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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프랑스
※2015년부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공식 영문 명칭이
부천시의 영문이름을 따라 PiFan(Puch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에서 BiFan(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섹션 소개
부천 초이스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부천영화제의 공식경쟁부문. 날카로운 감수성과 에너지를
겸비한 장르영화의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섹션으로
장편 12편과 단편 12편으로 구성된다. 신진 장르영화
감독들의 실험정신과 대담함을 즐길 줄 아는 노련한 관객
이라면 부천 초이스의 작품들을 놓치지 말자.

호러, SF, 스릴러에서 액션, 판타지까지, 전세계에서 엄선
된 가장 최신의 장르영화를 만끽할 수 있는 부천영화제의
대표 섹션,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유럽, 미주, 아시아,
남미 등 다양한 나라의 다채로운 장르 영화들을 만날 수
있어 설레는 관객이라면 가장 먼저 이 섹션을 사수하자.

비전 익스프레스

BiFan 디스커버리즈

보다 다양하고 보다 새로워진 영화를 접하고 싶은 관객을
위한 특별한 섹션, 비전 익스프레스. 영화적 상상력과
실험정신, 장르영화와 예술영화의 독특한 크로스 오버로
이루어진 비전 익스프레스의 영화들은 다채로운 감성을
뽐내며 관객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발굴하고 제작을 지원한 작품
을 소개하고자 마련한 새로운 섹션. 상상력 넘치고 독창
적인 아시아의 장르영화를 지원하는 잇프로젝트 프로
그램을 통해 완성된 영화들이 BiFan 디스커버리즈를
통해 처음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더 마스터즈

금지구역

장르영화와 월드 시네마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신작을 만날
수 있는 BiFan 명예의 전당. 거장들이 선사하는 깊은
열정과 장인정신을 느끼고 싶은 관객이라면 더 마스터즈를
만나자.

장르를 사랑하는 부천의 열혈 팬들을 위해 준비한 극악한
영화들. 영화 속 상상력과 표현의 한계에 도전하는 금지
구역의 작품들은 여러분들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뛰어
넘으며 표현의 자유를 사수한다. 강심장을 가지지 않은
관객이라면 절대 접근 금지!

애니 판타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애니메이션의 재미와 예술적인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 애니 판타. 일상의 판타지와 무한한 상상력
그리고 도발적 이미지까지, 실사에서 느끼기 힘든 특별한
감동을 찾는 관객이라면 BiFan의 판타스틱한 애니메이션
컬렉션이 정답.

장편영화가 포착하지 못하는 단편영화만의 짜릿한 매력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은 도발적인 상상력과 짧지만 깊은
울림으로 관객을 흥분시킬 단편영화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단편 걸작 모음선이다. 세계 장르영화의 미
래를 이끌어나갈 신진 감독들의 보석 같은 단편을 이 곳
에서 만나보자.

기획전

BiFan 클래식

매해 부천영화제의 성격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테마의 프로그램들이 준비된다. 새로운 주제와 장르 포커스,
주목할만한 이슈 등으로 기획되는 부천영화제의 특별전은
영화상영과 더불어 감독과 영화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심도 깊은 토크와 함께 진행되며 한층 그 깊이를 더한다.

장르영화의 고전들을 관객들에게 다시 소개하는 BiFan
클래식 섹션.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감동과 무한한
영감을 주는 클래식 영화의 매력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스크린에서 보기 힘든 영화들이기에 더욱
소중한 BiFan 클래식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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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운영

티켓 가격
일반상영

6,000원

3D상영

8,000원

개/폐막 | 심야상영

12,000원

※ 한 영화당 1인 4매까지 예매 가능
※ 온라인 예매 매진작 티켓의 현장 판매분은 상영 당일 티켓부스에서 선착순 판매

할인 안내
KB국민카드 할인

KB국민카드로 결제 시 10% 할인 적용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미취학아동
(만 48개월 이상)

2,000원 할인(동반 1인까지)
* 현장구매에 한함
* 해당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증명서) 지참 필수
* 휠체어 장애인석은 사전 전화 예매 | 032)327-6313 (내선 162)
* 개/폐막식 할인 불가

단체할인
(15명 이상 50명 이하)

2,000원 할인
* 신청서 작성 후 E-mail 접수
* 일반상영작에 한함

※ 중복할인 불가
※ 휠체어 장애인석, 단체 예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티켓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매

예매기간

개/폐막식 예매

일반 예매

6월 30일(화) 14:00 ~ 매진 시까지

7월 2일(목) 14:00 ~ 7월 25일(토) 24:00

예매방법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매
* 상영 당일 온라인 예매 불가(해당 영화 상영 전날까지 예매 가능)

결제수단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프리미엄 초대권,
BiFanHolic 카드(Offline BiFanHolic 카드 제외)

수령방법

현장 티켓부스에서 예매번호(또는 예매확인증) 확인 후 수령 가능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신분증으로 예매내역 확인 불가합니다.
* 온라인 예매 후 티켓 발권 없이 ‘모바일 티켓’으로도 상영관 입장가능

※ 온라인 예매 매진작 티켓의 현장 판매분은 상영 당일 티켓부스에서 선착순 판매

현장 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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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매기간

7월 17일(금) ~ 7월 26일(일)

예매시간

9:30 ~ 20:30

예매방법

각 상영관 티켓부스에서 발권 및 예매 가능

결제수단

신용카드, 현금, 티켓교환권, 프리미엄 초대권, BiFanHolic/Offline BiFanHolic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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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폐막식 예매티켓 수령방법은 홈페이지 참고
※심
 야상영일, 부천시청 티켓부스는 24시까지 운영
※C
 GV부천, CGV소풍 티켓부스는 7월 24일까지만 운영
※ 티켓 발권은 해당 상영 시작 후 15분까지 가능
※ 사랑티켓, 도서/문화상품권 등 기타 결제수단 사용 불가

모바일 티켓 안내
온라인 예매 후 티켓 발권 없이 모바일 티켓만으로 상영관 입장이 가능합니다.
* 상영관 입장 시 BiFanian에게 모바일 티켓을 보여주세요.
* 모바일 티켓은 BiFan2015 모바일 공식 홈페이지(m.bifan.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단, 티켓부스에서 발권 했을 경우 모바일 티켓을 이용한 입장은 불가합니다.

취소/환불 안내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모든 티켓은 상영 당일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취소기간

온라인 예매

현장 예매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영화 상영 전날까지 가능

해당 영화 상영 전날
티켓부스 운영시간까지 가능

•한 결제당 부분 취소는 불가합니다. (일괄 취소 후 재결제 필요)
•온라인 예매내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발권된 티켓은 티켓부스에서 취소/환불 가능)
•티켓교환권 및 프리미엄 초대권으로 발권한 티켓은 취소/환불이 불가합니다.
•영화제 사정에 의해 환불을 공지한 경우, 티켓 소지자에 한해 영화제 기간 내 티켓부스에서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예매 후 7일 이상 지난 후 환불하신 경우 환불기간이 5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불 일자는 해당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티켓 나눔터
티켓 나눔터는 취소/환불이 어려운 관객들 간에 자율적으로 티켓을 판매 및 교환하는 장소입니다.
온라인 티켓 나눔터

현장 티켓 나눔터

공식 홈페이지 내
티켓 나눔터 게시판을 통해 24시간 이용 가능

티켓부스 운영시간 내 이용 가능

* 티켓교환권, 프리미엄 초대권, Offline BiFanHolic 카드, 뱃지로 발권한 티켓은 판매 불가 (양도만 가능)
적발 시 예매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모든 티켓은 상영 당일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티켓을 소지하고 상영관에 입장해주십시오. (모바일 티켓 입장 가능)
발권은 상영 시작 후 15분까지 가능
•티켓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불가합니다.
•정시상영을 원칙으로 하오니 사전에 입장해주십시오.
입장은 상영 시작 후 20분까지 허용, 지정 좌석 보장 불가

•쾌적한 영화 관람 환경을 위해 음식물 반입을 삼가주세요.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매점 판매 상품 외 반입 불가
부천시청/한국만화박물관은 뚜껑이 있는 생수 외 모든 음료 및 음식물 반입 불가
•영화 상영 시작 후 상영관 내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휴대폰은 반드시 꺼주십시오.

•관람등급을 지켜주십시오.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전체관람가 등급에 한해 입장 가능
18/19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보호자 동반 시에도 청소년 입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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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관람가

18세 이상 관람가

19세 이상 관람가

15

18

X

이벤트

롯데시네마 부천 2관
롯데시네마 부천 3관

LB2
LB3

영화 상영 시작 후 상영관 내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발권은 상영 시작 후 15분까지 가능

티켓을 소지하고 상영관에 입장해주십시오.
모바일 티켓 입장 가능

관람시 유의사항

CGV 소풍 2관

CGV 부천 8관

CGV 부천 7관

CGV 부천 3관

CS11 CGV 소풍 11관

CS10 CGV 소풍 10관

CS2

CB8

CB7

CB3

휴대폰은 반드시 꺼주십시요.

입장은 상영 시작 후 20분까지 가능
지정 좌석 보장 불가

정시상영을 원칙으로 하오니
사전에 입장해주십시오.

3) 기타언어대사 : 한글자막과 영어자막 동시제공

2) 한국어대사 : 영어자막 제공

1) 영어대사 : 한글자막 제공

자막 |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모든 상영작에는 다음과 같이 자막이 제공됩니다.

롯데시네마 부천 1관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시청

LB1

KM

상영관 | CH

발간 이후 변동사항은 홈페이지 (www.bifan.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2015년 6월 24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12세 이상 관람가

전체 관람가

12

등급 | G

러닝타임 등급 페이지

001

상영코드

107min 18 32p GV

문워커스

작품명

상영 시간표

티켓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 불가합니다.

18/19세 이상 관람가 영화는 보호자 동반 시에도
청소년 입장 불가

등급에 한해 보호자 동반 시 입장 가능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은 전체관람가

관람등급을 지켜주십시오.

107min 18 32p GV

게스트와의 만남은 게스트의 스케줄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영관은 주류반입 불가

부천시청/한국만화박물관은 뚜껑이 있는
생수 외 모든 음료 및 음식물 반입 불가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매점 판매 상품 외 반입 불가

쾌적한 영화 관람 환경을 위해
음식물 반입을 삼가주세요.

99min 15 33p GV

836

퇴마: 무녀굴

문워커스

00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7월 24일 금요일

폐막식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7월 16일 목요일

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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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한국만화
박물관

CH

부천시청

LB3

롯데시네마
부천3

LB2

롯데시네마
부천2

LB1

롯데시네마
부천1

CB8

CGV부천 8

CB7

CGV부천 7

CB3

CGV부천 3

CS11

CGV소풍 11

CS10

CGV소풍 10

CS2

CGV소풍 2

117

73min 15 34p

엑스트라오디너리
테일 140

141

117min G 73p GV

세월신투

139min 12 70p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137

136

찰리농장의 저주

88min X 52p

71min 18 55p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 133

68min 15 56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132

122

129

125

88min 18 39p GV

위기의 여행

71min 15 54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 128

포토그래퍼
112min 18 35p

124

80min 18 42p

택시: 나이트페어

90min 18 69p

악마의 협주곡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5 121

74min 15 57p GV

93min 15 59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9 118

세계의 끝과
원더풀 원더랜드

82min 12 49p GV

85min 18 44p

114

좀비버

80min 18 43p

113

스위트 홈

110

84min 18 46p GV

115min 12 46p

109

그리울 련

106

폭력교실

바바렐라
98min 15 70p

105

102

101min 18 44p GV

침입자

14:00

97min 15 48p GV

선샤인

80min 15 60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101

11:00

107

119

123

130

138

90min 18 53p

메니에그:
삶은달걀의 복수

107min 18 32p GV

문워커스

158min 15 64p

노리코의 식탁

101min 18 42p

닌자 헌터

142

134

126

105min 18 50p GV

성난 화가 디렉터스 컷

90min 18 72p GV

방 안의 코끼리

110min 15 47p

히비락

74min 15 59p GV

18:30 ~

120

116

135

143

105min 18 68p GV

KM 31

103min 12 73p GV

139

104min 18 50p

무국적소녀

충봉차

127

131

99min 18 64p

자살 클럽

148min 18 39p

봄베이 벨벳

메가토크 :
KAFA+ Next D "3D, Once Again"

120min 18 35p

기항지

110min G 47p

이니시에이션 러브

112

108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0 115

왕가흔

99min 18 41p

99min G 49p GV

111

104

좀비 홀로코스트

88min 18 68p

천사와 악마

20:00

95min 15 40p GV

할로우

93min 18 35p GV

타투이스트

81min 18 61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4 103

17:00

144

80min X 52p

바이올런트 쉿

90min 18 43p

거대말벌의 습격

78min 18 38p

아메리칸 버거

X

심야상영 1

CH

부천시청

24:00

7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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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한국만화
박물관

CH

부천시청

LB3

롯데시네마
부천3

LB2

롯데시네마
부천2

LB1

롯데시네마
부천1

CB8

CGV부천 8

CB7

CGV부천 7

CB3

CGV부천 3

CS11

CGV소풍 11

215

210

249

88min 12 73p GV

PTU

84min 15 43p

250

235

245

101min 18 73p GV

흑사회

91min 15 35p

마스터 플랜

244

240

슬로우 웨스트

커피의 맛

100min 18 48p GV

221

216

207

225

230

동창회의 목적

117min 12 64p

러브 & 피스

80min G 53p

호두까기 인형

101min 18 66p GV

아티스트 봉만대

98min 18 68p

당신과 함께라면

117min G 47p

239

234

211

105min 18 48p

운동남녀

108min 12 40p

배드민턴의 제왕

73min 18 45p

루인드 하트: 킬러와
창녀의 러브스토리 202

13:00

93min 15 44p GV

쌍생령

85min G 48p

고양이
사무라이 2

89min 15 72p GV

KAFA+ Next D
3D 단편 229

69min 12 56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224

101min G 49p GV

타이페이
러브 스토리 220

110min 18 34p GV

차이나타운

99min 15 50p

의리없는 전쟁

79min 18 61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3 206

CS10

CGV소풍 10

201

98min 15 41p GV

멜리스

CS2

CGV소풍 2

10:30

90min 15 46p

아이히만 쇼
217

212

109min 15 41p

살인 퍼즐

236

231

246

116min G 48p

스트롭 에지

251

95min 18 35p GV

터보 키드

93min 18 46p GV

데지레를 찾아서

88min 18 42p

리디머

128min 18 38p

바들라푸르

116min 18 51p

도쿄아포칼립스:
최후의 결전 226

241

메가토크 :
공습경보 : 코리안 인디 장르!

14:45 ~

208

203

126min 18 48p GV

종이달

84min 18 42p

산티소 파일

15:30

204

213

218

222

242

247

205

209

219

233

228

솔로몬의 위증
후편: 재판 253
149min 12 43p

121min 12 43p

115min 12 39p GV

238

243

앨리스: 원더랜드
에서 온 소년 248

93min 15 41p

테이큰 비긴즈

108min 18 39p

데드맨 인페르노

155min G 48p

샤미타브

78min 18 40p

하빈저 다운

144min 18 64p

길티 오브 로맨스:
욕정의 미스터리 223

72min 18 49p GV

설원의 누와르

92min 18 34p

부에노스 아이레스
살인사건 214

113min 18 68p GV

멕시코 바바로

93min 18 43p

스트레인저

20:30

솔로몬의 위증
전편: 사건 252

90min X 52p GV

데스가즘

109min 18 43p GV

스프링

86min 18 41p GV

호르헤 & 알베르토
악령퇴치단 237

114min 18 73p GV

어둠 속의 이야기:
미리야 232

105min 15 36p GV

부천 초이스 :
단편 1 227

93min 18 35p

롤링

92min 18 41p GV

환상동화

88min 18 41p GV

악령의 동굴

102min 15 47p

폴링

18:00

254

122min 18 38p

ABC 오브 데쓰 2

84min 18 44p

나를 찾아봐

95min 18 70p

매드 맥스 2

심야 SF 토크 (상영 전 진행됩니다)

18

심야상영 2

CH

부천시청

24:00

7월 1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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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한국만화
박물관

CH

부천시청

LB3

롯데시네마
부천3

LB2

롯데시네마
부천2

LB1

롯데시네마
부천1

CB8

CGV부천 8

CB7

CGV부천 7

CB3

CGV부천 3

CS11

CGV소풍 11

CS10

CGV소풍 10

CS2

CGV소풍 2

301

천공의 차스케

아띠 - 모험의 시작

335

345

349

90min 12 73p

천공의 눈

97min 15 48p GV

선샤인

60min G 62p GV

제5기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
340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88min 18 39p GV

위기의 여행
336

341

350

110min 12 38p GV

암살교실

112min G 47p

리틀 빅 마스터

105min G 49p

타불라 식당

82min 18 49p

호러열전

80min 18 42p

331

346

택시: 나이트페어

앤트보이:
레드 퓨리의 복수

90min 12 38p

106min G 39p

102min G 53p

330

82min 12 49p

76min 18 58p GV

321

326

세계의 끝과
원더풀 원더랜드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7 320

허니문 317

73min 15 67p GV

14:40 ~

313

337

351

116min G 50p

울프토템

95min 18 48p

미스터 하이네켄

94min 18 42p GV

토라카게 대혈전

95min G 46p GV

안티고네

121min 15 42p

뇌내 포이즌베리

108min 15 37p GV

347

342

332

부천 초이스 : 단편 2

74min 15 45p GV

하루코의 파라노말
액티비티 322

메가토크 : 우리가 미처 몰랐던
멕시코 환상영화 A to Z

100min G 49p GV

타다나의 모든 것

312

308

십이야: 깊고 붉은
열두개의 밤 Chapter 1

예고범
119min 15 42p

307

303

75min 12 44p

와르다

15:30

80min X 52p

바이올런트 쉿

97min 18 34p GV

325

302

82min G 44p

팀

13:00

97min 12 49p

316

311

살교여인최호명

92min 15 45p GV

애프터 이미지

112min G 53p

극장판 명탐정 코난:
화염의 해바라기 306

75min 15 43p GV

시발, 놈:
인류의 시작

10:30

327

304

314

309

318

328

329

324

237min 18 64p

러브 익스포져

104min G 47p GV

잃어버린 조각

86min 18 57p GV

352

348

93min 18 35p GV

타투이스트

95min 18 44p

신체 강탈자들의 도시

112min 15 40p

339

334

무림신공:
황금봉의 전사

굿나잇 마미

81min 18 44p GV

VHS 3

110min 15 34p

세탁소기담

111min X 52p

져먼 앵스트

319

315

90min 18 38p

블러드 문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6 338

343

310

82min 18 40p

헬리온스

99min 18 40p

333

305

84min 18 39p

CUB

20:30

84min 18 34p

쉐도우 하우스

113min 15 46p

백엔러브

82min 15 58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323

82min 18 40p

에멜리

84min 15 46p GV

그리울 련

91min 18 42p

욕망의 둥지

86min 15 40p

구울

18:00

344

7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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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한국만화
박물관

CH

부천시청

LB3

롯데시네마
부천3

LB2

롯데시네마
부천2

LB1

롯데시네마
부천1

CB8

CGV부천 8

CB7

CGV부천 7

CB3

CGV부천 3

CS11

CGV소풍 11

CS10

CGV소풍 10

CS2

CGV소풍 2

414

421

93min 15 41p

433

430

테이큰 비긴즈

91min 15 35p

99min 18 41p

434

431

422

좀비 홀로코스트

113min 18 68p

멕시코 바바로

428

마스터 플랜

콘택트

150min 12 70p

427

74min 15 59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0

101min 18 42p

425

닌자 헌터

424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4
69min 12 56p GV

116min 18 72p

신촌좀비만화

115min 12 39p GV

앨리스: 원더랜드에서 온 소년

419

415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3
69min 15 56p GV

418

101min G 49p

타이페이 러브 스토리

92min 18 41p

73min 15 34p

엑스트라오디너리 테일

88min 18 42p

417

리디머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

405

411

환상동화

410

하빈저 다운
78min 18 40p

99min G 49p

98min 18 66p GV

71min 15 54p GV

413

왕가흔

배우는 배우다
408

93min 18 43p

90min 15 46p

407

404

스트레인저

402

아이히만 쇼

차이나타운
110min 18 34p GV

401

17:00

101min 18 44p GV

침입자

14:00

80min 15 60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2

11:00

409

412

416

426

432

435

88min 12 73p

PTU

98min 15 41p GV

멜리스

93min 18 46p GV

429

423

데지레를 찾아서

110min 15 47p

히비락

90min 18 69p

악마의 협주곡

88min X 52p

420

406

찰리농장의 저주

88min 18 41p

악령의 동굴

109min 18 43p GV

스프링

131min 18 64p

두더지

78min 18 38p GV

아메리칸 버거

86min 18 41p GV

호르헤 & 알베르토
악령퇴치단 403

20:00

7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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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한국만화
박물관

CH

부천시청

LB3

롯데시네마
부천3

LB2

롯데시네마
부천2

LB1

롯데시네마
부천1

CB8

CGV부천 8

CB7

CGV부천 7

CB3

CGV부천 3

CS11

CGV소풍 11

CS10

CGV소풍 10

CS2

CGV소풍 2

517

514

527

90min 12 38p

앤트보이: 레드 퓨리의 복수

533

90min 15 68p

마녀들의 시간

102min 18 50p

531

터스크
530

신체 강탈자들의 도시
95min 18 44p

71min 18 55p GV

534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

525

74min 15 57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5

112min 18 35p

포토그래퍼

살교여인최호명
97min 12 49p

89min 15 72p GV

97min 18 34p

521

522

511

528

KAFA+ Next D 3D 단편

519

허니문

동창회의 목적
100min 18 48p GV

524

515

95min G 46p GV

안티고네

72min 18 66p GV

518

미조

105min 18 50p GV

성난 화가 - 디렉터스 컷

천공의 차스케

80min 15 60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86min 15 40p

510

구울

508

99min 15 50p

92min 15 45p

106min G 39p

513

의리없는 전쟁

애프터 이미지
507

109min 15 66p GV

502

101min 18 66p GV

505

스톤

504

어우동: 주인 없는 꽃

산티소 파일
84min 18 42p

501

17:00

72min 18 49p GV

설원의 누와르

14:00

100min G 49p

타다나의 모든 것

11:00

503

509

516

529

535

94min 18 68p

크로노스

94min 18 42p GV

토라카게 대혈전

93min 15 44p

쌍생령

148min 18 39p

봄베이 벨벳

526

523

80min 18 43p

스위트 홈

84min 15 43p

506

532

520

512

슬로우 웨스트

102min 15 47p

폴링

99min 18 40p

굿나잇 마미

95min 15 40p

할로우

90min 18 43p

거대말벌의 습격

126min 18 48p

종이달

20:00

7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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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한국만화
박물관

CH

부천시청

LB3

롯데시네마
부천3

LB2

롯데시네마
부천2

LB1

롯데시네마
부천1

CB8

CGV부천 8

CB7

CGV부천 7

CB3

CGV부천 3

CS11

CGV소풍 11

CS10

CGV소풍 10

CS2

CGV소풍 2

115min 12 39p

630

110min G 47p GV

이니시에이션 러브

85min 18 50p GV

리얼 술래잡기

86min 18 57p GV

632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6

15:25 ~

619

633

117min G 73p

세월신투

마스터클래스 :
나는 소노 시온이 (아니)다

80min 15 60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2

158min 15 64p

노리코의 식탁

108min 18 39p

데드맨 인페르노

622

82min 18 40p

625

부천 초이스 : 단편 2

121min 12 43p

82min 18 40p

621

611

솔로몬의 위증 전편: 사건

75min 15 43p GV

시발, 놈: 인류의 시작

에멜리

627

608

103min 12 73p

충봉차

헬리온스

624

605

97min 15 48p GV

선샤인

108min 15 37p GV

614

602

113min 15 46p

백엔러브

17:00

93min 18 35p GV

618

롤링

메니에그: 삶은달걀의 복수

앨리스: 원더랜드에서 온 소년
617

610

105min 18 48p

운동남녀

73min 15 67p GV

십이야: 깊고 붉은 열두개의 밤
Chapter 1 607

90min 18 53p

613

604

90min 18 38p

블러드 문

73min 18 45p

루인드 하트: 킬러와
창녀의 러브스토리 601

14:00

82min 15 58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8

11:00

628

615

603

612

609

620

623

631

629

634

82min G 44p

팀

84min 15 46p GV

그리울 련

93min 18 43p

스트레인저

104min G 47p

잃어버린 조각

95min 18 35p

터보 키드

116min G 50p

울프토템

149min 12 43p

626

616

606

솔로몬의 위증 후편: 재판

113min 18 68p GV

멕시코 바바로

98min 18 68p

당신과 함께라면

73min 15 34p GV

엑스트라오디너리 테일

126min 18 64p GV

지옥이 뭐가 나빠

20:00

7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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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한국만화
박물관

CH

부천시청

LB3

롯데시네마
부천3

LB2

롯데시네마
부천2

LB1

롯데시네마
부천1

CB8

CGV부천 8

CB7

CGV부천 7

CB3

CGV부천 3

CS11

CGV소풍 11

CS10

CGV소풍 10

CS2

CGV소풍 2

717

75min 12 44p

와르다

76min 18 58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7

11:00

713

80min 18 42p

택시: 나이트페어

730

733

90min 15 68p

마녀들의 시간

84min 18 34p GV

쉐도우 하우스

93min 18 35p

타투이스트

728

88min 18 42p

리디머

121min 15 42p

93min 15 59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9

724

725

734

731

뇌내 포이즌베리

88min 18 68p

천사와 악마

722

91min 15 35p GV

719

711

708

702

110min 18 34p

721

마스터 플랜

방 안의 코끼리

차이나타운

727

715

95min G 46p GV

안티고네

90min 18 72p GV

718

714

110min 15 34p GV

세탁소기담

60min G 62p

제5기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99min 18 64p GV

93min 15 41p

테이큰 비긴즈

자살 클럽
710

78min 18 38p

아메리칸 버거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3
79min 18 61p GV

120min 18 35p GV

705

기항지

84min 18 42p

704

산티소 파일

악마의 협주곡
90min 18 69p

707

701

17:00

81min 18 61p GV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4

14:00

706

703

716

720

712

709

735

117min 12 64p GV

러브 & 피스

85min G 48p GV

고양이 사무라이 2

105min 15 36p GV

726

729

732

부천 초이스 : 단편 1

95min 18 44p

신체 강탈자들의 도시

90min 18 34p GV

부에노스 아이레스 살인사건

102min G 53p

아띠 - 모험의 시작

78min 18 40p

하빈저 다운

87min 18 41p

예루살렘: 심판의 날

114min 18 73p

어둠 속의 이야기: 미리야

97min 18 34p GV

허니문

80min X 52p

바이올런트 쉿

20:00

723

7월 2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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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

한국만화
박물관

CH

부천시청

LB3

롯데시네마
부천3

LB2

롯데시네마
부천2

LB1

롯데시네마
부천1

CB8

CGV부천 8

CB7

CGV부천 7

CB3

CGV부천 3

CS11

CGV소풍 11

CS10

CGV소풍 10

CS2

CGV소풍 2

욕망의 둥지

80min G 53p

호두까기 인형

85min 18 50p

833

834

86min 15 40p

구울

102min 15 47p

831

폴링
830

828

리얼 술래잡기

샤미타브

155min G 48p

827

128min 18 38p

바들라푸르

117min G 47p

825

커피의 맛

동창회의 목적
100min 18 48p GV

815

822

91min 15 42p GV

98min 15 70p

821

바바렐라

819

109min 15 41p

살인 퍼즐

120min 18 66p GV

완벽한 파트너

150min 12 70p

116min 18 72p

824

818

신촌좀비만화

앤트보이: 레드 퓨리의 복수
817

74min 15 45p

144min 18 64p GV

82min 18 49p

811

콘택트

호러열전
810

131min 18 64p

75min 15 43p GV

808

두더지

시발, 놈: 인류의 시작

하루코의 파라노말
액티비티 814

90min 12 38p

807

98min 15 41p GV

99min 18 40p

805

멜리스

804

802

굿나잇 마미

블러드 문
90min 18 38p

801

17:00

82min 18 40p

에멜리

14:00

길티 오브 로맨스:
욕정의 미스터리 813

11:00

803

809

812

816

806

829

826

823

835

90min 12 73p

천공의 눈

99min 18 41p GV

좀비 홀로코스트

85min 18 44p

좀비버

105min G 49p

타불라 식당

84min 18 44p

나를 찾아봐

116min 18 51p

832

도쿄아포칼립스: 최후의 결전

126min 18 64p

지옥이 뭐가 나빠

82min 18 40p

헬리온스

115min 12 46p

폭력교실

122min 18 38p

ABC 오브 데쓰 2

111min X 52p

져먼 앵스트

20:00

820

7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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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001

KM

237min 18 64p

러브 익스포져

한국만화
박물관
1017

1013

922

샤미타브

1011

97min 12 49p

1015

1018

94min 18 68p

크로노스

119min 15 42p

1007

1003

살교여인최호명

수상작 상영 4

예고범

90min 15 46p

918

909

17:00

105min 18 68p

KM 31

수상작 상영 2

아이히만 쇼

1014

914

102min 18 50p

터스크

112min G 47p

리틀 빅 마스터

155min G 48p

1010

1006

904

80min 18 43p

스위트 홈

18:00

116min G 48p

스트롭 에지

86min 18 41p

1002

921

908

913

수상작상영 3

데지레를 찾아서

깜짝상영 3

917

82min G 44p

팀

깜짝상영 1

105min 18 50p

성난 화가 디렉터스 컷

109min 18 43p

903

15:30

스프링

14:00

호르헤 & 알베르토
악령퇴치단 1009

920

916

912

93min 18 46p

깜짝상영 4

CH

1005

깜짝상영 2

99min 15 33p

퇴마: 무녀굴

104min 18 50p

무국적소녀

108min 15 37p

부천 초이스 : 단편 2

75min 12 44p

와르다

11:00

수상작상영 1

105min 15 36p

108min 12 40p

112min G 53p

극장판 명탐정 코난:
화염의 해바라기 902

부천 초이스 :
단편 1 907

911

901

13:00

배드민턴의
제왕 906

72min 18 49p

설원의 누와르

부천시청

LB3

롯데시네마
부천3

LB2

롯데시네마
부천2

LB1

롯데시네마
부천1

KM

한국만화
박물관

CH

부천시청

LB3

롯데시네마
부천3

LB2

롯데시네마
부천2

LB1

롯데시네마
부천1

10:30

905

919

923

101min 18 73p

흑사회

84min 18 39p

CUB

95min 18 48p

924

X

20:00

1008

수상작 상영 6

수상작 상영 5

139min 12 70p

1019

1016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85min 18 44p

좀비버

87min 18 41p

1004

1012

7월 26일 일요일

122min X 52p

데스가즘

88min X 52p

찰리농장의
저주

81min 18 44p

VHS 3

심야상영 3

CH

부천시청

24:00

예루살렘: 심판의 날

915

910

미스터 하이네켄

112min 15 40p

무림신공:
황금봉의 전사

95min 18 70p

매드 맥스 2

20:30

7월 25일 토요일

아이콘
시놉시스만으로 예측하기 힘든 버라이어티한 내용과 과감한 비주얼의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해 온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는 영화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아이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가된 8개의 새로운 테마와 함께 영화제를 즐겨보세요.

2015 테마

30

안구테러

어지러움 주의

카체이싱

신체변형

밀실

초능력

식인종

스포츠

코미디

눈물

마약

섹스

귀신

좀비

로봇

괴물

SF

히어로

뱀파이어

외계인

성기노출

로맨스

미녀

미남

가족영화

누드

장기

대학살

음악 / 춤

동성애

신체훼손

괴짜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부천영화제를 처음 찾는 관객들을 위한 가이드
1

CGV와 롯데시네마로 향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출발하자

부천영화제를 찾는 관객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장소인 CGV 부천과 CGV 소풍, 이 두 상영관은 각기 다른 건물에 위치한 극장이다. CGV 부천은 현대백화점 맞은편
U-PLEX몰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CGV 소풍은 뉴코아아울렛 6층에 위치하고 있으니, CGV를 찾는 관객들은 어느 CGV인지 재차 확인 필수! 롯데시네마 부천도 관객
들이 종종 길을 잃는 장소 중 하나다. 롯데시네마 부천은 롯데백화점이 아닌, 5분 정도 떨어진 별도의 건물에 위치해 있으니 롯데시네마 부천에 처음 오는 관객은 카탈
로그에 있는 상영관 맵을 꼭 참고하시길.

2
3

보고 싶은 작품이 매진되어 낙담하고 있는 관객이라면 상영 당일에만 판매되는 현장
판매티켓에 도전해보자. 현장 판매티켓은 영화제 티켓부스에서만 구입 가능하다. 많
은 수량은 아니지만 꼭 티켓을 구하고 싶은 관객이라면 서둘러 티켓부스로 향해보자.

상영에 늦지 말 것

10분 정도 지각은 괜찮다고? 일반 극장에서 상영되는 영화와 다르
게 부천영화제에서는 영화 시작 전 광고가 없다. 영화는 정시에 시작
하니 영화의 시작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극장에 일찍 도착하자. 영화
시작 후 20분 후에는 입장이 절대 금지되는 것도 잊지 말자.

4

5

깜짝상영과 수상작상영을 놓치지 말 것

영화제 마지막 이틀 동안 펼쳐지는 깜짝상영과 수상작상영은 아쉽게 놓
친 작품을 다시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깜짝상영에 상영될 영화는 영화제
전 후 불시에, 폐막식에서 수상한 작품으로 구성되는 수상작상영은 폐막식
(7/24) 이후 홈페이지에 공개 될 예정. 어떤 영화가 될 지 모르겠지만 상영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일단 예매 Go!

7 영화 시작 전 시간이 남는다면
부천영화제 SNS 페이지를 방문해보자

예매 시 매진된 작품은 당일 현장판매티켓을 노리자

상영작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카탈로그를 구입해보자

가이드북의 짧은 시놉시스가 아쉬운 관객이라면, 영화만 보고 가기엔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
다면, 극장 안에 있는 기념품샵에 들러보자. 영화제 공식 카탈로그와 한정기간 판매되는 새로
운 디자인의 기념품은 영화만 보고 가기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것이다. 따끈따끈한 부천영화
제 장르백서 신간 제 2탄 《SF영화》도 기념품샵 입고 예정.

6

무더위와 에어컨 추위에 대비하자

7월의 뜨거운 무더위와 끝없는 장마, 극장의 에어컨 바람은 여러분의 건강을 헤
칠 수도 있다! 극장에 따라 상이한 관람환경이 제공될 수도 있으니, 하루에 세
편 이상 관람하는 열혈 관객이라면 최상의 컨디션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게
적절한 수분과 영양 섭취, 그리고 온도조절이 가능한 가벼운 옷을 준비해도 좋
을 것이다. 상영관에서는 관객을 위해 비상약을 구비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관객은 상영관 스탭에게 문의하자.

페이스북 www.facebook.com/BiFanofficial
트위터 www.twitter.com/BiFanofficial
인스타그램 @BiFanofficial

8

부천의 밤문화를 느껴보고 싶다면 상영관 근처 먹자골목을 찾아보자

부천이 처음인 관객이라면 상동과 중동으로 연결된 부천의 번화가를 구경해보자. 상동역부터 부천시청역을
따라 신중동역까지, 맛집과 카페, 술집들이 즐비한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9

아직 숙소를 해결하지 못한 관객분들이 계시면…

올해 부천영화제에서는 숙소가 필요한 관객을 위해 부천 가톨릭대학교 기숙사를 관객숙소로 운영하고 있다. 숙소와 상영관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함께 운영되니
숙소가 필요한 관객이라면 전화 032)327-6313(내선 174)으로 문의. (단, 이 카탈로그를 받아보신 시점에는 이미 주말 숙소가 매진되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
평일 숙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만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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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문워커스

Asian Premiere

France | 2015 | 107min | Color | D-Cinema

Moonwalkers

001 7/16 20:00 GV | 138 CH 7/17 17:00 GV

인류 최초의 달 착륙 장면을 가장 잘 영화화 할 것 같은 감독을 뽑는다면? 아마 오늘날의 당신이라면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나 <인터스텔라>의 크리스토퍼 놀란,
혹은 <그래비티>의 알폰소 쿠아론 감독을 꼽을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말의 당신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주저 없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라 대답하지 않을까. 영화 <문워커스>는 바로 이렇게 즐거운 ‘영화적’ 상상력에서 시작한다. 60년대 말 패션과 히피문화의 중심지 런던을 배경으로, 아폴로 11
호의 달 착륙 장면의 연출을 맡기기 위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을 찾아 영국으로 급파된 CIA요원 키드만(론 펄먼), 인생 대역전을 꿈꾸며 이에 합류한 3류 밴드의 매니
져 조니(루퍼트 그린트), 그리고 얼떨결에 스탠리 큐브릭이 되어버린 단짝친구 레온(로버트 시한)이 의기투합해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을 벌이는 영화 <문워커스>는
과거를 배경으로 오늘날 젊은이들의 꿈을 그리고 있는 영화다. 유능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키드만, 성공을 꿈꾸며 달려가고 싶어하지만 현실에
발이 묶여 괴로워하는 조니, 그리고 아무런 목표나 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낭비하는 레온. 이들은 다름아닌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며, 이들의 고군분투는 바로
우리들이 보내는 전투적인 현실이고, 언제까지나 주변인으로만 머물지 않겠다는 우리들의 절규이기도 하다.
하지만 침울해 하지는 말자. 화려한 꽃무늬 셔츠, 찰랑거리는 판탈롱 바지의 모즈룩으로 돌아온 <해리 포터>의 론 위즐리, 루퍼트 그린트와 <헬보이> 등의 ‘야수 전문
배우’ 이미지에서 발랄한 패션아이콘으로 변신한 론 펄만이 보여주는 60년대 말 런던 히피 패션, 그리고 심장을 울리는 록음악과 몽환적으로 질주하는 영상은 당시
히피들이 꿈꾸던 자유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잠시나마 경험하게 해 줄 것이다. 결국 그 시절 히피들이 꿈꾸던 사랑과 평화, 자유와 화합의 세상은 끝내 오지 못했
지만,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같은 꿈을 꾸고 있다면 그들의 계획은 아폴로 달 착륙 계획만큼이나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앙투완 바르두-자퀘트 | Antoine BARDOU-JACQUET
앙투완 바르두-자퀘트는 광고 분야에서 먼저 이름을 알린 감독이다. 아티스트, 감독, 그래픽 디자이너를 모아 만든 제작사 H5를 통해 유명
광고과 다양한 뮤직비디오를 제작해왔으며, 특히 그가 연출한 혼다의 자동차 광고는 역사 상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작품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특유의 재치와 유머가 잘 표현된 <문워커스>는 그의 장편 데뷔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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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작

퇴마: 무녀굴

The Chosen: Forbidden Cave

World Premiere

Korea | 2015 | 100min | Color | D-Cinema
836 7/24 20:00 GV | 916 CH 7/25 13:00

정신과 의사이자 퇴마사인 진명과 그의 조수인 지광은 기이한 현상에 시달리는 금주를 치료하던 중 그녀 안에 있는 강력한 존재와 마주하게 된다. 절대 비극의 산물
인 강력한 존재의 실체는 계속해서 대물림되며 주변 사람들을 극단의 공포로 몰아간다.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폐막작으로 선정된 김휘 감독의 <퇴마:
무녀굴>은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플롯과 현대적으로 감각적인 연출이 만들어낸 한국 공포영화의 걸작으로 평가함에 모자람이 없다.
공포영화 같은 스릴러인 데뷔작 <이웃사람>으로 성공적인 출발을 알린 김휘 감독은 마치 어린 시절에 듣던 무서운 이야기의 잔상들을 상기시키듯 감성적이며 충격
적인 영상들로 관객들을 얼어붙게 만들며 퇴마사로 변신한 김성균과 강력한 존재를 품고 있는 비밀의 여인으로 돌아온 유선의 고품격 연기가 영화의 몰입도를 배
가시킨다. 폐막작 <퇴마: 무녀굴>은 판타스틱영화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정통 공포영화라는 점과 더불어 근래 고전을 면치 못했던 한국 공포영화계에 큰 활력을 불
어넣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휘 | KIM Hui
JK필름 사단으로 <해운대>(2009), <심야의 FM>(2010), <7광구>(2011) 등 굵직굵직한 한국영화의 시나리오를 쓰며 시나리오 작가로 명성을
날렸던 김휘 감독은 웹툰 원작의 <이웃사람>(2012)을 연출하며 감독으로 데뷔하였다. 2013년 부천영화제에서도 상영되었던 <무서운 이야기 2>
를 연출하였던 그는 올해 폐막작으로 선정된 <퇴마: 무녀굴>로 다시 부천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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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이스 : 장편
올해의 부천 초이스는 BiFan을 정의하고 지향하는 장르 영화의 중심 요소인 판타지에 초점을 맞추며 감독의 새로운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정
하고자 하였다. 특히 80년대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상류 카페, 이탈리아 남부의 아름다운 성에서 출발하여 타이페이의 기묘한 세탁소, 고담시티 같은 인
천의 차이나타운, 홍콩의 살벌한 빅토리아 항구를 거쳐 누구나 행복해 보이는 스웨덴과 힙한 서울 홍대 지역의 문신 숍 그리고 핵겨울에 시달리
는 캐나다까지.... 부천 초이스의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로케이션들이 판타지 영화의 감동을 배가시킨다. 장르 영화의 프리미엄 쇼케이스로서 BiFan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부천 초이스의 열두 편을 소개한다.

차이나타운

부에노스 아이레스 살인사건

Coin Locker Girl

Death in Buenos Aires
Korea | 2015 | 110min | Color | D-Cinema
한준희 HAN Jun Hee

Argentina | 2014 | 92min | Color | D-Cinema
나탈리아 메타 Natalia META

갓난아기 때 지하철 사물보관함, ‘10번’ 칸에 버
려진 일영. 8년 후, 그녀는 차이나타운 지역에
‘엄마’로 알려진 그녀에게로 팔려와 그녀의 가족
이 된다. 오직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
는 곳, 차이나타운에서 자신만의 생존방식을 찾
아가는 두 여자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2015년 칸
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되며 가능성을 입증한
한준희 감독의 인상적인 데뷔작.

부에노스 아이레스, 마약과 성도착증 행위를 즐
기는 최상류층의 한 남성이 사지가 절단된 채 발
견된다. 노련한 형사 차베즈가 수사에 뛰어들지
만 경찰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 수사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80년대 아르헨
티나의 부패한 사회상과 비밀스러운 게이 언더그
라운드 씬을 배경으로 한 이 스릴러는 아르헨티
나 장르영화의 미래를 짊어 질 걸출한 신인감독
의 탄생을 알려준다.

215 CB3 7/18 10:30 GV | 402 CS2 7/20 17:00 GV | 721 LB1 7/23 14:00

엑스트라오디너리 테일

허니문

Extraordinary Tales

Honeymoon
Luxembourg, USA, Spain, Belgium | 2015 | 73min |
Both | D-Cinema
라울 가르시아 Raul GARCIA

Mexico | 2015 | 97min | Color | D-Cinema
디에고 코헨 Diego COHEN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 호르헤는 사랑하
는 이사벨과 허니문을 즐기는 중이다. 나흘 전 호
르헤는 오랫동안 짝사랑 해왔던 이사벨을 납치했
다. 그는 이사벨의 손톱도 예쁘게 다듬어주고(혹
은 뽑아버리고) 그녀에게 밥도 먹여주는(혹은 먹
으라고 강요하는) 일등 신랑감! 사랑스런 아내를
만들기 위한 호르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행복해지고 싶은 한 남자의 핏빛 허니문.

에드가 앨런 포가 쓴 다섯 편의 단편소설을 그래
픽 디자인 스타일로 재해석한 옴니버스 애니메이
션. 최고의 비주얼 아티스트들이 작업한 각각의
에피소드는 포가 그리는 어두운 세계와 심리적인
깊이, 철학까지 탁월하게 그려낸다. 얼마 전에 작
고한 배우 크리스토퍼 리를 비롯, 감독 기예르모
델 토로, 로저 코만 등이 목소리로 출연해 화면
속 악몽과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140 KM 7/17 11:00 | 418 CB8 7/20 14:00 | 606 CS10 7/22 20:00 GV

Korean Premiere

쉐도우 하우스

317 CB3 7/19 13:00 GV | 521 LB1 7/21 14:00 | 706 CS10 7/23 20:00 GV

Asian Premiere

세탁소 기담

House of Shadows

The Laundryman
Italy, Ireland | 2014 | 84min | Color | D-Cinema
로셀라 드 베누토 Rossella DE VENUTO

Taiwan | 2015 | 110min | Color | D-Cinema
리 청 LEE Chung

레오와 메간은 레오의 삼촌이 소유했던 이탈리아
의 고성을 유산으로 상속받는다. 성을 방문한 부
부는 그 곳에서 불길한 징조를 느끼지만 미신을
믿지 않는 메간은 마을의 전설을 무시하고, 그녀
는 결국 마녀로 몰리고 만다. 이태리 지알로 공포
의 전통을 이어받은 고풍스럽고 우아한 영화의
분위기와 배우들의 절제된 연기는 첫 장편을 만
든 신인감독이 연출한 것임이 믿기지 않을 만큼
훌륭하다.

세탁 말고도 또 다른 일을 하는 세탁소가 있다.
미모의 세탁소 주인 아구는 한 청부살인업체와 계
약을 맺는데, 이 중 한 킬러는 그가 죽인 사람들
의 환영에 시달리고 있다. 아구는 귀신을 볼 수
있는 린 시앙을 소개한다. 킬러를 돕게된 린 시
앙은 그가 시달리는 혼령의 정체와 함께 세탁소가
애초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
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333 LB1 7/19 18:00 | 731 CH 7/23 17: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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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CB7 7/19 20:30 | 718 CB8 7/23 14:00 GV

International Premiere

시상내역
부천 초이스 : 장편 - 국제경쟁
장르를 중심으로 한 새롭고 진취적인 영화적 정신을 보여주는 부천 초이스 : 장편 섹션에서는 6개 부문에 걸쳐 총 이천오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영화 및 문화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5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며, 같이의 가치 NH 농협 관객상은 관객의 투표로 결정된다.
▶ 작품상 (상금 1,500만원) ▶ 감독상 (상금 1,000만원) ▶ 심사위원 특별상 ▶ 남우주연상 ▶ 여우주연상 ▶ 같이의 가치 NH 농협 관객상

마스터 플랜

포토그래퍼

The Master Plan

The Photographer
Sweden | 2015 | 91min | Color | D-Cinema
알라인 다르보리 Alain DARBORG

Poland | 2015 | 112min | Color | D-Cinema
발데마르 크쉬스텍 Waldemar KRZYSTEK

최고의 럭셔리 자동차를 훔치는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찰스는 그의 스승이자 사랑하는 삼촌이 살
해당하자 스웨덴의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을 찾아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천재 사기꾼, 폭파
전문가, 절도 전문가 등을 불러모아 가히 예술적
인 방법으로 복수를 하기 위한 플랜을 준비한다.
TV 드라마 감독으로 필모그래피를 쌓은 알라인
다르보리 감독의 장편 데뷔작.

모스크바에서 연쇄살인이 발생한다. 유일한 단서
는 살해 현장에 남겨진 숫자가 적힌 타일들. 수사
가 곧 시작되고 모든 단서는 1974년 폴란드에서
철수한 소련군을 지목한다. <포토그래퍼는> 냉전
시대 폴란드와 러시아의 역사적인 소용돌이 속에
서 서서히 괴물로 변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당대 사회정치상과 한 인간의 깊은 불안
을 힘 있고 섬세하게 그려낸 연출이 매력적이다.

245 CH 7/18 13:00 | 430 CH 7/20 14:00 | 722 LB1 7/23 17:00 GV

Asian Premiere

기항지

125 LB1 7/17 14:00 | 525 LB2 7/21 17:00

Asian Premiere

롤링

Port of Call

Rolling
Hong Kong | 2015 | 120min | Color | D-Cinema
옹자광 Philip YUNG

Japan | 2014 | 93min | Color | HD
토미나가 마사노리 TOMINAGA Masanori

토막 난 채 화장실 변기에 버려진 16살 매춘부의
사체가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서 발견된다. 경찰
관인 총은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다. 이 영화
는 2008년에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수사
과정을 쫓아가는 대신 등장인물들과 그 가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영화는 우리가 인정하
고 싶지 않은 차갑고 복잡다단한 우리 삶의 편린
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게 한다.

선생이었던 곤도는 10년 전 여학생들의 탈의실
을 몰래 촬영하다 체포된 뒤 자취를 감추고 살아
왔다. 곤도의 비디오에서, 지금은 스타가 된 토모
미의 영상을 찾아 다니던 시게오는 곤도와 함께
토모미의 소속사를 협박하려 하지만 카니치의
방해로 실패하자 카니치를 죽이려 한다. 이제는
이 부적절한 선생, 곤도가 한 때 제자였던 녀석
들의 살인을 막을 차례이다.

Korean Premiere

120 CB7 7/17 20:00 | 705 CS10 7/23 17:00 GV

타투이스트

222 CB7 7/18 18:00 | 618 CB8 7/22 14:00 GV

International Premiere

터보 키드

The Tattoist

Turbo Kid
Korea | 2015 | 93min | Color | HD
이서 LEE Seo

New Zealand, Canada | 2015 | 95min | Color | D-Cinema
프랑소와 시마르, 아눅 휘셀, 요안-칼 휘셀
Francois SIMARD, Anouk WHISSELL, Yoann-Karl WHISSELL

타투이스트 수나는 남자들과 춤을 추고 그들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어느 날, 그녀에게 ‘꿰매기 문신’을 요구하는
손님 한지순이 나타난다. 그는 반복적으로 나타나
등에 메두사 문신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문신이
완성되던 날 밤, 수나는 한지순의 살해현장을 목격
하고, 그녀가 새긴 뱀의 수만큼 희생자가 있음을
직감한다.

107 CS10 7/17 17:00 GV | 348 CH 7/19 20:30 GV | 730 CH 7/23 14:00

World Premiere

1997년 종말이 닥친 후의 세계. 키드는 폐품을 물
과 교환하며 살아간다. 물 공급을 독점해 권력을
누리는 제우스에게 친구가 잡혀가고 키드는 만화
책 속 영웅들의 용기를 끌어모아 그를 응징한다.
<매드 맥스>의 포스트 아포칼립스적 배경과 80년
대 B급 SF영화, 고어물의 영향이 뒤섞인 장르의 종
합선물세트, <터보키드>는 보는 내내 재미와 감탄,
그리고 폭소를 연발케 할 에너지 넘치는 영화이다.
246 CH 7/18 15:30 GV | 623 LB1 7/22 20:00

Asian Premiere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35

부천 초이스 : 단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광고들이 기발하고 상상력 넘치는 아이디어를 자랑하듯, 단편의 매력은 역시 무엇보다도 주제를 명쾌하고 유쾌하게 전달하는
독특한 발상이 아닐까. 올해 선정된 부천 초이스: 단편의 작품들은 철저히 장르영화의 관습과 규칙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무게감 있는 주제를 재치
넘치는 아이디어로 전달해 극적인 재미와 감동을 준다. 특히 경쟁 부문에 선정된 한국 단편들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한국영화의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천 초이스 : 단편의 영화들은 영문제목 순서대로 나열되었으며 상영 순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영순서는 영화제 홈페이지(www.bifan.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천 초이스 : 단편 1

227 CB8 7/18 18:00 GV | 729 LB3 7/23 20:00 GV | 907 LB2 7/25 13:00

인턴십

안야는 저승사자

Internship

Reunion
Korea | 2015 | 10min | Color | HD

Finland | 2015 | 15min | Color | D-Cinema
이도 소스콜른, 얀 라이카이넨
Iddo SOSKOLNE, Janne REINIKAINEN

심현석 SHIM Hyeon Seok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 중인 인턴 재원은
갑자기 위층에서 울려 퍼지는 이상한 소리를 감
지한다. 하지만 재원과 같이 일하는 인턴 윤진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재원. 그러자 윤진은 재원에게
어젯밤에 있었던 기이한 일을 조심스럽게 말해
주기 시작한다.

어린 소녀 안야는 죽은 사람들을 저승으로 안내
하는 일을 한다. 안야는 죽음으로 인해 패닉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사랑스러운 미소와 그녀가 좋아
하는 음악으로 안심시킨다. 오빠가 심장마비로
사망할 때가 되자 안야는 30년 만의 재회를 기대
하며 그를 찾아간다.

World Premiere

생선 소스 향기

Asian Premiere

불한당들

The Scent of Fish Sauce

The Scoundrels
Vietnam, USA | 2014 | 25min | Color | D-Cinema
트링 밍 TRINH Minh

Korea | 2015 | 26min | Color | HD
안승혁 AHN Seung Hyuk

베트남 출신의 간호사 아이는 부상을 입고 거동
이 힘든 미국인 남자를 돌보게 된다. 그녀의 장기
인 베트남 요리를 해주며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
을 보내는 마이. 하지만 그의 부상이 회복할수록
그녀의 로맨틱한 상상은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리
는데... 그녀의 비법 생선 소스는 어떤 비밀이 있
을까? 아이가 선사하는 특제 생선 소스의 맛을
즐겨보자!

엄마와 단둘이 외딴 산골에서 살고 있는 연홍.
산골 생활이 지겨워 몰래 서울로 떠나기로 결심
그녀는 가출 당일 숲에서 불한당이 삼촌을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연홍은 가까스로 그곳에
서 도망치지만 불한당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집
으로 쫓아가는데... 연홍은 위협에 처할 엄마를
구하기 위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World Premiere

의문의 사립학교

사나이

The Substitute

This is the Real Man
UK, Icelnad, Canada | 2015 | 23min | Color | D-Cinema
네이선 휴즈-베리 Nathan HUGHES-BERRY

Korea | 2015 | 7min | Both | HD
이봉수 LEE Bong Soo

이상하리만큼 좋은 조건에 사립학교 임시교사로
채용된 여선생 버드. 들뜬 마음으로 시작한 첫 수
업은 믿기지 않는 권위적인 행동으로 교실을 장
악한 남학생들의 페이스대로 흘러가버린다. 순종
적인 여학생들은 그들을 거역하지 못하고, 버드는
교실에 여학생들의 공포의 근원이 있음을 알아차
리게 된다. 이 학교에 무슨 비밀이 있는걸까? 음울
함과 오싹함으로 가득찬 웰메이드 스릴러.

한 사나이가 연인과 헤어지게 된다. 그 사나이에겐
진정으로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평
소 사나이가 자신의 차를 애지중지 아끼던 사실
을 알고 있던 연인은 사나이에게 차인 후 복수심
에 차를 훔쳐 달아나 벼랑 끝에 던져버리려고 한
다. 그들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사나이는 벼
랑 끝에 매달려 추락할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Asian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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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remiere

시상내역
부천 초이스 : 단편 - 국제경쟁
단편 경쟁부문인 부천 초이스 : 단편 섹션에서는 4개 부문에 걸쳐 총 천삼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영화 및 문화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이 3개 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하며, 단편 관객상은 관객의 투표로 결정된다.
▶ 단편대상 (상금 500만원)

▶ 단편 심사위원상 (상금 300만원)

부천 초이스 : 단편 2

▶ 한국단편 특별상(상금 500만원)

▶ 단편 관객상

327 CB8 7/19 15:30 GV | 619 CB8 7/22 17:00 GV | 1005 LB2 7/26 11:00

아트 오브 제스처

당신의 뜻

The Art of Gesture

As You Wish
France | 2014 | 16min | Color | D-Cinema

Korea | 2015 | 26min | Color | D-Cinema
임경동 YIM Kyung Dong

라드카인 이반 Radkine IVAN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은 버려진 예배당. 수상
한 분위기로 가득 찬 예배당 안에서 한 남자가 지
독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 그는 왜 고문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대사 한 마디 없이 펼쳐지는 기발한
이야기!

어느 날,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던 한 여자에게
‘신’이 찾아온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환영과 환청,
주변 가족들에게 생기는 안 좋은 일에도 ‘신내림
굿’을 거부하며 꿋꿋이 살아가던 그녀. 하지만 운
명처럼 찾아온 ‘신’은 그녀를 쉽사리 놓아주질 않
는다.

Asian Premiere

피셔맨

World Premiere

러브 스토리

The Fisherman

A Love Story
Spain | 2015 | 20min | Color | D-Cinema
알레한드로 수아레즈 로자노 Alejandro SUAREZ LOZANO

New Zealand | 2014 | 15min | Color | D-Cinema
스티븐 베이커 Steven BAKER

생선을 잡아 생계를 꾸리는 어부 웡은 고기가 잘
잡히지 않자 인근을 벗어나 먼바다로 향한다. 그
곳에서 그물을 던진 그는 처음 보는 괴생명체를 낚
게 되는데… 웡은 과연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홍콩 앞바다를 배경으로 어부와 괴생명
체의 사투가 펼쳐지는 해상 액션 어드벤처.

좀비 떼의 습격 이후 희망을 잃어버린 땅 뉴질랜
드. 생존자 레베카는 좀비의 공격을 받아 변해버
린 남편을 쇠사슬로 묶어둔 채, 그에 곁에 머무르
기로 한다. 그렇게 하루 이틀 생활하던 어느 날,
쇠사슬을 끊어버린 남편이 레베카를 공격하기 시
작하는데… 대재앙이 몰고 온 참담한 상황 속에
서도 빛을 발하는 레베카의 러브 스토리.

International Premiere

더 스크립

World Premiere

고구마 가족

The Script

Sweet Family
Korea, USA | 2015 | 21min | Color | D-Cinema
박창현 PARK Chang Hyun

Korea | 2015 | 17min | Color | D-Cinema
박중하 PARK Joong Ha

대학을 갓 졸업한 신인 작가 윌리엄. 자신의 첫
시나리오가 잘 풀리지 않자 그를 가르쳤던 시나
리오 교수 레오를 만나 코멘트를 부탁한다. 레오의
조언으로 점점 실마리를 찾는 시나리오, 하지만
윌리엄은 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걸까?

아침부터 라디오를 들으며 고구마를 캐고 있는
젊은 부부와 몰래 숨어서 그들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괴한. 부부를 향해 총을 발사하려던 순간!
갑자기 등장한 아이 때문에 실패하고 괴한은 도
망간다. 그 아이는 부부의 딸 해온이다. 화가 난
해온의 아빠는 괴한을 쫓아 숲으로 향하고, 얼마
후 돌아오지 않는 아빠를 찾아서 해온과 엄마도
숲으로 향한다.

World Premiere

World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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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무엇이 우리를 판타지 세계로 이끄는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우주에 대한 동경은 SF 영화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은 호러 영화 상영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 꿈과 상상의 세계를 찾는 이들, 혹은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이들에게 한여름의
단비가 되어줄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섹션에서는 올해도 52편의 전세계 최신 장르 영화들을 선보인다. 지금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문을 여는
순간, 그 어떤 휴가보다 화려하고 스릴 넘치는 판타스틱 영화의 세상 속으로의 체크-인이 시작될 것이다.

ABC 오브 데쓰 2

아메리칸 버거

The ABC’s of Death 2

American Burger
USA, UK, Germany | 2014 | 122min | Both | D-Cinema
30인 공동 감독 30 Directors

Sweden | 2014 | 78min | Color | D-Cinema
보니타 드라케, 요한 블로만데르
Bonita DRAKE, Johan BROMANDER

2013년 부천영화제 관객에게 소개되며 큰 관
심을 불러일으켰던 <ABC 오브 데쓰>가 2년 만
에 속편으로 돌아왔다. 1탄이 ‘죽음’의 거칠고
어두운 면을 조명했다면 2탄은 오늘날 장르영
화계를 이끄는 감독들이 자신의 영화적 취향을
맘껏 반영하여 만든 개성 넘치는 결과물들. 26
개의 알파벳으로 표현된 ‘죽음’에 대한 각기다
른 에피소드.

Korean Premiere

254 CH 7/18 24:00 GV | 806 CS10 7/24 20:00

버스를 가득 채운 미국인 학생들이 유럽으로 수학
여행을 간다. 그들은 우연히 숲 속 깊은 곳에 있는
햄버거 공장을 발견하는데 이 공장은 100% 아메
리칸 버거를 판매하는 곳이었다. 햄버거 공장을
둘러보는 미국인 학생들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칸
버거’라고 부르는 것이 그들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끔찍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144 CH 7/17 24:00 | 406 CS10 7/20 20:00 GV | 708 CS11 7/23 17:00

Asian Premiere

102 CH 7/18 14:00 | 328 CS3 7/20 20:30 | 714 CB8 7/24 20:00

앤트보이: 레드 퓨리의 복수

암살교실

Antboy: Revenge of the Red Fury

Assassination Classroom

Denmark, Germany | 2014 | 90min | Color | D-Cinema
애스크 하셀바르크 Ask HASSELBALCH

Japan | 2015 | 110min | Color | HD
하스미 에이이치로 HASUMI Eiichiro

한 10대 소년이 자신을 괴롭히는 또래들을 피해
도망가다 개미에 물린다. 다음날 소년은 놀라보
게 힘이 세지고 설탕을 갈구하게 된다. 그는 친
구의 조언에 따라 코스튬을 갖추고 이렇게 앤
트보이가 탄생한다. 스파이더맨이 떠오른다고?
어쩌면 더 하찮아보일 수도 있는 이 수퍼히어로
는 당류를 먹어 힘을 비축하고, 산성 오줌을 싸
물건을 부식시키는 등 관객들의 덕심을 제대로
자극한다.

쿠누기가오카 중학교 최악의 반 3-E반에 정체
불명의 문어 모양의 괴물이 담임선생님이라며
나타났다. 정부는 3월에 세계를 파괴하겠다고
협박하는 일명 코로센세라는 괴물을 암살하라
는 비밀 지령을 E반 학생들에게 내린다. 성공하
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현상금은 놀랍게도 100
억엔! 학생들은 졸업 전에 그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코로센세의 진짜 목적은 무엇
일까?

330 LB1 7/19 10:30 | 533 KM 7/21 14:00 | 817 CB8 7/24 11:00

Korean Premiere

바들라푸르

블러드 문

Badlapur – Don’t Miss the Beginning

Blood Moon
India | 2015 | 128min | Color | D-Cinema
스리람 라가반 Sriram RAGHAVAN

UK | 2014 | 90min | Color | D-Cinema
제레미 우딩 Jeremy WOODING

미샤는 그의 아들 로빈과 함께 쇼핑을 갔다 은
행 강도인 리악과 할만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할만은 도망쳐 훔친 돈을 보호하고, 체포된 리
악은 동료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은 채 20년 형
을 선고 받는다. 아내와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라후는 분노에 차 복수의 화신이 되고, 남은 평
생을 범인의 정체를 밝혀 둘에 대한 피의 복수
를 하는 데 쏟는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늑대인간 설화를 배경으
로 한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웨스턴 크리처물.
1887년 콜로라도. 보름달의 붉은 빛이 황폐한
마을을 환하게 밝힌 밤. 사람들을 가득 채운 역
마차와 이를 이끄는 수수께끼 싸인 총잡이는 두
명의 무법자에게 습격을 받고 잡히게 된다. 하
지만 그들을 정말 위협하는 것은 무법자가 아
닌, 피처럼 붉은 보름달이 뜨는 날에만 나타나
는 전설 속의 생명체인데...

231 LB1 7/18 15:30 | 827 LB3 7/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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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KM 7/19 13: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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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emiere

315 CS11 7/19 20:30 | 604 CS10 7/22 14:00 | 802 CS2 7/24 17:00

Asian Premiere

시상내역
유럽판타스틱영화제연맹(EFFFF) 아시아 영화상
아시아 장르영화 발굴 및 장려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유럽판타스틱영화제연맹 아시아 영화상은 EFFFF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뽑은 부천영
화제 최고의 아시아 장르영화에 주어진다. 유럽판타스틱영화제연맹(European Fantastic Film Festivals Federation)은 판타스틱 영화의 전통이 깊은
유럽지역의 장르 영화제들을 주축으로 전 세계 판타스틱 영화의 장려와 산업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촉진하기 위해 1987년 창설되어, 현재는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 북미 지역을 포함하여 22개 판타스틱 영화제들이 연맹으로 성장했다.

봄베이 벨벳

앨리스: 원더랜드에서 온 소년

Bombay Velvet

127 LB1 7/17 20:00 | 526 LB2 7/21 20:00

Boy from Wonderland
India | 2015 | 148min | Color | D-Cinema
아누락 카시압 Anurag KASHYAP

Korea | 2015 | 115min | Color | D-Cinema
허은희 HUH Eun Hee

60년대의 봄베이, 거리의 파이터 발라즈는 재즈
싱어 로지를 보고 사랑에 빠지고, 그녀가 부자들
과 어울리는 모습에 부자가 되면 로지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는 거물 캄바타의 밑으
로 들어가 힘있는 사람들을 협박하며 봄베이 벨
벳이라는 클럽도 꾸리게 된다. 점점 입지를 넓혀
가는 발라즈, 다시 로지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
는 로지의 진정한 사랑을 얻어낼 수 있을까?

혜중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린다. 악몽이 현실로
돌아오는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고, 악몽의 원인
을 밝히기 위해 혜중은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
가 공존하는 공간, 원더랜드’로 가게 된다. 25년
전 별장이 있었던 자리에는 ‘원더랜드’라는 펜션
이 영업 중이고, 그곳에는 펜션을 지키는 신비로
운 남자 환이 기다리고 있다.

Asian Premiere

천공의 차스케

CUB

Chasuke’s Journey

326 CB8 7/19 13:00 | 514 CB7 7/21 14:00

CUB
Japan | 2015 | 106min | Color | D-Cinema
사부 SABU

Belgium | 2014 | 84min | Color | D-Cinema
요나스 고버츠 Jonas GOVAERTS

천상의 차 심부름꾼 차스케는 사후세계의 극작가
들이 인류의 인생을 쓰는 것을 우연히 엿듣다가
유리라는 여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
녀가 운명을 달리할 위기에 처하자 차스케는 현
실세계로 가서 그녀를 구하려 한다. 그러나 이곳
에서 생각 하지 못한 적들과 새로이 깨닫게 된 자
신의 모습에 혼란스러운데... 하지만 시간은 흐르
고 유리의 운명은 오직 그의 손에 있다.

상상력이 풍부한 열 두 살 소년 샘은 컵 스카우
트단원들과 함께 숲 속으로 캠핑을 떠난다. 그
는 숲 속에서 우연히 무서운 마스크를 쓴 소년
을 만나고 어른들에게 사실을 알리지만 그들은
샘을 무시하고, 다른 소년들로부터 점점 멀어져
홀로 고립된 샘은 끔찍한 운명을 감지한다. 숲
속의 킬러와 그의 조수인 마스크 쓴 소년은 스
카우트를 모두 살해할거라는 것을…

Korean Premiere

Asian Premiere

305 CS2 7/19 20:30 | 919 CH 7/25 20:30

위기의 여행

데드맨 인페르노

Death Trip

Deadman Inferno

Japan | 2015 | 108min | Color | HD
시나가와 히로시 SHINAGAWA Hiroshi

China | 2015 | 88min | Color | HD
빌리 탕 Billy TANG

보스 대신에 총알을 맞고 10년 형을 받은 무나가
타파의 부하 타케시가 출소하는 날, 그의 딸은 친
구와 제니섬에 놀러간다. 하지만 섬에는 곧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고, 갓 출소한 아버지는 딸을 구
해야 한다. 미이케 다카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
아이카와가 쇼가 주인공을 연기한다.

다웨이는 자신의 애인 샤오키와의 말레이시아
여행에서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여행길에서 미연이라는 한국인 여자 히치
하이커를 태우게 되면서 둘 사이는 묘하게 금이
가기 시작한다. 설상가상 그들이 가는 길마다
끔직한 살인이 벌어지고, 모든 혐의점은 미연을
향한다. 과연 이 커플은 사이코킬러 미연의 미
스터리한 과거를 밝혀내고 무사히 살아나갈 수
있을까?

(C)2015 Z Island Film Partners

238 LB2 7/18 20:30 | 624 LB2 7/22 14:00

World Premiere

248 CH 7/18 20:30 GV | 421 LB1 7/20 14:00 GV | 617 CB8 7/22 11:00

Korean Premiere

129 LB2 7/17 14:00 GV | 335 LB2 7/19 10:30 GV

International Premiere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39

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에멜리

배드민턴의 제왕

Emelie

Full Strike
USA | 2015 | 82min | Color | D-Cinema
마이클 탤린 Michael THELIN

Hong Kong | 2015 | 108min | Color | D-Cinema
곽자건 Derek KWOK

13번째 결혼기념일, 댄과 조이스는 세 아이를 유
모에게 맡기고 외출을 한다. 하지만 그들을 늘
봐주던 매기 대신에 안나라는 이름의 새 베이비
시터가 집에 오고,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한다. 안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삐뚤어진 베이비시터라는 익
숙한 소재로 예상치 못한 신선한 전개를 보여주
는 사이코 스릴러.

응 카우사우는 한때 배드민턴의 여왕이었지만
그곳에서 퇴출당한 후 모든 것을 포기한다. 어느
날 10년 전 악명 높은 강도였으나 퇴소 후 환골탈
태한 ‘라우 단 배드민턴 클럽’이라는 최악의 괴짜
들을 만나게 된 그녀, 그들과 함께 시합에 나가
기로 마음먹는다. 지금까지 영화에서 잘 다뤄지
지 않은 배드민턴을 다룬 액션 코미디!

318 CB3 7/19 18:00 | 622 LB1 7/22 17:00 | 801 CS2 7/24 14:00

International Premiere

구울

굿나잇 마미

Ghoul

Goodnight Mommy
Czech Republic, Ukraine | 2015 | 86min | Color | D-Cinema
페트르 자클 Petr JAKL

Austria | 2014 | 99min | Color | D-Cinema
스베린 피알라, 베로니카 프란츠
Severin FIALA, Veronika FRANZ

세 명의 미국인 촬영 크루는 1932년 우크라이나
를 휩쓸었던 카니발리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떠난다. 가장 실종자가 많았던 우크라이
나의 한 도시를 선택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실
수를 하게 된다. 50인 이상을 살해한 잔인한 연
쇄살인마이자 인육을 먹는 안드레이 치카틸로
의 악령을 깨운 것. 파운드 푸티지 형식으로 제
작되어 강도 높은 공포를 선사하는 작품.

304 CS2 7/19 18:00 | 510 CB3 7/21 14:00 | 834 KM 7/24 17:00

Asian Premiere

무림신공: 황금봉의 전사

오스트리아의 외딴 마을. 아홉 살짜리 쌍둥이 형
제는 외출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성형수술을
받은 엄마는 얼굴에 붕대를 감은 채 돌아오고,
아이들은 엄마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아이들, 그들은 엄마의 존
재를 눈치 챈 걸까? 음산한 기운과 숨죽이고 있
는 아이들의 공포가 관객을 끌고 들어간다.

334 LB1 7/19 20:30 | 512 CB3 7/21 20:00 | 804 CS10 7/24 14:00

Korean Premiere

하빈저 다운

Golden Cane Warrior

Harbinger Down
Indonesia | 2014 | 112min | Color | D-Cinema
이파 이스판시아 Ifa ISFANSYAH

USA | 2015 | 78min | Color | D-Cinema
알렉 길리스 Alec GILLIS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 황금봉의 주인 쩸파카는
그녀의 학생들 중 가장 뛰어난 한 명을 황금봉의
후계자로 지정해야 한다. 사람들에게 후계자를
발표하기도 전에 황금봉은 살인과 배신에 의해
악당의 손에 들어간다. 이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오래 전에 사라진 펜데카르 나가 푸티 뿐
이다.

범고래무리를 연구하기 위해 베링 해를 항해하
는 하빈저 연구팀. 배에 탄 사람들과 빙하 속에
서 미스테리한 우주선 잔해 조각들을 발견하고
그들은 치명적인 괴생물체들에게 노출된다. 생
명에 위협을 느낀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
의 사투를 벌이게 되고, 과연 하빈저 연구팀은
지옥의 배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Korean Premiere

339 LB2 7/19 20:30 | 910 LB2 7/25 20:30

헬리온스

228 CB8 7/18 20:30 | 410 CB3 7/20 14:00 | 716 CB7 7/23 20:00

International Premiere

할로우

Hellions

Hollow
Canada | 2015 | 82min | Color | D-Cinema
브루스 맥도날드 Bruce McDONALD

Vietnam | 2014 | 95min | Color | D-Cinema
트란 햄 TRAN Ham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을 요구하
는 할로윈 밤. 부모님이 외출한 후 집에 혼자 남
겨진 임신한 십대 소녀 도라는 섬뜩한 코스튬을
입고 집을 찾아온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준다.
하지만 계속해서 집을 되찾아오는 짓궂은 아이
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
은 그녀의 아이! 밀폐된 공간에서의 공포를 탁
월하게 표현하는 브루스 맥도날드 감독의 반가
운 신작.

6살짜리 소녀가 강에 빠져 익사한다. 1주일 후 경
찰인 소녀의 삼촌은 멀리 떨어진 마을에 그녀의
시체가 나타났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는데, 소녀
는 멀쩡히 살아있는 채 나타난다. 그는 소녀를 집
에 데려오지만 부모들에게 차마 딸이 시체로 발
견되었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못한다. 하지만 소
녀가 빙의되었다는 사실을 가족이 알게 되면서
이들에게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310 CS10 7/19 20:30 | 621 LB1 7/22 14:00 | 812 CB3 7/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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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emiere

207 CS10 7/18 13:00 | 906 LB2 7/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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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Premiere

111 CS11 7/17 17:00 GV | 509 CS11 7/21 20:00

Asian Premiere

환상동화

좀비 홀로코스트

Horsehead

I Survived a Zombie Holocaust
France | 2014 | 92min | Color | D-Cinema
로망 바셋 Romain BASSET

New Zealand | 2014 | 99min | Color | D-Cinema
가이 픽든 Guy PIGDEN

제시카는 할머니의 장례식을 위해 본가로 복귀
한다. 그 곳에서 그녀의 악몽이 나날이 더해가
자 제시카는 자신의 꿈이 가족의 비밀을 암시하
고 있음을 직감한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감추
는 듯한 어머니의 태도에 그녀는 자각몽을 꾸어
꿈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데.. 말의 머
리를 가진 인간을 피해 열쇠를 찾아 헤매는 그
녀의 꿈은 할머니를 미치게 한 원인을 찾는 단
서가 될까?

저예산 좀비영화인 ‘오늘밤 그들이 온다!’를 촬
영중인 뉴질랜드의 영화제작 현장. 분주한 촬영
준비 중 몇 명의 배우와 스탭이 이상한 병에 걸
려 좀비가 된다. 하지만 스탭들은 그들이 진짜
좀비임을 알아 채지 못하고, 스탭 한 명을 대체
하러 처음 현장에 온 웨슬리만이 그들이 진짜
좀비임을 눈치 챈다. 누가 실제 좀비이고 누가
좀비 분장을 한 엑스트라일까?

Asian Premiere

218 CB3 7/18 18:00 GV | 411 CB3 7/20 17:00

살인 퍼즐

108 CS10 7/17 20:00 | 434 KM 7/20 17:00 | 832 CH 7/24 20:00

Asian Premiere

예루살렘: 심판의 날

The Ignorance of Blood

JeruZalem
Spain | 2014 | 109min | Color | D-Cinema
마뉴엘 고메즈 페레이라 Manuel GOMEZ PEREIRA

Israel | 2015 | 87min | Color | D-Cinema
도론 파즈, 요아브 파즈 Doron PAZ, Yoav PAZ

한 러시아 마피아가 차 사고로 사망한다. 그의
차 안에서 8백만 유로와 조직에 관한 비밀이 담
긴 하드 디스크가 발견되고, 사망한 마피아는 그
의 조직을 배신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인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형사 팔콘이 투입되지만
유일한 목격자가 러시아인들에 의해 살해당하
고, 첩보활동에 들어간 팔콘의 동료는 변절한 것
처럼 보인다.

두 명의 미국 소녀가 인류학을 공부하는 잘생
긴 남학생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즐거움도
잠시, 셋은 성경에 등장하는 세상의 종말 한 가
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지옥의 문이 다가
오기 전에 고대의 벽으로 둘러싸인 이 성스러운
도시를 탈출해야 한다. <예루살렘: 심판의 날>은
최근 수준 높은 장르영화를 배출하며 주목을
받은 이스라엘에서 온 호러이다.

Asian Premiere

212 CS11 7/18 15:30 | 819 CB8 7/24 17:00

호르헤&알베르토 악령퇴치단

Asian Premiere

712 CB3 7/23 20:00 | 1004 LB1 7/26 20:00

악령의 동굴

Jorge & Alberto vs the Neoliberal Demons

Local God

Argentina, Brazil | 2014 | 86min | Color | D-Cinema
에르난 킨타나, 곤잘로 킨타나
Hernan QUINTANA, Gonzalo QUINTANA

Uruguay | 2014 | 88min | Color | D-Cinema
구스타보 에르난데즈 Gustavo HERNANDEZ
최근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록밴드 뮤지션 다이
애나와 두 명의 멤버는 새 앨범 작업을 위해 외
딴 동굴로 향한다. 왠지 음산해 보이는 동굴에
서 셋은 첫 날부터 이상한 환영에 시달리고, 그
들은 버려진 금광 안에 묻혀있던 고대의 영혼을
불러내게 된다. 끔찍한 기억과 트라우마가 되살
아나 자신들을 다시 공격하는 이 곳을 그들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악령 퇴치를 부업으로 하는 마법사 호르헤와 알
베르토. 토성이 해를 가리고 불길한 기운에 국민
들이 동요하는 와중 대통령이 그들을 찾아온다.
그는 판사 파요로부터 자신의 딸을 구출하고, 신
자유주의의 지배를 기원하는 판요의 의식을 막
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악령이 있는 곳이면 어
디든지 달려갑니다. 악령퇴치라는 소재를 유머
스럽게 풀어난 판타지 스릴러.
237 LB2 7/18 18:00 GV | 403 CS2 7/20 20:00 GV | 1009 LB3 7/26 11:00

Asian Premiere

멜리스

Asian Premiere

213 CS11 7/18 18:00 GV | 416 CB7 7/20 20:00

테이큰 비긴즈

Malice

Never Let Go
Korea | 2015 | 98min | Color | D-Cinema
김용운 KIM Yong Woon

UK, Morocco, Spain | 2015 | 93min | Color | D-Cinema
하워드 J. 포드 Howard J. FORD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가인은 여고동창 친구인
은정을 7년 만에 만난다.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
는 자신과 달리 집과 남편과 아이, 그리고 직장,
이 모든 것을 가진 은정을 보며 부러워하던 가인.
서서히 자신을 은정으로 착각하며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뺏으려 하기 시작한다.

어린 딸과 외국에 휴가를 즐기러 온 싱글맘
리사. 그러나 휴가 중 딸을 납치당하고, 그녀는
당황할 겨를도 없이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경찰에게 쫓기게 된다. 필사적으로 딸을 찾아
헤매는 그녀는 정치가인 아이의 아버지에게 딸
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지만 무참히 외면당하고,
그녀가 도움을 청했던 고국의 지인들은 무언가
숨기고 있다.

201 CS2 7/18 10:30 GV | 432 CH 7/20 20:00 GV | 805 CS10 7/24 17:00 GV

World Premiere

243 LB3 7/18 20:30 | 433 KM 7/20 14:00 | 711 CB3 7/23 17:00

World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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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택시: 나이트페어

닌자 헌터

Night Fare

Ninja Hunter
France | 2014 | 80min | Color | D-Cinema
줄리앙 세리 Julien SERI

Japan | 2015 | 101min | Color | HD
치바 세이지 CHIBA Seiji

늦은 밤 파리, 신나는 파티가 끝나고 세 명의 친
구들이 택시를 잡는다.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착한 그들은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
친다. 그들의 장난에 분노에 휩싸인 택시 기사
는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하고, 공포의 택시 기
사는 요금을 받기 위해서 지옥까지 따라갈 태세
인데...! 세상에 공짜 택시는 없다는 뼈저린 교훈
을 주는 영화.

이가 닌자 타오는 소리를 지르며 무의식 속에
깨어난다. 이 곳이 어두운 동굴이라는 걸 깨닫는
찰나, 하급 닌자 자키가 느닷없이 그를 공격해 온다.
타오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는 자키가
타오가 죽인 동굴 속의 닌자 시신들을 가리키자
타오는 깜짝 놀랄 수 밖에 없다. 타오는 그들을
죽인 일도, 심지어 자신의 이름도 기억에 없기 때문
이다.

124 LB1 7/17 11:00 | 331 LB1 7/19 13:00 | 733 KM 7/23 14:00

Asian Premiere

토라카게 대혈전

뇌내 포이즌베리

The Ninja War of Torakage

Poison Berry in my Brain
Japan | 2014 | 94min | Color | D-Cinema
니시무라 요시히로 NISHIMURA Yoshihiro

Japan | 2015 | 121min | Color | HD
사토 유이치 SATO Yuichi

닌자 은퇴 후 아내와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던 토라카게. 어느 날 그의 전 군주는 그
의 아들을 납치하고는 이웃의 성에서 금 지도를
훔쳐오게 한다. 이 금 지도를 그녀가 가지고 있
는 은 지도와 붙이면 어마어마한 보물이 있는 곳
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수 없이 토라카게
와 아내는 성으로 잠입하지만 계획은 꼬이고, 그
는 다시 자신의 전 군주에게서 은 지도를 훔쳐와
야 할 처지가 되는데…

퇴사 후 모바일 소설을 쓰는 서른 살의 이치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사오토메를 만나 첫눈에 반
한다. 그녀가 그와의 ‘운명적인 재회’에 흥분해 있
을 때, 그녀의 뇌 속의 이성, 긍정, 부정, 기억, 충
동이 모여 난리법석 회의를 연다. 두 사람이 같이
저녁을 먹기로 하자,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
로 흐른다. 과연 이치코는 상처받지 않고 사랑에
성공할 수 있을까?

Korean Premiere

342 LB3 7/19 15:30 GV | 532 CH 7/21 20:00 GV

예고범

Korean Premiere

332 LB1 7/19 15:30 | 725 LB2 7/23 17:00

리디머

Prophecy

Redeemer
Japan | 2015 | 119min | Color | D-Cinema
나카무라 요시히로 NAKAMURA Yoshihiro

Chile, USA | 2014 | 88min | Color | HD
에르네스토 디아즈 에스피노자
Ernesto Diaz ESPINOZA

신문지로 얼굴을 가린 채 범행을 예고하는 일명
‘신문지’라고 불리는 단체는 법의 심판을 빠져나
간 범죄자를 처벌하고 이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
한다. 이들의 범행을 막기 위해 도쿄경시청 사
이버수사대의 에리카가 수사에 뛰어들지만, 이
미 대중들에게 정의의 사도로 추앙받는 이들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인데... 이쿠타 토마와 토다
에리카의 명연기가 손에 땀을 쥐게 한다.

Korean Premiere

308 CS10 7/19 15:30 | 1016 CH 7/26 17:00

산티소 파일

닉 파르도는 과거 암살자로 이름을 날렸지만 현재
는 나쁜 자들에게 고통 받는 무고한 사람들을 구
해주며 자신의 죄를 속죄힌다. 어느 날 미국에서
온 마약상 패거리들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그는 곧
바로 응징에 나선다. 숨 돌릴 틈 없이 전개되는 파
이트 씬과 화려한 격투 기술들은 칠레의 액션 스
타 마르코 자로와 칠레의 인기 감독 에르네스토
디아즈 에스피노자 콤비가 다시 뭉친 결과물.
236 LB2 7/18 15:30 | 417 CB8 7/20 11:00 | 728 LB3 7/23 17:00

Korean Premiere

욕망의 둥지

The Santiso File

Shrew's Nest
Argentina | 2015 | 84min | Color | D-Cinema
브라이언 마야 Brian MAYA

Spain | 2014 | 91min | Color | D-Cinema
후안페르 안드레스, 에스테반 로엘
Juanfer ANDRES, Esteban ROEL

유명 리포터가 해외 출장을 갔다가 딸을 잃어버
린다. 리포터는 딸을 잃어버린 죄책감에 미쳐버
리고 그의 삶도 송두리째 바뀐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정신병원에서 풀려난 그는 자신의 인생
을 되찾고자 한다. 하지만 딸의 실종을 조사하
던 중 놀랄만한 진실이 밝혀지고, 이는 그를 다
시 또 미치게 만든다.

203 CS2 7/18 15:30 | 502 CS2 7/21 17:00 | 704 CS10 7/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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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remiere

130 LB2 7/17 17:00 | 425 LB2 7/20 17:00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World Premiere

동생을 낳던 중 숨을 거둔 엄마, 가출한 아빠.
어린 동생을 부모처럼 보살피며 성장한 몬세는
심한 광장공포증을 앓고 있어 아파트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어느 날, 젊은 이웃남
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그녀의 집 문 앞에 쓰러
지고 몬세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는데... 그녀의
‘악마의 둥지’에 한번 발을 들인 자 누구도 빠져
나갈 수 없다!
309 CS10 7/19 18:00 | 822 LB1 7/24 17:00

Korean Premiere

슬로우 웨스트

솔로몬의 위증 전편: 사건

Slow West

Solomon's Perjury
UK, New Zealand | 2015 | 84min | Color | D-Cinema
존 맥클린 John MACLEAN

Japan | 2015 | 121min | Color | D-Cinema
나루이마 이즈루 NARUSHIMA Izuru

빽빽하고 음산한 미국의 숲에서 낯선 자들의 만
남은 보통은 총 결투로 한쪽이 사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일러스는 정직한 소년 제이
를 죽이는 대신, 돈을 주면 그를 보호해 주겠다
고 제안한다. 제이는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도망친 그의 연인 로즈를 찾으러 미국에 왔다.
그런 그를 보호하려는 사일러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마이클 파스빈더가 수수께끼 사나이
사일러스를 연기한다.

크리스마스 아침, 14살 된 소년이 학교 옥상에서
추락사한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소년의
투신을 자살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한다. 그러
나 소년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는 투서가 경찰
에 전해지고 투서에는 소년이 문제 학생들에게
살해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이
투서가 기자의 손에 들어가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간다.

Korean Premiere

244 CH 7/18 10:30 | 520 CB8 7/21 20:00

솔로몬의 위증 후편: 재판

Korean Premiere

252 KM 7/18 18:00 | 615 CB7 7/22 17:00

스프링

Solomon's Perjury 2

Spring
Japan | 2015 | 149min | Color | D-Cinema
나루이마 이즈루 NARUSHIMA Izuru

USA | 2014 | 109min | Color | D-Cinema
저스틴 벤슨, 아론 무어헤드
Justin BENSON, Aaron MOORHEAD

어른들에 의해 커지게 된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
록 상황은 심각해진다. 이 와중에 사건의 진실
보다는 본인만을 생각하는 어른들의 모습에 실
망한 여학생 료코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학교
내에서 재판을 개정한다. 일본 미스터리의 여왕,
미야베 미유키 원작의 미스테리 스릴러를 영상
화한 걸작!

Korean Premiere

253 KM 7/18 20:30 | 616 CB7 7/22 20:00

스트레인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잊기 위해 에반
은 즉흥적으로 이탈리아로 떠난다. 그곳에서 그
는 아름다운 루이즈와 한적하고 아름다운 지중
해의 자연을 만끽하며 슬픔을 잊는다. 하지만 이
젊은 연인에게 극복해야 할 비밀이 있는데... 유
머와 스릴을 능숙하게 버무린 이 영화는 H.P. 러
브크래프트의 영향 아래 있는 <비포 선라이즈>
같은 영화이다.
242 LB3 7/18 18:00 GV | 412 CB3 7/20 20:00 GV | 903 LB1 7/25 15:30

Asian Premiere

거대말벌의 습격

The Stranger

Stung
Chile | 2014 | 93min | Color | D-Cinema
기예르모 아모에도 슐츠
Guillermo AMOEDO SCHULTZE

Germany, USA | 2015 | 90min | Color | D-Cinema
베니 디에즈 Benni DIEZ
부유한 펄쉬 부인은 한적한 교외의 빌라에서 가
든 파티를 연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파티이지
만 단 하나 다른 점은 그녀가 불법으로 수입한
비료를 정원에 사용했다는 것. 정원으로 날아온
살인 말벌이 하나 둘 씩 알을 낳고, 이것은 순식
간에 거대한 괴물로 자라난다. 생지옥으로 변한
가든 파티, 참가자들은 킬러 말벌들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마틴은 조용한 작은 마을에 아내 안나를 데려온
다. 그는 자신처럼 인간의 피에 중독되는 병에
걸린 안나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안나
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상태. 마틴은 마지막 환
자인 본인의 자살을 결심하지만 동네 불량배의
공격으로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조용하게 지나
갈 수 있었던 낯선 자의 방문으로 작은 마을은
피로 물든다.
205 CS2 7/18 20:30 | 405 CS10 7/20 1700 | 629 LB3 7/22 20:00

Asian Premiere

시발, 놈: 인류의 시작

Asian Premiere

144 CH 7/17 24:00 | 506 CS10 7/21 20:00

스위트 홈

Super Origin

Sweet Home
Korea | 2015 | 75min | Color | D-Cinema
백승기 BACK Seung Kee

Spain, Poland | 2015 | 80min | Color | D-Cinema
라파엘 마르티네즈 Rafael MARTINEZ

4만년 전 지구, 동쪽 하늘에서 정체불명의 거대
한 신비로운 불빛이 땅으로 떨어지고 굉장한 폭
발과 함께 대지가 크게 흔들린다. 그날 이후 평야
를 뛰어다니는 한 무리의 유인원들 사이로 유달
리 털이 없고 다르게 생긴 한 동물이 보이기 시
작한다. 어느 날 무리에서 이탈해 혼자 있던 그는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에 머리를 맞고 뇌에 큰 충
격을 받아 갑작스럽게 인지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인류는 거대한 잠에서 깨어난다.

부동산 중개업자 알리시아는 그녀의 남자친구
사이먼의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위해 인적이
드문 빌딩을 찾아낸다. 설레는 마음으로 커플이
건물에 들어서자 갑자기 전등이 나가고, 어둠 속
에서 후드를 쓴 두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데... 밀폐된 공간에서 겪는 테러를 생생하게 그
려내는 스페인 호러의 강점을 이어받은 <스위트
홈>은 숨 가쁘게 쫓아가는 화면과 생생한 사운드
로 관객의 공포를 극대화시킨다.

301 CS2 7/19 10:30 GV | 611 CB3 7/22 17:00 GV | 807 CS11 7/24 14:00 GV

World Premiere

113 CB3 7/17 11:00 | 523 LB1 7/21 20:00 | 904 LB1 7/25 18:00

Asian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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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판타스틱 시네마
팀

신체 강탈자들의 도시

T.I.M. - The Incredible Machine

There are Monsters
Netherlands | 2014 | 82min | Color | D-Cinema
롤프 반 에이크 Rolf VAN EIJK

Canada | 2014 | 95min | Color | D-Cinema
제이 달 Jay DAHL

11살 소년 티보르의 유일한 친구는 오래된 구식
로봇 팀. 어린 시절부터 추억을 공유해온 팀이
고장나자 티보르는 그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인
물인 헥터를 찾아 길을 나선다. 여정이 계속될수
록 팀의 고장이 잦아지고 티보르는 그와 헤어질
까봐 가슴이 쓰라려오는데... SF 장르로 분류되
지만 사실 우정을 그린 버디 로드무비에 더 가까
운 <팀>은 순수한 두 친구의 마음이 어른들도 미
소 짓게 만드는 보석 같은 영화다.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영화 촬영팀이 연구 리서
치를 위해 로드 트립을 떠난다. 그들은 여정 도
중 잇따라 도플갱어 현상을 겪게 되고, 무엇인가
잘 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다. 이윽고
그들은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 강탈당했으며, 조
용하고 천천히, 그렇지만 아주 치밀한 방식에 의
해 전복되려 함을 깨닫는다. 바로 우리와 똑같이
생긴 존재들에 의해서...

302 CS2 7/19 13:00 | 634 KM 7/22 20:00 | 917 CH 7/25 15:30

Asian Premiere

쌍생령

Asian Premiere

와르다

Twin Spirit

Warda
China| 2015 | 93min | Color | HD
젠 친 ZHEN Qin

Egypt | 2015 | 75min | Color | D-Cinema
하디 알 바고우리 Hady AL BAGOURY

사회에서 가족은 가장 개인적이고 작은 구성요소
다. 가장 가까운 그 피로 맺어진 인간관계 속에도
의심과 질투, 그리고 인간성을 비웃는 내적 욕망
들이 자리하고 있다. 과외선생, 자매, 아버지, 그
리고 의붓어머니. 화목한 듯 꾸며대고 있는 이 가
족들의 얼굴 뒤편에는 인간 본성의 추악한 욕망
들이 득실거린다. 한 번 욕망의 불꽃이 피워진 이
들의 운명은 이제 산산조각으로 부서진다.

도시에서 비디오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는 왈리
드는 시골의 고향집으로 내려온다. 아버지의 죽
음 이후 왈리드의 가족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끊
이지 않자 그는 직접 사건을 조사하고 비디오로
기록하려고 한다. 와르다는 그의 어린 여동생으
로 왈리는 그녀가 귀신에 빙의되었다는 것을 깨
닫게 된다. 엑소시즘에 바탕을 둔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 이집트 호러.

World Premiere

239 LB3 7/18 10:30 GV | 529 LB3 7/21 20:00

나를 찾아봐

303 CS2 7/19 15:30 | 717 CB8 7/23 11:00 | 1001 LB1 7/26 11:00

World Premiere

VHS 3

We Are Still Here

V/H/S: Viral
USA | 2015 | 84min | Color | D-Cinema
테드 게오게건 Ted GEOGHEGAN

USA | 2014 | 81min | Color | D-Cinema
6인 공동 감독 6 Directors

아들의 죽음 후 앤과 폴은 눈 덮인 뉴잉글랜드의
아일즈베리로 이사를 간다. 조용한 마을, 앤은 집
에서 이상한 소리와 으스스한 느낌을 받고 아들
의 영혼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라 확신한다. 부부
는 영적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한 커플을 불러
이 현상의 원인을 알아내고자 하는데, 그들이 집
에서 찾은 건 이곳에 살았던 첫 번째 집 주민 뿐
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대에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존재까지도 발견하는데...

유명세에 집착하는 십대들이 인터넷 스타가 되
기 위해 영상을 찍고 이것이 인터넷을 통해 전
파된다. 어느 덧 세 번째를 맞는 푸티지 호러 프
랜차이즈 <VHS 3>는 악령에 씌인 비디오 테입
에서 언제든 볼 수 있는 동영상으로 진화하였
다. 장르 영화 씬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6인의 감
독이 참여하여 한층 치밀해진 스토리를 선보이
는 <VHS 3>는 전작들이 보여줬던 최고 수준의
공포를 또 어떻게 재현해낼지 궁금하게 만든다.

Korean Premiere

254 CH 7/18 24:00 GV | 823 LB1 7/24 20:00

침입자

Korean Premiere

329 CB8 7/19 20:30 GV | 924 CH 7/25 24:00

좀비버

Violator

Zombeavers
Philippines | 2014 | 101min | Color | D-Cinema
도도 다야오 Dodo DAYAO

USA | 2014 | 85min | Color | HD
조단 루빈 Jordan RUBIN

마닐라는 온 나라를 휩쓴 최악의 태풍에 포위되
어 있다. 영화는 종말의 기운이 감도는 세상을 이
야기 하고 있다. 다섯 명의 남자들은 악마와도 같
은 수감자들과 함께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아마도 오늘 밤은 길 것 같다.

어느 주말, 여대생 메리와 조, 젠은 남자친구들
을 데리고 호수 별장으로 놀러온다. 술 게임, 선
탠, 야한 농담 등 부모님이 없는 곳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즐기던 그들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젠이 샤워 도중 비버의 공격을 받고
그녀의 남자친구가 비버를 죽이자 다음날 좀비
비버들이 떼로 몰려와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귀여운 줄만 알았던 비버, 너무 무서워!

102 CS2 7/17 14:00 GV | 401 CS2 7/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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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LB3 7/19 20:30 | 530 CH 7/21 14:00 | 726 LB2 7/23 20:00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Korean Premiere

114 CB3 7/17 14:00 | 829 LB3 7/24 20:00 | 1008 LB2 7/26 20:00

Asian Premiere

BiFan 디스커버리즈
BiFan 디스커버리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인더스트리 프로그램인 아시아 판타스틱 영화 제작네트워크(NAFF, 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가 제작 지원한 작품을 소개하고자 신설한 섹션이다. 독창적이고 상상력 넘치는 장르영화 프로젝트를 발굴해 현재까지 35편의
영화를 제작 지원한 NAFF의 소중한 성과물을 선보일 BiFan 디스커버리즈의 첫 장을 장식할 작품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완성된 4편의 아
시아 영화. 각기 다른 장르와 개성을 가진 4편의 결과물을 부천 관객들에게 처음 소개하며 평가받고자 한다.

애프터 이미지

하루코의 파라노말 액티비티

Afterimages

311 CS11 7/19 10:30 | 507 CS11 7/21 14:00

Haruko’s Paranormal Laboratory
Singapore | 2014 | 92min | Color | D-Cinema
토니 컨 Tony KERN

Japan | 2015 | 74min | Color | D-Cinema
타케바 리사 TAKEBA Lisa

이 영화는 죽은 자들의 공물인 모형 카메라를 태
운 재 속에 나타나는 공포영화로 이루어진 옴니
버스 영화이다. 중국의 물귀신 이야기인 ‘Ghost
Pool Leg’, 자살한 여인의 사진에 얽힌 ‘Xiao
Baobao’, 한 쇼핑몰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람
들의 이야기인 ‘Skin Deep’, 실연한 남자에 관한
‘Rekindling, 그리고 카메라를 태운 이들 자신의
이야기인 ‘Burnt Offerings’로 구성되어 있다.

젊은 여자 하루코는 온종일 TV와 이야기하는 히
키코모리이다. 어느 날 그녀의 TV가 젊은 남자로
변하게 되고, 처음에 놀랐던 하루코도 차츰 그와
지내는 게 행복해진다. 어느 날부터 TV맨은 일자
리를 찾지만 외모 때문에 자꾸 실패한다. 한 PD
가 12개 언어를 구사하는 그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를 TV 스타로 만드는데, TV맨은 그들이 생각했
던 것보다 너무 빨리, 많이 인기를 얻는다.

Korean Premiere

세탁소 기담

루인드 하트: 킬러와 창녀의 러브스토리

The Laundryman

324 CB7 7/19 20:30 | 718 CB8 7/23 14:00 GV

Korean Premiere

322 CB7 7/19 15:30 GV | 814 CB7 7/24 14:00

Ruined Heart: Another Love Story Between a Criminal and a Whore
Taiwan | 2015 | 110min | Color | D-Cinema
리 청 LEE Chung

Philippines, Germany | 2014 | 73min | Color | D-Cinema
카븐 드 라 크루즈 Khavn DE LA CRUZ

세탁 말고도 또 다른 일을 하는 세탁소가 있다.
미모의 세탁소 주인 아구는 한 청부살인업체와 계
약을 맺는데, 이 중 한 킬러는 그가 죽인 사람들
의 환영에 시달리고 있다. 아구는 귀신을 볼 수
있는 린 시앙을 소개한다. 킬러를 돕게된 린 시
앙은 그가 시달리는 혼령의 정체와 함께 세탁소가
애초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
다는 사실을 알게된다.

마닐라의 어느 골목, 쇠주먹으로 구역을 평정한
이가 있다. 미신과 협박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
는 그는, 이것이 먹히지 않는 곳에 부하들을 이용
한다. 가장 충실한 심복에게 그는 자신의 여자를
돌보게 한다. 오래지 않아 여자는 그 심복과 사랑
에 빠지고, 이 불운한 커플은 이곳을 떠나기로 결
심한다. 필연적으로 싸움이 뒤따르지만, 남녀는
오히려 이 순간 서로에 대해 알게 된다.

International Premiere

202 CS2 7/18 13:00 | 601 CS2 7/22 14:00

Korean Premiere

잇 프로젝트 (It Project)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인더스트리 프로그램인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NAFF)’에서 2008년 출범한 세계 최초의 장르영화 프로젝트 마켓인 잇 프로젝트는
독특한 장르영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제작과 투자의 기회를 제공해 역동적이며 영향력 있는 프로젝트 마켓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역대 잇 프로젝트 공식 선정작
들은 과감한 해석과 독창적인 소재로 호러와 스릴러, 판타지, 액션, 블랙 코미디, SF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아시아를 넘어 세계 장르영화의 미래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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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익스프레스
세계 장르영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 익스프레스 섹션. 코미디, 로맨스, 뮤지컬 등 웃음과 감동 그리고 흥겨움을 선사하는 작품들을 선
보인다. 언제나 꿈과 사랑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안내한다. 서로 다른 색의 사랑이야기들과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을 비롯해 새로운
만남과 기다려왔던 재회로 우리를 설레게 하는 요시다 다이하치 감독과 미야자와 리에의 <종이달>, 상남자 키타무라 카즈키와 고양이와의 동거 <고양이 사무라이 2>, 그리고 유럽에서 온 <아이히만 쇼>, <설원의 누와르>, <폴링>까지. 비전 익스프레스 섹션에서 초청한 28편의 작품으로 마음
은 뜨겁게, 눈은 새롭게! 그리하여 우리는 아주 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백엔러브

그리울 련

100 Yen Love

Amor
Japan | 2014 | 113min | Color | D-Cinema
타케 마사하루 TAKE Masaharu

Korea | 2015 | 84min | Color | D-Cinema
한철수 HAN Cheol Soo

제멋대로인 성격의 32살 이치코는 혼자 살기로
결심하고, 100엔샵에서 일을 시작한다. 어느 날
집에 가던 길에 그녀는 중년의 권투선수 유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사랑은 그녀의 삶
에 활력이 될 뿐 아니라 그녀를 프로 권투선수에
도전하게 만든다.

동물사육사로 일하는 태우의 곁에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연인 희연이 있다. 세상과 이별을
준비하면서 자꾸만 태우에게서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는 희연. 언젠가부터 태우의 앞에 묘령의
여자가 홀연히 나타났다가 흔적없이 사라지곤
한다. 그녀와의 소통하려 해도 실패하던 태우는,
문득 이제 정말 마지막을 준비해야 하는 희연의
과거와 그 여자가 겹쳐지는 것을 느낀다.

Korean Premiere

328 CB8 7/19 18:00 | 602 CS2 7/22 17:00

안티고네

110 CS11 7/17 14:00 GV | 314 CS11 7/19 18:00 GV | 631 CH 7/22 20:00 GV

폭력교실

Antigone

Dangerous Boys
Korea | 2015 | 95min | Color | HD
강억석, 김성범, 박서연
KANG Eok Seok, KIM Sung Pum, PARK Seo Yeon

Thailand | 2014 | 115min | Color | D-Cinema
아논 밍콴타 Arnon MINGKWANTA
각각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펭과 팅은 만날 때
마다 싸우는 패거리의 두목들이다. 가수의 꿈을
꾸고 있는 펭의 동생, 팡은 어느 날 유투브로
스타가 된다. 이를 계기로 팡이 유명 가수의 공연
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알게 된 팅이 그
공연을 망칠 계획을 세우고 펭도 그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유명한 소포클레스의 동명의 비극을 원작으로
한국식으로 표현한 이야기이다. 부여용은 왜국
에서 구원병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했으나 부여
풍이 사망하자 왜국으로 망명한다. 자신의 아들
과 부여풍의 두 공주와 함께 망명하는 배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 영화는 권력에 대항하며
욕망에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주체에 대해 이야
기한다.
337 LB2 7/19 15:30 GV | 515 CB7 7/21 17:00 GV | 715 CB7 7/23 17:00 GV

World Premiere

데지레를 찾아서

Korean Premiere

109 CS11 7/17 11:00 | 809 CS11 7/24 20:00

아이히만 쇼

Desiree

The Eichmann Show
UK, USA | 2014 | 93min | Color | HD
로스 클라크 Ross CLARKE

UK | 2015 | 90min | Color | D-Cinema
폴 앤드류 윌리엄스 Paul Andrew WILLIAMS

한 화학자가 뉴올리언즈의 감옥에서 깨어난다.
그는 불법 마약제조와 관련되어 혐의를 받고 있
는데, 본인은 정작 기억 상실로 아무것도 떠올리
지 못한다. 뜻하지 않은 보석금으로 감옥에서 출
소하게 된 그는 유일하게 이름을 기억하는 여자
친구 ‘데지레’를 찾기로 결심한다. 미스터리하고
몽환적인 분위기의 <데지레를 찾아서>는 환각을
겪으며 조금씩 기억을 되찾는 남자와 그가 느끼
는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다.

1961년, 6백만 명의 유대인 학살을 주도한 나치전
범 아돌프 아이히만이 예루살렘의 법정에 섰다.
제작자 프루트만과 감독 허위츠는 홀로코스트의
악마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재판 생중계를 위
한 허가를 어렵게 받아내고, 마침내 37개국으로
세계 최초 TV 생중계된다. 과연 아이히만은 나치
의 만행에 대한 진실을 드러낼 것인가?

241 LB3 7/18 15:30 GV | 429 LB3 7/20 20:00 GV | 1006 LB2 7/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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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Premiere

217 CB3 7/18 15:30 | 404 CS10 7/20 14:00 | 1014 CH 7/26 14:00

International Premiere

시상내역
넷팩상
장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비전 익스프레스 섹션에서 넷팩 멤버 및 문화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최고 아시아 작품을 선정
한다. 넷팩은 아시아의 영화와 문화 단체, 평론가, 영화제, 제작자 등으로 구성되어 아시아 영화 프로그래밍, 넷팩상 수여, 출판, 세미나, 회의 개최
등 아시아 영화를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이다.

폴링

커피의 맛

The Falling

Filosofi Kopi
UK | 2014 | 102min | Color | D-Cinema
캐롤 몰리 Carol MORLEY

Indonesia | 2015 | 117min | Color | D-Cinema
앙가 드위마스 사송코 Angga Dwimas SASONGKO

카리스마 넘치는 여고생 애비와 문제 학생 리
디아는 가장 친한 친구사이이다. 어느 날 학교
에 집단 기절현상이 일어나고, 평온하던 학교는
술렁이기 시작한다. 학교 책임자들은 심각한 문
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믿지 않는 못
말리는 리디아는 진실을 알아내려고 한다. 1969
년 영국의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의문의 집단
히스테리를 소재로 한 매력적인 드라마.

벤과 조디는 친구이자 국내 최고의 커피로 유명
한 한 세련된 커피숍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 한
사업가가 ‘완벽한 한 잔’ 만들기에 도전장을 내밀
었을 때, 벤과 조디는 소홀했던 부모님과의 관계
를 재시험하고 그들의 고군분투했던 과거를 다시
만나는 모험을 시작한다. 매력적인 스토리뿐 아
니라 커피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
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영화이다.

204 CS2 7/18 18:00 | 516 CB7 7/21 20:00 | 831 CH 7/24 17:00

Korean Premiere

히비 락

이니시에이션 러브

Hibi Rock

119 CB7 7/17 17:00 | 426 LB2 7/20 20:00

Initiation Love
Japan | 2014 | 110min | Color | D-Cinema
이리에 유 IRIE Yu

Japan | 2015 | 110min | Color | D-Cinema
츠츠미 유키히코 TSUTSUMI Yukihiko

타쿠로는 고등학교 내내 공부건 스포츠건 재능도
적성도 없는 모태솔로다. 오로지 락 음악을 할 때
만 내면의 울림을 느끼는 타쿠로는 친구들과 락
큰롤 브라더스라는 밴드를 만든다. 졸업 후 그들은
도쿄로 옮겨와 공연하는데, 월드스타 사키에게
노래를 의뢰받은 후, 타쿠로의 삶은 180도 바뀌어
버린다.

Side A - 80년대 후반, 수줍음 많고 연애 경험
없던 대학생 스즈키는 한 파티에서 치과 보조원
마유와 운명적으로 만난다. 더 나은 남자친구가
되려는 노력이 조금씩 스즈키를 바꾸어놓는다.

Korean Premiere

리틀 빅 마스터

Side B - 그들의 달콤함은 스즈키가 도쿄에서 일
하게 되면서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스즈키는 주
말마다 마유를 만나러 가지만 동료 미야코를 만나
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Korean Premiere

116 CB3 7/17 20:00 | 632 KM 7/22 14:00 GV

잃어버린 조각

Little Big Master

346 CH 7/19 13:00 | 909 LB2 7/25 18:00

International Premiere

240 LB3 7/18 13:00 | 825 LB2 7/24 17:00

The Missing Piece
Hong Kong, China | 2015 | 112min | Color | D-Cinema
애드리안 콴 Adrian KWAN

Taiwan | 2015 | 104min | Color | D-Cinema
지앙 펑 홍 JIANG Feng Hong

홍콩의 심각해진 고령화 문제로 학교들이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렀다. 영화는 실제 이야기를 바
탕으로, 적은 월급과 어려운 여건에도 스스로를
희생하며 단 5명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을 경영한 한 교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녀
의 원칙과 신념, 그리고 열정은 결국 대중의 관심
과 나아가 존경까지 받기에 이른다.

우리 모두는 마치 원처럼 완벽한 삶을 살고 싶지
만, 우리 안의 ‘잃어버린 조각’ 때문에 원을 이루
지 못하고 불완전한 채 살아간다. 5초 단기기억
상실증이 있는 다오펑은, 이번 여름 치료를 위해
리구앙 마을로 여행을 떠난다. 이 곳에서 네 명의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다오펑, 차츰 증
상이 나아지는 가운데 그들 사이에 싹트는 사랑
은 각자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게 한다.

Korean Premiere

343 LB3 7/19 18:00 GV | 626 LB2 7/22 20:00

Korean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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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익스프레스
미스터 하이네켄

종이달

Kidnapping Mr. Heineken

Pale Moon
Netherlands, UK, Belgium | 2015 | 95min | Color | D-Cinema
다니엘 알프레드손 Daniel Alfredson

Japan | 2014 | 126min | Color | D-Cinema
요시다 다이하치 YOSHIDA Daihachi

1983년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맥주사업가 알프
레드 하이네켄은 길거리에서 납치된다. 그의
납치는 엄청난 스캔들이 되지만 납치범들은 어
딘가 어설퍼 보이기만 하다. 1983년에 일어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제16회 부천국제판
타스틱영화제에 초청되었던 <하이네켄 유괴사
건>을 리메이크한 신작. 안소니 홉킨스, 짐 스
터게스 등 화려한 출연진이 돋보인다.

90년대 일본의 거품경제 붕괴를 배경으로, 몰락
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 계약직 은행원이 된 평범
한 주부 리카. 어느 날 충동구매로 필요한 돈을
채워 넣으려 잠시 고객의 예금에 손을 댄 후부터
그녀의 일상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한다. 대
학생 코타와 점차 가까워지며 그를 도우려 다시
은행 예금에 손을 대는 리카. 점점 그녀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어긋나버리고 마는데…

Korean Premiere

347 CH 7/19 15:30 | 915 LB3 7/25 20:30

동창회의 목적

운동남녀

Purpose of Reunion

Results
Korea | 2015 | 100min | Color | HD
정대만 JUNG Dae Man

USA | 2015 | 105min | Color | D-Cinema
앤드류 부잘스키 Andrew BUJALSKI

작은 바를 운영 중인 기러기 아빠 동철의 유일한
낙은 동창회이다. 어느 날, 그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던 아름다운 자태의 유진이 나타난다.
동철과 유진은 본격적으로 밀당을 하며 연애에
돌입하지만, 갑작스러운 동철 아내의 등장에 소원
해져버린다.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진실한 사랑
사이에서 드러나는 서로의 비밀들… 이 사랑,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부자이지만 최근 이혼을 겪은 불쌍한 남자 대니는
아마도 돈과 행복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캐릭터일 것이다. 그의 권태는 동네의 한 헬
스클럽에 등록하게 되면서 방해를 받는다. 대니와
헬스클럽의 주인 트레버와 그리고 신랄한 말투의
캣은 어쩔 수 없이 얽히고 설키는 관계가 된다.
<어벤저스>에서 마리아 힐 역을 맡은 코비 스멀더
스가 캣 역할을 맡아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World Premiere

235 LB2 7/18 13:00 GV | 519 CB8 7/21 17:00 GV | 824 LB2 7/24 14:00 GV

고양이 사무라이 2

Asian Premiere

211 CS11 7/18 13:00 | 610 CB3 7/22 14:00

샤미타브

Samurai Cat 2

Shamitabh
Japan | 2015 | 85min | Color | HD
와타나베 타케시 WATANABE Takeshi

India | 2015 | 155min | Color | D-Cinema
R. 발키 R. BALKI

한 때 '악마 마다라'로 불렸던 전설의 검객 큐타
로 마다라메. 두문불출하던 그는 장모의 성화에
시코쿠 외곽의 섬 토사에서 검술 교관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애묘인 타마노조와 함께 떠난다.
그들 앞에 놓여진 역경과 고난들은 실은 장모가
딸을 이혼시키기 위해 짠 계략이었다. 이들은
과연 무사히 토사에 도착할 수 있을까? 또 무슨
일이 이 천하무적 커플을 기다리고 있을까?

벙어리 데니쉬는 배우를 꿈꾸며 뭄바이로 향하지
만 쉽지 않다. 그의 뛰어난 연기력이 안타까웠던
악샤라는, 그의 입으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칩을 그에게 이식하고 한 때 배우를 꿈꾸었
던 주정뱅이 아미타를 찾아내 목소리를 내게 한다.
두 사람의 이름을 합친 샤미타브로 활동하며
데니쉬는 곧 큰 인기를 얻게 되지만, 그 정체성에
대해 둘의 갈등도 점차 커지게 된다.

Asian Premiere

234 LB2 7/18 10:30 | 732 CH 7.23 20:00 GV

스트롭 에지

233 LB1 7/18 20:30 | 828 LB3 7/24 17:00 | 1011 LB3 7/26 17:00

Korean Premiere

선샤인

Strobe Edge

Sunshine
Japan | 2015 | 116min | Color | HD
히로키 류이치 HIROKI Ryuichi

Korea | 2015 | 97min | Color | D-Cinema
박진순 PARK Jin Soon

니나코는 학교의 인기남, '츤데레' 렌에게 고백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차인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소매접기'의 바로 그 영화, <스트롭 에지>는
끓는 마음과 고통이 뒤섞일 수밖에 없는 10대의
연애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렬하고 밝은 부드러
움을 뜻하는 'Strobe'과 가슴을 도려내는 칼과도
같은 의미의 'Edge'가 결합된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탈북한 지 2년. 설지는 같은 탈북자 언니의 꽃집
에서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북에서 선전화를
그렸던 경험을 살려 그림 아르바이트를 하던 설
지는 ‘홍대 벽화녀’로 뜬다. 퇴출 위기에 처한 방
송PD 신웅은 그녀를 알아보고 대박 다큐멘터리
를 만들 욕심에 촬영을 제안하지만 솔지는 북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된다. 결국, 신분을 철저히 감
춘다는 조건으로 촬영을 시작한다.

251 KM 7/18 15:30 | 1010 LB3 7/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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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emiere

208 CS10 7/18 15:30 GV | 503 CS2 7/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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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emiere

105 CS10 7/17 11:00 GV | 345 CH 7/19 10:30 GV | 605 CS10 7/22 17:00 GV

World Premiere

타불라 식당

타다나의 모든 것

Tabula Rasa

That Thing Called Meant-To-Be
Indonesia | 2014 | 105min | Color | HD
아드리얀토 데오 Adriyanto DEWO

Philippines | 2014 | 100min | Color | D-Cinema
앙투아네트 자다온 Antoinette JADAONE

파푸아의 작은 섬 세루이의 19살 소년 한스는
프로 축구 선수 제안을 받고 자카르타로 떠나지
만 사고로 꿈이 좌절된다. 자살하려던 순간 극
적으로 막스를 만나게 된 한스는 막스의 따뜻한
요리 한 그릇과 열정에 감동받아 그의 식당에서
일하고 싶어한다. 식당 직원 모두 강하게 반발
하는 가운데 요리사 팔만토가 길 건너 경쟁 식
당에 이직하기로 하면서 상황은 한층 나빠진다.

공항 수화물 서비스 앞에서 울음을 터뜨려버린
여자와 그런 그녀를 도와주는 한 남자의 이야기
를 통해 실연당한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잔
잔하게 보여주는 영화. 깨어진 사랑에 대한 절
망과 이를 치유해 줄 매력적인 관계가 사가다로
향하는 그들의 여정 속에서 만들어져 간다.
<비포 선라이즈> 류의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

Asian Premiere

341 LB3 7/19 13:00 | 826 LB2 7/24 20:00

설원의 누와르

타이페이 러브 스토리

The Swedish Moment

Welcome to Happy Days
Finland | 2014 | 75min | Color | D-Cinema
5인 공동 감독 5 Directors

Taiwan | 2015 | 101min | Color | HD
가빈 린 Gavin LIN

카리 람피칼리오는 여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
는 가수이다. 곧 즐거운 휴가를 떠날 그에게는
앞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차 트렁크 안에 든 한 구의 시체이고, 두
번째는 질투가 심한 그의 사이코패스 아내 손냐
이다. 카리의 오랜 친구인 밴드 멤버들은 그를
돕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지만, 그들의 시도는
오히려 일을 망칠 뿐인데..!

지금은 손님의 발길이 통 끊긴 대만 신베이터우
지역의 오래 된 온천 호텔 해피데이즈. 호텔의 주
인 시우민이 다리를 다치자 할 수 없이 손녀 판주
가 호텔을 맡게 되는데, 그녀 앞에 신비로운 남자 엘
런이 나타나 도움을 자청한다. 유황향이 감도는 이
곳에서 묘한 감정에 휩싸인 남녀. 그들은 과연 이
곳에 숨겨진 할머니의 비밀을 발견하고 망해가는
이 호텔을 살려낼 수 있을까?

219 CB3 7/18 20:30 GV | 501 CS2 7/21 14:00 GV | 901 LB1 7/25 10:30

International Premiere

호러열전

World Premiere

220 CB7 7/18 10:30 GV | 415 CB7 7/20 17:00

살교여인최호명

Why Horror?

Women Who Flirt
Canada | 2014 | 81min | Color | D-Cinema
니콜라스 클레이만, 롭 린제이
Nicholas KLEIMAN, Rob LINDSAY

China | 2014 | 97min | Color | D-Cinema
팡호청 PANG Ho Cheung
같은 반 친구 샤오공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친구
로 지내온 장후이. 졸업 후에도 그녀는 포기하
지 않고, 샤오공이 있는 상하이에 취직하기까지
했지만 샤오공은 대만 출장길에서 베이베이를
사귄다.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장후이, 유혹의
기술을 익혀 조금씩 샤오공과 가까워진다. 한편,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베이베이의 반격
이 시작된다.

호러영화의 골수 팬 탈 짐머만을 따라가는 다
큐멘터리. 탈은 사람들이 무서운 것을 좋아하는
심리가 궁금하다. 그는 유명한 호러영화 감독,
작가, 배우, 그리고 심리학자들을 닥치는 대로
만나 질문을 던진다. “사람들은 왜 호러영화를
좋아하나요?”

Asian Premiere

336 LB2 7/19 13:00 | 810 CB3 7/24 14:00

세계의 끝과 원더풀 원더랜드

117 CB7 7/17 11:00 GV | 321 CB7 7/19 13:00

316 CB3 7/19 10:30 | 524 LB2 7/21 14:00 | 1007 LB2 7/26 17:00

Korean Premiere

왕가흔

Wonderful World End

(C) 2014 avex music creative inc.

Korean Premiere

313 CS11 7/19 15:30 GV | 513 CB7 7/21 11:00

Wong Ka Yan

Japan | 2014 | 82min | Color | HD
마츠이 다이고 MATSUI Daigo

Hong Kong | 2015 | 99min | Color | D-Cinema
베니 라우 Benny LAU

온라인 1인 방송을 운영중인 17살의 모델 유망
주 시오리는 그녀의 팬인 12살 가출소녀 아유미
를 알게 돼 남자친구 카와시마 셋이 함께 지낸
다. 시오리의 마음에 복잡한 감정이 생겨날 즈음
카와시마의 뻔한 행동에 두 소녀는 그를 흠씬 패
주고, 그때부터 나이와 성별도 초월하는 두 소녀
의 관계가 발전하게 된다. 아유미의 엄마가 나타
나 그녀를 데리고 가고 핸드폰까지 빼앗자 둘의
소통수단이 사라져 버린다.

때는 1992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기타를 치며
노래하곤 하던 춘잉은 어느 날 밤 우연히 극장에서
아름다운 매표원 왕가흔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녀의 이름 석자와 기타만을 가지고 놓쳐버린
그녀를 찾아 나서는 춘잉. 수많은 왕가흔을 만나는
동안 점차 뮤지션으로 성장하는 그의 앞에 정작
그가 애타게 찾는 그 왕가흔은 도무지 나타나질
않는다.

Korean Premiere

112 CS11 7/17 20:00 GV | 408 CS11 7/20 17:00

Korean Premiere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49

더 마스터즈
거장들의 성찬, 더 마스터즈 섹션. 올해의 가장 충격적인 상영작은 이 곳에서 볼 수 있다. 소노 시온의 소녀 잔혹 슬래셔 - <리얼 술래잡기> 첫
장면부터 스크린은 피 칠갑이 된다. 또한 올해에는 도에이 임협영화의 전설적인 작품인 후카사쿠 킨지의 <의리없는 전쟁>의 복원판을 상영하는
영광의 시간을 마련한다. 현재진행형으로서의 프리미어 넘버원을 고수하는 칸의 감독주간 초청작, 미이케 다카시의 야쿠자 액션 <도쿄아포칼립스:
최후의 결전>. 중국으로 진출한 프랑스 장인 장-자크 아노의 <울프토템>의 색다른 정수까지. 올해 초청된 7편에서 마스터즈의 숨결을 느껴본다.

성난 화가 - 디렉터스 컷

의리없는 전쟁 *복원판

Angry Painter – Director’s Cut

Battles without Honor and Humanity
Korea, Estonia | 2015 | 105min | Color | D-Cinema
전규환 JEON Kyu Hwan

Japan | 2015 | 99min | Color | D-Cinema
후카사쿠 킨지 FUKASAKU Kinji

베일에 싸인 ‘화가’는 ‘운전수’와 함께 연쇄살인마
사냥꾼이다. 운전수에겐 에스토니아에서 온 엘베
라는 연인이 있다. 아버지의 빚에 쫓겨 이곳 저곳
을 전전하다 혼자 한국에 오게 된 엘베는 미군 클
럽에서 일하고 있다. 어느 날 치정에 사로잡힌 미
군이 운전수와 엘베를 죽이고 눈 앞에서 이를 본
화가는 분노에 차오른다.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그를 에스토니아로 향하게 한다.

전후, 암시장이 왕성하던 시기, 야심으로 가득찬
하로노와 그의 동료들은 다른 야쿠자들과 파벌싸
움을 일삼는다. 야마모리를 보스로 한 새로운 조
직에 가입한 일로 히로노는 그의 의형제 도이의
가족과 불화를 빚는다. 하지만 그것은 기사도의
종말이자 위선과 배신, 그리고 피의 암살의 시작
에 불과했다.

126 LB1 7/17 17:00 GV | 517 CB8 7/21 11:00 GV | 908 LB2 7/25 15:30

World Premiere

무국적 소녀

리얼 술래잡기

Nowhere Girl

Tag
Japan | 2015 | 104min | Color | D-Cinema
오시이 마모루 OSHII Mamoru

Japan | 2015 | 85min | Color | D-Cinema
소노 시온 SONO Sion

‘아이’는 예술적 재능으로 학교에서 영재로 추앙
받는 학생이다. 그녀는 친구들의 질투와 그녀에
대한 선생님의 불만을 점차 깨닫는다. 어릴 적
알 수 없는 사고로 인한 고통에 계속 시달리며,
그녀의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하지만 사실 그녀
만이 아니라 이 교정은 모든 것이 이상하다. 이
런 와중에 아이는 베일에 가려진 학교의 이미지
에 열쇠를 지닌, 크고 미스터리한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다.

남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여자들
뿐이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소녀들이
소녀들을 죽이는 것이다! 수학여행을 가는 여고
생들을 가득 태운 버스는 눈 깜짝할 새 바람에 의해
위의 절반이 잘려나가며 40명의 소녀들을 순식
간에 목이 잘려 죽는다. 그 순간 몸을 수그린 주인
공 미츠코만 피범벅이 된 버스에서 살아남았다…

World Premiere

135 LB3 7/17 20:00 | 912 LB3 7/25 13:00

터스크

630 CH 7/22 14:00 GV | 830 CH 7/24 14:00

International Premiere

울프토템(3D)

Tusk

Wolf Totem
USA | 2014 | 102min | Color | D-Cinema
케빈 스미스 Kevin SMITH

France, China | 2015 | 116min | Color | D-Cinema
장-자크아노 Jean-Jacques ANNAUD

팟캐스터인 월레스는 전 세계를 탐험한 베테랑
하워드를 인터뷰하러 캐나다로 떠난다. 전혀 들
어 본적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내는 하워드
의 이야기에 월레스는 감탄한다. 술을 몇 잔 마
신 웰레스는 다음 날 하워드의 집에서 깨어나
고, 자신의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을 깨닫
는다. <점원들>로 독립영화계의 전설이 된 케빈
스미스 감독의 바디 호러.

문화혁명의 시기인 1969년, 베이징의 젊은 학생
첸 젠은 유목민 부족을 가르치기 위해 내몽고로
보내진다. 하지만 대자연에서 오히려 공동체와
자유, 책임에 대해 배우게 된다. 무엇보다 늑대라
는 동물에 매료된 그는 새끼를 키워 길들여보기
로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그 지역의 늑대들을
모두 제거하기로 결정하면서, 부족의 전통적 삶
의 방식과 대자연은 위협받게 된다.

531 CH 7/21 17:00 | 914 LB3 7/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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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CS11 7/18 10:30 | 508 CS11 7/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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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emiere

351 KM 7/19 15:30 | 620 CB8 7/22 20:00

Korean Premiere

도쿄아포칼립스: 최후의 결전
Yakuza Apocalypse

Japan | 2015 | 116min | Color | D-Cinema
미이케 다카시 MIIKE Takashi
매정한 야쿠자의 세계에서 카미우라보다 더 전설
적인 인물은 없을 것이다. 이 무적의 야쿠자 두목
의 비밀은 그가 뱀파이어라는 것이다! 어느 날 그
가 떠난 조직에 다시 가담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는 최후통첩이 날아든다. 치열한 싸움 끝에 카미우
라는 그의 충실한 부하 카게야마를 물어 뱀파이어
의 힘을 전승한다. 다시 태어난 카게야마는 이 힘
을 바탕으로 보스의 복수를 꿈꾼다.

Asian Premiere

226 CB8 7/18 15:30 | 820 CB8 7/24 20:00

LG 하이엔텍상
한국독립장르영화를 진흥, 장려하고 신진인력 발굴을 취지로 개설된 이 상은 영화 및 문화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선정한 최고의 한국독립장편에게 수여된다.
LG 하이엔텍의 후원으로 수상자에게는 상금 오백만원이 주어진다.

<후보작>
그리울 련 한철수 감독

안티고네 강억석, 김성범, 박서연 감독

앨리스: 원더랜드에서 온 소년 허은희 감독

멜리스 김용운 감독

동창회의 목적 정대만 감독

선샤인 박진순 감독

시발, 놈: 인류의 시작 백승기 감독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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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
슬래셔 마니아들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영화란 무엇일까? 잔인함의 정도? 아니면 엽기의 신선함?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후자가 더 많은 표를 얻을
듯 하다. 올해 금지구역에 선정된 영화들은 신선하고 독창적인 엽기의 경연장이다. 기상천외한 싸이코 킬러, 이에 대항하는 더 기상천외한 히어로,
그리고 인간 육체의 새로운 재활용 방법까지… 이번 금지구역엔 설마 하고 오는 관객은 절대 없으시길.

찰리농장의 저주

데스가즘

Charlie’s Farm

Deathgasm

Australia | 2014 | 88min | Color | D-Cinema
크리스 선 Chris SUN

USA | 2015 | 90min | Color | HD
제이슨 레이 호든 Jason Lei HOWDEN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네 명의 친구들은
호주의 오지에 있는 사이코 킬러, 찰리의 농장을
탐험하러 떠난다. 찰리의 농장은 살인을 일삼던
그의 가족이 성난 마을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
한 악명 높은 장소. 네 친구는 농장을 탐험하러
온 다른 그룹을 만나게 되고, 이윽고 그들은 전설
의 살인마 찰리를 만나게 된다. 네 친구의 운명은
어찌 될까? 호주 슬래셔 무비의 역사를 새로 쓴
인정사정없는 죽음의 레이스.

외톨이었던 브로디는 메탈음악 마니아 잭을 만나
밴드를 결성한다. 이들은 연주를 시작하면 무한
한 힘을 갖게 된다는 신비한 악보를 손에 넣지만,
이 악보를 연주하면 고대의 악마를 소환하게 된
다는 것을 간과한다. 그들은 결국 악마를 불러내
고, 친구들과 가족은 악마에게 조종당해 미치광
이 살인마로 변하게 되는데... 금지구역에서 빠질
수 없는 피와 살점과 데쓰메탈이 난자한 광란의
고어 영화.

136 CH 7/17 11:00 | 420 CB8 7/20 20:00 | 924 CH 7/25 24:00

Asian Premiere

져먼 앵스트

바이올런트 쉿

German Angst

Violent Shit – The Movie
Germany | 2015 | 111min | Color | D-Cinema
요르그 부트게라이트, 안드레아스 마르샬, 미칼 코사코스키
Jorg BUTTGEREIT, Andreas MARSCHALL, Michal KOSAKOWSKI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감독, 요르그 부트게라
이트, 안드레아스 마샬, 그리고 미칼 코사코우스
키가 다시 카메라 뒤에 섰다. 그들의 논쟁적이고
신비스럽고, 그리고 충격적인 장편 영화 <져먼
앵스트>는 베를린에서 가장 으스스한 건물을 둘
러싸고 벌어지는 세 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
다. 독일의 가장 충격을 주는 감독들이 선보이는
사랑, 공포 그리고 섹스에 관한 독일 이야기.

319 CB3 7/19 20:30 | 803 CS2 7/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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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emiere

247 CH 7/18 18:00 GV | 924 CH 7/25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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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Premiere

Italy, Germany | 2015 | 82min | Color | D-Cinema
루이지 파스토레 Luigi PASTORE
도살자 칼이 돌아왔다. 잔인한 킬러이자 독일 언
더그라운드의 매니아들에 의해 수 년 동안 사랑
받는 칼이 업그레이드되었다. 그의 트레이드마크
인 잔인함이 여전히 뚜렷하게 살아있는 리메이크
된 <바이올런트 쉿>은 클라우디오 시모네티의 사
운드트랙의 무시무시한 지알로 스타일이 첨가되
었다.

144 CH 7/17 24:00 | 307 CS10 7/19 13:00 | 703 CS2 7/23 20:00

World Premiere

애니 판타
누군가는 현실성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만화영화 같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용납하게 만들고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일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 만화영
화, 애니메이션의 힘이 아닐까. 올해 애니판타 섹션에서는 현실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아니 때로는 상상하기도
두려운 환상을 만끽하게 해줄 애니메이션들이 만화 같은 세상의 진수를 경험하게 해 줄 것이다. 비록 영화가 끝난 후,
불이 켜지고 우리는 극장 밖 세상 속으로 다시 나가야 하겠지만 이들이 선물한 판타지는 무미건조한 현실 속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아띠 - 모험의 시작(3D)

극장판 명탐정 코난: 화염의 해바라기

The Arti: The Adventure Begins

Detective Conan: Sunflowers of Inferno

*자막판

Taiwan | 2015 | 103min | Color | D-Cinema
후앙 웬 창 HUANG Wen Chang

Japan | 2015 | 112min | Color | D-Cinema
시즈노 코분 SHIZUNO Kobun

이 영화는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퍼펫 모션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이다. 실크로드를 개척한 집안
에서 태어난 장 통과 장 모. 그들의 집안에는
대대로 개발해 온 ‘아띠’라는 나무 로봇이 있다.
집안에 내려오는 비극을 끝내고 ‘오리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아띠’와 함께 서구로 떠나는 그들.
하지만 서구로 가는 길은 험난하기만 하고,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까지 등장하게 된다.

뉴욕 최대 미술품 경매장에서 반 고흐의 명화
‘해바라기’가 사상 최고액에 낙찰된다. 그림을
낙찰받은 보라의 할아버지 정지로 회장은 고흐
의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해바라기 시리즈 7점
을 모아 전시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다.
기자회견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갑자
기 기자회견장에 괴도 키드가 출현하고 그림을
가져가겠다는 예고장을 날리는데...

Asian Premiere

325 CB8 7/19 10:30 | 720 CB8 7/23 20:00

엑스트라오디너리 테일

International Premiere

306 CS10 7/19 10:30 | 902 LB1 7/25 13:00

메니에그: 삶은달걀의 복수

Extraordinary Tales

Manieggs: Revenge of the Hard Egg
Luxembourg, USA, Spain, Belgium | 2015 | 73min |
Both | D-Cinema
라울 가르시아 Raul GARCIA

Hungary | 2014 | 90min | Color | D-Cinema
졸탄 미클로시, 아틸라 헤르코
Zoltan MIKLOSY, Attila HERKO

에드가 앨런 포가 쓴 다섯 편의 단편소설을 그래
픽 디자인 스타일로 재해석한 옴니버스 애니메이
션. 최고의 비주얼 아티스트들이 작업한 각각의
에피소드는 포가 그리는 어두운 세계와 심리적인
깊이, 철학까지 탁월하게 그려낸다. 얼마 전에 작
고한 배우 크리스토퍼 리를 비롯, 감독 기예르모
델 토로, 로저 코만 등이 목소리로 출연해 화면
속 악몽과 공포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주인공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복수를 실행한다. 활기 넘치는 모
험이 시작되고 액션 영화를 많이 본 관객들 조차
도 긴장하게 하는 액션 시퀀스가 끊이지 않는다.
냉소적인 동시에 감동을 주며 재미를 놓치지 않
는 이 영화는 전형적인 것의 뒷면에 무엇이 있는
지 잘 아는 관객들을 위한 작품이다.

140 KM 7/17 11:00 | 418 CB8 7/20 14:00 | 606 CS10 7/22 20:00 GV

Asian Premiere

142 KM 7/17 17:00 | 614 CB7 7/22 14:00

Asian Premiere

호두까기 인형(3D) *복원판
The Nutcracker

Japan | 2014 | 79min | Color | D-Cinema
세바스티안 마스다 Sebastian MASUDA
자신의 도둑맞은 인형을 찾기 위해 소녀는 머리
가 두 개 달린 생쥐 여왕의 저주에 사로잡힌 인형
왕국에 가게 된다. 인형 왕국에서 인형을 찾던 소
녀는 왕국의 오랜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자신
의 사랑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된다. 3D로 만나는
동화적 분위기가 가득한 환상의 인형 왕국으로의
모험을 떠나보자!

225 CB8 7/18 13:00 | 833 KM 7/24 14:00

Korean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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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와 늘 함께해온 매력적인 단편 컬렉션,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통통 튀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작품들은 물론
이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선사하는 강렬함,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주는 깊은 감동까지, 전세계에서 엄선한 환상적인 74편의 단편이 당신을 기다
리고 있다. 슬래셔 영화의 공식을 꿰뚫고 있지만, 살인마의 손아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여자의 이야기 <슬래셔 무비를 위한 밤>, 섬뜩한 광대 분장
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남자에 관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어릿광대를 보내주오>, 007 스파이 무비의 코믹한 변주 <미술품 도난사건>, 비슷한
주제, 전혀 다른 컨셉으로 재미를 선사하는 <카운트다운! 탈출 시작>과 <무한반복>까지.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이 선사하는 무한 재미의 쾌감을
느껴보자. ※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의 영화들은 영문제목 순서대로 나열되었으며 상영 순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영순서는 영화제 홈페이지(www.bifan.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

e-Social
e-Social

Greece | 2015 | 15min | Color | D-Cinema
나탈리아 람프로폴로우 Natalia LAMPROPOULOU
2035년의 미래, 죽은 사람과 똑같은 홀로그램
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애나는 남편의 홀로그램을 만들기로 결심
한다. 사랑하는 이를 향한 그리움을 해결해주
는 미래에서 펼쳐지는 슬픈 이야기.

128 LB2 7/17 11:00 GV | 414 CB7 7/20 14:00 GV

Asian Premiere

자니 익스프레스

이웃집 소녀와 나

Johnny Express

My 2014 Neighbor
Korea | 2014 | 5min | Color | HD

Phillippines | 2015 | 6min | Color | D-Cinema
아냐 줄루에타 Anya ZULUETA

우경민 WOO Kyung Min
우주택배기사 자니는 택배배송을 위해 우주를
여행 중이다. 작은 행성에 우주선이 도착하고,
현미경으로 확대해야 보이는 택배의 수령자는
보이지 않는다. 자니는 택배수령자를 찾아서 온
행성을 돌아다니고, 그로 인해 하나의 문명이
멸망할 위기에 처하는데..

별이 빛나는 밤에

Asian Premiere

물보다 진한

On a Starry Night

Thicker Than Water
Korea | 2014 | 31min | Color | HD

Korea | 2014 | 14min | Color | D-Cinema
이승엽 LEE Seung Yeob

양재준 YANG Jae Joon
돈도, 관계도 심지어 자존심까지 전부 잃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된 기문은 지방의 한 허름한 노래
방에서 산을 만난다. 삶의 아이러니는 그들을
그렇게 끝과 끝에서 만나게 한다.
World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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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통해 옆집을 들여다 본 적이 있는가?
망원경, 물감 등 주위의 모든 도구를 이용해 옆
집의 관심을 끌려는 소녀가 있다. 옆집 친구를
사귀기 위한 소녀의 귀여운 작전을 그린 단편.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성용이 엄마는 뱀파이어 아들 성용이를 위해
매일 피를 구해다 준다.

Korean Premiere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2

개미집

Ants Apartment
Kurdistan, Iraq | 2014 | 11min | Color | HD
토피그 아마니 Tofigh AMANI
이라크에 있는어떤 사막. 전쟁이 끝나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개미집에 세 가족이 살고 있다.
어느 날, 가족의 일상을 뒤흔드는 기묘한 일이
일어난다. 독특한 반전이 돋보이는 중동에서
온 특별한 단편.

133 LB3 7/17 14:00 GV | 528 LB3 7/21 17:00 GV

녹색문

Korean Premiere

좋아해

Green Door

I Like You
Korea | 2014 | 22min | Color | D-Cinema

Korea | 2014 | 16min | Color | HD
이채민 LEE Chae Min

배준현 BAE Jun Hyun
폐쇄적인 사립학교의 학생들 전원이 하루 아침에
실종된다. 유력한 용의자는 학교 이사장. 아이
들이 실종되기 전날 밤, 이사장이 아이들과 함께
학교에서 밤을 지새웠다는 것이 밝혀진다. 그를
취조하던 형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상한 일을
겪게 된다.

벗겨진 살결

어느 날 갑자기, 지은의 꿈에 등장한 상훈.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World Premiere

작은 겨울 모임

Naked under the Leather

Tiny Winter Circle
Brazil | 2014 | 21min | Color | HD
루카스 사 Lucas SA
아름다운 자신의 살결을 지키려는 여자. 그러나
그녀의 살결을 탐내는 여자가 나타나고 그녀의
피부는 벗겨지기 시작한다. 충격적인 결말이 인상
적인 단편.
International Premiere

Korea | 2015 | 2min | Color | HD
신범식 SHIM Beom Sik (SHIMBE)
한 소녀가 찾은 할아버지의 오래된 오르골 상자.
호기심에 꺼내 태엽을 감는 소녀는 그 멜로디들
이 누구를 깨우게 될지 까맣게 모르고 있다. 오랫
동안 오르골 안에 잠들어있던 전세계의 작은 겨
울 몬스터들이 하나 둘씩 기지개를 펴기 시작하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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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Eunhee

Korea | 2015 | 19min | Color | HD
윤서현 YOON Seo Hyun
은희는 문득 SNS에 거짓말을 올린다. 거짓말을
믿은 주변 사람들은 은희에게 관심을 보이고, 은
희는 그 관심이 싫지 않다. 그리고 거짓말은 은희
도 예측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 간다.

132 LB3 7/17 11:00 GV | 419 CB8 7/20 17:00 GV

후 만나다

World Premiere

벌레아이

Go Around Me Again

Insectchild

Korea | 2014 | 13min | Color | HD
박나희 PARK Na Hee

Korea | 2015 | 10min | Color | HD
김윤경 KIM Yun Kyung

우리는 힘들 때 자살을 생각한다. 혜연 역시 그
러하다. 재수가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는
모르지만 그녀는 늘 자살을 실행하지만 번번히
실패한다. 어린 시절의 일기장을 꺼내어 읽었
던 때의 기분을 기억하는가? 6년 후 혜연은 그
일기장과 마주한다.
World Premiere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는다. 아이는
공사장에 버려지고 고아원에 입양 된다. 새로운
엄마를 만난 아이는 마음을 열고 행복해 지려 한
다. 그러나 엄마에게 친자식이 생긴 이후 그 트라
우마는 더욱 심해지고 또 다시 버려질 것이라는
생각에 소녀는 거대한 벌레로 변해버린다.

사랑의 자장가

턴온

Lullaby

Turn On
Singapore | 2014 | 13min | Color | HD
리우 롱 하오 LIU Long Hao

UK | 2014 | 14min | Color | HD
맷 오웬 Mat OWEN

20년 후의 안드로이드가 사람들의 관계를 대신
하게 되었다. 회사의 관리자인 잭은 회사에서 출
시한 안드로이드 소녀에게 진정한 감정을 품기
시작하지만 회사는 새로운 버전의 안드로이드를
출시하게 되고 그의 진정한 사랑은 순간의 감정
이 되고 만다.
World Premiere

안드로이드 수리공 발렌시아는 인간에게 착취당
하고 망가진 안드로이드의 수리를 의뢰받는다.
안드로이드의 수리를 앞두고 그는 딜레마에 빠지
는데... 미래사회, 안드로이드와 인간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작품.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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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Premiere

카탈리나와 태양
Catalina and the Sun

Germany, France, Argentina | 2015 | 15min | Color |
D-Cinema
안나 파울라 호닉 Anna Paula HONIG
카탈리나는 태양이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태
양의 신에게 이야기를 바쳐야한다는 전설을 듣는
다. 어린 카탈리나의 이야기가 태양에게 전달 될
수 있을까? 이국적인 아르헨티나의 풍경과 남미
의 설화가 아름다운 화면
Asian Premiere
으로 전달되는 단편.

224 CB8 7/18 10:30 GV | 424 LB2 7/20 14:00 GV

더미: 노 웨이 아웃

이퀄라이져
Equalizer

Dummy: No Way Out

Korea | 2015 | 7min | Color | HD
박재범, 이두희, 김은성
PARK Jae Bum, LEE Doo Hee, KIM Eun Sung

Korea | 2014 | 27min | Color | HD
염지호 YEOM Ji Ho
남고의 빵셔틀 봉수, 같은 셔틀 친구인 민규에게
보낼 메시지를 일진 경훈에게 잘못 보낸다. 우여
곡절 끝에 경훈의 핸드폰을 손에 쥔 봉수는 커다
란 비밀을 알게 된다.

차량 충돌실험 더미인형인 아담과 이브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다. 어느 날 차량 충돌실험 중
이브는 심하게 다치게 되고 아담 홀로 남게 된다.
아담은 이브를 찾으러 떠나고 함께 탈출을 꿈
꾼다.

슬래셔 무비를 위한 밤

테이크 제로

Night of the Slasher

56

World Premiere

Take 0
USA | 2015 | 11min | Color | D-Cinema
산트 하마시안 Shant HAMASSIAN

Korea | 2014 | 9min | Color | HD
전성빈 JEON Seong Bin

부모님이 외출한 어느 날 밤, 노출이 심한 차림의
여자가 같은 학교의 남자를 집으로 초대해 맥주
를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와 섹스를 한다. 슬래셔
무비의 공식이 모두 성립되자 이윽고 마스크를
쓴 살인마가 나타나 남자를
World Premiere
칼로 찌르기 시작한다.

여배우가 도착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
화 촬영 현장. 시간은 이미 점심시간, 조명기는
꺼지고 남자 배우는 화를 내며 촬영장을 떠난다.
이윽고 아무 죄책감 없이 여배우가 도착하고, 화
가난 스탭들을 대신해 조감독이 여배우에게
심한 말들을 쏟아내는데...
World Premiere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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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티타임 Returns
After School

Korea | 2015 | 14min | Color | HD
구교환 KOO Kyo Hwan
별이가 학교에서 빵을 받아왔다.

121 CB8 7/17 11:00 GV | 527 LB3 7/21 14:00 GV

HER

뛰어내리든지 살든지

HER

Jump off or Live on
Korea | 2015 | 6min | Color | HD
김고은 KIM Go Eun

Taiwan | 2014 | 17min | Color | HD
첸융치 CHEN Yung Chi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허물을 빨고 있다. 하지
만 남자는 다른 여자에게 시선을 빼앗겨 그녀에
게 허물만을 두고 가버린다. 남겨진 허물과 그녀의
시간이 흐른다. 그녀의 빨래가 끝나고 있다.

도심 속 건물의 옥상, 한 여자가 건물에서 뛰어내
리려고 한다. 그녀를 우연히 발견한 남자는 그녀
를 말리기 위해 설득을 시작한다. 하지만 둘은 사
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Korean Premiere

산

Korean Premiere

어릿 광대를 보내 주오

Repeat Mark

Send in the Clowns
Korea | 2014 | 28min | Color | HD
김민수 KIM Min Su

UK | 2014 | 11min | Color | HD
케이트 쉔튼 Kate SHENTON

단편영화 ‘산’의 스토리보드를 위해 세 학생이
모였다. 연출을 맡은 상몽은 적극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려 하지만 쉽지가 않다. 구성원들의 짜증은
늘어나고 서로의 불신은 커져 팀워크는 점점 산
으로 가버린다.

데이비드는 무섭게 생긴 광대옷을 입고 사람들을
놀래키는 거리 아티스트이다. 그는 어린 시절 처음
광대를 보고 소리 질렀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
하는 감수성 넘치는 청년이기도 하다. 괴짜 감독
케이트 쉔튼의 재치 넘치는 모큐멘터리 단편.

World Premiere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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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remiere

현도가
Frog

Korea | 2015 | 23min | Color | HD
김준호, 김준한 KIM Jun Ho, KIM Jun Han
동창회에 나간 승훈은 친구들과 학창시절 추억
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학교 생활이 지루한
승훈은 현도에게 시덥잖은 장난을 치게 되는데,
무심코 던진 장난은 학교 전체로 일파만파 퍼져
나가기 시작한다.

338 LB2 7/19 18:00 GV | 627 LB3 6/22 14:00 GV

World Premiere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더 샌드
The sand

Papa, Please Don't Leave

Korea | 2015 | 32min | Color | HD
남순아 NAM Sun A

Korea | 6min | Color | HD
주수현 JOO Soo Hyun

다들 힘들다는데 순아는 별로 힘들지 않다. 아빠한테
충분한 용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든 순아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알바를 시작한다. 하지만 알바로 힘들게 돈을 번
순아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한 여자가 여러 가지 감정을 사고 파는 골동품가
게로 간다. 그 중 '두근거림'이라는 감정을 사서
자신에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남자에게 전해
주지만 남자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타이거

World Premiere

모성과 본능

Tiger

Turned
Poland | 2014 | 12min | Color | D-Cinema
제이콥 첼코우스키 Jacob CHELKOWSKI

USA | 2014 | 13min | Color | HD
아담 볼트 Adam BOLT

고양이의 시점으로 보는 주인의 일상. 주인과의
교감을 원하는 고양이는 주인의 새로운 여자 친
구에게 질투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모습의 고양
이를 기대하라!

좀비가 지배한 위험한 도시. 한 아이의 엄마가
좀비에게 물린 채 집에 갇힌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괴물로 변하여 아이를 공격하기 전에 아
이를 자신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피신시켜야
한다.

Asian Premiere

World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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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

Autopsy
Korea | 2015 | 9min | Color | HD
오도건 OH Do Geon
부검실에 사인을 알 수 없는 병사가 들어왔다.

320 CB7 7/19 10:30 GV | 713 CB7 7/23 11:00 GV

바퀴벌레

블러디 윈터

Blattaria

Bloody Winter
France | 2014 | 24min | Color | HD
토마스 판탈라치 Thomas PANTALACCI

Italy | 2015 | 19min | Color | D-Cinema
레오나르도 페피 Leonardo PEPI

테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에 매일 시달리고
있다. 통증을 잊기 위해 수상한 약을 먹는 테오.
어느 날, 약이 없음을 알게 되고 그의 몸은 이내
고통스럽게 변하기 시작한다.

눈으로 뒤덮인 깊은 숲 속의 마을. 한 사냥꾼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해 줄 두 개의 알약을 제공받는
다. 하지만 그는 알약을 먹기 전에는 자신이 어떤
꿈을 꾸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다. 매서운 겨울의
숲 속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꿈과 현실에 관한 참
혹한 판타지.

Korean Premiere

서커스

World Premiere

핏줄기

Circus

Sange
Korea | 2015 | 7min | Color | HD
신동규 SHIN Dong Kyu

Mexico | 2015 | 19min| Color | D-Cinema
퍼시벌 아게로 멘도자 Percival ARGUERO MENDOZA

두 소녀가 서커스 장에서 도망친다. 언니는 도망
에 성공하지만 동생은 이내 붙잡혀 단장에게 두
팔이 잘린 채 감금당한다, 단장은 소녀에게 “30
일만 무사히 공연을 마친다면 넌 언니와 만날 수
있다.”고 말한다. 30일 후, 소녀는 언니를 만나게
된다.

영화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영화평론가 부부,
카산드라와 니콜라스. 어느 날 독특한 호러 영화
‘핏줄기’의 시사회에 초청을 받고, 그 날 밤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오른다. 제목에 충실한 핏빛
호러 단편!

World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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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ternational Premiere

고독한 사냥꾼
Lone Hunter

USA | 2015 | 17min | Color | HD
파스칼 라이스터 Pascal LEISTER
실화를 소재로 한 이야기. 직업을 잃은 아시안
아메리칸 남성이 본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 사냥을 하러 나간 남자는
우연히 만난 백인들의 인종차별에 이성을 잃고
마치 사냥감을 노리듯 그들에게 총을 겨누게
된다.

323 CB7 7/19 18:00 GV | 613 CB7 7/22 11:00 GV

International Premiere

지하주차장

심신 I. 이원론 / 심신 II. 일원론
SIMSIN Volume I. II.

Parking Garage

Argentina | 2014 | 16min | Color | D-Cinema
루이스 베르나데즈 Luis BERNARDEZ

Korea | 2015 | 4min | Color | D-Cinema
임정서 LIM Jung Suh

지하주차장에 차를 대고 뜨거운 키스를 나누던
두 연인은 주위에 누가 있다는 느낌이 들자 차
에서 내린다. 밖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가 작동
하지 않자 그들은 지상 출구로 걸음을 향하지만
층을 올라가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지하로 내
려가고 있는데…
International Premiere

우리는 몸에 살고 있는 걸까? 자기로부터 분리,
소외된 느낌을 경험하는 이인증의 현상에 영감을
받아 이를 시각화, 심신 시리즈로 I. 이원론, II. 일
원론으로 다뤄보았다.

우동's 브라더스

어느 커플의 마지막 날

Woo-dong's Brothers

Zerch
Korea | 2015 | 40min | Color | HD
문남규 MOON Nam Kyu

Mexico | 2015 | 7min | Color | HD
자비에르 벨라스코 Xavier VELASCO

그리 유명하지 않은 배우 우동은 '남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자동차 번호판을 압류 당하고 일
거리마저 없어지게 되자 우동은 자신의 후배들과
전공을 살릴 일을 해보려 하는데…

저크는 사랑하는 연인 카노에게 본인을 위해
무시무시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저크를
매우 사랑하는 카노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그 일을 하기로 결심한
다. 그것으로 인해 어떤 큰 위험이 닥칠지 알지
못한채…
World Premiere

World Premiere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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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케이크
Cupcake

Sweden | 2014 | 14min | Color | D-Cinema
얀 망누손 Jane MAGNUSSON
타의에 의해 헤어져야 하는 이들에 관한 이야
기. 6년 간의 세월을 함께 해 온 레나와 카린은
이제 관계를 끝내야 한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반나절뿐. 커플이 처한 무자비한 상황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감정이 깊은 여운
을 남긴다.

118 CB7 7/17 14:00 GV | 727 LB3 7/23 14:00 GV

Asian Premiere

실연한 이들을 위한 동화

택시드라이버

Fairytale for Average People

Taxi Driver
France | 2015 | 15min | Color | D-Cinema
클로에 마즐로 Chloe MAZLO

Korea | 2014 | 12min | Color | D-Cinema
정혜원 JEONG Hae Won

연인과의 이별로 가슴 아파 하는 조셉은 실연의
씁쓸함과 에스프레소의 쓴 맛을 달래 줄 설탕을
얻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선다. 컬러풀한 화면과
위트 있는 연출이 한편의 동화책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프랑스 단편.

외로운 택시기사의 가족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
된다.

World Premiere

산책

미술품 도난사건

A Walk

The Way You Die
Korea | 2014 | 27min | Color | HD
이원석 LEE Won Suck

Germany | 2014 | 25min | B&W | D-Cinema
마뉴엘 보겔 Manuel VOGEL

좀비가 도시를 점령한지 한 달 정태와 은선 이
둘은 좀비만 남은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좀비에게 은선은 공격을 받고
정태는 좀비를 처치하지만 은선은 곧 좀비가 된다.
도망갈지 은선과 함께 할
World Premiere
지 정태는 선택해야 한다.

공산주의 체제가 동유럽을 지배하던 1960년. 세바
스티안은 미술품을 운반하라는 임무를 받는다.
기차 안, 영국 신사와 여승무원이 그에게 접근하고,
그림을 운반하던 일꾼 한 명이 죽은 채 발견된다!
고전 스파이물의 향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매력
적인 에피소드.
Asian Premiere

10

죽음의 화신 Dji.
Dji. Death Sails

Moldova | 2014 | 5min | Color | HD
드미트리 볼로신 Dmitri VOLOSHIN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일처리가 서툴러 지독하게 운이 없는 죽음의 화신,
디지. 바다 한가운데 갇혀 표류하는 해적의
목숨을 가져가는 이번 임무 역시 말처럼 쉽지
않다. 유럽의 아름다운 소국, 몰도바에서 온 환상
적인 애니메이션.

115 CB3 7/17 17:00 GV | 427 LB3 7/20 14:00 GV

Korean Premiere

디스토피아

교통체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Dystopia

Jam
Korea | 2015 | 14min | Color | HD
박선용 BAK Sun Yong

USA | 2015 | 14min | Color | D-Cinema
샌디 가펑클 Sandy GARFUNKEL

가난한 이가 피를 뽑아내고 부유한 이가 붉은 액체
를 마시는 이야기.

지독한 교통 체증에 갇혀 있는 초등학교 교장
호드. 조수석에 갑자기 슈퍼히어로 복장을 한
중년의 남자가 나타난다. 마법과 같이 나타난
남자의 요청이 당황스럽지만 그녀는 그를 도와
주는 것이 교통 체증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방
법임을 알게 된다.
Asian Premiere

World Premiere

극단의 불면증

초능력자

NOCT

Telepata

France | 2014 | 15min | Color | HD
빈센트 투아스 Vincent TOUJAS

Korea | 2015 | 28min | Color | D-Cinema
권만기 KWON Man Ki

레코드 가게에서 일하는 제이는 불면증에 시달린
다. 불면증이 깊어질수록 감정의 폭발을 비롯한
자기학대 등을 일삼게 되고, 그의 일상은 혼란에
빠진다. 불면증의 극단을 달리는 남자의 혼란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생생한 단편.

자전거를 훔쳐 판 돈으로 어린 동생을 돌보는
소년가장 민구. 하루는 그가 판 자전거의 주인이
사람을 죽인 적이 있는 복학생 정호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정호는 민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
한 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형제가 살고 있는 집으
로 들어오게 된다.

Asian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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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1

무한반복
Enfilade

Australia | 2014 | 10min | Color | D-Cinema
데이빗 코일 David COYLE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양쪽에 문이 있는 하얀 방에서 깨어나는 한 남자.
문은 다른 쪽 문과 무한히 연결되어 있다. 방안에
있는 것은 빨간 공과 총알 하나만 장전된 리볼버
뿐. 과연 남자는 이 방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기
발한 설정과 제목 그대로의 화면이 돋보이는 단편.

101 CS2 7/17 11:00 GV | 511 CB3 7/21 17:00 GV

Asian Premiere

앙상블 에피소드 시리즈

균형잡기

Ensemble Episode Series 01&02

Keeping Balance
Japan | 2015 | 26min | Both | Color | D-Cinema
TOOWA 2 TOOWA 2

Austria | 2015 | 5min | Color | D-Cinema
베른하르트 웽거 Bernhard WENGER

잘못된 소통에 대한 에피소드를 모아 놓은 단편.
다양한 악기의 음색으로 표현되는 등장 인물들의
모든 대화가 인상적이다. 흑백과 컬러를 넘나드
는 화면과 다양한 사운드를 통해 선사하는 잘못
된 소통의 앙상블.

오스트리아 빈에 살고 있는 20살 소녀 드니스는
근처에 있는 프라터 놀이 공원을 거의 매일 간다.
힘든 과거를 잊기 위해 '타가다' 디스코 팡팡을 타
면서 균형을 잡는 그녀를 포착하는 다큐멘터리.
그녀는 왜 디스코 팡팡에서
Asian Premiere
균형을 잡는 것일까?

Korean Premiere

파발

기음

Pabal, A Messenger

Weeding
Korea | 2015 | 12min | Color | D-Cinema
이광진 LEE Gwang Jin

Korea | 2015 | 27min | Color | D-Cinema
김현조 KIM Hyun Zo

머리를 다쳐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파발꾼은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기억의 조각들을 단서로 자
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추리해 나간다.

기음: 김매다 할 때 잡초 ‘김’의 사투리. 혹은 寄
音(이상한 소리). 임신한 마리는 외제차를 몰고
시골길을 달린다. 부잣집 며느리가 될 꿈을 품
고 시댁에 첫인사를 하러 가는 길이다. 하지만
시골순경의 잘못된 길안내로 막다른 길에 다다
르게 되고 그녀의 뒤를 정체불명의 차가 막아
서는데…

World Premiere

12

남의 꼬리를 탐하지 마라
A and B

Mexico | 2015 | 15min | Color | D-Cinema
루이스바 푸엔테스 마르티네즈
Luisba Fuentes MARTINEZ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A는 자신에게 달린 꼬리를 원치 않는다. 꼬리가
없는 B는 자신에게 늘 꼬리가 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각자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A와 B,
두 사람 모두에게 매우 만족스러우면서 늘 꿈꿔왔
던 상황과 마주하게 된다.
World Premiere

413 CB7 7/20 11:00 GV | 628 LB3 7/22 17:00 GV

철남

꿈꾸는 아이
Dreaming, Child

The Man on the Steel
Korea | 2015 | 38min | Color | HD
노장식 NOH Jang Sik

Korea | 2015 | 20min | Color | HD
정승오 JEONG Seung Oh

염철남은 사업실패로 가족을 등지고 철공소에서
일한다. 딸 정미가 염씨에게 돈을 부탁하지만,
수중에는 단돈 3만원뿐. 절망한 그는 술에 취한
채로 철을 연마하고, 점점 흥이 올라가면서 괴로
운 심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다.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는 권태로움이 오랫동안
지속 된 가정 안에서 각자 구성원들은 허울뿐인
가정의 평화를 침묵으로 지켜 내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태는 꿈을 꾼다.

World Premiere

카운트다운! 탈출 시작
You Will Fall Again

Spain, China | 2015 | 6min | Color | D-Cinema
알렉스 파촌 Alex PACHON
영화가 시작되면 열쇠 꾸러미가 꽂힌 문이 보인다.
닫힌 문 내부에는 거동이 불편한 남자가 휠체어
에서 앉은 채 잠들어있다. 이윽고 천장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남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탈출
게임을 시작해야 한다.
International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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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remiere

13

아이를 찾아서
From the Guts

Argentina | 2014| 25min | Color | D-Cinema
린드로 S. 코찌 Leandro S. COZZI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초등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플로라는
몇 주 째 수업에 나오지 않고 있는 아이의 집에
찾아가보기로 한다. 음울한 분위기로 넘쳐나는
아이의 집에서 그녀는 예기치 않은 상황과 마주
하게 되고, 그녀는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

206 CS10 7/18 10:30 GV | 707 CS11 7/23 14:00 GV

죽지못해 산다

Asian Premiere

사월

Nothing to Live for

Sawol
Korea | 2014 | 20min | Color | HD
김창범 Chang Bum

France, Korea | 2015 | 14min | Color | D-Cinema
이오은 LEE Oh Eun

자살이 자유이자 본인의 권리인 시대. 방송
프로그램인 ‘죽지못해산다’에 출연하게 된 민
용은 실패확률 2%인 자살도전에 최초로 실패
하게 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얻게 된다. 민용은
회가 거듭될수록 부와 인기를 얻지만 이제 모든
대중들은 민용의 죽음을
World Premiere
손꼽아 기다린다.

Sawol은 한글로 4월이다. 2014년 4월, 페리선 하
나가 침몰했다. 어떤 사람이 그 침몰하는 이미지
를 보았다. 3D로 만들어진 흑백의 아파트에서 인
터넷에서 캡처한 색색의 현실의 이미지들과 같이
이야기가 태어난다.

슬럿
Slut

USA | 2014 | 21min | Color | D-Cinema
클로에 오쿠노 Chloe OKUNO
16살 소녀 매디의 목표는 남자친구를 만들고 첫
경험을 하는 것. 하지만 촌스러운 외모의 그녀에
게 아무도 관심이 없다. 오늘도 한껏 차려 입고
롤러스케이트장으로 향한 매디는 우연히 괜찮은
외모의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는 마을의 퀸카보다
매디에게 더 관심이 있다.
Korean Premiere

14

할로윈 캔디
I am Candy

Mexico | 2014 | 10min | Color | D-Cinema
JB 미네르바 JB MINERVA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할로윈 날에 혼자 집에 있던 루카스는 누군가가
할로윈 호박 안에 있던 사탕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된다. 루카스는 부엌으로 이어진 사탕껍질을
발견하고, 이것이 괴물과의 놀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사탕을 따라간다.

103 CS2 7/17 17:00 GV | 701 CS2 7/23 14:00 GV

엠보이

Asian Premiere

릴리의 살인마술
A Stranger Kind

M.boy

Korea | 2015 | 26min | Color | D-Cinema
김효정 KIM Hyo Jeong

UK | 2014 | 22min | Color | D-Cinema
올리 머레이 Ollie MURRAY

이 영화는 어느 날, 갑자기 사마귀 팔이 어깨를
뚫고 돋아난 남자 아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2000
년 1월 1일 0시.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순
간, 외진 터널에서 한 사내아이가 태어난다. 슬픈
운명을 지닌 소년은 어릴 적부터 사육장에서 키
우고 있는 사마귀가 유일한 동무이다.

캬바레 클럽에서 일하는 릴리는 어느 날 클럽에
오디션을 보러 온 남자가 펼치는 섬뜩한 쇼를 보
고 난생 처음으로 마술을 믿기 시작한다. 이후 릴
리가 상상한 일들이 마술처럼 끔찍한 현실로 펼
쳐지는데, 이게 과연 마술인 것일까?
Asian Premiere

비비드
Vivid

France | 2014 | 23min | Color | D-Cinema
기욤 포레스티 Guillaume FORESTI
로랑은 원인을 알 수 없이 점점 감각을 잃어가기
시작한다. 서서히 미각, 후각, 촉각을 잃어가는 로랑.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그의 이런 변화는 아내
베아트리체를 알아보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에게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현상들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Asian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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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 제5기 BiFan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 콜렉션
청소년 영화아카데미는 재능있는 청소년 영화 인력의 양성과 교류의 장 형성을 목표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주최하고 부천시와 부천영상미
디어센터, 서울영상미디어센터가 후원하는 영화제작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영화 제작현장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심도 있는 영화제작이론
수업과 학생 스스로 단편영화를 제작해보는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2015년 청소년 영화아카데미 주요 강사진
조진규 감독

김영빈 감독

제5기 청소년 영화아카데미 원장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 집행위원장

<박수건달>(2012)
<조폭마누라>(2001)

<나에게 오라>(1996)
<테러리스트>(1995)

판타스틱 단편 걸작선 15

김성관 조명감독
<베를린>(2013)
<도둑들>(2013)

부산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아름다운 10대를 보내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방법

Toilet

Teenager
Korea | 2015 | 7min | Color | HD
1조 | 한지오 HAN Ji Oh 한다은 HAN Da Eun
조우성 JO Woo Sung 강현웅 KANG Hyun Woong
구승희 KOO Seung Hee 김우정 KIM Woo Jung

Korea | 2015 | 7min | Color | HD
2조 | 진승완 JIN Seung Wan 이성민 LEE Sung Min
구평우 KU Pyung Woo 김동규 KIM Dong Kyu
김정훈 KIM Jung Hoon 이지원 LEE Ji Won

급하게 화장실에 들어가는 남자. 볼일을 다보고
자신의 칸에 휴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때
누군가 화장실로 들어오는데…

성인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안전생활백서.
아름다운 10대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
활을 해야 할까? 20대가 들려주는 생생한 10대
생활 이야기.

World Premiere

강아지똥

World Premiere

곧 휴가

Doggy Poo

The Age of Innocence
Korea | 2015 | 8min | Color | HD
3조 | 김예본 KIM Yea Bon 모세라 MO Se Ra
이광균 LEE Kwang Kyun 임지은 LIM Ji Eun
김동명 KIM Dong Myeong 이승환 LEE Seung Hwan

Korea | 2015 | 5min | Color | HD
4조 | 김요셉 KIM Yo Sep 박지우 PARK Ji Woo
김현정 KIM Hyun Jung 남궁현 NAM Gung Hyun
이다희 LEE Da Hee 이현경 LEE Hyun Kyeong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지만 공부에는 소질이 없
는 상진. 성적표가 나온 날 선생님께 크게 혼이
난다. 화가 나서 길을 가던 중 위험에 빠진 선생
님을 마주치게 되는데..
World Premiere

또래보다 늦은 나이에 포경수술을 하게 된 수완
은 오늘도 학교로 향한다. 평소와 같은 작고 사소
한 모든 일들 마저 간접적 아픔으로 느껴진다.
수완은 모든 위협을 피하고
World Premiere
학교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수능 전夜

들리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Night Before the Exam

The Most Beautiful Sound in the World that Can't be Heard
Korea | 2015 | 8min | Color | HD
5조 | 이재현 LEE Jae Hyun 박명우 PARK Moung Wo
박미경 PARK Mi Gyeong 이예준 LEE Yee Jun
박준성 PARK Jun Seong 김태영 KIM Tae Young

Korea | 2015 | 20min | Color | HD
6조 | 이혜성 LEE Hye Seong 이송주 LEE Song Ju 		
김영총 KIM Yeong Chong 양정호 YANG Jung Ho		
유승준 YOU Seong Jun

3년의 고교생활 끝에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능을 앞둔 국영수(19)는 수능 당일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난다.

항상 답답한 마음을 가진 혜성. 답답함을 해결하
고자 바다에 가게 되고 그 곳에서 여자와 마주치
게 된다.

World Premiere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Korea | 2015 | 5min | Color | HD
7조 | 박하얀 PARK Ha Yan 김찬희 KIM Chan Hee
송한결 SONG Han Kyeol 이한솔 LEE Han Sol
전진영 JEON Jin Yeong 홍수완 HONG Su Wan
여고생 민지는 예림과 친한 사이이다. 예림의
생일날. 예림 몰래 생일선물을 준비한 민지. 방과
후 선물을 예림에게 주려고 했는데 생일선물이
망가져 있다.
World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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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평론가

<악의 연대기>(2015)
<설국열차>(2013)

340 LB3 7/19 10:30 GV | 714 CB7 7/23 14:00

- 제5기 청소년 영화 아카데미 콜렉션

변기에서 휴지까지

최민영 편집감독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World Premiere

축사
주한스웨덴대사관 & 한서문화예술협회는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주한스웨덴대사관 & 한서문화예술협회는 2015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스웨덴 영화 상영을 환영하며, 성공적 영화제 개최를 기원합니다.
2015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스웨덴 상영작품
·마스터 플랜 | 알라인 다르보리 감독
·아메리칸 버거 | 보니타 드라케, 요한 블로만데르 감독
·컵케이크 | 야네 마그누손 감독

한 서 문 화 예 술 협 회
Koreansk-Svenska Sällskapet för Konstnärligt Och Kulturellt Samarbete
Korea Sweden Arts and Culture Society

유니프랑스는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벌써 19년입니다. 우리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몇 해에 걸쳐 지원해왔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매년 더 높아지는 것은 훌륭한 작품 선정의 결과입니다.
프랑스 영화와 그들의 노력을 조명해준 부천영화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르헨티나국립영화연구소 & 블러드윈도우는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아르헨티나국립영화연구소와 라틴아메리카의 판타스틱 필름마켓, 블러드윈도우는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판타스틱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과 영화인, 영화산업관계자에게 중요한 행사로, 또 라틴
아메리카의 판타스틱 영화가 소개되는 의미 깊은 영화제로 자리잡은 부천국제판타스틱
영화제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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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소노시온이 (아니)다
재팬 컬쳐의 영원한 반항아, 반역과 아나키즘의 액티비스트, 폭력과 에로티시즘의 작가. 그 많은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17세에 시인으로 등단한
이 불멸의 청춘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는 어쩌면 영원한 탈주를 꿈꾸었던 우리 모두의 소녀이고 소년이다.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
화제에서는 일본국제교류기금과의 공동주최로 특별전 ‘나는 소노 시온이 (아니)다’를 기획 상영한다. 무엇보다도 소노 시온 감독이 직접 참석하
여 관객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어 영광이다. 그와 함께할 ‘순결한 핏빛 패러독스’의 시간을 기대한다.
이 특별전은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공동주최로 진행됩니다.

자살 클럽

노리코의 식탁

Sucide Club

Noriko’s Dinner Table
Japan | 2002 | 99min | Color | Digi-Beta
소노 시온 SONO Sion

Japan | 2005 | 158min | Color | Digi-Beta
소노 시온 SONO Sion

2001년 도쿄에서 어느 날, 54명의 여고생이 신주
쿠 역에서 들어오는 기차에 뛰어내려 집단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를 시작으로 도쿄
전역에는 집단자살사건이 계속 시도된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사건담당 인쿠로다 형사에게는
어린아이가 전화를 걸어와 다음 집단자살사건이
일어날 장소와 날짜를 예고해주는데…

가족들과의 일상적인 삶에 지친 노리코는 인터
넷으로 알게 된 친구를 찾아 도쿄로 가출한다.
우에노 역에서 쿠미코를 만나 그녀와 함께 외로
운 사람들의 가족을 연기해주는 대행업을 시작
한다. 그 무렵 신주쿠 역에서 여고생 54명의 집
단자살이 벌어지고, 노리코의 아버지가 딸을 찾
아 올라오는데… 청춘물로 시작된 영화는 어느
새 일본 사회의 현재에 대한 숨막히는 심리스릴
러로 변모한다.

© 2002 Suicide Club Film

131 LB2 7/17 20:00 | 710 CB3 7/23 14:00 GV

134 LB3 7/17 17:00 | 625 LB2 7/22 17:00

러브 익스포져

길티 오브 로맨스: 욕정의 미스터리

Love Exposure

Gulity of Romance
Japan | 2008 | 237min | Color | 35mm
소노 시온 SONO Sion

Japan | 2011 | 144min | Color | D-Cinema
소노 시온 SONO Sion

여러 영화제에서 격찬을 받고 일본에서 개봉하여
롱런에 성공한 작품. 상영시간이 4시간에 달하는
대작이면서 보는 이를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문
제작이다. 신부가 된 아버지, 몰카의 대가인 아들,
아들이 사랑하는 여동생. 몰카와 폭력, 사이비종
교와 근친상간이 오가는 파격적인 영화. 그러나
무엇보다 젊은 남녀의 순수한 러브스토리.

<러브 익스포져>와 <차가운 열대어>에 이은 소노
시온 감독의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한 센세이셔널
한 영화. 21세기가 되기 하루 전, 을씨년스러운 비
가 내리는 밤에 한 여성이 시부야의 마루야마에
서 잔인하게 살해된다. 미즈노 미키, 토가시 마코
토, 그리고 카구라자카 메구미가 밀도 높은 연기
대결을 펼쳐보이며 세 여성의 격정적인 인생이
화려한 스크린 위에 펼쳐진다.

352 KM 7/19 18:00 | 1017 KM 7/26 11:00

223 CB7 7/18 20:30 | 813 CB7 7/24 11:00 GV

두더지

지옥이 뭐가 나빠

Himizu

Why Don’t You Play in Hell?
Japan | 2011 | 131min | Color| D-Cinema
소노 시온 SONO Sion

Japan | 2013 | 126min | Color | D-Cinema
소노 시온 SONO Sion

가족은 나를 버렸다. 학교도 더 이상 다닐 수 없
다. 쓰나미 이후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과 나를
좋아하는 같은 반 차자와까지 내게 손을 내밀지
만, 나는 그저 땅속의 두더지처럼 평생을 조용하
게 살고 싶다. 하지만 세상은 나를 그냥 두지 않
는다. 먼지보다 못한 목숨이지만, 한번쯤은 누군
가를 위해 내 목숨을 훌륭하게 사용하기로 결심
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액션 대 서사극을 찍으려
는 서툰 영화 촬영팀은 꿈을 멈출 수가 없다. 10
년 전, 야쿠자 중간보스인 이케가미는 라이벌인
무토를 공격했다. 현재, 무토의 복수가 하루 앞으
로 다가온 날, 무토는 그의 장편영화를 완성하는
데 열중해 있다. 영화팀은 실제 야쿠자들의 싸움
과 죽음을 35mm 필름에 담을 수 있는 일생일대
의 기회를 눈앞에 두게 된다.

409 CS11 7/20 20:00 | 808 CS11 7/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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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CS2 7/22 20:00 GV | 816 CB7 7/24 20:00

러브 & 피스

리얼 술래잡기

Love & Peace

Tag

230 LB1 7/18 13:00 | 735 KM 7/23 20:00 GV

Japan | 2015 | 117min | Color | D-Cinema
소노 시온 SONO Sion

Japan | 2015 | 85min | Color | D-Cinema
소노 시온 SONO Sion

"이 작품은 내 영혼의 집대성이다" 라는 소노 시온
감독의 코멘트를 증명하듯, 영화는 괴짜 캐릭터와
잘 짜여진 시나리오 그리고 특촬물이라는 조합을
통하여 이 시대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한다.
스즈키는 어느 날 거북이 한 마리와 운명적인 만남
을 갖는다. 이 거북이를 애지중지하는 스즈키는 동
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화장실 변기에 거북이를
흘려 보낸다. 거북이가 하수도를 지나 지하의 수수
께끼 노인을 만나면서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다.

남자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여자들뿐
이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소녀들이 소
녀들을 죽이는 것이다! 수학여행을 가는 여고생
들을 가득 태운 버스는 눈 깜짝할 새 바람에 의해
위의 절반이 잘려나가며 40명의 소녀들을 순식간
에 목이 잘려 죽는다. 그 순간 몸을 수그린 주인공
미츠코만 피범벅이 된 버스에서 살아남았다…

Korean Premiere

International Premiere

630 CH 7/22 14:00 GV | 830 CH 7/24 14:00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THE JAPAN FOUNDATION,Seoul)는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일본을 대표하는
소노 시온(園子温)감독 특별전을 함께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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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경보: 코리안 인디 장르!
VOD 시장의 급성장, 영화 인프라의 증대, 그리고 기득권에게로의 도전! 어느새 코리안 인디 장르 영화(K-indie Genre)들은 한국 영화 제작 편수를
과점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특별전은 저속한 에로 장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적 시도를 통해 한국 영화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적극 지지하며 지원하는 의지를 담았다. 지난 몇 년간 코리안 인디 장르영화를 대표하는 7편이 선정됐
으며 제작진과 출연진과의 메가토크를 통해 영화의 제작 과정과 코리안 인디 장르 영화인들의 독특한 세계를 진지하고도 유쾌하게 파헤쳐본다.

완벽한 파트너

미조

My Secret Partner

Mizo
Korea | 2011 | 117min | Color | HD
박헌수 PARK Heon Soo

Korea | 2013 | 72min | Color | HD
남기웅 NAM Ki Woong

7년째 슬럼프에 빠져있는 유명 시나리오 작가 준석
과 국내 최고 요리 연구가 희숙! 주변 지인에게서
긴장감 없고 영감 떨어지는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연애’라고 충고를 받은 뒤 가장 가까이에 있
는 한참 연하의 제자에게 슬~쩍 들이댔는데, 훅~
넘어오는 감사한 시추에이션이 발생한다! 대박 시
나리오와 히트 요리 개발을 눈앞에 두고 창작 의욕
불태우기 위한 이 두 커플의 서로 속고 속이는 아
슬아슬한 연애는 점점 대담하고 뜨거워지는데!

쓰레기통에서 태어난 미조. 만신창이로 살아 온
그녀는 자신이 버려질 때 싸여있던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친부모를 찾는 꿈을 가지고 있다. 한편 자
신의 핏덩이 딸을 쓰레기통에 버린 아빠 우상은
여전히 쓰레기처럼 살고 있다. 스스로조차 고통
을 느끼지 못하는 우상에게 미조는 세상에서 가
장 아픈 복수를 결심하고 접근한다.

815 CB7 7/24 17:00 GV

518 CB8 7/21 14:00 GV

아티스트 봉만대

배우는 배우다
Rough Play

Playboy Bong

Korea | 2013 | 101min | Color | HD
봉만대 BONG Man Dae

Korea | 2013 | 98min | Color | D-Cinema
신연식 SHIN Yeon Shick

<남극일기>, <헨젤과 그레텔>의 임필성 감독이 메
가폰을 잡고 곽현화, 성은, 이파니 주연의 발리
올로케로 촬영 중인 에로틱 공포영화 <해변의 광
기>. 그러나 지루하기만 한 에로씬에 제작자는 에
로계의 거장 봉만대 감독을 전격 투입한다. 그의
등장으로 촬영장엔 폭풍전야의 불길한 기운이 감
돈다. 그냥 ‘에로’로 바뀌는 씬들과 더불어 예정에
없던 노출씬에 여배우들과 스탭들의 불만은 최고
조에 달한다.

종종 상대가 받아줄 수 없을 만큼의 즉흥 연기로
연극을 망치곤 하던 단역배우 오영. 영화 촬영 현장
에서 작은 역할에도 열정을 빛내던 그를, 재기를
꿈꾸던 매니저 장호가 알아본다. 장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오영을 스타로 만드는데 매진
한다. 빠르게 톱스타가 된 오영은, 돈과 인기 속
에서 점점 더 오만한 괴물이 되어간다.

221 CB7 7/18 13:00 GV

407 CS11 14:00 GV

스톤

어우동: 주인 없는 꽃

The Stone

Ownerless Flower Uhwudong
Korea | 2013 | 109min | Color | D-Cinema
조세래 CHO Se Rae

Korea | 2015 | 101min | Color | D-Cinema
이수성 LEE Soo Sung

변두리 조직 보스 남해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기원
연구생 출신 내기 바둑꾼 민수를 만나, 잊고 있었던
바둑에 다시 관심을 갖는다. 민수의 제자가 되어
바둑을 두며, 남해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
고 민수는 진정한 승부의 세계와, 인생의 깊이에
눈뜬다. 남해가 바둑에 심취한 사이, 구역을 놓고
대립하던 후배 조직 보스 종태와의 갈등도 더욱
깊어진다.

때는 500년 전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태어나 곱
고 아름다운 자태에 지성까지 겸비한 한 여인이
있다. 남편에게 배신당한 그녀는 복수를 위해 왕
조차 탐하는 최고의 꽃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화
<어우동: 주인없는 꽃>은 ‘어우동’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을 뒤흔든 역사적 스캔들을 그린 작품이다.

505 CS10 7/21 17: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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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CS10 7/21 14:00 GV

십이야: 깊고 붉은 열두 개의 밤 Chapter 1
12 Deep Red Nights

Korea | 2015 | 73min | Color | D-Cinema
오인천 OH In Chun
이 영화는 12개의 밤, 12개의 공포라는 주제로 이
루어진 각기 다른 12편의 에피소드 중 첫 번째 이
야기로, ‘드라이버’, ‘PM 11:55’, ‘남의 소리’, ‘비밀
의 밤’ 등 총 4편의 도시 괴담으로 구성된 옴니버
스 공포영화이다. ‘도시의 밤’이라는 주제 안에 각
에피소드의 인물과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있어 기존의 옴니버스 호러와 차별화된 독특
한 공포감을 선사한다.

312 CS11 7/19 13:00 GV | 607 CS11 7/22 14:00 GV

나프포럼(NAFForum)
나프포럼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인더스트리 프로그램인 NAFF(아시아 판타스틱 제작 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세계 장르영화 산업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대담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영화산업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전문패널들로 구성, NAFF에 참가한 영화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사례연구와 심층적 분석을 통한 노하우와 발전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나프포럼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선착순 입장. 영화제 관객 입장가능. 한국어/영어 동시통역 제공
3D & BEYOND (한국영화아카데미 공동주최)
‘3D & BEYOND 포럼의 1부는 ‘산업’을 테마로 상업 3D 영화의 스토리텔링, 인력 양성, 미학, 기술 등의 성과와 한계, 발전방안에 대해, 2부는 ‘기술’을 테마로 3D, ScreenX, VR 등 첨단영상
기술과 실감미디어기술의 동향, KAFA+ Next D의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일시 2015. 7. 19(일) 14:00~ 18:00
•장소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저예산 영화제작: 성공적인 결과물을 위하여
저예산 영화제작에 특화된 영화제작자들이 모여 실제 사례와 전망을 나누고 저예산 영화를 성공적으로 제작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일시 2015. 7. 20(월) 15:30~17:00
•장소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대안적 영화배급
새로운 영화 마케팅과 배급이 공존하는 요즘, 영화산업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뉴미디어, 배급, 마케팅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영화배급의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 그 강점을 모색한다. .
•일시 2015. 7. 20(월) 17:15 ~ 18:45
•장소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중국포럼
1부 중국 영화시장의 새로운 변화
오늘날 세계 영화산업에서 중국은 가장 큰 영화시장을 가진 중요한 도전자가 되었다. 영화산업 전문가들이 중국 영화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 전반에 걸친 매력적인 변화에 대해 토론한다.
•일시 2015. 7. 21(화) 15:30 ~ 17:00

•장소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2부 중국 영화제작에서의 시각효과(VFX) 성장과 그에 대한 견해
VFX 전문회사가 진입한 중국의 VFX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산업의 중심에 있는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와 연구를 바탕으로 견해를 나누고 변화하는 중국시장
과 그 이면을 살펴본다.
•일시 2015. 7. 21(화) 17:15 ~ 18:45

•장소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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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환타지아
타코와 테킬라, 그리고 눈부신 백사장의 칸쿤 해변으로 잘 알려진 멕시코. 하지만 영화 <황혼에서 새벽까지>, <퍼시픽 림>, <그래비티>, <버드맨>
등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상업적 흥행과 비평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둔 영화들이 멕시코 출신(혹은 혈통)의 감독들 작품이라는 것을 아는 이
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각국의 박스오피스는 물론, 권위 있는 영화제까지 사로잡은 멕시코 장르영화의 힘은 무엇일까? 멕시코 판타지 영
화의 아버지 카를로스 엔리케 타보아다에서 현대 멕시코 장르영화의 세계화의 초석을 일군 기예르모 델 토로 감독, 그리고 폭발하는 에너지로 전
세계 영화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젊은 감독들까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멕시코 장르영화 세계의 문이 눈앞에 열려있다.
이 특별전은 주한멕시코대사관, 멕시코영화진흥원(IMCINE),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후원합니다.

마녀들의 시간

크로노스

Posion for the Fairies

Cronos
Mexico | 1986 | 90min | Color | 35mm
카를로스 엔리케 타보아다 Carlos Enrique TABOADA

Mexico | 1993 | 94min | Color | 35mm
기예르모 델 토로 Guillermo DEL TORO

10살 소녀 베로니카는 유모로부터 마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진짜 마녀인 것처럼 행동
하곤 한다. 그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사
건들이 자신의 흑마술에 의한 것이라고 친구 플
라비아에게 말한다. 플라비아는 베로니카를 점점
두려워하게 된다. 베로니카가 그녀의 애완견을
내놓으라고 할 때, 플라비아는 마침내 베로니카
에게 흑마술을 멈추라고 하고 영화는 끔찍한 클
라이맥스에 도달한다.

1936년 종교재판을 하던 시절, 멕시코의 베라크
루즈에서 한 연금술사가 영생을 주는 크로노스라
는 신비한 장치를 발명한다. 현대의 골동품 상인
헤수스는 오래된 조각상 안에 숨겨진 크로노스
를 발견하고 실수로 기구를 작동시킨다. 헤수스
는 젊음을 되찾음과 동시에 인간의 피를 갈망하
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534 KM 7/21 17:00 | 734 KM 7/23 17:00

KM 31

천사와 악마
Pastorela

KM 31: Kilometre 31
Mexico, Spain | 2006 | 105min | Color | 35mm
리고베르토 카스타네다 Rigoberto CASTANEDA

Mexico | 2011 | 88min | Color | D-Cinema
에밀리오 포르테스 Emilio PORTES

고속도로의 31km 지점을 운전해 가던 중, 아가타
는 한 소년을 친다. 차에서 내려 소년을 도우려
던 아가타를 달려오던 다른 차가 치고, 그녀는 혼
수상태에 빠진다. 아가타의 쌍둥이 자매 카탈리
나는 텔레파시로 아가타의 고통과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음을 느낀다. 친구들과 함께 카탈리
나는 사고 지점으로 가고, 그곳이 초자연적인 존
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에이전트 헤수스 후아레즈는 동네에서 춘초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는 동네에서 매년 크리스마
스마다 열리는 예수의 탄생 연극에서 항상 악마
역을 연기해 왔다. 그런데 교회에 새로운 목사 에
드문도 포나다스가 부임한다. 그는 모든 역할을
새롭게 캐스팅을 하려고 하고, 춘초는 오디션장
에 늦게 도착하게 된다. 춘초는 선과 악의 싸움에
서 이기고 그의 역을 되찾을 수 있을까?

Korean Premiere

143 KM 7/17 20:00 GV | 922 KM 7/25 18:00

당신과 함께라면

Korean Premiere

104 CS2 7/17 20:00 | 724 LB2 7/23 14:00

멕시코 바바로

I Stay with You

Mexico Barbaro
Mexico | 2014 | 98min | Color | D-Cinema
아르테미오 나로 Artemio NARRO

Mexico | 2014 | 113min | Color | D-Cinema
8인 공동 감독 8 Directors

젊은 스페인인 나탈리아는 남자친구 에스테반을
보기 위해 멕시코 시티로 온다. 그러나 에스테반
은 일 때문에 바빠 나탈리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
지 못한다. 대신에 에스테반의 친구들인 안나와
소피아는 나탈리아를 도시 외곽에 있는 발레리아
의 집으로 데려가서 파티한다. 젊은 여자친구들
과 함께 하는 코미디로 시작한 이 영화는 반전을
꾀하며 폭력적이고 어두운 사디즘으로 관객들을
안내한다.

8명의 멕시코의 감독들이 모여서 멕시코에서 전
해 내려오는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이야기들을
영화로 만들었다. 어린 시절 우리를 악몽까지 쫓
아오던 이야기들, 부기맨, 트롤, 귀신, 괴물, 아즈
텍의 희생양들 그리고 물론 도시부터 시골에까지
전해진 좀비까지. 멕시코의 악몽은 관객들을 사
로잡을 것이다.

216 CB3 7/18 13:00 | 609 CS11 7/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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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emiere

535 KM 7/21 20:00 | 1018 KM 7/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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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emiere

209 CS10 7/18 20:30 GV | 431 CH 7/20 17:00 | 612 CB3 7/22 20:00 GV

Asian Premiere

허니문

악마의 협주곡

Honeymoon

Scherzo Diabolico
Mexico | 2015 | 97min | Color | D-Cinema
디에고 코헨 Diego COHEN

Mexico, USA | 2015 | 90min | Color | D-Cinema
아드리안 가르시아 보글리아노
Adrian GARCIA BOGLIANO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을까? 호르헤는 사랑하
는 이사벨과 허니문을 즐기는 중이다. 나흘 전 호
르헤는 오랫동안 짝사랑 해왔던 이사벨을 납치했
다. 그는 이사벨의 손톱도 예쁘게 다듬어주고(혹
은 뽑아버리고) 그녀에게 밥도 먹여주는(혹은 먹
으라고 강요하는) 일등 신랑감! 사랑스런 아내를
만들기 위한 호르헤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
행복해지고 싶은 한 남자의 핏빛 허니문.

317 CB3 7/19 13:00 GV | 521 LB1 7/21 14:00 | 706 CS10 7/23 20:00 GV

Asian Premiere

회계사 아람은 고대했던 승진만을 기다리며 지
루한 삶에 파묻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잔소
리만 해대는 그의 아내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더는 노력하지 않는다. 불행한 삶을 사는
아람은 어느 날, 10대 소녀를 납치한다.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계획은 곧 아람의 가장 끔찍한 악몽
으로 변한다.

122 CB8 7/17 14:00 | 423 LB1 7/20 20:00 | 702 CS2 7/23 17:00

Asian Premiere

멕시코영화진흥원 & 주한멕시코대사관은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멕시코영화진흥원과 주한멕시코대사관은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올해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앞으로도 우리의 좋은 협력 관계가 지속되길 기원합니다.

Embajada de México
en Corea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69

BiFan 클래식 “SF영화: 멀고도 가까운”
영화 <인터스텔라>가 있기 전,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콘택트>가 있었다. 우리들은 이 영화들을 보며 미래와 우주를 꿈꾸고 과거를 돌아보고
인류와 신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40여 년 전 황량한 사막을 질주하며 우리들의 피를 들끓게 했던 남자, 맥스의 여정은 새롭게 태어나 오늘
날의 젊은이들까지도 열광시킨다. 41세기 우주의 여전사 바바렐라, 제인 폰다는 여전히 우아한 자태로 올해 칸의 레드카펫을 밟았다. 우리들의
미래는 언젠가 다음 세대의 과거가 되고, 우리들의 낯선 시간과 공간은 그들의 일상이 되겠지만, 그들도 역시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우주를 또한
꿈꿀 것이다. 한여름 밤, 이보다 어울리는 꿈이 있을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바바렐라

2001: A Space Odyssey

Barbarella
USA , UK | 1968 | 139min | Color | D-Cinema
스탠리 큐브릭 Stanley KUBRICK

France , Italy | 1968 | 98min | Color | D-Cinema
로저 바딤 Roger VADIM

인류에게 문명의 지혜를 가르쳐 준 검은 돌기둥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디스커버리호는 목성을 향해
날아간다. 평온하던 디스커버리호는 컴퓨터 할의
반란으로 반란이 일어나고, 우주비행사의 필사적
인 노력으로 할을 제압한다. 그리고 마침내 목성
궤도에서 돌기둥을 발견하지만 그 순간 우주의 급
류에 휘말리게 되는데...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영상미학과 경이로운 이야기로 수많은 SF영화의
모티브로 자리 잡은 걸작.

41세기의 우주비행사, 섹시한 바바렐라는 악당
듀란듀란을 찾기 위해 리티온 행성에 도착한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죄악이 매 시간마다 새로 생
기는 곳이다. 68년 로저 바딤이 연출하고 당시 그
의 부인이었던 제인 폰다의 섹시함을 앞세운 에
로티시즘과 SF가 결합한 작품.

137 CH 7/17 14:00 | 1012 LB3 7/26 20:00

106 CS10 7/17 14:00 | 821 LB1 7/24 14:00

매드 맥스 2

콘택트

Mad Max 2

Contact
Australia | 1981 | 95min | Color | D-Cinema
조지 밀러 George MILLER

USA | 1997 | 150min | Color | D-Cinema
로버트 저메키스 Robert ZEMECKIS

지구가 멸망한 후, 황무지가 된 호주. 전직 경
찰이지만 이제는 시니컬한 방랑자가 된 맥스
는 가솔린을 탈취하는 잔인한 악당의 무리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최근
새로운 시리즈가 개봉하여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매드 맥스> 시리즈 중 가장 완성도가 높다
고 평가받는 멜 깁슨 주연의 <매드 맥스 2>는
디스토피아적 세계관과 특유의 B급 영상미로
SF영화 역사에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다.

엘리는 아홉 살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외계행성의 생명체를 찾는 일을 하는 우주학자이
다. 하지만 국립과학재단은 그녀의 일을 중단시
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그녀의 일
은 과학이라기보다 소설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
문이다. 엘리와 그녀의 동료들은 일을 계속 진행
하려고 노력하고 마침내, 베가 성 근처에서 들려
오는 외계인의 말 소리를 듣는다.

254 CH 7/18 24:00 GV | 905 LB1 7/25 20:30

428 LB3 7/20 17:00 | 811 CB3 7/24 17:00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장르영화백서 SF영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장르영화백서 제 2탄 《SF영화》가 19회를 맞아 출간됩니다.
판타스틱 장르 영화의 전통과 역사를 되짚어보는 취지에서 시작한 장르영화백서의 첫 결과물
《호러영화》에 이어 그 두 번째 테마로, 판타스틱 대표 장르 중 하나인 SF를 집대성한 《SF영화》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90여 편에 달하는 SF 걸작들의 이야기와 장르에 관한 영화인 인터뷰,
칼럼으로 가득 채워진 이번 시리즈에 뜨거운 관심을 가질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 영화제 기간 동안
공식 기념품샵에서 처음 판매를 시작합니다. 《SF영화》의 발간을 기념하여 책에 수록된 SF 걸작 중
4편을 엄선한 특별전 BiFan 클래식 ‘SF영화: 멀고도 가까운’도 함께 진행되니 부천국제판타스
틱영화제 마니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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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장르영화 세계로의 판타스틱한 두 번째 출항!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장르영화백서

SF영화
서점에서 곧 만나실 수 있습니다.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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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A+ Next D “3D, Once Again”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세훈) 한국영화아카데미(KAFA)가 오는 7월 16일 개막하는 제19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기간에 한국의 3D 영화와 차세
대 영상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다. KAFA가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온 3D 영화 제작 프로젝트의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한국영화 산업을 견인할 새로운 포맷의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KAFA의 3D 영화 제작
교육 프로그램인 ‘KAFA+ Next D’ 프로젝트의 8, 9기 신작과 대표작을 엄선해 상영하고, ‘3D & BEYOND’라는 제목 아래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3D 영화뿐 아니라 ScreenX, VR 등 새로운 영화 및 영상 포맷을 둘러싼 기술적, 산업적 쟁점을 살펴보는 ‘포럼’, 이번 부천판타스틱영화제를 통해 첫
공개되는 KAFA+ Next D 8기 작품인 장편 옴니버스 <방 안의 코끼리>의 제작진이 3D 영화 제작 경험과 미학적 고민들을 관객들과 공유하는 ‘메가토
크’, 그리고 지난 3년간 총 25편의 성과를 낳은 ‘KAFA+ Next D’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파티 등으로 구성된다.
이 기획전은 한국영화아카데미와 공동주최로 진행됩니다.

신촌좀비만화(3D)

방 안의 코끼리(3D)

Mad Sad Bad

Elephant in the Room
Korea | 2014 | 116min | Color |

D-Cinema
류승완 한지승 김태용
RYOO Seung Wan, HAN Ji Seung, KIM Tae Yong

Korea | 2015 | 90min | Color | D-Cinema
권칠인, 박수영, 권호영
KWON Chil In, PARK Swimming, KWON Ho Young

인터넷 사령카페와 신촌대학생피살사건의 실화
를 바탕으로 인터넷 채팅 문화의 어두운 면모를
살핀 류승완 감독의 <유령>, 좀비와 인간이 공존
하게 된 세상의 남녀의 이야기를 다룬 한지승 감
독의 <너를 봤어>, 엄마와 자폐증을 가진 동생과
함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는 소녀의 이
야기인 김태용 감독의 <피크닉>으로 이루어진
KAFA+ Next 6기 작품.

KAFA+ Next D 8기 프로젝트 장편 옴니버스 영
화. 박수영 감독의 블랙코미디 <치킨게임>, 권칠
인 감독의 에로틱 멜로 <세컨 어카운트>, 권호영
감독의 SF스릴러 <자각몽> 등 세 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3D에 특화된 장르였던 공포, 액
션, 블록버스터의 한계를 벗어나 더욱 다양한 장
르 안에서 폭넓게 시도되는 3D 영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422 LB1 7/20 17:00 | 818 CB8 7/24 14:00

KAFA+ Next D 단편(3D)

지구 최후의 날

229 LB1 7/18 10:30 GV

|

522 LB1 7/21 17:00 GV

기억부검

The Last Day on Earth

The Autopsy of the Memory
Korea | 2014 | 14min | Color | D-Cinema
임찬익 LIM Chan Ik

Korea | 2014 | 27min | Color | D-Cinema
박규택 PARK Gyu Tek

철거 촌에 살며 공사판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살
아가고 있는 김씨. 아들의 죽음과 정신병원에 입
원해 있는 아내로 인해 그의 삶은 외롭다. 러시아
에 낙하한 운석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운석에 대한 꿈을 꾼 김씨. 아내와 아
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간직한 채 재개발이
한창인 동네 화장실로 향한다. 거대한 포크레인
이 김씨가 있는 화장실을
World Premiere
덮친다.

예비 사제이자 현 육군 상병, 동윤의 자살 사건
현장에서 엄마 홍란은 여전히 아들의 죽음을 믿
지 못한다. 홍란은 모 사설 실험실에서 동윤의 기
억을 부검하여 들여다본다. 서서히 밝혀지는 동
윤이의 진실. 짐작조차 못 했던 아들의 모습을 바
라보며 홍란의 기억과 현실은 점점 왜곡되기 시
작한다.

소년병

World Premiere

외계인이다

Like Soldiers, Like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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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Premiere

123 CB8 7/17 17:00 GV | 719 CB8 7/23 17:00 GV

Man and Wife
Korea | 2015 | 24min | Color | D-Cinema
임보영 YIM Bo Young

Korea | 2015 | 26min | Color | D-Cinema
김현우 KIM Hyun Woo

KAFA+ Next D 9기 작품. 6살 동휘는 부모님과
교외의 요양병원에 왔다가 우연히 증조할아버지
의 병원 탈출을 돕게 된다. 16살에 기억이 멈춘
평안도 태생 할아버지는 전쟁 통에 헤어진 엄마
를 찾아 나서고 동휘는 소년병이었던 할아버지
의 여정에 동참하게 된다. 3D로 재연된 황량한
갈대밭 속 두 소년병이 벌이는 전투는 한국전쟁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듯
World Premiere
애잔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 남편에게서 이상한 낌
새를 눈치 챈 아내는 한 번 만나자는 낯선 여자
의 연락을 받는다. 여자는 자신을 재미교포 FBI
특수요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외계인이
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과연 아내의
선택은? KAFA+ Next D 9기 작품으로, <하녀>
<후궁: 제왕의 첩> 등에 출연한 배우 박지영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진
World Premiere
아내를 연기한다.

19th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회고전: 훌륭한 배우 좋은 사람, 임달화
임달화는 데뷔부터 지금까지 200편이 넘는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 왔다. 많은 영화에서 경찰로 출연하기도 하였고, 삼합회의 보스, 냉혹한 킬
러 등 다양한 종류의 악역을 맡기도 했다. 장르와 캐릭터를 가리지 않고 작품활동을 해온 그에 대해, 함께 작업해온 이들의 한결같은 평가는
“정말 좋은 사람이자 훌륭한 배우” 라는 것이다.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펼쳐질 본인의 회고전을 위해 임달화가 직접 선택한 다섯 편
과 그의 최신작 한 편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단순히 그의 과거 작품을 돌아보는 기획이 아닌, 임달화라는 배우의 현재까지의 모습을 돌아보
고 앞으로의 영화인생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PTU

흑사회

PTU

Election
Hong Kong | 2003 | 88min | Color | 35mm
두기봉 Johnnie TO

Hong Kong | 2005 | 100min | Color | 35mm
두기봉 Johnnie TO

PTU는 마이크와 켓이 이끄는 두 팀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이들은 항구 근처에서 범죄예방 순찰을
시작한다. 로 경사가 펑크족들에 습격을 당해 총을
뺏긴 사실을 알게 되자 마이크는 로에게 동이 트기
전까지 스스로 총을 찾아올 것을 지시한다. 하지만
포니테일 조직의 죽음을 조사하던 CID의 감독관
청은 로의 행동을 의심해 그를 용의자 리스트에
올린다.

삼합회의 차기 회장 후보이며 대조적인 성격의
록과 빅디. 두 후보가 치열하게 경합하는 가운데
빅디가 뇌물을 써 보지만 차기 회장은 록으로 결
정된다. 결과에 불복한 빅디가 삼합회 멤버들에
게 보복을 하려 하나, 전직 회장이 차기 회장을
약속하자 이내 멈춘다. 빅디와 록은 합심해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결구 록은 자신의 자리
를 탐하는 빅디를 제거한다.

249 KM 7/18 10:30 GV | 435 KM 7/20 20:00

250 KM 7/18 13:00 GV | 923 KM 7/25 20:30

천공의 눈

세월신투

Eye in the Sky

Echoes of the Rainbow
Hong Kong | 2007 | 90min | Color | 35mm
유내해 YAU Nai Hoi

Hong Kong | 2010 | 117min | Color | 35mm
나계예 Alex LAW

한국 영화 <감시자들>의 원작! 최정예 감시 전문
수사팀에 ’뚱녀’라는 별명의 신입이 팀 리더 ‘개머리’
에게 트레이닝 받고, 곧장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현재 홍콩 경찰은 거물급 강도집단을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영리하고 위험한 인물,
샨이 이끄는 이 강도들은 역시 만만치 않다. 이제,
감시단들과 이 거물급 강도 사이에 숨 막히는 추격
전이 펼쳐진다.

1969년 봄, 우주인 헬멧 대신 어항을 뒤집어쓰고
홍콩의 첫 우주비행사를 꿈꾸며 거리를 누볐던
한 소년과 그 가족의 이야기. 신발을 만드는 일을
하는 아버지와 긍정적인 어머니, 열대어와 공상에
빠져 눈을 빛내는 형, 우리의 주인공까지. 이 영화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어른들은 속이 깊었으며, 모든
이야기가 아름다웠던, 혹은 그렇게 보였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349 KM 7/19 10:30 | 835 KM 7/24 20:00

141 KM 7/17 14:00 GV | 633 KM 7/25 17:00

어둠 속의 이야기: 미리야

충봉차

Tales from the Dark 1

Two Thumbs Up
Hong Kong | 2013 | 113min | Color | D-Cinema
임달화, 프루트 챈, 이지의
Simon YAM, Fruit CHAN, LEE Chi Ngai

Hong Kong | 2015 | 103min | Color | D-Cinema
유호량 LAU Ho Leung
Big F, Crazy B, Johnny T 그리고 East L은 그들의
미니버스를 경찰차처럼 꾸미고 경찰인 체 강도짓
을 준비한다. 진짜 경찰 추이는 이들을 수사하던
중 이들이 곧 일을 저지를 것을 예감한다. 강도짓
을 하던 이들은 진짜 범죄자들과 총격전을 벌이
는데, 장난감 총과 가짜 의상을 입은 Big F와 동료
들은 갑자기 진짜 경찰이라도 된 것처럼 정의감에
불타오른다.

릴리안 리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홍콩의 칭송
받는 영화인들이 야심차게 모여 만든 공포 옴니
버스 영화이다. 양가휘와 임달화 등 최고의 스타
들이 총출동하는 첫번째 이야기를 비롯하여 프
루트 챈, 이지의, 그리고 이 영화로 감독으로 데
뷔하는 임달화가 메가폰을 잡았다.

232 LB1 7/18 18:00 GV | 709 CS11 7/23 20:00

139 CH 7/17 20:00 GV | 608 CS11 7/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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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프로그램

메가 토크Ⅰ KAFA+ Next D “3D, Once Again”
•일시 | 7월 17일(금) 17:00 <방 안의 코끼리> 상영 후 이어집니다.
•장소 | CGV 부천 8관
KAFA+ Next D 8기 작품 <방 안의 코끼리> 상영 후 3D 영화 연출 작업을 수행한 감독들이 관객들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부천을 찾는다. 특히 3D 영화의
장르 다변화와 3D에 걸맞는 스토리텔링과 미학, 또 3D에 특화된 촬영과 후반작업의 이슈 등 다양한 고민과 생각을 들려줄 예정이다.

메가 토크 Ⅱ

공습경보: 코리안 인디 장르!

•일시 | 7월 18일(토) 13:00 <아티스트 봉만대> 상영 후 이어집니다.
•장소 | CGV 부천 7관
•사회 | 강성규(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수석프로그래머)
한국 인디 장르 영화들이 한국영화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아가 글로벌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봉만대 감독 등 이 분야를
대표하는 제작진과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획, 제작, 배급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한국 인디 장르 영화들의 발전 방향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메가 토크 Ⅲ

우리가 미처 몰랐던 멕시코 환상영화 A to Z

•일시 | 7월 19일(일) 13:00 <허니문> 상영 후 이어집니다.
•장소 | CGV 부천 3관
•사회 | 이상호(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프로그래머)
•패널 | 디에고

코헨(<허니문> 감독), 파블로 기사(멕시코 모비도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퍼시픽 림>, <그래비티>, <버드맨> 등 전세계 박스오피스와 권위 있는 영화제의 상을 휩쓴 맥시코 출신 감독들의 저력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 멕시코 판타지 영화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며 어떻게 멕시코 감독들이 할리우드를 비롯한 전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었는지를 파헤쳐 본다. 마리아치의 음악보다 흥겹고 데낄라보다
뜨거운 멕시코 영화의 세계로 떠나보자!

심야 토크

SF 토크

•일시 | 7월 18일(토) 24:00 심야토크 종료 후 심야상영이 이어집니다.
•장소 | 부천시청 어울마당
•패널 | 김종철(익스트림무비

편집장), 임필성(영화감독)
멀고도 가까운 상상 속의 세계, SF!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장르백서 2탄 《SF영화》의 발간을 축하하며, 《SF영화》의 필자인 익스트림무비 김종철 편집장과 <마담 뺑덕>
임필성 감독이 부천영화제를 찾아 SF 영화에 대한 흥미진진한 토론을 펼친다. 심야상영 전 만나는 SF 영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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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 NAFF
NAFF
아시아 판타스틱영화 제작네트워크(Network of Asian Fantastic Films, NAFF)는 2008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장르영화의 제작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한
영화산업 전문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NAFF는 아시아 장르영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화제작지원, 교육,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장르영화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실질적인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일정 | 2015. 7. 19(일) - 22(수) * 환상영화학교 2015. 7. 16(목) - 22(수)
•장소 | 잇 프로젝트,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나프포럼, 인더스트리 라이브러리: 고려호텔 / 환상영화학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최 | (사)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조직위원회
•후원 | 영
 화진흥위원회,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주한이탈리아문화원, 홍콩국제영화제 HAF, 대만금마장영화제, 상하이국제영화제 SIFF Project, 로마영화제 뉴시네마
네트워크, 노르딕 장르 인베이전, 일본 TIFFCOM, 홍콩 CreateHK, 싱가포르 MDA, 대만국립예술대학(Taipei National University of Arts), 대만 멕시마 엔터테인먼트
(Maxima Entertainment)
•협찬 | 중국 미디어비전엔터테인먼트그룹(Media Vision Entertainment Group), 중국 C2M미디어그룹(C2M Media Group), 중국 WTUF(World Trade United Foundation),
일본 도쿄팝(Tokyopop), DHL, (주)더 컬러, 웨이브랩, 모네프

NAFF 2015 전체일정
7.19 (일)
NAFF

7. 20 (월)

7. 21 (화)

개막식 & 리셉션
19:00
고려호텔 3층 / 그랜드볼룸

7.22 (수)
시상식 & 폐막리셉션
19:00
고려호텔 3층 / 그랜드볼룸

잇 프로젝트 &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비즈니스미팅
7. 20(월) - 21(화) 09:00 ~ 19:00
7. 22(수) 09:00 ~ 13:00
고려호텔 3층 / 그랜드볼룸

잇 프로젝트
잇 프로젝트 피칭 & 런천
12:00 ~ 14:00
고려호텔 4층 / 크리스탈룸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피칭 & 런천
12:00 ~ 14:00
고려호텔 4층 / 크리스탈룸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나프포럼

중국 – BiFan 영화의 밤
19:00 ~ 22:00
노블리안 웨딩 컨벤션
나프포럼 1
1부 | 14:00 ~ 15:50
2부 | 16:10 ~ 18:00
고려호텔 4층 / 크리스탈룸

나프포럼 2 | 15:30 ~ 17:00
나프포럼 3 | 17:15 ~ 18:45
고려호텔 4층 / 크리스탈룸

인더스트리
라이브러리
환상영화학교

나프포럼 4
1부 | 15:30 ~ 17:00
2부 | 17:15 ~ 18:45
고려호텔 4층 / 크리스탈룸
인더스트리 라이브러리
7. 20(월) - 21(화) 09:00 ~ 19:00
7. 22(수) 09:00 ~ 17:00
고려호텔 3층 / 인더스트리 라이브러리 부스

7. 16(목) - 22(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잇 프로젝트(It Project)
2008년 NAFF에서 세계 최초로 시작한 장르영화 전문 프로젝트 마켓이다. 매년
한국과 아시아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독창적이고 전도유망한 장르영화 프로젝트를
발굴해 잇 프로젝트 공식 선정작으로 초대한다. 선정된 프로젝트의 감독 및
프로듀서는 NAFF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 1:1 개별 프로젝트
미팅의 기회를 가지며 이를 통해 NAFF는 직간접적인 영화 투자 및 공동제작 모색
등 영화 제작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또한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해 현금
제작비 및 후반 작업 후원을 한다.
올해는 12개국 21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피칭 & 런천과 각종 리셉션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보다 적극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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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F 2015 심사위원 (성 알파벳 순서)
•탐 다비아(Tom DAVIA, 미국) | 씨네메이븐 미디어(Cinemaven Media) 공동창립자
•로저 가르시아(Roger Michael GARCIA, 영국) 홍콩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주익(LEE Joo Ick, 한국) 영화사 보람 대표
•마이크 마카리(Mike MACARI, 미국) 영화제작 프로듀서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Project Spotlight): 중국
매년 아시아의 한 국가를 선정해 그 나라의 장르 프로젝트를 엄선,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중국의 장르영화 프로젝트를 집중 조명한다. 선정된 중국 장르영화 프로젝트는
한국 영화산업과의 교류는 물론, 잇 프로젝트 선정작과 함께 최종 우수 프로젝트 수상작의
후보로 현금 제작비와 후반작업 지원 등의 기회를 갖는다. 또한 NAFF 기간 동안 국내외
산업 전문가들과 함께 1:1 개별 프로젝트 미팅과 프로젝트 피칭에 참여한다.

역대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선정국
2014 태국 | 2013 필리핀 | 2012 인도네시아 | 2011 일본 | 2010 대만
2009 싱가포르 | 2008 중국

노르딕 장르 인베이전
NAFF는 올해부터 영화 배급과 마케팅을 위한 노르딕 장르영화 프로듀서들의 연합 플랫폼이며 비영리 기관인 ‘노르딕 장르 인베이전’의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올해는 아시아
제작사와 공동제작 가능성이 있는 두 편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나프포럼(NAFForum)

*일반관객 입장가능

국내외 영화산업 전문가를 초빙해 장르영화 산업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대담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포럼 1 | 3D & BEYOND (공동주최: 한국영화아카데미)
3D & BEYOND 포럼의 1부는 ‘산업’을 테마로 국내 상업 3D 영화의 스토리텔링, 인력
양성, 미학, 기술 등의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3D 영화 제작을 주류 영화계
에 안착시켜 수익성을 높이고 미래 산업으로 견인할 방법에 대한 투자 및 극장 분야
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2부는 ‘기술’을 테마로 3D, ScreenX, VR 등 첨단영상기술과
실감미디어기술의 동향을 살펴보고, KAFA+ Next D 프로그램의 향후 과제를 살펴본다.
·일시 | 2015. 7. 19(일) 14:00 ~ 18:00 ·장소 |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포럼 2 | 저예산 영화제작: 성공적인 결과물을 위하여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스크린을 지배하는 가운데 수익성이 있는
독립영화 제작을 하기란 점점 더 힘들어져 가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저예산
영화를 성공적으로 제작하는 길이 있다. 저예산 영화제작에 특화된 영화
제작자들이 모여 실제 사례와 전망을 나누고 요즘과 같은 힘든 시기에 좀 더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일시 | 2015. 7. 20(월) 15:30 ~ 17:00 ·장소 |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포럼 4 | 중국포럼
1부 중국 영화시장의 새로운 변화
오늘날 세계 영화산업에서 중국은 가장 큰 영화시장을 가진 중요한 도전자가
되었다. 패널로 참가하는 영화산업 전문가들은 중국 영화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산업 전반에 걸친 매력적인 변화에 대해 토론한다.
·일시 | 2015. 7. 21(화) 15:30 ~ 17:00 ·장소 |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2부 중국 영화제작에서의 시각효과(VFX) 성장과 그에 대한 견해
할리우드 규모의 시각효과를 필두로 한국의 VFX 전문회사가 진입한 중국의
VFX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해왔다. 산업의 중심에 있는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와 연구를 바탕으로 견해를 나누고 변화하는 중국시장과
그 이면을 살펴본다.
·일시 | 2015. 7. 21(화) 17:15 ~ 18:45 ·장소 |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포럼 3 | 대안적 영화배급
눈부신 기술력의 발전으로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영화 마케팅과 배급이
가능한 요즘, 영화산업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뉴미디어, 배급, 마케팅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영화배급의 새로운 방향성과 가능성, 그 강점을 모색한다.
·일시 | 2015. 7. 20(월) 17:15 ~ 18:45 ·장소 | 고려호텔 4층 크리스탈룸

인더스트리 라이브러리 (Industry Library)
영화 판권의 실질적인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국내외 바이어 대상 영화 시사 프로그램이다.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상영작 중 프리미어 작품, 역대 NAFF 프로젝트 중 영화로
완성된 작품 등을 비디오 라이브러리 형식으로 상영해 적극적인 투자 및 판매를 돕는다.

•일시 | 2015. 7. 20(월) – 21(화) 09:00 ~ 19:00
2015. 7. 22(수) 09:00 ~ 17:00
•장소 | 고려호텔 3층 인더스트리 라이브러리 부스

환상영화학교(Fantastic Film School)
NAFF의 장르영화제작 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이다. 아시아 전역의 떠오르는 영화인
들이 참가해 ‘아시아 필름메이커스 랩(Asian Filmmakers Lab)’ 이라는 주제로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화제작환경에 맞추어 국내외 영화산업 각 분야 전문가들의
영화제작 전반에 걸친 강의와 팀 별 워크숍, 팀 피칭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NAFF 환상영화학교 2015 강사진 (성 알파벳 순서)
•존 하인슨(John HEINSEN)
버니그래프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팀 쿽(Tim KWOK)
컨버전스 엔터테인먼트 대표, <매달리온>(2003), <킹 오브 파이터스>(2010)의 프로듀서

•엔더슨 레(Anderson LE)
하와이 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할로우>(2014)의 프로듀서
•빈센트 고(Vincent NGO)
<핸콕>(2008)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리들리 스콧 감독의 ‘Scott Free
Productions’ 시나리오 닥터
•알렉산드로 필립(Alexandre O. PHILIPPE)
<최신좀비가이드>(2014), <점쟁이 문어 파울의 일생>(2012),
<조지 루카스: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2010)의 영화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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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행사
사전행사 BiFan, 날아오르다!
19회 BiFan의 시작을 알리는 축하행사
•날짜 : 7월 11일(토)
•장소 : 부천시청 잔디광장
•내용 : 포토월 DIY 프로젝트(16:00~19:00)
본식행사(19:00~19:20)
축하공연(19:30~20:20) 에릭남
오픈시네퍼레이드 - 야외영화상영(20:30~)

주말행사 Wonderland in BiFan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벤트가 가득한 BiFan의 대표행사
•날짜 : 7월 17일(금) ~7월 19일(일)
•장소 : 부천시청 잔디광장
•내용 : 판타스틱 미션 헌터스(15:00~19:00)

7월 17일(금)

7월 18일(토)

7월 19일(일)

Global Wonderland : Mexico
(글로벌 원더랜드 : 멕시코)

Fantastic Wonderland
(판타스틱 원더랜드)

Romantic Wonderland
(로맨틱 원더랜드)

참여이벤트1

멕시코 문화 체험(17일, 15:00~19:00)

판타스틱 미션 헌터스

참여이벤트2

멕시코 문화 체험

부천 예술가 살롱

낭만마켓

낭만마켓(19일, 15:00~19:00)

판타스틱 콘서트

멕시코 공연

혁오,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브로콜리 너마저

판타스틱 콘서트(19:30~22:20)

오픈시네퍼레이드

부천 예술가 살롱(18일, 15:00~19:00)

오픈시네퍼레이드 - 야외영화상영(20:30~)

BiFan무브먼트
음악(락, 인디, 힙합), 넌버벌 퍼포먼스(마술, 악기연주, 풍선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
•날짜 : 7월 17일(금) ~7월 23일(목), 7일간
•장소 : 부천시 일대 11개소
※ BiFan무브먼트의 자세한 공연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원도심권행사
영화제 관객과 소사구, 오정구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영화 상영과 공연
•일정 : 7월 17일(금) | 18:00~19:00 | 부천역 상상거리 | BiFan무브먼트 공연
7월 18일(토) | 13:30~16:00 | 소사구청 소향관 | BiFan무브먼트 공연, 영화상영
7월 19일(일) | 13:30~16:00 | 오정 아트홀

| BiFan무브먼트 공연, 영화상영

7월 21일(화) | 16:00~16:30 | 부천 고강시장

| BiFan무브먼트 공연

7월 22일(수) | 16:30~17:30 | 역곡역 열린마당 | BiFan무브먼트 공연
※ 행사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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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상영작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참여 프로그램
포토월 DIY 프로젝트

판타스틱 미션 헌터스

부천 예술가 살롱

•날짜 : 7월 11일(토)

•날짜 : 7월 17일(금) ~7월 19일(일), 3일간

•날짜 : 7월 18일(토)

•장소 : 부천시청 잔디광장

•장소 : 부천시청 잔디광장

•장소 : 부천시청 잔디광장

•내용 : 관객이 직접 대형캔버스를 자유롭게 꾸며

•내용 : 브
 랜드 존과 BiFan 존에서 판타스틱 미션

•내용 : 부천문화재단 예술가들이 운영하는 예술

제19회 BiFan에 놓일 포토월을 만드는

들을 수행하며 스탬프를 모으는 레이스

아트웍 프로젝트(16:00~19:00)

(15:00~19:00)

체험 부스(15:00~19:00)

우중영화산책
영화와 음악이 함께하는 도심 속 캠핑 프로그램
•날짜 : 2015년 7월 17일(금) ~7월 24일(금), 6회
•장소 : 야인시대 캠핑장
•내용 : 캠핑, 야외영화상영, 공연, 시식행사, 참여 이벤트 등
※ 사전예약을 통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황당무개
황당무계한 녀석들이 펼치는 상상 이상의 관객 대상 이벤트
•날짜 : 2015년 7월 17일(금) ~7월 26일(일)
•장소 : 영화제 전지역

전시안내
BiFan2015 무비토이展
•날짜 : 7월 17일(금) ~ 7월 26일(일), 10일간
•시간 : 10:00~20:00 (입장은 전시 마감 20분 전까지)
•장소 : 부천시청 아트센터
•내용 : ‘키덜트(Kidult), 아트토이(ART TOY)’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장난감은 더 이상 아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이미 예술과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관련된 아트토이를 만나볼 수 있는 “BiFan 2015 무비토이展”은 새로운 놀이 문화를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학생들과의 협업 전시도 진행될 예정이다
•페코토이(PECOTOY)
아트토이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종이 생태계 안에서 창조되는 토이”라는 의미이며 다양한 포즈가 가능한 “액션 페이퍼토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브릭인사이드 작가 모임 _ 반스터드(VANSTUD)
국내 레고 초창기부터 활동한 레고 창작가들이 모여 결성된 최고의 창작가 그룹입니다. 해마다 정기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멤버들의 다양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국내외를
넘나드는 개인 작품 활동은 물론 기관, 기업 등과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BiFan 영화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 청송문화관광재단 사진전
•날짜 : 7월 17일(금)~7월 26일(일), 10일간
•시간 : 10:00 ~ 18:00 (입장은 전시 마감 20분 전까지)
•장소 : 부천시청역사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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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80 (중동 1141-2)
티켓부스 | 롯데시네마 8층
주
차 | 롯데시네마 부천 상영작 티켓 제시 시 롯데시네마 옆 한마당공영주차장
최대 3시간 무료주차 (단, 영화제 티켓으로 롯데시네마 지하 주차장 사용불가)

롯데시네마 부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80 (중동 1164) 중동 U-PLEX
티켓부스 | CGV부천 6층
주
차 |  CGV부천 상영작 티켓 티켓 제시 시 최대 주중 3시간, 주말 2시간 무료주차

CGV 부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송내대로 239 (상동 539-4) 뉴코아아울렛
티켓부스 | CGV소풍 6층
주
차 |  CGV소풍 상영작 티켓 제시 시 최대 4시간 무료주차

CGV 소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 (상동 529-1)
티켓부스 | 한국만화박물관 1층
주
차 | 당일 영화제 티켓 제시 시 한국만화박물관 옆 영상문화단지(야인시대) 무료주차

한국만화박물관

쉬는시간 | 평일 11:00~12:00 / 14:00~15:00 / 17:00~18:00 / 20:00~21:00
휴일 10:30~11:30 / 13:00~14:00 / 15:30~16:30 / 18:00~19:00 / 20:30~21:30

운행시간 | 첫차 10:00/ 막차 22:30 (마지막 상영 종료 후)

한국만화박물관 →고려호텔→ 부천시청 → 롯데시네마부천 → 부천시청(맞은편)
→ 테마파크호텔 → 한국만화박물관

7월 25일(토) ~ 7월 26일(일)

한국만화박물관 → 고려호텔→ CGV소풍 → CGV부천 → 부천시청 → 롯데시네마부천
→ 부천시청(맞은편) → 경기예고 → 비스테이호텔 → 테마파크호텔 → 한국만화
박물관

7월 17일(금) ~ 7월 24일(금)

·셔틀버스 쉬는시간을 확인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운행시간과 상영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천시청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1156)
티켓부스 | 부천시청 1층 정문방향
주
차 |  당일 영화제 티켓 제시 시 부천시청 부설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셔틀버스
·셔틀버스는 교통시간에 따라 운행시간 및 쉬는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관

상영관&셔틀버스

※ 7월 19일(일)과 7월 24일(금)에는 오후 셔틀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7월 20일(월)에는 오전 셔틀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오후 셔틀 (21:00, 22:00 출발)
한국만화박물관 → CGV소풍 → CGV부천 → 부천시청
→ 롯데시네마부천 → 관객숙소

오전 셔틀 (09:00, 10:00, 11:00 출발)
관객숙소 → 롯데시네마부천 → 부천시청(맞은편)
→ 경기예고 → 비스테이호텔 →한국만화박물관

운행기간 | 7월 16일(목) ~ 7월 24일(금)

관객숙소 셔틀버스

BiFan Mece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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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
0~9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70

A~Z
ABC 오브 데쓰 2
CUB
e-Social
Happy Birthday to You
HER
KM 31
PTU
VHS 3

38
39
54
62
57
68
73
44

ㄱ
강아지똥
62
개미집
55
거대말벌의 습격
43
고구마 가족
37
고독한 사냥꾼
58
고양이 사무라이 2
48
곧 휴가
62
교통체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	59
구울
40
굿나잇 마미
40
균형잡기
60
그리울 련
46
극단의 불면증
59
극장판 명탐정 코난: 화염의 해바라기 53
기억부검
72
기음
60
기항지
35
길티 오브 로맨스: 욕정의 미스터리 64
꿈꾸는 아이
60

ㄴ
나를 찾아봐
남의 꼬리를 탐하지 마라
노리코의 식탁
녹색문
뇌내 포이즌베리
닌자 헌터

44
60
64
55
42
42

ㄷ
당신과 함께라면
당신의 뜻
더 샌드
더 스크립
더미: 노 웨이 아웃

68
37
57
37
56

데드맨 인페르노
데스가즘
데지레를 찾아서
도쿄아포칼립스: 최후의 결전
동창회의 목적
두더지
들리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디스토피아
뛰어내리든지 살든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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