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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비프 소개

관객 참여를 지향하는 색다른 영화 보기 실험

커뮤니티비프는 부산국제영화제 주최의 관객 주도 ‘스핀오프’ 페스티벌입니다. 달라진 세
상을 경쾌하고도 의미심장하게 가로지르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영화제의 역할, 
기능, 존재 방식을 탐색하고,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관객 중심성을 관객의 
자발적 참여, 색다른 영화 보기 실험, 생활 거점으로의 확산을 통해 더욱 재미있게, 보다 
혁신적으로 펼쳐내고자 합니다.

거의 모든 것에 관한, 모두가 주체인 열린 축제

관객과 영화인, 연구자, 활동가, 주민들 모두가 함께 주체가 될 수 있는 탈권위, 탈일상, 탈
중심의 열린 영화제를 목표로 하며, 산과 바다가 소통하고 모든 문화를 수용하는 도시 부
산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정체성의 근간으로 삼아 영화, 부산, 현재 등 거의 모든 것에 관한 
축제로 진화 중입니다.

통합의 장이자 미래의 창인 새로운 영화제 모델

관객과 영화인이 터놓고 소통하고 모든 공간이 무대로 바뀌는, 놀이와 배움을 포용하는 
역동적인 현장. 누구나 자유롭게 발언하며 경험과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통합의 장이자, 
관객이 만든 영화를 선보이고 모든 경계를 넘어 세계와 연결되는 미래의 창. 이것이 영화
제의 길이라 꿈꾸며, 창의적인 관객들과 새로운 영화제의 모델을 발견해 온 커뮤니티비프
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합니다.

공감의 공동체를 위한 생활밀착형 영화제

커뮤니티비프에서 관객은 기획과 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영화제는 공감의 공동체
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보조적 임무를 맡습니다. 2018년 영화제의 본향인 남포동을 중심
으로 출발한 커뮤니티비프는 이제 시공간의 다양성이 공존하는 부산 전역으로 뻗어가며 
분산된 형태의 생활밀착형 영화제로 뿌리내리려 합니다. 영화의전당-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 부산,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주민들이 만든 마을영화도 공개됩니다. 
커뮤니티비프가 영화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고 향유하는 창의적인 관객들의 축제
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바랍니다.

관객이 만드는 영화제 속 복합문화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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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매한 티켓을 현장 매표소에서 발권 받을 때 본인 
 확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매 시 발급되는 예매번호를 제시해야만 종이 티켓 발권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됩니다.
• 티켓 예매와 출입명부 작성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 또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공개하며, 저장된 시점으로 
 부터 4주 후 자동 파기됩니다.

• 전 좌석을 온라인 예매로 판매합니다. 단, 온라인 예매로 매진되지 않은 작품에 한해 현장 판매합니다.
• 별도의 현장 판매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온라인 예매가 매진일 경우, 현장 매표소에서도 예매가 불가합니다.
• 상영작 당 1인 2매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티켓을 사용하시면 간편하고 빠르게 입장 가능하며, 상영 종료 후 현장 매표소에서 종이 티켓으로 발권 가능합니다.
• 발권된 종이 티켓은 분실, 훼손 등 어떤 이유라도 재발권이 불가합니다.
• 청소년관람불가 영화의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는 보호자를 동반하여도 입장이
 불가합니다.
• 만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가 동반하여도 입장 불가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미착용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 영화 관람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온 측정 시 두 차례 이상 37.5도 이상이면 행사장 입장이 제한됩니다.
• 행사장 출입 시 안내에 따라 출입명부를 반드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 내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시행하오니 반드시 예매한 좌석에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 행사장 내에는 뚜껑이 있는 생수 및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반입이 볼가합니다.
 (하늘연극장, 소향씨어터는 생수만 가능)
• 영화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의 안내 및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예매·발권한 티켓의 취소 및 환불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모바일 티켓: 티켓 예매 페이지(ticket.biff.kr)  예매내역 확인/취소  로그인  예매내역  상영작 클릭  예매 취소
 - 종이 티켓: 현장 매표소 방문만 가능
• 영화 상영 시작 30분 전까지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취소 수수료
 - 영화제 개막 전 (10월 5일까지): 취소 수수료 없음
 - 영화제 기간 (10월 6일-15일): 취소 수수료 티켓 당 1,000원 ※취소 시 별도 결제
• 상영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수수료 없이 행사 기간 내에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분실물은 습득한 곳과 가까운 안내데스크에 보관됩니다. 소지품을 분실하셨을 경우 가까운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1666-9177
• 운영 기간 2021.9.15 - 10.22
  개막 전 10:00-17:00 / 영화제 기간 09:00-20:30 (점심 휴게시간 12:00-13:30)
  ※ 영화제 기간 외 토, 일 미운영
• 이메일 cs@biff.kr

부산국제영화제는 정시상영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원활한 영화 관람을 위해 상영 시작 전에 입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화제를 찾아오시는 관객분들께서 최대한 영화를 많이 관람하실 수 있도록 상영 시작 후 15분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반드시 예매한 지정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위치 운영기간 운영시간 결제수단

온라인
티켓 예매 페이지
ticket.biff.kr 9.28 - 10.15 24시간

시작일 제외

신용카드
체크카드
BIFF 예매권
휴대전화 소액결제

BIFF
매표소

영화의전당

야외매표소
10.6 - 10.7
10.12 - 10.15

09:00-20:30
* 10.6
   예매 발권만 가능

신용카드
체크카드
BIFF 예매권
현금

10.8 - 10.11 07:30-20:30 

시네마운틴
6층

10.7
10.12 - 10.15

09:00-20:30
* 10.15
   09:00-18:00

10.8 - 10.11 07:30-20:30

CGV센텀시티 7층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8층

소향씨어터 1층 

롯데시네마 대영 4층
10.7 09:00-20:30

10.8 - 10.11 07:30-20:30

• 개막식·폐막식 예매 : 9.28(화) 14:00 오픈  온라인에서만 가능

• 일반상영작 예매 : 9.30(목) 14:00 오픈  온라인 / * BIFF 매표소는 영화제 기간에만 오픈

구분 일반상영작 블라인드영화제: 정듀홍

가격 8,000원 15,000원

07:30-20:30

10.7
10.12 - 14 09:00-20:30

10.8 - 10.11

실내매표소

실내매표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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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비프 상영일정표
10.7 Thu

10.8 Fri

10.9 Sat

LD2 LD3 LD5 LD6 BA

900 ⓯  
Day X Day 
커비배우전 
보고 또 보고 싶은 전여빈

 

901 ⓯
Day X Day 
커비배우전 
그때 그 엄태구

 

 903 ⓯
리퀘스트시네마
당신을 변화시키는 영감

906 
커비콜렉션 

902 ⓯
Day X Day 
커비배우전 
언제나 꿈꾸며 살아요

 

904 ⓯
리퀘스트시네마 

905 ⓬
커비콜렉션 
커비's Pick 1

907 ⓬
리퀘스트시네마 
리듬 인 탭댄스

950 ⓬
청년기획전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LD2 LD3 LD5 LD6 BA

910 ⓬
Day X Day 

 
부마에서 미얀마로 1

914 ⓯
리퀘스트시네마
영화로 만나는 
슬기로운 미술생활

911 ⓬
Day X Day 

 
부마에서 미얀마로 2

 

915 ⓯
커비콜렉션
커비's Pick 2

912 ⓯
Day X Day 

 
부마에서 미얀마로 3

913 ⓯
리퀘스트시네마 
슬픈 시대의 사랑법

916 ⓯
리퀘스트시네마
내 인생의 라비아주

 

917 ⓬
커비콜렉션
All about mobile filmmaking

 
 

951 
청년기획전 
어쨌든, 친구

LD2 LD3 LD5 LD6 BA
920 ⓬

Day X Day
Departure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924 ⓯
리퀘스트시네마
감옥을 요새로 전환하기

921 ⓬
Day X Day
Departure 
Stand by Me

923 ⓯
이벤트
영화퀴즈대회

926 ⓬
커비콜렉션
커비's Pick 3

922 ⓬
Day X Day
Departure 
날실은 너 씨실은 나

925 ⓬
리퀘스트시네마
하이(Hi), 하이(High) 미누!

927 ⓯
리퀘스트시네마
홍콩의 야경을 사수하라!

952 
청년기획전
친애하는 나의 동물 친구

10.10 Sun

10.11 Mon 10.12 Tue

LD2 LD3 LD5 LD6 BA

940 
Day X Day
벡델 초이스 초이스 1

944 ⓬
리퀘스트시네마
여고괴담, 공포의 연대기

941 ⓯
Day X Day
벡델 초이스 초이스 2

 

943 ⓲
이벤트

945 
리퀘스트시네마
멈출 순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946 ⓲
리퀘스트시네마

 
여성감독 단편선

 

942 ⓬
Day X Day
벡델 초이스 초이스 3

954 ⓬
커비콜렉션
커비's Pick 5

등급

  모든 관람객 관람 가능 General 
⓬  만 12세 미만 관람 불가 Under 12 not admitted
⓯  만 15세 미만 관람 불가 Under 15 not admitted
⓲  만 18세 미만 관람 불가 Under 18 not admitted

장소

 
BA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티켓안내

· 커뮤니
· 블 정듀홍
· 무료 판 '리멤버 얀마로 1'
 Day X Day '리멤버 얀마로 2'
 Day X Day '리멤버 얀마로 3'
 커비콜렉션 'MAMF 수상작'(937)
 이벤트 '게임 '(943)
· 커뮤니티비프 상영작은 영어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Community BIFF films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일정표 보는 법

연계프로그램

 토크 Talk
 게스트와의 만남 Guest Visit
  이벤트 Event
  코멘터리 상영 Commentary Screening

T
GV
E
C

GV�����:��- ⓯
상영시간 상영코드 등급 연계프로그램

GV

T T

T

T

T

GV

T

T T

T GV

GV

GV

T

T

T

E

GV

LD2 LD3 LD5 LD6 BA

930 ⓯
커비콜렉션
커비's Pick 4

팜 스프링

932 ⓲
리퀘스트시네마
‘금자씨’로 보는 광기의 형상

친절

936 
리퀘스트시네마
영화로 기억하는 방법

말리언니

931 ⓲
블 정듀홍

934 ⓯
리퀘스트시네마
인도영화에 한 ZOOM talk 
맛살라톡

랜

937 
커비콜렉션
MAMF 수상작

933 ⓯
마스터톡

것

935 
리퀘스트시네마
동네책방과 함께 영화읽기

북샵

938 ⓯
리퀘스트시네마
추억은 사랑을 닮아

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953 
청년기획전
지구는 나의 친구

레타 툰베

T T

T E

GV

GV

E

T GV

C

GV

GVT

T

GV

GV

T

GV GV T

GV

E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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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by Audience! 관객이 프로그래머가 되어 함께 보고 싶은 영화를 선정하면 
크라우드티켓팅(Crowd-ticketing) 방식에 의해 관객들의 지지를 받는 프로그램
에 한해 진행이 확정되는, 관객에게 부산국제영화제를 기획할 기회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비프의 대표적인 관객 참여 행사이다. 

리퀘스트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

프로그램 준비
게스트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의 기획들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관객을 만날 준비를 해요.

관객프로그래머 모집
평소 좋아하는 관심사로 많은 관객들께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프로그램을 제안해주셨어요.

영화 선정 및 수급
관객프로그래머가 원하는 국내외 영화를 선정하고, 
저작권자에게 상영동의를 받아요.
* 국내 판권이 만료되거나, 저작권자를 못 찾는 경우 영화 상영이 불가능

크라우드티켓팅
준비된 영화와 프로그램을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관객들에게 우선 선택을 받아야 최종 편성될 수 있어요.

프로그램 편성 확정
관객에게 선택을 받은 프로그램들이 최종 상영작으로 
확정됩니다. 짝짝짝! 짝짝짝!

대망의 영화제 개최
영화도 보고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도 즐기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화를 즐겨요~

‘리퀘스트시네마 : 신청하는 영화관‘ 타임라인

’리퀘스트시네마’는 관객이 직접 프로그래머가 되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깊숙이 탐험하고 향유할 수 있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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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화의 장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는 쉽지만 실행하는 데에는 많은 고난
과 역경이 따른다.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가
를 초대하여 창업과 운영 과정에서 직면했던 난관과 해결에 관해 
듣고 힘든 상황을 이겨낼 힘을 나누고자 한다.

심장을 두드리는 탭댄스! 흥겨운 리듬속으로!

보는 내내 온몸이 들썩이고 발을 구르고 싶어지는 영화 <스윙키즈> 
상영이 끝난 후 아마추어탭댄스 팀 ‘리듬인탭‘의 신나는 공연과 
부산 유일 탭댄스 팀 ‘부산STAPS‘의 화려한 축하 무대, 두 팀의 
에너지 넘치는 합동 공연까지 눈앞에 펼쳐진다.

USA | 2016 | 116min | DCP | color | Director 존 리 행콕

Korea | 2018 | 134min | DCP | color | Director 강형철

903  Oct 7  14:00  LD3

907  Oct 7  18:00  LD6 

관객프로그래머  필름플레이스 코리아

꿈과 현실의 경계를 
첫사랑이라는 존재로 지워내 버리는 몽중영화

로맨스영화의 첫사랑은 온전한 서사를 통해 아련하고 달콤하고 
애틋하게 표현되지만, 사실상 우리의 기억 필름 속에서는 뒤죽박죽 
섞여 있으며 잡힐 듯 잡히지 않는다. 이 정돈될 수 없는 여진을 관객
들과 함께 가감 없이 느껴본다.

Korea | 2007 | 110min | DCP | color | Director 이명세 904  Oct 7  18:30  LD3

관객프로그래머  하민수

관객프로그래머  리듬인탭

당신을 변화시키는 영감

기억 필름: 첫사랑

리듬 인 탭댄스

916  Oct 8  18:30  LD5

913  Oct 8  18:00  LD3

914  Oct 8  10:30  LD5

부산에서 다시 보는 장국영의 얼굴, 
돌아보는 혼란의 중국 근대사

“영화가 끝난 후,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
영화를 보다 더 잘 느끼기 위해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1920년대부터 1966년
까지 시대적 배경을 알아본다. 영화를 경유하며 뻗어 나가는 지적 
유희는 덤이다.

와인이라는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인생의 ‘라비아주’를 만들자!

와인을 숙성하는 것은 우리네 인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 
숙성은 곧 시간이며, 추억이자, 각각의 인생이다. 와인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인생(La vie)과 마리아주(Mariage)
라는 테마로 특별한 추억, 인생의 ‘라비아주’를 만들어 보자.

Hong Kong, China | 1993 | 172min | DCP | color | Director 첸 카이거

France | 2017 | 114min | DCP | color | Director 세드릭 클라피쉬

관객프로그래머  공리팀

쉽고 재미있게 영화로 즐기는 리얼 미술 라이프!

부산 최초의 아트페어 ‘BAMA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2021.10.7 
- 10.10)에서 준비한 프로그램. 화려한 색상과 과감한 붓 터치 뒤 
반 고흐의 열정과 고독의 삶을 엿보고, 궁금한 이야기를 나누며 
반 고흐의 몽상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UK / Poland | 2017 | 95min | DCP | color | Director 도로타 코비엘라 / 휴 웰치맨

관객프로그래머  (사)부산화랑협회

관객프로그래머  스노우볼핀테크

슬픈 시대의 사랑법

영화로 만나는 슬기로운 미술생활

내 인생의 라비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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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억누르는 것들로부터 탈주하는 방법을 함께 탐구한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지만, 개인의 선택을 막는 분위기를 여전히 곳
곳에서 마주한다. 자신의 길을 갈 권리를 뺏긴 ‘랄리의 여름’을 
보냈거나, 기꺼이 ‘랄리들’을 조력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자유와 
용기를 이야기하며 힘을 얻는 자리를 갖는다.

홍콩 사람들에게 멋진 야경이 보이는 집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홍콩의 광고판!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홍콩의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광고판은 관광객의 시각에서는 멋지지만, 
현지인의 시각으로는 조망권을 해치는 악당이 될 수도 있다. 
영화와 관광지라는 겉옷을 벗겨낸, 삶의 터전으로서의 홍콩을 
들여다본다.

France / Germany / Turkey / Quatar | 2015 | 98min | DCP | color | Director 데니즈 겜즈 에르구벤

Hong Kong, China | 2019 | 92min | MOV | color | Director 구예도

924  Oct 9  11:00  LD5

927  Oct 9  18:30  LD6

관객프로그래머  녹색광선

미누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날을 위해!

“안녕하세요, 미누씨!” 18년간 노동자, 문화운동가로 활동하다 
강제 추방 당한 네팔 출신 미노드 목탄을 다시 만난다. 진심을 수사 
없이 담담한 말투로 전하는 묵직한 메시지와 감동의 영화를 보고,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와 법적, 제도적 개선을 생각해 본다.

Korea | 2018 | 90min | DCP | color | Director 지혜원 925  Oct 9  18:00  LD5

관객프로그래머  모모인

관객프로그래머  장지희

감옥을 요새로 전환하기

하이(Hi), 하이(High) 미누!

홍콩의 야경을 사수하라!

932  Oct 10  10:00  LD3

935  Oct 10  19:00  LD5

934  Oct 10 14:00  LD5

미셸 푸코의 「광기의 역사」를 토대로 ‘금자씨’를 느껴보자!

‘광기’는 이성의 눈먼 상태로 설명되며 꿈에서 볼 수 있는 비현실적 
이미지와 환각적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복수가 만들어 낸 비이성
적인 광기의 금자씨, 감금된 광기의 금자씨가 복합적으로 가시화한 
금자씨의 내부세계, ‘광기의 형상’을 살펴보자.

낭만 너머의 현실 책방 이야기

동네책방의 매력인 다양한 모임들이 코로나19로 많이 위축되었다. 
영화 상영 후 ‘매일매일책봄’의 책방지기들과 함께 책의 의미, 
책방의 의미를 책방에서 만나는 책과 사람들의 재미있는 뒷얘기와 
함께 관객들과 나눈다.

Korea | 2005 | 115min | DCP | color | Director 박찬욱

Spain / UK / Germany | 2017 | 113min | DCP | color | Director 이자벨 코이젯트

관객프로그래머  김수진

인도영화를 재밌게 보기 위해 만든 토크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변방으로만 취급받는 
인도영화는 춤과 노래로 대표되는 맛살라 뮤지컬뿐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로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급성장 중인 말라얄람
어권 영화의 스타 ‘파하드 파실’ 사단의 영화를 통해 그 현주소를 
확인한다.

India | 2020 | 169min | DCP | color | Director 안와르 라시드

관객프로그래머  메리.데시 넷

관객프로그래머  매일매일책봄

‘금자씨‘로 보는 광기의 형상

인도영화에 한 ZOOM talk 맛살라톡

동네책방과 함께 영화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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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Oct 10  18:30  LD6

944  Oct 11  10:30  LD5 

‘청춘한‘끼”와 함께 감상하는 영화 그리고 로맨틱한 공연!

상영 후 여운이 사라지기 전, 학창시절의 풋풋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성악, 클래식, 스트릿댄스 공연이 이어진다. 예술가 모임 ‘청춘
한‘끼” 멤버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선사하는 로맨스 추억여행을 
떠나는 시간을 가진다.

Taiwan | 2011 | 108min | DCP | color | Director 구파도

관객프로그래머  청춘한‘끼‘

유년의 기억과 공포의 만남, 
여고괴담으로 본 한국 공포영화의 연대기

관객의 기억 속에서 기억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던 한국의 공포영화
는 ‘여고괴담’으로 새롭게 부활한다. 코로나19가 세계를 위협하는 
지금, ‘창의적인 공포’라는 찬사를 받았던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를 다시 보며 현실 공포와 공포영화의 관계를 함께 이야기해 본다.

Korea | 1999 | 99min | DCP | color | Director 김태용 / 민규동

관객프로그래머  이후경

추억은 사랑을 닮아

여고괴담, 공포의 연대기

945  Oct 11  14:30  LD5

은연중에 외면한 지구의 속사정, 이제는 행동할 때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환경을 생각하
는 일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고, 붕괴되고 사라져 가는 빙하
에 관심을 두는 일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미래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자.

USA | 2012 | 76min | DVD | color | Director 제프 올롭스키

관객프로그래머  커뮤니티비프 청년기획단

멈출 순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장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영화

기억을 그저 머릿속에만 남기기보다 영상을 통해 선명하게, 효과
적으로 남기는 편이 좋지 않을까. 기억하고자 하는 대상을 진솔한 
태도로 담아낸 두 작품을 통해, 누군가를 영원히 기억하는 영화를 
만드는 방식과 과정, 그 해답을 공유한다. 

관객프로그래머  김동석

영화로 기억하는 방법

①  실  Korea | 2020 | 30min | DCP | color | Director 조민재 / 이나연

②  말리언니  Korea | 2020 | 30min | MOV | color | Director 임대청
936  Oct 10  10:30  LD6

①  실

②  말리언니 

한국영화에서 각광받고 있는 여성 감독들의 시작

최근, 다양한 여성 서사의 한국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여성의 시
각으로 활발한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감독들의 단편영화를 큰 
스크린으로 함께 보고, 그들이 시작했던 과거, 주목 받고 있는 현재
와 앞으로 기대하는 미래를 이야기한다.

관객프로그래머  시네마펠라즈

처음 그리고 계속: 여성감독 단편선

①  우리순이  Korea | 2013 | 9min | MOV | color | Director 김초희

②  손님  Korea | 2011 | 19min | MOV | color | Director 윤가은

③  4학년 보경이  Korea | 2014 | 29min | DCP | color | Director 이옥섭

946  Oct 11  14:00  LD6

①  우리순이

②  손님

③  4학년 보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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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톡

933  Oct 10  19:00  LD3

민규동 감독 + 류승룡 배우

‘철이 없었죠. 샹송이 좋아서 파리에서 살았다는 것 자체가.’ 최근 인터넷 밈으로 재발견된 명대사가 도사리고 있는 
<내 아내의 모든 것>은 여러모로 독특한 지점의 영화다. 러브 코미디는 큰 흥행을 기록하지 못한다는 한국 영화계
의 징크스를 깼다. 진지한 작품세계와 드라마적 유연성을 모두 갖춘 민규동 감독의 최고 흥행작이기도 하다. 그리고 
류승룡은 이 작품을 통해 코미디의 마스터로 재탄생했다. 내년이면 개봉 10주년이 되는 <내 아내의 모든 것>이 
인구에 다시 회자되고 있는 김에, 아예 감독과 배우를 출석시켜 ‘영화를 보면서 동시에 환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Korea | 2012 | 121min | DCP | color | Director 민규동

기억할 만한 자취를 남긴 감독과 배우를 초청하여 라이브 장면 해설로 영화 속 명장면을 함께 나누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며 채팅과 Q&A로 소통할 수 있는 ‘실시간 양방향 코멘터리 픽쳐 쇼’이다. 

우리가 사랑한 영화가 살아있는 대화가 되는 풍경 속으로, 영화 속 비밀을 함께 찾아가 볼까. 

마스터톡

‘마스터톡‘은 상영작 <내 아내의 모든 것>을 미리 관람하고 오시면 더욱 재미있게 양방향 소통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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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배우전

매월 첫 수요일 단편영화를 소개하는 작은영화영화제는 커뮤니티비
프와 원년부터 한결같이 함께했다. 영화의 의미와 인상은 결코 작지 
않은 ‘영화의 시작, 작은영화’의 미학을 꾸준히 알려온 작은영화영화
제가 올해는 보고 또 보고 싶은 전여빈 배우를 초청한다. 눈길과 마음
을 동시에 사로잡는 배우 전여빈의 빛나는 단편영화를 함께 보자.

보고 또 보고 싶은 전여빈

①  최고의 감독

②  망

③  예술의 목적

① 최고의 감독  Korea | 2015 | 29min | DCP | color | Director 문소리
② 망  Korea | 2015 | 30min | MOV | b&w | Director 김유민
③ 예술의 목적  Korea | 2016 | 37min | DCP | color | Director 현조

900  Oct 7 11:00 LD2

커뮤니티비프가 동시대 단편영화라는 우주를 다루는 방식은 지난 한 해를 뜨겁
게 달군 선수들의 ‘올스타전’을 SNS 관객투표로 마련하는 것이었으나, 올해는 
독립영화의 총아에서 충무로 블루칩으로 거듭난 독보적 존재감의 배우 을 
지난해 ‘변요한’에서 ‘전여빈’, ‘엄태구’, ‘김소이’로 이어나가면서 ‘미래 영화의 
산실’ 단편영화와 ‘스타 배출의 보고’ 독립영화를 지지하는 관객들과 소통하고, 
세 배우의 승승장구 행보, 종횡무진 활약을 응원한다. 

커뮤니티  작은영화영화제

‘날마다 축제(A Moveable Feast)!’ 배우, 역사, 젠더, 아시아영화 등 특정 주제나 공통점을 
지닌 영화를 모아서 하루하루 집중탐구할 수 있어 폭과 깊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다채로운 

기획전이다. 영화제에 공유 개념을 도입한 행사로, ‘오늘의 메뉴’가 매일 바뀌는 
영화의 성찬을 즐길 수 있다.

Day X Day 
데이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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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영화 속 ‘아직은 나만 아는 배우’들을 사랑하는 관객으로서, 이제
는 ‘만인의 배우’가 되어버린 ‘한때 내 배우’ 엄태구의 그때 그 시절, 
강렬한 열연과 마성의 매력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면서 살아간다. 
뮤지션에서 각본, 연출, 제작으로까지 영역을 조금씩 넓혀가며 다방
면의 활동을 보여주는 김소이 배우와 함께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과 창작의 비결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때 그 엄태구

언제나 꿈꾸며 살아요

①  유숙자

①  리바운드

②  숲

②  마이에그즈

③  시시콜콜한 이야기

③  검지손가락

① 유숙자  Korea | 2010 | 24min | MOV | color | Director 엄태화
② 숲  Korea | 2012 | 33min | MOV | color | Director 엄태화
③ 시시콜콜한 이야기  Korea | 2017 | 33min | DCP | color | Director 조용익

① 리바운드  Korea | 2019 | 10min | MOV | color | Director 성창원
② 마이에그즈  Korea | 2020 | 27min | DCP | color | Director 김소이
③ 검지손가락  Korea | 2011 | 10min | DCP | color | Director 김소이

901  Oct 7  14:30  LD2

902  Oct 7  18:00  LD2

관객프로그래머  최이슬

관객프로그래머  신민용

Myanmar / Thailand | 2012 | 77min | MOV | color | Director 잔느 할러시

Korea | 2020 | 109min | DCP | color | Director 이혁래 / 김정영

Korea | 2020 | 75min | DCP | color | Director 김미례

저항의 무대에 등장한 여성 인물들이 말하는 평화시장 여성 노동자
의 삶을 담은 작품으로, ‘제2의 전태일은 여자다’를 외치며 공권력에 
맞서 싸우다 투옥된 이들의 목소리로 남성 중심의 한국노동투쟁사를 
새롭게 구성한다.  

미얀마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민주항쟁의 오랜 내력과 정치범을 수감
하고 고문하며 국민들을 통제하는 독재 통치의 폐해를 담은 다큐멘
터리. 통제에 굴하지 않는 저항의 의지와 희망에 대한 순수한 갈구로 
엄혹한 현실을 버텨내는 미얀마인들의 표정과 목소리를 만난다.

일본제국주의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폭파 공작을 감행한 가
해자의 이야기. 동아시아의 진보를 가로막는 힘의 근원을 집요하게 파
고들고 역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의 당위를 폭탄 테러로 실천한 인물은 
세월이 흐른 후 또 다른 반성과 성찰과 마주한다.

910  Oct 8  11:00  LD2

911  Oct 8  14:30  LD2

912  Oct 8  19:00  LD2

리멤버부마: 부마에서 미얀마로 2

리멤버부마: 부마에서 미얀마로 1

리멤버부마: 부마에서 미얀마로 3

커뮤니티비프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함께 한국 내 사회운동을 지성(인문
학)과 교양(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조명하고자 노력해 왔다. 올해는 역사의 뒤안
으로 사라질 뻔한 70년대 저항의 계보와 반세기 아시아 민주화 투쟁과 헌신을 
후세대와의 교류와 국제연대로 확장하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1979년 10월, 
민중항쟁의 역사를 연 부산에서 영화 상영과 전시, 감독(김미례, 김정영, 이혁래)
과 출연진(이숙희, 신순애, 임미경), 언론인(김영미), 활동가(홍명교), 학자(천정
환, 김항)가 함께하는 역사와의 대화로 한국사회와 아시아를 새롭게 성찰한다.

리멤버부마: 
부마에서 미얀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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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Oct 9 LD2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대. 사람 간의 만남과 인연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영화, 그리고 
영화를 통해 맺는 새로운 인연. 일상에서 벗어나 떠남(Departure)의 
설렘을 심폐소생 시켜줄 영화들을 청춘의 정서를 아로새긴 밴드 음악과 
함께 만나보자. 

Departure

Japan | 2019 | 108min | DCP | color | Director 나가이 타츠유키

Japan | 2019 | 115min | DCP | color | Director 하기와라 켄타로

Japan | 2020 | 131min | DCP | color | Director 제제 타카히사

헤어짐의 안녕은 그저 슬프기만 한 말일까? “さよなら(안녕)”라는 마
지막 인사가 누군가에겐 다른 문을 여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기억을 
차곡차곡 ‘덮어쓰기’ 한 저장매체처럼, 모습을 감춰도 시간이 흐르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별처럼, 내 삶의 숱한 만남과 헤어짐 속 사라지지 
않는 소중한 것이 있다.  

지금의 내가 13년 전 나와 마주한다면 어떨까? 과거에 지녔던 꿈을 
여전히 갖고 있을까? 베이시스트를 꿈꾸는 당찬 주인공 소녀와 이제
는 어른이 된 주변 인물들을 통해 하늘의 푸르름을 알던 서툰 그 시절
의 열정, 전하지 못한 진심을 되찾는 시간을 가져본다. 

사랑은 타이밍! 흔히 말하는 사랑의 법칙이지만 이 영화는 타이밍을 뛰어넘
는 사랑을 담고 있다. 결국 스쳐가는 인연을 운명적 타이밍으로 완성하는 것
은 자신의 몫이다. ‘잃어버린 30년’이라 불리는 헤이세이 시대
(1989 2019),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남녀의 애틋한 여정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준 내 사람들, 간절한 그 약속을 떠올려 본다.   

920  Oct 9 30  LD2

921  Oct 9 30  LD2

Stand by Me

<안녕까지 30분>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하늘의 푸르름을 아는 사람이여>

날실은 너 씨실은 나

<실: 인연의 시작>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주관하는 양성평등 
주간 행사 ‘벡델데이’의 지난 2년을 돌아보며 ‘백델 초이스’ 선정작 총 
20편 중 엄선한 영화들을 다시 만나고,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는 캐릭
터와 이야기, 다양한 목소리, 동등한 대우를 받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감독과 배우, 관객과 연구자가 경험을 나누고 지혜를 모은다. 

벡델 초이스 초이스

Korea | 2019 | 93min | MOV | color | Director 윤가은

Korea | 2020 | 109min | DCP | color | Director 이미영

Korea | 2020 | 111min | MPG | color | Director 이종필

‘여고괴담‘ 시리즈는 기획 자체가 태생적으로 여성주의적이다. 이미영 감
독이 직접 기획한 첫 작품이 개봉하고, 23년 만에 자신의 연출로 만들어
진 여섯 번째 에피소드는 분열된 현세대의 이야기를 김서형, 김현수 등의 
여성 주연의 목소리로 온전히 담아냈다.  ‘벡델데이 2020’ 선정작

리 은 어린이들의 관계성을 통해 인생 전반을 돌아보게끔 
하는 윤가은 감독의 작품이다. 감독은 언제나처럼 어린이 배우들의 
날 것의 호흡과 감정으로 영화를 구성한다. 촬영 현장에 대한 궁금증
이 특히나 생기는 영화로, GV가 큰 묘미다. ‘벡델데이 2021’ 선정작

환경 파괴 사범을 내부고발로 응징하는 통쾌한 스토리. 청년 세대와 
여성의 활약이 담겨있다. 지난해와 올해 개봉한 작품 중 가장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은 영화로 손꼽을 수 있는 삼진그룹 영어토익 . 
그 뒷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다. ‘벡델데이 2021‘ 선정작

940  Oct LD2

941  Oct LD2

942  Oct 11  19 LD2

벡델 초이스 초이스 2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모교>

벡델 초이스 초이스 1

<우리집>

벡델 초이스 초이스 3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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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획전

청년기획전 
우리는 칭구칭긔

친구도 연인도 아닌 복잡미묘한 우리 사이...

없던 첫사랑도 떠오르는, 달콤하지만 씁쓸하고, 아프지만 아름다
운 그 시절의 순간들을 빼곡히 담아낸 영화. 누구에게나 헷갈리는 
사람 한 명쯤은 왔다 가니까! 상영 후엔 설렘을 가득 머금은 ‘연애 
타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다.

USA | 2010 | 90min | DCP | color | Director 롭 라이너 950  Oct 7 18:00  BA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951  Oct 8  19:00  BA

영화로 연결된 그들, 영화로 기억되는 순간들

살아온 시간과 나날이 다른 토토와 알프레도가 나눈 우정처럼, 
완전한 타인과의 마니또 이벤트를 통해 교감과 위안을 느껴보자. 
영화와 인생이 교차하는 극장에서 우정의 뜻을 되새기고, 친구가 
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고민해 본다.

France / Italy | 1988 | 124min | MOV | color | Director 쥬세페 토르나토레

어쨌든, 친구

친구, 그 넓고 가벼운 관계에 관하여

인간은 끊임없이 교류하며 살아간다. 그중 친구 사이는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며 
결속력이 약해 깨지기 쉽지만, 어떤 우정은 삶을 다시금 태어나게 만든다. 

영화 속 다양한 질감의 관계에 주목하고 나를 둘러싼 인연들을 소중히 보듬어본다.

953  Oct 10  17:00  BA

952  Oct 9  18:00  BA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다!

평범한 10대 그레타 툰베리는 왜 거리로 나가 환경운동가가 되었을
까. 기후 정의 행동과 지구와의 공존에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는 
호소에 귀기울이고, 상영 후엔 씨글라스(Sea Glass) 공예 체험을 
통해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들어 본다.

Sweden | 2020 | 101min | DCP | color | Director 나탄 그로스만

내 세상 속 환상적으로 빛나는 가장 단단한 사랑, 
반려동물이라는 우주

기꺼이 우리 곁에 머무는 스승, 마로나에게서 배우는 행복론. 
동물의 시점에서 바라본 세상을 시각예술의 황홀경으로 전하는 이 
사려 깊고 매혹적인 영화를 이번에는 꼭 스크린으로 만나고 동물
복지도 생각해 보자.

France | 2019 | 92min | DCP | color | Director 안카 다미안

친애하는 나의 동물 친구

지구는 나의 친구

청년기획단
커뮤니티비프가 동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응원하기 위해 선발한 
문화기획자 그룹 ‘청년기획단’의 젊은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을 ‘친구’라는 주제에 

담아 4일 밤 동안 영화와 이벤트로 함께한다.

상영관은 모퉁이극장과 청년작당소가 있는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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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콜렉션

가장 조용한 세상에서 시작된 음악이라는 마법!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족을 세상과 연결하느라 24/7(늘) 시간이 모자란 ‘코다’ 루비는 
짝사랑하는 마일스를 따라 간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기쁨과 숨겨진 재능을 알게 된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일스와의 듀엣 공연과 버클리 음대 오디션의 기회까지 얻지만 어려
움에 처할 가족과 꿈 사이에서 망설이는데…

어두운 시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온 그녀의 자전거

동독의 소아과 의사 바바라는 출국 신청서를 냈다가 시골의 작은 병원으로 좌천된다. 
애인이 있는 서독으로의 탈출만 꿈꾸던 그녀는 동료 의사 안드레와 소녀 스텔라를 만나 
교감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린다. 제62회 베를린 감독상을 받으며 세계영화 최전선
에 선 펫졸드와 니나 호스의 3번째 만남.

905  Oct 7 19:00  LD5

915  Oct 8 14:30 LD5

France | 2021 | 112min | DCP | color | Director 션 헤이더

Germany | 2012 | 106min | DCP | color | Director 크리스티안 펫졸드

커비‘s Pick

커뮤니티비프에서 엄선한 올해의 주목할 만한 개봉작, 문화다양성축제 ‘맘프(MAMF)’
공모전 수상작, 최고의 감독들이 만든 스마트폰 단편영화 ‘All about mobile filmmaking’ 등

시대 흐름에 맞춰 다양해지는 영화문화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커비콜렉션
블라인드영화제: 
정듀홍
정성일, 듀나, 김홍준. 레전드 시네필 3인이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비밀리에 고른 영화들을
제목을 노출하지 않는 블라인드 상영으로 연이어 관람한 후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네필만의 감수성과 유대감이 충만한 원데이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블라인드영화제: 정듀홍’은 상영작 3편을 연달아 상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상영작 사이에 20분간의 인터미션이 있습니다.

931  Oct 10  15:00  LD2

커뮤니티비프에서 엄선한 올해의 주목할 만한 영화를 토크와 함께 만난다. 장국영 유작
을 19년 만에 디지털로 복원하여 전 세계 최초 재개봉을 이끈 모인그룹, 크리스티안 
펫졸드의 영화 전편을 수입한 엠엔엠 인터내셔널, 판씨네마, 그린나래미디어. 한국의 
풍요로운 영화문화 뒤에 이 회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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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바보 아빠와 아들의 그리운 가족 이야기

종범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아들 노마를 키우며 단 둘이 살아간다. 종범은 아들
을 잘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노마를 시기하고 괴롭히
는 학급의 아이들과 어른들, 이들로부터 아들을 지키려는 종범. 그들에겐 어떤 사
연이 있는 것일까?

906  Oct 7  14:00  LD6

917  Oct 8  18:00  LD6

Korea | 2021 | 107min | DCP | color | Director 최종학

커비콜렉션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이 멈춘다. 여자
는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100번의 시간을 돌린다. 지난 100일간
의 노력에도 그는 살아나지 못하고, 
이제 여자는 이별을 준비한다.

Korea | 2020 | 12min | MOV | color 
Director 이충현

시골의 작은 학교. 작은 키로 놀림을 
받던 주인공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모자가 씌워진다. 벗을 수 없는 모자, 
괴롭힘의 상징이었던 모자는 어느 덧 
질투의 대상이 되고 갈수록 더 큰 갈등
이 생겨난다. 타인이 정의 내린 꼬리표
를 달고 집단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China | 2021 | 14min | MOV | b&w 
Director 샤모

결혼을 강요 당하던 공주는 완벽한 
짝을 직접 구하기로 한다. 완벽한 이상
형을 찾아 사랑에 빠진 공주에게 시련
이 찾아오는데... 환상적인 뮤지컬을 
통해 펼쳐지는 판타지 로맨스.

UK | 2021 | 21min | MOV | color 
Director 조 라이트

All about mobile 
filmmaking

MAMF 수상작
맘프(MAMF,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는 2005년부터 시작된 
전국 최대의 문화다양성 축제이다. 경상남도, 창원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창원문화재단이 주최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시아 14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이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으로 한국사회의 사회통합 정책과 인권감수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19년에는 내국인 18만 명, 외국인 7만 명 등 25만 명이 방문했으나, 2020년부터는 
광장에서 온라인으로 무대를 옮겨 대면과 비대면을 넘나드는 융복합 축제를 펼친다. 
문화다양성 아카이브플랫폼과 유튜브를 2021년 10월 22일(금) - 24일(일)에 접속하
면 모든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올해 2회째인 맘프영화제는 단편영화 공모전으로, 올해 주제는 ‘포용과 평화’이다.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3개 부문 수상작 6편을 커뮤니티비프에서 최초로 볼 수 
있다. 다양한 문화적 감수성과 소수자 문화 존중, 공존을 추구하는 인류 공동유산
을 영상으로 만나보자. 

 Korea | 2021 | 9min | DCP | color | Director 정재정
 Korea | 2020 | 11min | DCP | color | Director 전아현

 Korea | 2021 | 6min | DCP | color | Director 정재훈
 Korea | 2020 | 23min | DCP | color | Director 양소리

 Korea | 2021 | 19min | DCP | color | Director 조해슬
 Korea | 2021 | 12min | DCP | color | Director 이중현

“아름다운 것들은 그렇게 사라지나 봐.”

부모의 이혼으로 홀로 남겨진 얀은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 온 첫날부터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불안해한다. 대학교수 짐은 얀이 집안에서 보는 이상한 존재들은 과거 상처로 
인한 허구라며 안심시킨다. 서서히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이번에는 짐 주변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왕가위 감독과 국내 수입사, 배급사, 팬클럽의 노력으
로 19년 만에 부활한 장국영의 센티멘탈 심리 호러.

926  Oct 9 14:00 LD6Hong Kong, China | 2002 | 100min | DCP | color | Director 나지량

펫졸드 감독의 역사 3부작 중 가장 우아한 심리극!

1945년 6월 아우슈비츠 생존자 넬리가 고향으로 돌아온다. 심한 얼굴 훼손을 성형
수술로 치료 받은 넬리는 사랑하는 남편 조니를 찾아 나선다. 마침내 재회하지만 
아내가 죽었다고 믿는 조니는 알아보지 못한다. “정체성과 상실에 대한 잊히지 
않는 초상. 그리고 답을 찾아 나선 영화” (버라이어티 )

954  Oct 12 18:00 BAGermany | 2014 | 98min | DCP | color | Director 크리스티안 펫졸드

“오늘은 어제고, 내일도 오늘이에요…”

인생 최고의 날로 기억될 멋진 결혼식이 열리는 팜 스프링스의 리조트. 하지만 타임
루프 세계관에 갇힌 남자 나일스에게 오늘은 100만 번째 결혼식일 뿐이다. 하지만 
우연한 사고로 세라가 나일스의 세상에 개입하면서 둘의 하루는 매일 새로워지는
데… 진짜 내일 없이 사는, 두 남녀의 썸머 코믹 로맨스가 시작된다!

930  Oct 10 10:00 LD2USA | 2020 | 91min | DCP | color | Director 맥스 바버카우

한국과 중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유망주 감독들, 영국의 거장 감독이 만든 100% 스마트폰 
촬영 영화. 새로운 기술이 열어가는 새로운 미학의 시도.

937  Oct 10 14:00 L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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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인터랙티브 무비가 콘솔 게임기나 온라인 상영관을 통해 대중화된 지는 오래 
됐다. 하지만 극장에서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지고 진행되는 인터랙
티브 시네마의 시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여러가지 영화 상영의 형식을 실험
해 보는 커뮤니티비프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인터랙티브 시네마를 극장에서 
다수결에 의해 집단 관람하는 시도를 한다. 런던에서 생화학 테러가 일어난 뒤 
두 과학자가 실험실에 갇히면서 여러 선택을 하게 되는 추리 어드벤처형 게임 
‘The Complex’를 관객들이 플레이 한다. 과연 개개인의 선택이 모이면 
어떤 방향으로 내러티브가 진행될 것인가.

1990년대 PC통신 시절 시작된 온라인 ‘영퀴’는 영화광들 사이에서 한 시대
를 풍미한 놀이 문화다. 21세기, 모바일 시대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영화퀴즈’
는 유튜브로 진출해 화면을 보고 영화 제목 맞추기, 대사만 듣고 맞추기, 스틸
만 보고 맞추기 등의 형식으로 진화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커뮤니티비프 
‘영화퀴즈대회’는 극장에 모여서 ‘영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발상으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행사다. 각종 형식의 영화퀴즈를 관객들이 직접 모바일 채팅을 
통해 풀고, 순위권에 들면 상도 받는다. 옛 하이텔 영퀴방의 전설인 듀나가 
공동 출제자로 나선다.

해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하루 전날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상영
회’는 영화제의 발원지인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부산시민과 함께 영화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부산광역시, 부산중구청, 부산국제영화제 주요 
내빈이 참석하며, 개막 선언, 핸드프린팅 영상, 축하공연 등이 이어진다. 1996
년 출범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역사를 웅변하고 2018년부터 중구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참여형 문화 축제로 서부산권 시민들의 갈증을 일부나마 
씻어주고 있는 커뮤니티비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다. 

일  정 2021.10.5(화) 18:00 장  소 롯데시네마 대영 1관

일  정 2021.10.11(월) 15:00 장  소 롯데시네마 대영 3관

일  정 2021.10.9(토) 13:00 장  소 롯데시네마 대영 3관

대부분의 현대인은 영화를 좋아하고 즐기지만, 보통사람이 영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요즘은 스마트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보급,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 덕분에 누구나 관심만 가지면 영상의 기록과 편집
이 가능해졌다. 커뮤티니비프는 시민들의 문화 참여와 접근성을 보장하고 
영화를 통해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영화의전당-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손잡고 교육과 
제작 워크숍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주민들이 마을의 스토리를 담아서 
만든 지역영화 <명자할매>와 과정을 사려깊게 기록한 메이킹 다큐멘터리 
<마을영화프로젝트 깡깡이>가 탄생했다. 두 단편영화는 커뮤니티비프에서 
첫선을 보인 후 오는 12월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위크 기간을 통해 
세계 무대에 공개된다.

일  정 2021.10.11(월) 18:00 장  소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주  최 (재)영화의전당 -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

* 단편영화 <명자할매>, 메이킹 다큐멘터리 <마을영화프로젝트 깡깡이> 상영

이벤트
커뮤니티비프 개막 행사인 ‘전야상영회 ’부터 영화 덕후의 자존심을 걸고 풀어보는 
지식과 센스 대결인 ‘영화퀴즈대회’, 극장에서 인터랙티브 시네마를 관객들의 다수결로 
즐기는 ‘게임씨어터: 선택하는 영화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스토리를 영화로 만드는 
‘마을영화만들기프로젝트’, 남포동 비프광장 등 부산 중구 랜드마크에서 펼쳐지는 놀거리, 
볼거리, 찍을 거리(‘영화백일장’) 등 체험과 원도심 관광을 연계한 콘텐츠 프로그램 ‘커비로드’

까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무궁무진한 즐거움의 세계로 관객 여러분을 초대한다. 



2021 COMMUNITY BIFF

36 37

커비로드

박찬일 요리사가 노포의 성지 부산을 찾아 음식문화를 소개한다!
지난 10년간 노포를 탐사해온 박찬일 요리사와 커뮤니티비프의 3번째 만남. 
2019년 ‘박찬일의 한중일 면( ) 삼국지’,  2020년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부산음식’에 이어 올해는 커뮤니티비프를 이끄는 조원희 영화감독과 함께 
맛집, 술집이 있는 골목여행으로 초대한다.

3

일  정 2021.10.7(목) 13:00 상영 / 2021.10.11(월) 17:00 GV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1

커비로드는 축제 도시, 영화 도시, 미식 도시, 바다 도시를 컨셉으로 영화와 관광, 
부산원도심을 연계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와 방구석 랜선 여행을 함께 선보인다. 

커비로드

비프광장 야외무대에서 빛과 소리, 가을밤의 낭만을 즐기는 스크린 콘서트!
‘부산의 낮’과 ‘부산의 밤’을 주제로 무대에선 음악과 춤, 스크린에는 아름다운 
부산원도심이 펼쳐진다!

· ’부산원도심을 노래하다’의 공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 공연 녹화 후 야외 
 무대에서 스크리닝만 진행됩니다.  
·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 및 커비로드 SNS에 사전 안내가 고지됩니다.

일  정 [부산의 낮] 2021.10.9(토) 17:00 
 [부산의 밤] 2021.10.9(토) 18:00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2 부산영화를 만든 감독님들이 직접 공개하는 영화 속 부산 이야기!
영화로 보는 부산공간의 의미, 촬영 명소, 새롭게 재연된 명장면도 만나보자! 곽경
택 감독의 메가 히트작 <친구>(2001)부터 부산은 로케이션 촬영이 용이한 도시
로 각인되기 시작했고, 박준범 감독, 태인호 배우의 <도다리>(2007)는 제12회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초청된 청춘영화이다. 우리 친구 아니가? 청춘 아니가!!

일  정 [친구]  2021.10.7(목) 15:00 상영 / 2021.10.10(일) 17:00 GV 
 [도다리] 2021.10.7(목) 17:00 상영 / 2021.10.8(금) 17:00 GV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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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삼거리

스크리닝 퍼레이드

시민참여형 “영화백일장”
영화제 기간 중 하루, 24시간 이내 커비로
드가 제시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나만의 
영화를 제작해보자! 우수작 5편을 선정하
여 시상식 및 스크리닝을 가진다.

난 날 빛  
풍 쉘부르의 우산  

레
상영작에 대한 정보는 동네방네비프 상영
작 소개(p 확인 가능합니다.

커뮤니티비프에서 2020년에 처음 시작한 ‘커비로드’의 콘텐츠를 다시 만나본다.

사전 모집을 통해 선발된 팀들이 펼치는 
참여형 “오픈스테이지”
연극, 마임, 마술, 춤, 노래 그 무엇이든 
나(우리)를 표현해보자!

70 90년대의 부산의 모습은 어땠을까?
KBS부산 유튜브 채널(부케부캐)에 공개된 
영상들을 모아모아!
‘거리‘, ‘계절‘, ‘중구‘, ‘장소‘ 4가지 키워드로 
만나보는 부산의 어린 시절은?

“지금은 콘텐츠 시대!” 
커비로드에서 쇼케이스를 펼친다!
나(우리)의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무대
를 제공한다.

부산을 배경으 춘쌍
곡 과 알프레드 히치콕 레베
포함한, 여러 편의 헐리우드 고전영화를 
상영한다.

남포동 비프광장의 야외무대와 부산원도심에서 진행되는 100퍼센트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커비로드에서 열리는 세 가지 즐길 거리를 통해 축제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껴보자!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기간에 비프광장 야외무대에서 무료로 상영되는 작품들은?
다양한 작품들을 퍼레이드로 만나보자.

일  정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일  정   월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일  정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일  정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일  정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일  정 2021.10.10(일) 워드 공개 & 
   촬영 시작
 출품 마감
  
 닝
장  소   산은행 아트시네마 
 스크리닝 산은행 아트시네마, 
  비프광장 야외무대

일  정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일  정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찍을 거리 놀 거리 볼 거리

· 커비삼거리의 [놀 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 공연 녹화 후 야외무대에서 스크리닝만 진행됩니다.  
·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 및 커비로드 SNS에 사전 안내가 고지됩니다.

부산의 어린 시절

2020 커비로드 콘텐츠

고전영화 특별전특별 상영전

영화 속으로, 부산 속으로 [변호인] 
‘영화도시 부산’을 주제로 부산에서 촬영한 
대표 영화를 선정, 해당 영화감독이 들려주
는 부산은 어떤 모습일까? 2020년은 [변
호인]을 통하여 영화 속 부산을 만나본다.

부산원도심을 노래하다 [알라리깡숑]
부산원도심의 주요 장소에서 펼쳐지는 
릴레이버스킹 공연! 부산을 떠난 이들과 부
산에 남아있는 모두를 위한, 부산의 청춘에
게 바치는 알라리깡숑의 노래!

부산원도심을 노래하다 [친친탱고] 
부산원도심의 주요 장소에서 펼쳐지는 릴
레이버스킹 공연! 영화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꼬네’를 추억하며 부산 야경 파노라마
와 영화음악이 함께하는 ‘친친탱고’의 음악!

부산의 어린 시절 [장소] 

부산의 어린 시절 [거리] 

커비삼거 놀 거리 

맛있는 부산 이야기 [부산의 노포] GV

특 레

고전영화 특 올리버 트위

커비삼거 놀 거리 

고전영화 특 너럴

고전영화 특 채플린 회

고전영화 특 랑

고전영화 특 등

고전영화 특 춘쌍곡

고전영화 특 레베

고전영화 특 증

고전영화 특 너럴

고전영화 특 올리버 트위

커비삼거 볼 거리

커비삼거 찍을 거리 우수작 스크리닝

BIFF 전야상영회
롯데시네마 대영 1관, 야외스크린 송출

10.5 Tue

맛있는 부산 이야기 [부산의 노포]

2020 커비로드 [변호인]

영화 속으로, 부산 속으로 [친구]

2020 커비로드 [알라리깡숑]

영화 속으로, 부산 속으로 [도다리]

2020 커비로드 [친친탱고]

난 날

특 난 날

10.7 Thu

10.11 Mon

부산의 어린 시절 [중구]

부산의 어린 시절 [계절]

커비삼거 놀 거리

영화 속으로, 부산 속으로 [친구] GV

특 쉘부르의 우산

10.10 Sun

부산의 어린 시절 [거리]
부산의 어린 시절 [장소]

고전영화 특 랑

영화 속으로, 부산 속으로 [도다리] GV

빛

특 빛

10.8 Fri

10.12 Tue

부산의 어린 시절 [계절] 

부산의 어린 시절 [중구] 

커비삼거 볼 거리

고전영화 특 등

부산원도심을 노래하다 [부산의 낮] 

부산원도심을 노래하다 [부산의 밤]

풍

특 풍

10.9 Sat

10.13 Wed

10.14 Thu

2021 커비로드 

야외무대 프로그램 시간표
※ 아래 일정은 영화제 사정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 및 커비로드 SNS에 사전 안내가 고지됩니다.

일  정   월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커비로드

39

월



남포동과 해운대를 중심으로 개최해온 영화제를 과감히 부산 전역으로 펼쳐 두 지역 외 부산 14개 구 군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영화제의 확산을 시도한다. 이에 따라 도시 전체가 영화제 행사장이 되어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역대 영화제 프로그래머 추천작 상영, 게스트와의 만남,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영화제 창설 이후 부산 내 산업 생태계 조성, 선순환 구조 육성에 주력해 온 성과를 발판으로 지난 3년간의 커뮤니티비
프를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한 데 이어 올해는 고유한 문화적 자산과 연계한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내 집 앞 가까운 곳에서 마을 단위로 영화를 즐기고 배우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
고 ‘영화가 마을의 일상이 되는 지역특화 브랜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세계 영화 흐름의 최전선을 보여주는 ‘영화의 바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이제 변함없이 출렁이는 푸른 바다처럼 빛과 
소리로 우리 삶을 물들이려 한다. 상시적으로 영화를 향유하고 교육과 토론의 장을 펼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시민들이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마을의 스토리를 담아서 만든 
지역영화와 그 과정을 기록한 메이킹 다큐멘터리도 올해 커뮤니티비프에서 첫선을 보인다. 
할리우드로 대변되는 초국적인 문화산업에 맞서 한국과 아시아, 유럽 영화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영화 15편에 더하
여 부산의 매력과 원도심의 저력이 보물찾기처럼 발견의 기쁨으로 관객들을 기다린다. 지역 속으로 뻗어가는 이 사업
이 굳건히 뿌리내려 치유와 회복, 활력의 원천이 되고, 나아가 골목길 협의체를 중심으로 체험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재생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산의 생활상과 정서를 보여주는 관광 명소와 거점 공간 중 역사성과 상징성, 접근성과 수용성을 고려하여 최종적
으로 14개 장소를 골랐다. 약 100년 동안 남의 땅이었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도심 속 너른 초원 ‘부산시민공원’, 
부산역 광장이 50여 년만에 대규모 공사를 마치고 새 단장한 ‘유라시아플랫폼’, 130년 영도 도선의 역사와 
항구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봉래나루로’, 1500년간 잠들어있던 고대 가야의 ‘복천동고분군’, 동해안 절경과 신재생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기장군 ‘고리에너지팜’, 망미골목과 경성대 앞 문화골목 사이에 위치한 광안리 바닷가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다대포해수욕장과 선셋로드로 이어지는 ‘장림포구 부네치아’와 산복도로까지, 다 알지만 
잘 모르는 부산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부산은 해운대구와 강서구, 경남 거제까지 이어지는 총길이 52km의 광안대교-부산항대교-남항대교-을숙도대교-
신호대교-가덕대교-거가대교가 있어 드라이브나 요트투어를 즐기기에 좋다. 깊어가는 가을, 해질 무렵 대교를 넘어
가면 시공간의 변화무쌍한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람 사는 도시 부산의 향기와 생기에 빠져들 것이다. 밤이 내린 랜드
마크를 거닐고 뒷골목도 누비며 로컬 문화의 속살을 탐험하는 순례자가 되어보면 또 어떤가. 커피와 수제맥주의 
성지인 부산에서 맛있는 계절 별미까지 곁들인다면 더 없이 낭만적인 로드무비가 될 것이다. 

동네방네비프를 항해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여행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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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산  Roksan
부산 강서구 화전산업대로 272-43
272-43, Hwajeonsaneop-daero, Gangseo-gu, Busan

캠퍼스 디 Campus D Busan
부산 금정구 금사로 130
130, Geumsa-ro, Geumjeong-gu, Busan

고리에너지팜 KORI energyfarm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454
454, Haemaji-ro, Jangan-eup, Gijang-gun, Busan

부산문화회관 광장 Busan Cultural Center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1, UN pyeonghwa-ro 76beon-gil, Nam-gu, Busan

복천동고분군 Bokcheondong Ancient Tombs
부산 동래구 복천로 66
66, Bokcheon-ro, Dongnae-gu, Busan

물소리공원 Mulsori-Park
부산 북구 만덕동 상학로8번길
Sanghak-ro 8beon-gil, Buk-gu, Busan

사상인디스테이션 CATs
부산 사상구 사상로 190
190, Sasang-ro, Sasang-gu, Busan

장림포구 부네치아 Jangnim Port Bunezia
부산 사하구 장림로93번길 72
72, Jangnim-ro, 93beon-gil, Saha-gu, Busan

천마산 에코하우스 Cheonmasan-ecohouse
부산 서구 천마산로 342
342, Cheonmasan-ro, Seo-gu, Busan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Busan Asiad Main Stadium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344, World cup-daero, Yeonje-gu, Busan

봉래나루로  Bongnaenaru-ro
부산 영도구 봉래나루로 79 영도관광안내센터
79, Bongnaenaru-ro, Yeongdo-gu, Busan

유라시아플랫폼  Busan Eurasia Platform
부산 동구 중앙대로 210
210, Jungang-daero, Dong-gu, Busan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73, Simingongwon-ro, Busanjin-gu, Busan

비프광장  BIFF Spuare
부산 중구 비프광장로 36
36, BIFF gwangjang-ro, Jung-gu, Busan

*  위 장소는 영화제 사정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Gwangalli Ocean Leports Center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54번길 222
222, Gwanganhaebyeon-ro 54beon-gil, Suyeong-gu,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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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방네비프 상영일정표

상영일시
상영장소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동구 
유라시아플랫폼

강서구 
록산

사하구 
장림포구 부네치아

서구 
천마산 에코하우스

10.7 
Thu

빛
96min ⓬

풍
95min ⓯ 

남매의 여름밤
104min 

빛
102min ⓬

벌새
138min ⓯

10.8 
Fri

풍
95min ⓯

난 날
100min ⓬

벌새
138min ⓯

찬실이는 복도 많
96min 110min 

10.9 
Sat

쉘부르의 우산
93min ⓬

빛
96min ⓬

사상구 
사상인디스테이션

수영구 
광안리해양 
레포츠센터

영도구 
봉래나루로

남매의 여름밤
104min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96min ⓬
난 날

100min ⓬

10.10
Sun 110min 

레
109min 110min 

족구
104min ⓯

빛
102min ⓬

10.11
Mon

허
121min ⓬

쉘부르의 우산
93min ⓬

금정구 
캠퍼스 디 

남구 
부산문화회관 광장

연제구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110min 
벌새

138min ⓯
족구

104min ⓯

10.12
Tue

레
109min 113min 

허
121min ⓬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96min ⓬

10.13
Wed 113min ⓬ 

기장군 
고리에너지팜

북구 
물소리공원

동래구 
복천동고분군

찬실이는 복도 많
96min 110min 

빛
102min ⓬

10.14
Thu 113min ⓬

⓬

찬실이는 복도 많
96min 

벌새
138min ⓯

 동네방네비프는 무료상영이며, 사전에 관람신청을 받습니다.

 관람신청 방법과 양식(구글폼)은 부산국제영화제와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및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신청은 2021년 10월 3일(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인원 제한으로, 신청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동네방네비프 행사장은 본인확인 및 방역절차 후 입장 가능하오니, 관람신청 시 참석할 본인의 정보를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위 상영작 및 일정은 영화제 사정에 의해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구의 경우,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야외 스크리닝이 진행되며 커비로드 상영일정표(p.37)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현장 방역 절차 진행 후 선착순 입장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 다정했던 그 여름밤을 기억하나요?

방학 동안,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된 남매 옥주와 동주. 
그렇게 오래된 2층 양옥집에서의 여름이 시작되고 한동안 못 만났던 
고모까지 합세하면서 기억에 남을 온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나는 이 세계가 궁금했다

1994년, 알 수 없는 거대한 세계와 마주한 14살 은희의 아주  보편
적이고 가장  찬란한 기억의 이야기. ’내가 특별할 수도,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과한 마음의 날갯짓을 자전적 
기록으로 세밀하게 그렸다.

이루지 못한 사랑, 포기했던 꿈, 깨어진 관계, 전하지 못한 마음

무명의 싱어송라이터로 현실과 타협하며 살다 자괴감에 빠진 태일
은 밴드시절을 그리워하다 무작정 추억을 쫓아 떠난 고향에서 멤버
였던 지원, 필만 충만한 중2병 밴드 ‘디스토리어’를 만나게 된다. 
같은 노래로 하나가 되는 우리. 서툴렀던 청춘의 습작, 우리가 다시 
완성할 수 있을까?

Oct 7  강서구 록산
Oct 9  사상구 사상인디스테이션

Oct 7  서구 천마산 에코하우스
Oct 8  강서구 록산
Oct 11  남구 부산문화회관 광장
Oct 14  동래구 복천동고분군

Oct 7  중구 비프광장
Oct 8  동구 유라시아플랫폼
Oct 9   영도구 봉래나루로

<남매의 여름밤>

<벌새>

<다시 만난 날들>

Korea | 2019 | 104min | DVD | color | Director 윤단비

Korea | 2018 | 139min | DVD | color | Director 김보라

Korea | 2019 | 100min | DCP | color | Director 심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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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세상, 모든 것을 끝낼 그녀가 온다!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액션 스타를 꿈꾸는 연희. 우연히 검술 실력
으로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기묘한 평행세계로 빠져버린다. 자신을 
귀인으로 여기는 세계에서 연희는 악당을 물리치며 정의 구현을 위
해 힘쓴다. 그러던 어느 날, 진짜 ‘귀검’이 등장하며 사건은 꼬이기 
시작하는데..!

“제 이름은 고진옥, 제주 해녀입니다”

‘바다에서 숨 오래 참기’로 기네스북에 오른 제주 해녀 진옥. 성질
도, 물질도 제주에서 그를 이길 사람이 없다. 진옥을 취재하러 서울
에서 내려온 다큐멘터리 PD 경훈은 그의 마음을 열기 위해 주위를 
맴돌기 시작한다. 당신을 만나고 비로소 알게 된, 나의 가장 빛나는 
순간.

당신의 눈에 담고 싶은 라스트 씬

시력을 잃어가는 포토그래퍼 나카모리는 앞을 볼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영화 음성 해설을 만드는 모임에 참여하고 해설을 쓰는 초보 
작가 미사코를 만난다. 사사건건 의견이 부딪치던 두 사람은 점점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함께 아름다운 라스트 씬을 써 내려
가는데…

Oct 7 20:00 동구 유라시아플랫폼
Oct 8 20:0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Oct 9 20:00 중구 비프광장

Oct 7 20:0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Oct 8 20:00 중구 비프광장
Oct 9 20:00 동구 유라시아플랫폼

Oct 7 20:00 사하구 장림포구 부네치아
Oct 10 20:00 영도구 봉래나루로
Oct 13 20:00 동래구 복천동고분군

Korea | 2021 | 95min | DVD | color | Director 조바른

Korea | 2020 | 96min | DCP | color | Director 소준문

Japan / France | 2017 | 102min | DVD | color | Director 가와세 나오미

세계에서 가장 외딴 벽지학교에서 찾은 행복

행복지수 1위 부탄, 철부지 선생 유겐은 낯선 오지 마을의 외딴 벽지
학교로 전근을 가게 된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매사가 불만이었던 
그는 때묻지 않은 자연을 닮은 마을 사람들의 환대와 아이들의 열
정을 마주하고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내가 그 노래를 부르면 물 속에 나타나는 거지?”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대학생 히나코
와 정의감 넘치는 소방관 미나토. 바다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상실과 그리움, 자립과 성장이 파도처럼 밀려
오는 감성 애니메이션.

“아 망했다. 왜 그리 일만 하고 살았을꼬?”

집도 없고, 남자도 없고, 갑자기 일마저 끊겨버린 영화 프로듀서 찬
실이. 인생 최대의 위기, 극복은 셀프! 씩씩한 복덩이 찬실이의 현생 
극복기. 배우들의 훌륭한 앙상블 연기와 함께 경기 민요 ‘사설방아
타령’을 바탕으로 정중엽 음악감독이 편곡하고 소리꾼 이희문이 부
른 엔딩송도 놓치지 말자.

Oct 8 20:00 서구 천마산 에코하우스
Oct 10 20:0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Oct 13 20:00 북구 물소리공원

Oct 9 20:00 수영구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Oct 12 20:00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Oct 8 20:00 사하구 장림포구 부네치아
Oct 13 20:00 기장군 고리에너지팜
Oct 14 20:00 북구 물소리공원

Bhutan | 2019 | 110min | DVD | color | Director 파우 초이닝 도르지

Japan | 2019 | 96min | MOV | color | Director 유아사 마사아키

Korea | 2019 | 96min | DVD | color | Director 김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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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아름답고 순수했던 시절과 다시 만나는 순간

프랑스 노르망디 항구도시 쉘부르. 우산 가게를 하는 어머니를 도우
며 사는 쥬느뷔에브는 자동차 수리공 기이와 사랑에 빠지지만 그들 
사이에 시련이 닥친다. 영화로 시적 서정성을 추구해온 감독 자끄 
드미와 상영시간 내내 끊기지 않는 음악을 작곡한 미셀 그르랑이 
‘전 우주의 반대를 무릅쓰고 만든’ 이 시네 오페라는 1964년 칸영
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영화사상 가장 유명한 OST로 전 세계
를 울렸다.

인생 멘토와 함께 꿈과 가족을 찾아 떠난 소년의 아주 특별한 여행!

버려진 아이 레미는 거리의 음악가 비탈리스를 만나 동물 친구들과 
함께 프랑스를 여행하며 공연을 이어간다. 레미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본 비탈리스는 따뜻한 스승이 되어주고, 어느 날 레미는 자신
의 출생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줄 단서를 알게 되는데…

“들리지 않으면 가까워질까요?”

바닷마을에 사는 열한 살 소녀, 보리는 가족 중 유일하게 들을 수 
있다. 초등학생이 된 보리는 말로 하는 대화가 점점 더 익숙해지고 
수어로 소통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데… 소리
를 잃고 싶은 아이, 보리의 특별한 소원이 시작된다!

Oct 9 20:0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Oct 10 20:00 중구 비프광장
Oct 11 20:00 동구 유라시아플랫폼

Oct 10 20:00 동구 유라시아플랫폼
Oct 11 20:00 중구 비프광장
Oct 12 20:0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Oct 10 20:00 사상구 사상인디스테이션
Oct 11 20:00 금정구 캠퍼스 디

France / Germany | 1964 | 93min | DCP | color | Director 자끄 드미

France | 2018 | 109min | DCP | color | Director 앙트완 블로시에르

Korea | 2018 | 110min | DVD | color | Director 김진유

허세 0% + 혈중 열정 농도 100% 슈퍼 복학생이 나타났다!

답 안 나오는 스펙의 주인공 만섭에게 캠퍼스 퀸 안나가 관심을 
보인다. 급기야 만섭은 안나의 썸남이자 전직 국대 축구선수인 강민
을 족구 한판으로 무릎 꿇린다. ‘그저 그런 복학생’에서 ‘슈퍼 복학생 
히어로’가 된 만섭과 누가 봐도 허술한 외인구단 만섭 팀의 활약으
로 취업 준비장 같이 지루하던 캠퍼스는 족구 열풍에 휩싸인다.

빚 떼려다 혹 붙였다! 책임지고 키워 드립니다!

1993년 인천, 거칠고 까칠한 사채업자 두석과 종배는 떼인 돈 받으
러 갔다가 얼떨결에 9살 승이를 담보로 맡게 된다. 예고 없이 찾아
온 아이에게 인생을 담보 잡힌 두석과 종배, 빚 때문에 담보의 뜻도 
모른 채 담보가 된 천진난만한 승이의 이야기가 속정 깊은 명품 연
기로 심금을 울린다.

일본을 발칵 뒤집은 관부재판 실화

“세상은 안 바뀌어도 우리는 바뀌겠지예.” “이겨야 할매들 분이 
안 풀리겠습니까?“ 1992~1998 6년의 기간, 23번의 재판, 10명의 
원고단, 13명의 변호인! 시모노세키와 부산을 오가며 일본 재판부
에 당당하게 맞선 할머니들과 그들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의 
뜨거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Oct 10 20:00 수영구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Oct 11 20:00 연제구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Oct 12 20:00 금정구 캠퍼스 디
Oct 13 20:0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Oct 14 20:00 기장군 고리에너지팜

Oct 11 20:0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Oct 12 20:00 남구 부산문화회관 광장

Korea | 2013 | 104min | DVD | color | Director 우문기

Korea | 2020 | 113min | DCP | color | Director 강대규

Korea | 2017 | 121min | DCP | color | Director 민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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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학년 보경이
12 M
14 가화만사경
22 검지손가락
45 교실 안의 야크
16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27 그레타 툰베리
46 나는보리
43 남매의 여름밤
19 내 아내의 모든 것
45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43 다시 만난 날들
47 담보
23 동아시아반일무장전선
13 러빙 빈센트
46 레미: 집 없는 아이
22 리바운드
22 마이에그즈
17 말리언니
21 망
14 무스탕: 랄리의 여름
23 미싱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29 바바라
43 벌새
13 부르고뉴, 와인에서 찾은 인생
15 북샵
44 불어라 검풍아
16 빙하를 따라서
44 빛나는
44 빛나는 순간
25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17 손님
22 숲
46 쉘부르의 우산

12 스윙키즈
26 시네마 천국
22 시시콜콜한 이야기
17 실
24 실: 인연의 시작
14 안녕, 미누
24 안녕까지 30분
30 어부바
16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25 여고괴담 여섯번째 이야기: 모교
21 예술의 목적
17 우리순이
25 우리집
22 유숙자
30 이도공간
47 족구왕
45 찬실이는 복도 많지
23 창살로 막을 수 없는 자유
21 최고의 감독
15 친절한 금자씨
29 코다
31 키즈 오브 파라다이스
15 트랜스
12 파운더
30 팜 스프링스
13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
31 프린세스 앤 페퍼노즈
26 플립
30 피닉스
24 하늘의 푸르름을 아는 사람이여
31 하트 어택
47 허스토리
27 환상의 마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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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운영위원장 / 예술총감독 조원희
공동운영위원장 김의성
명예운영위원장 최진봉
부운영위원장 김민경
운영위원 김    영
운영위원 손세훈
운영위원 이성철
운영위원 이호걸
운영위원 장현정
운영위원 조영각
운영위원 최윤형
프로그래머 정    미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동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한국영상자료원

(재)영화의전당 -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한국영화감독조합
문화다양성축제 MAMF
주식회사 디알비동일
모퉁이극장

designed by 쉐어모먼츠위드

팀장 문송아

스태프 이민경  구경성  정다운  송예린  김지원
 신    선  김규태  전소현  임다정   최영우
 이창환

청년기획단 강민서  강소백  권효인  김경은  김유민
 박지환  안현정  이경민  차단비 

상영관/프로그램 운영 강가연  곽민겸  권민서  김나영  김지수
 김하영  김효진A  김효진B  김휘연  김희제
 남기호  노성주  노승연  문경원  박고은
 박세진  박지은  방성호  서민주  서인규
 서재원  설효원  신현아  우인경  이가인
 이우빈  이유진  이윤주  이혜인  장    민
 정미정  정지현  제현지  조민창  조소연

 최소연  최정헌  황정민

이벤트 운영 강건해  김나연  김민준  김지현  김진근
 박형건  변경수  서정은  정경서  정지윤
 조혜주  최수희

홍보지원 가정원  금은지  류명철  백해진  양수진
 전수경

실장 강정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