에 대한 이야기다.
작품 속에서 쿠바 음악을 대표하는 가수 베니 모레의 노래와 연주자 이그나
시오 피네이로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 (이상훈)

햇빛이 작열하는 여름의 해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낮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다. 그런데, 평범한 일상의 풍경 속으로 전혀 예기치 못한 모습의 사람들
이 보인다. 이 작품은 고통스러운 화상 흔적을 여전히 몸에 지니고 있는 사
람들이 타인의 호기심 어린 눈길을 견디며 감행한 특별한 외출을 다룬다.
현대 사회 속 사람들의 편견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이상훈)

흑백의 화면 속 채석장의 거대한 화강암 사이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작동하
는 기계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듯 분주하더니 어느덧 침묵한다. 구체적 설명
없이 공간과 공간을 구성하는 것들에 대한 시적 환기를 불러일으킨다. 퀘벡
의 정서와 문화를 작품 속에 잘 구현한 이 영화는 캐나다 단편영화에서 가
장 주목 받는 감독 중 한 명인 쟝 마크 E. 루와의 작품이다. (이상훈)

“인간의 움직임은 우리들의 의도와 욕망을 표출한다.”는 남자의 목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이 작품은, 흑백의 바탕 위 인간의 몸이 만들어내는 탐미적
인 영상들을 놀라운 촬영과 예기치 못한 앵글을 통해 자유자재로 속도를 다
루는데 성공한다. 무용단 ‘라라라 휴먼 스텝스’의 설립자이자, 뛰어난 예술
가들에게 주어지는 캐나다 최고 권위의 ‘캐나다 총독상’을 2010년에 수상
한 안무가 에두아르 록에 관한 다큐멘터리다. (이상훈)

One night during a snowstorm, a man and a woman remember their
hometown while drowning in southern music. This is a story about a
young Cuban couple’s fear of an insecure life in a new and cold land, and
the love, music and dance that help them overcome this fear. The film
features music by the Cuban singer Benny Moré and musician Ignacio
Piñeiro. (Lee Sanghoon)

타마라 세구라 Tamara Segura

098

감독 Director

Canadaㅣ2015ㅣDocumentaryㅣ5'55''ㅣDCPㅣColorㅣEnglish Sub

The beach is full of people enjoying the summer heat. In this ordinary
day, completely unexpected people show up. The film shares the
special outing by burn victims with painful scars left on their bodies,
despite curious stares by strangers. It throws the weighty questions of
how people in modern society transcend prejudice and accepts their
differences. (Lee Sanghoon)

제레미 피터 알렌 Jeremy Peter Allen

감독 Director

Inside the black and white screen, people are busy working in a giant
granite quarry where they seem to be talking together with the operating
machinery before they quiet down. There are no specific explanations,
only a poetic awakening to space and things that makes up space. A film
by Jean-Marc E. Roy, one of the most prominent directors of Canadian
short films, who is also notable for portraying the sentiments and culture
of Quebec in his work. (Lee Sanghoon)

쟝 마크 E. 루와 Jean-Marc E. Roy

감독 Director

The film begins with the voiceover: “Movement illustrates the intentions
and interests of the person who is moving.” In a black and white
background, the director superbly captures the beautiful movements
made by the human body, and uses unusual camera angles to
successfully control speed at his whim. The documentary is about
choreographer Édouard Lock, founder of the dance company ‘La La La
Human Steps’, which won the 2010 Governor General’s Award, given to
the best artists in Canada. (Lee Sanghoon)

루이즈 아르샹보 Louise Archamb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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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영화 VR Film

VR 영화
VR Film

Producer
애나 세라노
Ana Serrano

애나 세라노는 캐나다필름센터 미디어랩 대표이며 VR 분야에
서 가장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140여 편이
넘는 디지털 미디어 작품을 제작하였으며, 2013년 CFC의 증강
현실/가상현실 랩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게임 디자이너, 시각효

BMC

비가시 세계

컷 오프

Body/Mind/Change Redux

Invisible World: the VR Experience

Cut-Off VR

Canada | 2012 | Experimental | 10’ | 4K | Color | English Dialogue

Canada | 2016 | Documentary | 12’ | 4K | B&W, Color | English Sub

Canada | 2016 | Documentary | 11’ | 4K | B&W,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J. Lee Williams Producer Ana Serrano Script J. Lee Williams

Director Galen Scorer, Tyler Enfield Producer Ana Serrano, Bonnie Thompson
Script Tyler Enfield Cinematographer Galen Scorer

Director J. Lee Williams Producer Ana Serrano, Janine Steele, Matt Gallagher
Script Patrick McGuire Cinematographer J. Lee Williams Editor Ed Wong
Sound Graham Bertie Cast Sarain Carson Fox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캐나다 필름센터 미디어랩과 토론토국제영화제가 공동 제작하고, 거장감
독 데이비드 크로넨버그가 주연한 VR작품이다. 이 작품은 영화 <비디오드
롬>(1983)에서 영감을 얻어 21세기 VR 환각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3D프린트 오브젝이 생성된 공간에서 관객들을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세계
로 올려놓는다.

삶과 죽음, 현재와 과거,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세명의 삶을 통해 탐험할 수
있는 작품이다. 비극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캄보디아의 한 가족 이야기를
3가지의 계층적 관점에서 탐색한다. 새로운 계층적 병렬을 시도하는 이야
기 공간은 삶의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이 된다.

오랜기간 음용수를 얻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캐나다 원주
민. 최근 캐나다정부의 수로공사와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의 역사적 방
문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숄 호수의 40구역을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관객
들도 들여다 볼 수 있다.

The film is an exploration of the borderlines between life and death,
past and present, and East and West through the lives of 3 people. The
story of a Cambodian family living a tragedy is explored from 3 different
hierarchical perspectives. The VR storytelling platform attempting a new
hierarchical arrangement makes it possible to draw out a new meaning
to life.

Many Canadian First Nations have been living under poor conditions
without clean drinking water. The BISFF audience is now able to look
inside Shoal Lake 40, which has been getting attention lately due to
the recent historic visit by Canadia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and
waterway constructions.

과 전문가, 스토리텔러, 3D 모형 제작자, 실시간 인터페이스 디
자이너, 영화 제작자 등과 VR 스케치 시리즈 프로젝트를 진행하
고 있다.
Ana Serrano is the Chief Digital Officer of the CFC and
Founder of CFC Media Lab, the world renowned institute
for interactive storytelling created in 1997. Serrano is driv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CFC into a unique blend
of talent, product and company accelerator and creative
production house. Most recently, she launched Canada's first
digital entertainment accelerator IDEABOOST and serves
as its Managing Director. To date, Serrano has directed the
development of over 130 digital media projects, mentored
over 50 start-ups, and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from the
digital media, film and theatre industries in both Canada and
the U.S., including a Digital Media Trailblazing Award in 2015
from the Academy of Canadian Cinema & Television.

VR film starring David Cronenberg and co-produced by the Canadian Film
Centre CFC Media Lab and Toronto Film Festival. Inspired by Videodrome
(1983), Body/Mind/Change presents a VR world of hallucinations. The
audience is lifted into the world of David Cronenberg in a space filled
with 3D-printed object creations.

VR 영화 무료 감상
장소 영화의전당 6층, 시네라운지
일시 4월 26일(수) - 29일(토) 11:00 ~ 20:00
4월 30일(일) 11:00-19:00

VR Film Free Screening

갈렌 스코러 Galen Scorer
감독 Director
타일러 엔필드 Tyler Enfield

J. 리 윌리암스 J. Lee Williams

Contact

Contact

Contact

J. Lee Williams
j.lee@occupiedvr.com

Ana Serrano
aserrano@cfccreates.com

J. Lee Williams
j.lee@occupiedvr.com

J. 리 윌리암스 J. Lee Williams

감독 Director

감독 Director

Venue 6th Floor, Cine Lounge, Busan Cinema Center
Date & Time April 26(Wed) - 29(Sat) 11:00-20:00
April 30(Sun) 11:00 ~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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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quel
of
프리퀄 오브 뉴질랜드
New Zealand

12 26일(수) 13:00 시네마테크 ｜ 26(Wed) 13:00 Cinematheque
28일(금) 10:30 시네마테크 ｜ 28(Fri) 10:30 Cinematheque

프리퀄 오브 뉴질랜드 Prequel of New Zealand

‘프리퀄 오브 뉴질랜드’는 내년 주빈국인 뉴질랜드 단편영화의 다양

‘Prequel of New Zealand’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see in advance a

한 모습을 미리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한국인에게 뉴질랜드는

variety of short films from New Zealand; next year’s Guest Country. New

‘키위’와 ‘마오리족’과 같은 몇 개의 단어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낯선

Zealand is little known to many Koreans except for a few symbolic words

나라입니다. 물론 어떤 이에게는 6.25 참전국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such as ‘Kiwi’ and ‘Maori’. For some people, however, it is the country

노래 ‘연가’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that sent forces to the Korean War while, for others, it is the home of the

PG

beautiful song ‘Pokarekare Ana’.
뉴질랜드 영화에 관해서 많은 이들은 피터 잭슨과 <반지의 제왕>이

다이브

로스와 베스

Dive

Ross and Beth

전부라고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1970년대까지 다큐멘터리가 주

Regarding New Zealand films, a lot of people may think that Peter

류였던 뉴질랜드 영화를 세계에 처음 알린 영화는 로저 도널드슨이

Jackson’s film series The Lord of the Rings is all that it can present. By the

연출한 1997년 작품 <적색 영웅>입니다. 본격적으로 뉴질랜드 영화

1970s, documentaries were the main genre for production; which was

New Zealandㅣ2014ㅣFictionㅣ13'10''ㅣDCPㅣColorㅣEnglish Dialogue

를 알린 작품은 거장 제인 캠피온의 1993년 작품 <피아노>입니다.

introduced to the world by Sleeping Dogs in 1977, directed by Roger

1994년 피터 잭슨의 <천상의 피조물>, 리 타마호리의 <전사의 후예

Donaldson. Afterwards, it was officially recognized internationally with

Director Matthew Saville Producer Julia Parnell Script Matthew Saville
Cinematographer Duncan Cole Editor Peter Roberts Sound Amy Barber Cast Byron Coll

>가 뉴질랜드 영화의 황금기를 열었고, 그 후 앤드류 아담슨, 니키 카

Jane Campions’ 1993 film The Piano. In 1994, it entered a golden era with

Director Hamish Bennett Producer Orlando Stewart Script Hamish Bennett
Cinematographer Grant McKinnon Editor Jason Pengelly Music Karl Steven
Sound Tom Miskin Cast John Clarke, Annie Whittle, Reiki Ruawai

로, 마틴 캠벨과 같은 감독들의 수준 높은 작품들이 꾸준히 만들어

Peter Jackson’s Heavenly Creatures and Lee Tamahori’s Once Were Warriors,

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단편영화 부분에서도 양질의 작품들이 제작

which have been followed by high quality films by such directors as

되고 있습니다.

Andrew Adamson, Niki Caro, Martin Campbell, Geoff Murphy and Taika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허공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남자가 방바닥 그리고 어두운 심연으로 뛰
어든다. 절망의 끝에 선 남자, 거울 속 분신이라는 흥미로운 착상을 시각적
으로 영상화한 연출력이 돋보인다. 현실과 상상이 뒤섞인 공간 속 ‘기억’과
‘부활’에 대한 드라마다. (이상훈)

과묵한 남편과 다정한 부인의 일상을 다룬 노년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 그
리고 남겨진 사람의 극복에 대한 드라마다. 뉴질랜드의 시골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분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안정적인 연출이 돋
보인다. 자연스럽게 감정의 흐름을 표현하며 감동을 주는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한 작품. (이상훈)

Waititi. Also, high quality New Zealand works are produced in the short
‘프리퀄 오브 뉴질랜드’는 ‘기억’과 ‘극복’에 대한 남자의 이야기

film section.

<다이브>, 노년의 이별과 극복의 극영화 <로스와 베스>, 기발한 상상
력의 애니메이션 <바깥은 위험해>, 기다림과 헤어짐에 대한 드라마

The ‘Prequel of New Zealand’ will feature six short films: Dive, a story of

<웨이트>, 실험적 형식의 다큐멘터리 <홈>, 유쾌하고 흐뭇한 코미디

a man’s memory and his getting over it; Ross and Beth, a farewell story

영화 <마담 블랙> 총 여섯 편의 단편영화로, 풍성한 시간이 될 것입

of a couple in their twilight years; Accidents, Blunders and Calamities, an

니다. 특별히 ‘프리퀄 오브 뉴질랜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쇼미쇼

animated film with creative imagination; Wait, a story about waiting

츠영화제에 감사드립니다.

and parting; Home, an experimental documentary; Madam Black, a fun
comedy film. I would like to express my special gratitude to the Show Me
이상훈

Shorts Film Festival for supporting the ‘Prequel of New Zealand’ program.

A man dangerously hanging in the air falls down onto the floor and
plunges into deep darkness. The director demonstrates his directing
talent in visualizing the idea of a man suffering terrible despair and his
alter ego reflected in the mirror. Dive is a drama about ‘memory’ and
‘revival’ in a space where reality and imagination are mixed up.
(Lee Sanghoon)

New Zealandㅣ2014ㅣFictionㅣ15'27''ㅣDCPㅣColorㅣEnglish Dialogue

Ross and Beth talks about a couple, a taciturn husband and a gentle wife,
spending the twilight years of their lives and the people left behind
trying to get over what they’re left with. It takes a calm look at the stories
of various people living in the outskirts of New Zealand and shows
magnificent performances by the actors and actresses who touch our
hearts by delivering a natural portrayal of emotions. (Lee Sanghoon)

Lee Sanghoon

매슈 새빌 Matthew Sav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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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6일(수) 13:00 시네마테크 ｜ 26(Wed) 13:00 Cinematheque
28일(금) 10:30 시네마테크 ｜ 28(Fri) 10:30 Cinematheque

PG

프리퀄 오브 뉴질랜드 Prequel of New Zealand

바깥은 위험해

웨이트

홈

마담 블랙

Accidents, Blunders and Calamities

Wait

Home

Madam Black

New Zealandㅣ2015ㅣAnimationㅣ5'ㅣDCPㅣColorㅣEnglish Dialogue

New Zealandㅣ2016ㅣFictionㅣ14'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James Cunningham Producer James Cunningham, Oliver Hilbert
Script James Cunningham Cinematographer Oliver Hilbert Editor James Cunningham
Sound Michelle Child Cast Phillip Greeves

Director Yamin Tun Producer Dan Higgins, Vicky Pope Script Yamin Tun
Cinematographer Ryan Alxander Lloyd Editor Simon Price Music Thom Mcintosh
Sound Richard Wills, Will Reece Cast Katlyn Wong

Director Thomas Gleeson Producer Pip Walls, Thomas Gleeson
Cinematographer Max Bellamy Editor Thomas Gleeson Music Jack Northover
Sound James Hayday

Director Ivan Barge Producer Ivan Barge, Matthew Harris Script Matthew Harris
Cinematographer Andrew Stroud Editor Jarrod Wright, Ken Sparks, Sam Brunette
Music Justyn Pilbrow Sound James Bryant Cast Jethro Skinner, Pearl Everard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동화책을 읽어주는 아빠와 이야기를 듣는 아기 쥐들이 상상하는 토굴 밖 세
상에 대한 이야기다. 위험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동화 속
무시무시한 괴물들은 놀랍게도 모두 사람이다. 유머를 통해 현실을 비판하
는 작품세계로 유명한 에드워드 고리의 동화를 원작으로 했으며, 놀라운 상
상력과 뛰어난 연출력으로 영상화한 블랙코미디 애니메이션이다. 샌디에
고에서 개최되는 코믹콘독립영화제에서 최우수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였
다. (이상훈)

기다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닫힌 문 너머를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자의 뒤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어린 소녀의 시선을
통해 바라본 엄마와 아빠의 헤어짐에 관한 영화다.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해
소녀와 엄마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영화적 영상으로 적절히 표현한 작품
으로, 특히 이민으로 가정의 파괴 속에 남겨진 여자의 감정을 섬세하게 포
착하였다. (이상훈)

고정된 물리적 공간이라는 집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 없
이 뉴질랜드의 자연을 아름답게 제시하는 시적 에세이 형식의 영화다. 자연
의 소리와 미니멀 음악이 때론 교차하고 어느 순간 중복된다. 음악은 영상
의 농도를 때론 강하고 약하게 이끌어 간다. 이미지와 사운드의 편집을 통
해 다큐멘터리적 요소를 자연스러운 감성으로 표현하면서 관객에게 집에
대한 의미를 환기시킨다. 샌프란시스코영화제 골든게이트상 단편영화부문
에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이상훈)

삶의 활력을 잃어버린 사진작가가 우연히 어린 소녀의 반려동물을 차로 치
게 되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자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연출한 코미디 영화다. 프란츠 카프카의 일화에서 영
감을 받은 작품으로, 남을 돕고자 하는 남자의 노력은 마침내 자신의 인생
마저 바꾸게 된다. 끌레르몽페랑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 관객상 등 각종
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 유쾌한 작품이다. (이상훈)

Accidents, Blunders and Calamities is a story about a dad mouse who reads
a book to his baby mice and the world they imagine outside the dugout.
All the freaky monsters that threaten and fill the world with dangers are
surprisingly human. It is an animation comedy with amazing creativity
based on the children’s story by Edward Gorey, who is well known for his
art world that criticizes reality with humor. It received the Best Animated
Film award from the Comic-Con International Independent Film Festival
in San Diego. (Lee Sanghoon)

제임스 커닝햄 James Cunning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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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oman is sitting on a chair in a narrow corridor of a hospital. Her
anxious eyes are gawking at a closed door. Behind her, innocent children
are seen playing around. From the eyes of a young daughter, this film
shows her parents part and go their separate ways. It shows a mother
and her daughter afraid of being left alone and delicately catches
their emotions, as they face the risk of their family being broken by
immigration. (Lee Sanghoon)

야민 툰 Yamin Tun

감독 Director

New Zealandㅣ2012ㅣDocumentaryㅣ11'ㅣDCPㅣColorㅣNo Dialogue

In the form of a poetic essay, this film adopts a conceptual shift about
a house as a fixed space in a physical sense and portrays the beautiful
nature of New Zealand with no specific explanation. The sound of nature
and minimal music are crossed at some point and overlapped with
another other. Music leads the density of images. By editing images
and sounds, this film turns the elements of documentary into natural
sensibility and reminds the audience of the meaning of a house. It
received the Special Jury Prize of Golden Gate Award Short Film at San
Francisc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Lee Sanghoon)

토머스 글리슨 Thomas Gleeson

감독 Director

New Zealandㅣ2015ㅣFictionㅣ12'ㅣDCPㅣColorㅣEnglish Dialogue

Madam Black is a comedy film that tells a story of a weary photographer
who happens to hit a young girl’s pet with his car and tries to hide it.
Inspired by an episode by Franz Kafka, it shows a man changing his own
life while trying to help others. This delightful piece swept numerous film
awards across the world including the Audience Prize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at the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Lee Sanghoon)

이반 바르게 Ivan Barge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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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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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FF 토크: 듀엣 BISFF Talk: Duet
아만다 스트롱 Amanda Strong

서로 다른 나라에서 부산을 찾아 온 재능 있는 두 명의 창작자들이 만나, 그들 각자의 경험과 미래의 계획을 나누는 특별한 기회가 부산국제
단편영화제의 BISFF 토크: 듀엣입니다. 영화제를 찾은 관객들은 영화의 연금술이 준비되고 실행되는 과정에 대한 창작자들의 생생한 증언

아만다 스트롱의 예술성은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매체 등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의 요소들은 확장되어 복

의 순간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패기만만한 두 사람의 만남이 빚어내는 마술과 같은 순간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잡하고 아름다운 영상과 캐릭터를 의미 있는 단편영화로 만들어, 그녀에게 상을 안겨주기도 했다. 아만다 스트롱의

금년 주빈국 캐나다의 아만다 스트롱 감독과 내년 주빈국 뉴질랜드의 매슈 새빌감독의 작품 상영에 이어 영화 만들기에 대한 두 예술가의 교

영화에 등장하는 원주민 여성은 비선형 내러티브로 등장하여 애니메이션을 통해 생명력을 부여 받는다.

류의 장이 펼쳐집니다.
일시

2017년 4월 26일(수) 15:30

장소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Amanda Strong's artistry is rooted in photography, illustration, and media. These elements of her practice extend
into her award-winning work that uses complex, beautiful imagery and characters to weave together meaningful
short-films. The Indigenous women in her films appear in nonlinear narratives, which Amanda brings to life

게스트 아만다 스트롱 (영화감독), 지나 델라바르카 (쇼미쇼츠영화제 집행위원장)

through the use of animation.

Two talented creators from different countries visit Busan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future plans at the special occasion of BISFF

매슈 새빌 Matthew Saville

Talk: Duet. The audience of the festival can join the vivid moment of the creators sharing their process of preparing and carrying out the
alchemy of film. Although it’s a short time, you will witness two ebullient talents coming together to create a magical moment. After the

배우이자 감독인 매슈 새빌은 뉴질랜드와 남아프리카 혈통이다. 연기와 극작을 공부하였고, 연극 <키키아테 포아>를

screening of films made by Amanda Strong, from Canada, this year’s Guest Country, and Matthew Saville, from New Zealand, next year’s

만들어 많은 칭송을 받았다. 그는 연기자로도 활동 하면서 어린이 쇼 <쿤의 주방>을 만들기도 했다. 그의 감독데뷔는

Guest Country, there will be an exchange of ideas on filmmaking between the two artists.

단편영화 <히치하이크>(2012)로 더반과 핀란드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초현실적인 거울 속 남자에 관한 후속작
<Dive>(2014)로 쇼미쇼츠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탔으며, 2014 텔루라이드영화제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Date & Time April 26(Wed) 15:30
Venue

Cinematheque, Busan Cinema Center

Guests

Amada Strong (Filmmaker), Gina Dellabarca (Director of Show Me Short Film Festival)

Actor-director Matthew Saville is of Kiwi and South African ancestry. After studying acting and writing, his play
Kikia te Poa was highly praised. Alongside acting roles, Saville created the kid's show Kune's Kitchen. His directing
debut — short film Hitch Hike (2012) — thumbed its way to film festivals in Durban and Finland. Surreal man-inthe-mirror follow-up Dive (2014) won Best Film at the Show Me Shorts Film Festival, and screened at the Telluride
Film Festival in 2014.

상영영화 Screenings

매슈 새빌
Matthew Saville

아만다 스트롱
Amanda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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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고 Indigo

미아 Mia

달의 네 개의 얼굴 Four Faces of the Moon

히치하이크 Hitch Hike

다이브 Dive

Canada | 2014
Animation | 9’ 7” | HD | Color | No Dialogue

Canada | 2015
Animation | 8’ 9” | HD | Color | English Sub

Canada | 2016
Animation | 12’ 56” | HD | Color | English Sub

New Zealand | 2012
Fiction | 12’ 7” | DCP | English Dialogue

New Zealand | 2014
Fiction | 13’ 10” | DCP | English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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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월드 쇼츠
Shorts

프리즘 Prism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파장에 따라 다양한 색채들의 스펙트럼으

Light breaks apart into a spectrum of various colors according to each

로 분해됩니다.

wavelength as it passes through a prism. In this new section, we focus
on the unique colors that each director expresses by continuously

새롭게 신설된 이 섹션에서는 (단편)영화라는 프리즘을 통해, 우리

conveying the world of our lives through the prism of (short) films.

삶의 세계를 지속적으로 담아내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색채를 드러
내고 있는 감독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This is the first year where we focus on the films of these four directors.

올해는 그 첫 해로 4인 감독의 작품들에 주목했습니다.

‘Prism 1’ consists of Mark Rappaport’s 4 films in the recent 3 years: Rock
Hudson’s Home Movies (1992), From the Journals of Jean Seberg (1995),

우선 ‘프리즘 1’은 마크 라파포트의 최근 3년 동안의 작품 4편으로

and the most recent The Empty Screen or the Metaphysics of Movies

구성되었습니다. <록 허드슨의 홈 무비>(1992), <진 세버그의 일기

(2017). Rappaport’s works considers the existing film’s images as text by

>(1995), 그리고 최근의 <빈 스크린>(2017)에 이르기까지 마크 라

analyzing and recreating them to contemplate film itself.

파포트의 작품들은 기존의 영화 이미지들을 텍스트 삼아 그것들을
해체하고 재배치하면서 영화 자체를 사유하고 있습니다.

In ‘Prism 2’, we collected 8 films of Kevin Jerome Everson. In his 5
feature-length and over 70 short films, Everson combines scenario and

그리고 ‘프리즘 2’에서는 케빈 제롬 에버슨의 작품 8편을 모았습니

documentary-like moments based on location and history with diverse

다. 5편의 장편과 70편이 넘는 단편영화들을 제작하고 있는 케빈 제

formalistic elements to deal with particular actions or incidents in specific

롬 에버슨은 장소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시나리오와 다큐멘터리적

situations faced by—mostly working class—African Americans. Everson’s

순간들을 다채로운 형식주의적 요소들과 결합시키면서, 주로 노동

films were not only screened in numer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자 계급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일상의 특정 상황에서 겪는 행위

including the Sundance Film Festival 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선댄스영화제와 로테르

Rotterdam, but also exhibited in the Centre Georges Pompidou in Paris

담영화제를 포함하여 다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을 뿐만 아니

and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라 파리의 퐁피두센터나 뉴욕현대미술관 등에서도 전시되었습니다.
Lastly, ‘Prism 3’ consists of Red Hollywood (1996), a video on Hollywood
마지막으로 ‘프리즘 3’은 할리우드 블랙리스트 작품들에 대한 비디

blacklist films; 2 short films by Thom Andersen, director of Los Angeles

오 <레드 할리우드>(1996)와 밴쿠버영화제 최우수다큐멘터리상 수

Plays Itself (2003), winner of the Best Documentary at the Vancouver

상작 <로스엔젤레스 자화상>(2003)의 감독인 톰 앤더슨의 단편영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most recent film by Jean-Marie Straub.

화 2편과 장 마리 스트로브의 최근작 1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We hope you encounter another novelty as you watch the films by these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세상을 담아내고 있는 감독들의 작품들

directors portraying the world through their own perspectives.

을 감상하면서 또 하나의 새로움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
Hong Yungjoo

니다.
홍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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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프리즘

1

15 27일(목) 20:30 시네마테크 ｜ 27(Thu) 20:30 Cinematheque
28일(금) 20:30 시네마테크 ｜ 28(Fri) 20:30 Cinematheque

GV

프리즘 Prism

타티 VS 브레송: 개그

세르게이 혹은

더글라스 서크의 화장대

빈 스크린

Tati VS. Bresson: The Gag

Sergei / Sir Gay

The Vanity Tables of Douglas Sirk

The Empty Screen or the Metaphysics of Movies

France, USA | 2016 | Documentary | 20’ | DCP | B&W, Color | English Dialogue

France, USA | 2016 | Documentary | 35'36" | DCP | B&W,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Mark Rappaport Producer Mark Rappaport Script Mark Rappaport
Editor Mark Rappaport

Director Mark Rappaport Producer Mark Rappaport Script Mark Rappaport
Editor Mark Rappaport Cast Mihailo Stanisavac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현대 프랑스 코미디 영화의 거장 자크 타티와 영화 언어, 영화 미학의 고유
성을 탐구했다고 평가 받는 로베르 브레송. 일견 멀어만 보이는 두 시네아
스트에 대해 마크 라파포트는 <나의 아저씨>(1958)와 <당나귀 발타자르
>(1966)에서 그들만의 유사 관계를 끄집어내고, 그들이 프리츠랑, 에른스
트 루비치, 잉마르 베리만, 알프레드 히치콕과도 먼 친족관계가 있음을 보
여준다. 그들의 관계, 그것은 영화에서 사운드가 갖고 있는 힘이다.
(홍영주)

주지하다시피, '몽타주 이론'을 확립 했고, 영화사의 기념비적 걸작인 <전함
포템킨>(1925)을 비롯하여 <파업>(1925), <10월>(1928) 등 러시아 사회
주의 혁명의 타당성과 근거를 영화적으로 제시했던 세르게이 미하힐로비
치 에이젠슈타인. 또한 그는 10대 시절부터 Sir Gay라는 이름으로 도발적
이고도 자극적인 수천 개의 (에로틱한?) 드로잉들을 남겼다. 이 영화는 그
런 그의 두 작업들 간의 은밀한 관계들을 파헤치며, 그것들의 정당함을 에
이젠슈타인의 이름으로 주장한다. (홍영주)

Mark Rappaport talks about two cineastes: Jacques Tati and Robert
Bresson. The former is an acclaimed master of modern French comedy
movies and the latter is known to have explored the unique features of
cinematic language and aesthetics. Although the two look quite different
from each other, Mark Rappaport finds the relation between them in Mon
Oncle (1958) and Au Hasard Balthazar (1966), and shows their connection
to Fritz Lang, Ernst Lubitsch, Ingmar Bergman, and Alfred Hitchcock. After
all, their relation is the power that sound holds in films. (Hong Yungjoo)

As widely known, Sergei Mikhailovich Eisenstein established the
Montage theory and suggested cinematic ground and validity for Russian
socialist revolution with monumental masterpieces in film history such
as Bronenosets Potemkin (1925), Stachka (1925) and Oktyabr (1928). In his
teen years, he practiced drawing and left thousands of provocative and
erotic (?) arts under the nickname Sir Gay. This film takes a close look at
the secretive relation between these two artistic categories of his and
claims legitimacy of it under the name of Eisenstein. (Hong Yungjoo)

마크 라파포트 Mark Rappaport

Mark Rappaport is a filmmaker whose work includes The Scenic Route (1978), Rock Hudson’s Home Movies (1992), From the Journals of Jean Seberg (1995) and
Becoming Anita Ekberg (2014), The Scenic Route won The British Film Institute’s Sutherland Award as “the most imaginative and innovative film of the year.” His
writings on film have appeared extensively in the French film magazines Trafic. A collection of his writings, The Moviegoer Who Knew Too Much, was published in
2008. His photomontages were also shown in New York, Nantes, Ghent and Las Palmas. Rappaport lives and works in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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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USA | 2017 | Documentary | 10’ | DCP | B&W,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Mark Rappaport Producer Mark Rappaport Script Mark Rappaport
Editor Mark Rappaport

Director Mark Rappaport Producer Mark Rappaport Script Mark Rappaport
Editor Mark Rappaport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화장대는 영어로 Vanity table이다. 그리고 Vanity는 무상, 허영을 의미한
다. 마크 라파포트는 1950년대 멜로드라마의 대표적 감독인 더글라스 서
크의 영화에서 화장대(거울)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고찰한다. 화장대와 그
앞에 앉아 있는 여인. 그녀는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화장대 위
의 거울은 그런 그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홍영주)

과연 스크린은 중립적인 기제일까? 아마도 상영 전, 이미지들이 맺히기 전
의 스크린은 그럴 것이다. 하지만 불이 꺼지고 스크린이 이미지들을 받아내
고 다시 내뿜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스크린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영화-스크린은 우리에게 자신의 꿈을 보여주며,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꿈을 투영한다. 마크 라파포트는 이 영화에서 스크린을 다룬 영화사
의 명장면들, 영화를 다룬 영화들을 다시 보며 영화의 매력, 영화의 메커니
즘에 대해 사유하고 있다. (홍영주)

Vanity table is another name for a woman’s dressing table. Vanity is
transience and peocokery. In the film of Douglas Sirk, a representative
director from the 1950’s melodramas, Mark Rappaport contemplates
on the role and meaning of a vanity table (mirror). The vanity and the
woman sitting in front of it; what is she thinking about while sitting there,
what is the view of the woman like from the vanity mirror?
(Hong Yungjoo)

Are screens neutral? Maybe they are before they start to reflect images.
But once the lights are turned off and screens start to take images
and reflect them, they change. They talk to us. They, or films, show
their dreams and we project our dreams onto them. In this film, Mark
Rappaport brings historical scenes that talk about screens as well as films
that deal with cinema, and ponders over its charms and mechanisms.
(Hong Yungjoo)

감독 Director

마크 라파포트는 <경치 좋은 길>(1978), <록 허드슨의 홈 무비>(1992), <진 세버그의 일기>(1995), <비커밍 아니타 엑베리>(2014) 등을 연출한 감독이다. 특히
<경치 좋은 길>은 영국영화협회로부터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영화”라는 평가를 받으며 서덜랜드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랑스 영화 잡지「트래픽」에 영화에
대한 글을 기고했으며, 2008년 자신의 글을 모아 『관객은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또한 그의 포토몽타주는 뉴욕, 낭트, 겐트, 라스 팔마스 등지
에서 전시되었다. 현재 파리에서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Contact Mark Rappaport / marrap@noos.fr

France, USA | 2014 | Documentary | 11’ | DCP | B&W, Color | English Dialogue

마크 라파포트 Mark Rappaport

감독 Director

Contact
Mark Rappaport
marrap@noos.fr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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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6일(수) 20:30 시네마테크 ｜ 26(Wed) 20:30 Cinematheque
28일(금) 10:00 소극장 ｜28(Fri) 10:00 Cinema II

프리즘 Prism

초원의 카우보이 모자

센추리

스톤

누수 지점

Ten Five in the Grass

Century

Stone

Sound That

USA | 2012 | Documentary | 35' | HD |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Kevin Jerome Everson Producer Madeleine Molyneaux
Cinematographer Kevin Jerome Everson Editor Kevin Jerome Everson

USA | 2012 | Experimental | 6'40" | HD | Color | No Dialogue

USA | 2013 | Documentary | 6'50" | HD |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Kevin Jerome Everson Producer Madeleine Molyneaux
Cinematographer Kevin Jerome Everson Cast Buick Century

Director Kevin Jerome Everson Producer Madeleine Molyneaux
Cinematographer Kevin Jerome Everson

USA | 2014 | Documentary | 11'40" | HD |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Kevin Jerome Everson Producer Madeleine Molyneaux
Cinematographer Kevin Jerome Everson Editor Kevin Jerome Everson
Sound Elizabeth Webb, Lindsey 'LNZ' Arturo Cast Kaulee Miller, Mark Pottinger,
Terrance Marti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미시시피 주 나체즈와 루이지애나 주 라파예트에서 로데오 카프 로핑 이벤
트를 준비하는 흑인 카우보이와 카우걸에 밀착하여 밀도있게 다룬 일종의
다이렉트 시네마. 이 영화는 2012 오버하우젠단편영화제에서 유로상을
받았다. (홍영주)

<센추리>는 제너럴 모터스사의 자동차 모델 ‘뷰익 센추리’의 운명을 보여준
다. 제너럴 모터스의 자동차 문, 뒷바퀴, 트렁크, 후드, 지붕 등은 지금은 문
을 닫은 오하이오 주 맨스필드의 프레스 공장에서 생산되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스톤>은 미시시피 주 콜롬버스에서 촬영된 작품으로, 눈속임을 통한 손동
작으로 도박판을 벌이는 한 남자를 담는다. (국립현대미술관)

<누수 지점>은 쿠야호가 카운티에 있는 기반시설에서 누수 지점을 찾는 클
리블랜드 수도국의 직원들에 관한 작품이다. <초원의 카우보이>와 마찬가
지로 이 작품도 오로지 그들의 작업 과정만을 집요하게 관찰한다. (홍영주)

Standing on the line of direct cinema, this film takes a close look at a
black cowboy and a cowgirl who prepare for the Calf Roping rodeo
events in Natchez, Mississippi and Lafayette, Louisiana. This film received
the Euro Prize in the 2012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Oberhausen.
(Hong Yungjoo)

This film shows the fate of ‘Buick Century’, one of the automobile models
produced by General Motors Corporation. Although now closed down,
a factory in Mansfield, Ohio used to manufacture the car parts such as
doors, tires, trunks, hoods and roofs for General Motor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케빈 제롬 에버슨 Kevin Jerome Everson

This film was shot in Columbus, Mississippi and shows a man who cheats
people with gambling tricks.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ound That tells a story about the employees who work for the Cleveland
Water Department, as they try to find a leak in a public facility located
in Cuyahoga County. Just like Ten Five in the Grass, this film persistently
focuses on the work process of the employees. (Hong Yungjoo)

감독 Director

케빈 제롬 에버슨은 1965년생으로 오하이오 맨스필드에서 나고 자랐다. 그는 오하이오 대학에서 미술학 석사를, 아크론 대학에서 미술학 학사를 받았다. 2012년
영화/비디오 부문 알퍼트상을 수상하였고 버지니아 대학에서 예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그의 회화, 조각, 사진작품들과 150편 이상의 단편영화들이 세계
각국의 전시회와 영화제 등에서 상영 및 전시되어왔다.
Kevin Jerome Everson (b.1965) was born and raised in Mansfield, Ohio. He has a MFA from Ohio University and a BFA from the University of Akron. The Recipient
of the prestigious 2012 Alpert Award in Film/Video, Everson is Professor of Art at the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His artwork-paintings, sculpture,
photographs-and films, including nine features and over 150 short form works, have been exhibited internationally at museums and public institutions as well
as film festivals, cinemas and art biennials.

Contact PICTURE PALACE PICTURES / picturepalacesal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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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photo by Sandy Williams III

케빈 제롬 에버슨
Kevin Jerome Everson

감독 Director

Contact
PICTURE PALACE PICTURES
picturepalacesale@yahoo.com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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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6일(수) 20:30 시네마테크 ｜ 26(Wed) 20:30 Cinematheque
28일(금) 10:00 소극장 ｜ 28(Fri) 10:00 Cinema II

프리즘 Prism

귀, 코, 그리고 목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다

램스 23 VS 블루 베어스 21

이슨

Ears, Nose and Throat

Lost Nothing

Rams 23 Blue Bears 21

Eason

USA | 2016 | Experimental | 10'30" | HD | B&W | English Dialogue
Director Kevin Jerome Everson Producer Madeleine Molyneaux
Cinematographer Kevin Jerome Everson Editor Kevin Jerome Everson
Sound Elizabeth Webb, Lydia Hicks Cast Shadeena Brooks, Dr. Eric Mansfield,
Dr. Heather Honeycutt

USA | 2016 | Documentary | 3'30" | HD | B&W | English Dialogue

USA | 2017 | Experimental | 8'06" | HD | Color | No Dialogue

Director Kevin Jerome Everson Producer Madeleine Molyneaux
Cinematographer Kevin Jerome Everson Editor Kevin Jerome Everson
Sound Kevin Jerome Everson Cast Willie James Crittenden

Director Kevin Jerome Everson Producer Madeleine Molyneaux
Cinematographer Kevin Jerome Everson

USA | 2016 | Documentary | 15' | HD |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Kevin Jerome Everson Producer Madeleine Molyneaux
Cinematographer Kevin Jerome Everson Editor Kevin Jerome Everso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귀, 코, 그리고 목>에서 새디나 브룩스라는 여성은 귀, 코, 목을 검진받는
동안, 2010년 3월 9일 오하이오 주, 맨스필드에서 그녀가 목격했던 끔찍
한 사건을 이야기한다. (홍영주)

윌리 제임스 크리텐던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동안, 이미지들은 그의 일상과 주변들을 파편적으로
보여준다. (홍영주)

램스와 블루 베어스 간의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입장하는 관람객들의 모습
을 뤼미에르 형제의 <사진가학회원들의 리용 도착>(1895)을 오마주하여
만든 작품이다. 감독의 부모가 살던 미시시피 주 콜럼버스에서 촬영된 <공
장을 나서는 노동자들>(2013)도 이 작품과 맥락을 같이 한다. (홍영주)

<이슨>은 펜실베니아 주 필라델피아에서 있었던 흑인 대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작품이다. 오랫동안 필라델피아 세계흑인지위향상협회의 회원으
로 활동했던 제임스 워커 후드 이슨(1886~1923)의 삶을 바탕으로 제작되
었다. (국립현대미술관)

While Shadeena Brooks gets a medical check up on her ears, nose and
throat, she talks about the terrible incident she witnessed on March 9,
2010, in Mansfield, Ohio. (Hong Yungjoo)

While Willie James Crittenden gives a wordy explanation about ‘Lost
Nothing’, images show fragments of his daily life and surroundings.
(Hong Yungjoo)

In hommage to The Photographical Congress Arrives in Lyon (1895) by the
Lumière brothers, this film shows the audience as they enter to see a
match between the Rams and Blue Bears. This is in line with the director’s
previous film, Workers Leaving the Job Site (2013), which was shot in
Columbus, Mississippi, where his parents used to live. (Hong Yungjoo)

Eason commemorate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Great Migration in
Philadelphia, Pennsylvania. It tells a story of James Walker Hood Eason
(1886~1923), who was the leader of UNIA (Universal Negro Improvement
Association).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케빈 제롬 에버슨
Kevin Jerome Ev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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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케빈 제롬 에버슨
Kevin Jerome Everson

Contact

Contact

PICTURE PALACE PICTURES
picturepalacesale@yahoo.com

PICTURE PALACE PICTURES
picturepalacesale@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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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All still cuts copyright KJE; courtesy the artist; Trilobite-Arts DAC; Picture Palace Pictures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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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7일(목) 15:30 시네마테크 ｜ 27(Thu) 15:30 Cinematheque
29일(토) 10:30 시네마테크 ｜ 29(Sat) 10:30 Cinematheque

프리즘 Prism

주크-스펜서 윌리암스의 여정

열차의 도착

아쿠아리움과 국가

Juke-Passages from the Films of Spencer Williams

A Train Arrives at the Station

The Aquarium and the Nation

USA | 2015 | Documentary | 30' | HD | B&W | English Dialogue
Director Thom Andersen Editor Thom Andersen

USA | 2016 | Documentary | 15' | HD | B&W, Color | English Dialogue
Director Thom Andersen Script Thom Andersen Editor Thom Andersen

France | 2015 | Experimental | 31'18" | DCP | B&W, Color | English Sub
Director Jean-Marie Straub Cinematographer Christophe Clavert
Editor Christophe Clavert Music Franz Joseph Haydn Sound Dimitri Haulet
Cast Aimé Agnel, Christiane Veschambr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아프리카계 미국인 감독의 선구자 스펜서 윌리암스(1893~1969)를 재조
명하고자 뉴욕현대미술관에서 톰 앤더슨에게 의뢰하여 제작된 영화. 이 영
화에서 톰 앤더슨은 어떤 주석이나 코멘트 없이 스펜서 윌리암스의 6편의
작품들에서 취사선택한 이미지들로만 재구성하면서 흑인들의 삶과 감독의
영화 세계를 동시에 오마주하고 있다. (홍영주)

“이 영화는 제게 선물 같은 영화로 <우리가 한 때 가졌던 생각>(2015)을 작
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잘라내서 매우 후회했던 컷이 하나 있었는데 오
즈 야스지로의 <외아들>(1936)이란 영화에 나왔던 기차가 도쿄역에 들어
오는 컷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차 도착에 관한 문집 같은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죠.” (톰 앤더슨)

A film commissioned by Thom Andersen at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to recapture and shed new light on Spencer Williams
(1893~1969), who was a pioneer African-American film director. This
film is the hommage to the life of African-Americans and the world of
the director’s work of reconstructing selected footages from 6 Spencer
Williams’ films without any annotation or comment. (Hong Yungjoo)

“This film was a gift to me. It comes from work on The Thoughts That Once
We Had (2015). There was one shot we had to cut whose loss I particularly
regretted. It was a shot of a train pulling into Tokyo Station from Ozu’s The
Only Son (1936). So I decided to make a film around it, an anthology of
train arrivals.” (Thom Andersen)

앙드레 말로의 소설『알텐부르크의 호두나무』의 세미나 장면을 각색한 작품. 스트
로브의 최근작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세 파트로 나누어 보
여준다. 그의 초기작인 <신랑, 여배우, 포주>(1968)에서처럼 그들은 자치권이 유지
되고 있는 동안 안도한다. 갑작스럽게 음악이 폭발하듯 시작될 때까지 물고기는 탱
크 안에서 조용히 헤엄친다. 한 노신사가 텅 빈 방에 앉아, 세대를 관통하는 이데올
로기의 관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무엇에 의해 결
정되는지에 대한 글을 낭독하고 있다. 장 르느와르의 <라 마르세예즈>(1938)에서
혁명가들은 어리석은 귀족에게 ‘국가’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발흥되었음을 선
언하며 요새를 인계한다. (테드 펜트)
Adapted from the seminar scene in André Malraux’s novel Les Noyers de l’Altenburg,
Straub’s most recent film is a clash of disparate elements in three movements. Like
the earlier The Bridegroom, the Actress, and the Pimp (1968), they throw each other
into relief while maintaining their autonomy. Fish swim in a tank in silence until
music suddenly erupts on the soundtrack; an older gentleman seated in a plain
room recites Malraux’s text, addressing the relativity of ideologies throughout
the ages and ruminating on what determines our vision of the world today; and
revolutionaries in Jean Renoir’s La Marseillaise (1938) take over a fort, declaring to
the baffled nobility the rise of a new ideology: the Nation. (Ted Fendt)
장 마리 스트로브 Jean-Marie Straub

톰 앤더슨 Thom Andersen

감독 Director

1974년 에드워드 마이브리지의 작품세계에 대한 다큐멘터리 <에드워드 마이브리지, 주파라소그래퍼>를 연출했으며, 1995년 노엘 버치와 함께 할리우드 블랙리
스트 작품들에 대한 비디오 <레드 할리우드>를 만들었다. 2010년에는 도시의 시각적 고고학에 대한 <차에서 내려>를 연출했다. 1987년부터 미국 칼아츠에서 영
화구성을 가르치고 있다.
In 1974 he completed Eadweard Muybridge, Zoopraxographer, an hour-long documentation of Edward Muybridge’s photographic work. In 1995, with Noel
Burch, he completed Red Hollywood, a videotape about the film work created by the victims of the Hollywood Blacklist. In 2010, he also directed Get Out of the
Car, about the visual archeology of the city. He has taught film composition at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since 1987.

Contact GRASSHOPPER FILM / info@grasshopper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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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감독 Director

프랑스 메츠 출생으로 다니엘 위예와 함께 1963년부터 <마쇼르
카-머프>(1963), <안나 막달레나 바흐의 연대기>(1968), <시실
리아>(1999)를 연출했다. <아르테미스의 무릎>(2008)과 최신작
<미셸 몽테뉴의 수상록>(2013) 등의 단편영화들은 전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Jean-Marie Straub was born in Metz, France. His films with Danièle Huillet include
Machorka-Muff (1963), The Chronicle of Anna Magdalena Bach (1968) and Sicilia! (1999)
number of Straub’s short films have screened at the festivals, including Le Genou
d’Artèmide (2008) and Un Conte de Michel de Montaigne (2013).

The 23rd ifva Awards
Call for entry in Summer 2017
www.ifva.com

Contact BELVA FILM GMBH / straubhuillet@bluewin.ch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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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단편 Landscape of Asian Shorts

‘아시아 단편’ 섹션은 올해 3개의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The ‘Landscape of Asian Shorts’ comes to you this year with three programs.

갑니다. 2017년 이 섹션을 관통하는 주제는 ‘기억’입니다. 모든

This section’s running theme in 2017 is ‘memory’ . Though films have

영화는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장르와 형식

a diverse exterior of genres and forms such as fiction, animation and

의 외연을 가지더라도, 감독이 선택한 기억이 그 출발점이 되어,

documentary, they must all begin with a memory chosen by the director,

영화의 소재와 제작의 단초가 됩니다. 이 기억은 개인의 선택에

which then becomes the film’s material and beginning of production.

의해 선별되지만, 감독이 살고 있는 사회와 정치, 역사의 영향을

This memory is selected by an individual’s choice, but cannot fail to be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influenced by the director’s society, politics and history.

‘아시아 단편 1’은 한 가족의 추억을 통한 새로운 가족사 쓰기, 1

‘Landscape of Asian Shorts 1’ is made up of films about a families creating

950년대 백색테러 아래 고통받았던 201명의 숭고한 영혼을 기

more memories through their old memories, a tribute to the 201 souls

리는 영화, 2014년 감독이 직접 겪은 가자지구의 폭격을 소재로

under persecution during the White Terror during the 1950s, a director’s

한 영화, 공포의 외연을 띄지만 현재 필리핀 정부의 정치 상황과

witness of the 2014 bombing in the Gaza Strip, a horror film in appearance

무관할 수 없는 작품, 그리고 격변의 정치사가 가져다 준 개인의

but really about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Philippine and implied

공포에 대해 함축적으로 표현한 영화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pressions of fear experienced by an individual because of a political

12 28일(금) 18:00 시네마테크 ｜ 28(Fri) 18:00 Cinematheque
29일(토) 17:30 소극장 ｜ 29(Sat) 17:30 Cinema II GV

GV

83 순비자이로(路) 14호

어느 무더운 여름

83 Soi Soonvijai 14

A Very Hot Summer

Thailand | 2016 | Fiction | 21'38" | DCP | Color | English Sub

Palestine | 2016 | Documentary | 16'43"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T-Thawat Taifayongvichit Producer Pawas Sawaschaiyamet, Siriwat Taifayongvichit
Script T-Thawat Taifayongvichit Cinematographer Pithai Smithsuth
Editor Tassaran Mitrchaiyanant Music Achawin Chayarattanasilp, Thanatorn Sririraks
Sound Nakorn Kositpaisal Cast Sa-ad Peampongsanta, Siriwat Taifayongvichit,
T-Thawat Taifayongvichit, T-Rada Taifayongvichit, Aphimuk Taifayongvichit

Director Areej Abu Eid Producer Alia Arasoughly Script Areej Abu Eid
Cinematographer Motaz Alaraaj Editor Mahmoud Abu Ghalwa Music Jber Al Haj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내일은 할아버지의 생일, 온 가족이 모여 그의 생일 파티를 진행할 예정이
다. 하지만 그는 하루 먼저 온 가족을 불러모아 영화 찍기에 돌입한다. 사진
과 비디오 테이프 기록을 통해 기억되는 그들의 추억은, 현재의 또 다른 기
록으로 재탄생 된다. 감독의 실제 가족 이야기와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는, 우리가 잠시 잊고 사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만든다. 시간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고, 함께 지내온 가족과의 추억을 공유하는 것, 이 기록들은
또 다른 역사가 될 수 있다. (이정진)

2014년 라마단 기간, 가자지구의 지속적인 폭격 속에 한 가족이 조용히 몸
을 숨기고 있다. 불안과 공포, 지인들은 살아있는지 겨우 확인하며 물과 가
스, 전기가 끊긴 상태로 버티다 잠시 소강상태를 지나 또 다시 급작스러운
폭격을 경험하게 된다. 당시의 기억을 생생하게 언술하는 감독의 내레이션
을 따라가다 보면, 한때 즐거웠을 가족의 상실과 슬픔까지 도달하게 되고,
우리는 폭격과 전쟁의 역사적 사실에서 한 가족의 아픔에 다다르게 된다.
(이정진)

Tomorrow is grandpa’s birthday. The whole family plans to gather
together to throw him a birthday party. But he gathers the whole family
a day early to create a film. As they reminisce with pictures and VHS tape
records, another record is born. Based on the director’s actual family
documents and stories, this film helps us reflect whether we haven’t
forgotten anything. As time passes and we share our memories with our
family, this becomes another history in itself. (Jinna Lee)

During the 2014 Ramadan, a family is hiding quietly amid the chaos of
continued bombing in the Gaza District. Uneasy and fearful, they can
barely check whether their friends are alive. They somehow survive
being without water, gas and electricity, and after a brief period of quiet,
are suddenly bombarded again. As we follow along the director’s vivid
narration of this memory, we are met with the grief of losing family
members. In the historical reality of bombing and war, we come face to
face with a family’s pain. (Jinna Lee)

upheaval.
‘아시아 단편 2: HKAC 스페셜’은 홍콩아트센터에서 특별히 부
산국제단편영화제를 위해 엄선한 5편의 단편을 소개합니다. 홍

‘Landscape of Asian Shorts 2: HKAC Special’ introduced 5 shorts specially

콩아트센터는 올해로 22회를 맞는 ifva 영화제와 시상식을 통해,

selected by the Hong Kong Arts Centre for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중화권의 미디어 아트, 애니메이션, 단편영화를 꾸준히 소개해오

Film Festival. Hong Kong Arts Centre has regularly introduced Chinese

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홍콩아트센터 록산 추이 프

media art, animation and short films through Incubator for Film and Visual

로그램 팀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Media in Asian (ifva) now in its 22nd season. We’d like to thank the Hong
Kong Arts Centre’s Program Team Manager Roxane Chui for planning this

‘아시아 단편 3: 새로운 시작, 퓨어 16’ 은 미국 영화에 대한 전면

program.

개방으로 인한 대만 영화의 침체기에, 새로운 영화 운동을 일으
켰던 ‘퓨어 16’ 특별전입니다. 1999년, 6인의 감독이 7일간 개

‘Landscape of Asian Shorts 3: Independent Years, Pure 16’ is a special

최한 이 독립 영화제를 통해 2000년대 초반, 대만 영화는 새로

program about ‘Pure 16’, which gave rise to the new film movement

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

in Taiwan during its period of film stagnation which resulted from the

지 않은 가오슝영화제 정빙홍 프로그래머와 대만 영화 협회의 양

complete opening of US films. In 1999, 6 directors held a 7-day independent

하오준 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BISFF

film festival, paving the way for the new history of Taiwanese film in the

아시아 단편영화 오픈 토크 진행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

early 2000s. We would like to thank Kaohsiung Film Festival Programmer

신 HUFS HK세미오시스연구센터, HUFS 대만연구센터, (사)아

Ryan Cheng and Taiwan Film Institute’s Howard Hao-Chun Yang for their

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중국영화포럼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generous advice and support for this program. And we appreciate for
supporting BISFF Asian Short Film Open Talk program to HUFS HK Semiosis

이정진

Research Center, HUFS Taiwan Research Center, Asia Cultural Creativity

티 타왓 따이파용위칫

Institute and Chinese Cinema Forum.

T-Thawat Taifayongvichit

Jinna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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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감독 Director

아리지 아부 이드 Areej Abu Eid

Contact

Contact

T-Thawat Taifayongvichit
p.t.taifa@gmail.com

Alia Arasoughly
alia@shashat.org

감독 Director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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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8일(금) 18:00 시네마테크 ｜ 28(Fri) 18:00 Cinematheque GV
29일(토) 17:30 소극장 ｜ 29(Sat) 17:30 Cinema II GV

아시아 단편 Landscape of Asian Shorts

69번째 편지

당신이 떠난다면

공포의 기원에 대하여

Letter #69

If You Leave

On the Origin of Fear

Taiwan | 2016 | Documentary | 19'14" | HD | B&W, Color | English Sub

Philippines | 2016 | Fiction | 20' | DCP | Color | English Sub

Indonesia | 2016 | Fiction | 12' | DCP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Lin Hsin-I Producer Lin Hsin-I Script Lin Hsin-I Cinematographer Lin Hsin-I
Editor Lin Hsin-I Music Lim Giong
Cast Lin I-Huang, Lin Hung, Kuo Suchin, Nanri Tomoko, Li Chialing, Yu Che

Director Dodo Dayao Producer Tonee Acejo Script Dodo Dayao
Cinematographer Albert Banzon Editor Lawrence S. Ang Sound Corinne de San Jose
Cast Red Concepcion, Charles Aaron Salazar, Bea Galves, Khalil Almonte, Dolly de Leon

Director Bayu Prihantoro Filemon Producer Amerta Kusuma, Yulia Evina Bhara
Script Bayu Prihantoro Filemon Cinematographer Fahrul Hikmawan
Editor Akhmad Fesdi Anggoro Music Mahesa Ahening R. K. Sound Deny Dwi Setyawan
Cast Pritt Timothy, Ernanto Kusumo, Mahesa Ahening R. K.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1954년 대만, 스 수이 환은 당시 정부에 항거하던 오빠를 숨겨주었다는 이
유로 투옥되어, 1년 반 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영화는 그녀가 감옥에
서 가족에게 쓴 편지와 당시 물건들, 신문기사, 화폐 등의 이미지가 필름이
돌아가는 영사기 소리와 함께 보여지면서, 마치 자료화면을 통해 그 당시를
생생하게 재현하는 효과를 연출한다. 이 영화는 스 수이 환을 비롯하여, 억
울하게 독재권력의 백색테러 희생양이 된 201명에 대한 애상곡이자 또 다
른 역사 에세이이다. (이정진)

두 명의 퇴마사가 귀신이 들린 집에 근무한다. 그 집에서는 어떤 사건도 일
어나지 않지만, 퇴마사 캐쉬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서 느낀 이상한 기운은 여전히 캐쉬를 그 집에 가둬두고 있다.
"나는 당신이 아니다" 라고 화면을 향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은 과
연 누구인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와 장치를 통한 연결은 끊이지 않
는 이야기의 순환고리를 만들어낸다. <침입자>(2014) 로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준 도도 대요 감독의 최신작. (이정진)

녹음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극한의 공포가 만들
어지고 기억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편의 미학과 묘미가 살아있는
작품이다. 영화는 배우의 연기, 점차 고조되어 가는 절정의 전개만으로 독
재와 학살의 역사가 어떻게 개인에 내면화되며, 지난 역사의 교육이 어떻게
후세에 전달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객에게 힘있게 다가간다. 베니스영화제,
토론토영화제 등 해외 유수 영화제에 소개된 작품이다. (이정진)

Taiwan 1954, Shi Sui Huan is imprisoned for hiding her brother who was
resisting the government. A year and half later, she is executed. Images of
the letters she wrote to her family from prison, her personal belongings,
newspaper clippings, and money are shown on screen in tune with the
sound of a running film projector, giving the effect of a vivid reenactment
of the past event. The film is a historical essay and a song of sorrow
remembering Shi Sui Huan and 201 other victims of the dictator’s white
terror. (Jinna Lee)

Two ghost hunters are working in a haunted house. Nothing happens
inside the house, but ghost hunter Cash continues to feel a strange
vibe on his way home, and on his father at home, making him feel
still imprisoned in the haunted house. Who are the people who keep
repeating “I not Y” to the screen? The fear of the invisible and the
connection through devices creates an unending cycle in the story.
Latest film by director Dodo Dayao, who has shown remarkable directing
through Violator (2014). (Jinna Lee)

린 신이 Lin Hsin-I

감독 Director

도도 대요 Dodo Dayao

감독 Director

Showing off the esthetics and beauty of short films, this short makes
it clear how extreme fear can be created and remembered inside the
limited space of a recording studio during a short period of time. The
film uses the actor’s acting and the plot reaching its climax to show how
the history of dictatorship and massacre is internalized in an individual,
and how the lessons of history are passed on to the next generation. It
was screened at leadi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round the world,
including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inna Lee)

바유 프리한토로 필레몬

감독 Director

Bayu Prihantoro Filemon

126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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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 Hsin-I
netsocio@gmail.com

Tonee Ace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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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8일(금) 20:00 소극장 ｜28(Fri) 20:00 Cinema II GV
29일(토) 13:00 시네마테크 ｜ 29(Sat) 13:00 Cinematheque

아시아 단편 Landscape of Asian Shorts

할머니의 눈동자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소설

허물

강 위로 흐르는 빛

This Pair

Disabled Novel

The Empty Body

The Life and Times of Ho Chung Village

Hong Kong, China | 2010 | Documentary | 30' | HD | Color | English Sub
Director Wong Yeemei Producer Adam Kwan Cinematographer Wong Yeemei
Editor Wong Yeemei Music Moses Chan Sound Wong Yeemei

Hong Kong, China | 2010 | Documentary | 14'34" | HD | B&W, Color | English Sub

Hong Kong, China | 2008 | Animation | 3'19" | HD | Color | No Dialogue

Hong Kong, China | 2009 | Documentary | 14' | HD | B&W, Color | English Sub

Director Law Yukmui Producer Law Yukmui Script Law Yukmui
Cinematographer Law Yukmui Editor Law Yukmui

Director Wong Szeming

Director Tsang Tsuishan Producer Tsang Tsuishan Script Tsang Tsuishan
Cinematographer Goby Lo Editor Lau Takshing Sound Tsang Tsuisha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82세의 할머니는 다섯째 아들 가족과 중국 광저우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6명의 자식 중 둘은 죽고, 남아 있는 자식들과도 전혀 살가운 모습은
아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여지는 화목한 모습 보다는, 서로 상처
입히는 말을 주고 받는 모습,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외로워하는 할
머니의 일상만이 화면을 채울 뿐이다. 그 가족이라는 끈도 매년 할아버지의
기일이 되면 다시 희미하게 이어질 뿐이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정직
하지만 애정어린 시선으로 가족의 모습을 담았다는데 있다. (이정진)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소 이미지 외에도 소리와 감촉 등 다양한
감각기관을 즉각적으로 동원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며, 반응할 수
밖에 없다. 홍콩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내'가 주변에서 볼 수 있거나 미디
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미지를 나열하고, 그 안에서 '나'의 사유와 경험, 기
억 등이 중첩되어 하나의 에세이 영화가 된다. 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음에 노출되어 있고, 뉴스와 주변의 사건을 무작위로 받아들
이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된다. (이정진)

쥘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이 부드럽게 흐르는 이 영화는, 바이올린 선
율과 상반되게 여성과 학교라는 틀 안에 갇혀 고민하다가 벗어나는 한 개인
의 모습을 스톱 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보여준다. 학교라는 제도의 틀에
서 탈출을 꿈꾼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영화. (이정진)

홍콩 하오총 마을은 흐르는 강을 따라, 500년이 넘도록 동네 사람들이 삶
을 살아가던 곳이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예전의 모습을 지
우개로 지우듯 점차 사라져가게 한다. 흐르는 강물 소리와 세 가족의 사진
은 하나의 영화가 되고, 이 영화는 누군가의 추억과 기억이 배어있는 그 곳
으로, 변화와 개발로 놓칠 수 있는 따뜻함과 추억으로 관객을 인도한다.
(이정진)

An 82-year-old grandmother lives with her fifth son’s family in an
apartment in Guangzhou, China. Of her 6 children, two are dead and
she is not at all in good terms with the remaining children. Unlike the
portrait of a happy family shown in most TV shows or movies, the film is
filled with the daily routines of a lonely grandmother spending most of
her time alone or speaking hurtful words with her family. The fine thread
that holds the family together is barely hanging on with the anniversary
of grandfather’s death. The film’s greatest virtue is its honest but loving
perspective of a family. (Jinna Lee)

People living in modern cities must use all of their various senses such
as image, sound and touch, to accept information, make a decision and
react. The film becomes an essay that puts together the list of images
‘I’ can see around me or through the media while living in Hong Kong,
‘my’ private experiences and memories. As we follow along, we are made
to reflect on whether we are exposed to too many sounds, and too
accepting of the news and happenings around us. (Jinna Lee)

웡 이메이 Wong Yeem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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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로우 위메이 Law Yukmui

감독 Director

With ‘Meditation from Thai’ by Jules Massenet playing gently in the
background, this film uses stop-motion animation to show how, in
contrast to the tune, someone escapes the constraints of a woman and a
school. Anyone who has dreamed of escaping from the school institution
can relate. (Jinna Lee)

웡 젝밍 Wong Szeming

감독 Director

Ho Chung Village in Hong Kong is where for the past 500 years, people
have laughed and enjoyed life along the riverbed. But the changes in
time are like an eraser making its mark on paper. The sounds of the
flowing river and the picture of three families become one film and this
film leads the audience to that place infused with memories – warm
memories that can be lost with change and development. (Jinna Lee)

창 취이샨 Tsang Tsuishan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HONG KONG ARTS CENTRE
hkac@hkac.org.hk

HONG KONG ARTS CENTRE
hkac@hkac.org.hk

HONG KONG ARTS CENTRE
hkac@hkac.org.hk

HONG KONG ARTS CENTRE
hkac@hkac.or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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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8일(금) 20:00 소극장 ｜ 28(Fri) 20:00 Cinema II GV
29일(토) 13:00 시네마테크 ｜ 29(Sat) 13:00 Cinematheque

3

19 28일(금) 15:30 시네마테크 ｜ 28(Fri) 15:30 Cinematheque GV
30일(일) 10:30 시네마테크 ｜ 30(Sun) 10:30 Cinematheque

아시아 단편 Landscape of Asian Shorts

중심에서 사라져가는 것들

창 밖의 참새

베이비페이스

사랑에 관한 7개의 장면

Disappearing in Central

Too Young

Babyface

Seven Scenes about Love

Hong Kong, China | 2013 | Documentary | 21'08" | HD | Color | English Sub

Taiwan | 1997 | Fiction | 42' | Beta | Color | No English Sub
Director Huang Mingzheng Producer Helen Lien Script Huang Mingzheng, Yang Yazi
Cinematographer Zhang Zhiyuan Editor Lei Zhenqing Music Jimmi Chen
Sound Denis Tsao Cast Mo Tzyi, Chia Hsiaokuo

Director Chu Hoiying Nicole

Taiwan | 1999 | Fiction | 37' | Beta | Color | No English Sub

Taiwan | 2003 | Fiction | 17' | Beta | Color | No English Sub

Director Cheng Yuchieh Producer Seiichi Okamoto Script Cheng Yuchieh
Cinematographer Yeh Sekuang Editor Lin Shiwang Music Chang Jacky
Sound Chou Chen Cast Cheng Yuchieh, Chen Chienwen

Director Lynn Chen Producer Chang Celeste, Jhuang Wanli Script Lynn Chen
Cinematographer Carax Feu Editor Lynn Chen Music Lo Songce
Sound Tu Duuchih, Wu Shuyao Cast Sun Fenghan, Chang Kerli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1970년대와 80년대 홍콩, 중심 도심의 전통 시장 구역에는 여전히 2차 산
업의 주역이었던 고무도장 공장이 있다. 이 구역은 점차 최신 레스토랑과
옷 가게 등으로 바뀌고 있다. 고무도장 기술은 세상의 변화로 점차 사라져
가는 역사가 아니라, 도심 산업화 안에서 인간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었
던 마지막 보루였다. 4차 산업혁명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만든다. 2014 홍콩 국제중국대학생 영화&텔
레비전 페스티벌 우수다큐멘터리상 수상작. (이정진)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모쯔이는 삶과 죽음에 관심이 많고, 항상 녹음
기를 들고 다니며 영적 세계로의 진입을 꿈꾼다. 이런 모쯔이에게 첸원이라
는 아웃사이더가 등장한다. 그는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도 많고, 타인의 시
선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학생으로, 자살까지 시도했다는 소문을 가진
인물. 학교라는 기존 제도에 적응하지 못하는 두 주인공은 서로의 공감대를
발견하게 된다. 사춘기 소년의 고뇌와 방황이 생생하게 묘사된 이 작품은,
대만 영화에서 남성의 나신裸身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영화로, 퓨어16 영
화제가 발견한 감독 황 밍졍의 작품이다. (이정진)

영화를 전공하는 영화학도인 장 리시앙은 2학기 첫날, 마스크를 얼굴에 두
르고 나타난 정 구어팡과 만나게 된다. 장 리시앙은 정 구어팡과 학우들과
의 첫 학기 술자리에 초대하고, 이후 구어팡은 리시앙에게 지나칠 정도로
잘해준다. 젊은 날, 감기처럼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성 정체성 혼란을 느낀
남성과, 페르소나를 통해 새로운 삶을 꿈꾸었던 또 다른 남성의 욕망은 서
로 엇나가 평행선을 그린다. 영화의 본질에 다가가고자 했던, 젊은 시절 감
독의 일기장 같은 작품. (이정진)

그녀의 사랑은 무인세탁실에서 시작되어 커피숍의 만남을 통해 진해졌고,
침대에서는 점차 이별을, 그리고 다시 세탁실에서 상실감에 외로워한다. 냇
킹 콜의 사랑 노래는 그녀의 상실감을 더욱 확장시킨다. 내가 하면 특별한
사랑, 남이 하면 그저 그런 연애인 남녀의 만남은 기억의 조각모음이 되어
느낌과 흔적만 남을 뿐이다. 영화적 환기를 통해 관객의 몰입을 지연시키고
자 했던 다양한 시도는 뻔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새롭게 느끼게 만든다.
(이정진)

Chang Lishiang is a student majoring in film. On the first day of the
second semester, he meets Cheng Kuofang, who comes to school with a
mask around his face. Chang Lishiang invites Cheng Kuofang to the first
party of the semester. From then on, Kuofan is extremely nice to Lishiang.
One man is confused about his sexual identity, a confusion that can pass
a young person like a common cold. Another man is dreaming of a new
life through a persona. Their desires cross each other and run parallel. This
film is like the director’s diary in his young days, when he was trying to
reach the essence of film. (Jinna Lee)

Her love began in a laundromat, got stronger in the coffee shop, and
began a farewell in bed. Again in the laundromat, she is lonely and
dejected. Nat King Cole’s love song ‘There Goes My Heart’ intensifies her
sense of loss. Love is special when I do it, but just a so-so sentiment when
others do it. Its memories are shattered pieces that only leave behind
a trace of feeling. The obvious story is made new through the many
attempts to slow down audience absorption. (Jinna Lee)

In Hong Kong during the 1970s and 1980s, the Sheung Wan District was
the central traditional marketplace and where the leader of the second
industry – rubber stamp and envelope – factories were located. It has
slowly changed to become the place for trendy restaurants and clothing
stores. The rubber stamp technology is not a slowly disappearing
history with changes in time, but the last stronghold in which people
can maintain warm humanity amid city industrialization. At this point
in time wh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being discussed, the
film makes us reflect on anything being lost. Winner of the Outstanding
Documentary Award at the Hong Kong Global Chinese Universities
Student Film and TV Festival. (Jinna Lee)

추 호이잉 니콜 Chu Hoiying Nic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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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Mo Ziyi seems to be an ordinary high school student, but is very curious
about life and death. He always carries around a recorder with him,
dreaming of entering the spiritual world. Then an outsider, Chen Wenyi,
emerges into his life. Older than other students, Chen doesn’t seem to
care at all what others think about him, and is reputed to have attempted
suicide in the past. Unable to adjust to the existing school institution,
the two find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 film vividly portrays a
teenage boy’s anguish and searching. This Taiwan film with a full-fledged
appearance of the male's naked body, is directed by Huang Mingzheng,
discovered by the Pure 16 Film Festival. (Jinna Lee)
황 밍졍 Huang Mingzheng

감독 Director

졍 요우지에 Cheng Yuchieh

감독 Director

린 쳔 Lynn 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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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Contact

HONG KONG ARTS CENTRE
hkac@hkac.org.hk

Howard Hao-Chun Yang
howardaustin0911@mail.tfi.org.tw

Cheng Yuchieh
filmosa@gmail.com

Howard Hao-Chun Yang
howardaustin0911@mail.tfi.org.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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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FF 아시아 단편영화 오픈 토크 BISFF Asian Shorts Film Open Talk
동아시아의 역사는 대부분 식민의 경험과 불안한 정치적 변화의 격전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회정치적 변화는 온
전히 개인의 경험으로 투사되어 영화의 내러티브와 스타일로 표현되어 관객의 기억으로 전이된다. 2015년부터 아시아
중심의 영화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온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아시아 단편영화 오픈 토크를 통해 한국외대(HUFS) 인
문한국(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외국문학연구소 등과 함께 아시아 각국의 단편영화를 통해 사적 기억과 공적 역사가
영화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이 각국의 영화 스타일과 미학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보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오픈 토크는 아시아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되면서 더불어 한국 단편영화의 현재와 미래
도 함께 고민해보는 장이 될 것이다. 특히 매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화어권 영화들을 따로 살펴보는 순서를
마련, 같은 언어권이나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화어전영’ 케이스로 2부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 시 2017년 4월 27일 (목) 14:00 ~ 17:00
장 소 센텀벤처타운 5층 세미나실
주 최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조직위원회, HUFS HK세미오시스 연구센터/외국문학연구소,
HUFS 대만연구센터, (사)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주 관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조직위원회
후 원 한국연구재단, 중국영화포럼, 대만교육부 中華民國敎育部, 주한타이페이대표부 駐韓台北代表部

프로그램

주제 | 아시아 단편영화에서의 기억: 사적 기억과 공적 역사

오프닝

좌 장 | 김원회 (HUFS HK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운영위원)
환영사 | 최 윤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차민철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East Asian history is filled with colonization and unstable political changes. Such sociopolitical changes are fully
projected as individual experiences, then expressed through filmic narratives and styles to become transferred as
memory by the audience. Since 2015,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has worked hard to become the central
Asian film festival. Through ‘BISFF Asian Shorts Film Open Talk’, we work wit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Semiosis Research Center/Institute of Foreign Literature to explore the process through which personal memories and
official history become a film. We want to provide a platform to explore and discuss how much this has influenced
various countries’ filmic styles and esthetics. This open talk will introduce Asian shorts, as well as provide a venue to
deliberate on the present and the future of Korean short films. We have also prepared a separate session to examine
Chinese language films which have been showing tremendous growth every year. The ‘Chinese Language Film’ case
will focus on Chinese language films that use the same language but show their own individuality.
Date & Time
Venue
Hosted by

April 27(Thu) 14:00 ~ 17:00
5th Floor, Seminar Room, Centum Venture Town
Organizing Committee of BISFF, HUFS HK Semiosis Research Center/Institute of Foreign
Literature, HUFS Institute of Taiwan Studies, Asia Cultural Creativity Institute
Organized by Organizing Committee of BISFF
Support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Chinese Cinema Forum,
Ministry of Education of Taiwan, Taipei Mission in Korea

Program

Main Subject_Memories in Asian Shorts: Personal & Public

Opening

인도네시아 단편영화에서 드러나는 기억과 역사
세션 1

발제 | 알리야 다마이하티 (페스티벌 필름 다큐멘터 프로그래머)

동아시아의 단편영화

발제 | 도도 대요 (<바이오레이터>, <당신이 떠난다면> 영화감독)

Session 1

필리핀 단편: 영화의 정치 그리고 내면화
South East Asian Shorts

태국의 단편영화와 영화제
사회 | 이정진

발제 | 브라이언 베넷 (나인필름페스트 집행위원장)

Moderator | Jinna Lee

Panels Baek Haelin (ACCI Researcher), Choi Yongseok (Chief of Busan Independent Film Association)

토론 | 백해린 ((사)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센터 연구원), 최용석((사)부산독립영화협회 이사장)

21세기 대만영화의 새로운 세대
발제 | 정빙홍 (가오슝영화제 프로그래머)

Session 2

중국 단편영화 제작에 관한 고찰
화어전영

발제 | 장센민 (북경전영학원 교수)

유럽에서 중국영화 제작하기
사회 | 임대근

발제 | 후 웨이 (<버터 램프>,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감독)
토론 | 안영은 ((사)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센터 연구원), 김세진 (영화평론가)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Chinese Language Shorts
Moderator | Lim Daegeun

21st New Generation of Taiwan Cinema
Speaker Ryan Cheng (Programmer of Kaohsiung Film Festival)
Short Filmmaking in Mainland China
Speaker Zhang Xianmin (Prof. Beijing Film Academy)
Chinese Filmmaker in Europe
Speaker Hu Wei (Filmmaker - Butter Lamp, What Tears Us Apart)

(Prof. HUFS)

(HUFS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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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onesian Shorts: Personal Memory and History
Speaker Alia Damaihati (Programmer of Festival Film Dokumenter)
Filipino Shorts: Politics and internalization
Speaker Dodo Dayao (Filmmaker - Violator, If you Leave)
Thailand Short Film focused on film festival
Speaker Brian Bennett(Director of 9FilmFest)

(Programmer of BISFF)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세션 2

Opening Address Kim Wonhoi (Committee Member of HK Semiosis Research Center at HUFS)
Congratulatory Address Choi Yoon (Director of Busan Film Commission), Cha Minchol (Director of BISFF)

Panels Ahn Youngyeun (ACCI Researcher), Kim Sejin (Film Critic)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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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어른들의 솜씨를 이어받아 3대째
정성껏 한땀 한땀 지어드리는 노진복식입니다
원장

김향자

1988 한국 섬유대상 수상
2002 한·일 월드컵 조선통신사 행렬 의상 재현제작
제14회 아시안게임 OCA VIP 시장님 초청 패션쇼
제14회 아시안게임 선수촌 내 한복 전시회
2002 제 14회 아시안게임 패션쇼

2004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후쿠오카 한복 패션쇼
2005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시모노세키 한복 패션쇼
2007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 도쿄 한복 패션쇼
제88회 3·1절 기념 장한 무궁화인상 수상
2012 제95차 라이온스 부산 세계대회 복식전시회
독일 함부르크 시립박물관 초청 전시회
2015 한·아세아 정상회의 궁중의상 전시회· 벡스코

조선통신사 삼사 임명식

조선통신사 의상 전시회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16 Tel. 051. 638. 4221~2 Fax. 051. 638. 4223 E-mail. rojinhanbok.naver.com

Curtain
커튼콜
Call

커튼콜

1

Curtain Call

올해 다섯 번째로 마련된 ‘커튼콜’ 프로그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Already in its fifth year, the ‘Curtain Call’ program brings together curtain

칸영화제, 베를린영화제, 베니스영화제 등의 주요 국제영화제와 끌

calls from maj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from around the world, such

레르몽페랑단편영화제, 오버하우젠단편영화제, 탐페레단편영화제

as Cannes Film Festival,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Venice

와 같은 주요 3대 단편영화제의 수상작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프로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s well as from the 3 major short film festivals,

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커튼콜 프로그램에서는 시체스판타스틱영화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nternational Short

제와 BFI런던영화제 수상작들을 처음 선보이며, 더 다양해진 수상작

Film Festival Oberhausen and Tampere Film Festival. This year, there will

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총 8편의 작품 중 5편의 작품이 한

be a wider range of award winning films being showcased, including

국 프리미어로 소개됩니다.

for the first time award winners from Sitges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and BFI London Film Festival. Of the 8 films being showcased, 5

영화는 현실의 영향을 받고 그 현실을 반영하듯이 올해 ‘커튼콜’ 프

커브

잃어버린 목소리

Curve

The Lost Voice

Australiaㅣ2016ㅣFictionㅣ10'16"ㅣDCPㅣColorㅣNo Dialogue

films will be Korean premieres.

로그램의 영화들 또한 나름의 고유한 색채를 입히며, 다양한 방식으
로 현실을 반영하고 보여줍니다. <9일간의 기록-알레포 창가에서>

Films are influenced by reality, and reflect that reality on screen. In line

와 <잃어버린 목소리>는 전쟁과 학살이라는 비슷한 소재를 각기 다

with this, the films in this year’s ‘Curtain Call’ program reflect reality

른 방식으로 풀어내지만, 결국 전쟁이란 누군가에겐 눈앞에서 일어

in various methods, portraying reality in creative or frankly candid

나고 있는 일상이자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해줍니다. <커

ways. 9 Days – From My Window in Aleppo and The Lost Voice take the

브>와 <타임코드>는 있을 법한 허구적인 설정에 판타지적인 요소를

similar topic of war and slaughter to spin them each in their unique

가미하여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개구리의 발라드>

methods, yet alerts us to the same conclusion that though war is not an

는 현재의 관습이나 미신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며 현실을 풍

everyday occurrence in our lives, it is daily life itself to someone. Curve

자하고, <단순한 삶>은 현재의 가족이 처한 문제와 소통에 대해 담

and Timecode adds fantasy to a fictional but likely setting to create a

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베누시아>와 <나의 방울 소리가

different reality. Batrachian’s Ballad is a critical satire on today’s customs or

들릴 때>는 모두 매춘부가 주인공이지만 그 장르나 형식 면에서 전

superstitions, while The Simple Things calmly unravels the problems and

혀 다른 방법으로 현실을 반영합니다.

communication facing the modern family. In addition, Venusia and When
You Hear the Bells both portray prostitutes as the main character but

이처럼 올해 ‘커튼콜’ 프로그램에 포함된 작품들은 독특한 소재와

15 28일(금) 12:30 중극장 ｜ 28(Fri) 12:30 Cinema I
29일(토) 15:30 시네마테크 ｜ 29(Sat) 15:30 Cinematheque

reflect reality in completely different methods, both in genre and format.

상황설정이 돋보이는 극영화에서부터 긴박한 내전의 실상을 보여주
는 다큐멘터리까지 그 소재나 형식 면에서 다양하고 알찬 작품들로

Thus this year’s ‘Curtain Call’ program consists of various and solid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계 다양한 영화제 수상작을 모은 ‘커튼콜’

films, from fictions with unique material and setting to documentaries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단편영화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

portraying the critical reality of civil wars. We hope that you are able to

가 되길 바랍니다.

experience the trend of short films from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collection of award winning films in the ‘Curtain Call’ program.

Paraguay, Venezuela, Cuba, Argentinaㅣ2016ㅣ Fictionㅣ11'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Tim Egan Producer Ahren Morris Script Tim Egan Cinematographer Tim Egan
Editor Tim Egan Cast Laura Jane Turner

Director Marcelo Martinessi Producer La Babosa Cine Script Marcelo Martinessi
Cinematographer Luis Artega Editor Marcelo Martinessi Sound Catriel Vildosola
Cast Librada Martínez, Cinthia Quiñonez, Raulito Cáceres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한 여자가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이 가파르고 거대한 곡면 끝에 간신히 매달
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된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떨어
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여자. 거친 숨소리와 살갗의 쓰라린 고통은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극을 끝까지 몰입도 있게 끌고 가는 감독의
연출력과 세심한 사운드 디자인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2016 시체스판타
스틱영화제에서 오피셜판타스틱부문 최우수단편영화상을 수상했다.
(김경연)

2012년 파라과이의 한 시골마을에서 경찰들과 농민들 간의 충돌로 6명의
경찰과 11명의 농민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꾸루구아뜨 대
학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을 실제 겪었던 당사자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파라
과이의 아픈 역사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긴박했던 순간의 무전소리와 그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털어놓는 노인의 목소리는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짐작하게 해준다. 2016 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부문 최우수단
편영화상을 수상했다. (김경연)

A girl wakes up to find herself resting atop the apex of a smooth, curved
surface high above. She struggles to keep herself from falling into the
pitch-black darkness below her. The harsh breathing and painful skin
abrasions are clearly transmitted to the audience. The film’s directing
keeps the audience transfixed to the end and the detailed sound design
is outstanding. It won the Award for Best Short Film in the Official
Fantastic Selection at the 2016 Sitges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Yeona Kim)

In 2012, a tragedy occurred in which 6 policemen and 11 farmers died
after a conflict between the police and farmers at a small village in
Paraguay. Based on an interview with a witness who was there during
the Curuguaty Massacre, the film questions this painful Paraguayan
history. The sounds of the radio transmitter during the tense moment
and the voice of the old man remembering the incident makes it easy to
understand how horrible and gruesome the situation was. The film won
the Orizzonti Award for Best Short Film at the 2016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Yeona Kim)

김경연
Yeona Kim
팀 이건 Tim E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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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감독 Director

마르셀로 마르티네시 Marcelo Martinessi

감독 Director

Contact

Contact

Tim Egan
tim@lodestonefilms.com

MARVIN & WAYNE - SHORT FILM DISTRIBUTION
fest@marvinwayne.com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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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8일(금) 12:30 중극장 ｜ 28(Fri) 12:30 Cinema I
29일(토) 15:30 시네마테크 ｜ 29(Sat) 15:30 Cinematheque

15 26일(수) 20:00 중극장 ｜ 26(Wed) 20:00 Cinema I
27일(목) 17:30 소극장 ｜ 27(Thu) 17:30 Cinema II

커튼콜 Curtain Call

베누시아

타임코드

9일간의 기록 - 알레포 창가에서

단순한 삶

Venusia

Timecode

9 Days - From My Window in Aleppo

The Simple Things

Switzerlandㅣ2016ㅣDocumentaryㅣ34'50"ㅣHDㅣColorㅣEnglish Sub

Spainㅣ2016ㅣFictionㅣ15’ㅣDCPㅣColorㅣEnglish Sub

Netherlands, Syriaㅣ2015ㅣDocumentaryㅣ12’50”ㅣDCPㅣColorㅣEnglish Sub

Chileㅣ2015ㅣFictionㅣ26'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Louise Carrin Producer Julien Rouyet Script Louise Carrin
Cinematographer Louise Carrin Editor Antonio Trullen Foncia, Christine Hoffet,
Gabriel Gonzales, Louise Carrie Music Emmanuel de Giorgi Sound David Cavallo
Cast Lisa, Lena

Director Juanjo Giménez Producer Arturo Méndiz, Daniel Villanueva, Juanjo Giménez
Script Juanjo Giménez, Pere Altimira Cinematographer Pere Pueyo Editor Silvia Cervantes
Music Iván Céster Sound Xavi Saucedo Cast Lali Ayguadé, Nicolas Ricchini, Vicente Gil,
Pep Domenech

Director Issa Touma, Thomas Vroege, Floor van der Meulen Producer Jos de Putter
Script Issa Touma Cinematographer Issa Touma
Editor Floor van der Meulen, Thomas Vroege Sound Tom Jansen

Director Álvaro Anguita Araya Producer Pablo Calisto Script Álvaro Anguita Araya
Cinematographer Tomás Alzamora Editor Diego Menéndez Music Martín Schlotfeldt
Sound Mauro Beltrán Cast Catalina Saavedra, Ana Reeves, Carlos Felipe Montero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매춘업소 ‘베누시아’의 권위적인 주인 리사.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
자 ‘베누시아’의 가장 오래된 직원 레나. 두 사람은 흡연실에 앉아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가끔씩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와 전화벨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단절을 만들어낸다. 영화는 고정된 카메라와 롱테이크라는 제
한된 스타일을 이용하여 그들의 기쁨, 슬픔, 불안 등과 둘 사이 흐르는 미묘
한 기류 등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2016 오버하우젠단편영화제에서 국제
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김경연)

주차장 보안요원인 루나와 디에고는 서로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교대
시간에만 마주치는 사이다. 어느 날 루나는 전날 밤 CCTV 영상을 확인하다
예상치 못한 디에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영화는 카메라를 통해 지켜보
는 관찰자와 카메라에 찍히는 대상 사이에 움직임이라는 도구를 추가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감시와 압제로 상징되는
감시 카메라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며, 우리는 이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호흡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2016 칸영화제 단편부문 황금종
려상 수상작이다. (김경연)

2012년 8월 어느 날, 사진작가 이사 토마는 그의 아파트 창가에서 자유
시리아군 소속의 청년들이 모래주머니를 나르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후 토마는 그의 아파트 창가 너머로 벌어지는 내전의
실상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한다. 영화는 9일 동안 창문 바깥의 제한된 시야
로 보이는 골목길을 통해 시시때때로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혼란스럽고 복
잡한 내전의 실상을 현실적으로 담아낸다. 2016 BFI런던영화제 단편경쟁
부문에서 최우수단편영화상을 수상했다. (김경연)

페넬로페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와 함께 사는 공무원이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일터에서 신분증도 없고 자신이 누구인지 조차 기억 하지 못하는 노
인 울리시즈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울리시즈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기로 결심한다. 영화는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중년 여인의 일상과 그
상황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은 작은 욕망과 일탈을 담담하게 담아낸다.
2016 끌레르몽페랑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 대상 수상작이다. (김경연)

Lisa is an authoritarian owner of the brothel ‘Le Vénusia’. Lena is ‘Le
Vénusia’s longest employee and Lisa’s only friend. The two sit in the
smoking room and talk about their days, with occasional rings of the
doorbell and telephone cutting them off. The film limits its style to a
fixed camera and one long take to carefully capture the two women’s
happiness, sadness, anxiety and the subtle air between them. It w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s Grand Prize of the City of Oberhausen at the
2016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Oberhausen. (Yeona Kim)

루이즈 카린 Louise Car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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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Parking lot security guards Luna and Diego only see each other during
shift changes, since they work different shifts. While checking the CCTV
video from the previous night, Luna discovers an unexpected side of
Diego. The film creates a new relationship by adding movement between
the observer and the observed. Through it, the two are freed from the
camera symbolizing surveillance and oppression, and we are able to
observe the beautiful harmony between them. It is the winner of the
Palme d'Or for Best Short Film in the 2016 Cannes Film Festival.
(Yeona Kim)

후안호 히메네즈 Juanjo Giménez

감독 Director

One day in August 2012, photographer Issa Touma sees young men of
the Free Syrian Army outside his apartment window lugging sandbags
and enacting barricades. Touma begins to capture on camera the civil
war that is brewing outside his apartment window. The film captures the
realities of a complicated and chaotic civil war through the limited views
of the upheaval in the streets. It won the Best Short Film Award at the
2016 BFI London Film Festival. (Yeona Kim)

Penelope is a civil servant living with her mother who has Alzheimer’s.
One day at work, she meets Ulises, who has lost his memory and his
identity papers. She decides to bring him to her home. The film serenely
portrays a middle-aged woman wishing to escape for just one moment
her role as a caretaker to an ailing mother. It is the winner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Grand Prix at the 2016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Yeona Kim)

이사 토마 Issa Touma
감독 Director
토마스 브로게 Thomas Vroege
플로어 반 데 믈른 Floor van der Meulen

알바로 앙기타 아라야 Álvaro Anguita Araya

감독 Director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THERA PRODUCTION
contact@thera-production.ch

MARVIN & WAYNE - SHORT FILM DISTRIBUTION
fest@marvinwayne.com

SOME SHORTS
info@someshorts.com

MARVIN & WAYNE - SHORT FILM DISTRIBUTION
fest@marvinway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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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6일(수) 20:00 중극장 ｜ 26(Wed) 20:00 Cinema I
27일(목) 17:30 소극장 ｜ 27(Thu) 17:30 Cinema II

커튼콜 Curtain Call

개구리의 발라드

나의 방울 소리가 들릴 때

Batrachian's Ballad

When You Hear the Bells

Portugalㅣ2016ㅣDocumentaryㅣ11’ㅣDCPㅣColorㅣEnglish Sub

Franceㅣ2016ㅣFictionㅣ25'44"ㅣHD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Leonor Teles Producer Filipa Reis, João Miller Guerra Script Leonor Teles
Cinematographer Leonor Teles Editor Leonor Teles Sound Bernardo Theriaga

Director Chabname Zariab Producer Judith Lou Lévy Script Chabname Zariab
Cinematographer Eric Devin Editor Guillaume Saignol Music Faiz Karezi, Mir Maftoon
Sound Aymen Toumi Cast Shafiq Kohi, Arya Vossoughi, Farhad Faghih Habibi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이 영화는 식당이나 상점의 입구에 개구리 모형을 놓아둠으로써 로마니(집
시의 기원이 되는 민족)를 멀리하려는 포르투갈의 전통적인 미신을 배경으
로 한다. 영화는 과거 푸티지를 배경으로 개구리와 관련된 우화를 들려주면
서 개구리와 집시의 공통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리고 실제 가게들을 돌아
다니며 개구리 모형을 깨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신념과 미신
을 이용해 인간을 조롱하고 억압하는 현실을 풍자하며 경계한다. 2016 베
를린영화제 단편경쟁부문 금곰상 수상작이다. (김경연)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열여덟 살 사만은 여성의 복장을 하고 남성 청중을 위
해 춤을 추는 바챠 바지(남자 매춘부)다. 주인의 통제 아래 생활하던 사만
앞에 그의 역할을 대신할 소년 비쟌의 등장이 달갑지만은 않다. 주인의 지
시에 따라 비쟌에게 춤을 가르치던 사만은 비쟌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 연민의 결과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이다. 사만
이 청중 앞에서 선보이는 요염한 몸짓은 어느 여인보다 아름다우며 관객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하다. 2016 탐페레단편영화제 국제경쟁부문 최우수극
영화상을 수상했다. (김경연)

At the fore of the film is the traditional superstition in Portugal, where
restaurants and stores put frog replicas at the entrance to ward off the
Romani (ethnic background of the gypsy). The film employs historical
footage to tell the fable of a frog, and talks about what the frog and the
gypsy have in common. It actually travels to different stores and records
the actual act of breaking the frog replicas, thus satirizing and warning
against the reality that uses convictions and superstition to oppress
and mock others. Winner of the 2016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Golden Bear for Best Short Film. (Yeona Kim)

레오노르 텔레스 Leonor T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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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Saman is an 18-year-old bacha bazi in Afghanistan, who dresses as girls to
dance for a male audience. Having lived under the control of his master,
the arrival of Bijane, a younger boy who will be taking over his role, is
not appealing. While teaching Bijane to dance as his master orders him,
Saman begins to feel compassion towards the boy. This compassion will
completely change both their lives. The sensuous motions displayed by
Saman are more beautiful than any woman’s and mesmerizing to any
audience. Winner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Best Fiction at the
2016 Tampere Film Festival. (Yeona Kim)

샤브남 자리아브 Chabname Zariab

Contact

Contact

PORTUGAL FILM
portugalfilm@indielisboa.com

LES FILMS DU BAL
info@lesfilmsdu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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웁살라에서
온
Short
Letter
짧은
편지
from Uppsala

15 27일(목) 10:30 시네마테크 ｜ 27(Thu) 10:30 Cinematheque
30일(일) 12:30 소극장 ｜ 30(Sun) 12:30 Cinema II

웁살라에서 온 짧은 편지 Short Letter from Uppsala

‘웁살라에서 온 짧은 편지’는 현재 우리 실정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

‘Short Letter from Uppsala’ is the chance to keep in touch with the films

든, 그래서 아직까지도 낯설게만 느껴지는 북유럽의 영화와 문화를

and culture from Northern Europe which are still unfamiliar to us because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it is very hard for us to encounter them. The films are selected by Uppsala

스웨덴의 웁살라단편영화제에서 직접 작품을 선정하고 프로그래밍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n Sweden.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웁살라단편영화제 프로그램 디렉터 크

thanks to the program director, Christoffer Olofsson.

리스토퍼 올로프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Here is the program note he sent.
다음은 그가 보내온 프로그램 노트입니다.

Through a Glass Darkly

망각자들

Mother Knows Best

Forgotten Reason

Swedenㅣ2016ㅣFictionㅣ13'ㅣHDㅣColorㅣEnglish Sub

거울을 통해 어렴풋이
This program showcases some of the very best that Swedish short
이 프로그램은 스웨덴의 단편영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폭 넓은 형

film has to offer, emphasising potential for diversity and breadth of the

식과 다양성을 훌륭하게 제시한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이 영화들은

format. Playful reversing roles and poking fun at cultural stereotypes, the

기존 문화의 고정관념을 해학적으로 풀어냅니다. 때로는 그것을 풍

films in this program are often darkly humorous and sometimes just plain

자하거나 무겁게 다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간의 상

dark, but never losing track of the difficulty - or sometimes unbearable

호작용에 대한 문제는 놓치지 않습니다.

lightness - of human interaction.

웁살라단편영화제는 스웨덴 단편영화를 위한 최고의 무대이며 영

Uppsala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s Sweden's premier arena for

화예술과학아카데미와 유럽영화아카데미에 승인 받은 영화제로

short film and is recognized by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2017년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됩니다.

Sciences as well as The European Film Academy. The 36th edition will
take place October 23 - 29 October 2017.

크리스토퍼 올로프손
웁살라단편영화제 프로그램 디렉터

엄마의 말

Christoffer Olofsson
Program Director of the Uppsala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Director Peter Larsson Producer Peter Larsso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엄마가 아들의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자동차 안, 엄
마는 십 대의 아들에게 친절하게 조언을 건넨다. 그들의 가벼운 대화는 결
국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바꾸게 될 폭로로 이어진다.

숲을 방황하는 한 무리의 몸들이 황무지로 향한다. 황무지에서 목적이 불분
명한 모임이 이루어진다. 이 영화는 전통적인 스토리텔링보다 영화의 질감
과 분위기를 통해 활기를 띠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이다.

A mother gives her teenage son some friendly advice in the car on their
way home from meeting his boyfriend for the first time. Their casual
conversation ultimately leads to revelations that will change their
relationship forever.

Forgotten Reason is a stop-motion animated film about a group of lost
bodies who wander through a forest towards an open field. A gathering
with an unclear purpose takes place. The story comes alive through the
film's texture and atmosphere rather than via traditional storytelling.

미카엘 분드센 Mikael Bund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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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ㅣ2016ㅣAnimation, Experimentalㅣ14’ㅣHDㅣColorㅣNo Dialogue

Director Mikael Bundsen Producer Erik Hemmendorff, Mikael Bundsen
Script Mikael Bundsen Cinematographer Mikael Bundsen
Cast Alexander Gustavsson, Hanna Ullerstam, Karl-Erik Franzén

감독 Director

페테르 라르손 Peter Larsson

Contact

Contact

SWEDISH FILM INSTITUTE
theo.tsappos@filminstitutet.se

SWEDISH FILM INSTITUTE
theo.tsappos@filminstitutet.se

감독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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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7일(목) 10:30 시네마테크 ｜ 27(Thu) 10:30 Cinematheque
30일(일) 12:30 소극장 ｜ 30(Sun) 12:30 Cinema II

웁살라에서 온 짧은 편지 Short Letter from Uppsala

위원회

룰레오의 밤

엄마들

베이비

The Committee

No Sleep on Stengatan

Moms on Fire

Baby

Swedenㅣ2016ㅣFictionㅣ14'ㅣHDㅣColorㅣEnglish Sub

Swedenㅣ2016ㅣDocumentaryㅣ14'06"ㅣHDㅣB&WㅣEnglish Sub

Swedenㅣ2016ㅣAnimationㅣ13'ㅣHDㅣColorㅣEnglish Sub

Swedenㅣ2016ㅣFictionㅣ30’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Gunhild Enger, Jenni Toivoniemi Producer Marie Kjellson
Script Gunhild Enger, Jenni Toivoniemi Cinematographer Annika Summerson,
Jarmo Kiuru Cast Cecilia Milocco, Tapio Liinoja, Kristin Groven Holmboe, Martin Slaatto,
Teemu Aromaa

Director Clara Bodén Producer Anders Teglund Script Clara Bodén
Cinematographer Clara Bodén Editor Clara Bodén Music Mattias Alkberg, Petter Granberg
Sound Jan Alvemark

Director Joanna Rytel Producer Alberto Herskovits Script Joanna Rytel

Director Lovisa Sirén Producer Siri Hjorton Wagner Script Lovisa Sirén
Cinematographer Lisabi Fridell Cast Bahar Pars, Patrik Buraas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온 세 명의 대표자들이 삼국이 지리적으로
만나는 국경지점인 크레리크스뢰세트에 설치될 미술작품을 합의하기 위해
모인다. 결국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릴 모임이지만, 야심으로 가득 찬 정치
적 과정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낸 코미디 영화다.

스웨덴 북쪽 눈이 많이 내리는 룰레오 지역에서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
한 영화. 제철공장 사브에서 일하는 몇몇의 노동자들, 밤 근무를 하는 한 쌍
의 간호사들, 이른 아침 힘든 크로스핏 트레이닝 세트를 하는 경비원, 버스
운전사 그리고 이 추운 1월 밤, 잠들지 않는 몇몇 사람들. 영화는 마티아스
알베리의 노래 ‘잉겐 쇰 포어 스텐가탄’을 그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좋은 엄마에 대한 기준을 거부하고 왜곡하는 것
에 대한 영화.

스톡홀름의 여름 밤.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난다. 외톨이와 떠돌이들이 만난
다. 애들이 애들을 만든다. 35살 엠마와 17살 요엘이 만난다. 두 이방인은
집으로 가기 위해 심야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고 두
사람 모두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 밤은 두 사람의 것이
다.

Three delegates from Sweden, Norway and Finland come together
to agree on an artwork to be placed at Three-Country Cairn, the
geographical meeting-point of the three nations. A comedy about
political processes with high ambitions, which ultimately fall fl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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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lm about defying and stretching the generally accepted standards of
good motherhood.

Summer night in Stockholm. People meeting people. Loners and drifters
hooking up. Babies making babies. Meet Emma, 35 and Joel, 17, two
strangers who are waiting for the night bus to take them home. They
start talking and realize neither of them wants to go home. The night is
theirs to take.

A film about people who are working shift at night time in the snowy
Luleå in north of Sweden. A few workers on the steel factory SSAB, a pair
of night nurses, a guard doing his tough early morning crossfit training
set, a bus driver, and a few other sleepless people in this cold January
night. The film portrays the song ‘Ingen sömn på Stengatan’ by the artist
and poet Mattias Alkberg.

군힐드 엥예르 Gunhild Enger 감독 Director
예니 토이보니에미 Jenni Toivoniemi

클라라 보덴 Clara Bodén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SWEDISH FILM INSTITUTE
theo.tsappos@filminstitutet.se

TEG PUBLISHING
info@tegpublishing.se

SWEDISH FILM INSTITUTE
theo.tsappos@filminstitutet.se

SWEDISH FILM INSTITUTE
theo.tsappos@filminstitutet.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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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요안나 뤼텔 Joanna Rytel

감독 Director

로비사 시렌 Lovisa Sirén

감독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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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미디어는 영화제 테크니컬 아웃소싱 전문 업체입니다.
영화제 상영기술 컨설팅부터 자막 작업,
스크리닝 및 상영에 이르기까지 차별화 된
서비스와 퀄리티를 제공합니다.

컨버팅 및 편집
HDcam, HDV, Digi Beta, Beta SP, DVcam, DV6mm, VHS
DVD, Blue ray disk, DVCpro, XDcam (모든 포맷으로 상호 변환 가능)
영상 자막작업
장비 대여 및 납품
상영용 프로젝터, 상영용 데크, HD표준 모니터, 자막용 프로젝터, 카메라, 조명장비, 스크린
PA장비, 앰프, 스피커, 유무선 마이크, 오디오 믹서, 무전기, 녹음장비
코드릴, 오디오&비디오 케이블 등
DCP (Digital Cinema Package) 제작
J2K 인코딩 작업, 24p 작업 및 full-down 작업
D-Cinema 자막작업, naming conversion 작업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82-9
TEL: 02-704-7367 / 010-6404-7367
FAX: 02-704-7368
주식회사 진미디어

jinmedia.kr

Shorts
for
패밀리 단편
Family

어린이
Kids

패밀리 단편 Shorts for Family

‘패밀리 단편’ 섹션은 단편영화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즐기

‘Shorts for Family’ is designed to provide parents and children with the

며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

delight of enjoying and communicating together while watching short

습니다.

films.

올해는 전체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

Continuing its spirit from past years, this year's BISFF is happy to add two

성격을 유지하면서,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위한 특화된 2개의

more special programs that focus on children and adolescents.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습니다.
Comprised of four animated films and one fiction film under the theme
먼저, 4편의 애니메이션과 1편의 극영화로 구성된 ‘패밀리 단편 어

of ‘Dream and Imagination’, this ‘Shorts-Kids’ program will help children

린이’ 프로그램은 ‘꿈과 상상’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enhance their imagination. It will present films with no borders between

자극시킬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어린 사슴이 자신의 무

fantasy and reality including Spring Jam, a story of a fawn trying to

리에 참여하려다 벌어지는 엉뚱한 사건들로 이루어진 이야기 <스프

join its own herd and Bows and Arrows, a story of children who meet

링 잼>, 숲 속에서 인디언 놀이를 하던 중 실제(?) 인디언들을 만나

(presumably?) real Indians playing in the woods.

G 26일(수) 10:00 중극장 ｜ 26(Wed) 10:00 Cinema I GV
27일(목) 10:00 중극장 ｜ 27(Thu) 10:00 Cinema I GV

스프링 잼

늑대와 야생딸기

Spring Jam

Moroshka

New Zealandㅣ2016ㅣAnimationㅣ5'35"ㅣHDㅣColorㅣNo Dialogue

Russiaㅣ2015ㅣAnimationㅣ7'46''ㅣDCPㅣColorㅣNo Dialogue

Director Ned Wenlock Producer Georgiana Plaister Script Chris Brandon, Ned Wenlock
Cinematographer Ned Wenlock Editor Ned Wenlock Music Ben Sinclair
Sound Tim Prebble

Director Polina Minchenok Producer Andrey Dobrunov Script Polina Minchenok
Cinematographer Polina Minchenok Music Zakhar Antonov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아직 멋진 뿔이 자라지 않은 어린 수사슴. 짝짓기 계절이 돌아오자 달콤한
음악으로 암사슴을 유혹해보려 한다.

마을 전체가 사나운 이빨을 가진 커다란 늑대 때문에 떨고 있다. 그런데 한
소녀가 용기를 내어 이 늑대를 돕고, 둘은 곧 친구가 된다. 소녀가 늑대의
상처 난 발을 치료해주는 동안 늑대는 팬케이크와 산딸기의 맛에 푹 빠지
고, 양들은 이 사실에 기뻐한다.

게 되는 <인디언 놀이> 등 상상과 현실이 뒤섞이는 작품들을 감상하
면서 어린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

The ‘Shorts-Youth’ program presents four films from Africa, Hungary,

다.

France and Taiwan respectively. It will help our adolescents see the
different realities their peers in other countries deal with and have a

‘패밀리 단편 청소년’ 프로그램은 아프리카, 헝가리, 프랑스, 대만 등

chance to ponder on them.

4편의 해외 작품들로 구성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청소
년들은 각 나라의 또래들이 겪는 서로 다른 현실들과 마주하면서 여

The two ‘Shorts-Family’ programs will offer the family audience an

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리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opportunity to think about understanding and living with others with

A young stag, lacking impressive antlers, knows he needs to improvise
sweet music if he’s to have any chance during the mating season.

The whole village is scared of the big grey toothed wolf. But one small girl
is brave enough to help him and then becomes friends with this scary
creature. While she is caring for the wolf's wounded paw, he becomes
a lover of pancakes and cloudberries. This news makes the sheep very
happy!

such films as 100th Birthday Wish, a story of a family reuniting for the
또한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된 2개의 ‘패밀리 단편

celebration of the 100th birthday of a grandmother and The Empty Home,

가족’ 프로그램에서는 할머니의 백 번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a journey of a boy and a girl on streets, looking for a place to stay.

가족들의 이야기 <백 번째 생일>, 거리로 나온 소년과 소녀가 머물
곳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다룬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등 타인의 상

I hope that the ‘Shorts for Family’ section will offer a chance for the

황을 이해하며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교감할 수 있는 작품들로

audience to enjoy and share the touching moments of the films as well

구성되었습니다.

as experience the charm that only short films can deliver.

부디 각각의 작품들이 소통하고자 하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온 가족

Hong Yungjoo

이 함께 즐기고 나누면서 단편영화만의 고유한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홍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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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드 웬록 Ned Wenlock

감독 Director

폴리나 민체노크 Polina Minchenok

Contact

Contact

Ned Wenlock
ned@oneedo.com

SOYUZMULTFILM FILM STUDIO
sholud1@gmail.com

감독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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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26일(수) 10:00 중극장 ｜ 26(Wed) 10:00 Cinema I GV
27일(목) 10:00 중극장 ｜ 27(Thu) 10:00 Cinema I GV

패밀리 단편 Shorts for Family

인디언 놀이

날고 싶어요

바람이라 불리는 강아지

Bows and Arrows

Miriam's Hen's Dream

My Dog's Name is Wind

Franceㅣ2016ㅣFictionㅣ7'30"ㅣDCPㅣColorㅣNo Dialogue

Estoniaㅣ2016ㅣAnimationㅣ5'ㅣDCPㅣColorㅣNo Dialogue

Italyㅣ2016ㅣAnimationㅣ10’ㅣHD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Olivier Arnold Producer SYNOVIE Script Olivier Arnold
Cinematographer Adrien Michel Editor Mathieu Winckel Music Benoït Messinger
Sound Nicolas Cadiou Cast Eliott Arnold, Félix Arnold

Director Andres Tenusaar Producer Andrus Raudsalu, Kerdi Oengo
Script Leelo Tungal, Peep Pedmanson Cinematographer Sergei Kibus
Editor Andres Tenusaar Music Tiit Kikas Sound Tiina Andreas

Director Peter Marcias Producer Camillo Esposito Script Marco Porru
Editor Riccardo Atzeni Music Stefano Guzzetti Sound Stefano Guzzetti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안녕, 나는 엘리어트야. 나랑 내 동생 펠릭스는 인디언 놀이를 자주 해. 우
리는 머리에 모자를 쓰고 활을 들고 다니며 숲을 탐험하는 상상을 하지. 인
디언 추장인 파란 말의 영혼을 불러내기도 하고 말을 타고 기차를 공격하기
도 해. 하지만 오늘은 다를 거야. 펠릭스의 생일이거든. 오늘 우리는 진짜로
인디언이 되고 말 거야!

비 오는 날, 아빠와 동생이 장난감 비행기를 만든다. 미리암은 남쪽 나라 풍
경이 담긴 앨범을 보고 있고 암탉은 남쪽으로 날아가는 새떼를 보며 자신
역시 남쪽으로 향하는 꿈을 꾼다. 비가 멈추자 엄마는 낙엽을 치우기 위해
모두를 공원으로 데려간다. 암탉은 여전히 새무리에 참여하기 위해 날아오
르려 하지만 매번 낙엽 위로 떨어지고 만다. 집에 돌아오자 아빠와 동생은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주위에 날리고 암탉은 그 종이 비행기를 타고 즐거운
비행을 한다.

사랑하는 강아지가 죽은 후 슬픔에 잠겨있는 안드레아. 오염된 공기만큼이
나 어두운 슬픔과 학교, 그리고 악몽에 시달리며 깨닫는다. 사랑이란 되살
릴 수 있는 에너지의 한 종류일 뿐이라는 것을.

Hi, I’m Eliott. My brother Félix and I often play Indians. We imagine
ourselves exploring the woods with our headgears and bows, as we call
on the spirit of the great Indian chief Blue Horse and attack trains on
horseback. But today for Félix’s birthday, it’ll be different. Today we won’t
play. This time we’ll be Indians, for real!

올리비에 아르놀드 Olivier Arn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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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Andrea is still grieving after the death of his beloved dog. While coping
with sadness, school and nightmares as dark as polluted air, he will find
out that love is just another kind of renewable energy.

A rainy day, little brother and father build a toy-plane. Miriam views an
album about southern countries and the hen dreams about flying to
the south as she sees flock of birds heading southwards. When the rain
is over, mother takes everybody to the park to rake the fallen leaves. The
hen is still trying to join the flocks but all her attempts to fly end on the
pile of leaves. Afterwards, at home, little brother and father make paper
planes and fly them around and the hen also gets a nice flight on a paper
plane.

안드레스 테누사 Andres Tenusaar

감독 Director

피테르 마르챠스 Peter Marcias

Contact

Contact

Contact

SYNOVIE
synovie@ymail.com

OÜ NUKUFILM
nukufilm@nukufilm.ee

Peter Marcias
petermarcias@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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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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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Youth

G 27일(목) 10:00 소극장 ｜ 27(Thu) 10:00 Cinema II GV
30일(일) 15:30 시네마테크 ｜ 30(Sun) 15:30 Cinematheque

패밀리 단편 Shorts for Family

토요 극장
Samedi Cinema
Senegalㅣ2016ㅣFictionㅣ11’05”ㅣHDㅣColorㅣEnglish Sub

합창

오해

코인 보이

Sing

The Weeping Bird

Coin Boy

Hungaryㅣ2015ㅣFictionㅣ24'50"ㅣDCPㅣColorㅣEnglish Sub

Franceㅣ2016ㅣAnimationㅣ9'08"ㅣDCPㅣColorㅣNo Dialogue

Taiwanㅣ2016ㅣFictionㅣ24'05"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Mamadou Dia Producer Abbesi Akhamie, Cheikh Serge Ndao
Script Mamadou Dia Cinematographer Sheldon Chau Editor Juhui Kwon, Mamadou Dia
Music Aminata Fall, Yela Diop Sound Demba Thiam Cast Tiecoura Gueye, Mamadou Dia

Director Kristóf Deák Producer Anna Udvardy Script Kristóf Deák
Cinematographer Róbert Maly Editor Mano Csillag Music Ádám Balázs
Sound Máté Péterffy Cast Dorka Gáspárfalvi, Dorottya Hais, Zsófia Szamosi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영화를 사랑하는 북세네갈의 두 아이들. 극장이 영영 문을 닫기 전 자신들
의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

조피는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려 노력 중이다. 유명한 학교 합창단에서 노래
를 부르는 것만이 조피의 유일한 위안이다. 하지만 합창단의 단장선생님은
겉으로 알려진 것과 다른 사람인 듯 하다. 어느 날 조피와 친구 리자는 이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주고자 한다.

아쌈과 세바 형제는 매일 낚시를 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 세바는 형의 친절함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4학년인 타이의 가족은 인형뽑기 기계를 운영하고 있다. 타이는 종종 아빠
를 도와 뽑기 기계의 동전을 보충하거나 수거하는 일을 한다. 어느 날 타이
는 캠핑참가비를 내기 위해 학교에 동전을 가져간다. 그러나 선생님은 동전
을 지폐로 바꾸어 오라고 하고, 이에 타이는 기분이 상했지만 아빠에게 학
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지는 않다. 방과 후 아빠의 일을 돕던 타이는
스스로 동전을 지폐로 바꾸기 위해 기회를 엿보는데...

Samedi Cinema follows two young cinephiles in Northern Senegal that
hatch a plan before their theater closes down forever.

Zsofi is struggling to fit in at her new school - singing in the school's
famous choir is her only consolation. But the choir director may not be
the inspirational teacher everyone thinks she is. It will take Zsofi and her
new friend Liza to teach their teacher a lesson.

마마두 디아 Mamadou 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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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크리스토프 데아크 Kristóf Deák

감독 Director

Director Claire Ledru Producer Luc Camilli Script Claire Ledru
Cinematographer Claire Ledru Editor Claire Ledru, Sylvain Luini Music Mino Malan
Sound Mino Malan

Director Li Chuanyang Producer Tsai Hsinyun Script Li Chuanyang
Cinematographer Yang Taching Editor Li Chuanyang Music Li Shihhung, Li Wanting
Sound Chung Hueicheng, Hsu Lanting Cast Sieh Fei, Liu Liangtso

Two brothers, Assam and Seba, spend everyday fishing and live together
peacefully. However, one day, the youngest, Seba, begins to doubt his
brother’s kindliness towards him.

Tai is a fourth grade student whose family owns a claw machine business.
He often travels with his father to help with the replenishment and
collecting coins from the claw machines. Today Tai pays for the school
camping fees. Tai brings the exact amount of coins to pay for it but his
teacher asks him to exchange the coins into bills. Tai is very upset but
doesn’t want to tell his father about what happened at school. After
school, when they start to work together again, Tai is lurking to find a
chance to change those coins into bills himself…

클레르 레드뤼 Claire Ledru

감독 Director

리 췐양 Li Chuanyang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Mamadou Dia
md3330@nyu.edu

NEW EUROPE FILM SALES
jan@neweuropefilmsales.com

XBO FILMS
xbofilmsfestival@gmail.com

Li Chuanyang
lunalee72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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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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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1
Family 1

G 27일(목) 13:00 시네마테크 ｜ 27(Thu) 13:00 Cinematheque
29일(토) 18:00 시네마테크 ｜ 29(Sat) 18:00 Cinematheque GV

패밀리 단편 Shorts for Family

뻐드렁니

난 여기 살지 않아

왈리족 거만한 사위 이야기

촉법소년

Charlie's Buck Teeth

I'm Not from Here

The Warlis, an Indian Tribe - The Tale of the Arrogant Warli Who was Pretending Not to like Honey

Juvenile Crime Law

Franceㅣ2016ㅣAnimationㅣ6'15"ㅣDCPㅣColorㅣEnglish Sub

Chile, Lithuania, Denmarkㅣ2016ㅣDocumentary ㅣ25'50"ㅣHD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Esther Lalanne, Yao Xing, Valentin Sabin, Camille Verninas, Yang Chaohao
Producer Rubika

Director Maite Alberdi, Giedrė Žickytė Producer Patricio Gajardo
Script Giedre Zickyte, Maite Alberdi Cinematographer Pablo Valdés
Editor Juan Eduardo Murillo Sound Boris Herrera
Cast Josebe Echaveguren, Mario Rosselot, Oscar Sotomayor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찰리는 보기 드물게 커다란 뻐드렁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친구들의 놀림
을 피하기 위해 늘 스카프로 이 뻐드렁니를 가린다.
Charlie, a little boy with ridiculously big teeth, always hides behind his
scarf to avoid the teasing from his classmates.

에스터 랄란 Esther Lalanne
감독 Director
야오 싱 Yao Xing, 발랑탱 사뱅 Valentin Sabin
카미유 베르니나스 Camille Verninas, 양 차오하오 Yang Chaoh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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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ㅣ2016ㅣAnimationㅣ5'34"ㅣDCPㅣColorㅣEnglish Sub

Koreaㅣ2016ㅣFictionㅣ26'20"ㅣDCP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Noëlie Delesse Producer Noëlie Delesse Script Noëlie Delesse
Cinematographer Noëlie Delesse Editor Noëlie Delesse
Music Anna Cordonnier, Prakash Ghahala Sound Valère Raigneau Cast Sampat Thankar

Director 김재현 Kim Jaehyun Producer 박영귀 Park Yeonggwi Script 김재현 Kim Jaehyun
Cinematographer 조영천 Cho Yeongcheon Editor 김재현 Kim Jaehyun, 유동규 Yoo Donggyu
Music 김정완 Kim Jeongwan, 신예준 Shin Yejun Sound 우아미 Woo Ami, 원하라 Won Hara
Cast 백승찬 Baek Seungchan, 전재현 Jeon Jaehyeon, 한태일 Han Taeil, 김종태 Kim Jongtae,
홍윤정 Hong Yunjeong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바스크 출신으로 여든의 나이가 된 할머니 조셉은 칠레 산티아고의 노인요
양시설에 살고 있다. 그녀는 매일 매일을 요양시설에 처음 온 날처럼 여긴
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뿐더러, 가족과 헤어져 조국에서도 멀리 떨
어져있다.

왈리의 전통적인 집으로 관찰자가 빨려 들어간다. 그 곳에는 한 남자가 그
림을 준비하고 있다. 이 그림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의 이야기에는 생명이
깃든다. 고집을 부리다 곤경에 처하게 되는 한 교만한 남편의 이야기를 따
라 왈리족의 고대 예술을 경험해 보자.

약장수에게 속아 급식비를 탕진한 두 형제는 위조지폐를 만들어 늙은 할아
버지가 운영하는 슈퍼로 찾아간다.

Josebe, an 80 years old Basque woman, lives with other elderly people in
a residence in Santiago, Chile. Everyday she thinks it’s her first day staying
there and everyday she has to realize it’s not, as well as realizing that she
is not in her country nor with her family anymore.

The viewer is plunged into a traditional Warli house, where a man is
preparing a painting. What he is drawing eventually begins to move and
his story comes to life. Discover the Warli tribe and its ancient art as you
follow the tale of an arrogant husband whose stubbornness will cause
him trouble.

감독 Director

Two brothers get scammed by a hustler and lose all their lunch money.
They make fake bills and head to an old man's grocery market.

마이테 알베르디 Maite Alberdi 감독 Director
기에드레 히츠키타 Giedrė Žickytė

노엘리 들레스 Noëlie Delesse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AUTOUR DE MINUIT
annabel@autourdeminuit.com

Patricio Gajardo
pato.r.gajardo@gmail.com

Noëlie Delesse
noeliedelesse@yahoo.fr

김재현 Kim Jaehyun

김재현 Kim Jaehyun

감독 Director

Seoularts@me.com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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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2
Family 2

G 28일(금) 13:00 시네마테크 ｜ 28(Fri) 13:00 Cinematheque
29일(토) 10:00 소극장 ｜ 29(Sat) 10:00 Cinema II

GV

패밀리 단편 Shorts for Family

달려라 하루

백 번째 생일

빅붐

아무도 살지 않는 집

The Shining Star of Losers Everywhere

100th Birthday Wish

Big Booom

The Empty Home

USAㅣ2016ㅣAnimation, Documentaryㅣ18'36"ㅣDCPㅣColorㅣEnglish Sub

Taiwanㅣ2016ㅣFictionㅣ19'48"ㅣDCPㅣColorㅣEnglish Sub

Russiaㅣ2016ㅣAnimationㅣ4'12"ㅣDCPㅣColorㅣNo Dialogue

Koreaㅣ2016ㅣFictionㅣ35'54"ㅣHDㅣColorㅣEnglish Sub

Director Mickey Duzyj Producer Mona Panchal Script Mickey Duzyj
Cinematographer Nobutaka Shirahama Editor Casimir Nozkowski Music Terry Dame
Sound Greg Smith Cast Ken Ishii, Masashi Yoshida, Koji Hashiguchi, Dai Muneishi

Director Lien Chienhung Producer Liao Shuning Script Lien Chienhung
Cinematographer Feng Hsinhua Editor Lien Chienhung Music Thomas Foguenne
Sound Chen Jiali Cast Chang Shiouyun, Hsu Wilson

Director Marat Narimanov Producer Marat Narimanov Script Marat Narimanov
Cinematographer Marat Narimanov Editor Marat Narimanov
Music Alexander "Q" Kusev, Karina Zvezdun, Kira Zvezdun
Sound Ivan Djurbenko, Marat Narimanov

Director 문명환 Moon Myounghwan Producer 박선주 Park Sunjoo
Script 문명환 Moon Myounghwan Cinematographer 김영민 Kim Youngmin
Editor 박선주 Park Sunjoo Sound 박근범 Park Geunbeom
Cast 송하정 Song Hajeong, 박솔로몬 Park Solromon, 최지영 Choi Jiyoung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2003년, 일본 경제가 침몰한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분홍색 헬로 키티
가면을 쓰고 늘 경기에서 지는 경주마 하루 우라라에게서 한 줄기 희망을
본다.

오늘은 할머니의 백 번째 생일이다. 가족들이 생일파티를 위해 모이지만 할
머니의 생일 소원은 가족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게 조용히 생을 마감하
는 것이다. 그러나 할머니의 자살시도는 매번 실패하고 마는데...

인류와 지구의 역사가 4분 동안 펼쳐진다. 하나의 쇼트 위로 흐르는 친환경
적인 메시지는 유머, 액션, 그리고 비극까지 모든 것을 담아낸다.

In 2003, Japan was plunged into economic darkness and its people
needed a ray of hope. They found one in Haru Urara, a racehorse with a
pink Hello Kitty mask and a career-long losing streak.

Today is granny’s 100th birthday, so the family members decide to hold a
grand birthday party for her. But granny’s birthday wish is different from
what everyone expected. Granny wants to end her life secretly; however,
she has never succeeded in her suicide attempts…

이혼한 엄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하정(15)과 복잡한 가정 문제로 가출한
거리의 소년 윤찬(16)은 머물 곳을 찾기 위해 생애 처음으로 어른들의 도움
없이 먼 여행을 시도한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있을 거라고 굳게 믿고 버
스에 오른 두 사람은 힘든 여정을 거쳐 그 집에 다다르지만 이미 누군가 살
고 있음을 알게 된다. 비록 두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길었던 여정을
통해 조금은 성장했음을 깨닫는다.

미키 두자이 Mickey Duz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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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Director

리엔 지엔홍 Lien Chienhung

감독 Director

The history of humanity and of our planet in four minutes. An ecofriendly statement developed in a single shot that has it all: humor, action
and tragedy.

Hajung is a15-year-old girl living with her divorced mother and Yoonchan
is a 16-year-old boy who ran away from home and is living on the streets.
They decide to go on a long journey to find a place to stay without any
help from grown-ups. Believing that there is a place for them, they get on
a bus and manage to find an empty house. But they soon learn that it has
already been taken by someone else. They eventually go back, but they
realize that they have grown up through their journey.

마라트 나리마노프 Marat Narimanov

감독 Director

문명환 Moon Myounghwan

Contact

Contact

Contact

Contact

Mickey Duzyj
mickey@theallnighterroom.com

Lien Chienhung
film.drizzling@gmail.com

Marat Narimanov
tmutarakansk@gmail.com

문명환 Moon Myounghwan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감독 Director

sugihara82@gmail.com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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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특별상영
Screening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작품 소개 Films Introduction
2012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오퍼레이션 키노’

Funded by BISFF and Busan Metropolitan City’s Jung-gu District

는 부산지역의 영화 인재 양성을 위하여 부산시 중구청과 BISFF가

Office, ‘Operation Kino’, which began with the 2012 BISFF, is a program

지원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프로그램이다. 제34회 부산국제단

that helps support Film and Video Department students to produce

편영화제 ‘오퍼레이션 키노 6기’에 선정된 팀은 총 8팀이며, 팀당

documentaries. A total of 8 teams were selected for this year’s project,

10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한다. 각 팀에서는 15분 내외의 단편 다

now in its 6th year. Each team has been given 1,000,000 KRW in order

큐멘터리를 약 한 달간 제작하며, 완성된 영화는 영화제 기간 중 공

to produce a documentary within 15 minutes running time and the

식 상영된다.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품상으로 선정된 작

completed films will be screened during the film festival. A jury panel will

품에는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를 수여하며, 폐막식에서 상영된다.

pick the best picture which will be shown to the audience during the
Closing Ceremony and the team will be awarded 1,000,000 KRW and a

제작기간 2017년 3월 21일(화) - 4월 18일(화)

Grand Prix trophy.

완성작 상영 및 심사 2017년 4월 29일 (토) 10:00
수상작 상영 및 시상 폐막식 시상 및 최우수작품 상영

Production Period March 21(Tue) – April 18(Tue)

후원 부산시 중구청

Screening and Selecting Finalist April 29(Sat) 10:00
Screening and Award Grand Prix for Best Picture Award & Screening at
the Closing Ceremony
Sponsor Jung-gu District Office, Busan Metropolitan City

지원작 심사평 Entries Review

굳은살 Callus

정든 이용원 Forgotten Barber's

지윤이의 손에는 22살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굳은살이 여기저기 박혀
있다. 지윤이의 굳은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알바 천국'이 아닌 '알바
지옥'에 빠진 우리들의 현실을 짚어본다.
Though only 22-year-old, her hands are full of calluses. Jiyun's calluses
become a story that helps us address the sad reality of what we
thought as a ‘part-time heaven‘, but is actually a ‘part-time hell‘.

문현동의 작은 동네 한편에 우직하게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는
정든 이용원. 권춘길 이발사의 일상과 찾아오는 사람들의 사연,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자 한다.
A familiar barbershop that has stood its ground through the years at a
corner in the little town of Munhyeondong. See how time has left its
mark through the life of barber Kwon Choongil and those who visit him.

영산대학교 게임영화학부 영화영상전공 / 조하연
Youngsan Univ. School of Game and Film,
Major in Film and Visual Effects / Jo Hayeon

경남정보대학교 방송영상과 / 조영대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Department of Broadcasting & Imaging / Jo Youngdae

내 나이가 어때서 Bravo My Old Days

평화의 소녀 Statue of Peace

남들보다 70여 년이나 늦은 나이에 한글 공부를 시작한 80대 할머니.
초등학생과 다른 점은 쭈글쭈글한 주름과 뽀글뽀글한 머리뿐. 이들이 겪
는 늦깎이 성장통.
An 80-year-old grandma who began studying Korean some 70 years
later than most. The only difference between her and the other grade
schoolers are her wrinkled-up face and her curly, permed hair. Their
late blooming growing pains.

동구청 소녀상 철거논란이 발생된 지 반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부산의 한 대학교에서 소녀상 설치를 두고 설전이 오고 간다.
It has been six months since the controversy over the removing of the
girl statue in Dong-gu District. And heated discussions are still ensuing
over its placing in a Busan university.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 황시영
Dong-Eui Univ. Department of Film Studies / Hwang Siyoung

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이동윤, 홍태기
Dong-A Univ.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 Lee
Dongyun, Hong Taeki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오퍼레이션 키노 6기’ 제작 지원에 참

We would first like to thank all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6th

여해주신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년보다 지원 작

Operation Kino for the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We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Mugoonghwa is Blooming

환상의 나라 Magic Land

품 수와 기획안의 질이 향상되어, 심사하는 내내 즐거운 마음으로 임

were pleased to see that the number of entries and project proposal’s

했습니다. 심사위원 3인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작품의 기획 의도와

quality have increased over the past years. The 3 jury members carefully

문제의식, 제작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 심사했습니다. 올해 지원작들

reviewed the pieces in blind format, and finally selected 8 films. We

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들의 고민 외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

focused mainly on the originality of the design, clarity of the problem,

부산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남겨진 백제병원을 통해 지나온 시간을 되
돌아보고 앞으로 꽃피게 될 모습을 그려본다.
Fall back into time by looking at the Baekje Hospital where Busan's
modern history remains intact, and imagine its bright future ahead.

마술사 박태일, 환상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의 조용한 투쟁은 계속된
다.
A silent struggle to create a magic land continues for magician Park
Taeil.

는 부산의 인물, 그리고 점차 사라져가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

the level of execution, and the possibility of production. This year’s films

내고자 노력했으며, 이런 소재들을 영화화하고자 하는 치열한 고민

talk about the people living in this area called Busan with the story of our

의 흔적이 보여 반가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선정된 분들께 축하

neighbors, the love and challenge of our youths, and the disappearing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상콘텐츠융합학과 / 이영희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epartment of Visual Contents Convergence / Lee Younghee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 이수미, 함윤정
Pusan National Univ. Department of Art Culture and Image /
Lee Sumi, Ham Younjeong

의 인사를 드리며,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기간 중 만나게 될 완성작을

old district areas. Congratulations to the finalists, and we hope to see

기대해봅니다. 감사합니다.

your completed films during the BISFF. Thank you.

영화 보는 날 Movie Day

후회하지 않아 No, I Do Not Regret Anything

예술영화전용극장인 부산의 ‘국도예술관’ 속 영화와 사람들을 통해 위
기에 처한 예술영화전용극장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느껴본다.
Experience the importance and value of the endangered independent
arts cinemas through the people and films at the Independent Arts
Cinema Busan Gukdo Art Cinema.

57세의 천식을 앓고 있는 버스커 한복희씨,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서 담
담한 모습으로 행복을 찾아 노래를 부르는 그녀의 이야기
Busker Han Bokhee is 57-year-old and suffers from asthma. This story
is about her serene life of singing in pursuit of happiness despite the
not-so-easy reality.

경성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영화전공 / 정지수
Kyungsung Univ. School of Theatre & Film Art,
Department of Film / Jeong Jisoo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 장홍규
Dong-Eui Univ. Department of Digital Contents / Jang Hongkyu

예심 심사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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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liminary Juries of the 6th Operation Kino

서영조 (시나리오 작가)

Seo Youngjo (Screenwriter)

이정진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Jinna Lee (Programmer of BISFF)

홍영주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

Hong Yungjoo (Head Programmer of BISFF)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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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Moonlight Cinema

프로그램 Program
부산의 대표 관광명소 ‘산복도로’에 ‘옥상달빛극장’이 들어섭니다.

‘Moonlight Cinema’ will be held in the Sanbokdoro area, which is Busan's

산복도로는 산허리를 관통하는 도로라는 뜻으로 부산의 대표적인

representative sightseeing site. The term 'Sanbokdoro' means ‘hillside

모범 도시재생 사업 지역입니다.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은 꼬불꼬

road’. Known as a model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is area is where

불 이어진 산복도로 달빛라인을 따라 부산항의 야경과 도심 주택을

‘Moonlight Cinema’ organizes movie screenings against the nocturnal

배경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도시 재생 프로그램의 하나로, 지난

backdrop of Busan's harbour. This project has already been conducted in

2016년 7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3곳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four different places along the Sanbokdoro between July 25th, 2016 and

일시 4월 28일(금) 19:30

늑대와 야생딸기 Moroshka

된 바 있습니다.

November 6, 2016.

장소 천마산 에코하우스 이바구 캠프

인디언 놀이 Bows and Arrows

During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2017, ‘Moonlight

월 28~29일 양일 동안 총 2곳에서 가족과 친구, 연인이 함께 관람

Cinema’ is scheduled for two days: April 28th and 29th. It will present the

Date & Time April 28(Fri) 19:30
Venues
Cheonmasan Echo House
Ibagu Camp

날고 싶어요 Miriam’s Hen ‘s Dream 안드레스 테누사 Andres Tenusaar | Estonia | 2016 | Animation | 5'

2017년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기간 중 4
할 수 있는 ‘패밀리 단편’ 섹션의 작품들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Shorts for Family', four programs meant to be watched together with

옥상달빛극장 1
Moonlight Cinema 1

매력적인 야경을 알릴 기회가 될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은, 부산국

After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Moonlight Cinema’

제단편영화제 기간 이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오는 7월 중순부터

will return from mid-July till early November 2017. Taking place in three

10월 말까지 총 3곳에서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places with diverse programs, it will be a good chance to introduce
various cultures to local citizens and to publicize Busan's attractive
nighttime vista.

네드 웬록 Ned Wenlock | New Zealand | 2016 | Animation | 5'35"

자세한 작품정보는
149-153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or the film information,
please see page 149-153

옥상달빛극장 2
Moonlight Cinema 2

폴리나 민체노크 Polina Minchenok | Russia | 2015 | Animation | 7'46''
올리비에 아르놀드 Olivier Arnold | France | 2016 | Fiction | 7'30"

바람이라 불리는 강아지 My Dog’s Name is Wind 피테르 마르챠스 Peter Marcias |
토요 극장 Samedi Cinema

family, friends and couples.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영상문화를 소개하고 관광객에게는 부산의

스프링 잼 Spring Jam

합창 Sing

Italy | 2016 | Animation | 10’

마마두 디아 Mamadou Dia | Senegal | 2016 | Fiction | 11’05”

크리스토프 데아크 Kristóf Deák | Hungary | 2015 | Fiction | 24'50"

오해 The Weeping Bird
코인 보이 Coin Boy

클레르 레드뤼 Claire Ledru | France | 2016 | Animation | 9'08"

리 췐양 Li Chuanyang | Taiwan | 2016 | Fiction | 24'05"

뻐드렁니 Charlie’s Buck Teeth

에스터 랄란, 야오 싱, 발랑탱 사뱅, 카미유 베르니나스, 양 차오하오

Esther Lalanne, Yao Xing, Valentin Sabin, Camille Verninas, Yang Chaohao | France | 2016 | Animation | 6'15"

일시 4월 29일(토) 19:30

난 여기 살지 않아 l’m Not from Here

장소 천마산 에코하우스 이바구 캠프

Chile, Lithuania, Denmark | 2016 | Documentary │25'50"

Date & Time April 29(Sat) 19:30
Venues
Cheonmasan Echo House
Ibagu Camp

왈리족 거만한 사위 이야기

마이테 알베르디, 기에드레 히츠키타 Maite Alberdi, Giedrė Žickytė

The Warlis, an Indian Tribe - The Tale of the Arrogant Warli Who was Pretending Not to like Honey
노엘리 들레스 Noëlie Delesse | France | 2016 | Animation | 5'34"

촉법소년 Juvenile Crime Law

김재현 Kim Jaehyun | Korea | 2016 | Fiction | 26'20"

달려라 하루 The Shining Star of Losers Everywhere
미키 두자이 Mickey Duzyj│ USA│ 2016 | Animation, Documentary | 18'36"

자세한 작품정보는
154-157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or the film information,
please see page 15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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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번째 생일 100th Birthday Wish
빅붐 Big Booom

리엔 지엔홍 Lien Chienhung | Taiwan | 2016 | Fiction | 19'48"

마라트 나리마노프 Marat Narimanov | Russia | 2016 | Animation | 4'12"

아무도 살지 않는 집 The Empty Home

문명환 Moon Myounghwan | Korea | 2016 | Fiction | 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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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 특별상영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프로그램 Program
배리어프리는 영어 단어 ‘Barrier(장벽)’와 ‘Free(자유로운)’이라는

‘Barrier-Free’ is a compound word that carries the meaning of ‘free from

두 단어를 합친 단어로, ‘장벽에서 자유로운’이라는 뜻입니다. 1974

the barriers’. Nowadays, this word, which has been in use in architecture

년 건축 분야에서 먼저 사용된 이 단어는 오늘날 장애인 및 고령자

since 1974, also refers to the movement or policy for removing the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 또는 심리적 장

physical or psychological barriers or obstacles to the social life of

애물과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이나 시책을 지칭하기도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the disabled or the aged.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1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1

By adding Korean subtitles to provide music and sound informations

네드 웬록 Ned Wenlock | New Zealand | 2016 | Animation | 5'35"

늑대와 야생딸기 Moroshka

폴리나 민체노크 Polina Minchenok | Russia | 2015 | Animation | 7'46''

인디언 놀이 Bows and Arrows
일시 4월 26일(수) 10:00

합니다.

스프링 잼 Spring Jam

4월 27일(목) 10:00

올리비에 아르놀드 Olivier Arnold | France | 2016 | Fiction | 7'30"

날고 싶어요 Miriam’s Hen ‘s Dream 안드레스 테누사 Andres Tenusaar | Estonia | 2016 | Animation | 5'

배리어프리 영화는 기존 영화에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 해주는 화면

and visual descriptions, barrier-free films, although directed at visually

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바람이라 불리는 강아지 My Dog’s Name is Wind 피테르 마르챠스 Peter Marcias |

해설과 대사 및 음악, 소리정보를 알려주는 한국어 자막을 넣어, 모

handicapped or hearing-impaired persons, are actually meant to be

Date & Time April 26(Wed) 10:00

토요 극장 Samedi Cinema

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로 일반적으로 시각장애

enjoyed by everybody all together.

April 27(Thu) 10:00
Venues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인과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상영이 전제가 되며, 개방형과

합창 Sing

Italy | 2016 | Animation | 10’

마마두 디아 Mamadou Dia | Senegal | 2016 | Fiction | 11’05”

크리스토프 데아크 Kristóf Deák | Hungary | 2015 | Fiction | 24'50"

폐쇄형 상영으로 운영됩니다. 좀 더 편안한 관람을 위해 부산국제단

For a more friendly and inclusive viewing atmosphere, the ‘Barrier Free

오해 The Weeping Bird

편영화제 기간 중 ‘배리어프리 특별상영’은 개방형으로 진행됩니다.

Special Screening’ of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will show

코인 보이 Coin Boy

클레르 레드뤼 Claire Ledru | France | 2016 | Animation | 9'08"

리 췐양 Li Chuanyang | Taiwan | 2016 | Fiction | 24'05"

all the films in the 'Shorts for Family' section. It is produced during the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2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2

이번 ‘배리어프리 특별상영’에는 ‘패밀리 단편’ 섹션 전 작품이 상영

writer’s course and the voice actor’s course for image description which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디지털콘텐츠 배

are run by the Busan Film Commission and the Busan Community Media

리어프리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영상위원회와 부산시청자

Center as part of the ‘Digital Contents Barrier Free Human Resources

미디어센터가 운영하는 화면해설 작가과정과 성우과정의 교육과정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one of the ‘Local Main Industry Promotion

일시 4월 26일(수) 14:00

중 특별 제작됩니다.

Project’ run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the Korean

4월 27일(목) 16:00

government.
이 특별상영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부산영상위원회와 부산시청
자미디어센터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the Busan Film Commission
and to the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for their full support in
regard to these special screenings.

뻐드렁니 Charlie’s Buck Teeth

에스터 랄란, 야오 싱, 발랑탱 사뱅, 카미유 베르니나스, 양 차오하오

Esther Lalanne, Yao Xing, Valentin Sabin, Camille Verninas, Yang Chaohao | France | 2016 | Animation | 6'15"

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Date & Time April 26(Wed) 14:00
April 27(Thu) 16:00
Venues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난 여기 살지 않아 l’m Not from Here
왈리족 거만한 사위 이야기

The Warlis, an Indian Tribe - The Tale of the Arrogant Warli Who was Pretending Not to like Honey
노엘리 들레스 Noëlie Delesse | France | 2016 | Animation | 5'34"

촉법소년 Juvenile Crime Law

배리어프리 특별상영 3
Barrier Free Special Screening 3
일시 4월 26일(수) 16:00
4월 27일(목) 14:00
장소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Date & Time April 26(Wed) 16:00
April 27(Thu) 14:00

마이테 알베르디, 기에드레 히츠키타 Maite Alberdi, Giedrė Žickytė

Chile, Lithuania, Denmark | 2016 | Documentary │25'50"

김재현 Kim Jaehyun | Korea | 2016 | Fiction | 26'20"

달려라 하루 The Shining Star of Losers Everywhere
미키 두자이 Mickey Duzyj│ USA│ 2016 | Animation, Documentary | 18'36"

백 번째 생일 100th Birthday Wish
빅붐 Big Booom

리엔 지엔홍 Lien Chienhung | Taiwan | 2016 | Fiction | 19'48"

마라트 나리마노프 Marat Narimanov | Russia | 2016 | Animation | 4'12"

아무도 살지 않는 집 The Empty Home

문명환 Moon Myounghwan | Korea | 2016 | Fiction | 35'54"

Venues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자세한 작품정보는 149-157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or the film information, please see page 14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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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부산국제
BITFORUM
트랜스미디어포럼
2017

2017 부산국제트랜스미디어포럼

Busan International Transmedia Forum (BITFORUM) 2017

영화나 TV 등 독립적으로 발전해온 기존 미디어들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ICT 기술이 결합되어 새로운 콘텐츠 창작과 수용

주제 1: 인터랙티브 기술 동향

메커니즘을 탄생시킨 새로운 미디어 현상인 ‘트랜스미디어’는 현재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새롭게 조

발제 | 윤장우 (ETRI 책임연구원/UST 교수)

명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VR, AR, 인터랙티브 테크놀로지 등의 발전은 기존 영화, 영상에 관한 새로운 트랜스미디어적
관점과 논의를 필요로 한다. 영화·영상 및 ICT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넘어 콘텐츠, 미디어, 인문·예술, ICT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는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영화영상학회가 주최하고 부산국제단편영화
제와 부산국제트랜스미디어포럼운영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캐나다 필름센터(CFC), 캐나다 Occupied

15:30~17:10

VR, 홍콩아트센터, 프랑스 국립 파리-에스트 대학,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산영상위원회, 동의대학교, (사) 부산독

세션 2

주제 2: ETRI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 시스템

인터랙티브 미디어
동향 및 전망

※ ETRI 제작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 <Still & All> 시연

주제 3: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 | 김이석

립영화협회 등 영화·VR·인터랙티브 콘텐츠·ICT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내외 ‘트랜스미디어’ 분야의 동

(포럼공동운영위원장/

향과 전망을 가늠해보고 VR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특별 전시도 진행한다. 또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에서 열리

동의대 영화학과 교수)

는 이 포럼은 영화·영상 및 ICT 분야의 실질적 융복합을 통해 ‘트랜스미디어’ 분야의 잠재적 가능성에 관한 보다 확장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다.

일시

2017년 4월 28일(금) - 30일(일)

장소

센텀벤처타운 5층 세미나실(포럼) & 영화의전당 6층 시네라운지(전시)

주최

영화영상학회

세션 3

캐나다 OCCUPIED VR, 홍콩아트센터, 파리-에스트 마른-라-발레 대학교, 라콩트르, 동의대학교

트랜스미디어 시대의
창작과 연구
13:30~15:10

4월 28일 (금)

13:30~14:00

오프닝

세션 1
VR의 현재와 미래
14:00~15:15

사회 | 최 윤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15: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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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1: 미디어 혹은 콘텐츠 관점에서 본 VR의 가능성과 한계

발제 | 록산 추이 (홍콩아트센터 프로그램 매니저)

발제 | 티에리 봉종 (포럼공동운영위원장/파리-에스트 대학 교수)
종합토론 | 마리 엘렌 리우 (사그네이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지나 델라바르카 (쇼미쇼츠영화제 집행위원장)

주제 1: 자기반영성과 상호텍스트성의 자생적 특성
- 프랑수아 트뤼포의 ‘앙투안 두와넬’ 시리즈
세션 4

15:20~17:00

발제 | J. 리 윌리엄스 (Occupied VR 대표)

영화적 성찰성과
자전적 영화 미학
사회 | 주유신

주제 2: VR영화의 등장과 스토리텔링의 변화

(영산대 게임·영화학부 교수)

발제 | 전병원 (전북대 인문영상연구소 전임연구원)

발제 | 노철환 (인하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주제 2: 1980년대 장-뤽 고다르 영화의 자전적 성격
발제 | 정락길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교수)

주제 3: ‘바벨 프로젝트’의 영화적 성찰성
발제 | 보리스 레만 (영화감독)
종합토론 | 핍 초도로프 (영화감독/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김은정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영화평론가)

종합토론 | 휴 와트 (미디어 아티스트), 야나 레카스카 (영화감독)

휴식

주제 2: 시네마 2.0과 미디어 아트-극장에서 갤러리까지

휴식

15:10~15:20

개회사 | 김이석(포럼공동운영위원장/동의대 영화학과 교수)
티에리 봉종(포럼공동운영위원장/파리-에스트 대학 교수)
환영사 | 차민철(부산국제단편영화제 집행위원장)
축 사 | 황승구(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초연결통신연구소장), 심정보(부산관광공사 사장)

발제 | 잔 마르샬로-조르닝거 (스크립트 닥터/ 파리-에스트 대학 교수)

주제 3: 학문 연구 플랫폼으로서의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
사회 | 이희승
(동명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등록 및 리셉션

종합토론 | 줄리 루송 (끌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 선정위원)
이상훈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심세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해외코디네이터)

주제 1: 트랜스미디어 시대의 TV 시리즈

한국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캐나다필름센터,

12:30~13:30

발제 | 베누아 켈러(다큐멘터리 감독/파리-에스트 대학 교수)

등록 및 리셉션

12:30~13:30

프로그램 [대주제] 트랜스미디어 환경에서의 VR, 인터랙티브 미디어 그리고 영화

※ 한-프랑스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프로젝트 <흔적> 발표)

4월 29일 (토)

공동주관 부산국제트랜스미디어포럼운영위원회,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조직위원회
후원 	

발제 | 최연준 (ETRI 책임연구원/초연결미디어서비스연구실장)

17:00~17:10

클로징

폐회사 | 김이석(포럼공동운영위원장/동의대 영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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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International Transmedia Forum (BITFORUM) 2017

As a new media phenomenon ‘Transmedia’ has ignited a new content creation and acceptance mechanism by
combining the ICT with the breakdown of existing media that have developed independently such as cinema & TV. It
is a field that is newly illuminated in a rapidly changing media environment. In particular, recent developments such as
VR, AR and interactive technologies require new transmedia perspectives and discussions on new discourses, aesthetic
experiments, media environments rather than simply staying on a technical level. Beyond existing boundaries between
film, moving image and ICT, new media ecosystems that interact with content, media, humanities, arts and ICT on
various platforms are evolving day by day. In this forum, hosted by the Society of Cinema & Moving Image (SCMI) and
co-organized by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Busan International Transmedia Forum &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we hope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discussion and paradigms on transmedia, VR, interactive
media, cinema and moving image in the media convergence era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trends with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Furthermore, you will be able to enjoy and experience special exhibitions of VR & interactive
media. Held in Busan, UNESCO Creative City of Film, the BITFORUM 2017 will be an expanded opportunity for further
discussion on the potential of ‘Transmedia’ .
Dates
Venues
Hosted by
Co-organized by
Supported by

April 28(FRI) - 30(SUN), 2017
Centum Venture Town (Forum) & Busan Cinema Center (Exhibition)
Society of Cinema & Moving Image (SCMI)
Executive Committee of BITFORUM, Organizing Committee of BISFF
Korea Tourism Organization (KTO), Busan Tourism Organization (BTO),
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
Canadian Film Centre (CFC), OCCUPIED VR, Hong Kong Arts Centre,
Université Paris-Est Marne-la-Vallée, RacontR, Dong-Eui University

Topic 1: Trends of Interactive Technology
Speaker Woon Changwoo (ETRI Senior Researcher/Prof. UST)

Session 2
Interactive media:
15:30~17:10 Trends & Perspectives
Moderator | Kim Yiseok
(Co-Director of BITFORUM
/Prof. Dong-Eui Univ.)

Session 3

13:30~15:10

Creation & Research
in Transmedia Era
Moderator | Lee Heeseung
(Prof. Tongmyong Univ.)

13:30~14:00

Opening

Session 1
Present & Future of VR
14:00~15:15

Moderator | Choi Yoon
(Director of Busan Film
Commission)

15:15~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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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Address Kim Yiseok (Co-Director of BITFORUM /Prof. Dong-Eui Univ.)
Thierry Bonzon (Co-Director of BITFORUM /Prof. Univ. Paris-Est Marne-la-Vallée)
Welcome Address Cha Minchol (Director of BISFF/Prof. Dong-Eui Univ.)
Congratulatory Address Hwang SeungKu (Senior Vice-President at ETRI)
Shim Jeongbo(CEO of BTO)
Topic 1: Possibilities & Limits of VR as Media or Content
Speaker J. Lee Williams (President at Occupied VR)

Topic 3: Possibilities & Limits of Interactive Documentary
* Presentation of French-Korean i-doc Project Empreintes

Speaker Benoit Keller (Filmmaker/Univ. Paris-Est Marne-la-Vallée)
Panels Julie Rousson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election Committee, Clermont-Ferrand Int’l Short Film Festival)
Lee Sanghoon (Programmer of BISFF)
Sébastien Simon (International Program Coordinator of BISFF)

Session 4
Cinematic Reflexivity
& Aesthetics of
15:20~17:00 Autobiographical Film
Moderator | Joo Youshin
(Prof. Youngsan Univ.)

Panels Hugh Watt (Visual Artist), Yana Lekarska (Filmmaker)
17:00~17:10

Topic 1: TV Series in Transmedia Era
Speaker Jeanne Marchalot- Zorninger (Script Doctor/ Univ. Paris-Est Marne-la-Vallée)
Topic 2: Cinema 2.0 & Media Art - From Cinema to Gallery
Speaker Roxane Tsui (Program Manager of Hong Kong Arts Centre)
Topic 3: Interactive Documentary as Academic Research Platform
Speaker Thierry Bonzon (Co-Director of BITFORUM/Prof. Univ. Paris-Est Marne-la-Vallée)
Panels Marie-Elaine Riou (Director of Saguenay Int'l Short Film Festival)
Gina Dellabarca (Director of Show Me Shorts Film Festival)
Coffee Break

15:10~15:20

Topic 2: Emergence of VR Film & Changes in Storytelling
Speaker Jeon Byoungwon (Senior Researcher at Chonbuk National Univ.)

Coffee Break

Speaker Choi Yeonjun (ETRI Senior Researcher/Head of Hyper Connected Media Service Dept.)

Inscription & Reception

12:30~13:30

April 28(FRI)
Inscription & Reception

* Presentation of Still & All, i-doc produced by ETRI

April 29(SAT)

Program [Main Subject] VR, Interactive Media & Cinema in Transmedia Environment

12:30~13:30

Topic 2: Interactive Media Authoring System by ETRI

Closing

Topic 1: Autogenous Characteristic of Self-Reflexivity & Inter-Textuality
- ‘Antoine Doinel’ of François Truffaut
Speaker Roh Chulhwan (Prof. Inha Univ.)
Topic 2: Autobiographical Aspects of Jean-Luc Godard’s 1980s Films
Speaker Chung Lakkil (Prof. Kangwon National Univ.)
Topic 3: Cinematic Reflexivity of Boris Lehman’s BABEL Project
Speaker Boris Lehman (Filmmaker)
Panels Pip Chodorov (Filmmaker/Prof. Dongguk Univ.)
Kim Eunjung (Film Critic of Busan Film Critics Association)
Closing Address Kim Yiseok (Co-Director of BITFORUM/Prof. Dong-Eui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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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체험전시

New Media Experience Exhibition

부산국제트랜스미디어포럼행사의 일환으로 마련한 뉴미디어 체험전시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첨단 영화기술들을

The New Media Experience Exhibition, held as part of the Busan International Transmedia Forum, is meant to enhance

관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경험하게 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자 마련한 체험전시행사이다. 캐나다필

the understanding and the interest for the advanced film technologies, which might seem complicated and difficult,

름센터 미디어랩,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동의대학교가 함께 기획, 운영하는 뉴미디어 체험전시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

by allowing the audience to directly experience various new functions. Jointly organized by the Canadian Film Center

관객 모두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Media Lab (CFC media lab), th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ETRI) and the Dong-Eui
University, this exhibition is open free of charge for all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s audiences.

장소 영화의전당 6층 시네라운지
일시 4월 26일(수) - 29일(토) 11:00 ~ 20:00
Venue

4월 30일(일) 11:00 ~ 19:00

6th Floor, Cine Lounge, Busan Cinema Center

Date & Time April 26(Wed) – 29(Sat) 11:00 ~ 20:00
April 30(Sun) 11:00 ~ 19:00

VR 전시
세계적인 VR 기술연구센터인 캐나다필름센터 미디어 랩의 VR 대표작 3편(비가시
세계, BMC, 컷오프)이 소개되는 체험형 전시행사로, 현재 많이 상용화 되어 있는
VR 게임과 광고 형태를 넘어 스토리텔링이 결합된 새로운 VR 영화 작품들이다.
캐나다필름센터 미디어랩은 증강현실/가상현실 랩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VR 스케
치 시리즈 프로젝트 등 현재까지 140여 편이 넘는 작품들을 제작, 진행하고 있다.

ETRI 부산 프로젝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는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를 원작으로 부산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영도라는 특정 공간과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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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 Exhibition
This exhibition introduces three major VR works (Invisible World: the VR Experience, Body/Mind/Change Redux, Cut-off
VR) of the Canadian Film Center Media Lab (CFC Media Lab), the world's leading VR technology research center. These
three new films combine advanced storytelling forms of VR games and commercials which nowadays are widely
commercialized. The Canadian Film Center Media Lab is currently producing more than 140 VR works, ranging from
Augmented Reality / Virtual Reality Lab projects to VR Sketch series projects, etc.

ETRI Busan Project
Based on the feature-length documentary film Still and All (2015), th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서 살아가는 사람들, 즉 공간과 인물을 중심으로 관객의 능동적 참여와 공유를 유

Institute (ETRI) produced an interactive pilot work designed to induce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sharing of the

도할 수 있도록 구상-설계된 인터랙티브 파일럿 작품을 제작하였다. 컴퓨터에 장

audience. This project is centered around a place called Youngdo, where Busan's past and present coexist, and the

착된 기본적인 입력장치(마우스, 키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마이크로

people who live there.

소프트 키넥트, 립 모션, MYO 등)기기를 연동하여 관객이 영화에 개입할 수 있도

This new media work allows the audience to intervene in the movie by connecting various devices (Microsoft Kinect,

록 제작된 뉴미디어 작품이다.

Lip Motion, MYO, etc.) as well as basic input devices (mouse, keyboard).

한-프랑스 i-doc 프로젝트

French-Korean i-doc Project

창작자와 수용자 사이의 능동적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랙티브 다큐멘터

“Interactive documentary”,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active interaction between creator and user (audience), is

리’는 트랜스미디어 분야의 대표적 장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전시에서는 프랑

emerging as a representative genre of the Transmedia field. In this exhibition, you will experience two interactive

스 국립 파리-에스트 대학 웹문화기술대학원과 동의대학교 영화학과가 공동 제작

documentary works, Our Cities Paris-Busan (2016) and Doshi-Digital Itineraries (2014), co-produced by the ‘Master Culture

한 인터랙티브 다큐멘터리 작품 <우리의 도시 파리-부산>(2016)과 <도시-디지털

et Métiers du Web’ at the Université Paris-Est Marne-la-Vallée and the Department of Film Studies at the Dong-Eui

여정>(2014)을 체험해 볼 수 있다.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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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본 제공처 Print Source

Alia Arasoughly

Cheng Yuchieh

Howard Hao-Chun Yang

Kim Seunghee 김승희

Mark Rappaport

NORWEGIAN FILM INSTITUTE

Shin Jihoon 신지훈

TOPSPOT

alia@shashat.org

filmosa@gmail.com

howardaustin0911@mail.tfi.org.tw

kshee140831@gmail.com

marrap@noos.fr

post@nfi.no

cabaret1203@gmail.com

filmtopspot@gmail.com

ALLEN & SMITHEE

COURONNE NORD INC.

Hyun Jeongheon 현정헌

Kim Sooyoung 김수영

MARVIN & WAYNE

NOUVELLE TOILE

SHOW ME SHORTS

TRAVELLING DISTRIBUTION

allenandsmithee@gmail.com

info@couronnenord.ca

wjdgjsdkdl@naver.com

swimmingk@hanmail.net

- SHORT FILM DISTRIBUTION

ntprod.contact@gmail.com

info@showmeshorts.co.nz

info@travellingdistribution.com

OÜ NUKUFILM

SIXPACKFILM

Trevor Mack

nukufilm@nukufilm.ee

office@sixpackfilm.com

viral_tm22@yahoo.com

Pablo Cuadra

SOME SHORTS

T-Thawat Taifayongvichit

pcuadracaro@gmail.com

info@someshorts.com

p.t.taifa@gmail.com

PAPY3D PRODUCTIONS

SOYUZMULTFILM FILM STUDIO

VEGA ALTA FILMS

festivals@papy3d.com

sholud1@gmail.com

bprieto@vegaaltafilms.com

Park Hyuncheol 박현철

SPOTTED FAWN PRODUCTIONS

VOYELLES FILMS

smlover012@hanmail.net

amanda@amandastrong.com

info@voyellesfilms.com

Patricio Gajardo

SWEDISH FILM INSTITUTE

WAPIKONI

pato.r.gajardo@gmail.com

theo.tsappos@filminstitutet.se

diffusion@wapikoni.ca

Peter Marcias

SYNOVIE

WHITEFALK FILMS

petermarcias@hotmail.com

synovie@ymail.com

alex@whitefalkfilms.com

PICTURE PALACE PICTURES

TEG PUBLISHING

XBO FILMS

picturepalacesale@yahoo.co

info@tegpublishing.se

xbofilmsfestival@gmail.com

PORTUGAL FILM

TERRATREME FILMES

YANGON FILM SCHOOL E.V.

portugalfilm@indielisboa.com

agencia@curtas.pt

info@yangonfilmschool.org

RAKETTI FILMS

THERA PRODUCTION

Yeon Jegwang 연제광

rakettimail@gmail.com

contact@thera-production.ch

jgstudiofilm@gmail.com

SANWOOD FILMS

Tim Egan

sheeheng89@gmail.com

tim@lodestonefilms.com

SÉSAME FILMS

Tonee Acejo

contact@sesamefilms.fr

tonee.acejo@gmail.com

fest@marvinwayne.com
AMA PRODUCTION

DASH FILM

INDIESTORY 인디스토리

Kim Yeran 김예란

contact@amaproductions.fr

productie@dashfilm.ro

koindiestory@naver.com

cheddar453@gmail.com

Mickey Duzyj
mickey@theallnighterroom.com

Amerta Kusuma

DESC IMAGES

INICIA FILMS

Kim Yongbin 김용빈

amerta.kusuma@gmail.com

monnet.desc@gmail.com

estivals@iniciafilms.com

dydqls3365@naver.com

Mikhal Bak
mikhal.bak@gmail.com

Ana Serrano

FILM UNIVERSITY

INSAS

Laurence Bonvin

aserrano@cfccreates.com

BABELSBERG KONRAD WOLF

info@insas.be

focus@laurencebonvin.com

c.marx@filmuniversitaet.de
ANISEED 씨앗
kaniseed@naver.com

FILMFABRIQ

sugihara82@gmail.com
Jin Huaqing

LES FILMS DU BAL

6545677@163.com

info@lesfilmsdubal.com

info@filmfabriq.hu
Arian Vazirdaftari
arian.vazirdaftari@yahoo.com

FIRST LOVE FILMS INC.

annabel@autourdeminuit.com

FUNNYCON MEDIA 퍼니콘

J. Lee Williams

Li Chuanyang

j.lee@occupiedvr.com

lunalee721@hotmail.com

ggomoggo@gmail.com

GDYNIA FILM SCHOOL

Jonathan Wysocki

Lien Chienhung

jonathan@jonathanwysocki.com

film.drizzling@gmail.com

hamish@bebefilms.com

JUANA FILMS

Lin Hsin-I

ramosrugerio@gmail.com

netsocio@gmail.com

K'ARTS MEDIA CONTENTS CENTER

MAKING DOC

GRASSHOPPER FILM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디어콘텐츠센터

info@makingdoc.com

info@grasshopperglobal.com

knuadis@gmail.com

Heather Young

Kim Hyunjung 김현정

film5@afcoop.ca

merri_j@naver.com

HONG KONG ARTS CENTRE

Kim Jaehyun 김재현

hkac@hkac.org.hk

Seoularts@me.com

NIKONIKOFILM
Marat Narimanov

tsuta@nikonikofilm.com

tmutarakansk@gmail.com
Noëlie Delesse
Maria Antonova

director@cfmdc.org

ilnomeros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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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neweuropefilmsales.com

md3330@nyu.edu

CFMDC

174

ned@oneedo.com
NEW EUROPE FILM SALES

Mamadou Dia

CENTRAL PARK FILM 센트럴파크
centralpark.co@gmail.com

e.seguin@nfb.ca
Ned Wenlock

BELVA FILM GMBH
straubhuillet@bluewin.ch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info@gsf.pl
BEBE FILMS

Nathan Douglas
nwdouglas@gmail.com

syl@funnycon.tv
Bang Sungjun 방성준

Natalia de la Vega
ndlvega@gmail.com

info@firstlovefims.com
AUTOUR DE MINUIT

Moon Myounghwan 문명환

noeliedelesse@yahoo.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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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89

자유인과의 인터뷰

95

100th Birthday Wish

숲

64

조용한 지대

87

32 Souls

156

10미터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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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번째 편지

126

락

83 순비자이로(路)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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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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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Soi Soonvijai 14

9일간의 기록–알레포 창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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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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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Days – From My Window in Ale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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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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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레오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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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담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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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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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장

건너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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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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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48

초원의 카우보이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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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 그녀

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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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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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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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기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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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살지 않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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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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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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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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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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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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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55

아쿠아리움과 국가

121

촉법소년

커브

41, 137

광부들

52

문신

78

앰부배깅

73

컷 오프

101

구급차

59

물고기

86

어느 날 스웨덴 해변에서

49

코인 보이

153

118

미망인

78

어느 무더운 여름

125

쿠바를 위한 노래

41, 98

귀, 코, 그리고 목

About Magnolia

62

A Doll's Eyes

59

The Life and Tim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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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ason

119

Line

71

Song for Cuba

139

The Empty Body

129

The Little Deputy

85

Sound That

75

The Empty Home

157

Lock

99

Source

Accidents, Blunders and Calamities 106

The Empty Screen or the

The Lost Voice

137

Stone

117

63

The Aged Washer

74

Fefe Limbe

53

Lurking in the Shadows

Ambubagging

73

Fight on a Swedish Beach

49

Madam Black

107

Superpower Girl

Ambulance

59

Fish

86

Mia

108

Tati VS. Bresson: The Gag

114

The Amendment

89

Flowers in the Wall

56

Miriam's Hen's Dream

150

Ten Five in the Grass

116

Anyway Home

56

Forestry

64

Missing

76

Ten Meter Tower

Forgotten Reason

143

Mobilize

91

This Pair

108

The Aquarium and the Nation

121

Metaphysics of Movies

115

48

Four Faces of the Moon

Moms on Fire

145

Those Who Remains

65

The Ghost

70

Moroshka

149

The Tibetan Girl

Ask for God?

78

Given Your History

85

Mother Knows Best

143

Timecode

76

어둠 속의 양탄자

55

크롭츠담의 인사

66

At the Beach

98

Greetings from Kropsdam

66

Mr. Seong Jae

어쨌든 집으로

56

클라우즈 오브 어텀

89

Atonement

72

The Head Vanishes

61

My Dog's Name is Wind

길 위의 세계

96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소설

128

엄마들

145

클랜

52

Baby

145

Helga is in Lund

51

My Father's Room

김수영, 불온한 시절

71

바깥은 위험해

106

엄마의 말

143

타임코드

138

Babyface

131

Hell Runs on Gasoline

97

Nagayo

꼬마 보안관

85

바람이라 불리는 강아지

151

역귀

타티 VS 브레송: 개그

114

Batrachian's Ballad

140

Helper

74

꽃과 벽

56

백 번째 생일

156

열차의 도착

120

토요 극장

152

Beautiful Figure

65

Here and There

나가요 : ながよ

76

베누시아

138

영혼들

62

티벳 여인

58

Before the Flight

54

Hey Lou!

나만 없는 집

77

베이비

145

오해

153

페페 림베

53

Between Us

60

High Cities of Bone

베이비페이스

131

올가

61

한밤의 드라마

57

Big Booom

157

Hitch H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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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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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의 눈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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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uquet

난 여기 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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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74

우리 사이에

60

합창

날고 싶어요

150

부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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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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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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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사람들

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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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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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시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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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행복을 찾아서
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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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e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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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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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이륙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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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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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스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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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노비치

49

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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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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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어 앤드 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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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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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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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들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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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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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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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치 하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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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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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타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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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븐 유어 히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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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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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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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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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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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in Arrives at th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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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leep on Stengatan

144

Venu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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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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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y Hot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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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Not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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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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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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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Origin of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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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lis, an Indian Tribe - The
Tale of the Arrogant Warli Who

Home without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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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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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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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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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Not from Here

154

Quie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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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Pretending Not to like Honey 155
The Weeping Bird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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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ury

116

If You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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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 23 Blue Bears 21

Charlie's Buck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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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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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Material

52

When Time Moves Faster

48

The Realm of Deepest Kno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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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You Hear the Bells

140

C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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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with a Free Man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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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ears Us Apart

Invisible World: the VR Experience 101

Red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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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idow

78

Coin Boy

153

Ivanytch

The Regular H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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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s of Caramel

53

The Committee

144

Juke-Passages from the Films of

Clouds of Autumn

Curve
Cut-Off VR
Days of Wholesome Joy

41, 137
101
62

Disabled Novel

128

Disappearing in Central

130

Dive

105,109

49

Ross and B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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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in Your Window

42

World of Passage

96

Spencer Williams

120

Samedi Cinema

152

Juvenile Crime Law

155

Sergei / Sir Gay

114

Seven Scenes about Love

131

71

The Shining Star of Losers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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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The Silence of the Dogs

Kim Soo-young, the Period of
Turbulence
Late Night Drama
Letter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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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imple Things

70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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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 Saville 매슈 새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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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록경 Kim Lokk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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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en Silloray 줄리앙 실로레이

53

Maxime Bruneel 막심 브뤼넬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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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l Lemieux 칼 르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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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on Vahlne 시몬 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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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Kim Sooyoung

79

Andres Tenusaar 안드레스 테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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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jni Kis 하이니 키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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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Kim Seunghee

72

Anna Vasof 아나 파조프

김예란 Kim Yeran

74

Areej Abu Eid 아리지 아부 이드

김재현 Kim Jaehyun

155

48
125

157

Camille Verninas 카미유 베르니나스

154

Tamara Segura 타마라 세구라
Thelyia Petraki 뗄리아 페트라키

51

54

Laurence Bonvin 로런스 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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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ly McGlynn 몰리 맥글린

85

Thérèse Ottawa 테레즈 오타와

92

130

Law Yukmui 로우 위메이

128

Nadine Beaudet 나딘 보데

96

Thom Andersen 톰 앤더슨

120

Issa Touma 이사 토마

139

Leonor Teles 레오노르 텔레스

140

Nathan Douglas 나단 더글라스

86

Thomas Gleeson 토머스 글리슨

107

Ivan Barge 이반 바르게

107

Li Chuanyang 리 췐양

153

Ned Wenlock 네드 웬록

149

Thomas Vroege 토마스 브로게

139

Lien Chienhung 리엔 지엔홍

156

Nicolas Lévesque 니콜라 레베스크

Lin Hsin-I 린 신이

126

Nicolas Novak 니콜라 노박

70

Caroline Monnet 카롤린 모네

방성준 Bang Sungjun

75

Chabname Zariab 샤브남 자리아브

140

James Cunningham 제임스 커닝햄

신윤호 Shin Younho

72

Cheng Yuchieh 졍 요우지에

131

Jean-Marc E. Roy 쟝 마크 E. 루와

신지훈 Shin Jihoon

71

Chu Hoiying Nicole 추 호이잉 니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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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Marie Straub 장 마리 스트로브

연제광 YeonJegwang

79

Claire Ledru 클레르 레드뤼

153

Jeanne Privat 잔 프리바

J.Lee Williams J.리 윌리암스

100, 101
106
99

Louise Archambault 루이즈 아르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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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Tim Egan 팀 이건

55

Trevor Anderson 트레버 앤더슨

Noëlie Delesse 노엘리 들레스

155

Trevor Mack 트레버 맥

150

Tsang Tsuishan 창 취이샨

121

Louise Carrin 루이즈 카린

138

Olivier Arnold 올리비에 아르놀드

63

Lovisa Sirén 로비사 시렌

145

Pablo Kaes 파블로 케스

Lynn Chen 린 쳔

131

Patrice Laliberté 파트리스 랄리베르테

56

Yoke

71

Clara Bodén 클라라 보덴

144

Jenni Toivoniemi 예니 토이보니에미

유성재 YooSeongjae

75

Claudia Muñiz Pérez 클라우디아 무니스 페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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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emy Peter Allen 제레미 피터 알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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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iej Miller 마테이 밀렐

임승현 Lim Seunghyeun

70

Cristián Mellado 크리스티안 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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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Huaqing 진 후아칭

58

장나리 Jang Nari

77

Dan Radu Mihai 단 라두 미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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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anna Rytel 요안나 뤼텔

차정윤 Cha Jeongyoon

76

David Bryant 다비드 브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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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ão Salaviza 주앙 살라비자

최청일 Choi Cheongil

78

Diane Obomsawin 디안 오봄사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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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Blouin 존 블루앙

최형진 Choi Hyu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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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do Dayao 도도 대요

126

Jonathan Wysocki 조나단 위소키

한정재 Han Jungj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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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n Junjung 에덴 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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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en Molter 요렌 몰터르

현정헌 Hyun Jeong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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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her Lalanne 에스터 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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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n Antonio Moreno Amador 후안 안토니오모레노아마도르 53

Martin Bureau 마틴 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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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a B. Tsou 리나 B. 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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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van der Meulen 플로어 반 데 믈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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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an Barreda Ruiz 환 바레다 루이즈

Mathieu Vachon 마튜 바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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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in Carciofo 로맹 카르시오포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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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el Danielson 악셀 다니엘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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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ey Duzyj 미키 두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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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uta Tetsuichiro 츠타 테츠이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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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ro Peralta 페드로 페랄타

65

Tyler Enfield 타일러 엔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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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te Alberdi 마이테 알베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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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ita Ferrari 페피타 페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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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entin Sabin 발랑탱 사뱅

154

Mamadou Dia 마마두 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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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Larsson 페테르 라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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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g Szeming 웡 젝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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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at Narimanov 마라트 나리마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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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er Marcias 피테르 마르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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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ng Yeemei 웡 이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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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Marcelo Martinessi 마르셀로 마르티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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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ippe Baylaucq 필립 베이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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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in Tun 야민 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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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ano Cócolo 마리아노 꼬꼴로

Pilar Palomero 필라 팔로메로

57

Yang Chaohao 양 차오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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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 Rappaport 마크 라파포트

Yao Xing 야오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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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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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구청 문화관광과

장인철

영화의전당

장하영

Thailand Film Archive Sanchai Chotirossera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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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마린

정현석

정혜진 조민지 조영환 조은혜 허우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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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리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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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법인 해청

이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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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다. 부산지역 영화/영상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학생심사단’과 ‘관객리뷰단’ 중 지원을 통해 선발된 ‘일반심사단’으로 전체

동의대학교

김인도

세무회계법인 해청

이태화

주한퀘백정부대표부

이윤희

‘관객심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합니다.

동의대학교

이임건

센트럴파크

홍성윤

(주)대륙건설 광고공사

문성규

‘관객심사단’은 영화제 기간 동안 작품을 감상하고 심사회의를 거쳐 4월 30일 폐막식에서 부산시네필 어워드를 시상합니

동의대학교

정다희

시선커뮤니케이션

김청수

천마산에코하우스

강민경

망고미디어

김승현

시선커뮤니케이션

소현수

파리-에스트 대학

Thierry Bonzon

망고미디어

김은혜

시선커뮤니케이션

윤동욱

파티빈

빈송이

망고미디어

임연미

시건커뮤니케이션

이지연

퍼니콘

이시연

망고미디어

황홍선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최종숙

핑크로더

양화니

일반심사단

부산관광공사

심정보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김경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디어콘텐츠센터

신세영

김유진 김은주 김학준 문소영 박정하 박정현 박혜랑 신종민 신현숙 위덕선 이창환 임수진 정지은 조민지

부산관광공사

이송이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전지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송복득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산업과

이재형

시타딘 해운대 부산

손나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윤장우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산업과

박근록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곽연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최연준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산업과

이미례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지세연

한시스템

유성호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박창현

압구정봉구비어

김규완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이승미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이영미

압구정봉구비어

김윤진

해운대소방서 구조구급과

이원철

다. ‘관객리뷰단’과 ‘관객심사단’은 내년에도 모집 예정으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학생심사단
고연경 남효진 양경웅 이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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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훈
Ted Fendt

제34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34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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