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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커뮤니티비프 소개 
Community BIFF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의 다채로운 실험장, 체험과 대화의 축제

커뮤니티비프는 관객이 주도하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스핀오프 페스티벌' 

입니다. 부산의 관객은 1996년 출범부터 오랫동안 영화제의 자부심이 

되어왔습니다. 지성과 열정으로 무장한 관객은 아시아 최고의 영화제라는 

영광을 선사한 주역이며, 위기의 순간에도 영화제가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었습니다. 이 특별한 관객의 과분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초심을 

되새기게 되었고 마침내 영화제의 고향인 남포동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영화의 '흐름'과 다양한 삶의 '현장'을 폭넓은 관심과 깊이 있는 성찰로 

'질문'하고 '음미'하는 축제를 부산에서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열망에서 

2018년 커뮤니티비프가 첫선을 보였습니다. 축제는 주최자와 관람자의 구별 

없이 모두가 주체가 되기를 지향하는 해방구나 자유지대 같은 것이므로, 

여러 연령대의 관객과 영화인, 연구자, 활동가, 지역주민 모두의 생각을 모아 

함께 만들어가는(Made by Audience!) 거의 모든 것에 관한 수평적인 열린 

축제를 꿈꾸었습니다. 누구나 와서 즐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발언하며 틀을 깨고 경계를 넘어 존중하고 교류하는 이 친밀한 순간이 

서로의 우주가 영화적으로 뿌리가 얽히듯 이어져 있다는 실감을 전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관객이 프로그래머가 되어 함께 보고 싶은 영화를 선정하고 크라우드티켓팅 

(Crowd-ticketing) 방식으로 상영이 확정되는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리퀘스트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Request Cinema)', 기억할만한 자취를 

남긴 감독과 배우를 초청하여 무선 송수신기와 채팅으로 소통하는 실시간 

양방향 코멘터리 픽처 쇼 '마스터톡(Master Talk)' 등 커뮤니티비프는 색다른 

영화 보기 실험과 세상 기발한 시도가 가득합니다. 커뮤니티비프에서 

상상력을 설계하고 개성과 재능을 격려해 보세요. 이 만남과 인연이 사람들 

마음의 벽에 새로운 창을 내고 일상과 공동체를 회복할 기회로 인도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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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치역 

Jagalchi Stn.

커뮤니티비프 
가이드맵

남포동  NAMPO-DONG

MAP LEGEND

롯데시네마 대영 

LOTTE CINEMA Daeyoung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비프광장 야외무대 

BIFF Square Stage

부산영화체험박물관 

Busan Museum of Movies

상영관  Theater

BIFF 매표소  Ticket Box

비프샵  BIFF Shop

지하철 1호선  Subway Line 1

버스 정류장  Bus Stop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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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구매 안내

문의

콜센터  1666-9177 이메일  cs@biff.kr

*운영 기간: 2022.9.14~10.21 
 영화제 기간 9:00~20:30 / 영화제 기간 외 10:00~17:00(점심시간 12:00~13:30)

※ 영화제 기간 외 토, 일 미운영

취소 및 환불

분실물 안내

분실물은 가까운 안내데스크에 보관합니다. 

소지품을 분실하셨을 경우 가까운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매·발권한 티켓의 취소 및 환불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바일 티켓 

 티켓 예매 페이지(ticket.biff.kr) → 예매내역 확인/취소 → 로그인 → 예매내역 → 상영작 선택→ 예매 취소

 종이 티켓 

 현장 매표소에서만 취소 및 환불 가능

ㆍ영화 상영 시작 30분 전까지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ㆍ취소 수수료 

 - 영화제 개막 전(10월 4일까지): 취소 수수료 없음 

 - 영화제 기간(10월 5일~14일): 취소 수수료 티켓 당 1,000원  ※ 취소 시 별도 결제

ㆍ영화제 사정으로 상영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수수료 없이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으로 예매한 티켓을 현장 매표소에서 발권할 때 

본인 확인 용도로 개인 정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매내역 SMS, 모바일 티켓 등을 제시해야 종이 티켓 발권이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는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한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합니다.

방역수칙

ㆍ행사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미착용 시 입장이 불가합니다. 

ㆍ영화 관람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영화제 스태프와 자원봉사자의 안내 및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국제영화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위치 운영기간 운영시간 결제수단

온라인
티켓 예매 페이지 

ticket.biff.kr
9.27~10.14 24시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BIFF 예매권 

휴대전화 소액결제

BIFF 

매표소

영화의전당

야외매표소
10.5~10

08:30~20:30 

*10.5 → 예매발권만 가능

신용카드 

체크카드 

BIFF 예매권 

현금

10.11~14 09:00~20:30

시네마운틴 6층

10.6~10 08:30~20:30

10.11~14
09:00~20:30 

*10.14 → 09:00~15:00

CGV센텀시티 7층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8층 

소향씨어터 1층

10.6~10 08:30~20:30

10.11~13 09:00~20:30

롯데시네마 대영 4층 10.6~10 09:00~19:30

* 개막식·폐막식/아시아콘텐츠어워즈 예매: 9.23(금) 14:00 오픈 → 온라인 예매만 가능

* 일반상영작 예매: 9.27(화) 14:00 오픈 → 온라인, BIFF 매표소   ※BIFF 매표소는 영화제 기간에만 오픈

예매 및 현장구매

구분 일반상영작 블라인드영화제 취생몽사

가격 8,000원 15,000원 20,000원

예매 및 현장구매

유의사항

ㆍ전 좌석을 온라인 예매로 판매합니다. 단, 온라인 예매로 매진되지 않은 작품에 한해 현장 판매합니다.

ㆍ상영작 당 1인 2매까지 예매할 수 있습니다.

ㆍ예매자 과실로 종이 티켓을 분실 및 훼손한 경우 재발권이 불가합니다.

ㆍ청소년관람불가 영화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만 18세 미만인 자)의 관람이 불가합니다.

ㆍ만 5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가 동반하여도 입장 불가합니다.

ㆍ모바일 티켓을 사용하시면 간편하고 빠르게 입장 가능하며, 현장 매표소에서 종이 티켓으로도 발권이 가능합니다.

상영관 입장 안내

ㆍ부산국제영화제는 정시상영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원활한 영화 관람을 위해 상영 시작 전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영 시작 후 15분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단, 상영 시작 후 입장하는 경우 예매한 좌석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ㆍ상영관 내부에는 주류 및 외부음식 반입이 불가합니다.



LD1

10:30-12:25 | 리퀘스트시네마 900

From Seventeen, To the World 

<세븐틴 파워 오브 러브 : 더 무비>

14:30-15:02 | 커비컬렉션 901

커비's Pick 1 

<film by rohsangyoon>

18:00-20:07 | 리퀘스트시네마 902

Second INVASION, 2022

<인피니트 콘서트 세컨드 인베이전 에볼루션 더 무비 3D> 

*본 영화는 2D로 상영됩니다.

LD2
14:00-15:51 | 리퀘스트시네마 903

홍콩영화는 죽지 않았다  <스틸 휴먼>

18:30-20:15 | 리퀘스트시네마 904 

언니, 장르물과 만나다  <정직한 후보>

LD3

11:00-13:03 | Day X Day 905 

조현철 X 이태안 

<부스럭 + 토크 리얼리티>

15:00-16:01 | Day X Day 906 

구혜선 감독 단편선  <유쾌한 도우미> <당신> 

<기억의 조각들> <미스터리 핑크> <다크 옐로우>

19:30-20:54 | Day X Day 907 

차미경 배우 단편선 

<마트 옆 시장> <성인식> <순자와 이슬이>

LD5
11:30-13:25 | 리퀘스트시네마 908

함께 살아갈, 채비  <채비>

18:00-19:30 | 커비컬렉션 909 

커비's Pick 2  <빛을 향한 노스탤지어>

LD6

15:30-16:44 | 리퀘스트시네마 910

이상하고 아름다운 2X9월드 

<세마리> <대리운전 브이로그> <러브빌런> 

<사람냄새 이효리>

19:00-19:54 | 커비컬렉션 911 

커비's Pick 3 

<터널 비전> <검은 환영>

BA
19:00-20:47 | 청년기획전 912 

말할 수 있는 비밀  <해피엔드>

티켓 안내

- 커뮤니티비프 상영작 8,000원

(946) 블라인드영화제 15,000원

(965) 커비컬렉션 '취생몽사' 20,000원

(941) 이벤트 '게임씨어터: 선택하는 영화관'

무료

(947,948,949) Day X Day '리멤버부마: 지지 않는 사람들 1,2,3'

(954,955) 이벤트 '2022 마을영화만들기 1,2'

(956) 이벤트 '8mm 필름에 담긴 부산의 기억'

(960,961,962) Day X Day '한국애니복원전: 원조를 찾아서 1,2,3'

(963) 커비컬렉션 'MAMF 수상작'

일정표 보는 법

00:00- 900

상영시간 상영코드

등급 연계프로그램

상영일정표 만 15세 미만 관람 불가 Under 15 not admitted

만 18세 미만 관람 불가 Under 18 not admitted

모든 관람객 관람 가능 General 

만 12세 미만 관람 불가 Under 12 not admitted

토크 Talk 

게스트와의 만남 Guest Visit

이벤트 Event

코멘터리 상영 Commentary Screening

LD1

10:00-12:08 | 리퀘스트시네마 938 

사형에 이르는 병 

<사형에 이르는 병>

14:00-15:34 | 리퀘스트시네마 939 

강길우에게 빠져보기루  <명태> 

<시체들의 아침>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살아짐이 사라짐>

19:00-21:00 | 마스터톡 940

김지운 X 이병헌 

<달콤한 인생>

LD2

13:30-15:00 | 이벤트 941 

게임씨어터: 선택하는 영화관

18:30-19:44 | 리퀘스트시네마 942 

나의석구일지 

<소녀심청> <미열> <결혼식> <재방송>

LD3

11:00-12:06 | 리퀘스트시네마 943 

당신의 영화로운 생활 

<위안>

14:30-16:00 | 리퀘스트시네마 944 

홍콩식 사랑법 

<천장지구>

18:00-20:17 | 리퀘스트시네마 945

그리고 바통은 넘겨졌다 

<그리고 바통은 넘겨졌다>

LD5 13:00-19:56 | 블라인드영화제 946

LD6

10:30-12:07 | Day X Day 947 

리멤버부마: 지지 않는 사람들 1 

<10월의 이름들>

14:00-15:47 | Day X Day 948 

리멤버부마: 지지 않는 사람들 2 

<천막> <휴가>

18:30-20:12 | Day X Day 949 

리멤버부마: 지지 않는 사람들 3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금기에 도전>

BA
17:00-19:15 | 청년기획전 950 

#한글날에 봬요, 뵈요  <말모이>

BM
22:00-05:00 | 커비컬렉션  965 

취생몽사  <시실리 2km> <썸머 필름을 타고!> <5 to 7>

10.9 Sun

LD1

10:30-12:06 | 리퀘스트시네마 951 

새로운 기술로 만든 김지운의 (단편) 영화

<언택트> <커밍아웃>

14:30-16:15 | 리퀘스트시네마 952 

야구 있는 월요일 

<야구소녀>

18:00-19:26 | 리퀘스트시네마 953

우리 배우가 더 나을지도요? 

<프란시스 하>

LD2
11:00-12:41 | 이벤트 954 

2022 마을영화만들기 1

15:00-16:11 | 이벤트 955 

2022 마을영화만들기 2

18:00-19:05 | 이벤트 956 

8mm 필름에 담긴 부산의 기억

LD3

10:30-12:27 | 리퀘스트시네마 957 

꽃보다 중년 

<지구를 지켜라!>

14:30-15:27 | 리퀘스트시네마 958 

원 테이크, 원 컷, 원 무비 

<아무것도> <감자> <대자보>

17:30-19:26 | 리퀘스트시네마 959

한때는 우리도 파수꾼이었다 

<파수꾼>

LD5

11:00-12:15 | Day X Day 960 

한국애니복원전: 원조를 찾아서 1 

<콩쥐팥쥐>

15:00-16:10 | Day X Day 961 

한국애니복원전: 원조를 찾아서 2 

<홍길동>

18:30-19:40 | Day X Day 962 

한국애니복원전: 원조를 찾아서 3 

<호피와 차돌바위>

LD6
14:00-15:30 | 커비컬렉션 963 

MAMF 수상작

BA
17:00-18:44 | 청년기획전 964 

무비콘서트: 듣는 영화  <비긴 어게인>

10.10 Mon

10.6 Thu

LD1
14:00-15:13 | 커비컬렉션 925 

커비's Pick 5  <진용진: 없는영화>

18:00-19:42 | 리퀘스트시네마 926

'춘몽'속의 흑백화면  <춘몽>

LD2

10:00-11:15 | Day X Day 927 

그의 근원, 그의 우주 

<38 - 39 ℃> <사슴꽃> <점> <꿈> <The Bag> 

<웨이 홈> <하트> <군터> <O> <오페라>

14:00-15:20 | 이벤트 928 

영화퀴즈대회

18:00-19:57 | 커비컬렉션 929 

커비's Pick 6 

<기적>

LD3

10:30-12:35 | 리퀘스트시네마 930 

BIFF에서 만나는 '영화 속 한국언론' 

<그대가 조국>

14:30-17:11 | 리퀘스트시네마 931

(인도영화에 한 Zoom talk) 맛살라톡 

<오! 베이비>

19:00-20:24 | 커비컬렉션 932 

커비's Pick 7 

<애프터 미투>

LD5
13:30-16:23 | 리퀘스트시네마 933

내 마음의 리듬을 믿고  <영화: Fishmans>

18:30-20:11 | 리퀘스트시네마 934 

삶은 늘 처음!  <더 와이프>

LD6

14:00-15:12 | Day X Day 935 

그녀의 집, 그녀의 시간 

<먼지아이> <연애놀이> <존재의 집> 

<나무의 시간> <의자 위의 남자> <빈 방> 

<움직임의 사전>

18:00-19:19 | Day X Day 936 

콕애니 스페셜 

<조금 부족한 여자> <아홉 살의 사루비아> 

<호랑이와 소> <유령들> <건전지 아빠> 

<삐로삐로> <각질> <사라지는 것들>  <마스코트>

BA
17:00-18:37 | 청년기획전 937 

젊은 날의 사진관  <8월의 크리스마스>

10.8 Sat

LD1
11:00-12:45 | 리퀘스트시네마 913

'프리즘오브' 토크 포럼  <윤희에게>

18:30-20:06 | Day X Day 914 

벡델 초이스 초이스 3  <십개월의 미래>

LD2

11:30-12:58 | 커비컬렉션 915 

커비's Pick 4  <출중한 여자>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안고>

18:30-20:27 | 마스터톡 916 

변영주 X 신혜은 

<화차>

LD3
10:30-12:19 | Day X Day 917 

벡델 초이스 초이스 1  <오마주>

14:30-16:19 | Day X Day 918 

벡델 초이스 초이스 2  <최선의 삶>

LD5
10:00-11:56 | 리퀘스트시네마 919 

내 돌의 필모를 모두에게!  <라플라스의 마녀>

14:00-15:20 | 리퀘스트시네마 920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18:00-20:08 | 리퀘스트시네마 921 

탭댄스 in 라라랜드  <라라랜드>

LD6
13:30-14:53 | 리퀘스트시네마 922 

잊어버렸던 감정과 관계, 영화 <라임크라임>

18:30-20:08 | 리퀘스트시네마 923 

Miss Baek is back  <미쓰백>

BA
17:00-18:46 | 청년기획전 924 

심야행 라디오  <접속>

10.7 Fri

LD1-6 롯데시네마 대영 1-6관 

 LOTTE CINEMA Daeyoung

BA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BNK BUSAN BANK Art Cinema

BM 부산영화체험박물관 
 Busan Museum of Movies

장소

커뮤니티비프 상영작은 영어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Community BIFF films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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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퀘스트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

Made by Audience! 

관객에게 부산국제영화제를 기획·운영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관객 참여 프로그램. 관객이 프로그래머가 되어 함께 보고 싶은 

영화를 선정하고 크라우드티켓팅(Crowd-ticketing) 방식으로 

일정 수 이상 관객의 지지를 받으면 프로그램 편성이 확정된다.

10

리퀘스트시네마: 신청하는 영화관 
Timeline

'리퀘스트시네마'는 관객이 직접 프로그래머가 되어 비슷한 관심사와 취향을 가진 관객들을 모으고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함께 영화를 깊숙이 탐험하고 향유할 수 있다.

좋아하는 관심사나 주제를 통해 보고 싶은 영화를 요청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기획한 이벤트가 포함된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제안해주세요.

6월 초 관객프로그래머 모집

관객프로그래머가 상영하고 싶은 국내외 영화를 선정하면, 

영화제 사무국에서 배급권자에게 상영 동의를 받아요.

* 국내 판권이 만료, 혹은 저작권자를 못 찾거나 상영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진행 불가능

6월 중순~말 영화 선정 및 수급

관객프로그래머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 

일정 수 이상 관객들에게 빠르게 지지를 받아야 최종 편성될 수 있어요.

7월 크라우드티켓팅

크라우드티켓팅 기간 내에 관객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프로그램부터 

선착순으로 올해의 리퀘스트시네마로 최종 편성돼요.

8월 프로그램 편성 확정

게스트를 섭외하고, 프로그램의 기획들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관객들과 만날 준비를 해요.

9월 프로그램 준비

게스트 초청과 토크, 이벤트를 점검하는 긴 여정의 마침표! 

완성된 프로그램을 관객들과 함께 즐겨보아요!

10월 영화제 기간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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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17 | 115min | MOV | color | Director 조영준

언니, 장르물과 만나다

<<정직한 후보>>

라미란 배우가 <정직한 후보>로 보여준 코미디 장르의 새로운 가능성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중년 배우 라미란. 그녀는 작품 내에서 스파이

나 탐정, 국회의원 등 다방면으로 매력을 발산했고 '언니'라 불리며 젊은 

여성 팬덤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선입견을 깨고 장르를 횡단하며 

매 작품마다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낸 '언니'. 장르물 속에서 꽃 피는 '언

니'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관객프로그래머  아웃프레임

Korea | 2019 | 105min | DCP | color | Director 장유정 904 Oct 6 18:30 LD2

908 Oct 6 11:30 LD5

From Seventeen, To the World

<<세븐틴 파워 오브 러브 : 더 무비>>

세븐틴이 전하는 '사랑의 힘', 싱어롱으로 즐겨보아요!

만나지 못하는 시간에도 사랑하는 것들은 곁에 두고 싶은 마

음이,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까? 사랑

의 힘을 전하는 K-POP 대표 그룹 세븐틴의 콘서트 실황과 

멤버들의 인터뷰를 보며 코로나19로 인해 콘서트를 즐기지 

못했던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자.

관객프로그래머  캐럿소녀

Korea | 2022 | 115min | DCP | color | Director 오윤동 900 Oct 6 10:30 LD1 E

발달장애인 인규의 좌충우돌 홀로서기,  

긴 여행의 채비에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발달장애인의 홀로서기는 어린아이가 혼자 떠나는 긴 여행과도 같다. 가

족들은 그들이 외롭지 않게 이웃들이 손잡아 주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

란다. <채비>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고민하는 현실적 문제를 담담하고, 코

믹하게 그려낸다. 발달장애인이 '조금 다르지만 평범한' 이웃으로서 어떻

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함께 살아갈, 채비

<<채비>> 관객프로그래머  어반라이트

Hong Kong, China | 2018 | 111min | MOV | color | Director 올리버 시 쿠엔 찬 903 Oct 6 14:00 LD2 GV

여전히(Still) 살아있는 홍콩영화 <스틸 휴먼>  

그리고 동시대 홍콩영화의 이야기

홍콩영화가 빛나던 시절은 갔고, 이제는 한물갔다고 많은 사

람이 말한다. 하지만 조니 토 감독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떻게 

홍콩영화가 죽을 수 있는가? 단 하나의 영화만 남아도 홍콩

영화는 살아 있는 것이다. 동시대의 홍콩영화가 어떻게 존재

하고 있는지 <스틸 휴먼>을 통해 느껴보자.

홍콩영화는 죽지 않았다

<<스틸 휴먼>> 관객프로그래머  이경희

GV

T

Korea | 2012 | 127min | DCP | color | Director 손석

Second INVASION, 2022

<<인피니트 콘서트 세컨드 인베이전 에볼루션 더 무비 3D>> 관객프로그래머  INSPIRIT

902 Oct 6 18:00 LD1 E

INFINITE EVOLUTION. 무한한 진화를 거듭하는  

12년 차 아이돌 인피니트의 10년 전 첫 단독 콘서트 상영작

멤버들의 '군백기'와 팬데믹 등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기에 다시 완전체의 모습을 실현시켜 보려 한다. 이 영화가 

상영한 지도 딱 10주년. 인피니트라는 이름을 추억 한편에 

묻어둔 오랜 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역시

나 영원히 그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되새기는 순간이 되길 바란다.

*본 영화는 2D로 상영됩니다.

① 세마리  Korea | 2018 | 36min | MOV | color | Director 이옥섭

② 대리운전 브이로그  Korea | 2022 | 10min | MOV | color | Director 구교환

③ 러브빌런  Korea | 2022 | 8min | MOV | color | Director 이옥섭

④사람냄새 이효리  Korea | 2022 | 20min | MOV | color | Director 구교환, 이옥섭

우리가 사랑하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2X9 월드

이옥섭 감독과 구교환 감독이 만들어내는 영화는 

'보고 싶은 것을 보여준다'는 구교환 감독의 말처럼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세상을 가득 담고 있다. 그 

중 동물권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2X9 특유의 색감

과 감성으로 담아낸 영화들을 함께 보고 감상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상하고 아름다운 2X9월드

<<세마리>> <<대리운전 브이로그> > 

<<러브빌런>> <<사람냄새 이효리>> 관객프로그래머  방과 후 씨네클럽

① 세마리 ② 대리운전 브이로그

③ 러브빌런 ④ 사람냄새 이효리

910 Oct 6 15:30 LD6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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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France | 2021 | 80min | DCP | color | Director 김오안, 브리짓 부이요 920 Oct 7 14:00 LD5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물방울의 화가 故 김창열에 대해  

그의 아들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평생 물방울을 그려온 故 김창열 화백의 삶과 예술 세계를 

담은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故 김창열 화백은 실향민으

로서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그 한과 슬픔을 물방울의 예술에 

담아 한 평생을 바쳤다. 이 작품은 영화와 미술에 관심이 있

는 관객들과 이제부터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분들, 모두에게 깊

은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관객프로그래머  미루픽처스

GV

<미쓰백> 2022년 다시 돌아왔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 방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조금

만 관심을 가진다면 아이에게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 영화를 다시 관람하여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고 아

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보자.

Korea | 2018 | 98min | DCP | color | Director 이지원 923 Oct 7 18:30 LD6 GV

Miss Baek is back

<<미쓰백>> 관객프로그래머  신민용

아이돌, 배우, 뉴스캐스터까지!  

당신도 사쿠라이 쇼에게 빠져보시지 않겠습니까?

'덕후는 계를 못 탄다'라고 누가 말했던가. 휴식기에 들어간 

아라시를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있다. 이번 리

퀘스트시네마를 통해 아라시의 팬들과 새로운 추억을 쌓고, 

물리 법칙을 통한 살인 사건이라는 신선한 소재의 <라플라

스의 마녀>를 함께 공유하고 즐겨보자.

내 돌의 필모를 모두에게!

<<라플라스의 마녀>> 관객프로그래머  ARASHIAN(람덕)

Japan | 2019 | 116min | DCP | color | Director 미이케 다카시 919 Oct 7 10:00 LD5

잊어버렸던 순간을 마주하는 영화로운 시간,  

영화를 보는 이유이지 않을까

영화는 바쁜 삶 속에서 잊어버렸던 순간을 마주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라임크라임> 속 인물들이 겪는 성장

통은 어쩌면 우리의 유년 시절을 돌이켜 보게 하고, 그 시절

의 기억은 각기 다른 크기로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순간을 '잊어버렸던 감정과 관계'라는 주제

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Korea | 2020 | 83min | DCP | color | Director 이승환, 유재욱 922 Oct 7 13:30 LD6 GV

잊어버렸던 감정과 관계, 영화

<<라임크라임>> 관객프로그래머  정수진

E

USA | 2016 | 128min | DCP | color | Director 데이미언 셔젤 921 Oct 7 18:00 LD5

탭댄스 in 라라랜드

<<라라랜드>>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한 별들의 도시 '라라랜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도로에서 갑자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오프닝부터 세바

스찬의 피아노 연주 등 다양한 노래와 무대로 눈과 귀가 즐

거워지는 영화. 탭댄스를 좋아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인 

아마추어 공연팀 '리듬인탭'과 부산 유일 탭댄스팀 '부산

STAPS'에서 <라라랜드> OST로 만든 멋진 탭댄스 공연까지 

즐겨보자.

관객프로그래머  리듬인탭

E

필름 매거진 『프리즘오브』의 안정윤 편집장과 함께하는  

<윤희에게> 덕질 토크

<윤희에게>는 개봉 당시부터 화제를 모으며 팬덤 '만월단'까

지 만들어졌고, 필름 매거진 『프리즘오브』에서는 애정을 듬

뿍 담아 영화의 한 장면씩 속속들이 파고들어 분석한 특별판

을 발간했다. 매년 겨울 첫눈이 오면 윤희와 쥰을 떠올리는 '

만월단'과, 『프리즘오브』를 사랑해주시는 독자분들께 보름달

같이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을 선물하고자 한다.

'프리즘오브' 토크 포럼

<<윤희에게>> 관객프로그래머  씨네펨

Korea | 2019 | 105min | DCP | color | Director 임대형 913 Oct 7 11:00 LD1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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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 2022 | 128min | DCP | color | Director 시라이시 카즈야 938 Oct 9 10:00 LD1India | 2019 | 161min | MOV | color | Director B.V. 난디니 레디 931 Oct 8 14:30 LD3

사형에 이르는 병

<<사형에 이르는 병>>

살인은 사실 전염병이 아닐까

점점 잔인하고 예상할 수 없는 흉악범죄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파

일링을 다룬 콘텐츠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륜을 저버리고 

살인을 선택한 그들에게 과연 개인의 문제라고 단언하여 말

할 수 있을까? <사형에 이르는 병>을 보고 함께 고민해보자.

관객프로그래머  Departure

재밌는 인도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토크 프로그램

문득 '인도영화는 왜 우리나라에 잘 유입되지 않는 것일까? 

여전히 낯선 문화로 인식되어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맛살라톡' 프로그램은 인도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다 같이 영화를 관람하고 이야기하며 인도영화에 대해 흥미

롭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리퀘스트시네마에 

찾아왔다.

(인도영화에 한 Zoom talk) 맛살라톡

<<오! 베이비>> 관객프로그래머  메리.데시 넷

ET

Japan | 2021 | 173min | DCP | color | Director 테시마 유키 933 Oct 8 13:30 LD5Korea | 2016 | 102min | DCP | b&w / color | Director 장률 926 Oct 8 18:00 LD1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것을 하고,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까지. 그런 각오는 하고 있으니까!" - 사토 신지

언제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저 좋은 음악만을 추구했던 

밴드 'Fishmans'. 그들의 음악은 특정 장르나 범주로 구분하

기 어려운 독특한 사운드와 아우라를 뿜어낸다. Fishmans 

팬들, 인디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 '보이지 않는 힘'을 믿으며  

'밤의 틈에 키스'를 보내왔던 모든 분과 함께 음악과 영화, 그

리고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내 마음의 리듬을 믿고

<<영화: Fishmans>> 관객프로그래머  공중캠프

현실인 듯, 꿈인 듯 살아가고 있는  

헷갈리는 청춘들을 위한 소박한 이야기 <춘몽>

팬데믹을 거치며 우리 청춘들의 위기감은 그 어느 때보다 깊

어졌고, 표현하지 못하는 청춘들의 꿈은 옅어져서 우울한 현

실. <춘몽>을 통해 현실과 꿈의 모호함, 도시 속에 갇힌 청춘

들의 모습을 보며 감회를 나누고, 지난날의 꿈과 현실을 되

돌아보면서 작품에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과 새로

운 꿈을 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춘몽'속의 흑백화면

<<춘몽>> 관객프로그래머  영화제 다니는 사람들

GVGV

UK / Sweden | 2017 | 101min | DCP | color | Director 비욘 룬게 934 Oct 8 18:30 LD5Korea | 2022 | 125min | DCP | color | Director 이승준 930 Oct 8 10:30 LD3

저널리즘의 복원이 시민의 안녕을 지키는 길임을  

영화를 통해 확인하는 자리

대한민국 저널리즘은 안녕한가, 언론은 살아 있나. 검찰과 언

론이 만들어낸 어두운 터널에서 끝내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라진 언론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지, '진실의 역사'를 만드는 것은 아닐지, <그대가 조국>이라

는 영화를 통해 한국언론의 현주소를 짚어보며 함께 생각해

보자.

BIFF에서 만나는 '영화 속 한국언론'

<<그대가 조국>> 관객프로그래머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나는 선택한다, 고로 존재한다

"날 피해자로 묘사할 생각은 접어요. 난 그것보단 복잡한 사

람이거든요." <더 와이프>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와 

헌신적인 아내, 그들 사이 숨겨진 비밀을 다루지만 실은 한 

여성이 사회의 편견, 사랑에 대한 희생 등을 이유로 행한 선

택에 대한 영화이다. 영화를 관람 후, 원작소설 번역가인 심

혜경 작가와 함께 주체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삶은 늘 처음!

<<더 와이프>> 관객프로그래머  아는 큐레이터 언니들

TGV



리퀘스트시네마  |  상영작 소개 리퀘스트시네마  |  상영작 소개

18 19

① 소녀심청  Korea | 2019 | 10min | DCP | color | Director 김석원

② 미열  Korea | 2015 | 11min | DCP | color | Director 안승혁

③ 결혼식  Korea | 2017 | 22min | MP4 | color | Director 봉효민

④ 재방송  Korea | 2021 | 31min | DCP | color | Director 손석구

942 Oct 9 18:30 LD2

배우 강길우의 필모들을 훑어보며,  

다양한 매력에 빠져보는 시간

독립영화 좀 봤다고 명함을 내밀만한 사람이라면 

너무 익숙한 그 이름 강길우. 극장과 영화제에서 

종종 접했던 익숙한 배우 강길우에게 어마어마하

게 치여버린 여섯 멤버는 모임 '광끼루'를 결성하게 

된다. 그들이 꼽은 '꼭 봐야 할 영화'와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를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자.

① 명태

④ 살아짐이 사라짐

② 시체들의 아침

③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① 명태  Korea | 2017 | 24min | DCP | color | Director 이홍매

② 시체들의 아침 Korea | 2018 | 30min | DCP | color | Director 이승주

③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Korea | 2020 | 10min | DCP | color | Director 백재호

④ 살아짐이 사라짐  Korea | 2021 | 30min | DCP | color | Director 김종재

강길우에게 빠져보기루

<<명태>> <<시체들의 아침>> <<만날 수 없어 만나고 싶은데>  >  

<<살아짐이 사라짐>> 관객프로그래머  광끼루

손석구 배우의 매력에서 아직까지 헤어 나오지 

못했다면, 부산에서 같이 '덕질'하는 건 어때?

아직 구씨의 매력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들! 손

석구 배우의 필모그래피 및 작품들을 다시 보기 하

고 있는 사람들! 여기 여기 다 붙어라~ 손석구 배

우의 애긔애긔한 시절부터 현재까지를 모두 살펴

볼 수 있는 단편 모음집! 우리 모두 같이! 부산에

서!! 멋있는 건 크게, 다 같이 하면 좋으니까!

① 소녀심청 ② 미열

③ 결혼식 ④ 재방송

관객프로그래머  안나 GU

나의석구일지

<<소녀심청>> <<미열>> 
<<결혼식>> <<재방송>>

Hong Kong, China | 1990 | 90min | DCP | color | Director 진목승 944 Oct 9 14:30 LD3

21세기의 접근법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 시절 홍콩영화 속 사랑법

수많은 로맨스 영화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위대한 사랑은 유독 홍콩영화 앞에

만 서면 늘 작아진다. 의리, 우정, 형제 등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았던 그 시절의 홍콩영화. 하지만 그렇기에 그 

와중에 피어난 청춘의 사랑이 더욱 애절하게 다가오는 것 아

닐까. 홍콩영화 속 독특한 사랑법을 만나보자.

관객프로그래머  장지희

홍콩식 사랑법

<<천장지구>>

T

Japan | 2021 | 137min | MOV | color | Director 마에다 테츠 945 Oct 9 18:00 LD3

애틋한 가족 소설 『그리고 바통은 넘겨졌다』의 영화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하는 현재 사회에서 '정상 가족'이

라는 프레임은 더 이상 낡은 관습에 불과하다. 혈연으로 이어

지지 않았지만, 자신만의 형태를 가진 <그리고 바통은 넘겨

졌다>의 유코네 가족을 통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 관해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바통은 넘겨졌다

<<그리고 바통은 넘겨졌다>> 관객프로그래머  Departure

E

Korea | 2020 | 66min | DCP | color / b&w | Director 이혜린 943 Oct 9 11:00 LD3

당신의 영화로운 생활

"한국에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짧

은 문장은 오랜 시간 사람들의 편견과 멸시를 견디며 살아왔

을 그녀들의 절규이다. 왜 우리는 '위안부'라고 하면 일본군 

위안부를 먼저 떠올리는 것일까? 이들이 남긴 삶의 흔적과 

이야기를 이 영화를 통해 쫓아가보자.

당신의 영화로운 생활

<<위안>> 관객프로그래머  일일시호일

GV

T

939 Oct 9 14:00 LD1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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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19 | 105min | DCP | color | Director 최윤태

USA | 2012 | 86min | DCP | b&w | Director 노아 바움백

Korea | 2010 | 116min | DCP | color | Director 윤성현

Korea | 2003 | 117min | DCP | color | Director 장준환 957 Oct 10 10:30 LD3

959 Oct 10 17:30 LD3

953 Oct 10 18:00 LD1

952 Oct 10 14:30 LD1

데뷔작으로 한국 컬트영화의 전설을 만든 감독과  

배우의 그 시절 그 영화를 스크린으로 다시 만난다.

"다 안다고? 다 알 수도 있겠지… 뻔한 이야기니까… 근데 그동안 내가 미

쳐가는 동안 어디 있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준환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자 배우 신하균의 풋풋한 그 시절을 담아낸 영화. 그때는 망작, 

지금은 명작이 된 작품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관계에 있어 서툴렀던 그때의 '소년성'에 관한 이야기

<파수꾼>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지만, 서로 경계하는 어린 학생들의 '소년

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 개봉 후 

11년이 지난 현재, 감독과 배우, 그리고 관객들은 세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

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는 또 다른 파수꾼으로서 무엇을 그렇게 경계

했고 또 경계해오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한때는 우리도 파수꾼이었다

<<파수꾼>> 관객프로그래머  이현지

① 아무것도  Korea | 2017 | 16min | MOV | color | Director 이석용

② 감자  Korea | 2018 | 16min | DCP | color | Director 김정민

③ 대자보  Korea | 2017 | 25min | DCP | b&w | Director 곽은미

원 컷, 원 테이크, 원 무비

<<아무것도>> <<감자>> <<대자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원 테이크 영화' 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원 테이크 영화를 보고 나면 항상 '어떻게 한 번도 끊지 않고, 하나의 컷 

만으로 영화를 만들까' 라는 궁금증을 가졌고 어디 가서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 원 테이크 영화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속 시원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통해 감독님들에게 직접 들

어보도록 하자!

관객프로그래머  김동석

③ 대자보

② 감자

① 아무것도

관객프로그래머  빛돌이 광이

꽃보다 중년

<<지구를 지켜라!>>

10년 전 나온 무엇 하나 잘 되는 것 없는  

뉴요커 프란시스의 방황 혹은 성장 이야기

성공을 꿈꾸는 27살의 프란시스. 성공한 무용수를 꿈꾸지만, 몇 년째 연

습생인 그녀. 사랑도, 우정도, 일도 쉽게 풀리지 않는다. 이 시기를 우리는 

푸른 봄(靑春)으로 미화하곤 한다. 무언가를 열렬히 갈망했던 그 시절은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시절임에 틀림없다. 영화를 관람 후 이야기를 나누

며 서로를 응원하고 싶다.

우리 배우가 더 나을지도요?

<<프란시스 하>> 관객프로그래머  포베러워크

야구장이 아닌, 영화관에서 스트레스 없는 야구 있는 월요일 즐기기

'월요일에 야구 유니폼을 입고 영화관으로 간다면?'이라는 생각으로 기획

한 이 프로그램은, 야구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없이 야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며 만들어졌다. <야구소녀>의 주인공

인 주수인이 담고 있는 '여성 야구인', '잘 던지는 투수', '프로야구' 등 다양

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자.

야구 있는 월요일

<<야구소녀>> 관객프로그래머  박민아

① 언택트  Korea | 2020 | 50min | DCP | color | Director 김지운

② 커밍아웃  Korea | 2000 | 46min | DCP | color | Director 김지운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명장 김지운 감독만의  

'영화'의 대한 다양한 접근법

김지운 감독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해당 기술을 접목한 작업을 

통해 단편영화를 발표했다. 2000년에 디지털 단편 영화 프로젝트로 만

들어진 <커밍아웃>과 2020년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시리즈

를 통해 8K로 촬영한 <언택트>가 대표적이다. 20여 년의 시간 동안 변화

무쌍했던 기술의 변화를 극장에서 느껴보자.

새로운 기술로 만든 김지운의 (단편) 영화

<<언택트>> <<커밍아웃>> 관객프로그래머  방진영

② 커밍아웃

① 언택트

E

GV

T

GV

951 Oct 10 10:30 LD1 GV

958 Oct 10 14:30 LD3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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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X Day (데이바이데이)

① 마트 옆 시장  Korea | 2013 | 26min | MOV | color | Director 김대황

② 성인식  Korea | 2018 | 27min | DCP | color | Director 오정민

③ 순자와 이슬이  Korea | 2021 | 30min | DCP | color | Director 김윤지

907 Oct 6 19:30 LD3

'부산의 박정자'로 불린 부산 출신 연기파 배우. 1986년 부산 중구에 개

관한 '가마골소극장' 창단멤버로 나이 스물에 연기상을 휩쓸었으나, 이

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올해 '한국영화의 오늘-파노라마' 초청작 <

교토에서 온 편지> 등 영화와 드라마로 눈도장을 찍으면서부터다. '부

산 사람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와 소녀 같은 면'(<82년생 김지영> 김도

영 감독)으로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세공하는 그

의 전성시대는 늦게 만개한 만큼 더욱 기대된다. 

차미경 배우 단편선

<<마트 옆 시장> <> <성인식> <> <순자와 이슬이>>

③ 순자와 이슬이② 성인식

작은영화영화제

'미래영화의 산실' 단편영화와 '스타 배출의 보고' 독립영화를 지지하는 관객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커뮤니티비프는 '오디션'에 이어 '배우'를 방법론으로 선택했다. 지난해부터 작은영화영화제와 함께한 

'커비배우전'은 독보적 존재감을 지닌 배우의 연기 변천사를 통해 시대의 표정과 영화의 본질을 성찰하는 

작업이다. 올해는 감독과 배우, 조연과 주연, 현실과 영화 등 경계와 한계를 돌파하는 왕성한 활동과 에너지, 

자신만의 스타일로 주목받은 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Day X Day 
(데이바이데이)

날마다 축제(A Moveable Feast)! 

특정 주제나 공통점을 지닌 영화를 모아서 하루에 하나씩 

집중탐구하는 기획전. 영화제에 '공유' 개념을 도입하여 오늘의 메뉴가 

매일 바뀌는 영화의 성찬을 즐길 수 있다.

올해는 작은영화영화제, 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 한국콘텐츠진흥원,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기관과 협업했다.

22

커비배우전

GV

Korea | 2022 | 123min | MOV | color | Director 이태안, 조현철 905 Oct 6 11:00 LD3 GV

티빙 플랫폼에 공개된, '평행세계' 소재의 [전체관람가+: 숏버스터] 8편 

중 하나. 단편영화와 메이킹 필름이 액자소설처럼 토크쇼 안에 담겼다. 

매체와 사랑에 관한 미스터리 스페이스 오디세이인 이 영화는 올해 '한

국영화의 오늘-비전'에 초청된 조현철 감독과 영화학교 동기 이태안 감

독이 천우희 배우 등 제작진과 두뇌 속 뇌세포처럼 유기적인 창작자로 

의기투합한 결과다. 이게 다 허상일 수 있지만 '너와 나'의 삶과 얽히며 '

시네마'는 현재진행형의 생명력을 얻고 언제나 새롭게 시작한다.

조현철 X 이태안

<<부스럭 ++ 토크 리얼리티>>

① 유쾌한 도우미  Korea | 2008 | 14min | MOV | color | Director 구혜선

② 당신  Korea | 2010 | 7min | MOV｜color | Director 구혜선

③ 기억의 조각들  Korea | 2012 | 9min | MOV | color | Director 구혜선

④ 미스터리 핑크  Korea | 2018 | 9min | MOV | color | Director 구혜선

⑤ 다크 옐로우  Korea | 2021 | 22min | MOV | color | Director 구혜선

906 Oct 6 15:00 LD3 GV

구혜선 감독 단편선

<<유쾌한 도우미>> <<당신> <> <기억의 조각들>> <<미스터리 핑크>> <<다크 옐로우>>

연기, 연출, 전시, 집필, 회화와 음악, NFT 등 만능 엔터테이너와 전방

위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아트테이너 구혜선만의 색깔이 오롯이 담긴 

작품세계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볼 기회다. 시간, 공간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솔직하고 자유로운 시선이 돋보이는 감각적인 이미지의 향

연을 선사한다. 흥미로운 상징과 비유로 표현해 낸 순수와 공포, 여성

의 힘과 치유에 관한 빛과 소리의 우화를 만나보자.④ 미스터리 핑크 ⑤ 다크 옐로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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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베를린 등 해외 유수의 영화제와 프랑스 안시,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캐나다 오타와, 일본 히로시마 등 

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극찬을 받은 최고의 한국 애니메이션을 한곳에서 만나는 뜻깊은 행사로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했다. 김강민, 에릭 오, 정다희, 정유미 감독의 대표작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이며, 해외 진출을 꿈꾸는 애니메이터에게 유익한 

가이드가 될 전승배 감독, 문수진 감독과의 토크도 마련된다. 공들여 엄선한 26편 라인업이 돋보인다.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영화감독조합(DGK)벡델 초이스 초이스 콕 찝어보는 한국애니 아티스트

Korea | 2021 | 109min | DCP | color | Director 신수원 917 Oct 7 10:30 LD3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 

한국 1세대 여성 감독 홍은원의 <여판사>를 복원하게 된 중년 

여성 감독의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시네마 여행. 데뷔작 <레인

보우>부터 여성의 삶을 조명해온 신수원 감독이 이정은, 권해효, 

이주실 배우 등과 함께 보내는 삶과 영화에 대한 찬사. 

'벡델데이 2022' 선정작.

벡델 초이스 초이스 1

<<오마주>>

GV

Korea | 2021 | 109min | DCP | color | Director 이우정 918 Oct 7 14:30 LD3

그간 우리가 봐온 수많은 소년의 성장담은 잊어라. <최선의 삶>

은 더 나아지기 위해 더 나빠지는 것을 선택한 세 여고생의 모험

담을 통해 새로운 문법의 소녀 성장담을 써 내려간다. 임솔아 작

가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강소아'라는 줄임말로 뭉

친 강이(방민아), 소영(한성민), 아람(심달기)의 세 친구 이야기가 

2000년대 초반 대전과 서울에서 펼쳐진다.

'벡델데이 2022' 선정작.

벡델 초이스 초이스 2

<<최선의 삶>>

GV

Korea | 2020 | 96min | DCP | color | Director 남궁선 914 Oct 7 18:30 LD1

프로그램 개발자 미래는 며칠 간 만성숙취로 고생하다 뜻하지 않

은 임신 사실을 알고 경력 단절의 위기에 놓인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변수는 미래를 갈팡질팡하게 만든다. 가족과 연인, 

국가가 각기 다른 방향의 '미래'를 제시하는 과정이 최근 어떤 코

미디보다 웃기고 어떤 재난영화보다 무섭다. 최성은의 얼굴을 유

이든처럼 응시하며 속절없이 웃고 울게 되는 영화. 

'벡델데이 2022' 선정작.

벡델 초이스 초이스 3

<<십개월의 미래>>

GV

① 38 - 39 ℃  Korea / USA｜2011｜8min｜MOV｜color｜Director 김강민

② 사슴꽃  Korea / USA｜2015｜8min｜MOV｜color｜Director 김강민

③ 점  Korea / USA｜2017｜5min｜DCP｜color｜Director 김강민

④ 꿈  Korea / USA｜2020｜9min｜DCP｜b&w｜Director 김강민

⑤ The Bag  Korea｜2005｜6min｜MOV｜color｜Director 에릭 오

⑥ 웨이 홈  Korea｜2008｜9min｜MOV｜color｜Director 에릭 오

⑦ 하트  Korea / USA｜2010｜9min｜MOV｜color｜Director 에릭 오

⑧ 군터  Korea / USA｜2014｜7min｜MOV｜color｜Director 에릭 오

⑨ O  Korea / USA｜2015｜4min｜MOV｜color｜Director 에릭 오

⑩ 오페라  Korea / USA｜2020｜9min｜DCP｜color｜Director 에릭 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오타와 애니메이션 영화제 대상을 수상한 김강

민 감독과 <오페라>로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올랐던 에릭 오 감독의 

작품으로 구성한 프로그램이다. 각각의 작품에는 두 감독이 만들어낸 세계가 

펼쳐진다. 그들의 근원과 우주는 나와 가족에서 시작하여 세상으로 향한다. 

그의 근원, 그의 우주

927 Oct 8 10:00 LD2 GV

② 사슴꽃

⑩ 오페라

① 조금 부족한 여자  Korea｜2020｜11min｜DCP｜color｜Director 허수영

② 아홉살의 사루비아  Korea｜2020｜7min｜DCP｜color｜Director 장나리

③ 호랑이와 소  Korea｜2019｜8min｜DCP｜color｜Director 김승희

④ 유령들  Korea｜2019｜10min｜DCP｜color｜DCP｜Director 박지연

⑤ 건전지 아빠  Korea｜2021｜7min｜DCP｜color｜Director 전승배

⑥ 삐로삐로  Korea｜2021｜10min｜DCP｜color｜Director 백미영

⑦ 각질  Korea｜2022｜7min｜DCP｜color｜Director 문수진

⑧ 사라지는 것들  Korea｜2022｜11min｜DCP｜color｜Director 김창수

⑨ 마스코트  Korea｜2019｜7min｜DCP｜color｜Director 김리하

어느 해보다 한국 독립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

국 독립애니의 특징은 무엇일까? 해외 영화제가 주목한 한국 독립애니메이션 

작품 상영과 함께, 한국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더불어 독립애니메이션 지원정책과 성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한다.

콕애니 스페셜

936 Oct 8 18:00 LD6 GV

⑦ 각질

⑤ 건전지 아빠

935 Oct 8 14:00 LD6 GV

① 먼지아이  Korea｜2009｜10min｜MOV｜b&w｜Director 정유미

② 연애놀이  Korea｜2012｜15min｜DCP｜b&w｜Director 정유미

③ 존재의 집  Korea｜2022｜8min｜DCP｜b&w｜Director 정유미

④ 나무의 시간  Korea / France｜2012｜9min｜MOV｜color｜Director 정다희

⑤ 의자 위의 남자  Korea / France｜2014｜7min｜DCP｜color｜Director 정다희

⑥ 빈 방  Korea / France｜2016｜10min｜DCP｜color｜Director 정다희

⑦ 움직임의 사전  Korea｜2019｜11min｜DCP｜b&w｜Director 정다희

세계적으로 알려진 한국의 대표적인 독립애니메이션 감독인 정유미, 정다희 

감독의 작품들을 모았다. 각각 한국 최초로 자그레브 대상, 안시 대상을 수상

하였고, 꾸준히 단편을 제작하며 자신의 세계를 펼치고 있는 감독이다. 작은 

방에서 시작한 이야기는 존재와 시간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그녀의 집, 그녀의 시간

③ 존재의 집

⑦ 움직임의 사전

25

2022년 가장 성평등했던 영화 10편을 선정한 DGK(한국영화감독조합)의 '벡델초이스 10'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편을 선정했다. 영화 내 성평등 현황을 가늠하는 지수 '벡델 테스트'를 보완한 7가지 기준을 통과한 

보석 같은 영화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 성별 고정관념에 머물지 않으려는 인물과 이야기를 만든 

감독, 배우들의 깊이 있는 경험담에 '오마주'를 보내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고민한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미래'는 우리의 것일 수 있다.



26 27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한국영상자료원한국애니복원전: 원조를 찾아서리멤버부마: 지지 않는 사람들

Korea | 1967 | 70min | DCP | color | Director 신동헌 962 Oct 10 18:30 LD5

<홍길동> 흥행 성공 이후 신동헌, 신동우 형제가 다시 힘을 모아 

만든 두 번째 작품. <홍길동>의 조연 호피와 차돌바위를 주인공

으로 제작한 한국 최초의 스핀오프(Spin-off, 파생) 애니메이션. 

조선 시대에 검술 스승을 찾아 여행을 떠난 차돌바위가 호피, 곰

쇠와 함께 조선을 노리는 도마술을 무찌른다. 풀 애니메이션 기

법으로 제작되어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개성적인 캐릭터와 밀도 

있는 연출이 돋보인다. 

한국애니복원전: 원조를 찾아서 3

<<호피와 차돌바위>>

TKorea | 2020 | 102min | DCP | color | Director 김환태 949 Oct 9 18:30 LD6

폭력에 가담하지 않을 자유가 인정되기까지의 오랜 투쟁의 과정

을 살펴본다. 한국의 양심적병역거부자는 소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범법자로 규정될 뿐 아니라 사회에서 배제되고 존

재가 부정되기까지 한다. 마치 성역처럼 돼 있는 폭력의 의무를 

거부하고 평화와 인권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의 

긴 세월을 따라가 본다.

리멤버부마: 지지 않는 사람들 3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금기에 도전>>

GV

'2022 리멤버부마'는 부마민주항쟁을 기억하면서 억압적인 제도와 법에 저항하며 끝까지 자기 목소리를 

낸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에 주목한다. 부마민주항쟁의 참여자들, 양심적병역거부 운동가들, 장기 농성을 

이어갔던 해고 노동자들, 그들은 무릎 꿇고 타협하기보다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 지지 않으려 했다. 

산 뒤로 저무는 해처럼 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으로써 세상에 새로운 가치와 삶을 창조해낸다.

어른에게는 동심을, 아이들에겐 전래동화의 재미를 선사할 추억의 애니메이션 명작을 스크린으로 만난다. 

4K 버전으로 심화복원한 한국영상자료원의 노력과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스크린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사. 

상영 후에는 핍박 속에서 시련을 극복한 주인공 서사와 셀 애니메이션만의 미학과 정서를 체험하는 의미와 

함께 영화를 디지털화하는 복원 과정의 현황을 점검하는 토크도 마련된다. 모든 상영은 무료. 

유튜브 채널(Youtube.com/KoreanAnimation)로도 공개되므로 그 아래 감상평도 찾아보자.

Korea | 2021 | 97min | DCP | color | Director 이동윤 947 Oct 9 10:30 LD6

부마민주항쟁의 의미에 관하여 이야기하기에 앞서, 그 시간과 장

소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부터 영화는 시작된다. '유신철

폐, 독재타도'라는 구호에 온 몸과 마음을 보탠 사람들의 면면들

을 살펴보며, 오랜 기억이 현재에도 빛나는 그 무엇으로 남아 있

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물론 그 빛나는 기억은 훈장과 같은 제도

적 보상에서가 아니라, 결코 사그라들거나 지지 않는 1979년의 

담대한 마음들로부터 비롯된다.

리멤버부마: 지지 않는 사람들 1

<<10월의 이름들>>

T Korea | 1977 | 75min | DCP | color | Director 강태웅 960 Oct 10 11:00 LD5

우리에게 익숙한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원작으로 했지만, '장화홍

련' 설화 모티브를 빌어 후반부를 새롭게 각색했다. <흥부놀부> 

이후 10년 만에 강태웅 감독이 만든 두 번째 스톱 모션 인형 애니

메이션으로, 실험영화동호회 '씨네포엠'을 발족한 거장 유현목 

감독이 제작자로 참여했다. 특유의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로 회자

되는 숨은 컬트 고전.

한국애니복원전: 원조를 찾아서 1

<<콩쥐팥쥐>>

T

① 천막  Korea | 2016 | 25min | MOV | color | Director 이란희

② 휴가  Korea | 2020 | 82min | DCP | color | Director 이란희
948 Oct 9 14:00 LD6

부당하게 해고된 후 최장기간 농성한 '재춘 언니'와 콜트콜텍 노

동자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룬 것도 많다. <휴가>와 <천막> 

두 작품은 또 다른 앵글로 콜트콜텍의 싸움을 기억하고 그려낸

다. 싸움은 사람을 지치고 병들게 하고 서로 헤어지게 만들지만, 

한국의 어떤 노동자들은 끝까지 '현장'과 '친구'와 무엇보다 '나'를 

지켰다. 결코 지지 않고 무지막지한 타협과 억압적 질서에 문제

를 제기하는 이들을 만나보자.

리멤버부마: 지지 않는 사람들 2

<<천막> <> <휴가>>

GV

① 천막 ② 휴가

신동우 화백의 연재만화 '풍운아 홍길동'을 형인 신동헌 감독이 

영화화하여 크게 히트한 한국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 꽤 오랫

동안 유실되었다가 일본의 16mm 더빙판이 극적으로 발굴되어 

원본에 가깝게 복원했다. 애니메이션 제작의 경험이 전무한 국내

에서 연구와 실험을 거듭하여 만들어낸 걸작으로 주인공 길동의 

야행 장면에서 달빛과 미세한 어둠을 표현한 색과 질감의 표현은 

압권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애니복원전: 원조를 찾아서 2

<<홍길동>>

Korea | 1967 | 70min | DCP | color | Director 신동헌 961 Oct 10 15:00 LD5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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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획전  |  상영작 소개

청년기획전

커뮤니티비프는 동시대와 함께 호흡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응원하고자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Z세대 오피니언 리더 그룹 '청년기획단'을 선발, 

커뮤니티비프를 모니터링하고 상영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게 해왔다. 

젊은 시선과 아이디어로 구성된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이벤트들이 

5일간 매일 밤 우리의 5감을 자극한다. 

USA | 2013 | 104min | DCP | color | Director 존 카니Korea | 1997 | 106min | DCP | color | Director 장윤현

Korea | 1998 | 97min | MOV | color | Director 허진호 937 Oct 8 17:00 BA

964 Oct 10 17:00 BA924 Oct 7 17:00 BA

영화를 귀로 즐기고 싶다면 무비콘서트로!

뉴욕 거리 곳곳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 안에 인

생과 사랑, 예술을 담아낸 영화 <비긴 어게인>. 두 주인공의 

사랑은 노래로 연결되어 더 애틋하게 느껴진다. 조금 더 긴 

여운을 느끼고 싶다고? 지금 당장 무비콘서트 티켓팅에 도전

하자! 귀가 쫑긋할 여러 가지 들을 거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모니터 너머의 설렘

책상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사연을 끄적이던 그때 그 시절, 

PC 통신으로 사랑을 키워나간 두 주인공의 애절한 사랑을 

담은 영화<접속>. 옛 추억, 옛사랑을 떠올리며 오는 10월 7일 

'심야행 라디오'에 접속해보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시

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속에서 찾은 지나간 추억의 애환

1998년 개봉 당시 영화를 보았던 이들에게는 그 시절 추억

을, 처음 보는 이들에게는 겪어보지 않았던 그 시절 감성을 

선물하는 따스한 영화. 누구나 앨범을 뒤적이다 보면 애틋한 

사진 하나쯤은 있지 않은가. 상영 후에는 '스쳐 간 추억'이라

는 주제로 사진에 담긴 서로의 지난 시간을 공유하고, 자신

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젊은 날의 사진관

<<8월의 크리스마스>>

무비콘서트: 듣는 영화

<<비긴 어게인>>

심야행 라디오

<<접속>>

GV

GV

E

Korea | 2018 | 135min | DCP | color | Director 엄유나France / Austria / Germany | 2017 | 107min | DCP | color | Director 미카엘 하네케 950 Oct 9 17:00 BA912 Oct 6 19:00 BA

시월 구일, 말과 마음이 모였다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기 속에서도 우리말을 지켜낸 조선어

학회.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온 순우리말이 궁금하다면 여기

로 모여라! 순우리말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며 다시 그들의 

노고를 되새기고 한글날을 기념해보자. 영화 속 한글을 모으

기 위해 비밀리에 영화관으로 국문학 선생님들을 모시는 장

면은 오는 한글날, 부산의 영화관에서 하나가 될 바로 우리

들의 모습이다.

당신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나만의 비밀이 있다. 

모든 비밀이 지켜질 것만 같은 어두운 극장에서 비밀에 대한 

영화를 감상하고, 함께 비밀 다이어리를 꾸며보자. 우리만의 

비밀 다이어리를 만들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

면서 우리의 비밀에 용기가 깃들기 시작할 것이다. 

#한글날에 봬요,뵈요

<<말모이>>

말할 수 있는 비밀

<<해피엔드>>

G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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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05 | 120min | MOV | color | Director 김지운 940 Oct 9 19:00 LD1

김지운 감독 + 이병헌 배우

"말해봐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 유명한 두 대사만으로도 영화 <달콤한 인생>의 중량감이 

설명된다. 현대적 누아르와 한국적 갱스터 필름이 조화된 이 

영화는 김지운 감독의 야심작이었다. 특히 주인공 김선우 역

을 맡은 이병헌의 연기는 개봉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영화의 흥행 시점 이후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며 

아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작품이기도 하다. 이제 김지운 감

독과 배우 이병헌은 그 오랫동안 받아온 사랑을, 관객들과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보은한다.

김지운 X 이병헌

<<달콤한 인생>>

C

Korea | 2011 | 117min | MOV | color | Director 변영주 916 Oct 7 18:30 LD2

변영주 감독 + 신혜은 프로듀서

10년 전, <화차>가 개봉했던 당시 여성 주연물은 대중적 성

공을 하지 못한다는 업계의 여론이 팽배했다. 남성 주인공의 

시점으로 서사가 진행되지만, 사실은 여성 주인공의 인생을 

파고드는 이 작품은 심지어 피카레스크물이기까지 했다. 감

독 변영주는 이 영화를 통해 미야베 미유키의 원작을 뛰어넘

는 영화적 성취를 거뒀다. 오랜 시간 함께 작업한 제작자 신

혜은과의 실시간 토크를 통해 단순히 영화 <화차>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선 변영주 감독의 삶과 예술에 대한 태도를 들

어볼 수 있는 자리다.

변영주 X 신혜은

<<화차>>

C

블라인드영화제

전설의 시네필이 비밀리에 고른 영화들을 블라인드 상영으로 

연이어 관람한 후, 이야기를 나누는 원데이 패키지 프로그램. 

올해부터는 게스트 프로그래머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정성일 감독이 

M&M인터내셔널 이마붑 대표와 함께 선정했다.

*한 작품 상영 종료시마다 인터미션(20분)이 있습니다.

31

마스터톡
기억할 만한 자취를 남긴 감독과 배우를 초청하여 라이브 장면 해설로 

명장면의 미학을 공유하고,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며 채팅과 Q&A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비프 최장수 '실시간 양방향 코멘터리 픽처 쇼'. 우리가 사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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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터톡'은 상영작 <화차>, <달콤한 인생>을 미리 관람하고 오시면 

 더욱 재미있게 양방향 소통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마스터톡'은 온라인플랫폼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946 Oct 9 13:00 LD5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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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생몽사

우리는 취기와 영화의 만남을 적극 지향한다! 

개봉관에서 놓친 명작을 엄선해서 다시 보는 본격 성인전용 음주+수다 무한권장 심야상영.  

3년만에 부활되는 올해 구성은 '컬트 코미디', '청춘', '그리움'. 심신을 적실 준비 완료! 

<시실리 2km> <썸머 필름을 타고!> <5 to 7> 3편 연속으로 술과 함께 즐겨보자.

* 주류가 제공되므로 만 18세 미만은 관람 불가합니다. 

* 한 작품 상영 종료 시마다 인터미션(20분)이 있습니다.

일 정  2022.10.9(일) 22:00 ~ 5:00(익일) 

장 소  부산영화체험박물관 1층 야외테라스 + 다목적영상홀

MAMF 수상작

올해 17회를 맞는 MAMF(맘프)는 외국인 주민 230만 시대에,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고 

다문화 공존을 노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다양성 축제이다. 한국을 포함한 15개 이상의 

나라가 참여하여 음악공연, 춤 경연, 퍼레이드, 영화제, 국제학술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는 문화의 장이며 누구나 편견이나 차별 없이 각국의 고유문화를 즐길 수 있다. 

올해 MAMF 영화제에서 선정한 후보작을 커뮤니티비프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시실리 2km>> <<썸머 필름을 타고!>>

Korea | 2004 | 109min | MP4 | color  

Director 신정원

965 Oct 9 22:00 

Japan | 2020 | 98min | MOV | color 

Director 마츠모토 소우시

965 Oct 9 22:00 

시대를 앞서간 하이브리드 

컬트 코미디 
최고의 청춘+로맨스x시대극÷SF 걸작

<<5 to 7>>

USA | 2014 | 96min | MOV | color 

Director 빅터 레빈

965 Oct 9 22:00 

뉴욕 속 프랑스, 가을날의 '으른' 동화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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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퀴즈대회

1990년대 PC통신 시절 시작된 온라인 '영퀴'는 영화광들 사이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놀이 문화다. 커뮤니티비프 

'영화퀴즈대회'는 극장에 모여서 '영퀴'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발상으로 시작해 지난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옛 하이텔 영퀴방의 전설인 듀나가 역시 영퀴방 출신의 조원희 감독과 함께 공동 출제자로 

나섰으며, 각종 형식의 영화퀴즈를 관객들이 직접 모바일 채팅을 통해 풀고, 순위권에 들면 상도 받는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추가되는 제2회 영화퀴즈대회의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8mm 필름에 담긴 부산의 기억

현재는 활용이 어려운 8mm 필름의 역사적 가치를 복원하고 부산의 과거 지역문화를 재조명하고 

공유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작전과 기증자 공개모집 끝에 찾아낸 소중한 영상을 한국영상자료원과 함께 

디지털 변환하여 상영한다.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여행, 청년층에게는 부산의 옛 모습 속으로 시간여행을 

선사할 이색적인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벤트 이벤트 in 메타버스
영화제의 출발점인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전야제'부터 

영화광의 '덕력'과 센스를 겨루는 관객 참여 프로그램 '영화퀴즈대회'. 

스토리를 관객들이 직접 선택하며 관람하는 '게임씨어터: 선택하는 영화관',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8mm 필름을 디지털 복원해 상영하는 

'8mm 필름에 담긴 부산의 기억'까지,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놓쳐서는 

안 될 새로운 체험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게임 세계에서 통용되어 온 가상세계(Cyber world)는 이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는 메타버스(Metaverse)로 진화하고 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커뮤니티비프의 

매력적인 콘텐츠와 경험들은 이제껏 현장을 찾아와야만 누릴 수 있었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메타버스에서도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될지 모른다. 올해 커뮤니티비프는 시범적으로 

마스터톡, 영화퀴즈대회, 게임씨어터를 온라인플랫폼 내에 구현하여, 현장(오프라인)과 

동시에 경험하는 이벤트를 시도한다. 

전야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하루 전날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는 영화제의 발원지인 남포동 비프광장에서 

부산시민과 함께 영화제의 성공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부산광역시, 부산 중구청, 부산국제영화제 주요 내빈이 

참석하며, 다가올 영화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축하 공연도 이어진다. 1996년 출범한 부산국제영화제의 

역사를 웅변하고 2018년부터 중구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참여형 문화 축제로 서부산권 시민들의 갈증을 

일부나마 씻어주고 있는 커뮤니티비프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하다.

게임씨어터: 선택하는 영화관

'관객 집단이 영화 스토리를 결정한다!' 극장에서 각자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지고 진행되는 

인터랙티브 시네마! 색다른 영화 보기의 방법을 실험해 보는 커뮤니티비프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인터랙티브 시네마를 극장에서 다수결에 의해 집단 관람하는 시도를 한다. 올해의 게임인 'Night Book'은 

온라인 통역사인 로랄린이 속임수에 넘어가 고대의 책을 읽고, 집에 악마를 불러들이게 되는 이야기이다. 

코로나로 인한 봉쇄 상태에서 원격으로 촬영된 인터랙티브 오컬트 스릴러 영화.

일   정 

2022. 10. 4(화) 18:00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일   정 

2022. 10. 8(토) 14:00

장   소 

롯데시네마 대영 2관

일   정 

2022. 10. 10(월) 18:00

장   소 

롯데시네마 대영 2관

일   정 

2022. 10. 9(일) 13:30

장   소 

롯데시네마 대영 2관

956 941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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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로드

네트워킹 프로그램

일  정 2022.10.6(목)-10.10(월) 

 13:00~18:00

장  소 비프광장 커비로드

커비로드

커비로드는 축제 도시, 영화 도시, 미식 도시, 바다 도시를 컨셉으로 

영화와 관광, 부산원도심을 연계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함께 선보인다. 

38

시민영화촬영체험존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 

예술대학과 함께하는 시민들이 

감독이 되고, 배우가 되는 

영화 촬영 체험 이벤트

홀로그램 실감스팟 체험존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보다 한층 높은 완성도와 

재현력을 자랑하는 프로토 

홀로그램 기술로 구현한 

디지털휴먼 변신 체험 이벤트

시네아트체험존

다양한 체험 클래스 강사들과 

함께 나만의 아트를 만들어보는 

체험 이벤트

일  정 2022.10.6(목)-10.10(월) 

 13:00~18:00

장  소 비프광장 커비로드

일  정 2022. 10.6(목)-10.10(월) 

 13:00~18:00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THE 창업가: Busan Dynamics>

"Fail fast. 해결해야 할 문제 천지삐까리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세상의 문제를 발견 

하고 혁신해나가는 창업가들이 여기에 있다. 

꿈과 희망으로 도전하고, 실패를 딛고 성장하는 

부산 창업가들. 수도권에 90% 편중된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쏠림 현상, 그 십분의 일의 

한계에 정면 돌파하는 이들의 다이나믹한 

일상을 담았다. "창업, 왜 하소?"

2022 어크로스 더 시네마 

Ambidextrous

2019년도에 이어 3년 만에 개최되는 

'어크로스 더 시네마'는 전국 각 지역의 영화문화 

단체인 '커뮤니티시네마' 네트워킹 포럼 행사이다. 

올해의 캐치프레이즈인 'Ambidextrous'는 

두 가지의 상반되는 양립 가치들을 해결해가는 

사회혁신활동을 일컫는 '양손잡이 미션'을 뜻하며, 

이를 통해 국내 커뮤니티시네마가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행사는 강연과 시상, 발제와 토론, 네트워크 파티로 

구성되며, 특히 시상 프로그램 <어크로스 더 

시네마 펠로> 부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커뮤니티시네마 

활동가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2019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한다.

일  정 2022.10.10(월) 10:30

장  소 롯데시네마 대영 6관

일  정 2022.10.9(일) 14:00

장  소 BNK 부산은행 아트시네마 2층 홀

이벤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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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로드

야외무대 프로그램

<<말이야 바른 말이지>>

'갑'이 빠진 자리에서 펼치는 '을'들의 행보

'을'이 그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병'과 '정'을 타자화하고 대상

화하는 풍경을 통해 사회의 허위와 모순을 통찰하는 옴니버

스식 풍자 코미디. 서울독립영화제가 기획하고 윤성호 감독

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다. 각각의 사회적 이슈에 감독 6명

의 개성적 시선이 웃음과 생각 거리를 안기는 '말 맛'이 뛰어

난 작품.

10.8 Sat 19:00 

Korea | 2022 | 67min | MOV | color | Director 김소형, 박동훈, 최하나, 송현주, 한인미, 윤성호

<<심연 메이킹 ++ 심연> <> <독고탁: 태양을 향해 던져라>>

① 벗어날 굴레도, 나아갈 희망도 내가 존재해야 의미 있다

인간의 심연을 수중촬영으로 시각화한 이 영화에서 문근영

은 유일한 등장인물 '여자'를 대사 없이 연기하고 감독도 맡았

다. 문근영 감독이 뜻 맞는 동료배우들과 만든 '바치 창작집

단'의 단편 3편은 메이킹, 코멘터리와 함께 유튜브로도 만날 

수 있다.

② 독고탁: 태양을 향해 던져라 (디지털 복원작)

고(故)이상무(본명 박노철) 만화가가 1971년 탄생시킨 전설

적인 캐릭터 '독고탁'의 휴머니즘 마구가 돌아온다. <내 이름

은 독고탁>(1984), <독고탁, 다시 찾은 마운드>(1985)로 이

어진 대원동화 제작 추억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시리즈.

① 심연 메이킹 + 심연  Korea | 2021 | 20min | MP4 | color | Director 문근영

② 독고탁: 태양을 향해 던져라  Korea | 1983 | 77min | MOV | color | Director 박시옥

② 독고탁: 태양을 향해 던져라

① 심연 메이킹+심연

10.7 Fri 19:00

<<은하전설 테라>>

이름 모를 행성에서 펼쳐지는 SF 스페이스 어드벤처

만화 원작이 아닌 오리지널 기획을 시도한 대원동화의 야심

작. 멸망 이후 폐허가 된 지구라는 설정, 인간에 대한 심오한 

접근은 <혹성탈출(Planet of the Apes)>(1968)의 영향이다. 

아동물답지 않게 문명 비판 주제를 담은 어두운 서사가 매력

적인 1980년대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대표작.

10.9 Sun 19:00 

Korea | 1983 | 73min | MOV | color | Director 홍상만

<<복숭아 나무>>

슬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하던 형제, 세상 밖으로

이제는 배우 출신 영화감독이 많아졌지만 이 분야의 개척자

는 구혜선 감독이다. 커뮤니티비프는 데뷔 20주년을 맞이한 

그의 영화 9편 중 '구혜선 감독 단편선' 5편 상영에 이어서 이 

영화를 상영한다. 조승우, 류덕환, 남상미 등 호화캐스팅에 

두 개 얼굴, 하나의 몸을 가진 샴쌍둥이라는 충격 소재가 화

제였던 사랑과 존재에 관한 신비로운 동화 같은 영화.

10.6 Thu 19:00 

Korea | 2012 | 109min | MOV | color | Director 구혜선

맛있는 부산 이야기 <<중구의 백반>>

하루 삼시 세끼, 중구에서 백반으로만 밥 먹기! 

평범해 보이지만 절대 평범하지 않은 한 상, 중구에서 오랜 세월 맛있는 한 끼를 차려온 

노포 백반 기행을 영화배우 이동규, 커뮤니티비프 운영위원장 조원희 감독이 안내한다. 상영 후 

GV에는 2019년부터 4년째 노포의 성지 부산의 맛을 탐구 중인 박찬일 요리사가 함께한다. 

일  정 2022.10.9(일) 14:00~15:00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걸어서 '커비로드' 속으로

부산 중구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곳곳을 도보로 탐방하며 부산원도심이 품은 

가치를 일깨워 주는 랜선 투어! 전문가와 함께 길 위에서 느끼고 배우는 중구의 

커비로드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일  정 2022.10.8(토) 14:00~15:00 

장  소 비프광장 야외무대

맛과 역사가 깊게 스며든 곳, 

'여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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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친수공원  North Port Waterfront Park

부산 동구 초량동 1185-48 

1185-48, Choryang-dong, Dong-gu, Busan

동네방네비프 
가이드맵

강서구

기장군

수영구

남구

영도구

중구

동구

부산진구

연제구
해운대구

동래구

금정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송도오션파크  Songdo Ocean Park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 36 

36, Songdohaebyeon-ro, Seo-gu, Busan

12

밀락더마켓  Millac the Market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56, Millaksubyeon-ro 17beon-gil, Suyeong-gu, Busan

13

온천천시민공원  Oncheoncheon Citizen Park

부산 연제구 온천천공원길 12 

12, Oncheoncheongongwon-gil, Yeonje-gu, Busan

14

엑스스포츠광장  X-Sports Square

부산 영도구 남항동3가 141-218 

141-218, Namhang-dong 3-ga, Yeongdo-gu, Busan

15

유라리광장  Yurari Square

부산 중구 용미길9번길 6-45 

6-45, Yongmi-gil 9beon-gil, Jung-gu, Busan

16

해운대 이벤트광장 
Haeundae Beach Event Plaza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80 

280, Haeundaehaebyeon-ro, Haeundae-gu, Busan

17

백양근린공원  Baekyang Neighborhood Park

부산 북구 은행나무로 26 

26, Eunhaengnamu-ro, Buk-gu, Busan

9

사상인디스테이션  CATs

부산 사상구 사상로 190 

190, Sasang-ro, Sasang-gu, Busan

10

다대포해변공원  Dadaepo Beach Park

부산 사하구 몰운대1길 67 

67, Molundae 1-gil, Saha-gu, Busan

11

강서체육공원  Gangseo Sports Park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43 

43, Cheyukgongwon-ro, Gangseo-gu, Busan

1

범어사  Beomeosa Temple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 

250, Beomeosa-ro, Geumjeong-gu, Busan

2

일광해수욕장  Ilgwang Beach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15-30 

115-30, Samseong-ri, Ilgwang-myeon, Gijang-gun, Busan

3

용호별빛공원  Yongho Starlight Park

부산 남구 분포로 66-40 

66-40, Bunpo-ro, Nam-gu, Busan

4

차이나타운  Busan China Town

부산 동구 대영로243번길 61 

61, Daeyeong-ro 243beon-gil, Dong-gu, Busan

5

동래읍성광장  Dongnaeupseong Square

부산 동래구 동래역사관길 18 

18, Dongnaeyeoksagwan-gil, Dongnae-gu, Busan

7

부산시민공원  Busan Citizens Park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73, Simingongwon-ro, Busanjin-gu, Busan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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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Thu 10.7 Fri 10.8 Sat 10.9 Sun

해운대구해운대구 해운대 이벤트광장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114min  ⑫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안고>

99min  Ⓖ

<오마주>

109min  ⑫

<십개월의 미래>

96min  ⑫

부산진구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

114min  ⑫

<애비규환>

108min  ⑫

<기적>

117min  ⑫

수영구수영구 밀락더마켓 동구동구 북항 친수공원

<영화의 거리>

77min  ⑫

<원 세컨드>

103min  ⑫

<비와 당신의 이야기>

117min  Ⓖ

동래구동래구 동래읍성광장 기장군기장군 일광해수욕장

<스파이의 아내>

116min  ⑫

<오마주>

109min  ⑫

<십개월의 미래>

96min  ⑫

<야구소녀>

105min  ⑫

사하구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 서구서구 송도오션파크

<고양이 여행 리포트>

119min  Ⓖ

<태일이>

99min  Ⓖ

<비와 당신의 이야기>

117min  Ⓖ

<애비규환>

108min  ⑫

별바다부산 X 동네방네비프

남구남구 용호별빛공원 영도구영도구 엑스스포츠광장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안고>

99min  Ⓖ

<영화의 거리>

77min  ⑫

<기적>

117min  ⑫

<오마주>

109min  ⑫

10.10 Mon 10.11 Tue 10.12 Wed 10.13 Thu

해운대구해운대구 해운대 이벤트광장

<원 세컨드>

103min  ⑫

<스파이의 아내>

116min  ⑫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90min  ⑫

<라라걸>

98min  Ⓖ

부산진구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90min  ⑫

<니얼굴>

86min  Ⓖ

<태일이>

99min  Ⓖ

<원 세컨드>

103min  ⑫

동구동구 북항 친수공원 동구동구 차이나타운

<아프리칸 닥터>

93min  ⑫

<1984 최동원>

98min  Ⓖ

<니얼굴>

86min  Ⓖ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128min  ⑫

중구중구 유라리광장

<아프리칸 닥터>

93min  ⑫

<야구소녀>

105min  ⑫

<스파이의 아내>

116min  ⑫

금정구금정구 범어사 사상구사상구 사상인디스테이션

<니얼굴>

86min  Ⓖ

<굿바이 마이 라이프>

115min  ⑫

<라라걸>

98min  Ⓖ

<영화의 거리>

77min  ⑫

연제구연제구 온천천시민공원 북구북구 백양근린공원

<비와 당신의 이야기>

117min  Ⓖ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90min  ⑫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128min  ⑫

<야구소녀>

105min  ⑫

강서구강서구 강서체육공원

<1984 최동원>

98min  Ⓖ

<고양이 여행 리포트>

119min  Ⓖ
* 위 상영작 및 장소는 영화제 사정에 의해 변경 혹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소별 상영시간과 공연정보, 특이사항은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 및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동네방네비프는 사전예매 없이 현장에서 무료상영으로 진행됩니다.

* 동네방네비프 상영작은 영어자막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BIFF Everywhere films will be screened without English Subtitles.

별바다부산 X 동네방네비프 티켓 안내 

* 해당 프로그램은 17:00부터 시작됩니다. 

* 해당 상영은 무료상영으로 진행되나 기념품이 제공되는 패키지를 판매합니다. 

* 예매방법: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티켓 예매 홈페이지 및 부산은행 공식 애플리케이션 

* 예매기간: 일반 예매 기간 내 예매 가능, 자세한 사항은 6p 티켓 안내 페이지 참고 

* 패키지 가격: 12,000원

990 991 992 993

동네방네비프 프로그램 안내 |   공연 18:00~19:00   게스트와의 만남 19:00~19:30   영화 상영 19:30~ 

* 금정구 범어사는 공연 없이 18:30 게스트와의 만남 후 19:00부터 영화 상영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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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생태공원 옆에 자리 잡은 강서체육공원은 양궁

장, 하키장, 축구연습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로 구성되

어 있는 종합 체육시설이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을 앞두고 완공되어 배드민턴, 펜싱, 양궁, 하키 네 종

목에서 금메달을 안겨준 경기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강서구 주민들의 체육시설로 이용되고 있으

며, 인접해 있는 공항과 경전철 덕분에 이색적인 분위

기를 느낄 수 있다.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부산 강서구 체육공원로 43

황금빛 모래가 2km에 걸쳐 펼쳐진 일광해수욕장은 

기장 8경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해변이다. 

오영수 작가의 단편소설 『갯마을』의 배경지이자, 동

명의 소설을 영화화한 김수용 감독의 영화 <갯마을>

의 촬영지로 부산 바닷가 마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

다. 현재는 다양한 해양 스포츠 체험의 명소가 되어 

부산 바다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해수

욕장이 되었다.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15-30

1876년 부산포라는 이름으로 개항한 우리나라 최초

의 무역항인 북항은 일제 강점기 시절 전쟁물자 수탈

을 위해 부두로 조성되어 민족의 아픔이 서려 있으면

서도 대한민국의 물류길이 되어 경제성장을 이끌어 

낸 역사적인 공간이다. 그 동안은 무역항으로써 일반

인의 출입이 차단되어 왔지만, 북항재개발 사업으로 

일부 공간이 공원으로 개방된 북항 친수공원은 아름

다운 북항대교의 전경과 조경시설, 산책로를 함께 즐

길 수 있다.

동구 북항 친수공원
부산 동구 초량동 1185-48

금정산 중턱에 위치한 범어사는 부산지역을 대표하

는 고찰로, 삼국유사 678년 당나라에 유학을 하고 돌

아온 신라의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해진다. 금

빛 물고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우물에서 놀았다고 하

는 설화를 바탕으로 금정산과 범어사의 이름이 지어

졌다. 역사적으로 많은 고승들이 수행했던 범어사는 

사계절 모두 아름답지만, 알록달록한 단풍과 푸른 대

나무 숲의 조화를 볼 수 있는 가을이 특히 장관이다.

금정구 범어사
부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부산 속 작은 중국, 동구의 차이나타운은 1884년 청

나라 영사관이 세워진 것을 계기로 형성되었다. 중국 

상해시와 부산시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상해 거리라

는 명칭을 얻기도 했다. 2022 동네방네비프 행사가 

개최되는 차이나타운 내 부산화교중고등학교에서는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며, 부산 최대의 축제 

중 하나인 부산 차이나타운 특구 문화 축제도 이어서 

진행된다.

동구 차이나타운
부산 동구 대영로243번길 61

동래읍성은 조선시대에 축성된 읍성으로 임진왜란 

당시 동래성 전투가 치열하게 펼쳐졌던 곳이다. 당시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 항전하던 동래부사와 읍성민

들의 모습이 재현되어 있는 동래읍성 역사관을 따라 

걷다 보면 동래읍성광장과 장영실 과학동산을 만나 

볼 수 있다. 매년 가을 동래읍성 역사축제를 통해 부

산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명소

로, 올해는 동네방네비프 상영작과 아름다운 동래구

의 전경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동래구 동래읍성광장
부산 동래구 동래역사관길 18

동네방네비프 공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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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이 넘쳐나는 부산의 청년 인디문화 중심지, 사상

인디스테이션은 전시, 공연, 강연, 세미나, 영화 상영

까지 가능한 복합문화시설이다. 부산-김해 경전철 환

승역인 사상역 앞 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27개의 컨

테이너 구조물로 구성되어있어 항구도시 부산의 특

징을 물씬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외관을 보여준다. 

사상구 사상인디스테이션
부산 사상구 사상로 190

북구 만덕동에 위치한 백양근린공원은 만덕도서관 

옆에 자리한 독서테마공원이다. '책이 미래가 되는 도

서관 도시 북구'라는 명칭에 걸맞게 북구에서는 디지

털도서관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만덕도서관'이라는 

친근한 명칭과 함께 백양근린공원과 연계한 복합 독

서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공원은 책을 읽거나 휴

식하기 좋게 잘 정돈되어 있어 아이들과 어른 모두 탁 

트인 공간에서 편히 쉬어갈 수 있다.

북구 백양근린공원
부산 북구 은행나무로 26

송도해수욕장 서쪽에 위치한 송도오션파크는 총 3개

의 테마광장으로 구성된 복합해양휴양지로 부산의 

각종 축제와 행사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어울릴 수 있

는 장소이다. 축제의 광장, 젊음의 광장, 힐링의 광장

과 함께 해안산책로까지 잘 구축되어 있어 바다의 여

유를 즐기며 여가 활동을 보낼 수 있으며, 남항대교, 

송도용궁구름다리, 송도해상케이블카 등의 전경도 

감상할 수 있다. 

서구 송도오션파크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 36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부

산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다. 과거 지역민들의 농지

와 주거지였던 공원 부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서면경

마장으로 운영되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주한 미

군 부대가 주둔하는 캠프가 되었다. 부지를 반환받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으로 하야리아 캠프는 2014년, 

70년 만에 주민들의 쉼터로 돌아와 시민공원으로 정

식 개원했다.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의 5가지 

테마로 구성되어있는 부산시민공원은 시민들의 참여

와 만남의 장소가 되어 도심 속의 자연치유공원의 역

할을 해내고 있다.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73

일출과 일몰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환상적인 풍광의 

다대포 해수욕장은 낙동강과 남해안이 만나 양질의 

모래밭으로 조성된 해변이다. 해수욕장 입구의 세계 

최대 규모의 '꿈의 낙조 분수'를 지나 걷다 보면 넓은 

바닷가를 배경으로 한 다대포해변공원을 만나 볼 수 

있다.

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
부산 사하구 몰운대1길 67

광안리 수변공원 근처의 복합문화공간 밀락더마켓

은 열린 광장형 체험 공간이다. 올해 7월 오픈되어, 다

양한 입점 브랜드와 F&B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광안대교가 바로 보이는 넓은 계단형 

좌석에서는 바다를 배경으로 버스킹과 각종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수영구 밀락더마켓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17번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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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유'와 아시아의 '라', 사람·마을·모여 즐기다라

는 뜻의 '리'의 조합으로 유럽과 아시아인이 함께 어울

려 찾고 즐기는 장소라는 의미의 유라리광장은 남포

동 건어물시장과 영도대교 사이에 위치해 있다. 바다 

넘어 보이는 영도와 영도대교의 도개 장면도 가까이

서 볼 수 있으며, 충무동 어시장과 자갈치 시장도 가

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공간이다. 

중구 유라리광장
부산 중구 용미길9번길 6-45

남항대교 아래 위치한 영도구 엑스스포츠광장은 각

종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대규모 활용공간이다. 친

숙한 운동기구와 잔디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

며, 광장 옆길은 탁 트인 바다와 방파제, 남항대교의 

경치를 바라보며 산책과 조깅을 할 수 있는 트랙이 조

성되어 있다.

영도구 엑스스포츠광장
부산 영도구 남항동3가 141-218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를 가로지르는 온천천의 강변

에는 온천천시민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다양한 식물

과 어류, 조류 등을 친구삼아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

와 자전거 도로를 오가는 곳이다. 매년 온천천을 배경

으로 다양한 지역 행사의 장소로도 활용되어 연제구

민들에게 친숙한 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연제구 온천천시민공원
부산 연제구 온천천공원길 12

해운대 해변 중앙에 자리 잡은 해운대 이벤트광장은 

수식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산시민과 관광객들에

게 익숙한 공간이다. 부산시의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

고, 버스킹 공연과 관광객들로 언제나 북적인다. 

1.5km가 넘는 백사장을 따라 걷다 보면 동백섬에서 

해운대 LCT, 미포방파제까지 부산의 다양한 경치를 

즐길 수 있다.

해운대구 해운대 이벤트광장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80

별바다부산 X 동네방네비프

30년 간 화물부두로 사용되던 용호부두는 2021년 

친수공원으로 조성된 용호별빛공원으로 주민들의 품

으로 돌아왔다. 옛 부두의 감성이 남아있으면서도 광

안대교, 용호동 W스퀘어, 해운대 마린시티 등 주변의 

야간경관이 뛰어나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

받고 있으며, 한국관광공사 2022 안심 관광지에 선

정되기도 하였다.

남구 용호별빛공원
부산 남구 분포로 66-40

광안대교, 남항대교 등 부산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장소에서 부산어묵, 베이커리, 수제맥주, 건어

물 등 부산 시그니처 음식을 먹고 마시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가을 밤의 공연을 즐길 수 있다. 해가 지

면 시작되는 영화 상영과 게스트와의 만남까지!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여방법

'별바다부산 X 동네방네비프'의 영화 및 공연 관람은 무료이

며, 예매 없이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다. 더욱 알차게 즐기기 

위해 기념품이 포함된 패키지를 받고 싶다면, 부산국제영화

제 일반 예매 기간에 예매할 수 있다. (*가격: 12,000원)
Oct 6-7 남구 용호별빛공원

Oct 8-9 영도구 엑스스포츠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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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야 바른 말이지> <>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안고>>

동네방네비프  |  상영작 소개

Japan | 2018 | 119min | MOV | color | Director 미키 코이치로

<<고양이 여행 리포트>>

내 마지막 고양이가 너라서 참 좋았어

도도한 길냥이 나나에게 간택된 사토루. 그는 나나를 맡아줄 

적임자를 찾기 위해 이별여행을 떠난다. 그리고 그 길에서 첫

사랑, 옛 친구 그리고 가족들과의 추억을 마주한다. 사랑하

는 고양이와 함께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근사한 여정. 과연 

마지막으로 이들이 보게되는 풍경은 무엇일까?

Japan | 2020 | 116min | MOV | color | Director 구로사와 기요시

<<스파이의 아내>>

그렇게 난 스파이의 아내가 되기로 했다.

태평양전쟁 직전인 1940년, 아내 사토코와 행복하게 살던 

무역상 유사쿠는 사업 차 만주에 갔다가 엄청난 참상의 현장

을 목격하고 이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한다. 남편의 행보가 

가정까지 위협할 것이라 생각하던 사토코는 그를 말리지만, 

결국 그의 대의에 동참하며 '스파이의 아내'가 된다.

Oct 6 19:30 동래구 동래읍성광장

Oct 11 19:30 해운대구 해운대 이벤트광장

Oct 13 19:30 중구 유라리광장

Oct 6 19:30 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

Oct 11 19:30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Oct 6 19:30 남구 용호별빛공원

Oct 7 19:30 해운대구 해운대 이벤트광장

Korea | 2014 | 114min | MOV | color | Director 김상만

Oct 6 19:30 해운대구 해운대 이벤트광장

Oct 7 19:3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Korea | 2021 | 77min | MOV | color | Director 김민근

<<영화의 거리>>

Oct 6 19:30 수영구 밀락더마켓

Oct 7 19:30 남구 용호별빛공원

Oct 13 19:30 사상구 사상인디스테이션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일'로 다시 만났다!

한때 연인 사이였다가 이별하고, 영화 로케이션 매니저와 감

독으로 부산에서 재회한 선화와 도영. 헤어진 연인이지만 다

시 일로 만나게 되어버린 바람에 끝났는데 끝난 것 같지 않

은 쎄한 밀당 로맨스가 시작된다.

최고가 아니어도 빛날 수 있을까?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테너 배재철은 섬세하고 힘있는 노래

로 오페라계의 떠오르는 스타가 된다. 자신과 계약할 테너를 

찾던 일본의 음악 프로듀서 코지 사와다는 그의 무대를 보자

마자 매료당한다. 그러던 재철에게 갑상선 암이라는 비극이 

드리운다. 수술로 목숨은 건졌으나 그의 삶의 전부인 목소리

를 잃고 마는데….

① 말이야 바른 말이지  Korea | 2022 | 67min | MOV | color | Director 김소형, 박동훈, 최하나, 송현주, 한인미, 윤성호

②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안고  Korea | 2020 | 32min | MOV | color | Director 안재홍

Oct 7 19:30 동래구 동래읍성광장

Oct 8 19:30 해운대구 해운대 이벤트광장

Oct 9 19:30 영도구 엑스스포츠광장

Korea | 2021 | 109min | MOV | color | Director 신수원

<<오마주>>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 

한국 1세대 여성 감독 홍은원의 <여판사>를 복원하게 된 중

년 여성 감독의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시네마 여행. 데뷔작 

<레인보우>부터 여성의 삶을 조명해온 신수원 감독이 이정

은, 권해효, 이주실 배우 등과 함께 보내는 삶과 영화에 대한 

찬사. '벡델데이 2022' 선정작.

① '갑'이 빠진 자리에서 펼치는 '을'들의 행보

사회적 약자인 '을'이 그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병'과 '정'을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풍경을 통해 사회의 허위와 모순을 

통찰하는 옴니버스식 풍자 코미디.

② 결별이 선언된 남녀에게 안겨진 뜻밖의 하루

영희는 울릉도에 사는 남자친구 철수를 찾아가 헤어짐을 통

보하지만, 난데없는 풍랑주의보로 섬에 발이 묶이고 만다. 그

렇게 두 남녀는 어색하고 난감한 뜻밖의 마지막 하루를 함께

하게 되는데….

① 말이야 바른 말이지

② 울렁울렁 울렁대는 가슴안고

동네방네비프 상영작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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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20 | 117min | MOV | color | Director 조진모China | 2020 | 103min | MOV | color | Director 장예모

<<비와 당신의 이야기>><<원 세컨드>>

12월 31일, 그날 비가 오면 우리 만날래요?

뚜렷한 꿈도 목표도 없이 살던 삼수생 영호는 기억 속 친구 

소연에게 무작정 편지를 보낸다. 아픈 언니를 대신하여 답장

을 보내던 동생 소희는 그와 편지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설

렘의 감정을 조금씩 쌓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호는 12월 

31일에 비가 오면 만나자는 가능성 낮은 제안을 하는데….

장이머우가 그려낸 중국 문화대혁명 배경의 '시네마 천국' 

영화 시작 전 상영되는 뉴스 필름에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딸이 등장한다는 소식을 알게 된 장주성은 텅 빈 사막을 헤

치고 외딴 마을의 영화관으로 향한다. 그러나 눈앞에서 정체 

불명의 필름 도둑이 필름을 훔쳐 달아나 버리는 모습을 목격

하고 황급히 그 뒤를 쫓아 나서는데…. 필름에 담긴 1초의 순

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의 눈물겨운 부정이 뭉클하

다.
Oct 8 19:30 서구 송도오션파크

Oct 9 19:30 동구 북항 친수공원

Oct 10 19:30 연제구 온천천시민공원

Oct 7 19:30 수영구 밀락더마켓

Oct 10 19:30 해운대구 해운대 이벤트광장

Oct 13 19:3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Korea | 2020 | 96min | MP4 | color | Director 남궁선Korea | 2021 | 99min | MOV | color | Director 홍준표

<<십개월의 미래>><<태일이>>

Oct 8 19:30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Oct 9 19:30 해운대구 해운대 이벤트광장

Oct 7 19:30 사하구 다대포해변공원

Oct 12 19:3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프로그램 개발자 미래는 며칠 간 만성숙취로 고생하다  

뜻하지 않은 임신 사실을 알고 경력 단절의 위기에 놓인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변수는 미래를 갈팡질팡하게 만

든다. 가족과 연인, 국가가 각기 다른 방향의 '미래'를 제시하

는 과정이 최근 어떤 코미디보다 웃기고 어떤 재난영화보다 

무섭다. 최성은의 얼굴을 유이든처럼 응시하며 속절없이 옷

고 울게 되는 영화.

'벡델데이 2022' 선정작.

스스로 희망의 불꽃이 되기를 결심한 22살 청년 태일이

평화시장에서 재단사 보조로 취직한 태일이는 정식 재단사

가 되어 열심히 일하지만 어린 여공들의 참담한 현실을 외면

할 수 없다. 동료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근로기준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열악한 환

경과 부당한 세상 앞에서 그는 외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

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Oct 8 19:3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Oct 9 19:30 서구 송도오션파크

Oct 8 19:30 영도구 엑스스포츠광장

Oct 9 19:3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Korea | 2020 | 108min | MOV | color | Director 최하나Korea | 2020 | 117min | MOV | color | Director 이장훈

<<애비규환>><<기적>>

내 인생은 '내' 뜻대로!

호훈과의 불꽃 사랑으로 그만 임신을 한 대학생 토일은 출산 

후 계획까지 야심차게 준비하며 결혼을 선언한다. 하지만 돌

아온 대답은 "넌 대체 누굴 닮아 그 모양이냐"는 부모님의 호

통 뿐. 착잡한 마음을 가득 안던 어느 날, 예비 아빠 호훈까지 

그 행방이 묘연해지는데….

기적 소리처럼 소환되는 잊고 있던 가치들의 기적 

청와대에 벌써 50개가 넘는 편지를 보낸 준경의 목표는 마

을에 기차역이 생기는 것이다. 국내 최초의 민자역 실화 모티

프와 1980년대 정서로 만든 향수 어린 멜로드라마인 줄 알

았다가 대세 배우들의 호연과 앙상블, 뜻밖의 판타지가 기적 

소리 같은 긴 울림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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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 2020 | 86min | MP4 | color | Director 서동일Korea | 2019 | 105min | MOV | color | Director 최윤태

<<니얼굴>><<야구소녀>>

"세상에 안 예쁜 얼굴은 없어요."

양평의 문호리에서 사람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은혜씨에

게는 발달장애가 있다. 하지만 그런 사실은 그녀에게 큰 영향

을 미치지 못한다! 여느 예술가만큼이나 열정적인 작가 은혜

씨는 차가운 날씨에도 손이 트도록 캐리커처를 그려낸다. 오

늘도 본인만의 시선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근면 성

실 은혜씨의 작가 생활.

사람들이 내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나도 모르는데…

'천재 야구소녀'로 주목받는 주수인은 고교 졸업 후 프로팀에 

입단해 계속 야구를 하는 것이 꿈이다. 하지만 여자라는 이

유로 제대로 된 평가도, 기회도 잡지 못한다. 주변의 모두가 

이제 그만 꿈을 포기하라고 말할 때, 야구부에 새로운 코치

인 진태가 부임하고 수인에게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Oct 10 19:00 금정구 범어사

Oct 11 19:3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Oct 12 19:30 동구 차이나타운

Oct 9 19:30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Oct 12 19:30 중구 유라리광장

Oct 13 19:30 북구 백양근린공원

France | 2016 | 93min | MOV | color | Director 줄리앙 람발디Korea | 2020 | 98min | MOV | color | Director 조은성

<<아프리칸 닥터>><<1984 최동원>>

Oct 10 19:30 동구 북항 친수공원

Oct 11 19:30 중구 유라리광장

Oct 10 19:30 강서구 강서체육공원

Oct 11 19:30 동구 북항 친수공원

아프리카 출신 컬러풀 패밀리의 고된 프랑스 정착기

이제 막 의사자격증을 손에 쥔 콩고 출신 세욜로는 프랑스 

시민권을 얻기 위해 프랑스 북부의 마을 '말리 고몽'의 의사

가 된다. 에펠탑과 샹제리제를 상상하며 로망을 안고 도착한 

마을은 고향 콩고보다 낙후된 시골! 흑인을 평생 본 적 없어 

그들을 경계하는 깡촌에서 세욜로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

게 되는데….

'기록'이 아닌 '기적'을 선물한 최동원의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프로야구 팬들이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최고의 경

기에서 활약하며, 1984년 가을, 불가능해 보였던 한국시리

즈를 기적 같이 우승으로 이끈 승리의 전설, 무쇠팔 故 최동

원을 담은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

Oct 11 19:00 금정구 범어사Oct 10 19:30 부산진구 부산시민공원

Oct 11 19:30 연제구 온천천시민공원

Oct 12 19:30 해운대구 해운대 이벤트광장

USA | 1937 | 115min | MOV | b&w | Director 빅터 플레밍Korea | 2021 | 90min | MOV | color | Director 박송열

<<굿바이 마이 라이프>><<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배에서 생활하게 된 사고뭉치 소년의 모험과 성장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 하비는 제멋대로 굴다 학교에서 쫓겨

난다.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호화 여객선을 타고 유럽으로 떠

나던 중 그는 갑판에서 장난을 치다 그만 바다에 떨어지고 

만다. 낡은 고깃배 선원 마누엘이 그를 구조하면서 낯선 선상 

생활이 시작된다. 그러다 폭우에 휩싸이기까지 하는데….  

『정글 북』을 쓴 영국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의 소설이 원작.

궁핍의 일상을 기이한 웃음의 터치로 어루만지는  

도덕적 희극

여기 넉넉지 못한 형편으로 사방으로 직업을 찾아다니고 있

는 부부 한 쌍이 있다. 남편은 아는 형에게 빌려준 카메라를 

떼어 먹힐 지경에 처하고, 아내는 사채를 빌려 쓰다 궁지에 

몰린다. 더 이상 숨지도, 피할 수도 없는 막다른 길에서 부부

는 예상 밖의 태도와 재기로 곤경을 헤쳐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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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영화만들기

Australia | 2019 | 98min | MOV | color | Director 레이첼 그리피스

<<라라걸>>

승리의 신은 모두에게 평등해

집보다 마구간이 편한 '말 덕후'이자 10남매 패밀리의 막내딸 

미셸은 경기마다 번번이 꼴찌를 면치 못한다. 그의 선생님이

자 아빠 패디의 스파르타 훈련과 긍정왕 오빠 스티비의 응원

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경마대회로 꼽히는 '멜버른 

컵' 여성 최초 우승에 도전하며 칠전팔기 자신만의 질주를 시

작한다. 미셸 페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Oct 12 19:30 사상구 인디스테이션

Oct 13 19:30 해운대구 해운대 이벤트광장

Taiwan | 2021 | 128min | MOV | color | Director 구파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Oct 12 19:30 북구 백양근린공원

Oct 13 19:30 동구 차이나타운

12살에 시작한 내 첫사랑, 변치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샤오미만 사랑해 온 직진남 샤오룬은 청혼 직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저승에 간다. 환생하고 싶으면 붉은 실로 커플 매칭을 

하는 월하노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운명의 장난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샤오룬이 인연을 맺어줘야 할 인간이 바로 그

가 평생 사랑했던 단 한 사람, 샤오미란다!

동네방네비프  |  상영작 소개

영화감독과 시민들이 멘토-멘티로 만나 단편영화를 만들어 보았다. 

제작시스템이 갖추어진 환경에서 영화를 만들어온 감독, 생각지도 못한 영화 

만들기에 참여하게 된 시민, 생소함과 신기함으로 어리둥절하기는 둘 다 

마찬가지였다. 이론과 연기의 맛보기 수업은 놀이처럼, 시나리오 개발과 

촬영은 캠핑하듯 풀었다. 국적, 세대, 하는 일 등 배경이 전혀 다른 여덟 팀이 

스크린에 보여줄 그들만의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한 땀 한 땀 담아낸 

김정근 감독의 <마을영화만들기프로젝트 메이킹 다큐멘터리>, 문창현 감독의 

<레디 액션 컷> 등 메이킹 필름은 이번 커뮤니티비프에서 첫선을 보인 후 

연말에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위크에서 재조명될 예정이다.

<<(un)lucky day>>

마을영화만들기프로젝트

부산국제교류재단

엑스포 프렌즈는 38개국 109명으로 구성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외국인 홍

보단이다. 누구보다 부산을 사랑하고 2030 월드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온·오프라인 유치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

Korea | 2022 | 10min | DCP | color | Director 아라타 쿠미코 | Mentor 정지혜

부산으로 유학을 온 지 얼마 안 된 유학생 미미는 서투른 한국어로 인해 곤혹

을 치른다. 아직은 언어가 서투른 미미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성장해 나가

는 이야기.

어떤 하루가 있다. 누군가의 하루에는 행운이 따르고, 누군가의 하루에는 불행

이 가득하다. 그 하루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귀와 혀>>

Korea | 2022 | 6min | DCP | color | Director 우자르 아미나 | Mentor 오세연

일  정 2022.10.10(월) 11:00 / 15:00

장  소 롯데시네마 대영 2관

주  최 영화의전당-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부산, 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

*각 상영 후 멘토와 멘티의 게스트와의 만남(GV) 진행

955 Oct 10 15:00 LD2 GVGV2022 마을영화만들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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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Oct 10 11:00 LD2 GVGV955 Oct 10 15:00 LD2 GVGV

어디로 튈지 모르는 예측불가능 다양한 매력의 아이들의 좌충우돌 작당모임. 

서로 배우고 느끼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가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는 우리

동네 청소년 해결사들이 모인 팀이다.

마을영화만들기프로젝트

사상구 팔색조
"잘못된 옛것을 바로 잡다."라는 뜻으로 부산의 아픈 역사 속 잘못 명명되고 있

는 것을 바로 잡으며 문화를 바로 잡는 일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마을영화만들기프로젝트

동구 래추고마을 
관리사회적협동조합

① / ② / ③  Korea | 2022 | 60min | DCP | color | Director 김정근

유달리 더웠던 2022년 여름. 흰여울마을, 아미동, 범일동 일대에서는 '마을

영화만들기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단순히 나고 자란 마을을 홍보하는 것

에 그치지 않고, 영화적 순간을 만들기 위해 주민부터 전문 스태프까지 함

께 고군분투한 석 달간의 기록이다.

<<진순이 시집간다네>>

Korea | 2022 | 10min | DCP | color | Director 정순태, 권대오 | Mentor 김진태

결혼을 앞둔 진순이. 뚱뚱한 체격 때문에 맞는 웨딩드레스가 없어 고민인 그녀

에게 친구가 보낸 웨딩사진은 그녈 결혼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남자친구는 결

혼식을 안 해도 된다며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고 얘기하는 가운데, 진순이는 

결혼에 무사히 골인할 수 있을까?

<<어느날, 학장천에서: 
어른들은 믿지 않는 우리 동네 괴담 이야기>>

수업 중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은 학장천 괴담이야기를 나눈

다. 궁금증이 발동한 아이들은 하천으로 내려간다. 이 중 괴담대로 물 밑을 확

인하던 지은을 윤아와 해림이 뒤에서 몰래 밀고 도망친다. 그 순간 의문의 손

이 물에서 불쑥 나타나 지은의 발목을 잡고, 지은은 경악한다.

Korea | 2022 | 5min | DCP | color | Director 김민주 | Mentor 오인천

Korea | 2022 | 30min | DCP | color | Director 문창현

<어느날, 학장천에서 : 어른들은 믿지 않는 우리 동네 괴담 이야기> 
<(un)lucky day> <귀와 혀> <노크> <상경> <진순이 시집간다네> <백세발레단> <이송도블루스>

부산을 대표하는 새내기 감독들과 비전공자들이 단편영화를 만든다. 영화

라는 매개로 전공과 비전공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들은 영화를 통해 자신

을 표현하기 시작한다. 우리에게 영화란 무엇일까? 거대한 질문 속에서, 첫 

영화를 만들기 위해 모인 이들의 이야기가 어렴풋한 답을 건네준다.

2022 마을영화만들기 2 2022 마을영화만들기 1

아미맘스는 서구 아미동이라는 작은 동네에 '우리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

고 싶은 마음을 가진 엄마들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이다. 우리 마을에 한발 

더 다가가 공감하며 아미동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마을영화만들기프로젝트

서구 아미맘스

<<백세발레단>>

Korea | 2022 | 14min | DCP | color | Director 손정미, 박수민 | Mentor 박수민

할머니들로 이루어진 백세발레단은 일주일 뒤 무대 공연을 앞두고도 정자와 

옥순의 파벌이 갈려 싸우고 있다. 머리가 지끈거리는 단장은 취소된 할머니들

의 나들이 스케줄을 공연 연습 야외소풍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하고, 그곳에서 

모두 한마음이 되어 연습을 시작하게 된다. 

<<노크>> Korea | 2022 | 11min | DCP | color | Director 황이수 | Mentor 김수정

집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여자. 밀린 업무에 밤마다 들리는 층간 소음으로 

예민해진 여자에게 어느 날 알 수 없는 박스가 도착한다. 자신의 공간을 지키

려는 여자와 끊임없는 침범에 관한 이야기.

프로젝트팀 시네마베리테는 부산의 젊은 청년들이 합심한 시네필 집단이다. 팀

은 결코 모방적이지 않은 광경을 구성해냄으로써 사실과 현상이 드러내는 서

사성에 머무르지 않고 그 너머에 도사리는 개개의 진리를 곁눈질하고자 한다.

마을영화만들기프로젝트

도서출판 베리떼
(Verite)

<<상경>> Korea | 2022 | 7min | DCP | color | Director 하현영 | Mentor 김재식

더운 여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세 사람 대경, 가람, 주원. 대경은 부장

에게 깨지고, 가람은 카페 사장에게 잔소리 듣고, 주원은 엄마로부터 가기 싫

은 새 학원이야기를 듣게 된다. 세 사람은 현실을 박차고 서핑을 위해 송정으

로 상경한다. 그들 앞에 서핑 고수 영숙이 등장해 그들을 바다로 안내한다.

부산 최고의 서핑 중심지 송정을 기반으로 한, 서핑의 모든 것과 함께 하는 팀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서핑을 즐길 수 있다.' 는 모토 아래 자유로운 서핑문화를 전도

하고 있는 팀이다.

마을영화만들기프로젝트

송정 서프홀릭

<<이송도블루스>>

Korea | 2022 | 17min | DCP | color | Director 심종석 | Mentor 김민근

엄마의 장례식 이후, 집을 정리하러 고향인 이송도마을에 온 선미. 집을 정리하

던 도중 자신의 고향이자 엄마가 공동체 생활을 했던 이송도마을을 돌아본다. 

그러다 선미를 알고 있는 마을사람들과 만나며 얼떨결에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재개발 사업에 묶여 빈집이 많았던 이송도. 주민끼리 국밥이라도 한번 나누자

고 판을 벌이며 생긴 모임이 정식으로 흰여울마을 공동체가 되었다. 시간이 흘

러 급변하는 마을 속에서 서른 명 정도의 회원들이 이송도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흰여울마을을 지키고 있다.

마을영화만들기프로젝트

영도구 
흰여울마을공동체

<<마을영화만들기프로젝트 메이킹 다큐멘터리>>메이킹 다큐멘터리 <<레디 액션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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