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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Greetings

Congratulations

2021년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혼란스러웠던 한 해가 지나고 새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종식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단편영화제입니다. 또한 2018년 국내 최초 미국 아카데

것은 아니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유례없는 재난을 극복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영화는 어느 때보다 커다란 변화

미 공식 인증 영화제로 선정되어 국제적 입지를 다지며 한국 단편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올

의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영화계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은 이러한 변화를 실감하도록 해줍니다. 이른바 ‘포스

해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예외 상태’라는 주제에 걸맞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 세계 영화인들의 시선이 담긴
다양한 단편영화를 만나는 장이 될 것입니다.

트-시네마’라 불리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양상은 기존 영화와 영화제에 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
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느닷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 상황으로 영화의 향유를 잠시 멈추어야 했지만, 올봄 개최되는 부산국제
단편영화제에서 다시 우리를 이어주고 희망과 용기를 북돋는 영화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이사장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예외 상태’를 주제로 서른여덟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올해 영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차민철

제도 많은 한계적 상황 아래 진행하게 되겠지만 지난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의 일상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김영진

President of BISFF
Cha Minchol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Chairperson of Korean Film Council
Kim Youngjin

예외 상태에서도 훌륭한 영화를 전해주신 전 세계 영화인들께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영화제 개최를 위
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엿새 동안 전 세계 단편영화의 정수를 관객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I sincerely welcome you to the 38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n 2021.

활 속 거리 두기’를 비롯한 방역지침을 지키고 안전하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에 가능한 지원
을 다 할 것입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께 박수를,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봄의 한 페이지에 잊지 못할 보물 같은 단편영화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38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2020, the year of chaos, has passed and a new season has arrived. Although the global pandemic situation has not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BISFF) is Korea’s largest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n 2018, the

is experiencing a phase of dramatic change, unlike any that have come before. The news from the film industry in

films to the rest of the world. The theme for this year’s festival is “A State of Exception” and as such, the festival will

yet completely ended, I believe that we will overcome this disaster thanks to everyone’s efforts. At present, cinema

recent years brings this change to light. A new era, a new paradigm, and a new movement called “Post-Cinema”
demand a shift in our perception of current cinema and film festivals.

In this situation,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has undertaken a thirty-eight step program with the

theme “A State of Exception”. This year’s festival will be conducted under many limited circumstances. However,
based on last year’s experience, we made our best efforts to invite you to more experimental and creative programs
in order to restore the original values of the art of cinema.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nd support to all the filmmakers for their great films, despite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and I would like to sincerely thank all of you who have helped put together this year’s festival. I hope
to be able to share the essence of short film culture with you for the next six days and I wish all of you peace and
happ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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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의미를 잃지 않으며, 관객과 영화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영화제로 개최되도록 영화진흥위원회도 ‘생

festival became Korea’s first OSCAR®-qualifying festival, gaining worldwide recognition and introducing Korean short

be a venue where the audience can enjoy a variety of short films from all over the world, each of which includes a
filmmaker’s own thoughts and view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suddenly entering our lives, we haven’t been able to enjoy films as much as we

used to. However, as BISFF opens its door this spring, I hope we’ll all find a film that gives us hope and inspires us
again. The Korean Film Council is committed to fully supporting the festival, in order to keep it a safe place for the

audience to enjoy by adhering to the social distancing guidelines, while remembering the original purpose of BISFF
and putting the safety of the audience first.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thanks to the officials and the organizers for their hard work in hosting this

year’s festival despite all the difficulties caused by COVID-19, and to the film-loving audience for their continuous
support.

It is my sincere hope that you will all find a short film that sparks your imagination or imprints itself in your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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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ions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여느 해처럼 따뜻한 봄기
운과 함께 영화의 계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변화하는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며 단편영화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담보한 주제를 바탕
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왔습니다.
올해 선정된 주제, ‘예외 상태’ 역시 예외적 일상이 되어버린 현시대를 반영한 출품작들의 흐름을 명쾌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출품작들은 코로나19 유행이 야기한 서사들을 통해 답보 상태인 우리에게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영화업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관객의 영화 소비 방식이 극장이라는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OTT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인수
Director of Busan Film Commission
Kim Insoo

등의 다양한 채널로 확장됨에 따라, 단편영화도 기존 제작 〮 배급의 틀을 깨고 일반 대중과의 접점을 늘려가고 있습
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이 영화를 오락과 흥행에 집중케 해 획일화된 주제와 제작 방식을 부추긴다
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험적으로 보여
주는 국내외 단편영화들을 통해 영화의 예술적 기능을 상기시키며 영화 팬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라는 말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만들어진 영화는 더욱 좋은 작품일 것이라 감히 예상해봅니다.
그럼, 세계 각국의 열정적인 단편영화들의 향연,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38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BISFF). I’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BISFF for kicking off the film season with the warm spring air, despite the COVID-19
pandemic.

BISFF has consistently considered the direction of the short film industry and organized programs centered on
themes that reflect changing global trends.

The theme for this year’s festival, “A State of Exception”, highlights the contemporary issues in the submitted films,
which represent how the exceptional has become everyday. The entries are expected to act as a “vaccine” for those
of us that are in a state of limbo through the narratives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The film industry has been going through a lot of changes. In particular, short film makers are attempting to break
the mold of how short films are made and distributed. They are attempting to reach a wider audience as movie

consumption methods have been expanded from the spatial constraints of theaters to various channels such as via
OTT providers.

On the other hand, it’s worth noting that the introduction of this new medium may encourage films to focus on

entertainment and performance, resulting in films with uniform themes and production styles. In this sense, BISFF
is valuable because it will feature short films from around the world with a variety of stories and styles, reminding
us of the creative value of films.

I dare to say that films made during difficult times should be incredible, because, as the saying goes, “great heroes

emerge during turbulent times.” On that note, please enjoy the feast of exceptional short films from around the
world at the 38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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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BISFF

단편영화를 즐기는 방법

How to fully enjoy short films

1. 하나의 티켓으로 하나 이상의 영화를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판매되는 영화 티켓은 단편영화 한 편의
관람 티켓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3D 쇼츠’ 프로그램의 영화 티켓을
구매할 경우, <초원의 환영>, <뉴 노멀>, <마지막 검문소>, <쟌느>,
<동굴>까지 5편의 단편영화를 모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2. 각각의 영화에 여운 느끼기
하나의 프로그램은 60-90분의 러닝타임에 맞춰 3-6편으로 구성됩
니다. 영화가 주는 여운을 즐기기 위해 단편영화 한 편이 끝날 때마
다 잠시 장내 불이 켜진 후 다시 불이 꺼지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상영일정표

1. One ticket for several films

A ticket sold at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s not a
ticket for one short film. For instance, a ticket for “3D Shorts” will

allow the viewing of all its 5 films, namely: Ghosts of the Pastures ,

A New Normal , The Last Customs , Jeanne, The Cavern .

2. Enjoy all films

A program consists of 3 to 6 short films, and the running time of

the programs may vary from approximately 60 to 90 minutes. The
lights will turn on for a brief moment after a film is shown and

Screening Schedule

일정표 보는 법 How To Read

프리즘
Prism
PG GV

국문프로그램명 Korean Program Title

⓯ 80'

영문프로그램명 English Program Title
P.131

페이지 Page

등급 Film Ratings
🅖 전체관람가 General

⓬ 12세 관람가 Film intended for audiences 12 and over
⓯ 15세 관람가 Film intended for audiences 15 and over

⓲ 청소년 관람불가 No one under 18 is allowed to watch this Film

러닝타임 Running Time
등급 Rating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Q&A)
프로그램 가이드 Program Guide

then turn off at the start of the next one in order for the audience
to appreciate the denouement of each film before the next begins.

3. 상영등급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한 프로그램 안에 포함된 단편영화의 상영
등급이 서로 다를 때, 가장 높은 상영 등급의 작품을 기준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4. 프로그램 가이드
‘프로그램 가이드(PG)’는 단편영화 상영 전에 진행되는 영화 해설 시
간입니다.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 및 작품 소개 등을 통해 영화의 이
해를 돕습니다.

5. 관객과의 대화
‘관객과의 대화(GV)’는 영화제에 참석한 게스트와 영화에 관해 묻고
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각 프로그램의 모든 상영이 끝난 뒤 오픈
채팅을 통해 영화에 대한 질문을 남길 수 있습니다.

6. 방역 안내 수칙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모든 관객을 대상으로 체온 측정 및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안전한 관람
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3. Film Rating

상영관 Theaters

대사 / 자막 Dialogue / Subtitles

Short film programs may have different film ratings that are

• 중극장 Cinem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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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ms.

• 시네마테크 Cinematheque

• 영어대사: 한글자막 제공

determined according to the highest film rating among its short

4. Program Guide

• 소극장 Cinema II

•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Program Guide (PG)” will be your guide to watching the films and

제공됩니다.

• 한국어대사: 영어자막 제공

• 기타언어대사: 한글자막과 영어자막 동시제공
Unless stated otherwise (No English Sub), all films will have:

will contain a brief introduction to the films before the screening

• Korean subtitles for English language

begins. It helps you to understand the film by explaining the

• English subtitles for Korean language

program’s intentions and by contextualizing the film.

• Korean & English subtitles for other languages

5. Guest Visit

“Guest Visit (GV)” is a Question & Answer session with special
guests attending the film festival. Please enter the open chat room
and ask questions after all the screenings of each program are
over.

6. Quarantine-related Instructions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is checking the
temperature and QR codes for all audience members. Please take
the utmost care in order to overcome COVID-19 and watch the
films safely.

본 카탈로그는 4월 2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4월 2일 이후 변동사항은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홈페이지(www.bisff.org)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객과의 대화는 사전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The Ticket Catalogue was published on April 2nd. Please check out BISFF website (www.bisff.org) periodically for changes after April 2nd.
Guest Visits (Q&A) are subjected to change without previous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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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

21 (WED)

1

2

3

22 (THU)

4

2

3

4

19:00

10:00

12:30

15:30

18:30

개막식

3D 쇼츠

국제경쟁 5

국제경쟁 6

부산 IN

Opening Ceremony

중극장

1

Cinema I

중극장

International Competition 5

3D Shorts

International Competition 6

Busan IN

Cinema I

⓯ 47' P.40

⓯ 75' P.74

GV ⓬ 89' P.149

12:30

15:30

10:00

12:30

15:30

18:30

한국경쟁 1

한국경쟁 3

한국경쟁 4

한국경쟁 5

국제경쟁 4

한국경쟁 2

Korean Competition 1

소극장

⓯ 76' P.70

⑱⓲ 84' P.159

Korean Competition 3

소극장

Cinema II

Korean Competition 4

Korean Competition 5

International Competition 4

Korean Competition 2

Cinema II

⓯ 74' P.90

⓯ 87' P.106

⓯ 94' P.102

⓯ 66' P.65

⓯ 83' P.94

13:00

16:00

10:30

13:00

16:00

19:00

국제경쟁 1

국제경쟁 2

네덜란드 파노라마

네덜란드 시네아스트

국제경쟁 7

침묵의 목소리

International Competition 1

시네마테크

⓯ 97' P.98

International Competition 2

시네마테크

Cinematheque

Dutch Panorama

Dutch Cineaste

International Competition 7

Silent Voices

Cinematheque

⓬ 70’ P.50

⓯ 67' P.55

⓯ 83' P.123

⓯ 68' P.121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BNK BUSAN BANK
Art Cinema

⓯ 69' P.78

⓯ 87' P.139

국제경쟁 1

국제경쟁 2

국제경쟁 3

국제경쟁 4

국제경쟁 5

한국경쟁 1

한국경쟁 2

한국경쟁 3

한국경쟁 4

한국경쟁 5

ㆍ겁이 나면 이 버튼을 눌러
Push This Button If You Begin to Panic

ㆍ우리의 심장은 전쟁처럼 뛴다
Our Hearts Beat Like War

ㆍ특별 시사회 Private View

ㆍ파란 소녀, 하얀 공포 Blue Fear

ㆍ벨라 Bella

ㆍ수라 Sura

ㆍ끝달 Moonshine

ㆍ수강신청 A Student

ㆍ크리스마스 선물 A Christmas Present

ㆍ아홉 살의 사루비아 Salvia at Nine

ㆍ삶의 끝에서 나눈 대화
Conversations at the End of Life

ㆍ케어풀 Jo Goes Hunting - Careful

ㆍE14

ㆍ소녀들은 밤에 혼자 걸어 다녀서는 안 된다
Girls Shouldn’t Walk Alone at Night

ㆍ쥐뢰 Rats in the House

ㆍ달팽이 Snail

ㆍ언팟 Unpot

ㆍ고마워, 너는? Good Thanks, You?

ㆍ창문 너머에 Unknown Morning

ㆍ어제 내린 비 After the Rain

ㆍ조지아 Georgia

ㆍ도시의 스핑크스 Urban Sphinx

ㆍ소돔의 자식 Son of Sodom

ㆍ나 여기 있어요 I’m Here

ㆍ육식동물 Carnivore

ㆍ언리버블 Unliveable

ㆍ수리불가 Stubborn

ㆍ토야마로의 귀향 Return to Toyama

ㆍ움직이는 보행자들
Human Walkers in Motion

ㆍ시스터 Sister

ㆍ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Before the Summer Passes

ㆍ건설 유니버스의 어떤 오류
Some Errors of the Constructionuniverse

ㆍ신의 딸은 춤을 춘다 God’s Daughter Dances

ㆍ금지된 일상 Routine: The Prohibition

ㆍ네 얼굴을 잊는 게 두려워
I Am Afraid to Forget Your Face

ㆍ털짐승 Pilar

ㆍ부엉이 The Owl

국제경쟁 6

국제경쟁 7

국제경쟁 8

국제경쟁 9

오퍼레이션 키노

ㆍ당신의 아이 Your Kid

ㆍ신의 부름을 들을 때
When You Hear the Divine Call

ㆍ올드 본 Old Born

ㆍ기다림 La Espera

ㆍ대물림 Inheritance

ㆍ과테말라 소년들의 여름
Chuj Boys of Summer

ㆍ어리석은 자들 The Void of Maws

ㆍ소니에게 To Sonny

ㆍ또바기 Always

ㆍ뉴스 The News

ㆍ지나가는 사람 The Passerby

ㆍ산 23-1, X Nowhere to Go

ㆍ족장 알-싯 Al-Sit

ㆍ산 아래의 야수
Monsters Never Know

ㆍ생, 가(歌) Recites a Life

International Competition 1

International Competition 6
ㆍ태풍이 오기 전에
Before the Typhoon Comes
ㆍ고통 Pain
ㆍ초경 Menarche

International Competition 2

ㆍ그곳 There

International Competition 7

ㆍ조화 Harmonia

International Competition 3

ㆍ베들레헴 2001 Bethlehem 2001

International Competition 8

International Competition 4

International Competition 5

Korean Competition 1

ㆍ에이다 Ada

International Competition 9

Korean Competition 2

Korean Competition 3

Korean Competition 4

ㆍ뒤:빡 Watch Your Back

Korean Competition 5

ㆍ혈연 Blood Ties
ㆍ우리가 꽃들이라면 We Bloom

ㆍGodspeed

Operation Kino

ㆍ열 여섯 Sixteen
ㆍ프로아나 Pro-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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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

23 (FRI)

중극장

1

2

3

24 (SAT)

4

3

4

12:30

15:30

18:30

10:00

12:30

15:30

18:30

국제경쟁 7

동물농장

3D 쇼츠

한국경쟁 1

국제경쟁 2

한국경쟁 2

한국경쟁 4

한국경쟁 5

International Competition 7

Animal Farm

3D Shorts

Korean Competition 1

중극장

International Competition 2

Korean Competition 2

Korean Competition 4

Korean Competition 5

Cinema I

⓯ 77' P.137

⓯ 69' P.78

PG ⓲ 84' P.159

GV ⓯ 74' P.90

GV ⓯ 83' P.94

⓯ 67' P.55

GV ⓯ 94' P.102

GV ⓯ 87' P.106

10:00

12:30

15:30

18:30

10:00

12:30

15:30

18:30

AFiS 특별전

오퍼레이션 키노

국제경쟁 9

예외적 관점

오퍼레이션 키노

국제경쟁 1

국제경쟁 5

국제경쟁 6

Operation Kino

AFiS Special

International Competition 9

Exceptional Perspectives

Cinema II

소극장

Operation Kino

International Competition 1

International Competition 5

International Competition 6

Cinema II
GV ⓬ 92' P.113

⓯ 80' P.133

시네마테크

2

10:00

Cinema I

소극장

1

⓯ 65' P.85

GV ⓯ 80' P.147

⓬ 70' P.50

GV ⓬ 92' P.113

⓯ 76' P.70

⓯ 75' P.74

10:30

13:00

16:00

19:00

10:30

13:00

19:00

국제경쟁 4

국제경쟁 8

네덜란드 실험영화

국제경쟁 3

프리즘 1

벨기에 시네아스트

프리즘 2

International Competition 4

International Competition 8

Dutch Experimental

International Competition 3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Belgium Cineaste

Prism 1

Prism 2

Cinematheque

⓯ 66' P.65

⓯ 79' P.81

⓬ 76' P.125

⓯ 67' P.60

⓯ 80' P.129

Ⓖ🅖 61' P.155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BNK BUSAN BANK
Art Cinema

GV 🅖  47' P.156

14:00

16:00

분단 연대기

부산 IN

Ceasefire Chronicles

Busan IN

⓬ 101' P.145

⓬ 89' P.149

네덜란드 파노라마

네덜란드 시네아스트

네덜란드 실험영화

벨기에 시네아스트

AFiS 특별전

동물농장

침묵의 목소리

ㆍ방문객 Visit

ㆍ도마뱀 A Lizard Too Much

ㆍ구름 숲 Cloud Forest

ㆍ나의 마을을 날려버려 Blow Up My Town

ㆍ소의 하루 Diary of Cattle

ㆍ우리의 밤은 깨어있다 Night Is Young

ㆍ리런스 Reruns

ㆍ특별하지 않은 Nothing Special

ㆍ돌아다니다 Wander Around

ㆍ방 The Room

ㆍ물 속의 호랑이 Wade

ㆍ빅토르 최 죽어갔다 Tsoy Is Dead!

ㆍ사이렌 Sirene

ㆍ네덜란드 왕립 해병대 The Marine Corps

ㆍ현신 Yorishiro

ㆍ르 15/8 August 15

ㆍ바나나 피시를 찾는 여자가 없는 남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고양이가 없는 여자
Men Without Women Looking for BananaFish, Girl Without Cat
Telling Her Story

ㆍ해중망 Luzon

ㆍ블라인드 마우스 Blind Mouth

ㆍ그린 스크린 그링고 Green Screen Gringo

ㆍ레슬러 The Wrestler

ㆍ로스트 온 어라이벌 Lost on Arrival

ㆍ자허를 위한 세 개의 노래
Three Stanzas on the Name Sacher

ㆍ후쿠시마의 피폭 돼지 The Toxic Pigs of Fukushima

ㆍ오페라 Opera

Dutch Panorama

Dutch Cineaste

Dutch Experimental

ㆍ사샤 The Sasha

Belgium Cineaste

AFiS Special

ㆍ보석 세공사 Jeweler’s Journey
ㆍ주누의 신발 The Shoes of a Little Girl

Animal Farm

Silent Voices

ㆍ빨간 독수리 Red Aninsri; Or, Tiptoeing on the Still
Trembling Berlin Wall

ㆍ엘사 Elsa
ㆍ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As I Lay Dying
ㆍ모기사냥 Buzzkill
ㆍ추달라 Chudala

분단 연대기

예외적 관점

부산 IN

ㆍ히치하이커 Hitchhiker

ㆍ혼생러 한사라 Solitary Survivor Sarah

ㆍ생각하는 기계 The Thinking Machine

ㆍ기사선생 Mr. Driver

ㆍ디스크 조각모음 Defragmentation

ㆍ우리집 광대 My Clown

ㆍ꼬리 Tail

ㆍ집 안에서 완벽하게 미아가 되는 법 How to Get Lost in Your Own Room

ㆍ오늘의 지수 Today’s Jisoo

ㆍ은서 Eunseo

ㆍ그녀를 지우는 시간 Digital Video Editing with Adobe Premiere Pro:
The Real-World Guide to Set Up and Workflow

ㆍ얼룩 Stain

Ceasefire Chron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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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an IN

ㆍ온택트 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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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

25 (SUN)

중극장

1

2

3

10:00

12:30

15:30

18:30

국제경쟁 3

한국경쟁 3

분단 연대기

부산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3

Korean Competition 3

26 (MON)

4

Ceasefire Chronicles

3

4

폐막식

Busan IN

Closing Ceremony

중극장

Cinema I
GV ⓯ 97' P.98

⓯ 67' P.60

GV ⓬ 101' P.145

GV ⓬ 89' P.149

P.40

10:00

12:30

15:30

18:30

10:00

12:30

침묵의 목소리

국제경쟁 9

네덜란드 시네아스트

네덜란드 파노라마

예외적 관점

분단 연대기

International Competition 9

Silent Voices

Dutch Cineaste

Dutch Panorama

소극장

Cinema II

Exceptional Perspectives

Ceasefire Chronicles

Cinema II

⓯ 65' P.85

⓯ 86' P.139

시네마테크

2

18:30

Cinema I

소극장

1

⓯ 83' P.123

⓯ 68' P.121

⓬ 101' P.145

⓯ 80' P.147

10:30

13:00

16:00

19:00

10:30

13:00

국제경쟁 8

AFiS 특별전

프리즘 1

벨기에 시네아스트

네덜란드 실험영화

동물농장

International Competition 8

AFiS Special

Prism 1

Belgium Cineaste

시네마테크

Cinematheque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⓯ 80' P.133

PG 🅖 61' P.155

14:00

16:00

오퍼레이션 키노

예외적 관점

Operation Kino

⓯ 80' P.129

Exceptional Perspectives

BNK BUSAN BANK
Art Cinema

프리즘 1

프리즘 2

ㆍ인비보 In Vivo

ㆍ#43.6

3D Shorts

인터랙티브 쇼츠

ㆍ초원의 환영 Ghosts of the Pastures

ㆍ당신의 옆에 Kontra K: Next to You

ㆍ동굴 The Cavern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부대행사 일정

Prism 2

3D 쇼츠

ㆍ쟌느 Jeanne

⓯ 77' P.137

⓯ 80' P.147

ㆍ#2623

ㆍ마지막 검문소 The Last Customs

⓬ 76' P.125

BNK BUSAN BANK
Art Cinema

⓬ 92' P.113

ㆍ뉴 노멀 A New Normal

Animal Farm

Cinematheque

⓯ 79' P.81

Prism 1

Dutch Experimental

Interactive Shorts
ㆍ5분 Five Minutes
ㆍ내 기억 속의 너는 You in My Memory
ㆍ러브 초이스 Love Choice
ㆍ커피와 유자 사이 Between Coffee and Citron

22(Thu) 10:00-18:00

23(Fri) 20:00

24(Sat) 15:00

25(Sun) 17:00

25(Sun) 20:00

뉴미디어 시네마 워크숍
New-Media Cinema Workshop

라운드테이블 1
Roundtable 1

라운드테이블 2
Roundtable 2

라운드테이블 3
Roundtable 3

BISFF 토크: 듀엣
BISFF Talk: Duet

부산콘텐츠코리아랩 4층, PT실

BISFF YouTube 공식 채널

영화의전당 6층, 시네라운지

BISFF YouTube 공식 채널

BISFF YouTube 공식 채널

PT Room, 4F, Contents Korea Lab BUSAN

BISFF Official YouTube Channel

Cine Lounge, 6F, Busan Cinema Center

BISFF Official YouTube Channel

BISFF Official YouTube Channel

인터랙티브 쇼츠는 온라인으로 상영되며 상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www.bisf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nteractive Shorts will be screened online, and how to proceed can be
found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estival. (www.bisff.org)

ㆍ회색 시선 A Gray G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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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티켓가격

장소
개막식

영화의전당 중극장

7,000원

만 18세 이하

5,000원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선착순 무료

영화의전당 중극장

선착순 무료

문의

예매안내

일반 성인 및 대학생

중극장 / 소극장 / 시네마테크

폐막식

개막식
일반 상영

폐막식

유의사항

General
Screening

Closing
Ceremony

영화의전당 홈페이지
www.dureraum.org

Ticket
Reservation
Information

현장
예매 마감

Price

Cinema Ⅰ, Busan Cinema Center

7,000 KRW

Cinema Ⅰ / Cinema Ⅱ / Cinematheque

예매처

Children under 18

5,000 KRW

Free Admission

Cinema Ⅰ, Busan Cinema Center

Free Admission
+82-51-742-9600

On-line

Opening
Ceremony

4월 21일(수) 19:00

7,000 KRW

On-line / On-site Ticketing from April 5(Mon) 10:00

예매 마감

4월 21일(수) 17:00

Adult & Univ. Student

BNK BUSAN BANK Art Cinema

Contact

온라인·현장 예매 시작 4월 5일(월) 10:00

예매처

Theater

Busan Cinema Center

051-742-9600

온라인

취소ㆍ환불
규정

Opening
Ceremony

7,000원

영화의전당
일반 상영

Ticket Price

금액

On-site

Ticket Site

Ticket Closing

Busan Cinema Center

April 21(Wed)
17:00

Ticket Box

Ticket Closing
April 21(Wed) 19:00

Website
4월 26일(월) 15:00

4월 26일(월) 15:00

General
Screening

4월 26일(월) 9:00 - 18:30
당일 현장 예매

Closing
Ceremony

영화의전당 6층,
매표소

온라인 예매 불가

1. 상영 시작 이후 해당 영화 티켓의 환불은 불가합니다.
2. 영화제 사정으로 상영이 취소될 경우 폐막일까지 매표소에 티켓 제시 시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3. 모든 취소‧환불 규정은 영화의전당 규정에 따르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영 시작 시간 이후 입장이 절대 불가하오니 상영 시작 전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티켓 분실이나 파손 시, 재발행이 되지 않으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ancellation
& Refund
Regulations

www.dureraum.org

April 26(Mon)
15:00

Box Office, 6F,
Busan Cinema Center

April 26(Mon) 15:00
April 26(Mon) 9:00 to 18:30
On-site ticketing on the day

Only available at the Ticket box

1. When the screening begins, ticket refund is not possible.
2. If the screening is cancelled due to festival circumstances, audience members possessing a ticket
will get a 100% refund by the closing day.
3. BISFF follows the Busan Cinema Center’s regulations for cancellations and refunds.

Notice

1. P
 lease arrive at the theater at least 10 minutes before the screening. It is NOT possible to enter the
theater after the film starts.

3. 상영관 내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금합니다.

2. Tickets cannot be replaced if lost or damaged.

4. 상영 등급에 따라 입장이 통제되오니 상영 등급 규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3. Cameras and recording devices are strictly prohibited during screening.
4. Admittance is restricted according to film rating. Please follow the rules of ad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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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안내

Information for Festival Venues

1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2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홈플러스
Homeplus

BEXCO

국제시장
Gukje Market

동주여자고등학교
Dongju Girls’
High School

4
6

신세계 주차장

롯데백화점

Shinsegae Parking Lot

Lotte Department Store

부평깡통시장
Bupyeong
Kkangtong
Market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역
Subway Line 2
Centum City Station

BNK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부산타워
Busan Tower
용두산 공원
Yongdusan Park

부산중부경찰서
창선치안센터
Busan Jungbu
Police Station

12

신세계 센텀시티몰
Shinsegae Centum City Mall

부산근대역사관
Busan Modern
History Museum

2

KB국민은행
Kookmin Bank

KNN

국제시장 정류장
Gukje Market
Bus Stop

신세계백화점
Shinsegae Department Store

SC제일은행
Standard Chartered Bank

APEC나루공원 APEC Naru Park

CGV 남포
CGV Nampo

7

메가박스 부산극장 신관
MEGABOX Busan Theater

남포동 정류장
Nampo-dong Bus Stop

1

3

행사장 위치

Address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120, Suyeonggangbyeon-daero, Haeundae-gu, Busan

지하철 이용 안내

Subway Information

2호선 센텀시티역 6번, 1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Get off at Centum City station, Line 2 and 5 minutes on foot from Exit 6 or 12.

버스 이용 안내

Bus Information

신세계백화점 앞 하차 후, 도보로 5분

Get off at Shinsegae Department Store, 5 minutes on foot.

행사장 위치

Address

노선 번호 5-1, 39, 40, 63, 107, 115, 139, 141, 155, 181
307, 1001(급행), 1002(급행)

Bus Number 5-1, 39, 40, 63, 107, 115, 139, 141, 155, 181,
307, 1001 (express), 1002 (express)

부산광역시 중구 광복중앙로 13

13, Gwangbokjungang-ro, Jung-gu, Busan

주차안내

Parking Information

지하철 이용 안내

Subway Information

8:00-23:00

1호선 남포역 1번, 3번 출구에서 도보 8분
1호선 자갈치역 7번 출구에서 도보 8분

Get off at Nampo station, Line 1 and 8 minutes on foot from Exit 1 or 3.
Get off at Jagalchi station, Line 1 and 8 minutes on foot from Exit 7.

Free parking for up to 30 minutes; 1,000 KRW per 30 minutes after
the first 30 minutes.

버스 이용 안내

Bus Information

국제시장, 남포동 정류장 하차 후, 도보 5분
노선 번호 6
 , 8, 15, 40, 61, 70, 81, 86, 87, 126
1000(급행), 1004(급행)

Get off at Gukje-market, Nampo-dong, 5 minutes on foot.
Bus Number 6, 8, 15, 40, 61, 70, 81, 86, 87, 126
1000 (express), 1004 (express)

※해
 당 행사장은 주차가 불가하오니 인근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It is not possible to park at this bulding, so please park in the parking lot nearby.

운영 시간

8:00-23:00

기본 요금

30분 이내 출차 시 무료 (초과 시 30분 당 1,000원)

영화 관객

티켓 소지 시 3시간 무료

일일 요금

15,000원

할인 요금
(50% 할인)

· 경차/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 등재자
· 선택 요일제 참여 차량
· 부산시에서 배부한 친환경차량 마크(스티커) 부착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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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hours
Parking Fee
Movie Ticket Holder
Day-long Parking
Discount (50%)

Free parking for up to 3 hours by showing movie ticket.
15,000 KRW
Compact car / cars with a disability sticker or national honoree,
registered multiple children family card, eco-friendly vehicle mark
sticker distributed by the city of Busan.

지하철 1호선 남포역
Subway Line 1 Nampo Station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
Subway Line 1 Jagalchi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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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 트레일러

단편영화 제작지원

Poster & Trailer

Short Film Project

Poster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단편영화 제작지원

선정의 변

Original Image: Gardener in the Desert EOMJI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재능 있는 영화인을 응원하고, 다양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으로 인해 영화 만들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전례 없는 전염병 상황이 길어지면서 ‘예외 상태’는 어느덧 일상이 되었다.

한 단편영화가 제작 및 상영되기를 희망하며 두 번째 단편영

창작자의 고유한 시선을 견지한 영화는 계속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노정에 부

화 제작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장르와 형식에 제

산국제단편영화제가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올해 제작지원에는 단편다움

한 없이 러닝타임 30분 이하의 모든 한국 단편영화를 대상으

을 견지하는 주제 의식, 창의적 상상력, 장르 영화적 면모가 돋보이는 140여

로 하며, 시나리오의 완결성, 제작 가능성, 기획의 독창성 등

편의 지원작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거쳐 김정인 감독의 <온택트>가 지원작으로

을 기준으로 두 차례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최종 선정작에는

선정되었습니다. <온택트>는 현재 인류가 처한 어두운 현실인 코로나19가 지

500만 원의 제작비가 지원되고 완성작은 제38회 부산국제

배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창의적인 상상력으로 재현하는 작품입니다. 재기 넘

단편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치는 대사, 판타지로 가득 찬 세계 그리고 이야기 속 기묘한 인물 등 시나리오

원화: <사막의 정원사> 엄지

공식 포스터는 이렇듯 어려운 상황 속의 아이러니를 담았다. 그림 가운데
등장하는 정원사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몸집보다 훨씬 큰 선인장을 아무렇
지 않다는 듯 부단히 손질하고 있다. 영화제를 찾는 우리 모두의 마음도 그
렇길 바란다.
With the unprecedented epidemic prolonged,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have already become a routine. The official poster
reflects the irony of such a difficult situation. The gardener appearing in
the painting is constantly grooming a cactus much larger than its body
in the middle of the desert as if nothing were wrong. We hope that the

접수 기간

2020년 10월 20일 - 11월 10일

선정작 발표

2020년 12월 2일

의 완결성이 크게 돋보입니다. 현재의 ‘언택트’라는 어두운 시대성을 ‘온택트’라
는 희망찬 가능성으로 제시할 완성작을 기대합니다.
김영조 영화감독
이상훈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선임 프로그래머

heart of each one visiting the festival is the same.

제정주 ㈜아토 대표

38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s

Selection Criteria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decided to set

of the outbreak and spread of COVID-19. Films with the unique perspective of

Short Film Project

Trailer

제작: 제작사 눈

up the Short Film Project for the second time in order to
support talented filmmakers in the production of various

short films. The project targeted all Korean short films with

Contact: www.noonpd.com

no restrictions on genre or style; however, films needed to

마스터숏과 커버리지숏.

reviews conducted to evaluate how complete the scenario

원화 <사막의 정원사>에서 착안하여, 영화의 기본 요소인 숏과 숏의 연결,
프레임에 담기는 사운드를 배치한다. 사막의 모래와 바람소리, 정원사의
가위질과 물소리의 만남에 눈과 귀를 기울여 보자.

Master shot and coverage shot.

Based on the original painting Gardener in the Desert , it places a few

basic elements of a film, such as shots, shot connections, and sound
in the frames. Listen to the sounds of sand and wind in the desert, a

have a runtime of less than 30 minutes. There were two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for filmmakers to produce a film because

different filmmakers, however, must continue to be produced. In this respect,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would like to provide support. This

year’s project received more than 140 applications featuring a rich diversity
of creative and imaginative films with many displaying genre expanding and
cinematic features. After careful evaluation, Ontact , directed by Kim Junginn,
was selected. Ontact tells the story of an abnormal situation caused by the

was, how likely it was to make the film, and how unique a

grim reality of the current COVID-19 pandemic but it is told with a quirky

Korean won as a production fund and the finished film

of the scenario, is the witty dialogue, the fantastical world, and the odd

film plan it was. The selected filmmaker received 5 million
will be screened at the 38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Application Period

October 20 - November 10, 2020

Selection
Announcement

December 2, 2020

sense of humor. What makes the film excellent, along with the completeness
characters that feature. We look forward to the final work, that aims to
transpose the dark era of “Untact” into the more hopeful concept of “Ontact”.

Kim Youngjo Filmmaker

Lee Sanghoon Senior Programmer of BISFF
Je Jeongju Director of ATO Inc.

gardener’s shears, and water flowing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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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Awards
최우수작품상

Grand Prix

최우수작품상 (KAFA상)

Grand Prix (KAFA Award)

상금 1000만원과 트로피
국제경쟁 부문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

10,000,000 KRW and a trophy
Awarded to the most outstanding film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
한국경쟁 부문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

5,000,000 KRW and a trophy
Awarded to the most outstanding film in Korean Competition

우수작품상

Excellence Award

우수작품상

Excellence Award

상금 500만원과 트로피

5,000,000 KRW and a trophy

국제경쟁 부문 작품 중 우수한 작품에 수여

Awarded to an exceptional film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상금 300만원과 트로피
한국경쟁 부문 작품 중 우수한 작품에 수여

3,000,000 KRW and a trophy
Awarded to an exceptional film in Korean Competition

심사위원특별상

Jury Award

심사위원특별상

Jury Award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

2,000,000 KRW and a trophy

국제경쟁 부문 작품 중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지지를 받은 작품에 수여

Awarded to a film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that
received special acknowledgement from the jury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
한국경쟁 부문 작품 중 심사위원들의 특별한
지지를 받은 작품에 수여

1,000,000 KRW and a trophy
Awarded to a film in Korean Competition that received
special acknowledgement from the jury

관객상

Audience Award

관객상

Audience Award

부상 및 트로피

A prize and a trophy

국제경쟁 부문 작품 중 관객으로부터 최다 득표한
작품에 수여

Awarded to a film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chosen by
the festival audiences

부상 및 트로피
한국경쟁 부문 작품 중 관객으로부터 최다 득표한
작품에 수여

A prize and a trophy
Awarded to a film in Korean Competition chosen by the
festival audiences

연기상

Best Acting Award

부상 및 트로피
한국경쟁 부문 작품 중 가장 빼어난 연기를 선보인
배우에게 수여

A prize and a trophy
Awarded to an actor/actress in a film in Korean Competition whose acting was the most outstanding

넷팩상

NETPAC Award

부상 및 인증서

A prize and a certificate

경쟁 부문의 아시아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을
선정하여 아시아영화진흥기구에서 수여

Awarded by NETPAC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
Pacific Cinema) to the best Asian film in Competition
sections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부산광역시
중구 후원
Sponsored by
Jung-gu
Busan Metropolitan City

최우수작품상

Grand Prix

상금 100만원과 트로피
오퍼레이션 키노 작품 중 가장 뛰어난 작품에 수여

1,000,000 KRW and a trophy
Awarded to the most outstanding film in Operation Kino

우수작품상

Excellence Award

상금 50만원과 트로피
오퍼레이션 키노 작품 중 우수한 작품에 수여

500,000 KRW and a trophy
Awarded to an exceptional film in Operation Kino

아고라상

Agora Jury Award

부상 및 인증서

A prize and a certificate
Awarded to a film in Operation Kino chosen by the directors who attend the festival

오퍼레이션 키노 작품 중 영화제에 참석한 영화감독
으로부터 최다 득표한 작품에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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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넷팩상
NETPAC
Award

: 경쟁 부문 최우수작품상 수상작은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규정에 의해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영화상’과 ‘단편애니메이션상’의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As per the rules of the Academy of Motion Pictures Arts and Sciences pertaining to film festivals, the Oscar®-qualification concerns only the Live Action and Animation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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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Jury
국제경쟁 심사위원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한국경쟁 심사위원 Korean Competition Jury

지타 카발로아자는 프로듀서이자 감독이며 상파울루국제단편영화제 설립자이다. 1988년에서 1995년까지 상파울루 영

시모나 모니짜는 2012년부터 암스테르담 아이영화박물관의 실험영화 큐레이터를 역임하며 실험영화 아카이빙, 보존, 연

상음향박물관에서 영화 큐레이터로 재직하는 동안 새로운 브라질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담당했다. 이후 2009년에

구, 상영 업무를 맡고 있다. 보관이 까다로운 필름 소장품을 관리하고 여러 감독과 관계 맺으며 지원·육성하는 일에 열정

서 2011년까지 국영 TV 브라질의 단편영화 경쟁 프로그램인 텔라디지털비디오페스티벌의 제작과 연출을 맡았다. 1983

을 쏟고 있다. 1998년 미국 조지이스트만하우스의 셀즈닉필름보존학교를 졸업하고 영국영화협회 근무를 거쳐 2000년

년부터 슈퍼필름즈라는 제작사를 지휘하며 신진 브라질 감독들과 작업해왔으며 지금까지 20편 이상의 단편영화, 독립 장

아이영화박물관에서 영화 복원 및 수집 전문가로 업무를 시작했다.

편영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Simona Monizza is an experimental film curator at the EYE Filmmuseum in Amsterdam since 2012, where she is

Zita Carvalhosa is a producer, director and founder of the São Paulo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She was the film

지타 카발로아자
Zita Carvalhosa

curator at the Museum of Image and Sound of São Paulo (1988-1995) which has developed a program to promote
shorts and new Brazilian films. She produced and directed the Tela Digital Video Festival, a competitive event for

Brazilian shorts that integrates the Internet and television, for TV Brasil (2009-2011). Since 1983, she has directed the
production company Superfilmes, where, working with a new generation of Brazilian filmmakers, she has produced

responsible for the archiving, preservation, research and presentation of the experimental film collection. At the heart

시모나 모니짜

Simona Monizza

more than 20 shorts, independent features, documentaries.

공부하고 쇼타 루스타벨리 연극영화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10편을 연출하

(2005)으로 대종상 및 청룡영화상에서 신인감독상을 수상했고 도빌아시아영화제와 몬트리올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고, 다큐멘터리 3편과 단편영화 1편의 제작/공동제작에 참여했다. 다수의 리투아니아 영화 관련 행사와 해외 회고전을

이후 <좋지 아니한가>(2007), <슈퍼맨이었던 사나이>(2008), <대립군>(2017)의 연출 및 각색을 맡았다.

기획했으며 현재 큐레이터, 감독, 프로듀서, 영화제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다.
Arturas Jevdokimovas was born in 1966, in Vilnius, Lithuania. He studied TV Direction at Lithuanian Academy of Music

Radio School and completed a film editing course. A short film he directed, Memorial Photographing (1997), won the

Best Picture Award at the Seoul Short Film Festival. His first feature, Marathon (2005), won him the DAEJONG Film
Awards for Best New Director as well as the Blue Dragon Awards for Best New Director, and it was later invited to the

Deauville Asian Film Festival and the Montreal World Film Festival. Since then, he has written and directed films such as

Shim’s Family (2007), A Man Who Was Superman (2008), and Warriors of the Dawn (2017).

and Theatre and graduated in Film Direction at Shota Rustaveli Theater and Film Georgia State University. He directed

아르투라스 제브도키모바스
Arturas Jevdokimovas

10 documentaries, produced/co-produced 3 documentaries and 1 short film. He organized numerous Lithuanian film
events and retrospectives abroad. He currently works as a curator, film director, producer, and festivals organizer.

다우 다익스트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이자 비디오 아티스트로 아르테즈에서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을 전공했다. 영

유순희는 서울예술대학 극작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1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전주에서 오랜 시간 강의하였고, 시

화, 애니메이션, VFX를 결합하여 유머 넘치고 사회참여적인 작품을 만들어왔다. 33 1/3 콜렉티브의 공동 설립자로서 공

나리오를 비롯한 영화교육과 단편영화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리고 시네마테크 시네필 전주의 프로그래머 및 대표

연과 영상이 결합된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그는, 2014년 비디오 설치작업이자 단편영화인 <데몽타블>, 2015년 단편 다

를 역임하며 고전, 예술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했다. 또한 전북독립영화제 프로그래머 및 대표를 맡아 우수 독립영화 발

큐멘터리 <영화를 말하다>를 발표했다.

굴과 지원을 함께 했다. 현재는 2020년에 시작된 경남 합천수려한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부산에서 살게 되었다.
Yoo Sunhee studied film at the University of Paris 1 Pantheon-Sorbonne after graduating from the Seoul Institute of

a mixture of film, animation and VFX and can be described as humorous and socially engaged. As a co-founder of the
Douwe Dijkstra

specialist.

1966년, 리투아니아의 빌뉴스에서 태어난 아르투라스 제브도키모바스는 리투아니아 음악연극아카데미에서 TV 연출을

Douwe Dijkstra is a filmmaker and video artist from the Netherlands. He studied Illustration Design at ArtEZ. His work is

다우 다익스트라

Eastman House in 1998, she has worked at the BFI and then joined EYE in 2000 as a film restorer and then a collection

다. 그가 연출한 단편영화 <기념 촬영>(1997)은 서울단편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장편영화 데뷔작 <말아톤>

with a degree in the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Following that, he attended the Australian Film Television and

Chung Yoonchul

between the filmmakers and their estates. After graduating from the Selznick School of Film Preservation at the George

정윤철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와 용인대학교 대학원 영화학과를 졸업 후 호주 국립영화학교에서 편집과정을 이수했

Chung Yoonchul earned his master’s degree in Film from Yongin University after graduating from Hanyang University

정윤철

of her job lies the passion for taking care of this fragile and often neglected collection and for nurturing the relationship

33 1/3 collective, he intertwines theatre productions and video projections. In 2014, he created a video installation and
short film called Demontable , and in 2015 a documentary short film called Supporting Film.

유순희

Yoo Sunhee

the Arts with a degree in Playwriting. She spent a long time teaching in Jeonju, where she also began film education

and short filmmaking programs. She worked as a programmer and the director of Cinematheque Cinephile Jeonju,
where she regularly screened both classic and art films. She was also a programmer and the director of the Jeonbuk
Independent Film Festival, where she found and sponsored outstanding independent films. She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the Beautiful Hapcheon Independent Film Festival, which started in 2020, and has been residing in Busan sinc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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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Jury
넷팩 심사위원 NETPAC Jury

오퍼레이션 키노 심사위원 Operation Kino Jury

K. 하리하란은 인도 영화&텔레비전연구소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하였고 다양한 주제와 언어로 장편영화 8편과 300편이 넘는 단편다큐

현재 오지필름에서 활동 중인 박배일은 노동자와 여성,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다. 그

1983 모스크바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하여 수상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초빙교수로 인도영화 과

여러 차례 수상했다.

멘터리를 연출했다. 데뷔작 <가쉬람 코트왈>(1977)은 1978 베를린국제영화제에 상영되었고 세 번째 장편영화 <7번째 남자>(1982)는

가 연출한 <나비와 바다>(2011), <밀양 아리랑>(2014), <소성리>(2017), <사상>(2020) 등은 국내 다양한 영화제에서 소개되었고

목을 맡았으며 2005년 인도 첸나이에 LV 프라사드 영화텔레비젼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현재 델리 소재 아스호카대학교 영화방송

Currently working for Ozi Film, Park Baeil continues to make films with the hope that one day there will be no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discrimination against laborers, women, or disabled people. His films, Sea of Butterfly (2011), Miryang Arirang - Legend

Graduate of the Film & TV Institute of India in Film Direction, K. Hariharan has directed 8 features and over 300

K. 하리하란

K. Hariharan

documentaries cum short films in a variety of subjects and languages. His debut film Ghashiram Kotwal (1977) was
screened at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1978 and his third film The Seventh Man (1982) won the National

Award and was in the competition at the Moscow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1983. From 1995 to 2004, he was a
visiting lecturer at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eaching courses on Indian Cinema and in 2005 he founded the LV

of Miryang 2 (2014), Soseongri (2017), and Sasang: The Town on Sand (2020) have been shown in various Korean film
박배일
Park Baeil

festivals and have earned numerous awards.

Prasad Film and TV Academy in Chennai. He currently is a professor of Film Studies and Broadcast Television at the
Ashoka University in Delhi.

2011 서울독립영화제 대상 수상작 <밍크코트>(2011)의 촬영감독인 이선영은 장편 다큐멘터리 <미쓰 마마>(2012)와 <만신>

이동우는 첫 장편 다큐멘터리 <노후 대책 없다>(2016)로 서울독립영화제 대상과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감독상을 받았다. 두

마: 무녀굴>(2015), <무서운 이야기 3>(2016) 등 상업영화의 촬영을 맡아 촬영감독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그녀

있다.

(2013), 장편영화 <거짓말>(2013) 등 다수 독립영화의 촬영감독을 맡았다. 그 외 <무서운 이야기>(2012), <결혼전야>(2013), <퇴

번째 영화 <셀프-포트레이트 2020>(2020)는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메세나상 특별언급을 받은 뒤 국내외 다양한 곳에서 소개되고

가 촬영한 <보이스>(김곡, 김선 감독)는 개봉을 앞두고 있다.

Lee Dongwoo’s first feature-length documentary, No Money, No Future (2016), received the Grand Prize at the Seoul

Lee Sunyoung was the cinematographer for Jesus Hospital (2011), which won the Grand Prize at the Seoul Independent

Independent Film Festival as well as the New Director Award at the Busan Film Critics Association Awards. The

length documentaries Bittersweet Joke (2012) and Manshin : Ten Thousand Spirits (2013), as well as the feature film The

2020 (2020), was awarded with a Special Mention at the BIFF Mecenat Awards.

Film Festival in 2011. Since then, she has worked as a cinematographer on numerous indie films, including the feature-

이선영

Lee Sunyoung

Liar (2013). Besides that, she has worked as a cinematographer for a variety of commercial films, such as Horror Stories

(2012), Marriage Blue (2013), The Chosen : Forbidden Cave (2015), and Horror Stories III (2016). Recently, she worked on
a film titled Voice directed by Kim Gok and Kim Sun, which will be released soon.

director’s films have been seen at various events both at home and abroad since his second documentary, Self-Portrait

이동우

Lee Dongwoo

이다 아니타 델 문도는 감독, 작가, 음악가이다.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한 영화 <카나 더 드림위버>(2014)는 2014 시네말라야
독립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어 프로덕션 디자인상과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2016년 시나리오, 연출, 제작을 맡은 단편 다큐
멘터리 <오케스트라 인 서치 오브 홈>은 시네필리피노영화제에 초청되었다. 현재 라살대학교에서 문학예술비평, 라살베닐대학교
에서 뉴미디어 글쓰기, 시나리오 작법을 강의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필리핀 스타위크 매거진에 기고하고 있다.

Ida Anita Del Mundo is a filmmaker, writer, and musician. She wrote and directed the independent film K’na, the

Dreamweaver , which premiered at the 2014 Cinemalaya Independent Film Festival where it received two awards

이다 아니타 델 문도

Ida Anita Del M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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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Production Design and Special Jury Prize. In 2016, Ida wrote, directed, and produced the short documentary, An

Orchestra in Search of a Home , which was part of the CineFilipino Film Festival. She currently teaches Literature and Art

Appreciation at De La Salle University and Writing for New Media and Scriptwriting at De La Salle-College of St. Benilde.
She also writes for The Philippine Star’s Starweek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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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위원

관객상

Selection Committee

국제경쟁과 한국경쟁 중 관객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각 한 편의 작품이 관객상으로 선정됩니다. 관객상 투표는 관람하신 영화 중 한 편의 영화

경쟁 부문 1차 선정위원 Pre-selection
강병화 Kang Byunghwa

김영조 Kim Youngjo

에 투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경쟁 1’을 관람하신 경우, ‘국제경쟁 1’로 묶인 영화 중 단 한 편의 영화에, ‘국제경쟁 2’를 관람하신 경우 ‘국제경쟁 2’

김재한 Kim Jaehan

시나리오 작가 Screenwriter

영화감독 Filmmaker

영화감독 Filmmaker

김지곤 Kim Jigon

김필남 Kim Feelnam

노철환 Roh Chulhwan

영화감독 Filmmaker

영화평론가 Film Critic

마티유 얀센 Mathieu Janssen

모지은 Mo Jieun

고쇼츠 프로그래머

Head of Competitions at Go Short

영화감독 Filmmaker

장희철 Jang Heechul

윤재호 Jéro Yun

영화감독 Filmmaker

정성욱 Jung Seongwook

㈜아토 대표 Director of ATO Inc.

킬리안 리렌펠드 Kilian Lilienfeld

발리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램 디렉터

영화감독 Filmmaker

촬영감독 Cinematographer

빈터투어국제단편영화제 선정위원

Selection Committee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Internationale Kurzfilmtage Winterthur

제정주 Je Jeongju

프란시스카 프리하디 Fransiska Prihadi
Program Director of Minikino Film Week:
Bali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Audience Award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
Professor at Inha University,

로 묶인 영화 중 단 한 편의 영화에 각각 투표 가능합니다.
The film that receives the most audience votes from each of the International and Korean Competitions will be awarded with the Audience Award. You

can vote for any one of the films you have watched throughout the festival. For example, if you watched “International Competition 1”, you can only
vote for one of the films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1” program, and if you watched “International Competition 2”, you can only vote for one of
the films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2” program.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Studies

바네사-타티아나 벨리 Vanessa-Tatjana Beerli

씨네 따피 루즈 대표 Director of Ciné Tapis Rouge

투표 방법 How to vote
❶

❷

전병원 Jeon Byoungwon

동의대학교 영화·트랜스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
Research Professor at Dong-Eui University,
Cinema & Transmedia Institute

진영민 Jin Youngmin

씨네아트 리좀 프로그래머

Programmer of Cineart Rhizome

➜
영화 관람 후 한 편의 영화를 정해, 투

투표한 용지는 퇴장 시 출구에 비치된

(국제경쟁, 한국경쟁에 한함)

표용지의 절취선을 따라 찢어서 투표

투표함에 넣습니다.

Take a ballot when entering the
Competitions only)

경쟁 부문 2차 선정위원 Final Selection
이상훈 Lee Sanghoon

Senior Programmer of BISFF

심세부 Sébastien Simon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Programmer of BISFF

➜

상영관 입장 시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theater. (International & Korean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선임 프로그래머

❸

합니다.

After watching the films, pick one

film and tear off the stub with its

Put the ballot in the ballot box
located by the exit when you leave.

name along the dotted line on the
ballot.

김경연 Yeona Kim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Programmer of BISFF

유의사항
- 투표용지 당 한 편의 작품만 투표 가능하며, 중복 투표 시 무효 처리 됩니다.
- 공정한 투표를 위해 투표용지는 각 상영 당 1인에게 1장만 제공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시 투표용지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Notice

- You can only vote for one film per ballot, if you vote for more than one, the votes will be void.

- In the spirit of fairness, only one ballot will be provided per person. Please take care not to lose it.
(An additional ballot will not be provided if you lose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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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소개
BISFF INTRODUCTION

프로그램 소개

BISFF Introduction

1895년에 태어난 영화 예술은 현재 가장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물론 영화뿐 아니라 전 세계가 미증유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
늘의 현실입니다. 마치 SF 영화 속 디스토피아의 세계처럼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지
난 한 해 우리는 현실 부정과 일상 복원의 간절한 염원을 안고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가 도래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호
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엄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느끼는 오늘입니다. 생명 보존과 유지가 최우선되는 삶의 변화로

undergoing unprecedented changes. As in a science fiction film, the COVID-19 pandemic has vividly recreated a dystopian world for
us. Last year, we struggled, tried not to accept reality, and wished for normalcy to be restored. Even though the new year has arrived,

things do not seem to have improved. We must embrace and live with this harsh reality. Our society has shifted to prioritize saving and
preserving people’s lives. This means that intangible values, such as art and culture, are taken relatively lightly and placed far down the
list of individual, societal, and national priorities.

인해 무형의 가치인 예술과 문화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받아 국가, 사회, 개인의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중과 가장 밀접한 예술인 영화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화와 관객의 만남의 장이자 축제인 영화제가 이런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접촉과 감염에 대한 공포는 영화 예술을 개인이 혼자 보는 내밀한 콘텐츠로 변화시키고, 영화 상영의 공간은 극
장이라는 공적 장소에서 가정과 개인의 내밀한 곳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영화와 영화제의 위기를 알리는 외침이 세계의 영화인으로부터 새
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도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된 4월이 아닌 8월로 개최 시기를 변경했고, 비대면 온라인 상영으
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코로나19와 영화 그리고 영화제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예외 상태’를 주제로 정하고 초유의 상황에 직
면한 영화 예술의 ‘변화’와 ‘대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외 상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삶의 변화를 가장 직관적이며 동시대적으로 받아안
을 수 있는 단편영화만의 장점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더불어 ‘예외 상태’가 초래한 영화 만들기의 변화도 함께 확인할 수 있
을 것입니다.

Cinema is experiencing major changes, since it is the art form that has the closest relationship with the public. Film festivals, in particular,

which is how audiences interact with films, have been hit the hardest by the transition. The fear of mingling with strangers and being
infected by them has resulted in films being watched primarily in private. It has also shifted the screening location from a public venue,

like a theater, to a private one, such as one’s home. Some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film community have spoken out about the crisis
that films and film festivals are currently facing. Last year,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BISFF) had to be postponed from April
to August and switch from offline to online screening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refore, BISFF has chosen the theme “A State of Exception” for this year’s festival, considering the current issues with COVID-19

in relation to films and after agonizing over which direction the festival should be directed. The theme will help show us how the

unprecedented situation has affected cinema, as well as how cinema has responded to it. We believe the theme “A State of Exception”

should highlight the strengths of short films, which can directly and contemporaneously embrace our new reality as they change as a
result of the COVID-19. We’ll also be able to see how filmmaking has changed as a result of the exceptional circumstances with more
immediacy.

올해 새로운 변화는 한국 단편영화 섹션의 신설입니다. 작년 ‘부산 IN’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 시민들과 만남을 시작했다면, 올해 ‘코리아 쇼츠’
의 신설은 향후 부산국제단편영화제가 한국 단편영화를 보다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프로그램 방향성 구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욘드 쇼츠’ 섹션은 새롭게 ‘3D 쇼츠’를 추가 신설하여 새로운 창작 형식으로 제작된 영화를 소개하는 기능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주
빈국’, ‘아시아 쇼츠’ 등 기존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This year, a new section dedicated to Korean short films will be launched. Last year, the festival pioneered the “Busan IN” program

to support films made by residents of Busan and now the new “Korean Shorts” section in this year’s BISFF will serve as the festival’s

foundation for showcasing Korean short films in the future. The “3D Shorts” program has also been added to the “Beyond Shorts”
section, which will feature films made in new formats. Furthermore, BISFF intends to enhance the quality of current sections including the
“Guest Country” section and the “Hub of Asia” section.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절이지만 영화 특히 단편영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관객 여러분을 극장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부산
국제단편영화제에서 단편영화의 고유한 매력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임 프로그래머
이상훈

36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The art form of film, which originated in 1895, is currently at a crossroads. Of course, not just the film industry, but the entire world is

Everyone is suffering as a result of COVID-19, but we hope to see film fans in the theaters, particularly those who love and support short
films. We sincerely wish for you to discover the unique charm that short films possess at BISFF.

Senior Programmer
Lee 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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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 폐막작
Opening & Closing Films

개막작 & 폐막작

Opening & Closing Films
Opening Films

목할 만한 아시아 영화 그리고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단편영화 제작지원작

will feature three films: one from the Netherlands, the festival’s guest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개막작은 올해 주빈국인 네덜란드 영화, 주
인 한국 영화로 총 세 편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작품들은 모두 각각의 시
선과 방식으로 올해 우리 영화제의 주제인 ‘예외 상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주빈국’ 네덜란드의 영화 <로스트 온 어라이벌>입니다.
영화는 노년의 한 남자가 은퇴 이후 예정된 유유자적한 삶을 보내기 위해

카리브해의 작은 섬으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치 못했
던 치매로 인해 점점 기억을 잃어갑니다. 은퇴 후 편안한 삶이라는 오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상황에 처합니다. 영화는 극도로 미니멀한 방식을
통해 예외 상태가 초래한 삶과 기억의 소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아시아 쇼츠’ 섹션의 ‘침묵의 목소리’ 프로그램에 포함된
<오페라>입니다. 세계 건설의 예를 보여주는 이 놀라운 단편 애니메이션

은, 소수의 정치체제(과두제)를 질서와 혼돈으로 끝없이 순환되며 다층적
이고 상호 연결된 피라미드 기계로 표현됩니다. 서로 다른 부분 또는 인물

을 바라보게하는 영화의 구성은 관객들에게 무한한 해석의 여지를 남깁
니다.

개막작 Opening Films

개막작

⓯ 21일(수) 19:00 중극장 | 21(Wed) 19:00 Cinema I ⓬ 23일(금) 16:00 시네마테크 | 23(Fri) 16:00 Cinematheque
⓬ 26일(월) 10:30 시네마테크 | 26(Mon) 10:30 Cinematheque

The opening night for the 38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country this year, one notable Asian film, and one Korean film. All of

these films represent this year’s festival theme “A State of Exception”
with their respective gaze and direction.

The first film, Lost On Arrival , is from the Netherlands. The plot follows

an old man who decides to move to a small Caribbean island for his
retirement. However, due to the onset of dementia, the man gradually

loses his memory. His plan for a comfortable life after retirement could

be jeopardized. This minimalistic film portrays life when the loss of
memory is triggered by an exceptional circumstance.

The second film is Opera directed by Erick Oh, which is featured in
the “Silent Voices” program of the “Hub of Asia” section. In a very

literal example of world-building, this jaw-dropping animated short
film presents an oligarchic society as a multi-layered, interconnected,

pyramidal machine which runs on a never-ending cycle of order and

chaos. Because of the way that film is constructed, not two audience

members will actually be watching the same details nor characters -

로스트 온 어라이벌

The third film, Ontact , was selected for the BISFF Short Film Project

allowing for potentially infinite viewings and interpretations.

Lost on Arrival

The Netherlands │ 2020 │ Experimental │ 8' │ DCP │ Color

마지막 작품은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된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단편영화 제

and is the second film to emerge from that project. The story revolves

Producer PolakVanBekkum Cinematographer PolakVanBekkum Cast Jan van Bekkum, Ivar van Bekkum

해 언어를 상실한 한 남자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as a result of a state of exception caused by COVID-19. The film asks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작지원작 <온택트>입니다. 이 영화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예외 상태로 인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소통의 기본 도구인 ‘말’이 사라진 전염병의 사회 속
에서 미약한 개인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리고 마침내 영화는 삶의 위기가 초래한 언어의 상실을 통해 역설적으로
언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일시 2021년 4월 21일(수) 19:00
장소 영화의전당 중극장

around a man who is in crisis because he has lost his ability to speak
the question of how a vulnerable individual will survive in a world

contaminated with an infectious virus and in which our language, the
most important medium for people to communicate, has vanished.

In a paradoxical way, the film reminds us of the value of language by
illustrating how its loss can have catastrophic results.

Date & Time April 21(Wed) 19:00

Venue Cinema I, Busan Cinema Center

폐막작

Closing Films

편으로, 폐막식에서 시상 후 상영됩니다.

the film that wins the Grand Prix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폐막작은 국제경쟁, 한국경쟁, 오퍼레이션 키노 부문의 최우수작품상 수상작 3

At the closing ceremony, three films will be screened. These will include
one from the Korean Competition, and one from the Operation Kino
program.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18:30
장소 영화의전당 중극장

40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Date & Time April 26(Mon) 18:30

Venue Cinema I, Busan Cinema Center

한 남자가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기 위해 카리브해의 작은 섬으로 온다. 하지만 도착 직후부터 그는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점점 기억과 자신을 잃어간다. 이 영화는 극도로
미니멀한 방식으로 삶과 기억의 소멸을 보여준다. (이상훈)
A man chooses to live his post-retirement years on a remote Caribbean island. However, he starts to show symptoms of dementia shortly after his arrival,
gradually losing his memory and self-confidence. This work portrays the disappearance of life and memory in an extremely minimalist way. (Lee Sanghoon)

폴라크반베쿰
PolakVanBekkum

폴라크반베쿰(에스터 폴라크, 이발 반 베쿰)의 작품은 움직임과 풍경에 대한 것이다. <로스트 온 어라이벌>은 그들의
작품세계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두 아티스트는 오디오 레코딩과 지도상 경로를 동기화하는 촬
영 방식을 개발하여 움직임에 기반한 다큐멘터리를 구현해왔다. 투사된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과 영화가 결합된 작품
을 선보인다. 그들의 주요 작품 <분류의 충돌>(2017), <가다 이동하다 되다>(2018), <주행>(2019)은 전 세계에 소개
되었다.

EYE EXPERIMENTAL
experimental@eyefilm.nl

PolakVanBekkum’s (Esther Polak and Ivar van Bekkum) work is about movement and landscape. Lost on Arrival

is a new step in their line of work. Over the years, they developed a cinematographic method for synchronizing

audio recordings with mapped routes, thus realizing documentaries based on movement. This allowed them to
create films that proceed within projected satellite images from Google Earth. Their earlier films, A Collision of

Sorts (2017), Go Move Be (2018), and The Ride (2019) were shown interna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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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1일(수) 19:00 중극장 | 21(Wed) 19:00 Cinema I

22일(목) 19:00 시네마테크 | 22(Thu) 19:00 Cinematheque

25일(일) 10:00 소극장 | 25(Sun) 10:00 Cinema II

⓯	21일(수) 19:00 중극장 | 21(Wed) 19:00 Cinema I ⓬ 22일(목) 18:30 중극장 | 22(Thu) 18:30 Cinema I
⓬	24일(토) 16: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4(Sat) 16:00 BNK BUSAN BANK Art Cinema ⓬ 25일(일) 18:30 중극장 | 25(Sun) 18:30 Cinema I

GV

개막작 Opening Films

오페라

온택트

Opera

Korea │ 2020 │ Animation │ 8' 55" │ DCP │ Color

Ontact

Korea │ 2021 │ Fiction │ 30' │ DCP │ Color

Producer BEASTS AND NATIVES ALIKE

Producer 이효진 Lee Hyojin Cinematographer 나태웅 Na Taewoong Cast 임지호 Lim Jiho, 이재우 Lee Jaewoo, 최은 Choi Eu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문자 그대로 세계 건설의 예를 보여주는 이 놀라운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과두제는 질서와 혼돈으로 끝없는 순환을 거듭하는 다층적이고 상호 연결된 피라미드 기계로 표

이 작품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예외 상태로 인해 언어를 상실한 한 남자의 위기를 다루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서

현된다. 영화의 구성이 관객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부분 또는 인물을 바라보게 한다. 무한한 감상과 해석이 잠재된 작품이다. (심세부)

의 ‘말’이 사라진 전염병의 사회 속에서 미약한 개인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는 삶의 위기가 초래한 언어의 상실을 통해 역설

In a very literal example of world-building, this jaw-dropping animated short film presents an oligarchic society as a multi-layered, interconnected, pyramidal

적으로 언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상훈)

watching the same details nor characters - allowing for potentially infinite viewings and interpretations. (Sébastien Simon)

the question of how a vulnerable individual will survive in a world contaminated with an infectious virus and in which our language, the most important

machine which runs on a never-ending cycle of order and chaos. Because of the way that film is constructed, not two audience members will actually be

The story revolves around a man who is in crisis because he has lost his ability to speak as a result of a state of exception caused by COVID-19. The film asks
medium for people to communicate, has vanished. In a paradoxical way, the film reminds us of the value of language by illustrating how its loss can have
catastrophic results. (Lee Sanghoon)

에릭 오
Erick Oh

에릭 오는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애니메이션 감독이다. 서울대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UCLA 영화 석
사 학위 수료 후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일했다. 이후 톤코하우스에서 <댐 키퍼 피
그 이야기>(2018)의 감독으로 참여하여 2018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TV 시리즈 부문 크리

김정인
Kim Junginn

스탈상을 수상했다. 그는 현재 애니메이션, VR/AR, 현대 미술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BEASTS AND NATIVES ALIKE
info@beastsnatives.com

Erick Oh is a Korean filmmaker and artist based in California, USA. With his background in fine art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and film at UCLA, USA, Erick became an animator at Pixar Animation Studios from
2010 to 2016. Then Erick joined Tonko House with his fellow former Pixar artists and directed PIG: The Dam

Keeper Poems (2018) which won the Crystal Award at 2018 Annecy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1994년 부산에서 출생한 김정인은 한국영상대학교 영화과를 졸업 후 부산 영상작가 전문교육원을 수료했다. 단편
영화 <찻잔>(2015)을 연출했고 이후 2017년에 만든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제작지원작인 <누가 내 우유를 훔쳤
을까?>는 2018 신필름예술영화제, 2019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Born in Busan in 1994, Kim Junginn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of Media Arts with a degree in film. Her first

김정인 Kim Junginn
wjddls4542@naver.com

short film was titled Teacup (2015). Since then, she received funding from the Korean Film Council to produce

Who Stole My Milk? (2017), which was screened at the 2018 Shinfilm Art Film Festival and the 2019 Seoul Guro
International Kids Film Festival.

He is currently working on a variety of projects with his partners in film/animation, VR/AR industry and also
contemporary art scene in US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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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COMPETITION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경쟁

Competition

경쟁 부문 선정의 변

Selection Criteria for Competition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경쟁 부문 진출작 선정을 위해서 총 20명(해외 5명, 국내 15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은 국제경쟁 부문에 출품

Twenty jurors (15 from Korea and 5 from abroad) were chosen to select the shortlist for the competition of the 38th Busan International

된 109개국 2,408편과 한국경쟁 부문에 출품된 596편을 대상으로 두 달여 동안 두 차례에 걸친 엄정한 선정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제

Short Film Festival. A total of 2,408 films from 109 different countries were submitted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category, and 596

were submitted for the Korean Competition category. These films were carefully watched by the selection committee during the course
of two selection processes over a period of two months. As a result, 39 films from 26 countries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20

경쟁 26개국 39편, 한국경쟁 20편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국제경쟁 부문 출품작은 극영화는 물론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등 장르별로 다양하고 고른 분포를 보였습니다. 최종 선
정된 작품의 균형 잡힌 장르별 분포는 현재 세계 단편영화의 장르적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선정 과정에서 선정위원들은 개별 영화에서 세계
와 사회 속 복잡 미묘한 인간의 문제를 바라보고 질문하는 창작자의 내밀한 시선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국제경쟁 부문 출품작의 특징
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야기한 서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전염병이 초래한 예외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상황에 대처하
는 개인의 자세를 재현합니다. 또는 관련 사실을 간접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고립에 대한 주제와 모티프가 올해 출

films from Korea for the Korean Competition have been short-listed.

This year, the selection committee has seen films submitted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category from a wide range of genres,
including fiction, documentary, experimental and animation. The well-balanced shortlist showed the rich diversity of films in the

international short film industry. During the selection process, the members of the selection committee were able to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each filmmaker, who witnessed and questioned the complicated and subtle problems that people across all societies are
grappling with. Many of the films in the category dealt with issues related to the COVID-19 pandemic, which would be a characteristic

of this year’s competition. During the pandemic, some of these films have attempted to directly explain unusual situations caused

품작들의 서사를 주도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경쟁 부문에서는 코로나19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작품의 수가 적었습니다.

by the pandemic, or to reproduce how individuals have dealt with such situations. Other films have opted to indirectly interpret the

한국경쟁 부문 출품작은 과거와 동일하게 폭력, 가부장제, 경제적 불평등 등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첨예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노

selection committee saw fewer numbers of films in the Korean Competition category dealing directly and indirectly with the COVID-19

인, 어린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가 물질 만능의 한국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육체적, 심리적 어려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과 사회
에서 나아가 국가 내 많은 문제의 원초적 근원으로, 역설적이게도 사랑의 상징인 가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어린이나 여성의
상호 연대에 주목하는 영화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작품의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적 측면을 제외하면 한국경쟁
부문은 장르적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냅니다. 극영화 중심의 장르적 획일성, 이야기 혹은 정보 전달 중심의 연출 방식 등 여

issue. Overall, the main theme and motif of this year’s International Competition category was human isolation. On the other hand, the
pandemic.

Most of the entries in the Korean Competition category covered realistic social issues, such as violence, patriarchy and economic

inequality, which were similarly present in the past. In particular, several submissions this year dealt with various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llenges that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women, the elderly and children, had to face in Korea’s materialistic

society. The films pointed the finger at the family as the root of individual and social problems, which is ironic as the family is typically

a symbol of love. There were a few films based on the mutual solidarity between women or children, which is certainly a positive
aspect of Korean films. However, with the exception of the aforementioned themes, the entries submitted in the category of the

전히 반복되는 제작 방식으로 적극적인 실험정신의 작품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세계적 이변의 상황에서 창작된 작품을 바라보면서 단편영화야말로 오늘의 모습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잘 반영할 수
있는 영화 예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별 혹은 소수 창작자 집단 중심의 제작 방식은 현실의 직접적 그리고 동시적 반영이라는 단편영
화의 장점을 다시금 확인하게 합니다. 영화가 예술이 아니라 오락과 흥행의 산물로 여겨지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단편영화는 상업 장편
영화처럼 말끔하게 정돈되지 않았지만 더욱 과감하게 날 것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중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것만
이 마치 영화의 유일한 책무처럼 여겨지는 오늘, 단편영화의 확산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번 선정 과정은 현실의 어려움과 미
래의 가능성을 본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출품 해주신 모든 창작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orean Competition revealed that the lack of gender diversity was a constraint. It is regretful that most of these films do not display any

experimental mindset, but rather choose to recycle the genre tropes of drama and maintain a style of production that simply focuses on
delivering a story or information.

While watching films produced during the COVID-19 global pandemic, members of the selection committee were reminded that short
films are the fastest, most accurate and well-respected of the cinematic arts that are able to represent the issues of today. Short films are

usually produced either by an individual or by a small group of creators, which gives them the benefit of directly and contemporaneously
representing the world. In recent times, films have been seen as entertainment, not as art. It may be the case that short films are not as
highly regarded as commercial films, but they are able to tell bolder and more original stories with more diversity and representation.

These days, the only purpose of film seems to be to please the public; it is therefore important to push the boundaries of short films.
This selection process was meaningful due to the fact that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saw both the challenges of reality and the
possibilities of the future. We would like to express our heartfelt appreciation to all the applicants who were able to submit their work
despite the current challenges and difficulties we are all living with.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선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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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1

⓬ 21일(수) 13:00 시네마테크 | 21(Wed) 13:00 Cinematheque
24일(토) 12:30 소극장 | 24(Sat) 12:30 Cinema I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겁이 나면 이 버튼을 눌러

Push This Button If You Begin to Panic

UK │ 2020 │ Animation │ 13' │ DCP │ Color

삶의 끝에서 나눈 대화

Conversations at the End of Life

Switzerland │ 2020 │ Documentary, Experimental │ 17' 39" │ DCP │ Color

Producer Samantha Monk Cinematographer Gabriel Böhmer

Producer Filippo Bonacci Cinematographer Fabienne Koch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바르톨로뮤 휘스퍼는 오늘 의사를 만나고 왔다. 그가 만난 직원들은 실험 수술에 관심이 많아 보였고 MRI 기계들은 외로이 놓여 있었다. 점점 커지는 그의 머릿속 구멍은

우리는 나이가 드는 것을 어떻게 견디는가? 무언가를 더 이상 할 수 없어도 계속 살아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세 노파가 내 궁금증에 대답한다. 미망인

무척 아름다웠다.

은 모든 것에 질문을 던지고 전직 무용수는 더 이상 춤추지 못할 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수녀는 보이는 것의 이면을 소개한다. 이 영화는 삶의 불가피한 유한성에 대

Bartholomew Whisper went to the doctor today. At the hospital, he met administrators keen on experimental surgery and lonely MRI machines. At least the
growing hole in his head was becoming quite beautiful.

처하기 위한 개인적 탐구이다.
How does one stand growing old? What sense does it make to keep living, when you can’t do anything anymore? Three old women answer my burning
questions. A widow questions everything, a former dancer shows me what to do when you can’t dance anymore, and a nun explains to me what lies beyond.
A personal quest to find out how to deal with the inevitable finiteness of life.

가브리엘 뵈머
Gabriel Böhmer

파비엔느 코흐
Fabienne Koch

SQUARE EYES
info@squareeyesfilm.com

Fabienne Koch
fabienne.koch@bluew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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⓬ 21일(수) 13:00 시네마테크 | 21(Wed) 13:00 Cinematheque
24일(토) 12:30 소극장 | 24(Sat) 12:30 Cinema I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도시의 스핑크스

Urban Sphinx

Spain │ 2020 │ Animation │ 4' 53" │ DCP │ Color

토야마로의 귀향

Return to Toyama

France │ 2020 │ Fiction │ 23' 34" │ DCP │ Color

Producer Enrique Millán Almenar Cinematographer Silvia Carpizo de Diego

Producer Damien Manivel, Martin Bertier Cinematographer Benoît Pain Cast Jumpei Tanaka, Hisakazu Hirai, Mayuko Hirai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스페인 발렌시아의 여러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거리 예술을 창의적으로 정리한 애니메이션이다. 수명이 짧은 시한부 예술 작품들이 필름 프레

타쿠미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떠나 프랑스로 간다. 오랜 부재 끝에 일본 북부 해안의 쇠락해 가는 작은 항구도시이자 고향인 토야마로 돌아온다.

임처럼 연결된다. 모든 얼굴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우리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그럼에도 세상은 계속된다고 말하는 듯하다.

Takumi left Japan for France despite his father’s disapproval. After a long absence, he returns to Toyama, his hometown, a small and declining port on the

Urban Sphinx is an animated short film made between 2018 and 2019 that creatively documents the presence of street art at various neighbourhoods of
Valencia, Spain. In Urban Sphinx these pieces of ephemeral art are connected like the frames of a film. All these faces look at us with widely opened eyes, as if

northern coast of Japan.

they tell us that we exist, but maybe we don’t exist - yet the world would go on.

마리아 로렌조 에르난데스
María Lorenzo Hernández

아츠시 히라이
Atsushi Hirai

CURTS COMUNITAT VALENCIANA
curts_ivac@gva.es

MANIFEST
anais@manifest.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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⓬ 21일(수) 13:00 시네마테크 | 21(Wed) 13:00 Cinematheque

2

털짐승

우리의 심장은 전쟁처럼 뛴다

24일(토) 12:30 소극장 | 24(Sat) 12:30 Cinema II

⓯ 21일(수) 16:00 시네마테크 | 21(Wed) 16:00 Cinematheque
24일(토) 10:00 중극장 | 24(Sat) 10:00 Cinema 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Pilar

The Netherlands, Belgium │ 2020 │ Animation │ 9' 22" │ DCP │ Color

Our Hearts Beat Like War

Israel │ 2020 │ Fiction │ 15' 22" │ DCP │ Color

Producer Arnoud Rijken, Michiel Snijders

Producer Elinor Nechemya, Omer Harel Cinematographer Daniel Miller Cast Nuri Keidan, Laliv Sivan, Mikal Gebremeskel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위험한 침입자는 필라르에게 그녀가 살고 있는 종말 이후의 마을에서 야생 동물을 발견할 기회와 마을을 탈출할 수단을 제공한다.

눈은 판타지 소설을 향한 채 귀로는 에리트레아 난민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홉 살 시나이는 엄마의 일터에서 잠이 들고, 그의 생각은 정처 없이 떠돈다.

A dangerous intruder gives Pilar the chance to discover the wild animal within and the means to escape the post-apocalyptic village she lives in.

With his eyes in a fantasy book and his ears listening to the horrific testimony of an Eritrean refugee, 9-year-old Sinai falls asleep at his mother’s workplace,

54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and his mind drifts away.

J.J. 에핑, 디아나 반 하우턴, 잉비 볼레이
J.J. Epping, Diana van Houten, Yngwie Boley

엘리노어 네치미야
Elinor Nechemya

SQUARE EYES
info@squareeyesfilm.com

Elinor Nechemya
elinorhi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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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1일(수) 16:00 시네마테크 | 21(Wed) 16:00 Cinematheque
24일(토) 10:00 중극장 | 24(Sat) 10:00 Cinema 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케어풀

Jo Goes Hunting - Careful

France, The Netherlands │ 2020 │ Animation │ 3' 58" │ DCP │ Color

그곳

There

Taiwan │ 2020 │ Fiction │ 28' 19" │ DCP │ Color

Producer Dennis Platvoet, Emmanuel-Alain Raynal, Pierre Baussaron

Producer Chien Han Lai Cinematographer Chen Wen Chen Cast Shally Chen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마법 같은 행성의 국경 없는 지도 위에서 작은 생명체들은 집단이 함께 생명을 유지하도록 자연에서 무언가를 채취하고 엮고 낚시하고 채집한다. 그러나 각 개인이 외양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인도네시아 출신의 간병인 살리는 할머니와 아저씨를 도와 장례식을 준비한다. 살리는 집에 오지 않는 자식들을 대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가꾸기 위해 자신의 물건을 남용하기 시작하면서 행성의 균형은 카오스로 변한다.

Grandfather had passed away. The Indonesian caregiver, Shally helped to organize the funeral with grandma and uncle. Yet, none of the children came home.

On the borderless landscape of a magical planet, little beings pick, brush, weave, fish and collect elements from their natural environment to sustain their
community. This essential balance turns to chaos once they misuse these elements to prioritize their individual appearance.

Shally is forced to help on behalf of one of the family members.

앨리스 세이
Alice Saey

위펀우
Yu Fen Wu

MIYU DISTRIBUTION
festival@miyu.fr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ptsfestiv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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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1일(수) 16:00 시네마테크 | 21(Wed) 16:00 Cinematheque
24일(토) 10:00 중극장 | 24(Sat) 10:00 Cinema 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움직이는 보행자들

Human Walkers in Motion

Belgium │ 2020 │ Animation, Experimental │ 10' 53" │ DCP │ Color

부엉이

The Owl

Sweden │ 2020 │ Fiction │ 8' │ DCP │ Color

Producer Anton Henne Cinematographer Ethann Néon

Producer Sergej Israel Cinematographer Albin Sjödin Cast Lisette Pagler, Samuel Fröler, Richard Forsgren, Dan Andersson, Henrik Johansson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보행은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사회적 공간을 지배한다. 나란히 걷거나 마주 보는 행위에는 교류의 의미가 담겨 있다. 모든 사람이 가진 고유의 속도를 결합

한 교사의 별명에 담긴 의미가 알려지면서 교무실의 분위기가 달라진다. 균형을 상실한 집단은 안정을 되찾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이 영화는 좋은 분위기를 유지

하면 숨어 있던 조화가 생긴다. 에드워드 머이브리지의 사진 작품을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보행자 50명의 걸음이 만드는 활기찬 리듬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하려고 애쓰는 인간들의 어두운 내면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격동의 여정을 담고 있다.

The walk informs our existence and governs our social space. Side by side or face to face, it implies an exchange. When combining everyone’s specific pace, a

The mood in a teacher’s lounge changes when the reason behind one teacher’s nickname is brought to light. A group has lost its balance and will do anything

hidden harmony arises. Reconnecting with Eadweard Muybridge’s work, this film projects us into the frenetic rhythm of the steps of fifty walkers.

to regain stability. The Owl is a slow cataclysmic journey into the dark core of humans trying to have a good time together.

에단 네옹
Ethann Néon

사이몬 폰텐, 요아킴 버만
Simon Pontén, Joakim Behrman

PLAY ON PAUSE
contact@playonpause.be

Simon Pontén
simon@artofficialagenc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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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⓯ 23일(금) 19:00 시네마테크 | 23(Fri) 19:00 Cinematheque
25일(일) 10:00 중극장 | 25(Sun) 10:00 Cinema 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특별 시사회

Private View

USA │ 2020 │ Experimental, Fiction │ 10' │ DCP │ Color

E14

E14

UK │ 2020 │ Documentary │ 19' 11" │ DCP │ Color

Producer Doug Barden, Zane Kalnina Cinematographer Roman Koval
Cast Olivia Hamilton, Albert Hammond Jr., Karina Fontes, Shane Coffey, Ana Coto

Producer Sanam Jehanfard Cinematographer Peiman Zekavat Cast Rupert Stutchbury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프라이빗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원 테이크와 줌으로 포착된 관음증적 작품의 대상이 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독은 영국 최대의 고밀도, 과개발 거주지에서 2주간의 첫 락다운 시기에 창문을 통해 바깥 상황을 포착하고 빈 아파트가 늘어나는 현상을 보며 인

Captured in an unbroken take and one single zoom. A group of friends attending a private party unwittingly become part of a voyeuristic artwork.

간의 행동을 연구한다.
A study in human behaviour in the densest and most overdeveloped residential area in the UK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s a filmmaker captures the
events outside his window through the first two weeks of the lockdown and discovers the phenomenon of empty apartments.

테오 린드퀴스트
Theo Lindquist

페이맨 제카밧
Peiman Zekavat

Theo Lindquist
theo@lindquist.co

FIFTH SEASON
5thseason@write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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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3일(금) 19:00 시네마테크 | 23(Fri) 19:00 Cinematheque
25일(일) 10:00 중극장 | 25(Sun) 10:00 Cinema 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금지된 일상

Routine: The Prohibition

Spain │ 2020 │ Animation │ 8' 15" │ DCP │ Color

베들레헴 2001

Bethlehem 2001

Palestine │ 2020 │ Fiction │ 14' │ DCP │ Color

Producer Alex Cervantes Cinematographer Nestor De Les

Producer Ibrahim Handal, Wisam Aljafari Cinematographer Ibrahim Handal
Cast Hind Abushkaidem, Yousef Abushakaidem, Muhammad Mughrabi, Karam Al-Salaymeh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거짓말이 난무하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 파괴적인 일상을 유지하며 멸종을 향해 간다.

팔레스타인 청년은 군이 베들레헴을 침공하고 포위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현재의 생각 사이에서 방황한다.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 힘겨웠던 시기에 부모가

In a dark world, devastated by lies and dominated by fear, we continue with our self-destructive routines while on the path towards extinction.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한다.
A young Palestinian thoughts wander between his current reflections and his childhood memories of the military invasion and siege of Bethlehem. Trying to
understand how his parents led him through those difficult times, he hopes that this helps him cope in the present.

삼 오르티
Sam Orti

이브라힘 한달
Ibrahim Handal

CURTS COMUNITAT VALENCIANA
curts_ivac@gva.es

LA DISTRIBUTRICE DE FILMS
serge@ladistributric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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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3일(금) 19:00 시네마테크 | 23(Fri) 19:00 Cinematheque

4

나 여기 있어요

파란 소녀, 하얀 공포

25일(일) 10:00 중극장 | 25(Sun) 10:00 Cinema I

⓯ 22일(목) 15:30 소극장 | 22(Thu) 15:30 Cinema II

23일(금) 10:30 시네마테크 | 23(Fri) 10:30 Cinematheque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I’m Here

Poland │ 2020 │ Animation │ 14' 58" │ DCP │ Color

Blue Fear

France │ 2020 │ Animation │ 9' 51" │ DCP │ Color

Producer Agata Golanska Cinematographer Julia Orlik Cast Zdzisław Wardejn, Iza Kuna, Jan Jurkowski, Marek Hucz

Producer Emmanuel-Alain Raynal, Pierre Baussaron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노인은 몸이 마비된 아내를 돌보고 있다. 자신도 늙고 건강이 좋지 않지만 나날이 악화되는 아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최선을 다한다. 노인의 딸은 병원 일과

한 커플이 프로방스 지역을 지나고 있다. 닐스는 플로라를 부모님께 처음으로 소개하러 가는 길에 습격을 당한다. 이때 닐스는 붙잡힌 여자친구를 놔두고 도망친다. 소나

집안일 사이에 균형을 맞추면서 아버지를 지원한다. 하지만 병든 엄마를 돌보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달라서 종종 논쟁이 벌어진다.

무 숲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하는 플로라는 온갖 의심에 휩싸인다.

An elderly man is looking after his paralyzed wife. Despite his old age and health problems he’s doing his best to relieve her suffering, which is getting worse

A couple on the roads of Provence. Nils is driving Flora to his parents for the first time when they get ambushed. While she’s made prisoner, he flees.

day by day. His daughter helps him, trying to balance care with her work in a hospital and her family life. Everyone has a different view on how to properly
care for the sick, which often causes arguments.

Throughout a night in a pinewood forest, she has to face her doubts.

줄리아 올릭
Julia Orlik

마리 자코티, 롤라 할리파-르그랑
Marie Jacotey, Lola Halifa-Legrand

KFF SALES & PROMOTION
marta.swietek@kff.com.pl

MIYU DISTRIBUTION
festival@miyu.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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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2일(목) 15:30 소극장 | 22(Thu) 15:30 Cinema II

23일(금) 10:30 시네마테크 | 23(Fri) 10:30 Cinematheque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네 얼굴을 잊는 게 두려워

I Am Afraid to Forget Your Face

Egypt, France, Belgium, Qatar │ 2020 │ Fiction │ 15' │ DCP │ Color

소돔의 자식

Son of Sodom

Colombia, Argentina │ 2020 │ Documentary │ 15' │ DCP │ Color

Producer Mark Lotfy, Muhammad Taymour Cinematographer Giorgos Valsamis Cast Seif Hemeda, Nourhan Ahmed

Producer Juan Pablo Castrillón Cinematographer Theo Montoya Cast Camilo Najar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아담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지 82일이 지났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든 재결합하기 위해 힘겨운 여정을 시작한다.

2017년 8월 나는 SNS에서 소돔의 자식으로 알려진 카밀로 나하르를 내 첫 장편 영화의 주인공으로 선택했다. 캐스팅 과정에서 그의 삶, 섹슈얼리티, 그가 생각하는 미래,

After being separated for 82 days, Adam travels down a rough road to be reunited with the one he loves, whatever it takes.

마약에 대해 파헤쳤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21살인 나하르는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 소돔의 자식은 누구였을까?
In August 2017, I chose Camilo Najar, known as Son of Sodom on the social networks, to be the main character of my first feature film. That casting delved
into his life, his sexuality, the future he saw for himself and drugs. A week later, aged 21, he died from a heroin overdose. Who was Son of Sodom?

사마 알라
Sameh Alaa

테오 몬토야
Theo Montoya

SQUARE EYES
info@squareeyesfilm.com

PROIMÁGENES COLOMBIA
andressuarez@proimagenescolombia.com

66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38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67

⓯ 22일(목) 15:30 소극장 | 22(Thu) 15:30 Cinema II

23일(금) 10:30 시네마테크 | 23(Fri) 10:30 Cinematheque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육식동물

Carnivore

Iran │ 2021 │ Fiction │ 12' 30" │ DCP │ Color

에이다

Ada

Belgium │ 2020 │ Fiction │ 13' 25" │ DCP │ Color

Producer Sohayla Rostami Cinematographer Ashkan Ashkani Cast Mehrdad Bakhshi

Producer Gilles Coulier, Gilles De Schryver, Wouter Sap Cinematographer David Williamson
Cast Keren Kraizer, Bert Haelvoet, Pieter Genard, Valentijn Dhaenens, Tania Kloek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남자는 습지에서 익사한 사람을 발견하고 시체를 물속에 던진다. 구조 잠수부인 그는 다음날 시체를 회수하고 자신의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에이다는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배심원 앞에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살인을 시인할 것인가 아니면 결백을 주장할 것인가.

A man who encounters the body of a drowned person in the marshlands, sends the corpse to the water’s depths. The next day, the man recovers the body

Ada has to choose. Either admit to a murder she didn’t commit or plead her innocence in front of a jury.

while doing his job as a rescue diver and is given a reward for his work.

아미르 호세인 모세니
Amir Hossein Mohseni

데이비드 윌리엄슨
David Williamson

A TO ZINEMA PICTURES INC.
atozinema@gmail.com

DE WERELDVREDE
roxanne@dewereldvred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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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2일(목) 12:30 중극장 | 22(Thu) 12:30 Cinema I
24일(토) 15:30 소극장 | 24(Sat) 15:30 Cinema I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벨라

소녀들은 밤에 혼자 걸어 다녀서는 안 된다

Bella

Greece │ 2020 │ Fiction │ 24' 35" │ DCP │ Color

Girls Shouldn’t Walk Alone at Night

Canada │ 2020 │ Fiction │ 17' 22" │ DCP │ Color

Producer Kostas Tagalakis Cinematographer Manu Tilinski Cast Elena Topalidou, Nikos Kouris, Elena Mengreli

Producer Guillaume Collin Cinematographer Alexandre Nour Desjardins Cast Nahéma Ricci, Amaryllis Tremblay, Guillaume Laurin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1986-1987년 그리스. 국가 사회주의가 몰락하기 전이고 냉전 종식 즈음이다. 안티가 보기에는 온 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변하며 크리스토스마저 변해간다.

고등학교 졸업 파티가 끝난 늦은 밤 샹탈과 델핀은 어두운 밤길을 단둘이 걸어간다. 숲에서 길을 잃은 두 소녀의 밤길에는 경솔함과 억누를 수 없는 존재의 욕망이 도사리

Greece 1986-1987, a little before the fall of State Socialism and just at the end of the Cold War. In front of Anthi’s eyes the country is changing, the world is

고 있다.

changing and with them Christos seems to be changing too.

After a late night high school graduation party, Chantal and Delphine find themselves walking home alone in the dark. Lost in the forest, their long night walk
is punctuated by carelessness and an irrepressible desire to exist.

뗄리아 페트라키
Thelyia Petraki

캐터린 마티노
Katerine Martineau

TOPSPOT
costastagalakis@gmail.com

H264 DISTRIBUTION
info@h264distribu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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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2일(목) 12:30 중극장 | 22(Thu) 12:30 Cinema I
24일(토) 15:30 소극장 | 24(Sat) 15:30 Cinema I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고마워, 너는?

Good Thanks, You?

UK │ 2020 │ Fiction │ 13' │ DCP │ Color

언리버블

Unliveable

Brazil │ 2020 │ Fiction │ 20' 06" │ DCP │ Color

Producer Sorcha Bacon, Theo Barrowclough Cinematographer Anna Macdonald Cast Jasmine Jobson, Michael Ward

Producer Enock Carvalho, Matheus Farias Cinematographer Gustavo Pessoa
Cast Luciana Souza, Sophia William, Erlene Melo, Eduarda Lemos, Laís Vieira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공격의 여파로 에이미는 목소리를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허우적댄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당시 일어난 사건과 대면할 방법을 찾아야

사흘에 한 명씩 성 전환자가 살해되는 브라질에서 마릴레니는 실종된 딸 호베르타를 찾고 있다. 호베르타는 성 전환 여성이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그녀는 미래에

한다.

대한 희망을 발견한다.

In the aftermath of an attack, Amy is left voiceless and trapped in a whirlwind of incompetence. She must find a way to confront what has happened, in order

In Brazil, where a trans person is murdered every three days, Marilene searches for her daughter Roberta, a trans woman who went missing. While running

to save what matters to her most.

out of time, she discovers glimmer of hope for the future.

몰리 매닝 워커
Molly Manning Walker

마테우스 파리아스, 에녹 카르발호
Matheus Farias, Enock Carvalho

SALAUD MORISSET
festival@salaudmorisset.com

GATOPARDO FILMES
gatopardofilm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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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2일(목) 15:30 중극장 | 22(Thu) 15:30 Cinema I
24일(토) 18:30 소극장 | 24(Sat) 18:30 Cinema I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당신의 아이 Your Kid
France │ 2020 │ Fiction │ 28' │ DCP │ Color

태풍이 오기 전에

Before the Typhoon Comes

China │ 2020 │ Fiction │ 14' 30" │ DCP │ Color

Producer Sévrine Guims, Yannick Rosine Cinematographer Martin Laugery
Cast Sloan Decombes, Kataleya Azede, Karine Pedurand, Pascal Boulere, Imaëva Charles

Producer Chen Yun Cinematographer Wang Yi Cast Max Li, Mike Lin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쫓기던 크리스는 계단 층계참에서 자신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아기를 발견한다. 자신이 아버지가 맞는지 의심하며 아이 엄마를 찾아 나선다.

아버지는 천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지만 불행히도 태풍이 오고 있다. 천은 수영을 하기로 결심한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에서 천은 자신의 과거와 조우하고 과거와의 화해

While being chased, Chris discovers a baby on his stair landing who seems to have been left for him to find. Doubtful of his paternity, he sets out to find the

를 시도한다. 영화는 아이의 시선에서 바라본 가족 관계를 이야기한다. 성장한 아이에게 과거의 기억은 감상적이고 모호하다. 마음 깊이 뿌리내린 깊은 슬픔은 자신의 과

mother of the child.

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비로소 화해할 수 있다.
Chen’s father takes him to the beach, but unfortunately there’s a typhoon coming. Chen is determined to swim. In the choppy sea, Chen meets his past and

tries to have a reconciliation with it. This is a story about family relationships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memory could be sentimental and vague after
the child grows up and the deep sorrow buried inside the heart can only be reconciled by reaching out to his own past.

넬슨 푸아
Nelson Foix

천윈
Chen Yun

SUDU CONNEXION
festival@sudu.film

Chen Yun
zzchenyun06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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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2일(목) 15:30 중극장 | 22(Thu) 15:30 Cinema I
24일(토) 18:30 소극장 | 24(Sat) 18:30 Cinema I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고통

초경

Pain

New Zealand │ 2020 │ Fiction │ 9' │ DCP │ Color

Menarche

Brazil │ 2020 │ Fiction │ 21' 53" │ DCP │ Color

Producer Ilai Amar Cinematographer Nina Wells Cast Eva Gardner, Wesley Dowdell, Brooke Petersen, Emily Campbell, Harley Neville

Producer Gustavo Aguiar, Miya Zaki Cinematographer Wilssa Esser
Cast Amanda Yamamoto, Nathally Fonseca, Amanda Dourado, Dinho Lima Flor, Micheline Lemos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크리켓 경기 사고로 아빠의 연약함이 드러나자 소녀는 아빠가 천하무적이 아니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실에 절망한다.

피라냐가 득실거리는 브라질 마을에 사는 나낭과 메우는 피할 방법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폭력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꿈꾸며 빠르게 사춘기로 접어든다. 어부의

A young girl has an earth-shattering realisation that her father is not invincible, after a cricket accident exposes his vulnerability.

그물에 의문의 시체가 걸리면서 두 소녀는 자신들을 보호해 줄 궁극적 수단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In a Brazilian village infested with piranhas, Nanã and Mel are fast growing into adolescence as they dream of ways of protecting themselves against the

seemingly inescapable violence. When a mysterious body appears tangled in a fisherman’s net, the two girls begin to learn about something that might be
their ultimate protection.

안나 로즈 더크워스
Anna Rose Duckworth

릴라 알라
Lillah Halla

LIGHTS ON
lightson@lightsonfilm.org

ANO ZERO FILMES
menarcafilm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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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2일(목) 16:00 시네마테크 | 22(Thu) 16:00 Cinematheque
23일(금) 10:00 중극장 | 23(Fri) 10:00 Cinema 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신의 부름을 들을 때

When You Hear the Divine Call

The Netherlands │ 2020 │Documentary, Experimental │ 25' │ DCP │ Color

과테말라 소년들의 여름

Chuj Boys of Summer

USA, Guatemala │ 2020 │ Fiction │ 16' 47" │ DCP │ Color

Producer Jasper Boon Cinematographer Festus Toll

Producer Felipe Jorge, Grant Hyun, Jeff Lima, Jesse Hope Cinematographer Alfonso Herrera Salcedo Cast Yack Alux, Pedro Lucas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도덕적 질문과 정체성에 대한 탐구가 함께 담긴 이 다큐멘터리는 절반은 유럽, 절반은 아프리카 출신의 소년이 느끼는 ‘집’의 의미를 고민한다.

오직 모국어만을 구사하는 과테말라 청소년이 콜로라도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Moral questions and the search for identity come together in this short documentary about what “home” means for a half European, half African child.

Speaking only his native language, a Guatemalan teenager begins his new life in rural Colorado.

페스투스 톨
Festus Toll

막스 월커-실베르만
Max Walker-Silverman

KAPITEIN KORT
info@kapiteinmedia.nl

Max Walker-Silverman
mwalkersilverm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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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화

올드 본

23일(금) 10:00 중극장 | 23(Fri) 10:00 Cinema I

⓯ 23일(금) 13:00 시네마테크 | 23(Fri) 13:00 Cinematheque

25일(일) 10:30 시네마테크 | 25(Sun) 10:30 Cinematheque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Harmonia

The Netherlands │ 2020 │ Fiction │ 26' 31" │ DCP │ Color

Old Born

Belgium │ 2020 │ Fiction │ 20' 31" │ DCP │ Color

Producer Indy Kisoen, Maayke Pleijers, Pieter Kapteijns Cinematographer Amit Kumar Cast Nora El Koussour, Thomas Dudkiewicz

Producer Laurent Vanderstokken Cinematographer Ilton K. Do Rosario Cast Kimke Desart, Céline Timmerman, Tim Van Der Donck, Lilian Dip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필린이 대학 조정부의 가장 권위 있는 배에서 한자리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의문의 목소리가 캠퍼스를 침범한다. 모두가 각자의 목표를 추구하는 고립된 세계에서 그

다와가 태어난 원시 사회의 생명체들은 그녀와 달리 정체성이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냉담함 속에 자라난 그녀는 세상의 한계를 탐험하고자 모험을 떠나고 형형색색

목소리는 화합과 연결을 추구한다.

의 낯선 자가 지키는 의문의 장벽을 마주한다.

As Philine tries to earn a spot in the most prestigious boat of her university rowing club, a mysterious voice invades her university campus. It is looking for

Dawa is born into a primitive society of creatures who, unlike her, don’t have identities or emotions. After she grows up in apathy, she ventures out to explore

unity and connection in a world trapped in isolation, where everyone is pursuing their own individual goals.

the limits of her world where she comes across a mysterious barrier and a colourful stranger.

톰 룬스호프
Thom Lunshof

조단 드 데켄
Jordan De Deken

KAPITEIN KORT
info@kapiteinmedia.nl

Jordan De Deken
jordan.de.dek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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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3일(금) 13:00 시네마테크 | 23(Fri) 13:00 Cinematheque

25일(일) 10:30 시네마테크 | 25(Sun) 10:30 Cinematheque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어리석은 자들

The Void of Maws

Colombia │ 2020 │ Fiction │ 15' │ DCP │ Color

뉴스

The News

Albania, Spain │ 2020 │ Fiction │ 23' 19" │ DCP │ Color

Producer Jenny David Cinematographer Mario Barrios Cast Brayan García, Farid Cano

Producer Anila Balla, Eduardo M Escribano Solera Cinematographer Denald Grepcka Cast Lena Kryeziu Bokshi, Bilbil Kasmi, Mirjana Deti Lago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안개가 자욱한 정체불명의 황량한 도로 비탈길에서 외톨이 십 대 소년 데이비스가 사고를 당한 청년을 발견한다. 그 청년은 죽음의 세계에 속해있기 때문에 데이비스의 외

갓 결혼한 여성이 시부모님을 모시는 동안 그녀의 남편은 이웃나라 그리스에서 일하고 있다. 어느 날 그녀가 시체를 발견하자 작은 마을이 국영 방송을 위한 취재 경쟁에

로움을 끝낼 무리를 찾게 해 줄 유일한 다리가 될 것이다. 새로운 가족을 염원하던 나날들이 마치 꿈처럼 사라진다.

휘말린다.

On the foggy slopes of a mysteriously deserted roads, a lonely teenager named Deivis finds a body that appears to have been involved in an accident. A

A newly married woman lives with parents in law while her husband works in the neighboring country, Greece. One day she discovers a corpse and the whole

young man that belongs to the world of the dead will be the only bridge to find a group of people that will put an end to Deivis’ loneliness. His time spent
longing for a new family, as if it were a dream, is gone.

town faces in a battle to get coverage on national television.

마우리시오 말도나도
Mauricio Maldonado

로린 테레시
Lorin Terezi

PROIMÁGENES COLOMBIA
andressuarez@proimagenescolombia.com

MAILUKI FILMS
mailukifilms@gmail.com

82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38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83

⓯ 23일(금) 13:00 시네마테크 | 23(Fri) 13:00 Cinematheque

9

족장 알- 싯

기다림

25일(일) 10:30 시네마테크 | 25(Sun) 10:30 Cinematheque

⓯ 23일(금) 15:30 소극장 | 23(Fri) 15:30 Cinema II

25일(일) 12:30 소극장 | 25(Sun) 12:30 Cinema I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Al-Sit

Sudan, Qatar │ 2020 │ Fiction │ 20'│ DCP │ Color

La Espera

Germany, Brazil │ 2020 │ Documentary │ 14' 20"│ DCP │ Color

Producer Eiman Mirghani, Suzannah Mirghani Cinematographer Khaled Awad
Cast Mihad Murtada, Rabeha Mahmoud, Mohammed Magdi, Haram Basher, Alsir Mahjoub

Producer Annika Mayer, Arne Büttner, Danilo do Carmo, Jakob Krese Cinematographer Arne Büttner
Cast Lilian Hernandez Lopez, Victor Noe Lopez Hernandez, Oscar Castañeda Morales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수단의 면화 농장 마을에 사는 열다섯 살 나피사는 바비커를 짝사랑한다. 그러나 그녀의 부모님은 해외에 사는 젊은 사업가 나디르와의 결혼을 주선한다. 마을에서 강력한

아무도 살지 않는 외딴곳. 철로와 고속도로 사이의 먼지 가득한 땅에서 몇 개의 모닥불이 타오른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다. 천천히 상황이 명확해진다. 그들은 미국

권력을 행사하는 그녀의 할머니 알-싯 또한 나피사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 나피사는 과연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

국경으로 향하는 캐러밴의 일부이다. 무언의 이미지와 감동적 대화의 파편은 관객의 시선을 세계정세의 맥락 안에서 개별 운명의 축소판으로 향하게 한다. 추상적이고 동

In a cotton-farming village in Sudan, 15-year-old Nafisa has a crush on Babiker, but her parents have arranged her marriage to Nadir, a young Sudanese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갑자기 가까이에서 살아 숨 쉰다.

herself?

and there. Slowly the situation is becoming clear. They are part of the caravan heading towards the US border. Silent images and fragments of touching

businessman living abroad. Nafisa’s grandmother Al-Sit, the powerful village matriarch, has her own plans for Nafisa’s future. But can Nafisa choose for

A remote piece of no man’s land. A dusty, barren area in between the railway line and the highway. A few campfires flaring. Groups of people gathering here
conversations calmly direct the viewer’s attention to the microcosm of individual destinies within the context of world affairs. What seems so abstract and far
away, suddenly becomes close and alive.

수잔나 미가니
Suzannah Mirghani

다닐로 도 카르모, 야콥 크레스
Danilo do Carmo, Jakob Krese

Suzannah Mirghani
suzannahmirghani@gmail.com

MAJMUN FILMS
annika@majmunfilm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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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3일(금) 15:30 소극장 | 23(Fri) 15:30 Cinema II

25일(일) 12:30 소극장 | 25(Sun) 12:30 Cinema II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소니에게

지나가는 사람

To Sonny

USA │ 2020 │ Fiction│ 18' 36"│ DCP │ Color

The Passerby

Belgium │ 2020 │ Animation │ 15' 59"│ DCP │ Color

Producer Federico Spiazzi, Maggie Briggs Cinematographer Cedric Cheung-Lau Cast Alphie Hyorth, Timothy Luke Johnson, Deena Wade

Producer Geert Van Goethem, Linda Sterckx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2016년 대선 직전의 미국 남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한 자판기 관리자의 외로운 일상을 따라간다.

어느 여름날, 두 소년의 길이 예기치 못하게 엇갈린다.

Set in the American South just before the 2016 presidential elections, To Sonny follows a vending machine loader on his daily, lonely route.

On a summer day, the paths of two boys unexpectedly cross.

86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페데리코 스피아치, 매기 브리그스
Federico Spiazzi, Maggie Briggs

피터 쿠디저
Pieter Coudyzer

Maggie Briggs
magsbriggs@gmail.com

S.O.I.L.
linda@soilart.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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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3일(금) 15:30 소극장 | 23(Fri) 15:30 Cinema II

25일(일) 12:30 소극장 | 25(Sun) 12:30 Cinema II

산 아래의 야수

Monsters Never Know

China│ 2020 │ Fiction │ 15' 12" │ DCP │ Color
Producer Jiali Ju, Shuai Li Cinematographer Yinghai Hu Cast Ming Yang

시놉시스 Synopsis
아버지가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를 납치한다.
A father kidnapped his child in order to save him.

밍양
Ming Yang

Ming Yang
2976358886@qq.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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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1

⓯ 21일(수) 12:30 소극장 | 21(Wed) 12:30 Cinema II

23일(금) 18:30 중극장 | 23(Fri) 18:3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수라

쥐뢰

Sura

Korea │ 2020 │ Animation │ 5' 37" │ DCP │ Color

Rats in the House

Korea │ 2020 │ Fiction │ 18' 44" │ DCP │ Color

Producer 정해지 Jeong Haeji Cast 한가람 Han Garam, 김신이 Kim Shinlee, 육현주 Yuk Hyeonjoo, 류시준 Ryu Sijoon, 이단우 Lee Danwoo

Producer 박성은 Park Seongeun Cinematographer 양형석 Yang Hyungseok Cast 박효은 Park Hyoeun, 이지현 Lee Jihyeon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고등학생.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임신했다.

한빈의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지 한 달째, 집에서 쥐가 나오기 시작한다. 쥐는 부엌, 거실 등으로 점점 영역을 확장하며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한빈은 동생인 하나

High school student. My best friend is pregnant.

와 쥐를 피해 방에서 생활한다.
Hanbin’s mother did not return home for a month. Rats begin to enter the house. They expand their territory from the kitchen to the living room, and
eventually, spread all over the house. So, Hanbin lives in a room with her younger sister Hana, avoiding the rats.

정해지
Jeong Haeji

홍연이
Hong Yeoni

씨앗 ANISEED
kaniseed@kiafa.org

(주)인디스토리 INDIESTORY INC.
indiestory@indie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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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1일(수) 12:30 소극장 | 21(Wed) 12:30 Cinema II

23일(금) 18:30 중극장 | 23(Fri) 18:3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창문 너머에

Unknown Morning

Korea │ 2020 │ Fiction │ 22' 55" │ DCP │ Color

시스터

Sister

Korea │ 2020 │ Fiction │ 27' 29" │ DCP │ Color

Producer 박소연 Park Soyeon Cinematographer 양지웅 Yang Jiwoong Cast 김민서 Kim Minseo, 선종남 Sun Jongnam, 김야니 Kim Yani

Producer 한재원 Han Jaewon Cinematographer 고성헌 Go Sungheon
Cast 임주원 Lim Joowon, 정민주 Jeong Minjoo, 김정철 Kim Jongcheol, 박서준 Park Seojoon, 홍지석 Hong Jiseok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남자가 트럭에 딸을 태우고 가출한 베트남 아내를 찾으러 다닌다. 소녀는 아빠를 돕는 척하지만 사실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길 바란다.

어린 동생과 단둘이 살아가는 고등학생 민아. 그런 민아의 눈앞에 어느 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남매가 나타난다. 남매는 민아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과자를

A man drives around in a truck with his daughter in search of his Vietnamese wife who ran away. The daughter pretends she is helping her father, but she

도둑질하고 민아는 그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지만, 남매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라 차마 그들을 보고도 못 본 척한다. 이후 민아는 남매에게 먹을 것을 주

secretly wishes that her mom would never have to return.

는 등 그들을 돕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데 이런 행동은 뜻밖의 비극을 불러온다.
High school student Mina lives with her younger brother. One day, siblings, who remind her of her childhood, appear in front of her. The siblings steal from

the convenience store Mina works at. Mina sees the theft, but she pretends she didn’t, because the siblings remind her of her childhood. Mina helps them by
giving them food, but she brings unexpected tragedy by doing so.

강지숙
Kang Jisook

나한
Na Han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나한 Na Han
nahaan20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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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⓯ 22일(목) 18:30 소극장 | 22(Thu) 18:30 Cinema II

24일(토) 12:30 중극장 | 24(Sat) 12:3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끝달

Moonshine

Korea │ 2020 │ Fiction │ 18' 44" │ DCP │ Color

달팽이

Snail

Korea │ 2020 │Fiction │ 19' 57" │ DCP │ Color

Producer 윤영지 Yoon Youngji Cinematographer 김규빈 Kim Kyubin Cast 김우겸 Kim Ugyeom, 신기환 Shin Kihwan

Producer 노하정 Noh Hajeong, 이종우 Lee Jongwoo Cinematographer 김진형 Kim Jinhyeong
Cast 하성국 Ha Seongguk, 이명하 Lee Myeongha, 정수지 Jung Suji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7년의 연애 끝에 예은은 도윤에게 이별을 통보한다. 그러자 도윤은 터무니없는 달리기 내기를 제안한다. 도윤은 이별하기 싫어 죽겠다.

버스에서 잘못 내린 남자는 익숙한 길을 찾으려 거리를 걷는다. 그날 저녁, 우연히 같은 길을 다시 걷게 되는데, 무언가 달라졌다.

After 7 years together, Yeun decides to break up with her boyfriend, Doyun. In response, Doyun challenges her to a race. Doyun is desperate not to let go of

After getting off the bus at the wrong stop, a guy walks along a familiar street. That night, he happens to walk along the same street again, but something has

her.

changed.

윤상준
Yoon Sangjun

김태양
Kim Taeyang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호우주의보 RAINYDAYS PICTURES
rainydayspictur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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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2일(목) 18:30 소극장 | 22(Thu) 18:30 Cinema II

24일(토) 12:30 중극장 | 24(Sat) 12:3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어제 내린 비

After the Rain

Korea │ 2020 │ Fiction │ 21' 57" │ DCP │ Color

수리불가

Stubborn

Korea │ 2020 │ Fiction │ 23' 36" │ DCP │ Color

Producer 송재영 Song Jaeyeong, 윤성호 Yoon Seongho Cinematographer 이석준 Lee Seokjun Cast 윤혜리 Yoon Hyeri

Producer 김효언 Kim Hyoun Cinematographer 최창환 Choi Changhwan
Cast 김진수 Kim Jinsoo, 강말금 Kang Malgeum, 김송일 Kim Songil, 박예찬 Park Yechan, 고유준 Ko Yoojoon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민조와 결혼을 앞둔 영환이 술에 취해 지하철에서 오줌을 싸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다.

8년에 걸친 복직 투쟁 끝에 에어컨 AS 기사 일을 되찾은 동수. 그는 열심히 일하지만 투쟁 기간 동안 떨어져 지내게 된 가족에게 선뜻 연락하지 못한다. 어느 날 아내 연경

Minjo and Younghwan are a happily engaged couple. But the video of a drunk Younghwan peeing on the subway goes viral online just before their wedding.

에게 식사하자는 연락을 받게 된 동수는 설렘을 안고 아내의 집을 찾아간다. 하지만 그곳에서 연경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어린 아들은 자신보다 그 남자와 더 친하다.
동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Dongsu gets his job as an air conditioner technician back after an 8-year-long reinstatement strike. He works hard, but he hesitates to contact his family with
whom he has lived apart from for the past 8 years. One day, he receives a text message from his wife, Yeonkyeong, who asks him to dinner. He is very excited

and visits her home. However, Dongsu meets her boyfriend and finds out that even his young son is closer to the boyfriend than him. He struggles to accept
this situation.

송현주
Song Hyeonju

장현호
Jang Hyunho

필름다빈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한국영화아카데미 KAFA
shinsk@kof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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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⓯ 21일(수) 15:30 소극장 | 21(Wed) 15:30 Cinema II

25일(일) 12:30 중극장 | 25(Sun) 12:3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수강신청

A Student

Korea │ 2020 │ Fiction │ 15' 32" │ DCP │ Color

언팟

Unpot

Korea, USA │ 2020 │ Fiction │ 25' 53" │ DCP │ Color

Producer 최혜빈 Choi Hyebin Cinematographer 고성헌 Ko Sunghun Cast 현정애 Hyun Jungae, 김현정 Kim Hyunjeong

Producer 미드 맥코믹 Mead McCormick, 크리스토퍼 와일 Kristopher Wile Cinematographer 놀버트 쉬에 Norbert Shieh
Cast 연종옥 Yeon Jongok, 박그리나 Park Greena, 최반야 Choi Banyah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컴퓨터를 못 해 늘 불편을 겪는 60대 노인 경희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나 수강신청을 인터넷으로만 받는다고 하는데···.

치매에 걸린 70대 노인 경자는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중증의 고령 환자로만 보인다. 하지만 경자에게는 나름대로 그녀만의 세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Kyunghee is a lady in her 60s who often runs into problems because she cannot use computers. She decides to take a computer class at a community center,

것들이 있다. 경자가 큰딸과 함께 짐을 챙기는 아침부터 둘째 딸과 같이 지새는 밤 그리고 다음 날 요양원으로 떠나기까지 경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풍경이 그녀의 눈을 통

but they tell her that she can only apply for the class online.

해 보여진다.
Unpot features Kyungja, a woman with Alzheimer’s disease, and describes her last day before being sent to a nursing home; this is her last day outside
of confinement. For her children and others around her, she is a problematic old lady, but she has her own world and her final wishes. The film follows

her throughout that day: from morning, when her older daughter helps her to pack her belongings, to evening, as she spends the night with her younger
daughter.

이미지
Lee Miji

박희은
Park Huieun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필름다빈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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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1일(수) 15:30 소극장 | 21(Wed) 15:30 Cinema II

25일(일) 12:30 중극장 | 25(Sun) 12:3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조지아

Georgia

Korea, USA │ 2020 │ Fiction │ 29' 57" │ DCP │ Color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Before the Summer Passes

Korea │ 2020 │ Fiction │ 26' 02" │ DCP │ Color

Producer 강보람 Kang Boram Cinematographer 조영천 Cho Youngchen
Cast 이양희 Lee Yanghee, 이채경 Lee Chaekyung, 홍선우 Hong Seonwoo, 윤경호 Yoon Kyungho, 김현진 Kim Hyeonjin

Producer 가와시마 아리스 Kawasima Alice, 고태욱 Ko Taeuk Cinematographer 사이토 유우지 Saito Yuji
Cast 김자영 Kim Jayoung, 카나이 타마키 Kanai Tamaki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경찰이 자살한 딸의 사건 재조사를 거부하자 컴맹 부부는 시위를 위해 직접 현수막을 디자인하기로 결심한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

올해로 환갑을 맞은 정연은 일본에서 결혼해 살고 있는 딸을 만나러 일본에 간다. 마중 나오겠다던 딸은 없고, 자신이 손녀라고 말하는 어린 소녀 우에쿠사 안이 정연을 기

When the police refuse to investigate their daughter’s alleged suicide, two computer-illiterate parents decide to design a protest banner. (Based on a true

다리고 있다.

story)

Jeongyeon decides to celebrate her 60th birthday by visiting her daughter, who is married and living in Japan. Upon her arrival, Jeongyeon is greeted not by
her daughter, but instead by her young granddaughter, Uekusa An.

제이 박
Jayil Pak

김소형
Kim Sohyoung

제이 박 Jayil Pak
jayilpak@gmail.com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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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⓯ 22일(목) 10:00 소극장 | 22(Thu) 10:00 Cinema II

24일(토) 15:30 중극장 | 24(Sat) 15:3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크리스마스 선물

A Christmas Present

Korea │ 2020 │ Fiction │ 23' 07" │ DCP │ Color

건설 유니버스의 어떤 오류

Some Errors of the Construction-universe

Korea │ 2020 │ Documentary, Experimental │ 14' │ DCP │ Color

Producer 정한빈 Jung Hanbin Cinematographer 이성국 Lee Sungkuk
Cast 김연철 Kim Yeonchul, 이규학 Thomas Lee, 유인해 Yoo Inhye, 권금산 Gwon Geumsan, 최민주 Choi Minju

Producer 류한준 Ryu Hanjun Cinematographer 이희상 Ih Heesang Cast 김준홍 Kim Junhong, 이수빈 Lee Subin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크리스마스이브. 차가운 도심의 어느 광장. 늙은 걸인과 택시 기사 그리고 젊은 감독 지망생이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스쳐 지나간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한 하루의 끝에서

건설의 원리로 움직이는 이 우주에서, 버려졌거나 미완된 건축물/공간은 오류로 판정되며, 질서유지의 명목으로 디버깅 되고 있다. 건설-유니버스의 원칙으로부터 도약

운명적으로 다시 조우하게 된다.

하고자 오류를 일으켜 특이점을 발생시켰다. 방치된 채 다른 데이터가 씌워진 낙검자 수용소의 사운드스케이프와, 이미지 에러를 얽힘 상태로 만들어, 버그/글리치 정보를

Christmas Eve. A square in the cold city center. An old beggar, a taxi driver, and an aspiring director cross paths without noticing each other. At the end of a

시공 밖으로 도약/표류시킨다.

hard day, they fatefully meet again.

In this construction driven universe, abandoned or unfinished buildings/spaces are judged to be errors. To jump from the principles of the construction-

universe they caused errors, creating singularities. Soundscapes created in abandoned confinement camps and image errors are entangled with other data,
and bug/glitch information is leaped/drifted out of time and space.

김성규
Kim Sungkyu

박군제
Park Koonje

김성규 Kim Sungkyu
dokavi@naver.com

포스트핀 POST FIN
distribution@postf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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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2일(목) 10:00 소극장 | 22(Thu) 10:00 Cinema II

24일(토) 15:30 중극장 | 24(Sat) 15:3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뒤:빡

Watch Your Back

Korea │ 2020 │ Fiction │ 29' 30" │ DCP │ Color

Godspeed

Godspeed

Korea │ 2020 │ Fiction │ 27' 25" │ DCP │ Color

Producer 변영철 Byun Youngchul Cinematographer 김용성 Kim Yongsung
Cast 임형국 Lim Hyungguk, 노종현 Noh Jonghyun, 현봉식 Hyun Bongsik, 방은정 Bang Eunjung

Producer 이소정 Lee Sojeong Cinematographer 곽소진 Kwak Sojin
Cast 고대영 Ko Daeyoung, 김오키 Kim Oki, 양윤화 Yang Yunhwa, 제이 Park Jaeyi, 홍승기 Hong Seungki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왜 확인을 안 해 병신아!” 구목은 편의점에서 휴대폰이 뒤바뀐다. 뒤바뀐 휴대폰을 찾으러 오겠다는 화영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오라고 하는데···. 사무실에 도착하니 화영

매일 아침 다른 동선을 따라 같은 사람들이 다른 물품을 전달한다. 이들은 검은개 조직의 하수인들이다. 오늘은 검은개 조직의 두목이 돌아오는 날이다. 부하들은 그를 위

은 어제 왔었다고 한다. “어제 왔었다고?”

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다. 배를 타고 도시에 밀수된 포장물은 비밀리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한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고 선물은 점점 망가지

“Why didn’t you check it, stupid!” Gumok and Hwayoung’s phones are accidentally switched at a convenience store. Hwayoung gets invited to retrieve her

기 시작한다.

phone at Gumok’s office. When Gumok meets her at the office, Hwayoung claims to have come yesterday. “She came yesterday?”

A package arrives by boat to the outskirts of a city. It passes from person to person, hand to hand. The package takes many forms. The deliverers are
nobodies, strangers in the city. They walk. They stop. They do not talk. They pass the package on and disappear. It’s that simple until it’s not. A deliverer
makes a mistake which creates a disruption to their movement, to the safety of the parcel and their lives.

석재승
Seok Jaeseung

박세영
Park Syeyoung

포스트핀 POST FIN
distribution@postfin.co.kr

필름다빈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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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⓯ 22일(목) 12:30 소극장 | 22(Thu) 12:30 Cinema II

24일(토) 18:30 중극장 | 24(Sat) 18:3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아홉 살의 사루비아

Salvia at Nine

Korea│ 2020 │ Animation │ 6' 39" │ DCP │ Color

신의 딸은 춤을 춘다

God’s Daughter Dances

Korea │ 2020 │ Fiction │ 24' 54" │ DCP │ Color

Producer 장나리 Jang Nari

Producer 봉수지 Bong Suji Cinematographer 노다해 Noh Dahae
Cast 해준 Haejun, 김우겸 Kim Wookyum, 임호준 Lim Hojun, 김금순 Kim Geumsoon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아홉 살 소녀가 사는 동네에는 아이 옆에서 에로 비디오를 보는 아빠, 초등학교에서 성추행을 일삼는 노인이 살고 있다. 어느 날 소녀는 슈퍼에서 과자를 훔치다 주인아줌

신미는 댄서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어느 날 신미에게 병무청으로부터 입대를 위한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온다.

마에게 들킨다. 소녀는 손에 쥐고 있던 사탕 값 100원을 내고 도망치듯 가게를 나온다.

Shinmi is a transgender woman who works as a dancer. One day, Shinmi is contacted by the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ordering her to undergo a

In the neighborhood where a 9-year-old girl lives, there is a father who watches erotic videos next to his child and an old man who molests the local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girl goes to a corner shop and tries to steal some snacks, but the shop owner catches her red-handed. The girl puts a coin on

military service examination to join the military.

the counter, which she had been holding onto to pay for her candy, and quickly runs from the shop.

장나리
Jang Nari

변성빈
Byun Sungbin

씨앗 ANISEED
kaniseed@kiafa.org

변성빈 Byun Sungbin
gdd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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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2일(목) 12:30 소극장 | 22(Thu) 12:30 Cinema II

24일(토) 18:30 중극장 | 24(Sat) 18:30 Cinema I GV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혈연

Blood Ties

Korea │ 2020 │ Fiction │ 29' │ DCP │ Color

우리가 꽃들이라면

We Bloom

Korea │ 2020 │ Fiction │ 27' 20" │ DCP │ Color

Cinematographer 윤석원 Yoon Sukwon Cast 임주원 Lim Joowon, 고현지 Ko Hyeonji, 정연 Jung Yeun

Producer 유형래 Yoo Hyungrae Cinematographer 김윤기 Kim Yungi Cast 이지봄 Lee Jibom, 성승하 Sung Seungha, 하정민 Ha Jungmin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좀비가 되어버린 아빠를 상대로 차 안에서 7일째 생존을 이어오던 주희 앞에, 낯선 여자 혜지가 갑자기 차 창문을 두드리며 나타난다.

상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정우와 매일 함께 저녁을 보낸다. 그런 언제나의 저녁, 문득 정우는 상현에게 지금 보고 있는 영화의 장면을 물어오는데 정우는 쉽게 대답하지 못

Juhee has been sleeping in her car for 7 days to get away from her dad, who has become a zombie. A stranger named Haeji suddenly appears in front of

한다. 상현은 정우를 위해 영화의 장면을 설명하는 내레이션을 쓰기로 마음먹는다.

Juhee, knocking on the window of her car.

왕희송
Wang Heesong

필름다빈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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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yeon spends every evening with Jeongwoo, who is blind. On a typical evening, while watching a movie, Jeongwoo asks Sanghyeon to describe a scene
from the movie, which gives Sanghyeon the idea of writing a narration to explain the scenes.

김율희
Kim Yulhee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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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오퍼레이션 키노

⓬ 23일(금) 12:30 소극장 | 23(Fri) 12:30 Cinema II

GV 24일(토) 10:00 소극장 | 24(Sat) 10:00 Cinema II GV
25일(일) 14: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5(Sun) 14:00 BNK BUSAN BANK Art Cinema

Operation Kino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오퍼레이션 키노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오퍼레이션 키
노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와 부산광역시 중구가 지역의 영화 인재 양
성을 위해 관련 전공자에게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오퍼레이션 키노 10
기’에 선정된 팀은 총 6팀이며, 각 팀에게 17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각 팀은 약 두 달간, 15분 내외의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를 제작하였고 완성된 작품은 경쟁 부문에서 공식 상영됩니다.

This year, Operation Kino is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The

project has been run by the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BISFF) and the Jung-gu Busan Metropolitan City to cultivate
local film majors by giving them an opportunity to create a short

documentary film. At the 38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a total of 6 teams were chosen for “The 10th Operation
Kino”. Each team won 1.7 million Korean won and created a

15-minute documentary film in two months, which will be shown
at the competition screening.

선정의 변

Selection Criteria

먼저 ‘오퍼레이션 키노 10기’ 지원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정위원들

applied for “The 10th Operation Kino”. The selection committee

은 기획안의 연출 의도, 독창성, 제작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
고 선정작을 결정하였습니다. 오퍼레이션 키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창의적인 형식, 창작자로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영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extend our deep gratitude to those who
decided on the final selection with three criteria in mind; the
director’s purpose, originality and probability of production. The
selection committee members considered the creative form that

can only be shown by Operation Kino, the attitude of each director
to make a documentary film, and the story they want to deliver
through their film.

선정된 작품 중에는 흔한 소재이기에 연출자만의 깊이 있는 시선이
필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흔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감독이 매료되
고, 할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기에 감독만의 고유한 시선이 필요합니
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독만이
펼쳐낼 독창적 이야기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지원작을 선정했습니
다. 또한 주제 자체는 신선하나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작품도 있습니다. 더욱 진지한 고민과 연출로 완성도
높은 작품이 되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ome of the chosen works require a director’s in-depth and unique
perspective because they tell the story of an ordinary subject. A lot
of directors choose a common theme, as there are a lot of stories
to tell, in which case a director’s singular perspective is needed.

In this regard, the selection committee members decided on the
selection, not because the films simply conveyed information but
because they showed the great promise of an original and unique
story that could be interpreted by that director alone. In addition,

대물림 Inheritance
Korea │ 2021 │ Documentary │ 15' 30" │ DCP │ Color
Producer 박찬호 Park Chanho Cinematographer 박찬호 Park Chanho, 신유빈 Shin Yubin, 최승훈 Choi Seunghoon
Cast 김극천 Kim Geukcheon, 김진환 Kim Jinhwan

시놉시스 Synopsis
투박한 쇠붙이에 주름진 그의 손이 닿자 아름다운 나비가 서글프게 피어났다. 세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인 그는 3평 남짓한 작은 공방
에서 아들과 함께 장석을 만들고 있다. 수많은 직공으로 분주했던 공방의 소음은, 이제 부자의 간헐적인 망치질과 줄질 소리로 채워졌다.
When a man’s wrinkled hand comes into contact with a rough piece of iron, it blooms elegiacally into a lovely butterfly. The man, a Duseokjang (a master of
metal craft and designated as Korea’s 64th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orks on feldspar with his son in a small workshop of only about 9m². The

silence of the workshop, which used to be filled with the noise of a number of busy craftsmen, is now only punctuated with the father and son’s occasional
hammering and filing.

there were a few selected works that had a unique subject but
needed to be given more consideration in terms of how to express

it. The selection committee members hope to see them develop as

highly complete works through further consideration and guidance
in the future.

112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오퍼레이션 키노 10기 선정위원

The Selection Committee of the 10th Operation Kino

서영조 (시나리오 작가)

Seo Youngjo (Screenwriter)

성송이 (씨네소파 대표)

Sung Songyee (Chief of Cinesopa)

신나리 (영화감독)

Seen Nari (Filmmaker)

박찬호
Park Chanho

경성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Kyungsung Univ. Department of Media Communication
박찬호 Park Chanho
may4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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⓬ 23일(금) 12:30 소극장 | 23(Fri) 12:30 Cinema II

GV 24일(토) 10:00 소극장 | 24(Sat) 10:00 Cinema II GV
25일(일) 14: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5(Sun) 14:00 BNK BUSAN BANK Art Cinema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또바기

산 23-1, X

Always

Korea │ 2021 │ Documentary │ 15' │ DCP │ Color

Nowhere to Go

Korea │ 2021 │ Documentary, Experimental │ 15' 30" │ DCP │ Color

Producer 최소윤 Choi Soyoon, 이고은 Lee Goeun Cinematographer 최소윤 Choi Soyoon, 이고은 Lee Goeun Cast 김광순 Kim Kwangsoon

Producer 이화영 Lee Hwayoung Cinematographer 김지은 Kim Jieun, 이민호 Lee Minho, 정효은 Jeong Hyoeun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난 몸 닿는 데까지 할 거야. 힘닿는 데까지··· 이웃집의 할머니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이 이웃을 맞이하는 김광순 할머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빈 마을에서 저마다의 소리가 들려온다.

5평 남짓한 작은 문방구 속에서 넓은 정을 이바구한다.

The film imagines the different voices of each house in an abandoned village that is being demolished.

“As the grandmother next door, I’ll work as long and as hard as I can.” Grandma Kim Kwangsoon has been greeting her neighbors from the same place for
over 20 years. Her small stationery store of about 16m² is where children and adults of all ages come to bask in her love.

최소윤, 이고은
Choi Soyoon, Lee Goeun

이민호
Lee Minho

최소윤 Choi Soyoon
simhj7405@naver.com

이민호 Lee Minho
minho.co.kr@gmail.com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Dong-Eui Univ. Major of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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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Dong-Eui Univ. Major of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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⓬ 23일(금) 12:30 소극장 | 23(Fri) 12:30 Cinema II

GV 24일(토) 10:00 소극장 | 24(Sat) 10:00 Cinema II GV
25일(일) 14: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5(Sun) 14:00 BNK BUSAN BANK Art Cinema

오퍼레이션 키노 Operation Kino

생, 가(歌)

Recites a Life

Korea │ 2021 │ Documentary │ 15' 30" │ DCP │ Color

열 여섯

Sixteen

Korea │ 2021 │ Documentary │ 15' 20" │ DCP │ Color

Producer 김영효 Kim Younghyo, 유혜주 Yu Hyeju Cinematographer 김영효 Kim Younghyo, 김은진 Kim Eunjin, 유혜주 Yu Hyeju
Cast 구연철 Gu Yeoncheol

Producer 문규원 Mun Kyuwon, 정영웅 Jeong Yeongung Cinematographer 권태완 Kwon Taewan, 박수빈 Park Subin, 조성근 Jo Seonggeun
Cast 원경욱 Won Gyeonguk

시놉시스 Synopsis

시놉시스 Synopsis

1950년 한국전쟁(6·25전쟁) 당시 빨치산 활동으로 20년간 복역한 어느 90대 노인의 끝나지 않은 전쟁 이야기이다. 그는 무엇을 위해 끊임없이 사회에 맞서 외치는 것일

열 여섯은 강도 높은 업무로 인해 2020년도에 사망한 택배 노동자의 수이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원인은 무엇이며, 그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이

까. 그가 기억하는 당시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었을까.

After serving 20 years in prison for his involvement in North Korean partisan activity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a man in his nineties is suffering his own

Sixteen is the number of delivery workers who died of overwork in 2020 in Korea. The film attempts to find out what caused their death and why the delivery

unresolved war. What is it that he is battling against in society? The film depicts his recollections of the war.

workers decided to organize a labor union.

김영효
Kim Younghyo

정영웅
Jeong Yeongung

김영효 Kim Younghyo
tmdnjem9443@naver.com

정영웅 Jeong Yeongung
jhero0402@naver.com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Dong-Eui Univ. Major of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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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Dong-A Univ. Department of Media &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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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빈국

⓬ 23일(금) 12:30 소극장 | 23(Fri) 12:30 Cinema II

GV 24일(토) 10:00 소극장 | 24(Sat) 10:00 Cinema II GV
25일(일) 14: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5(Sun) 14:00 BNK BUSAN BANK Art Cinema

GUEST COUNTRY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주빈국’ 섹션은 매년 한 국가를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단편영화를 심도 있게 소
개하는 장입니다. 관객 여러분은 주빈국 섹션에서 소개되는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영화를 통해 한 나라
의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을 이해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selects one country each year for its “Guest Country”

section. In this section, the country’s best filmic output is presented for an in-depth
examination. By watching films from diverse genres and with a variety of subjects, the

프로아나

Pro-ana

audience will hav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history, culture, and art of the chosen
country.

Korea │ 2021 │ Documentary │ 14' 34" │ DCP │ B&W, Color
Producer 진윤서 Jin Yunseo Cinematographer 황지영 Hwang Jiyoung Cast 황지원 Hwang Jiwon

시놉시스 Synopsis
당신의 몸이 당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나요? 지원 씨는 일상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하지만, 아직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나’를 갉아먹고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게 하는 병. 우리는 뒤섞인 음식물이 역류하는 냄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원 씨는 마른 몸에 대한 떨칠 수 없는 동경심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온전
히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한다. 지원 씨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 나간다. 조각나고 부서진 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
Have you ever had the feeling that your body isn’t yours? Jiwon, who is struggling to maintain a normal life, has not been freed from “it”. The disease that has
been ruining her life and gnawing on her sense of “me”. Will she be able to avoid the smell of regurgitation? Jiwon tries to let go of her indescribable longing
for a slender body and completely embrace herself. Fragmented and broken bodies become completely one.

곽가림
Gwak Garim

부산대학교 예술문화영상학과
Pusan National Univ. Department of Art Culture and Image
곽가림 Gwak Garim
opo09108908@gmail.com

118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네덜란드 파노라마
Dutch Panorama

네덜란드 시네아스트
Dutch Cineaste

네덜란드 실험영화
Dutch Experimental

벨기에 시네아스트
Belgium Cineaste

주빈국

네덜란드 파노라마

Guest Country

Dutch Panorama

강한 나라라는 관용구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 나라는 근대에서 현대
까지 많은 역사적 부침을 겪으면서도 모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상업과 교역 분야에서 세계적 선도국의 모습을 보입
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는 무엇보다 다양한
예술 분야가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
다. 특히 이미지 예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네덜란드는 전통적인
회화에서부터 최첨단의 디자인 그리고 무엇보다 영화 예술 분야에서
큰 두각을 나타냅니다.

The Netherlands has been selected as the “Guest Country” for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Historically,
the Netherlands, which could be characterized as a small but

powerful country, has gone through a lot of ups and downs. It
has, however, become a world leader in commerce and trade
industries, exploring the world’s ocean with an adventurous
spirit. In addition, the country’s tolerant environment has

allowed different types of art to grow independently and
actively. The country has particularly been outstanding in the

field of film art as well as traditional paintings and cutting-edge
design through its strength and history of visual art.

올해 주빈국 섹션은 최근 네덜란드 단편영화의 다양한 면모를 볼 수
있는 ‘네덜란드 파노라마’,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감독 폴 버호벤의 초
기 단편영화를 볼 수 있는 ‘네덜란드 시네아스트’, 네덜란드 단편영화
의 실험 정신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네덜란드 실험영화’ 프로그램으
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작년 주빈국 섹션 중 극장 상영 원칙에 따라
온라인 상영을 하지 않았던 벨기에 대표 감독 샹탈 아커만의 단편영
화를 ‘벨기에 시네아스트’ 프로그램으로 올해 주빈국 섹션에서 함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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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

리런스

Visit

The Netherlands│2018│Fiction│12' 16"│DCP│Color

Reruns

The Netherlands, France, Belgium│2018│Animation, Documentary│14' 15"│DCP│Color

Producer Derk-Jan Warrink, Koji Nelissen
Cinematographer Lukas de Kort Cast Agaath Meulenbroek,
Abel Nienhuis

Producer Dries Phlypo, Nicolas Schmerkin, Rosto
Cast Jurriaan De Vos, Rosie Templeton, Juan Carlos Tajes

films. Furthermore, at “Dutch Cineaste”, the early short films of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will be screened. At “Dutch Experimental”, viewers will get to see

흐린 오후에 이뤄진 아들의 방문은 갑작스러운 이별로 이어진다. 이 영화는 노년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혼합된 이 영화는 꿈과 기억의 중첩을 구현한다. 또한 서사

여성의 외로움과 소외를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보여준다. 한 컷의 롱 테이크로

는 물론 이미지의 물성을 통해서 꿈의 비논리성을 재현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다

이뤄진 유려한 카메라의 움직임은 인물의 감정을 넘어 감정 그 자체를 놀라울 정

양한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다 2019년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로스토 감독의

도로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상훈)

작품이다. (이상훈)

not seen due to the theater screening regulations at last year’s

A visit from a son on a cloudy afternoon leads to an abrupt split. In a

The film, which combines both live action and animation, portrays the

an additional work during this year’s Guest Country Section

and alienation. The smooth motion of the camera, which consists of a

dreams in the form of images and narration. The director, Rosto, died

For this year’s Guest Country section, there are various

programs; first, “Dutch Panorama” gives the audience an
opportunity to look at different aspects of recent Dutch short

Paul Verhoeven, a leading director representing the Netherlands,
the avant-garde spirit of Dutch short films. In addition, one of

the Belgian short films, directed by Chantal Akerman, which was

Guest Country section will be screened at “Belgium Cineaste” as

이상훈

25일(일) 18:30 소극장 | 25(Sun) 18:30 Cinema II

네덜란드 파노라마 Dutch Panorama

2021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주빈국’은 네덜란드입니다. 작지만

⓯ 22일(목) 10:30 시네마테크 | 22(Thu) 10:30 Cinematheque

simple but powerful way, the film depicts an older woman’s loneliness
single long take, reveals what is behind the emotions of the characters in a
controlled and sensitive manner. (Lee Sanghoon)

collision of dreams and memories. It also illustrates the illogicality of
suddenly in 2019 after a career working across numerous fields of art,
including film. (Lee Sanghoon)

Lee Sanghoon

스테인 보우마
Stijn Bouma

로스토
Rosto

KEPLERFILM
hello@keplerfilm.com

AUTOUR DE MINUIT
festivals@autourdeminu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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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2일(목) 10:30 시네마테크 | 22(Thu) 10:30 Cinematheque

네덜란드 시네아스트
Dutch Cineaste

25일(일) 18:30 소극장 | 25(Sun) 18:30 Cinema II

⓯ 22일(목) 13:00 시네마테크 | 22(Thu) 13:00 Cinematheque
25일(일) 15:30 소극장 | 25(Sun) 15:30 Cinema II

네덜란드 시네아스트 Dutch Cineaste

사이렌

그린 스크린 그링고

Sirene

The Netherlands│2017│Fiction│26' 15"│DCP│Color
Producer THE NETHERLANDS FILM ACADEMY

Green Screen Gringo

The Netherlands│2016│Documentary, Experimental│15' 51"│DCP│Color

도마뱀

A Lizard Too Much

The Netherlands│1960│Fiction│32'│ DCP│B&W │No English Sub

특별하지 않은

Nothing Special

The Netherlands│1961│Fiction│8' 39"│DCP│B&W│No English Sub

Producer Douwe Dijkstra Cinematographer Douwe Dijkstra

Producer DUTCH STUDENT FILM INDUSTRY
Cinematographer Frits Boersma Cast Erik Bree, Marijke Jones

Cinematographer Frits Boersma
Cast Marina Schaper, Jan van Mastrigt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세상의 모든 것이 시큰둥한 동시에 모든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열다섯 살 소년

이 영화는 휴대용 녹색 스크린과 사람들의 만남을 기반으로 거대한 땅 브라질 내

조각가는 실제 부인보다 자신의 환상 속 여자를 좇는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허상

한 남자가 카페에 앉아 삶과 사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한다. 그의 곁에는 여자친구

이 겪는 혼돈의 삶에 대한 에세이다. 이 영화는 낯선 자아를 받아들이는 시선을 통

부를 발견하는 한 외국인의 여행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치와 예술이라는 서로

을 찾는 남편에 대한 실망으로 젊은 학생과 밀회를 갖는다. 하지만 그 학생에게는

가 함께 있지만 다른 아름다운 여성에게 춤을 청하려 한다. 전작 <도마뱀>과 유사

하여 새로운 세계는 편안하고 익숙한 세계의 파괴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다른 사회의 단면을 제시하고 있다. 타인의 눈에 비친 한 나라의 모습을 기발한 아

조각가의 부인 외에도 다른 연인이 있다. 실제와 환상을 넘나드는 기묘한 세계가

한 누벨바그 형식의 영화로 폴 버호벤의 두 번째 연출작이다. (이상훈)

것을 보여준다. (이상훈)

이디어로 담은 이 작품은 2017 끌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 랩경쟁 부문 대상

흑백의 화면 속에 펼쳐지는 이 영화는 폴 버호벤의 첫 번째 연출작이다. 촬영과 편

The film is framed as an essay by a 15-year-old boy who has a turbulent life

수상작이다. (이상훈)

집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실험 정신은 프랑스 누벨바그와 맞닿아 있다. (이상훈)

A man is sitting in a cafe, thinking about the meaning of life and love.

because he is underwhelmed by everything in the world but is nevertheless

interested in it. The film posits that the only way to create a new world is

The film follows a foreigner who travels and explores the inside of Brazil

to destroy the comfortable and familiar and accept a strange and unknown

with a portable green screen in hand. Along the way, he encounters a

Rather than a real wife, a sculptor pursues a woman from his fantasies. His

number of people who embody different facets of culture, including politics

student. The student, however, has another lover besides the sculptor’s

Cinematographer Douwe Hennink Cast Thor Braun, Olivia Lonsdale

self. (Lee Sanghoon)

and art. At the 2017 Clermont-Ferrand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the

Grand Prix in the Lab competition section went to this film, which portrays

how an outsider sees a country using a simple but brilliant concept. 
(Lee Sanghoon)

wife, who is disappointed with her husband, has a secret affair with a young
wife. The film was Paul Verhoeven’s first, and portrays a strange world

KAPITEIN KORT
info@kapiteinmedia.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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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 다익스트라
Douwe Dijkstra

SQUARE EYES
info@squareeyesfilm.com

to dance. This is the second film directed by Paul Verhoeven with clear

influence from the “Nouvelle Vague”, which bears many similarities to his
first film, A Lizard Too Much. (Lee Sanghoon)

mixed with real life and fantasy in black and white. It displays a variety of

experimental touches which highlight the influence of the “Nouvelle Vague”
movement on the Dutch filmmaker. (Lee Sanghoon)

폴 버호벤 Paul Verhoeven
자라 드윙어
Zara Dwinger

His girlfriend is with him, but he’s trying to ask another beautiful woman

EYE FILMMUSEUM marleenlabijt@eyefilm.nl

폴 버호벤은 1938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라이덴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해병대에 입대하여 정부의 요청으로 군 홍보 다큐멘터리 <네덜란드 왕립 해병
대>(1965)를 만든다. <나는 무엇을 보았는가?>(1971)로 장편영화 데뷔 후 <서바이벌 런>(1977)과 <포스 맨>(1983)이 국제적인 인정을 받자 미국으로
이주한다. 할리우드에서 만든 <로보캅>(1987)이 좋은 성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안착 후 <토탈 리콜>(1990), <원초적 본능>(1992), <블랙 북>(2006),
<엘르>(2016) 등을 연출했다. 그는 폭력과 성에 대한 강렬하고 대담한 표현을 통해 세계 영화사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Paul Verhoeven, a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Leiden in the Netherlands, was born in 1938. He enlisted in the Royal Dutch Navy and was given a
commission to make the documentary film The Marine Corps (1965). Diary of a Hooker (1971) was the director’s first feature-length film. Verhoeven
moved to the United States after international success with his films Survival Run (1977) and The Fourth Man (1983). His 1987 Hollywood film
Robocop was very well received. Following this success, Verhoeven directed Total Recall (1990), Basic Instinct (1992), Black Book (2006), and Elle
(2016). He has established his own unique voice in world film history through intense and bold expressions of violence and 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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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2일(목) 13:00 시네마테크 | 22(Thu) 13:00 Cinematheque

네덜란드 실험영화
Dutch Experimental

25일(일) 15:30 소극장 | 25(Sun) 15:30 Cinema II

⓬ 23일(금) 16:00 시네마테크 | 23(Fri) 16:00 Cinematheque

26일(월) 10:30 시네마테크 | 26(Mon) 10:30 Cinematheque

네덜란드 실험영화 Dutch Experimental

네덜란드 왕립 해병대

The Marine Corps

The Netherlands│1965│Documentary│22' 11"│DCP│Color│No English Sub

레슬러

The Wrestler

The Netherlands│1971│Fiction│20'│DCP│Color│No English Sub

구름 숲

Cloud Forest

The Netherlands│2019│Experimental│18' 20"│DCP│Color

돌아다니다

Wander Around

The Netherlands│2020│Experimental│9' 04"│DCP│B&W, Color

Cinematographer Jan Kijser, Jos van Haarlem, Peter Alsemgeest

Producer Nico Crama Cinematographer Jan de Bont
Cast Mariëlle Fiolet, Bernhard Droog, Wim Zomer, Jon Bluming,
Peter Faber

Producer Manon Bovenkerk Cinematographer Daniel Donato,
Herman van den Bosch Cast Elma Cavcic, Amira Kulovac,
Alma Rasidkadic, Amela Rasidkadic, Matea Bakula

Producer Pilar Falco Cinematographer Pilar Falco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네덜란드 왕립 해병대에 관한 다큐멘터리로 폴 버호벤의 첫 번째 프로페셔널 데뷔

남자는 유명한 레슬러의 부인과 위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아들을 염려한다. 그는

5명의 네덜란드 여성이 그들의 부모가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겪은 경험의 기억

기억, 악몽, 환상으로 가득 찬 세계를 부유하는 여행자는 물질 그리고 에너지를 통

작품이자 첫 컬러 영화이다. 정부의 요청으로 해병대 창설 300주년을 기념하기

레슬러가 알기 전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독특한 인물들, 웃음을

과 이미지 속으로 상상의 여행을 떠난다. 다양한 이미지와 사운드 활용을 통해 인

과해서 기묘한 현실로 도착한다. 영화는 8mm 필름을 직접 색칠하고 긁어낸 방식

위해 제작된 작품이다. 그럼에도 영화 초반부 등장하는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스

자아내는 아이러니한 순간과 긴장감이 교차되는 영화는 폴 버호벤의 마지막 단편

물의 기억에 대한 관객의 참여와 극영화, 실험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공존을

으로 제작되었다. (이상훈)

타일의 몽타주와 후반부 군인들의 훈련 장면과 같은 감각적 영상은 폴 버호벤만의

영화이기도 하다. (이상훈)

이끌어낸다. (이상훈)

연출 스타일과 창조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상훈)

A father is worried about his son, who is involved in a potentially dangerous

After roaming around memories, nightmares, and fantasies, travelers pass

This film is a documentary about the Royal Netherlands Marine Corps. It
was Paul Verhoeven’s first professional film as well as his first color film.
The director was granted a commission to make the film by the Dutch

government to mark the 300th anniversary of the Royal Netherlands Marine

Corps’ establishment. However, the film clearly shows Paul Verhoeven’s

Five Dutch women embark on an imaginative journey through their parents’

relationship with the wife of a famous wrestler. He needs to put an end to

memories accompanied by images of the Yugoslav wars. Through the use

short film, and it features unique characters as well as ironic moments that

memories of the characters and brings cohesion to the drama, experimenta-

their relationship before the wrestler finds out. It’s Paul Verhoeven’s final
trigger both laughter and tension. (Lee Sanghoon)

of different images and sounds, the film allows viewers to engage with the

through matter and energy to arrive in a strange reality. The film was
produced by scratching and coloring the original 8mm film. (Lee Sanghoon)

tion and documentary elements on display. (Lee Sanghoon)

unique style and creativity. The film opens with a montage in the style of
Sergei Eisenstein, and the film’s later scenes, where the Marines are training,
contain some of the director’s trademark sensuous imagery.
(Lee Sanghoon)

폴 버호벤
Paul Verhoeven

엘리안 에스더 보츠
Eliane Esther Bots

필라르 팔코
Pilar Falco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UND AND VISION
info@beeldengeluid.nl

EYE EXPERIMENTAL
experimental@eyefilm.nl

EYE EXPERIMENTAL
experimental@eyefilm.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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⓬ 23일(금) 16:00 시네마테크 | 23(Fri) 16:00 Cinematheque

26일(월) 10:30 시네마테크 | 26(Mon) 10:30 Cinematheque

네덜란드 실험영화 Dutch Experimental

현신

로스트 온 어라이벌

Yorishiro

The Netherlands│2020│Experimental│20' 01"│DCP│Color

Lost on Arrival

The Netherlands│2020│Experimental│8'│DCP│Color

사샤

The Sasha

The Netherlands│2019│Experimental│20' 18"│DCP│Color

Producer Charlotte Dumas Cinematographer Charlotte Dumas
Cast Ivy Dubrovich

Producer PolakVanBekkum Cinematographer PolakVanBekkum
Cast Jan van Bekkum, Ivar van Bekkum

Producer María Molina Peiró Cinematographer María Molina Peiró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조랑말 의상을 입은 금발 소녀가 번화한 일본의 거리를 헤매고 있다. 다른 한편에

한 남자가 은퇴 이후의 삶을 보내기 위해 카리브해의 작은 섬으로 온다. 하지만 도

1972년 미국 우주선 아폴로 16호의 승무원인 찰스 듀크는 달 표면 촬영 임무를

서는 거친 바람이 부는 외딴섬에 조랑말이 파도 소리를 듣고 있다. 이 영화는 말이

착 직후부터 그는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점점 기억과 자신을 잃어간다. 이 영화는

수행한다. 실제와 가상이 뒤섞인 영화는 우주, 지구 그리고 무엇보다 구분되는 시

라는 신령한 동물을 매개로 인간과 자연의 교감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상훈)

극도로 미니멀한 방식으로 삶과 기억의 소멸을 보여준다. (이상훈)

공간이라는 한계에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시선을 보여준다. (이상훈)

A blonde girl in a pony outfit wanders through the busy streets of Japan.

A man chooses to live his post-retirement years on a remote Caribbean

Charles Duke, a crew member of the American spacecraft Apollo 16, was on

a rough storm. Through the use of the pony as a spiritual medium, the film

arrival, gradually losing his memory and self-confidence. This work portrays

is a combination of reality and virtuality, portrays how humans can live

Meanwhile, on a remote island, a pony listens to the sound of waves during
explores the bond that exists between humans and nature. (Lee Sanghoon)

island. However, he starts to show symptoms of dementia shortly after his

the disappearance of life and memory in an extremely minimalist way.
(Lee Sanghoon)

a mission in 1972 to photograph the surface of the moon. The film, which
outside the confines of space, earth, and most importantly, time and place.
(Lee Sanghoon)

샤를로뜨 뒤마
Charlotte Dumas

폴라크반베쿰
PolakVanBekkum

마리아 몰리나 페이로
María Molina Peiró

EYE EXPERIMENTAL
experimental@eyefilm.nl

EYE EXPERIMENTAL
experimental@eyefilm.nl

EYE EXPERIMENTAL
experimental@eyefilm.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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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시네아스트

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 제작을 통해 독립적인
영화 생태계를 갖고 있습니다. 대중과 밀접한 상업 영화 그리고 예
술 영화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가진 벨기에 영화는 산업과 예술
에서의 균형감은 물론 수많은 거장 감독을 배출했습니다. 그 예로 앙
드레 델보, 다르덴 형제 등 국제적 명성을 가진 많은 감독들이 있으
며 특히 세계 영화사에 큰 영향을 미친 샹탈 아커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Belgium Cineaste

태어났습니다. 장 뤽 고다르의 <미치광이 피에로>(1965)를 본 후 영
화제작에 뜻을 두기 시작했고, 이후 <나의 마을을 날려버려>(1968)
라는 첫 단편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기존 영화의 전통적 관
습을 전복하였고, 새로운 영화 영역을 개척했습니다. 그녀는 미술가
가 작품의 대상을 다루는 것처럼 카메라 앞의 이미지를 깊이 연구
했습니다. 세계 영화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 <나, 너, 그, 그녀>
(1974)와 <잔느 딜망>(1975) 등의 위대한 작품을 제작함으로써 동
시대 그리고 후대 창작자들에게 많은 영감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영
화 예술의 선구자이자 독창적 시선을 가진 예술가였던 그녀는 2015
년 <노 홈 무비>를 만든 후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벨기에 시네아스트’에서는 샹탈 아커만이 만든 4편의 영화를 소개
합니다. 1960-1980년대에 제작된 이 영화들을 관통하는 주요 키
워드는 ‘반란’, ‘페미니즘’, ‘공간’ 그리고 ‘몸’입니다. 그녀의 첫 번
째 연출 작품인 <나의 마을을 날려버려>는 향후 그녀의 영화 세계
를 지배할 주제 의식과 고유한 형식들이 발현됩니다. 두 번째 작품
인 <방>(1972)은 그녀가 뉴욕 체류 기간에 만든 작품으로 롱테이
크, 360도 회전 등 형식적 실험이 돋보입니다. 세 번째 작품인 <르
15/8>(1973)은 프랑스를 찾은 한 핀란드인 여성이 파리의 아파트에
서 외부이자 방문자로서의 그녀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작
품인 <자허를 위한 세 개의 노래>(1989)는 여성 첼로 연주자를 촬영
하면서 프레임 내부에서의 분리된 공간, 이미지와 사운드의 기묘한
연결을 보여줍니다.
이상훈

25일(일) 19:00 시네마테크 | 25(Sun) 19:00 Cinematheque

From the early days of film history to the present, Belgium has
secured its unique cinema ecosystem by producing various fiction,
documentary, and animation films in different genre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Belgian cinema is its successful balance of industry

and art, as seen in its remarkable commercial and arthouse films.
Belgium is known as a home for world-renowned masters such as
André Delvaux and the Dardenne brothers, not to mention the fact

that Chantal Akerman, one of cinema’s most influential filmmakers,
is from the country.

샹탈 아커만은 1950년 벨기에 브뤼셀의 폴란드계 유태인 가정에서

⓯ 24일(토) 13:00 시네마테크 | 24(Sat) 13:00 Cinematheque

벨기에 시네아스트 Belgium Cineaste

벨기에는 영화사 초기부터 2020년 현재까지 극영화를 비롯하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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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시네아스트

Belgium Cineaste

Chantal Akerman was born in Brussels in 1950 to a Polish-Jewish
family. After watching Jean-Luc Godard’s Pierrot le Fou (1965), she
made up her mind to become a filmmaker and made her first short

나의 마을을 날려버려

Blow Up My Town

Belgium│1968│Fiction│12' 59"│DCP│B&W

방

The Room

Belgium│1972│Documentary│11'│DCP│Color

Cinematographer René Fruchter Cast Chantal Akerman

Cinematographer Babette Mangolte Cast Chantal Akerma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영화는 ‘여자가 자살을 한다.’라는 단순하면서 강력한 서사를 갖고 있다. 젊은 여자

카메라가 부엌과 거실을 채운 가구와 잡동사니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발

의 고통, 불안, 낙담, 절망이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인도하는 비극적인 심포니 형

견하기 위해 움직인다. 360도로 회전하는 카메라의 움직임은 단순하면서도 과감

on film history, becoming a source of inspiration and courage for

태로 나타난다. 동시에 비극과 희극이 중첩되어 관객에게 불안과 유머를 선사한

한 형식적 실험을 통해 삶의 연속성을 포착한다. 식탁 위 과일과 같은 가시적인 사

other filmmakers. Akerman, a trailblazer of film arts and an artist with

original perspectives, made her last film No Home Movie (2015) and

다. 샹탈 아커만은 이 영화에 대해 “이후 내가 만든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시적

물에서부터 외로움과 고독과 같은 비가시적이면서 더 명백한 것까지 만화경처럼

에세이 영화 나아가 비디오 설치 등이 이미 이 작품 안에 존재합니다.”라고 밝힌

흘러간다. 영화 속에서 부동의 사물과 움직이는 유일한 것은 시선의 대상인 배우

died in Paris at the age of 65 in 2015.

바 있다. (이상훈)

이자, 시선의 주체이자 감독인 샹탈 아커만뿐이다. (이상훈)

“Belgium Cineaste” presents Akerman’s four short films produced

This film has a simple yet powerful plot: “A woman commits suicide.” The
pain, anxiety, dejection, and despair of a young woman take the form of

The camera moves simply yet clearly inside a small apartment cluttered
with furniture and accoutrements to show a woman lying on a bed. The
360-degree pan of the camera captures the continuity of life in a simple
yet bold formal experiment. From visible objects such as fruit on the table
to non-visible yet more obvious things such as loneliness and solitude,
images float before our eyes in a kaleidoscope. In this static space, the
only thing that moves is the director herself, who is both the protagonist

film, Blow Up My Town in 1968. Akerman attempted to subvert

cinematic conventions and pioneered an undiscovered field of

cinema. As a painter carefully observes an object, she thoroughly
composed her images with her camera. Her films, such as I, You, He,

She (1974) and Jeanne Dielman (1975), have left a significant mark

from the 1960s to the 1980s. Some keywords for those films include
“revolt”, “feminism”, “space”, “body”. Her first short film, Blow Up

My Town , reveals her unique awareness and style, which can also

be found in her subsequent films. Her next film, The Room (1972),
was made during her stay in New York and demonstrates her stylistic
experiments, such as long take and the 360-degree pan. August 15

(1973) is the story of a Finnish woman who tells of her experience

a tragic symphony of sounds guided by the humming of a song. At the

same time, tragedy and comedy overlap to present anxiety and humor
to the audience concurrently. Chantal Akerman’s first film, produced at
age 19, features one character: herself. The director later claimed that her

other feature films, documentaries, poetic essay films, as well as video
installations, already existed within this film. (Lee Sanghoon)

of the film and its main object. (Lee Sanghoon)

as an outsider and visitor to France in an empty Paris apartment.

샹탈 아커만 Chantal Akerman

female cellist and reveals a bizarre link between the divided space,

에 눈을 뜬다. 1972년 뉴욕 체류 기간에 <방>과 <호텔 몬터레이>를 만들었고 이후 그녀는 평생 거처를 파리로 옮긴다. 1975년 발표한 <잔느 딜망>은 그녀에게

The last film, Three Stanzas on the Name Sacher (1989), highlights a

image, and sound.

Lee Sanghoon

CHANTAL AKERMAN FOUNDATION celine.brouwez@cinematek.be

샹탈 아커만은 1950년 6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생했다. 1968년 자신의 첫 단편 <나의 마을을 날려버려>를 만들었고 이후 뉴욕으로 옮겨 미국 실험영화
세계적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이후 그녀가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뿐만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특정 주제에 대한 탐구의 일환으로 여러 설치작품을 선보였다.

Chantal Akerman was born on June 6, 1950, in Brussels. In 1968, she directed her first film, Blow Up My Town . She then moved to New York,
where she discovered American experimental cinema. She filmed The Room and Hotel Monterey there in 1972. She then moved to Paris
where she lived until the end of her life. Jeanne Dielman was shot in 1975 with Delphine Seyrig and brought her worldwide recognition, and
was followed by numerous fiction films and also documentaries broadcast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to her films, Chantal Akerman has
produced a number of installations, thus pursuing specific research on her own t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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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쇼츠

⓯ 24일(토) 13:00 시네마테크 | 24(Sat) 13:00 Cinematheque

25일(일) 19:00 시네마테크 | 25(Sun) 19:00 Cinematheque

HUB OF ASIA

아시아의 창의적이고 뛰어난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아시아 쇼츠’ 섹
션은 영화학교 쇼케이스인 ‘AFiS 특별전’과 올해 영화제의 주제인

르 15/8

자허를 위한 세 개의 노래 Three Stanzas on the Name Sacher

August 15

Belgium│1973│Fiction│42'│DCP│B&W
Producer PARADISE FILMS
Cinematographer Chantal Akerman, Samy Szlingerbaum

France│1989│Experimental│12'│DCP│Color
Producer ARCANAL, CENTRE GEORGES POMPIDOU, LA SEPT, MALLIA FILMS
Cinematographer Raymond Fromont Cast Sonia Wieder Atherton

Cast Chris Myllykoski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8월 15일 햇빛이 화창한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젊은 여인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빛과 어둠이 서로 교차하며 아파트 내부 좌측에 있는 침대와 의자를 비춘다. 이윽

다. 그녀가 겪은 일상과 사건들이 긴 호흡으로 단절 없이 펼쳐진다. 사소함이라는

고 첼로 연주자 소냐 비에더 아테르통이 등장하여 프랑스 현대 음악가 앙리 뒤티

외피를 갖는 독백의 심연에서 감춰진 분노가 출렁거린다.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
몸, 동작을 길게 포착한다. 마침내 내부 공간과 그곳을 채우는 빛과 어두움의 시선
이 그녀의 초상화를 완성한다. 그녀의 대표작 <잔느 딜망>과 같은 해에 제작되었
다. (이상훈)
Paris in the summer. On August 15th, a bright sunny day, a young woman
shares her own story in her apartment. The daily routine and trivial events
of her life seamlessly unfold before us. However, an underlying anger

simmers in her monologue, which retains the facade of triviality. The fixed
camera takes a long look at her face, body, and movements. In the end,

her portrait is completed by the mix of light and darkness filling the space
inside her apartment. It was produced in the same year as Akerman’s
masterpiece Jeanne Dielman . (Lee Sa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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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상태’를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동물농장’, 사회적〮 정
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침묵의 목소리’로 구성됩니다.
The “Hub of Asia” section features one film school showcase

(AFiS Special) and two explorations of BISFF 2021’s main
theme: one from an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 (Animal Farm), the other from a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 (Silent Voices).

외의 곡을 연주한다. 창 너머로 보이는 두 개의 아파트 창문에서는 사람들이 등장
하고 퇴장하며 일상을 반복한다. 영화는 동일한 공간을 여러 크기로 나누는 촬영,
전후로 움직이는 카메라의 움직임과 같은 명확한 기술적 시도를 통해 이미지와
영상의 배치를 전복하며 이를 통해 풍경과 장면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제시한다.
(이상훈)
Light and darkness intersect to highlight a bed and a chair on the left

side of a room. Cellist Sonia Wieder Atherton enters and performs a

contemporary piece composed by French composer, Henri Dutilleux. Two

windows in the back reveal how people repeat their everyday lives. The
film shows Akerman’s technical experiments such as splitting a space into
different sizes and front and rear camera movements. By doing so, Akerman

subverts the alignment of image and video and presents various scenes and
perspectives in landscape. (Lee Sanghoon)

샹탈 아커만,
사미 질링거바움
Chantal Akerman,
Samy Szlingerbaum

샹탈 아커만
Chantal Akerman

CHANTAL AKERMAN FOUNDATION
celine.brouwez@cinematek.be

CHANTAL AKERMAN FOUNDATION
celine.brouwez@cinematek.be

AFiS 특별전
AFiS Special

동물농장
Animal Farm

침묵의 목소리
Silent Voices

아시아 쇼츠

AFiS 특별전

Hub of Asia

AFiS Special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주제인 ‘예외 상태’를 생태 〮환경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동물농장’, 사회적 〮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침묵의 목소
리’로 구성됩니다.

The “Hub of Asia” section features one film school showcase
(AFiS Special) and two explorations of BISFF 2021’s main theme:
one from an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 (Animal

Farm), the other from a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 (Silent
Voices).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부산아시아영화학교(AFiS)와 손을 잡고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AFiS의 작품 개발 및 네트워킹
레지던시 과정에 참여하는 신규 펠로우의 단편영화를 소개합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온 펠로우들은 현역에서 감독과 제작자로 활동하
고 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AFiS 특별전’은 장르, 길이,
배경이 다른 7편의 작품을 통해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아시아 투어를
제공합니다.

Continuing its partnership with the Busan Asian Film School,

BISFF will introduce short films made by some of the new batch
of Fellows, active producers and directors from different Asian

바나나 피시를 찾는 여자가 없는 남자, 이야기를 들려주는

networking residency course from March till October 2021. For

BananaFish, Girl Without Cat Telling Her Story

countries who will take part in a project-development and

its second edition, the “AFiS Special” program consists of seven

films, a healthy mix of genres, durations and origins making for a
dynamic and varied tour of Asia.

‘아시아 쇼츠’의 나머지 두 프로그램은 올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주제인 ‘예외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제목이 연상되는 ‘동물농장’은 인류가 환경에 미치
는 재앙적 영향이 야생 동물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며
주제를 확장시킵니다.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부메랑 효과는 엄청납
니다.
‘침묵의 목소리’는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여 시민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통제하는 방식을 조명합니다. 현실 밀착형 작품인 <우리의 밤
은 깨어있다>, <빅토르 최 죽어갔다>와 명백한 디스토피아로 향하는
작품인 <블라인드 마우스>, <오페라>가 지배에 혈안이 된 정권의 안
타깝지만 필연적인 결론을 보여줍니다.

The other two programs in “Hub of Asia” are both based on

고양이가 없는 여자 Men Without Women Looking for
Malaysia, Japan│2016│Fiction│19' 30"│DCP│B&W, Color

보석 세공사

Jeweler’s Journey

Myanmar│ 2017│Documentary│3' 09"│DCP│Color
Producer Eiji Iwakwa, Tim Mitzman, Vicky Nway
Cinematographer Matt Moroz Cast Aung Chay

Producer Takatsuka Rie, Thim Kian Cheng
Cinematographer Ken Loo, Thim Kian Cheng
Cast Takatsuka Kumi, Ving Lee, Itt Patiparn, Joe Liew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여러 나라를 오가는 다국어(일본어, 태국어, 한국어, 광둥어, 만다린어) 단편영화

이 영화는 자신의 공예를 지킴으로써 미얀마의 전통을 유지해 나가는 어느 금 세

As its Orwellian title suggests, the “Animal Farm” program stems

로 사랑에 번민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인물들로 채워진다. 상호 연결된 일련의 탐

공사에 대한 낙관적 초상화다. 수공예품의 매우 개인적인 가치를 옹호하며, 많은

from the theme but widens it by showing how humanity’s

구가 사랑에 대한 독백, 자아의 (재)발견 및 고차원적인 의미 추구와 어우러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창작물과 창작자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보여준다. 또한

disastrous impact on the environment also affects the wildlife. If

가운데 다양한 언어, 장소 및 분위기를 오간다. 부산아시아영화학교의 당위성뿐만

장인의 작품과 영감의 원천이 되는 지역사회가 서로 어떤 빚을 지고 있는지도 상

not immediate, the boomerang effect usually is rather fierce.

아니라 이 프로그램의 범아시아적 성격을 압축하여 보여준다. (심세부)

기시킨다. (심세부)

Japanese, Thai, Korean, Cantonese, Mandarin: this country-hopping,

The optimistic portrait of a goldsmith who, by maintaining his craft alive,

alternates between different languages, places and moods in a series of

advocates for the highly personal value of handmade creations, shown as

BISFF 2021’s main theme of “A State of Exception”.

The “Silent Voices” program shows how nations manage to

exert power and control over the minds, bodies and souls of
their denizens. As close to real-life as some films may be (Night

Is Young, Tsoy Is Dead! ), others (Blind Mouth, Opera ) veer into
overt dystopia - the sad but logical conclusion for regimes bent
on domination.

심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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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일) 13:00 시네마테크 | 25(Sun) 13:00 Cinematheque

AFiS 특별전 AFiS Special

‘아시아 쇼츠’ 섹션은 영화학교 쇼케이스인 ‘AFiS 특별전’과 2021년

⓯ 23일(금) 10:00 소극장 | 23(Fri) 10:00 Cinema II

Sébastien Simon

multilingual short film populated by lovelorn and erring characters
interconnected quests and soliloquies on love, (re)discovery of self, and

search for higher meanings. It also encapsulates the pan-Asian nature of
this program as a whole, as well as the mandate of the Busan Asian Film
School. (Sébastien Simon)

also ensures that Myanmar tradition of floral balls endures. This film
a process taking the time it demands as much as it reveals the emotional

bond between a creation and its creator. It also reminds of what artisanal
work owes to the locale in which it thrives and finds its inspiration, and vice
versa. (Sébastien Simon)

팀 키안 청
Thim Kian Cheng

맷 모로즈
Matt Moroz

Thim Kian Cheng
maxchengtk@gmail.com

Matt Moroz
mattmoro@proto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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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3일(금) 10:00 소극장 | 23(Fri) 10:00 Cinema II

25일(일) 13:00 시네마테크 | 25(Sun) 13:00 Cinematheque

AFiS 특별전 AFiS Special

주누의 신발

The Shoes of a Little Girl

Nepal│ 2019│Fiction│12' 58"│DCP│Color

엘사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Elsa

Singapore│2019│Documentary│8' 17"│DCP│Color

As I Lay Dying

Vietnam│2017│Fiction│18' 53"│DCP│Color

모기사냥

Buzzkill

Malaysia│2015│Fiction│3'│DCP│Color

Producer Bibhu Poudel, Sushant Shrestha
Cinematographer Sarun Manandhar
Cast Hisse Lama, Yanji Lama, Pasang Lhamu Lama

Producer Jen Nee Lim Cinematographer Jen Nee Lim
Cast Stanley Teo

Producer Pham Le Dung Cinematographer Trinh Quang Linh
Cast Truong Hoang An, Ngoc Nick M, Ha Thien Trang, Chieu Xuan

Producer Cardin Phua Cinematographer Cardin Phua
Cast Keryi Loh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신발을 바꿔 신는 문제를 가진 어린 소녀는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하는 자신만의

이 영화는 감독 자신의 가정에서 만들어진 젠더에 관한 다큐멘터리다. 아이의 외

이 영화는 한 여성의 감동적인 초상화이자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에 대한 카르마적

성가시고 짜증 나는 일은 종종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찾아와 다양하고 살기등등한

재미있는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 눈을 뗄 수 없는 이 영화는 네팔 산간 마을의

모, 소년과 소녀 사이의 모호성 그리고 유형에 반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새롭

탐구를 담고 있다. 또한 몽상적 이미지를 통한 정신 분열의 시각화와 영화 제작에

해결책을 고민하게 만든다.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이 재기 발랄한 영화에 대한 더

일상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아동 교육과 돈을 버는 수단으로써의 관광업처럼 더

게 살펴보는 기발한 작품이다. 아이의 순수하고 장난기 가득한 상상력이 사회적

대한 메타서사적 이야기를 담아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복잡한 교차 편집 속에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심세부)

많은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은근히 암시한다. (심세부)

규범 및 편견과 대조를 이루며, 현대 육아의 훌륭한 예를 보여주는 매력적이고 유

함께 엮어낸다. (심세부)

A little girl with an amusing shoe-inverting problem must find her own,

의미한 작품이다. (심세부)

This film is both: a moving portrait of a woman, a karmic exploration of

Annoyance often comes at the most inopportune of times, and can lend

playful solution to recognize her left from her right. This irresistible short

Made within the director’s own household, this gender-themed docum-

at more social and economical aspects such as the education of children

or-girl ambiguity, and on letting them express themselves against type. It

film highlights daily life in a Nepalese mountain village while subtly hinting
and tourism as a money-earning necessity. (Sébastien Simon)

entary presents a clever twist on children’s physical appearance, on boyis as charming and relevant as it shows good and modern parenting, while

trauma and guilt, the visualization of a fractured psyche through oneiric
images, and a meta-narrative tale of moviemaking — all weaved together in

one to consider a variety of murderous solutions. Writing more would spoil
that witty and energetic film! (Sébastien Simon)

a complex cross-editing structure. (Sébastien Simon)

contrasting the child’s innocent and playful imaginary against social norms
and prejudice. (Sébastien Simon)

케달 스레이스타
Kedar Shrestha

젠니임
Jen Nee Lim

레 쿠인 안
Le Quynh Anh

카딘 푸아
Cardin Phua

Kedar Shrestha
kedarstha@gmail.com

PILGRIM PICTURES PTE LTD
jennee@pilgrimpictures.com.sg

Le Quynh Anh
anhqlee@gmail.com

Cardin Phua
cardinphua@gmail.com

134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38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135

⓯ 23일(금) 10:00 소극장 | 23(Fri) 10:00 Cinema II

동물농장

추달라

소의 하루

25일(일) 13:00 시네마테크 | 25(Sun) 13:00 Cinematheque

Animal Farm

⓯ 23일(금) 12:30 중극장 | 23(Fri) 12:30 Cinema I

26일(월) 13:00 시네마테크 | 26(Mon) 13:00 Cinematheque

동물농장 Animal Farm

Chudala

India│2017│Fiction│14' 19"│DCP│Color

물 속의 호랑이

Diary of Cattle

Indonesia│2019│Documentary│17' 31"│DCP│Color

Wade

India│2019│Animation│10' 38"│DCP│Color

Producer Alessandro Alpini, Maaria Sayed, Manish Mundra
Cinematographer Debashis Remy Dalai
Cast Sanjay Mishra, Sanghmitra Hitaishi

Producer David Darmadi, Lidia Afrilita
Cinematographer David Darmadi

Producer Kalp Sanghvi, Upamanyu Bhattacharyya
Cinematographer Kalp Sanghvi, Upamanyu Bhattacharyya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가부장제, 전통의 무게, 여성에 대한 기대치, 해방과 위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담

단순하고 직설적인 묘사가 잔혹하게 느껴지는 이 다큐멘터리는 개방된 쓰레기 매

인간이 야기한 생태학적 재난은 환경에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고, 도시는 인간과

긴 이 영화 속에 과거, 현재 그리고 젠더가 얽혀 있다. 먼지 쌓인 시타르와 질식하

립지에 방목된 소 떼의 하루를 보여준다. 악의가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동물들이

야생동물을 위한 피난처 또는 위험지역이 될지 모른다. 황폐한 도시의 잔재에서

는 물고기는 이 놀라운 이야기에서 두 개의 강렬한 이미지에 불과하다. 영화는 강

쓰레기를 씹어 먹는 인상적 이미지보다 더 놀라운 것은 먹이사슬의 변화 뿐만이

배고픈 호랑이 떼로부터 목숨 걸고 도망쳐보라! (심세부)

압적인 아버지와 자상하지만 의심이 많은 딸 사이의 대립 그리고 그녀의 뒤바뀐

아니다. 그들의 건강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게 되는 것이다. (심세부)

성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심세부)

Brutal in its simplicity and directness, this documentary presents a day in

As man-made ecological disasters impact the environment durably, our

Past, present and genders are intertwined in this short film on patriarchy,

the weight of traditions, what’s expected of women and the length one

goes to in order to find emancipation and hopefully, solace. A dusty sitar

and a suffocating fish are but two of the striking images in this admirable
story centered on the confrontations between an overbearing father,

the life of a herd of cows··· as they graze into an open landfill. Perhaps more
alarming than the unforgettable images of these inoffensive and unaware

animals munching trash, is knowing what it will inevitably lead to in regards

very cities may become actual shelters or turn into hazardous places, as

much for us as for the wildlife. Try running for your life from a pack of
hungry tigers in the remnants of a derelict megalopolis! (Sébastien Simon)

to their health - not to mention to the food chain. (Sébastien Simon)

his caring but questioning daughter, and her gender-swapped identity.
(Sébastien Simon)

마리아 사예드
Maaria Sayed

데이비드 다르마디,
리디아 아프릴리타
David Darmadi,
Lidia Afrilita

칼프 상흐비,
우파마뉴 바타차리야
Kalp Sanghvi,
Upamanyu Bhattacharyya

Maaria Sayed
maaria.sayed@gmail.com

Lidia Afrilita
lidiaafrilita@yahoo.com

Kalp Sanghvi,
Upamanyu Bhattacharyya
wadethefil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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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3일(금) 12:30 중극장 | 23(Fri) 12:30 Cinema I

침묵의 목소리
Silent Voices

26일(월) 13:00 시네마테크 | 26(Mon) 13:00 Cinematheque

⓯ 22일(목) 19:00 시네마테크 | 22(Thu) 19:00 Cinematheque
25일(일) 10:00 소극장 | 25(Sun) 10:00 Cinema II

침묵의 목소리 Silent Voices

해중망

후쿠시마의 피폭 돼지

Luzon

Taiwan│2017│Fiction│13' 01"│DCP│Color

The Toxic Pigs of Fukushima

USA, Japan│2020│Documentary│35'│DCP│Color

우리의 밤은 깨어있다

Night Is Young

Hong Kong, China│2020│Fiction│25' 25"│DCP│Color

빅토르 최 죽어갔다

Tsoy Is Dead!

Russia│2020│Fiction│5' 20"│DCP│Color

Producer Adam Paulsen, David Carrico, Otto Bell
Cinematographer Simon Niblett
Cast Keiichi Ando, Mitsuyoshi Ando, Tsutai Endo

Producer Ka Leung Ng Cinematographer Huang Li Wei,
Wong Shek Keung Cast Chi Keung Choi, Ryan Sung

Producer Alexander Efoshkin, Alexander Solovyov,
Georgiy Cherdantsev, Kesh Cinematographer Alexander Efoshkin
Cast Tim Vikhornov, Kian Vikhornov, Elena Nam, Mikhail Kim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이웃한 두 나라에서 온 두 명의 어부가 두 척의 보트 위에 있다. 그리고 탁 트인 바

2011년 쓰나미로 원자로가 붕괴된 후, 이 황폐화된 지역에서 멧돼지의 수가 증가

시민 시위가 한창인 홍콩에서 지친 택시 운전사와 함께 지새우는 밤. 각 승객과의

독재정권 하에 텔레비전은 사실상 국가가 승인한 선전용 대변자 역할을 한다. 신

다에 핵폐기물 한 통이 조용히 떠다닌다. 방사성 폐기물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한다. 그리고 방사능에 노출된 동물의 확산을 막고자 정부가 지역 사냥꾼을 모집

상호작용은 긴박한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하나의 관점 또는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

호 결함으로 인해 짧은 순간 다른 나라의 이미지가 전파를 타자, 한 어린 소년이

심각한 문제가 외교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취급 당하는 것에 대한 풍자적 우화

한다. 인간이 만든 생태학적 재난, 문제, 비극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현상을 가

고,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커지는 명확하고 해결 불가능한 분열을 보여준다. 그리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엿보게 된다. 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각성인가! (심세부)

이다. 어부들의 유치한 경쟁의식은 바다의 예측 불가능에 필적한다! (심세부)

장 잘 포착하고 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경이로운 작품이다. (심세부)

하여 택시는 서서히 피난처로 변하고 택시 운전사는 떠돌이 영혼의 잠재적인 구조

Since a tsunami provoked a nuclear reactor meltdown in Fukushima in

자가 된다. (심세부)

In dictatorial regimes, television serves as a de facto mouthpiece for state-

Two fishermen on two boats, coming from two neighboring countries···

they are irradiated, the government tries to avoid their spread by enlisting

on. Each interaction with a new passenger provides its own perspective

and a barrel of nuclear waste floating inconspicuously in the open sea.
In this satirical allegory for how serious, life-threatening issues such as
radioactive waste are being thrown around by states like diplomatic hot
potatoes, the fishermen’s childish rivalry can only be matched by the
sea’s unpredictability! (Sébastien Simon)

2011, this devastated area has seen a rise in numbers of wild boars. As

A night alongside a jaded taxi driver in Hong Kong as a citizen protest rages

local hunters. If one film could best represent how man-made ecological

on, or critique of, the tense political situation, and reveals a clear, growing

disasters, problems and tragedies keep cascading uncontrollably, this

one would be it. As heartbreaking and infuriating as it is eye-opening. 
(Sébastien Simon)

and probably unsolvable divide between people. As such, the taxi slowly

approved propaganda. When, for the briefest of moments, an opportune
glitch in the signal suddenly broadcasts images from another country, a

young boy is presented with a whole new reality: rock. How irremediable
will his awakening be! (Sébastien Simon)

transforms into a shelter and the driver into a potential rescuer of stray
souls. (Sébastien Simon)

치앙 웨이 리앙
Chiang Wei Liang

오토 벨
Otto Bell

궉준
Kwok Zune

알렉산더 솔로비요프
Alexander Solovyov

KAOHSIUNG SHORTS
kffshorts@gmail.com

VALPARAISO PICTURES
info@valparaisopictures.com

Kwok Zune
afooltanaka@gmail.com

CINEPROMO
cinepromo@yandex.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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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2일(목) 19:00 시네마테크 | 22(Thu) 19:00 Cinematheque
25일(일) 10:00 소극장 | 25(Sun) 10:00 Cinema II

침묵의 목소리 Silent Voices

블라인드 마우스

Blind Mouth

Malaysia, Taiwan│ 2017│Fiction│16'│DCP│Color

오페라

빨간 독수리

Opera

Korea│ 2020│Animation│8' 55"│DCP│Color

Red Aninsri; Or, Tiptoeing on the Still Trembling Berlin Wall
Thailand│ 2020│Fiction│29' 57"│DCP│Color

Producer Lee Yve Vonn, Lovelyn Ng Kha Shuen
Cinematographer Tan Seng Kiat
Cast Alvin Wong, Hawa Khadeejah Bte Fazli

Producer BEASTS AND NATIVES ALIK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2020년, 이 영화는 마스크

문자 그대로 세계 건설의 예를 보여주는 이 놀라운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과두제

의 또 다른 급진적인 사용을 보여준다. 디스토피아적이고 감옥 같은 사회에서 아

는 질서와 혼돈으로 끝없는 순환을 거듭하는 다층적이고 상호 연결된 피라미드 기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이들을 포함한 극빈층을 말 그대로 침묵시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입을 열지도

계로 표현된다. 영화의 구성이 관객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부분 또는 인물을 바라

한 트랜스젠더 스파이가 미인계를 사용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곧이어 자신의 표적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권력에 대항하거나 도전할 수 있겠는가? (심세부)

보게 한다. 무한한 감상과 해석이 잠재된 작품이다. (심세부)

과 사랑에 빠진다. 이 유쾌하고 감동적이며 독창적인 단편영화는 태국의 영화 제

As 2020 and the COVID-19 pandemic have made wearing masks a necessity

In a very literal example of world-building, this jaw-dropping animated

작 경향을 탐구한다. 유동적인 성 정체성에다, 고도의 첩보와 비운의 로맨스가 한

radical purpose: to literally silence the poorest denizens of this dystopian,

pyramidal machine which runs on a never-ending cycle of order and chaos.

in regards to health, this anticipatory short film uses them for another

prison-like society··· including its children. If the people can’t even
physically open their mouths, how could they possibly contest or challenge
the authority? (Sébastien Simon)

short film presents an oligarchic society as a multi-layered, interconnected,

Because of the way that film is constructed, not two audience members
will actually be watching the same details nor characters - allowing for
potentially infinite viewings and interpretations. (Sébastien Simon)

Producer Chonlasit Upanigkit, Kamonlak Jirahitapat,
Ratchapoom Boonbunchachoke
Cinematographer Jiraphat Vinagupta, Pakorn Yooin
Cast Sarut Komalittipong, Atikhun Adulpocatorn,
Gandhi Wasuvitchayagit, Napat Kiatkwankul, Ornanong Thaisriwong

데 뒤섞인 메타 서사적인 작품이 우리를 찾아온다! (심세부)
A trans spy gets assigned a honey trapping mission and soon falls for

her target in this hilarious, moving and inventive short that is also an
exploration of Thailand’s filmmaking codes. The gender-fluid, metanarrative mix of high espionage and doomed romance you never knew you
wanted! (Sébastien Simon)

렁 시우 홍
Leong Siew Hong

에릭 오
Erick Oh

랏차뿜 분번차초케
Ratchapoom Boonbunchachoke

Leong Siew Hong
dantashchris@gmail.com

BEASTS AND NATIVES ALIKE
info@beastsnatives.com

Ratchapoom Boonbunchachoke
ouioui4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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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쇼츠
KOREAN SHORTS

‘코리아 쇼츠’는 한국 영화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된 섹션입니다. 깊은 주제 의식과 새로운 형식의 실험, 다양한 창
작자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 단편영화의 오늘을 확인 할 수 있는 ‘분단
연대기’, ‘예외적 관점’, ‘부산 IN’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BISFF has created a new section called “Korean Shorts” in

order to continue to support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short films. This includes “Ceasefire Chronicles”,
“Exceptional Perspectives”, and “Busan IN”.

분단 연대기
Ceasefire Chronicles

예외적 관점
Exceptional Perspectives

부산 IN
Busan IN

코리아 쇼츠

분단 연대기

Korean Shorts

Ceasefire Chronicles

고, ‘K-무비’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한류 열풍의 중심에서 전 세
계인들의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영화의 근간
인 단편영화에 대한 관심과 성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한국 영화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코리아 쇼츠’ 섹션을 신설하였습니다. 깊은 주제 의식, 새로
운 형식 실험, 다양한 창작자와의 만남을 통해 한국 단편영화의 오늘
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라 현실에 주목합니다. 분단국가의 현실, 남북 관계에 대한 편향된
시선,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진정성 있게 묘사하
는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 영화들은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예외 상태가 어떻게 일상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화된 예외
상태’에서 남북 관계 패러다임의 전환, 공존과 평화가 가능한지 같은
묵직한 화두를 던집니다.

abroad in recent years. They have gained widespread recognition

and appreci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forefront
of the Korean wave, to the point where the term “K-movie” has
been coined. This success was only possible because of the growing

interest in short films and the development of the short film
industry, as short films are the film industry’s backbone. BISFF has

created a new section called “Korean Shorts” in order to continue

to support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short films. I
hope that this will be a platform for audiences to see where Korean

consciousness and new experimental formats, as well as by meeting
with various filmmakers.

The reality of Korea as a “divided nation”, which is in “A State of

는 작품을 소개합니다. 이 작품들은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통해 이야
기가 진행되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응용하여 화면을 구성하기도
하고, 게임의 특성을 영화에 접목해 몰입감을 극대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영화 내에서 스토리텔링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
되거나 영화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응원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리퀴드
아트72시간영화제, 부산시민영화제, 영화의전당 아카데미, 부산아
시아영화학교와 같이 부산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영화제
를 통해 제작된 4편의 부산 영화를 소개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서는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단편영화 제작지원을 통해 완성된
작품도 함께 상영합니다.

Hitchhiker

Korea│2016│Fiction│20' 11"│DCP│Color

기사선생

Mr. Driver

Korea│2018│Fiction│23' 40"│DCP│Color
Producer 김준성 Kim Junsung Cinematographer 민성욱 Min Sungwook
Cast 배유람 Bae Youram, 윤혜리 Yoon Hyaeri, 이한위 Lee Hanwe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남루한 행색의 남자가 히치하이킹을 시도한다. 남자의 말투

개성공단으로 식자재를 배달하는 일을 맡게 된 남한 남자는 그곳에서 일하는 북한

와 행색을 수상하게 여긴 봉고차 운전자는 그를 간첩으로 오인해 파출소로 데려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다. 두 사람은 음악을 함께 공유하며 서로에 대한 호감을

다. 이 영화는 한 탈북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북한 사람에 대한 불

키워가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 MP3 플레이어에 노래를 담아 북으로 향한다. 남남

peaceful relationship in “a normalized state of exception”.

신과 편견을 담아내지만, 한편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인간적인 유대관계

북녀의 애틋하고 안타까운 관계를 담은 이 영화는 달콤한 로맨스 영화의 외피를

형성을 통해 화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영화에서 사용된 부감 숏, 낮은 채도, 슬

The “Exceptional Perspectives” category features films that explore

로 모션과 같은 장치의 사용은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몰입도를 높인다. (김경연)

두르고 있지만 그것을 한 겹 걷어내면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비정상적인 현실, 즉

using digital devices, while others use computer programs to make

and is suspicious. The driver, suspecting him of being a North Korean spy,

Exception”, is explored in “Ceasefire Chronicles”. In this category,

films that portray the reality of a divided country, the prejudiced
views of the North-South relationship, and the ideological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screened in a balanced and honest

manner. These films explain how this exceptional circumstances has
and culture, and raise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wo countries

will be able to shift their paradigms in order to coexist and build a

and experiment with new film formats. Some of the films tell stories

images. Some films adopt game-like elements to help viewers feel

more immersed in the film. These approaches are actively used as

‘부산 IN’은 부산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이 제작한 단편영화를 소개하

히치하이커

Producer 김현지 Kim Hyunji, 조준형 Ricky Junhyung Cho
Cinematographer 김병일 Kim Beongil
Cast 이태규 Lee Taekyu, 홍승일 Hong Seongil

become normalized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society, economy,

‘예외적 관점’에서는 새로운 영화 형식에 대한 탐구와 시도가 돋보이

26일(월) 12:30 소극장 | 26(Mon) 12:30 Cinema II

Korean films have had remarkable success both at home and

short films stand today by watching short films with deep thematic

‘분단 연대기’에서는 ‘분단국가’라는 ‘예외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나

25일(일) 15:30 중극장 | 25(Sun) 15:30 Cinema I GV

분단 연대기 Ceasefire Chronicles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는 국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

⓬ 24일(토) 14: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4(Sat) 14:00 BNK BUSAN BANK Art Cinema

storytelling tools to effectively convey the film’s subject.

The “Busan IN” program was designed to showcase short films made
by Busan residents and to encourage their artistic endeavors. A total
of four films will be introduced in this category, all of which were

A ragged man tries to hitchhike on a deserted road. A van driver sees him

takes him to a police station. The film depicts the widespread mistrust and
prejudice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However, the

film also shows the feasibility of unity by showing the character’s ability to

form a strong bond in a short period of time. To generate dramatic tension
and maximize viewer immersion, the film employs a variety of techniques,
including high angle shots, low saturation, and slow motion. (Yeona Kim)

produced and screened at workshops and film festivals in Busan,

including the Liquid Arts 72 Hour Film Festival, the Busan Citizen

Filming Festival, the Busan Cinema Center Academy, and the Busan
Asian Film School (AFiS). Further, the complete film that was chosen

for the Short Film Project at the 38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예외 상태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김경연)
A South Korean man in charge of delivering food supplies to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falls in love with a North Korean woman

who works there. When they listen to music together, their love grows
stronger. The man puts songs into his MP3 player and heads to the North.

On the surface, the film appears to be a sad love story between a South
Korean man and a North Korean woman. However, beneath the surface,

the film makes us realize that we liv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n
abnormal reality created by living in a divided nation. (Yeona Kim)

윤재호
Jéro Yun

김서윤
Kim Seoyoon

윤재호 Jéro Yun
jeroyun@hotmail.com

필름다빈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Festival will also be screened as part of this category.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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⓬ 24일(토) 14: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4(Sat) 14:00 BNK BUSAN BANK Art Cinema
25일(일) 15:30 중극장 | 25(Sun) 15:30 Cinema I GV

예외적 관점

Exceptional Perspectives

26일(월) 12:30 소극장 | 26(Mon) 12:30 Cinema II

⓯ 23일(금) 18:30 소극장 | 23(Fri) 18:30 Cinema II

GV
25일(일) 16: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5(Sun) 16:00 BNK BUSAN BANK Art Cinema 26일(월) 10:00 소극장 | 26(Mon) 10:00 Cinema II

예외적 관점 Exceptional Perspectives

꼬리

은서

Tail

Korea│2018│Fiction│28' 27"│DCP│Color

혼생러 한사라

Eunseo

Korea│2019│Fiction│28' 59"│DCP│Color

Solitary Survivor Sarah

Korea│2020│Fiction│14'│DCP│Color

Producer 윤수환 Yoon Suhwan Cinematographer 양희진 Yang Heejin
Cast 이원종 Lee Wonjong, 김종구 Kim Jonggu, 정도원 Jeong Dowon,
최은아 Choi Eunah

Producer 이혜인 Lee Hyein Cinematographer 한상길 Han Sanggil
Cast 김진이 Kim Jinee, 김미경 Kim Mikyoung, 김율호 Kim Youlho,
송지우 Song Jiu

Cast 이형주 Lee Hyeongju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종학은 20년 전 북에서 월남한 이후 하나원에서 탈북자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동

20년 전 혼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은서는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

시에 그는 자신이 상담하는 탈북자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북으로 보내는 일을 한

어느 날 북에 계신 줄 알았던 엄마가 남한으로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은서

다. 어느 날 종학의 반복되는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수십 년 간 굳건하게
지켜왔던 그의 신념을 송두리째 무너뜨릴만한 사건이 발생한다. 결국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가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 당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종학의
일상은 예전과 다름없이 그의 고장 난 손목시계처럼 느리게 흘러간다. (김경연)
Jonghak,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20 years ago, now works at

Hanawon as a consultant for North Korean defectors. Simultaneously, he
writes reports on North Korean defectors he consults with, sending the
reports to Pyongyang. His daily routine is interrupted one day, leading to a

larger incident that shatters the set of values he has held for decades. In the
end, his loyalty to his country comes at the expense of their rejection of his
existence. His daily life, however, continues to tick slowly by like his broken
watch. (Yeona Kim)

는 엄마와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 이 영화는 남한 사회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는 한
탈북민이 엄마의 등장으로 인해 겪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을 섬세한 감정 연기를
통해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만연한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견지하며, 우리가 함께 공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

Defragmentation

Korea│2014│Animation│14' 02"│DCP│Color
Producer 황보새별 Hwangbo Saebyul
Cinematographer 손명희 Son Myunghee, 이미현 Lee Mihyun
Cast 문진웅 Moon Jinwoong, 황보새별 Hwangbo Saebyul

감염자들로 뒤덮인 세상, 사라는 생존에 필요한 음식과 물품을 구하기 위해 ‘파밍’
을 하러 나선다. 자신의 생존기를 기록하고 공유할 촬영 장비와 감염자를 물리치
기 위한 도구를 챙겨 익숙한 듯 버려진 공간들을 탐색하고 기록한다. 마치 서바이
벌 게임과 브이로그가 혼합된 듯한 형식의 이 영화는 액션캠으로 촬영한 1인칭과
3인칭 시점의 영상을 통해 관객이 실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속도감과 스릴을 느낄

한지 묻고 있다. (김경연)

수 있도록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한다. (김경연)

Eunseo, who defected from North Korea on her own 20 years ago, now lives
in South Korea with her new family. She learns one day that her mother,
whom she had assumed was still in North Korea, has fled to South Korea.
She is overjoyed to see her mother again. With incredibly delicate acting,
the film depicts how a North Korean defector, who has adjusted to South
Korean culture, suffers from a crisis of identity as she reunites with her
mother. The film also brings up the question of what we need to coexist
in society, while casting a critical eye on South Korean society, wher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North Korean defectors prevails. 

Sarah sets out to “farming” in a world overrun by infected people in order to

(Yeona Kim)

디스크 조각모음

obtain food and resources for her survival. She searches abandoned areas
for tools to fight the infected and uses filming equipment to record her
survival log, something she seems very familiar with. Through first-person

and third-person videos recorded on an action cam, the film emulates a
combination of survival game and vlog. This provides a vibrant sense of

realism which lets the audience experience the energy and excitement as
though they were really in the scene. (Yeona Kim)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데이터의 기록과 삭제 빈도가 높아질수록 하드디스크는 조각나고 데이터 처리 속
도가 저하된다. 이때 ‘디스크 조각모음’을 실행하면 조각난 데이터를 재정렬하고
집합시켜 하드디스크의 성능을 향상할 수 있다. 영화는 디스크 조각모음 과정에
인간의 기억과 감정을 선택하고 구조화하는 과정을 대입한다. 결국 이 과정에서
불행하고 아픈 기억은 지워지고 그 빈자리를 남아있는 기억들이 메우며 기억이 재
구성된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응용한 화면 구성, 개성 넘치는 작화 스타일, 대비와
조화를 통한 색상 활용과 같은 요소는 영화의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김경연)
The hard disk is fragmented, and the speed of data processing decreases
as the frequency of data recording and deleting increases. In this case,
the “disk defragmentation” process can be performed to rearrange and
collect scattered data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hard disk. In the
film, the “disk defragmentation” process is a metaphor for how we select
and structure our own memories and feelings. Unhappy and traumatic
memories are erased during this process, and existing memories fill in the
gaps, reorganizing our memories. The film effectively conveys the subject
through computer-generated compositions, unique images, and colors with
both strong contrast and harmony. (Yeona Kim)

김후중
Kim Hujung

박준호
Park Joonho

최진솔
Choe Jinsol

황보새별
Hwangbo Saebyul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호우주의보 RAINYDAYS PICTURES
rainydayspictures@gmail.com

최진솔 Choe Jinsol
wlsthfsha@naver.com

씨앗 ANISEED
kaniseed@kia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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⓯ 23일(금) 18:30 소극장 | 23(Fri) 18:30 Cinema II

GV
25일(일) 16: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5(Sun) 16:00 BNK BUSAN BANK Art Cinema 26일(월) 10:00 소극장 | 26(Mon) 10:00 Cinema II

부산 IN
Busan IN

⓬ 22일(목) 18:30 중극장 | 22(Thu) 18:30 Cinema I

GV
24일(토) 16: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4(Sat) 16:00 BNK BUSAN BANK Art Cinema 25일(일) 18:30 중극장 | 25(Sun) 18:30 Cinema I

부산 IN Busan IN

집 안에서 완벽하게 미아가 되는 법
How to Get Lost in Your Own Room
Korea│ 2021 │ Fiction │ 12' 08" │ DCP │ Color
Producer 이은정 Lee Eunjung Cinematographer 이연철 Lee Yeonchul
Cast 박지연 Park Jiyeon

그녀를 지우는 시간

Digital Video Editing with Adobe
Premiere Pro: The Real-World Guide to Set Up and Workflow
Korea│2020│Fiction│39' 54"│DCP│Color
Producer 이경도 Lee Gyeongdo Cinematographer 김지룡 Kim Jiryong,
한만욱 Han Manwook Cast 서현우 Seo Hyunwoo, 문혜인 Moon Hyein,

생각하는 기계

The Thinking Machine

Korea│2020│Fiction│10' 29"│DCP│Color

우리집 광대

My Clown

Korea│2020│Fiction│14' 42"│DCP│Color

Producer Eric Plese Cinematographer Tim Paugh
Cast Erin Wuchte, Kerry Maher, Rabi’a Laurie Neeno, Mike Ventola

Producer 이동호 Lee Dongho Cinematographer 강하은 Kang Haeun
Cast 오은재 O Eunjae, 변창열 Byeon Changyeol

박수연 Park Sooyeon, 차서원 Cha Seowon, 양다혜 Yang Dahy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안개가 자욱한 낯선 곳에서 영화가 시작되면 곧이어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이 VR

한 영화감독이 죽은 영화도 살려낸다는 편집 기사에게 자신의 영화 편집을 의뢰한

사람의 외형을 하고 있는 AI와 실제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꿈을 포기한 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혜인은 하고 싶은 일만 하며 놈팡이처럼

게임 속 가상화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영화는 한 여자가 VR 게임 안에서 자

다. 바로 영화의 OK 컷마다 등장하는 그녀의 모습을 지우기 위해서다. 어떻게든

부터 영화는 시작된다. 한 여자가 인간과 AI를 구별하는 테스트에 참여한다. 과학

원하는 컷을 지키고 싶은 감독과 그녀를 지우기에 바쁜 편집 기사는 실랑이를 벌

자는 여자에게 AI와 인간의 식별에 성공할 경우 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는 아빠가 한심하기만 하다. 우연히 만난 옛 친구의 단독 전시회 소식을 들은 와

이고, 시간이 갈수록 영화는 장르마저 탈바꿈하며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간

여자는 모니터 속 A, B와 각각 대화를 시도하는데, 대화를 할수록 확신이 서지 않

다. 편집실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은 메타 영화이자 편집 프로그램의 화면으

는다. 리퀴드아트72시간영화제에서 제작된 이 영화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파

로 스크린을 채우는 데스크톱 영화 형식을 취하는 이 영화는 어떠한 순간에도 마

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아낸다.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단편다

신의 집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관객은 자연스레 그 여정에 동참하게 된
다. 마치 VR 기어를 쓰고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 같은 독특한 형식을 가진 이 영
화는 현실과 가상현실의 모호한 경계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화두
를 던진다. (김경연)

지막 한 컷을 지키고 싶은 감독의 심정을 재기 발랄한 상상력과 유머로 풀어낸다.

The film begins in a strange, foggy place. The viewer soon realizes they
are watching a scene from a VR game. The film follows a woman in the

game who is trying to find her way home with the audience inevitably
joining her on her journey. The film’s unique format makes viewers feel

as if they are playing a VR game with VR equipment and raises concerns

about the increasingly blurred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virtual reality. 
(Yeona Kim)

(김경연)
In order to remove a woman who appears in every scene of a film, a filmmaker hires an editor who is known for her ability to turn a bad film into
a good one. As the filmmaker and editor negotiate the changes, the film’s
genre shifts, and the film’s future becomes unpredictable. This film is an
example of metacinema, a form that tells a story set in an editing room
while also posing as a desktop film, with editing program screens serving as
the camera lens. The film utilizes lively imagination and humor to depict the
director’s desire to keep the final cut under any circumstances. (Yeona Kim)

움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김경연)
Is it possible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 human and an artificial
intelligence in a human body? This is the question that the film begins with.
A woman takes part in an experiment to distinguish humans from artificial
intelligence. Scientists tell her that if she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humans and AI, she will be paid. The woman talks to A and B through a
monitor. As she converses with them, she becomes increasingly perplexed
and unsure. With a brilliant concept and the charm that short films possess,
the film captures a sense of criticism for the problems that could result
from scientific progress. It was created as part of the Liquid Arts 72 Hour
Film Festival. (Yeona Kim)

중에 연기 오디션을 준비하는 아빠의 모습까지 보니 자신의 처지가 더욱 답답하기
만 하다. 조금 더 일찍 철이 든 딸과 철부지 같은 아빠의 모습을 통해 꿈을 좇기보
다는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의 고민을 현실적으로 담아낸다. 이 영화
는 2020 부산시민영화제의 제작지원을 통해 완성되었다. (김경연)
Hyein has given up her dreams and is now studying for the civil service
exam. She believes that her father is pathetic because he does whatever

he wants and lives like a slacker. She is frustrated in her life and becomes
even more so when she learns her father is preparing for an acting audition

and that an old friend is preparing for a solo exhibition. This study of a

mature daughter and an immature father depicts the agony and anxieties
that younger people face when making sacrifices rather than pursuing their

dreams. The film was completed with the support from the 2020 Busan
Citizen Filming Festival. (Yeona Kim)

박재현
Park Jaehyun

홍성윤
Hong Seongyoon

팀 파우
Tim Paugh

김세희
Kim Sehui

박재현 Park Jaehyun
pakjaehyun83@gmail.com

센트럴파크 CENTRAL PARK FILMS
centralpark.co@gmail.com

Tim Paugh
tdpaugh@gmail.com

김세희 Kim Sehui
sjy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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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단편영화 제작지원작 2021 BISFF Short Film Project

⓬ 22일(목) 18:30 중극장 | 22(Thu) 18:30 Cinema I

GV
24일(토) 16: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4(Sat) 16:00 BNK BUSAN BANK Art Cinema 25일(일) 18:30 중극장 | 25(Sun) 18:30 Cinema I

⓯ 21일(수) 19:00 중극장 | 21(Wed) 19:00 Cinema I ⓬ 22일(목) 18:30 중극장 | 22(Thu) 18:30 Cinema I
⓬ 24일(토) 16:00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 | 24(Sat) 16:00 BNK BUSAN BANK Art Cinema 25일(일) 18:30 중극장 | 25(Sun) 18:30 Cinema I

GV

부산 IN Busan IN

오늘의 지수

Today’s Jisoo

Korea│2021│Fiction│20'│DCP│Color

얼룩

온택트

Stain

Korea│2020│Fiction│13' 54"│DCP│Color

Ontact

Korea│2021│Fiction│30'│DCP│Color

Producer 심은미 Sim Eunmi Cinematographer 김민근 Kim Mingeun
Cast 박성은 Park Seongeun, 최예은 Choi Yeeun

Producer 박신욱 Park Shinwook
Cinematographer 이현성 Lee Hyunsung
Cast 윤석이 Yun Sukyi, 허준기 Heo Jungi, 김보석 Kim Boseok

Producer 이효진 Lee Hyojin Cinematographer 나태웅 Na Taewoong
Cast 임지호 Lim Jiho, 이재우 Lee Jaewoo, 최은 Choi Eu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직장인 지수는 장을 보는 것도, 음식을 해먹는 것도

할머니가 집을 비운 동안 자폐를 가진 동석은 할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낸다.

이 영화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예외 상태로 인해 언어를 상실한 한 남자의 위기를

모두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어느 날 우연히 윤이를 다시 만나게 되면서 지

자상한 할머니와는 달리 할아버지는 동석을 성가시게 생각한다. 할아버지가 잠든

다루고 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불가능해지고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도

수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온다. 윤이로 인해 지수는 잠시 접어 두었던 꿈을 다

사이 동석은 혼자 밖으로 나가고, 해가 저물고 나서야 잠에서 깬 할아버지는 동석

구로서의 ‘말’이 사라진 전염병의 사회 속에서 미약한 개인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

시금 떠올리고 조금씩 일상의 활력을 찾아간다. 중요한 무언가를 잊은 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건네는 이 영화는 영화의전당 아카데미에서
제작되었다. (김경연)
Jisoo, a normal office worker, finds everything annoying and meaningless,
including grocery shopping, cooking and eating. One day, Jisoo meets
Yooni who brings a small change into Jisoo’s life. Thanks to Yooni, Jisoo
remembers her forgotten dreams and gradually regains her energy for life.

The film provides solace to those who have forgotten something important
and are feeling trapped. The film was created at the Busan Cinema Center
Academy. (Yeona Kim)

을 찾기 시작한다. 부산아시아영화학교의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이 영화는, 우
리 사회가 가진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과 편견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해진 틀
에서 벗어나 인물과 세상을 바라보기를 권한다. 타인에 의해 동석에게 묻은 ‘얼룩’
은 그들에 의해서만 지워질 수 있을 것이다. (김경연)
While his grandmother is away, an autistic boy named Dongseok spends
time alone with his grandfather. Unlike his kind grandmother, his
grandfather gets annoyed at Dongseok. Dongseok decides to go out alone
while his grandfather is asleep. After sunset, his grandfather wakes up and
begins looking for his grandson. The film, which was created as part of an
Asian Film School workshop, addresses people’s feelings of discomfort and
the prejudiced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in our society, encouraging
them to break down barriers and see others and the world in different ways.
The “stains” placed on Dongseok by other people will only be removed by
them. (Yeona Kim)

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마침내 영화는 삶의 위기가 초래한 언어의 상
실을 통해 역설적으로 언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상훈)
The story revolves around a man who is in crisis because he has lost

his ability to speak as a result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caused by
COVID-19. The film asks the question of how a vulnerable individual will

survive in a world contaminated with an infectious virus and in which our
language, the most important medium for people to communicate, has

vanished. In a paradoxical way, the film reminds us of the value of language
by illustrating how its loss can have catastrophic results. (Lee Sanghoon)

김연진
Kim Yeonjin

박덕진
Park Deokjin

김정인
Kim Junginn

김연진 Kim Yeonjin
nekonn@naver.com

박덕진 Park Deokjin
nicedeok91@naver.com

김정인 Kim Junginn
wjddls45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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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시네마 워크숍

New-Media Cinema Workshop

‘뉴미디어 시네마 워크숍’은 부산지역의 영화ㆍ영상 전공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뉴미디어 시네마의 실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워크
숍의 목표는 스테레오스코픽의 기초 이론 및 장비 조작법 등을 학습하여 스테레오스코픽 제작 기술에 한층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워크숍 참가자들
은 3D 초단편영화의 촬영 및 편집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New-Media Cinema Workshop” is a job-training course in New-Media Cinema for film/photography students and for the public. Its purpose is

to familiarize participants with stereoscopic production techniques by learning the basic principles of stereoscopic viewing, methods and use of
equipment. Participants will also have the opportunity to shoot and edit an extreme-short film in stereoscopic 3D.

비욘드 쇼츠
BEYOND SHORTS

실험영화, 3D 영화, 인터랙티브 영화 등 전통적인 영화 형식의 경계
를 넘나들며 다양한 영화 창작 형식을 포괄하는 ‘비욘드 쇼츠’ 섹션은
‘프리즘’, ‘3D 쇼츠’, ‘인터랙티브 쇼츠’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The “Beyond Shorts” section introduces films that cross the

주최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동의대학교 영화ㆍ트랜스미디어연구소
주관 (사)부산국제단편영화제

boundaries of traditional films and showcase experimental
and innovative audiovisual forms. This includes “Prism”, “3D
Shorts”, and “Interactive Shorts”.

4월 22일(목) | 부산콘텐츠코리아랩 4층 PT실
- 3D 마스터 클래스, 국내외 온라인 상영관에서의 입체 미디어 서비스 방안에 대한 핵심기술
- 스테레오스코픽 이론, 3D 영화 촬영 및 편집
4월 23일(금) | 영화의전당 중극장
-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3D쇼츠 상영작 및 워크숍 완성작 관람

Co-hosted by BISFF, ETRI, DEU Cinema & Transmedia Institute
Organized by BISFF
April 22(Thu) | PT Room, 4F, Contents Korea Lab BUSAN
- 3D Masterclass, Core technology for three - dimensional media service plan at domestic and overseas online screening
- The basic principles of stereoscopic viewing, Shooting and editing an extreme-short stereoscopic 3D
April 23(Fri) | CinemaⅠ, Busan Cinema Center
- Watch film showing on 3D Shorts and workshop’s output
프리즘
Prism
152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3D 쇼츠
3D Shorts

인터랙티브 쇼츠
Interactive Shorts

프리즘

프리즘 1 🅖 24일(토) 10:30 시네마테크 | 24(Sat) 10:30 Cinematheque

Prism

Prism 1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채택되는 경우를 지칭합니
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러 규정들이 마련된 지금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프리즘 프로그램에서는 인간과 자연, 자
연과 기술 사이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영화 만들기에
주목합니다.
‘프리즘 1’은 카렐 두잉의 최신작 <인비보>를 선보입니다. 이 영화는
손상되기 쉽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광화학 필름의 처리과정을 통해
‘소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만나고
있지만, 미디어와 우리의 세상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프리즘 2’는 기계로 생성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 수리적인 방법
은 자연에서 추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을 복잡한 형상으로 변
형시켜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요스트 레크벨트는 자신이 만
든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해, 영화와 라이브 퍼포먼스를 새롭게 선보
입니다. 이것은 광물과 동물 같은 자연의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습
니다.
핍 초도로프

프리즘 Prism

올해 부산국제단편영화제의 주제는 ‘예외 상태’입니다. ‘예외 상태’란

25일(일) 16:00 시네마테크 | 25(Sun) 16:00 Cinematheque PG

The theme of this year’s BISFF is “A State of Exception”. It refers

to when new laws are adopted in response to an emergency.

An example is the rules that were invented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Prism programs will focus on new

forms of filmmaking that demonstrate the imbalances between
man and nature, between nature and technology.

“Prism Program 1” features Karel Doing’s latest film In Vivo . The
theme is extinction using fragile, endangered photochemical

film processes. We perceive the world through our media, while
at the same time that media, and our world, are both breaking
down.

“Prism Program 2” uses machine-generated imagery: mathe-

matical formulas that create haunting and complex images that

seem to spring from nature. Joost Rekveld presents a film and a
live performance, both made from software tools he created, but
which are based in the laws of nature, both mineral and animal.

Pip Chodorov

인비보

In Vivo

UK│ 2021 │ Animation, Experimental, Fiction │ 61' │ DCP │ B&W, Color
Producer Karel Doing Cinematographer Karel Doing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위아래가 뒤바뀐 세상. 낯선 동시에 익숙하다. 인간은 개미처럼 프로그램화되어 보이는 반면 동식물은 개인처럼 행동한다. 필름 재질의 표면은 마치 호흡하는 피부처럼 입
자가 거칠고 수명이 짧고 엷은 색을 띠며 진동한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이자 홈 무비이자 교향곡이다. 순환하는 인류 종말 시계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생물은
지구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인간의 파괴적인 행위는 불가역적이며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걸 파괴하고 위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쯤 깨닫게 될까? (핍 초도로프)
An upside-down world, both alienating and familiar: humans appear preprogrammed like ants, while animals and plants act like individuals. The surface of
the film material itself is a living breathing skin: grainy, ephemeral, tinted, vibrating. This film is a documentary, a home movie and a symphony. A recurring

doomsday clock is counting down: species are disappearing rapidly from the planet. How long will it take to realize that our destructive behavior is irreversible
and threatens to destroy everything we love? (Pip Chodorov)

카렐 두잉
Karel Doing

Karel Doing
mail@kareldoin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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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렐 두잉은 아날로그적 방법과 유기적 과정, 실험과 공동 창작을 통해 문화와 자연의 관계를 연구하는 독립 아티스트이
자 영화감독, 연구자이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순수 미술을 공부했으며, 1990년에 스튜디오 엔과 DIY 영화 연구소를 공
동 창립했다. 그는 현재 런던 레이번스번 대학교에서 아날로그 영화 워크숍과 맥락 연구에 대한 강의를 맡고 있다.
Karel Doing is an independent artist, filmmaker and researcher whose practice investigates relationships between
culture and nature by means of analogue and organic process, experiment and co-creation. He studied Fine Arts
in the Netherlands and co-founded Studio één, a DIY film laboratory, in 1990. He gives workshops in analogue film
practice and lectures in contextual studies at Ravensbourne University 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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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2 🅖 24일(토) 19:00 시네마테크 | 24(Sat) 19:00 Cinematheque
Prism 2

GV

프리즘 Prism

#43.6

#2623

The Netherlands│ 2013 │ Animation, Experimental │ 11' │ DCP │Color
Producer Studio Joost Rekveld Cinematographer Joost Rekveld

라이브 비디오 퍼포먼스 요스트 레크벨트 즉흥음악 권병준
Live video performance Joost Rekveld Improvisation Kwon Byungjun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네덜란드 아티스트 요스트 레크벨트는 확장 가능하고 예측 불가한 요소들을 세심한 제어로 결합하는 기계를 만든다. 그는 <#43.6>을 위해 신경 충격과 경계 대수에 기반

요스트 레크벨트와 한국의 음악가 권병준이 펼치는 시청각 퍼포먼스 <#2623>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사회성 곤충이 집단지성을 형성하는 방법에 기반한다. 결과로 만들

한 소프트웨어를 작성했다. (핍 초도로프)

어진 이미지를 보면 아티스트들이 자기가 만든 소리와 이미지에 반응하듯이 입자들이 떼를 지어 풍경을 만들고 이는 다시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핍 초도로프)

Dutch artist Joost Rekveld builds machines that combine meticulous control with open-ended and unpredictable elements. For his film, #43.6 he

The audiovisual performance #2623 by Joost Rekveld and Korean musician Kwon Byungjun, uses software based on how social insects can be

wrote software based on nerve impulses and a boundary algebra. (Pip Chodorov)

intelligent together. In the resulting images, swarms of particles cause landscapes that in turn influence their behavior, similar to how the performers
react to the sounds and images they produce. (Pip Chodorov)

요스트 레크벨트
Joost Rekveld

요스트 레크벨트는 기계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의문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예술가이다.
그의 추상 영화들은 세계적인 축제들과 실험영화 및 애니메이션을 위한 장소에서 상영되었다. 그는 과학기술의 역사
에서 잊혀진 부분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의 감각 결과를 탐구하는 작업을 한다.
Joost Rekveld is an artist who is motivated by the question of what we can learn from a dialogue with machines.

Joost Rekveld
yes@joostrekvel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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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준
Kwon Byungjun

음악가 Musician

권병준은 싱어송라이터로 6개의 앨범을 발표했다. 2000년대부터 영화 사운드 트랙, 패션쇼, 무용, 연극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서 음악적 재능을 선보였다. 2005년부터 네덜란드의 실험적인 전자악기 연구개발 기관인 스타임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일했다. 2011년 귀국 후 소리와 관련된 하드웨어 연구자로 활발하게 활동하며 음악, 연극, 미
술을 아우르는 뉴미디어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있다.

His abstract films have been shown world-wide in a wide range of festivals and venues for experimental film and

Kwon Byungjun started as a singer-songwriter, publishing albums, doing musical performances and soundtracks

forgotten corners in the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new musical instruments in the electronic performing arts. Since returning to Korea in 2011, he has developed a

animation. In his work, he explores the sensory consequences of systems of his own design, often inspired by

for theatre, fashion and dance. He studied in Holland and worked as an engineer at STEIM, a research center for
niche in contemporary visual art, using his characteristic sounds and media.

38th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157

3D 쇼츠

⓲ 22일(목) 10:00 중극장 | 22(Thu) 10:00 Cinema I

3D Shorts

23일(금) 15:30 중극장 | 23(Fri) 15:30 Cinema I PG

스테레오스코픽 3D는 동시대 스토리텔링을 위한 예술 수단입니다.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최신 해외 3D 단편영화들을 선정하여 3D 영
화를 조명합니다. 상영되는 작품들은 모두 ‘예외 상태’를 주제로 합니
다. 평범하지 않은 상황, 새로운 생각, 놀랄만한 시선과의 만남을 기
대해주십시오. 각기 다른 장르의 작품에서 감독과 촬영감독들은 환
상적인 세계와 경험으로 관객을 초대합니다. 감독들은 영원한 사랑,
정신적 재앙, 문화적 충격, 열정적인 자기반성을 주제로 이야기합니
다. 이번에 선보이는 최신 3D 단편영화들은 스테레오스코피에 대한
성숙한 접근과 더불어 시간과 공간의 표현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
인 작품들입니다. 이런 특징이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반영되어 있습
니다.

Fasten your eyeballs for a unique cinematographic experience!

Stereoscopic 3D is an artistic means for contemporary story

telling. BISFF honors 3D Cinema with an international selection
of newest contemporary 3D short films. All films in this selection
tell the story of “A State of Exception”. Be prepared to meet

unusual situations, new thoughts and surprising views. In
different genres, the filmmakers and cinematographers invite

the audience to discover fantastic worlds and experiences.
The filmmakers tell stories about everlasting love, mental
catastrophes, cultural shocks and also passionate self-reflections.

The recent 3D shorts have a mature approach to stereoscopy

각 영화에서 과거와 현재를 결합하고 공간과 형태를 사용 혹은 극복
하기 위한 감독들의 접근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독들이 스테
레오스코피를 사용한 방식은 영화언어적 차원에서 실험적이고 전위
적입니다.

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작품은 한국 최초 공개입니다. 특별한
영화적 경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Ghosts of the Pastures

Germany│2019│Experimental│5'│DCP│Color

뉴 노멀

A New Normal

Germany│2019│Experimental, Fiction│17'│DCP│Color

and show very particular interest in space and time. They reflect

Producer Chantal Witzmann, Ludwig Meck, Markus Krojer
Cinematographer Paul Sonntag Cast Daniel Sträßer, James Faulkner

3D shorts develop their own cinematographic language in all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이 영화는 3차원 공간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콜라주이다. 사람이 만든 돌 구조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도 삶은 계속될 수 있을까? 모든 감각이 변하고 시

초원의 자연물과 병합된다. 현재와 과거,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서로 관통한다.

간과 공간이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 이 사적인 모놀로그는 주인공이 겪는 내면의

시각적 해체와 중첩은 추상적·조형적 이미지의 한계 사이에 있는 신비롭고 몽환

씨름을 묘사한다.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는 남자는 경험과 생각에 따

적인 세계로 관객을 초대한다. (알라릭 하마처)

라 은유적으로 달라지는 익숙한 공간들을 걸어서 통과한다. 입체 이미지들은 주인

The film is an artistic collage of three-dimensional spaces. Man made stone

공이 마침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로 결심하기까지 그가 시공간에서 느끼는 상실

genres. Their individual approaches show how filmmakers
entwine past and present and try to use or overcome spaces

and shapes. The individual approaches in the usage of

stereoscopy are experimental and sometimes avant-garde in
cinematographic language.

본 프로그램은 우수한 3D 영화들을 감상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초원의 환영

Producer Christian A. Zschammer
Cinematographer Christian A. Zschammer

them in form and content.

3D 단편영화는 전 장르에서 고유한 영화언어를 발전시켜왔습니다.

3D 쇼츠 3D Shorts

특별한 영화적 경험을 위해 두 눈을 크게 떠주세요!

The program is a rare selection of exceptional stereoscopic films.
All of them are shown for the first time in the Republic of Korea.
Do not miss this unique cinematographic experience.

structures merge with natural textures from pastures. Present and past,

positive and negative seem to transpierce each-other. Visual deconstruction

and overlapping invite the viewer to a mysterious dreamlike world between
the limits of abstract and figurative images. (Alaric Hamacher)

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알라릭 하마처)
How can life go on, when the most unimaginable has happened? All senses
are changed and time and space feel different. An essayistic monologue

describes the fight of the main character’s inner world. While he tries to

overcome his identity crisis, he walks through familiar spaces, that seem
metaphorically changed by his experience and thoughts. The stereoscopic

images show symbolically how the main character feels lost in time and

알라릭 하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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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until he decides to regain control over his life. (Alaric Hamacher)

Alaric Hamacher
크리스티안 A. 참마
Christian A. Zschammer

루지에 루스
Luzie Loose

MONDO STEREO 3D
c.zschammer@schnittmeister.info

Luzie Loose
paulsonntagfil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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⓲ 22일(목) 10:00 중극장 | 22(Thu) 10:00 Cinema I

23일(금) 15:30 중극장 | 23(Fri) 15:30 Cinema I PG

3D 쇼츠 3D Shorts

마지막 검문소

The Last Customs

France│2020│Experimental│17' 33"│DCP│Color
Producer Alice Bégon Cinematographer Julien Charpier
Cast Malo Martin, Rosalie Comby, Rémi Fortin, Jacques Bonnaffé,
Alaska

쟌느

동굴

Jeanne

France│2021│Fiction│28' 33"│DCP│Color
Producer Bruno Gantelet, Charles César d’Amat
Cinematographer Hind Remblier Cast Myriam Boyer, Naïme Haïne,
Damien Jouillerot, François Rocquelin

The Cavern

Portugal│2016│Experimental│15'│DCP│B&W
Producer Rodrigo Areias
Cinematographer Edgar Pêra, Luís Branquinho
Cast Diana Sá, Miguel Borges, Valdemar Santos, Adelaide Santos,
Jorge Prendas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너무 지나친 사랑도 가능할까? 이 시적인 러브스토리는 열정적으로 끝난 관계의

이 영화는 지극히 예외적인 만남을 이야기한다. 난민인 압델은 세 번의 극적인 시

이 영화에서 극장은 관객이 신비로운 의식을 추종하고 변형되는 장소로 묘사된다.

경계, 변경, 관습을 설명한다. 한 남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기억하기 위해

도 끝에 프랑스 해안에 도달한다. 그가 찾은 유일한 은신처는 노쇠한 인종차별주

평면 필름의 이미지가 3차원으로 영사되면 관객들은 마치 호러 영화처럼 그 빛에

과거로 가는 기차에 올라탄다. 사랑의 기억은 그녀와의 편지, 사진, 장소들을 회상

의자 쟌느가 사는 외딴집이다. 문화적 충돌은 지중해 양안의 문화가 얼마나 다른

감염된다. 영화는 사람들을 좀비와 연인으로 탈바꿈시키고 온갖 종류의 환영을 퍼

하는 현재와 뒤섞인다. 입체 영상은 감각적인 러브스토리의 감성을 한층 고조시킨

지를 보여준다. 입체 영상은 환상적인 풍경 속에 펼쳐지는 드라마 속으로 관객의

트린다. 감독은 스테레오스코피를 사용하여 극장에 대한 이례적인 시각을 선보이

다. 공간과 거리는 이별의 고통을 보여준다. (알라릭 하마처)

감정을 더욱 몰입시킨다. (알라릭 하마처)

고 관객을 영화의 핵심 주제로 인도한다. (알라릭 하마처)

Is it possible to love too much? The poetic love story describes borders,

The film tells the story of an exceptional encounter. After three dramatic

The film celebrates cinema as a place where spectators follow mysterious

boards on a train voyage to his past to remember the woman he loved.

place to hide than the remote house of the old, sick and racist, Jeanne.

three-dimensional audience, who seems to be contaminated and infected

frontiers and customs of a passionate finished relationship. A young man
His romantic memories mix with the present as he recalls letters, photos
and places. The stereoscopic cinematography enhances the sensuality

of the love story. Space and distance illustrate the pain of separation. 
(Alaric Hamacher)

attempts, the refugee Abdel reaches the coast of France. He finds no other

The clash of cultures shows how different civilizations on both sides of the

Mediterranean can be. The stereoscopic images increase the emotional
participation of the viewer as part of the drama in the magnificent scenery.
(Alaric Hamacher)

rituals and are transformed. The images of flat films are projected on the

by the light as in a horror film. Cinema can turn people in to zombies,
lovers and unleashes phantasms of all sorts. The director uses stereoscopy

to show exceptional perspectives in the cinema and to elevate the audience
to the main topic of the film. (Alaric Hamacher)

클레망 슈네데르
Clément Schneider

파비앙 항블리에
Fabien Remblier

에드가 페라
Edgar Pêra

Clément Schneider
clement.schneider@lesfilmsdargile.fr

Fabien Remblier
fabienr@fabienremblier.com

BANDO À PARTE
areias@bandoapar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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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쇼츠

Interactive Shorts

형적 서사나 관객의 수동적 수용이라는 고전적 형식에서 벗어나 비
선형적 서사와 관객의 능동적 참여가 중심이 됩니다.

Interactive film, a new film genre, focuses on non-linear

Germany│2016│Fiction│3' 49"│Color

narratives and audience participation in marked contrast to the

Producer Gerrit Klein, Marvin Marte, Simon Grzesczak Cinematographer Markus Gebhart

traditional format, which typically focuses on linear narratives

Cast Kontra K, Bill Fellows, Lex Shrapnel, Kyra Sophia Kahre, Alphons Lechenauer

and a passive audience acceptance.

창작자에게 인터랙티브 영화는 기존의 영화 만들기와는 상이한 창작
도구이며, 나아가 새로운 영화 창작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관
객은 기존 영화에서 조건 지어진 고정된 수동성에서 벗어나 적극적
으로 서사에 동참하는 참여자의 위치를 갖습니다. 인터랙티브 영화
는 창작과 수용의 두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부여하는데 특히 인터
넷이라는 새로운 디지털 공간에서 영화 만들기와 영화 보기가 이루
어지고 있습니다.

For a filmmaker, therefore, this is a new tool that is distinct from

conventional ones and shows us the potential of a new way
of creating a film. In a conventional film, the audience simply

accepts what is presented to them; on the other hand, in an

막시밀리안 니만
Maximilian Niemann

interactive film, the audience plays an active role in shaping or

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brings major changes to filmmaking and film viewing. The

적인 성격이 혼합된 작품이다. 영화를 보는 관객 혹은 참여자는 사건 당시와 사건 이후라는 두 개의 시간으로 상
호 이동할 수 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상호작용을 통해 전통적 스토리텔링과 차별화되는 사건과 추적 그리고 결
This music video-style interactive film is about a witch hunt and is a combination of single space and
complex time. The audience, or participants in the film, will jump between two timelines, one during the

event and the other after it has occurred. The film presents an event, a chase, and an ending in a way

5분

Five Minutes

Germany│2014│Fiction│12'│Color
Producer Felix Faißt Cinematographer Chris McKissick
Cast Kieran Bew, Hannah Chinn

Busan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among other film
festivals held in Korea, will continue to be a pioneer in

introducing interactive films and broadening the horizons of
filmmaking.

이상훈

뮤직비디오의 성격을 갖는 이 인터랙티브 영화는 마녀 사냥이라는 주제와 단일 공간과 복합 시간이라는 상호작용

that is distinct from traditional storytelling, using simple but effective interaction. (Lee Sanghoon)

modifying the narrative. It is fair to say that interactive cinema

screened online.

랙티브 작품을 소개하고, 새로운 영화 만들기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말이 제시된다. (이상훈)
Maximilian Niemann
mail@maximilian-niemann.de

most significant change is that interactive films are created and

부산국제단편영화제는 한국의 여러 영화제 중 가장 선도적으로 인터

Kontra K: Next to You

Lee Sanghoon

막시밀리안 니만
Maximilian Niemann

Felix Faißt
felix@thegreaterfool.de

프로그램 노트 Program Note

좀비로 가득 찬 디스토피아적 세계에서 한 남자가 좀비와 격투 중 상처를 입는다. 그의 상처가 좀비로 인한 것이
라면 그는 5분 안에 좀비로 탈바꿈할 것이다. 인터랙티브 영화의 중요한 특성인 가능성, 복수의 선택, 과제 혹은
미션의 해결을 통한 서사라는 조건이 이 영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게임적 요소가 강하고 전통적 영화는 물론
일반적인 인터랙티브 영화에 비해 관객의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이상훈)

A man is wounded while fighting zombies in a dystopian world. If wounded by a zombie, he will transform
into one of them within 5 minutes. This film contains some of the key elements of interactive films, such
as different possibilities, multiple choices for audiences, and a storyline that follows a character achieving
a task or mission. With this film, the audience will feel like they’re playing a game. Audiences will be
heavily involved in the film creation unlike traditional films and other interactive films. (Lee Sanghoon)

내 기억 속의 너는

You in My Memory

Korea│2020│Fiction│16' 30"│Color
Producer 김원혁 Kim Wonhuck Cinematographer 정종훈 Jeong Jonghoon

인터랙티브 쇼츠 상영 안내

Cast 이정은 Lee Jeongeun, 임도훈 Im Dohun

ㆍ2021년 4월 21일 – 4월 26일
ㆍ부산국제단편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
강서진
Kang Seojin

Screening Guide for Interactive Shorts
ㆍApril 21 – 26, 2021
ㆍOnline screening on website of BISFF

시놉시스 Synopsis

잠에서 깨어난 아라는 서랍 속 일기장을 발견하고 기억을 되찾기 시작한다.

Ara wakes up and discovers her diary in a drawer. With the diary, she begins to retrieve her memories.

www.bisff.org
강서진 Kang Seojin
ddqq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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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랙티브 쇼츠 Interactive Shorts

상호작용 혹은 인터랙티브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형식의 영화는 선

당신의 옆에

러브 초이스

Love Choice

Korea│2020│Fiction │11'│Color
Producer 정종성 Jung Jongsung Cinematographer 이은주 Lee Eunju
Cast 강연주 Kang Yeonju, 문성빈 Moon Seongbin, 차경민 Cha Kyungmin

시놉시스 Synopsis
장가영
Jang Gayoung

장가영 Jang Gayoung
rkdud009@naver.com

대학생 민아는 도서관에서 지성과 정우를 만나게 된다. 서로 다른 성향의 두 남자는 민아에게 호감을 느
끼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다. 두 사람에게서 동시에 연락이 오자 민아는 고민하게 된다.
Mina, a college student, meets with Jisung and Jeongwoo at the library. Both men, who have very

different personalities, find Mina attractive and ask for her phone number. When the two of them
contact Mina at the same time, she is at a loss as to the best course of action.

커피와 유자 사이

Between Coffee and Citron

Korea│2020│Fiction│19' 30"│Color
Producer 김우현 Kim Woohyeon, 박현정 Park Hyunjeong
Cinematographer 권명준 Gwon Myeongjun, 정소휘 Jeong Sohwi Cast 조희원 Jo Huiwon,
김범수 Kim Beomsu, 이준우 Lee Junwoo, 김두안 Kim Dooahn, 박지영 Park Jiyoung

김현성, 정희수
Kim Hyunseong,
Jeong Heesu
정희수 Jeong Heesu
duni0213@naver.com

시놉시스 Synopsis

남자친구 정한과 헤어진 지수는 조용한 시골로 향한다. 계속해서 관심을 표하는 이웃들에게 지수는 점차
마음을 열게 된다. 그러던 중 오래전부터 지수를 좋아했던 시골 청년 기철이 지수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Jisoo is moving to the peaceful countryside after breaking up with her boyfriend, Jeonghan. Jisoo

gradually opens up to her neighbors, who are interested in her issues. Meanwhile, Gichul, a young
rural man who has long harbored feelings for Jisoo, starts to show interest in her.

회색 시선

다함께 BISFF

A Gray Gaze

Korea│2020│Fiction│14' 10"│Color
Producer 최지유 Choi Jiyou Cinematographer 이준우 Lee Junwoo
Cast 김희주 Kim Heeju, 이주형 Lee Juhyeong, 강서희 Kang Seohui

시놉시스 Synopsis
이유정
Lee Yujung

호를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된다.
Minyeong, who has just reached maturity, accepts her friend Seongeun’s invitation to a college

이유정 Lee Yujung
lyj000713@naver.com

164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BISFF TOGETHER

성인이 된 민영은 대학 친구 성은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합류한다. 그곳에서 민영은 동기들이 친구 경

drinking party. At the party, she witnesses that her college friends are bullying her friend Kyungho.

BISFF 토크: 듀엣
BISFF Talk: Duet

라운드테이블
Roundtable

이벤트
Events

38초 UCC 공모전 SHORT TIME
38 Second UCC Contest SHORT TIME

BISFF 토크: 듀엣

BISFF Talk: Duet

‘BISFF 토크: 듀엣’은 두 영화의 창작자들이 자신의 작품과 영화 세계를 소개하고, 서로의 작품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펼치는 새로운 형태의 마스터 클래
스입니다. 기존의 마스터 클래스와는 달리 창작자들의 의견 교환과 토론의 과정에 관객이 참여하고 이를 통해 창작의 내밀한 경험과 작품에 대한 생생한
설명이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올해 ‘BISFF 토크: 듀엣’에는 ‘주빈국’ 네덜란드의 다우 다익스트라와 폴라크반베쿰(에스터 폴라크, 이발 반 베쿰)이 초청되
었습니다. 실험영화, 다큐멘터리, 극영화 등 영화 만들기의 외연적 형식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영화라는 고유한 창작물을 만드는 동일한 일을 하는 예술가
들의 교류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스트 Guests
다우 다익스트라 Douwe Dijkstra
다우 다익스트라는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이자 비디오 아티스트로 아르테즈에서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을 전공했다. 영화,

“BISFF Talk: Duet” is a new type of masterclass in which filmmakers give an overview of their works, as well as ask questions about and discuss

애니메이션, VFX를 결합하여 유머 넘치고 사회참여적인 작품을 만들어왔다. 33 1/3 콜렉티브의 공동 설립자로서 공연과 영

exchange of opinions and discussion, which will provide the audience with an insight into the creative process and an explanation of the work.

<영화를 말하다>를 발표했다.

invited guests have an eclectic filmmaking style, which includes experimental, documentary, and drama. Ultimately, they are all filmmakers who

is a mixture of film, animation and VFX and can be described as humorous and socially engaged. As a co-founder

the works of other filmmakers with the audience. Unlike previous masterclass programs,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filmmakers’

상이 결합된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그는, 2014년 비디오 설치작업이자 단편영화인 <데몽타블>, 2015년 단편 다큐멘터리

Douwe Dijkstra and PolakVanBekkum (Esther Polak and Ivar van Bekkum) from this year’s “Guest Country” will join us for “BISFF Talk: Duet”. The

Douwe Dijkstra is a filmmaker and video artist from the Netherlands. He studied Illustration Design at ArtEZ. His work

make unique work. We’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the filmmakers talk about their interests and ideas.
ㆍ일시

2021년 4월 25일(일) 20:00

ㆍDate & Time

April 25(Sun) 20:00

ㆍ진행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유튜브 공식 채널

ㆍVenue

BISFF Official YouTube Channel

ㆍ게스트

다우 다익스트라(영화감독)
폴라크반베쿰(영화감독)

ㆍGuests

Douwe Dijkstra (Filmmaker)
PolakVanBekkum (Filmmakers)

of the 33 1/3 collective, he intertwines theatre productions and video projections. In 2014 he created the video
installation and short film called Demontable , in 2015 the documentary short Supporting Film .

폴라크반베쿰 PolakVanBekkum

작품 소개 Films Information

폴라크반베쿰(에스터 폴라크, 이발 반 베쿰)의 작품은 움직임과 풍경에 대한 것이다. <로스트 온 어라이벌>(2020)은 그들의

다우 다익스트라 Douwe Dijkstra

그린 스크린 그링고

Green Screen Gringo

발하여 움직임에 기반한 다큐멘터리를 구현해왔다. 투사된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과 영화가 결합된 작품을 선보인다. 그들의
주요 작품 <분류의 충돌>(2017), <가다 이동하다 되다>(2018), <주행>(2019)은 전 세계에 소개되었다.

The Netherlands│2016│Documentary, Experimental│15' 51"│DCP│Color
* 자세한 작품 정보는 122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ilm information on page 122.

PolakVanBekkum’s (Esther Polak and Ivar van Bekkum) work is about movement and landscape. Lost on Arrival (2020)

is a new step in their line of work. Over the years, they developed a cinematographic method for synchronizing audio
recordings with mapped routes, thus realizing documentaries based on movement. This allowed them to create films

폴라크반베쿰 PolakVanBekkum

로스트 온 어라이벌

작품세계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두 아티스트는 오디오 녹음과 지도상 경로를 동기화하는 촬영 방식을 개

that proceed within projected satellite images from Google Earth. Their earlier films, A Collision of Sorts (2017), Go

Move Be (2018), and The Ride (2019) were shown internationally.

Lost on Arrival

The Netherlands│2020│Experimental│8'│DCP│Color
* 자세한 작품정보는 126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Film information on page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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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FF 토크: 듀엣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진행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bisff.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BISFF Talk: Duet will be held online, and details on how to proceed can be found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estival (www.bisf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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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Roundtable

1. 코로나19 시대의 단편영화 지원 현황과 전망
부산국제단편영화제를 대표하는 섹션인 ‘주빈국’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 동안 주빈국에 참여했던 주요 국가들의 영화 기관을 초청하여 각 국
가와 기관의 단편영화에 대한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큰 변화 속에서 각 국가
들의 단편영화 제작 및 상영 등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변화를 통해 단편영화의 지원의 방향성과 전망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

2021년 4월 23일(금) 20:00

장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유튜브 공식 채널

참여기관

SODEC(캐나다), 스위스 필름(스위스), 왈룬 브뤼셀 이미지(벨기에), 네덜란드 필름 펀드(네덜란드)

2. 오퍼레이션 키노 10주년 성과와 과제
부산지역 영화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오퍼레이션 키노 1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오퍼레이션 키
노에 참여했던 참가자, 지도 교수, 실무 담당자들과 함께 오퍼레이션 키노의 현재를 진단하고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향후 발
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Short Film Suppor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BISFF would like to invite film-related institutions from previous guest countries to discuss and share each country's policies

for supporting short films. This discussion is in celebrat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festival's representative section, the

Guest Country section. The participating countries will share their policies for supporting the creation of short films, including
production and screening, and will have a chance to discuss the direction and future prospects of short film.
Date

April 23(Fri), 20:00

Participating Institution

SODEC (Canada), Swiss Films (Switzerland), Wallonie Bruxelles Images (Belgium)

Venue

BISFF Official YouTube Channel

Netherlands Film Fund (The Netherlands)

2. Operation Kino’s 10th Anniversary;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 celebration of Operation Kino’s 10th anniversary, a project to foster local film talent, BISFF would like to reflect on the
achievements of the previous ten year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at lie ahead.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have a discussion
with guests who have already engaged in Operation Kino as participants, advisory professors, and film industry professionals.
This will enable us to determine the path that Operation Kino will take and understand the challenges that it will face in the
future.

일시 2021년 4월 24일(토) 15:00
장소 영화의전당 6층, 시네라운지

3. 단편영화 네트워크: 쇼트필름컨퍼런스의 역할과 목표
전 세계의 단편영화 관련 기관들은 재능 있는 창작자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관 가운데 하나인 쇼트필름
컨퍼런스(SFC)는 영화제, 배급사, 플랫폼, 에이전시, 마켓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단체가 참여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종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단편영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SFC를 소개하고 이들의 활동 분야와 목표에 대한 인
식을 확장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영화계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
김하고자 노력하는 단편영화계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Date

April 24(Sat), 15:00

Venue Cine Lounge, 6F, Busan Cinema Center

3. Short Film Network: The Role and Purpose of Short Film Conference

Around the world, various short film-related organizations have offered a variety of programs to discover and support talented

filmmakers. The Short Film Conference (SFC), one of the major film-related organizations,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f over

100 members, including film festivals, distributors, platforms, agencies, and film markets. Over the years, the SFC has hosted a
number of events and workshops, worked on a variety of projects. For this Roundtable, BISFF would like to introduce the SFC
and take time to expand our awareness of its activities and objectives. Th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for us to understand how

much effort the short film industry has put into establishing itself as a space for active exchange, particularly at a time when the
international film industry is devastated by the COVID-19 pandemic.

일시 2021년 4월 25일(일) 17:00
장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유튜브 공식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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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April 25(Sun), 17:00

Venue BISFF Official YouTub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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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38초 UCC 공모전 SHORT TIME

Events

38 Second UCC Contest SHORT TIME

1

BISFF 팔로우 이벤트!

팔로우 또는 해시태그와 함께 방문 인증 및 후기를 올리면
이벤트 데스크에서 확인 후 선물을 드려요.

①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팔로우
② 개인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방문 인증
#BISFF #부산국제단편영화제

BISFF Follow Event!

You can have unique gifts at the Event Desk if you follow our
official SNS and upload your review contents with the hashtags
below.
① Follow BISFF SNS
(Facebook, Twitter, Instagram)

② Upload your review contents with the hashtags 
     #BISFF  #busanshortfilmfest  #shortfilm
@BISFF

@부산국제단편영화제 @bisff1980

2

@busanshortfilmfest

스탬프 이벤트

Stamp Event

영화의전당 곳곳에 숨겨진 QR코드를 찾아 영상을 관람하신
후, 이벤트 데스크에서 쿠폰을 받으세요. 쿠폰에 스탬프를 찍
으면 다양한 선물을 드려요.

Find the QR codes hidden throughout the Busan Cinema
Center, watch the videos, and get a coupon at the Event Desk.
Stamp a coupon and receive various gifts.

QR코드 찍고! 스탬프 찍고!

Let’s get the QR codes! Stamp it!

누구나 영화제의 주인공이 되는 38초 UCC 공모전 SHORT TIME
‘숏타임’은 자신만의 시각을 담은 영상 제작 공모전입니다. 올해 영화제의 주제와 관련된 키워드인 ‘예외 상태’, ‘거리’, ‘소외’와 부산 지역
과 영화제 관련 키워드인 ‘부산’, ‘38’을 주제로 38초의 짧은 영상을 만드는 이 공모전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수상작은 부산국
제단편영화제 유튜브 공식채널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SHORT TIME, a 38 Second UCC Contest where anyone can be a star

“SHORT TIME” is a video producing contest. Many citizens have entered this year’s contest to create a short 38-second video on
the themes with the keywords: “A State of Exception”, “Distance”, “Alienation”, “Busan”, and “38”. You can watch the winning
video on the official BISFF Official YouTube Channel.

대상 Best Prize

최우수상 Second Prize

BISFF Official YouTube Channel

3
• 일시

관객 설문조사 이벤트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설문지를 작성한 후 이벤트 데스크에서 소정의 선물을 받아가세요.

<와리가리>
Warigari

정재훈, 노은정

윤영지

Jeong Jaehoon, Noh Eunjeong

Fill out the online survey via QR code and bring the completion page to the Event Desk
to get a small gift package.

2021년 4월 21일(수) – 25일(일) 11:00-18:00
2021년 4월 26일(월) 11:00-15:00

• Dates & Times

영화의전당 6층, 이벤트 데스크

170 제38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April 21(Wed) – 25(Sun) 11:00-18:00
April 26(Mon) 11:00-15:00
※ The schedule is tentative.

• Venue

Event Desk, 6F, Busan Cinema Center

Yoon Youngji

빅픽처상 Big Picture Prize

Audience Survey Event

※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소

<백 투 더 부산>
Back to the Busan

<너와 나의 예외상태>
State of Exception of You and I

<어느 영화 극장>
A Movie Theater

<자기모순>
Self-contradiction

김건우, 박상민

임병호

김서연, 추현경

Kim Geonwoo, Park Sangmin

Lim Byungho

Kim Seoyeon, Chu Hyun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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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조직

영화제 스태프

Festival Organization

이사회 Board

프로그래머 Programmers
선임프로그래머 Senior Programmer

이사장 President

차민철 Cha Minchol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이희승 Lee Heeseung

최상훈 Choi Sanghoon
최 윤 Choi Yoon

영화제 스태프 Festival Staff
사무국장 Office General Manager

이상훈 Lee Sanghoon

김은정 Kim Eunjung

프로그래머 Programmers

이사 Board Members
김사겸 Kim Sagyeom

Festival Staff

前 부산국제영화제 상임이사
동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부산문화신문 대표
VREZ CREATIVE INC 부사장

심세부 Sébastien Simon

운영지원팀 Management Support Team

김경연 Yeona Kim

이승찬 Lee Seungchan

핍 초도로프 Pip Chodorov

이하영 Lee Hayoung

알라릭 하마처 Alaric Hamacher

프로그램팀 Program Team
김경연 Yeona Kim
김무규 Kim Mookyu

운영위원장 Festival Director
차민철 Cha Minchol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운영위원 Steering Committee Members
강내영 Kang Naeyoung

권중문 Kwon Joungmoon
박인호 Park Inho

방추성 Bang Chuseong
서영조 Seo Youngjo

오민욱 Oh Minwook

이상훈 Lee Sanghoon

윤태환 Yoon Taehwan
조숙희 Joe Sukhui

최상훈 Choi Sanghoon
하성태 Ha Seongtae

부산영화학과교수협의회 대표
부산경상대학교 방송영상연기과 교수
부산영화평론가협회장
(재)영화의전당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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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찬 Lee Jongchan

부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동서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안나영 An Nayoung
오진원 Oh Jinwon

이소영 Lee Soyeong
지수근 Ji Sugeun

(사)부산독립영화협회 대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선임 프로그래머
동의대학교 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

박찬진 Park Chanjin
김일지 Kim Ilji

남한별 Nam Hanbeoyl

자막팀 Subtitling Team
노현경 Jonas

김하은 Kim Haeun
박귀엽 Ggwisama
옥미나 Oak Mina

전소연 Jeon Soyeon

정혜영 Positive Jung
최윤나 Choi Yoonna

최은영 Choi Enyoung

사진영상팀 Media Team
홍보마케팅팀 PR Marketing Team
최건희 Choi Gunnhee
임대근 Lim Daegeun

한국영화인협회 부산지회 지회장

온라인 퍼포먼스 Online Performance

김민근 Kim Mingeun

박천현 Park Chunhyun
이진호 Lee Jinho

장태구 Jang Taegu

전형식 Jeon Hyungsik

다니 엑 Dany EK

경남정보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
부산문화신문 대표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간사 Assistant Administrator
김은정 Kim Eunjung

구경성 Gu Kyungseong

감사 Auditors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기술팀 Technical Team

인턴 Intern

김진희 Kim Jinhee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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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본 제공처

Print Sources

A TO ZINEMA PICTURES INC.

Choi Soyoon 최소윤

FILM DABIN 필름다빈

KAFA 한국영화아카데미

Kim Yeonjin 김연진

Maggie Briggs

Park Deokjin 박덕진

ANISEED 씨앗

CINEPROMO

GATOPARDO FILMES

Kalp Sanghvi, Upamanyu
Bhattacharyya

Kim Younghyo 김영효

MAILUKI FILMS

Park Jaehyun 박재현

ANO ZERO FILMES

Clément Schneider

Gwak Garim 곽가림

Kwok Zune

MAJMUN FILMS

PILGRIM PICTURES PTE LTD

LA DISTRIBUTRICE DE FILMS

MANIFEST

atozinema@gmail.com
kaniseed@kiafa.org

menarcafilme@gmail.com
AUTOUR DE MINUIT

festivals@autourdeminuit.com
BANDO À PARTE

areias@bandoaparte.com
BEASTS AND NATIVES ALIKE

info@beastsnatives.com
Byun Sungbin 변성빈

gdd2020@naver.com
Cardin Phua

cardinphua@gmail.com
CENTRAL PARK FILMS 센트럴파크

centralpark.co@gmail.com
CHANTAL AKERMAN
FOUNDATION

celine.brouwez@cinematek.be

Chen Yun

zzchenyun0615@gmail.com
Choe Jinsol 최진솔

wlsthfs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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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hj7405@naver.com
cinepromo@yandex.ru
clement.schneider@lesfilmsdargile.fr
CURTS COMUNITAT
VALENCIANA

curts_ivac@gva.es
DE WERELDVREDE

roxanne@dewereldvrede.be
Elinor Nechemya

elinorhik@gmail.com
EYE EXPERIMENTAL

experimental@eyefilm.nl
EYE FILMMUSEUM

marleenlabijt@eyefilm.nl
Fabien Remblier

fabienr@fabienremblier.com
Fabienne Koch

fabienne.koch@bluewin.ch
Felix Faißt

felix@thegreaterfool.de
FIFTH SEASON

5thseason@writeme.com

film_dabin@daum.net
gatopardofilmes@gmail.com
opo09108908@gmail.com
H264 DISTRIBUTION

info@h264distribution.com
INDIESTORY INC. (주)인디스토리

indiestory@indiestory.com
Jang Gayoung 장가영

rkdud009@naver.com
Jayil Pak 제이 박

jayilpak@gmail.com
Jeong Heesu 정희수

duni0213@naver.com
Jeong Yeongung 정영웅

jhero0402@naver.com
Jéro Yun 윤재호

jeroyun@hotmail.com
Joost Rekveld

yes@joostrekveld.net
Jordan De Deken

jordan.de.deken@gmail.com

shinsk@kofic.or.kr

wadethefilm@gmail.com
Kang Seojin 강서진

ddqq1111@naver.com
KAOHSIUNG SHORTS

kffshorts@gmail.com

nekonn@naver.com

tmdnjem9443@naver.com

afooltanaka@gmail.com

serge@ladistributrice.ca

magsbriggs@gmail.com

mailukifilms@gmail.com

annika@majmunfilms.com

anais@manifest.pictures

KAPITEIN KORT

Le Quynh Anh

Matt Moroz

Karel Doing

Lee Minho 이민호

Max Walker-Silverman

Kedar Shrestha

Lee Yujung 이유정

info@kapiteinmedia.nl
mail@kareldoing.net
kedarstha@gmail.com
KEPLERFILM

hello@keplerfilm.com
KFF SALES & PROMOTION

marta.swietek@kff.com.pl
Kim Junginn 김정인

wjddls4542@naver.com
Kim Sehui 김세희

sjy3866@naver.com
Kim Sungkyu 김성규

dokavi@naver.com

anhqlee@gmail.com

mattmoro@protonmail.com

SUDU CONNEXION

nicedeok91@naver.com

festival@sudu.film

Suzannah Mirghani

pakjaehyun83@gmail.com

suzannahmirghani@gmail.com

jennee@pilgrimpictures.com.sg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ptsfestival@gmail.com

PLAY ON PAUSE

contact@playonpause.be

THE NETHERLANDS INSTITUTE
FOR SOUND AND VISION

POST FIN 포스트핀

info@beeldengeluid.nl

distribution@postfin.co.kr
PROIMÁGENES COLOMBIA

Theo Lindquist

Maximilian Niemann

RAINYDAYS PICTURES 호우주의보

Thim Kian Cheng

Leong Siew Hong

Ming Yang

Ratchapoom
Boonbunchachoke

Tim Paugh

Lidia Afrilita

MIYU DISTRIBUTION

S.O.I.L.

TOPSPOT

LIGHTS ON

MONDO STEREO 3D

SALAUD MORISSET

VALPARAISO PICTURES

Luzie Loose

Na Han 나한

Simon Pontén

Maaria Sayed

Park Chanho 박찬호

SQUARE EYES

minho.co.kr@gmail.com

lyj000713@naver.com

dantashchris@gmail.com

lidiaafrilita@yahoo.com

lightson@lightsonfilm.org

paulsonntagfilm@gmail.com

maaria.sayed@gmail.com

mwalkersilverman@gmail.com

mail@maximilian-niemann.de

2976358886@qq.com

festival@miyu.fr

c.zschammer@schnittmeister.info

nahaan2016@gmail.com

may4114@naver.com

andressuarez@
proimagenescolombia.com
rainydayspictures@gmail.com

theo@lindquist.co

maxchengtk@gmail.com

tdpaugh@gmail.com

ouioui40@hotmail.com

costastagalakis@gmail.com

linda@soilart.be
festival@salaudmorisset.com

info@valparaisopictures.com

simon@artofficialagency.com
info@squareeyesfil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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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색인

Index of Films
특별하지 않은

언팟

99

파란 소녀, 하얀 공포

얼룩

150

157

로스트 온 어라이벌

#43.6

156

르 15/8

130

5분

163

리런스

121

건설 유니버스의 어떤 오류

103

마지막 검문소

160

에이다

겁이 나면 이 버튼을 눌러

50

모기사냥

135

엘사

고마워, 너는?

72

물 속의 호랑이

137

열 여섯

고통

76

바나나 피시를 찾는 여자가 없는 남자, 이야기

오늘의 지수

과테말라 소년들의 여름

79

를 들려주는 고양이가 없는 여자

133

오페라

방

129

방문객

121

구름 숲

125

그곳

57

그녀를 지우는 시간

148

그린 스크린 그링고

122, 166

41, 126, 166

73

#2623

베들레헴 2001
벨라

금지된 일상

62

보석 세공사

기다림

85

부엉이

언리버블

123

#2623

157

Good Thanks, You?

65

#43.6

156

A Gray Gaze

59

Unliveable

73

Pain

76

Unpot

99

The Passerby

87

Urban Sphinx

Pilar

54

Visit

60

The Void of Maws

118

Ada

69

Green Screen Gringo

해중망

138

After the Rain

96

Harmonia

134

현신

126

Al-Sit

84

Hitchhiker

145

Private View

117

혈연

108

Always

114

How to Get Lost in Your Own Room

148

Pro-ana

150

혼생러 한사라

147

As I Lay Dying

135

Human Walkers in Motion

58

Push This Button If You Begin to Panic

42, 140

회색 시선

164

August-15

130

I Am Afraid to Forget Your Face

66

Rats in the House

온택트

43, 151

후쿠시마의 피폭 돼지

138

Before the Summer Passes

101

I’m Here

64

Recites a Life

올드 본

81

히치하이커

145

Before the Typhoon Comes

75

In Vivo

155

Red Aninsri; Or, Tiptoeing on the Still

When You Hear the Divine Call

70

Inheritance

113

Trembling Berlin Wall

141

The Wrestler

124

63

121

Yorishiro

126

You in My Memory

163

69

우리가 꽃들이라면

109

Bella

70

우리의 밤은 깨어있다

139

Bethlehem 2001

59

164

The Owl

프로아나

63
133

72

우리의 심장은 전쟁처럼 뛴다
우리집 광대

55
149

122, 166
80

Jeanne

160

Reruns

Between Coffee and Citron

164

Jeweler’s Journey

133

Return to Toyama

Blind Mouth

140

Jo Goes Hunting - Careful

기사선생

145

블라인드 마우스

140

움직이는 보행자들

58

Blood Ties

108

Kontra K: Next to You

꼬리

146

빅토르 최 죽어갔다

139

육식동물

68

Blow Up My Town

129

La Espera

끝달

94

빨간 독수리

141

은서

146

Blue Fear

나 여기 있어요

64

사샤

127

인비보

155

Buzzkill

56

163
85

The Room
Routine: The Prohibition

134

41, 126, 166

Sirene

122

쟌느

160

The Cavern

161

Love Choice

164

Sister

88

조지아

100

A Christmas Present

102

Luzon

138

Sixteen

51

136

The Marine Corps

124

Snail

조화

80

Chudala

족장 알-싯

84

Chuj Boys of Summer

뉴 노멀

159

생각하는 기계

149

주누의 신발

134

Cloud Forest

68

79
125

뉴스

83

소녀들은 밤에 혼자 걸어 다녀서는 안 된다

71

쥐뢰

91

Conversations at the End of Life

달팽이

95

소니에게

86

지나가는 사람

87

Defragmentation

당신의 아이

74

소돔의 자식

67

집 안에서 완벽하게 미아가 되는 법 148

Diary of Cattle

당신의 옆에

163

소의 하루

137

창문 너머에

Digital Video Editing with Adobe Premiere Pro: The

대물림

113

수강신청

98

초경

도마뱀

123

수라

90

초원의 환영

159

61

92
77

Lost on Arrival

93

95

Men Without Women Looking for BananaFish,

Solitary Survivor Sarah

Girl Without Cat Telling Her Story

Some Errors of the Construction-universe 103

133

147

77

Son of Sodom

147

Monsters Never Know

88

Stain

67

137

Moonshine

94

Stubborn

97

Mr. Driver

145

A Student

98

Real-World Guide to Set Up and Workflow 148

My Clown

149

Sura

90

E14

A New Normal

159

Tail

146

150

수리불가

97

추달라

136

Elsa

134

The News

돌아다니다

125

시스터

93

커피와 유자 사이

164

Eunseo

146

Night Is Young

139

The Thinking Machine

동굴

161

신의 딸은 춤을 춘다

107

Five Minutes

163

Nothing Special

123

Three Stanzas on the Name Sacher 130

뒤:빡

104

신의 부름을 들을 때

78

크리스마스 선물

102

Georgia

100

Nowhere to Go

115

To Sonny

디스크 조각모음

147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101

태풍이 오기 전에

75

Ghosts of the Pastures

159

Old Born

또바기

114

아홉 살의 사루비아

106

털짐승

54

Girls Shouldn’t Walk Alone at Night

러브 초이스

164

어리석은 자들

82

토야마로의 귀향

53

레슬러

124

어제 내린 비

96

특별 시사회

60

도시의 스핑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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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케어풀

56

83

There

57
149

86

Today’s Jisoo

150

71

Ontact

43, 151

The Toxic Pigs of Fukushima

138

God’s Daughter Dances

107

Opera

42, 140

Tsoy Is Dead!

139

Godspeed

105

Our Hearts Beat Like War

81

55

Unknown Morning

74

117

Menarche

51

Your Kid

78

62

127

115

116

129

The Shoes of a Little Girl

산 23-1, X

생, 가(歌)

53

The Sasha

163

124

109

123

내 기억 속의 너는

네덜란드 왕립 해병대

We Bloom

116

160

Carnivore

삶의 끝에서 나눈 대화

104

A Lizard Too Much

130

산 아래의 야수

125

Watch Your Back

The Last Customs

자허를 위한 세 개의 노래

66

Wander Around

91

65

122

135

50

135

사이렌

네 얼굴을 잊는 게 두려워

137

106

129

82

Wade

Salvia at Nine

나의 마을을 날려버려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118

52
12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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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색인

Index of Directors

한국감독 Korean Directors

외국감독 International Directors

강서진 Kang Seojin

163

강지숙 Kang Jisook

92

곽가림 Gwak Garim

윤상준 Yoon Sangjun

94

알렉산더 솔로비요프 Alexander Solovyov

윤재호 Jéro Yun

145

118

이고은 Lee Goeun

114

김서윤 Kim Seoyoon

145

이미지 Lee Miji

김성규 Kim Sungkyu

102

이민호 Lee Minho

115

김세희 Kim Sehui

149

이유정 Lee Yujung

164

김소형 Kim Sohyoung

101

장가영 Jang Gayoung

164

카딘 푸아 Cardin Phua

김연진 Kim Yeonjin

150

장나리 Jang Nari

106

샹탈 아커만 Chantal Akerman

김영효 Kim Younghyo

116

장현호 Jang Hyunho

김율희 Kim Yulhee

109

정영웅 Jeong Yeongung

김정인 Kim Junginn

43, 151

김태양 Kim Taeyang

95

정해지 Jeong Haeji

98

97
117
90

정희수 Jeong Heesu

164

139

파비엔느 코흐 Fabienne Koch

51

루지에 루스 Luzie Loose

159

사마 알라 Sameh Alaa
사미 질링거바움 Samy Szlingerbaum

앨리스 세이 Alice Saey

56

페데리코 스피아치 Federico Spiazzi

86

마리아 사예드 Maaria Sayed

136

아미르 호세인 모세니 Amir Hossein Mohseni

68

페스투스 톨 Festus Toll

78

매기 브리그스 Maggie Briggs

86

사이몬 폰텐 Simon Pontén

59

안나 로즈 더크워스 Anna Rose Duckworth

76

가브리엘 뵈머 Gabriel Böhmer

50

마리아 로렌조 에르난데스 María Lorenzo Hernández

52

스테인 보우마 Stijn Bouma

121

아츠시 히라이 Atsushi Hirai

53

이브라힘 한달 Ibrahim Handal

63

마리아 몰리나 페이로 María Molina Peiró

J.J. 에핑 J.J. Epping

54

마리 자코티 Marie Jacotey

야콥 크레스 Jakob Krese

85

마테우스 파리아스 Matheus Farias

135
129, 130

샤를로뜨 뒤마 Charlotte Dumas

126

천 윈 Chen Yun

젠 니 임 Jen Nee Lim

134

75

요아킴 버만 Joakim Behrman

치앙 웨이 리앙 Chiang Wei Liang

138

요스트 레크벨트 Joost Rekveld

156, 157

59

146

최소윤 Choi Soyoon

114

클레망 슈네데르 Clément Schneider

160

줄리아 올릭 Julia Orlik

64

밍 양 Ming Yang

93

최진솔 Choe Jinsol

147

다닐로 도 카르모 Danilo do Carmo

85

148

데이비드 다르마디 David Darmad

137

105

황보새별 Hwangbo Saebyul

박재현 Park Jaehyun

148

박준호 Park Joonho

146

다우 다익스트라 Douwe Dijkstra

박찬호 Park Chanho

113

에드가 페라 Edgar Pêra

박희은 Park Huieun

99

변성빈 Byun Sungbin

107

석재승 Seok Jaeseung

104

송현주 Song Hyeonju

96

에릭오 Erick Oh
왕희송 Wang Hee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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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40

108

147

67

80

김후중 Kim Hujung

박세영 Park Syeyoung

테오 몬토야 Theo Montoya

톰 룬스호프 Thom Lunshof

막시밀리안 니만 Maximilian Niemann

91

60

79

81

홍연이 Hong Yeoni

테오 린드퀴스트 Theo Lindquist

막스 월커-실베르만 Max Walker-Silverman

조단 드 데켄 Jordan De Deken

150

73

133

159

박덕진 Park Deokjin

70

팀 키안 청 Thim Kian Cheng

크리스티안 A. 참마 Christian A. Zschammer

홍성윤 Hong Seongyoon

뗄리아 페트라키 Thelyia Petraki

82

100

103

65

마우리시오 말도나도 Mauricio Maldonado

제이박 Jayil Pak

박군제 Park Koonje

84

133

164

Na Han

163

팀 파우 Tim Paugh

149

88

우파마뉴 바타차리야 Upamanyu Bhattacharyya

137

칼프 상흐비 Kalp Sanghvi

137

몰리 매닝 워커 Molly Manning Walker

72

잉비 볼레이 Yngwie Boley

54

카렐 두잉 Karel Doing

155

넬슨 푸아 Nelson Foix

74

위 펀 우 Yu Fen Wu

57

오토 벨 Otto Bell

데이비드 윌리엄슨 David Williamson

69

캐터린 마티노 Katerine Martineau

디아나 반 하우턴 Diana van Houten

54

케달 스레이스타 Kedar Shrestha

134

폴 버호벤 Paul Verhoeven

궉 준 Kwok Zune

139

페이맨 제카밧 Peiman Zekavat

61

161

레 쿠인 안 Le Quynh Anh

135

피터 쿠디저 Pieter Coudyzer

87

엘리안 에스더 보츠 Eliane Esther Bots

125

렁 시우 홍 Leong Siew Hong

140

필라르 팔코 Pilar Falco

엘리노어 네치미야 Elinor Nechemya

55

리디아 아프릴리타 Lidia Afrilita

137

폴라크반베쿰 PolakVanBekkum

에녹 카르발호 Enock Carvalho

73

릴라 알라 Lillah Halla

77

랏차뿜 분번차초케 Ratchapoom Boonbunchachoke

141

에단 네옹 Ethann Néon

58

롤라 할리파-르그랑 Lola Halifa-Legrand

65

로스토 Rosto

121

로린 테레시 Lorin Terezi

83

삼 오르티 Sam Orti

파비앙 항블리에 Fabien Remblier

122, 166

160

130

수잔나 미가니 Suzannah Mirghani

127

맷 모로즈 Matt Moroz

김현성 Kim Hyunseong

나한

66

71

138

자라 드윙어 Zara Dwinger

122

123, 124

125
41, 126, 166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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