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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Greetings
‘물 만난 영화, 바람난 음악’,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18번째 팡파르를 울리게

됐습니다.
올여름 제천에서 음악영화를 통해서, 길고 길었던 팬데믹으로 지칠 대로 지친
우리가 모두 큰 위안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특성화 영화제로서 지금까지
K-무비 다양성 확대에 크게 기여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K-무비 지속 발전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화제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김창규 시장님과 시 관계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하신 조성우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영화제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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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ma on the Lake, Music in the Wind”.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JIMFF) horns its 18th fanfare, set to comfort every
exhausted individual from the prolonged pandemic.

JIMFF, a symbolic specialized film festival of Korea, has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diversity of K-films. We hope you’ll continue to join us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K-films in the world.
I extend my gratitude to mayor Kim Chang-Gyu for the efforts to hold
the film festival as well as the film festival director Cho Sungwoo and
every staff for making it happen in the midst of various difficulties.
Congratulations on opening of JIMFF.
Chairperson, Korean Film Council
Park Ki Yong

축사
Greetings
‘음악과 영화가 함께하는’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고장 제천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린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준 높고 품격 있는 영화제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김창규 제천시장님과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님, 조성우 집행위원장님, 함께해 주신 제천시민과 영화제 관계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영화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164만 도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한국 음악영화의 발전을 이끌어 왔으며,
제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영화ㆍ음악을 아름답게 결합해 국내외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충청북도의 대표 영화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음악영화
페스티벌’인 본 영화제에서 올해에도 39개국 139편의 음악영화가 관객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의 대표 명소인 의림지와 제천비행장 등에서 국내외
뮤지션들의 공연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니 풍성한 축제의
현장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는 앞으로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음악영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국내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관객 여러분 모두 청풍호반의 도시 제천에서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도지사
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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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atulations on the grand opening of the 18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and Jecheon is indeed a town ‘of music and film’
that boasts a natural environment.

I would like to thank Jecheon Mayor Kim Chang-gyu, Chairperson of
Jecheon City Council Lee Jung-im, Festival Director Cho Sungwoo,
Jecheon Citizens, festival staffs, officials, and volunteers for working
hard to create this high-quality film festival. I also warmly welcome all of
you to the festival with 1.64 million Chungcheongbuk-do residents.
Over the past 17 years, th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has led the development of Korean music films and established itself
as a representative film festival in Chungcheongbuk-do, which is loved
by many fans at home and abroad by combining Jecheon’s beautiful
nature with film and music. This year, 139 music films from 39 countries
are waiting for you at this Asia’s largest music film festival. In addition,
various programs, including performances by Korean domestic and
international musicians, will be held at Uirimji Reservoir and Jecheon
Airfield, which are representative attractions in Jecheon, so please
enjoy the rich festival events.
Chungcheongbuk-do province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to become a representative music
film festival in the world, and we promise to make active efforts to
develop the Korean film industry.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hosting th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I hope all of you will make many happy memories in Jecheon the city of
Cheongpung Lake that you will never forget.
Thank you.
Provincial Governor of Chungcheongbuk-do
Kim Young-hwan

인사말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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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Greetings!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원장 김창규 인사드립니다.

I am Kim Chang-gyu, the chairperso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영화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제천시민과 영화제 관계자, 관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제로 자리잡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올해 1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천이라는 중소도시에서 그 동안 제천 시민들, 그리고
음악영화를 사랑하시는 팬 분들, 또한 영화제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국내를 대표할 수 있는 음악영화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행사개최가
어려웠으며 우리 영화제를 비롯해서 모든 영화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화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좀 더 새롭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2년간 영화제
정상개최를 기다려 주시고, 길게는 18년 동안 영화제를 지속적으로 사랑해주신
제천 시민 및 많은 음악영화 팬들을 위해 알차게 준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제천시민들의 쉼터이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의림지의 역사박물관 앞에
무대를 세워 개막식과 폐막식을 진행하고, 군사시설에서 해제되어 제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제천비행장이 영화제 공식행사장으로 첫 선을 보입니다.
이는 기존 청풍호반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시내로 옮겨와 좀 더 많은
제천시민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함입니다. 청풍호반무대에서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영화제는 라라랜드, 위플래쉬 음악감독인 저스틴 허위츠의 ‘스페셜콘서트’,
영화상영과 함께 오케스트라가 영화음악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연주하는
‘필름콘서트’, 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원썸머나잇’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 및 관객과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영화제 슬로건 ‘a tempo: 본래의
빠르기로’처럼 원래 일상으로 돌아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조직위원장
김창규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The 18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has begun. We
welcome all those who visit our festival and woul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Jecheon citizens, festival staff, and the audience for their great
support for the festival to grow and develop.
Th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has become the only music
film festival in Korea, celebrating its 18th anniversary this year. In this small
and medium-sized city called Jecheon,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has been able to grow into the representative music film festival in
Korea thanks to Jecheon citizens, music film fans, and film festival officials.
It was difficult to hold normal events due to COVID-19 in 2020 and 2021,
and all film festivals, including our film festival, suffered greatly. However,
this year, our film festival is being held normally as it is free from the threat
of COVID-19. Therefore, we have prepared new and more diverse programs
for Jecheon citizens and many music film fans who have waited for the two
years and who have continuously loved the festival for 18 years. This year,
we will hold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in front of Uirimji History
Museum at Uirimji Reservoir which has been a resting place for Jecheon
citizens for a long time, and Jecheon Airfield will make its debut as the
official venue for the festival, after it was lifted from military facilities and
returned to the Jecheon citizens. This is for the purpose of sharing joy with
more Jecheon citizens in downtown as we move the existing events held
around Cheongpung Lake to the city. You will be able to feel a different
charm from the Cheongpung Lake stage.
This year’s festival has prepared a variety of programs, including Special
Concert of Justin Hurwitz who is the film composer of La La Land and
Whiplash, Film Concert where orchestras play film music live on-site while
screening a film, and One Summer Night, our festival’s flagship program.
Like the festival slogan “a tempo: return to original tempo”, I hope you
return to your daily life and enjoy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to your heart’s content. Thank you.
Chairperso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Kim Chang-gyu

인사말
Mess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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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The biggest change of the 18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교류를 목표로 삼아 왔다면, 올해부터는 영화제로서의 본래적 기능과 사명에 더해서

supporting, and interacting with filmmakers of music films. From this year,

‘영화음악’입니다. 지난 17년 동안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원스’, ‘서칭 포 슈가맨’
같은 음악영화의 발굴과 배급, 음악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에 대한 지원과 홍보, 상호
한국 영화음악의 발굴과 세계 배급에도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앞장을 서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영화음악 축제라는 명확한 이정표를 세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영화음악 페스티발로 성장시켜 나가려 합니다.

올해 처음 신설되는 ‘짐프 OST 마켓’은 재능 있는 신인 영화음악가를
발굴하여 그들의 영상 산업 진출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영화계 각 분야의
전문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1차, 2차 예심을 거쳐 이미 5명의 후보자를 뽑았습니다.
또한 지난 1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영화음악가 데뷔의 필수 과정이 되어 버린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를 여름캠프의 형식과 병행해서 상설 영화음악 교육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기능을 넘어 국내 영화음악가들과
해외 영화음악가들이 상호 교류하는 네트워크의 장으로 키워가려 합니다.
올해 가장 많은 신규 예산이 투여되는 프로그램은 영화제 기간 매일 밤 펼쳐질
필름콘서트입니다. 국내 최초로 한국영화 오리지날 필름콘서트를 제작하여
영화제 기간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초연을 통해 그 음악을 알리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통해 해외에 수출하여 한국의 영화음악을 세계화하려 합니다.
그 첫해로 올해는 ‘마당을 나온 암탉 (음악 이지수/연출 오성윤, 2011)’과 ‘봄날은
간다(음악 조성우/연출 허진호, 2001)’를 그 대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축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제의 개최 장소를 제천 의림지와 비행장으로 옮겨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우리의 포부는 20회를 맞이하는 2024년을 기점으로 세계 영화음악가 네트워크를
발족시켜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전 세계 영화음악가들이 교류하는 마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영화음악 축제라는 새로운 정체성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 중 하나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음악영화제로서의 더욱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지키며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음하는 초석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올해는 역대 최다인 101개국에서 1,525편의 신작 음악영화가 출품되었으며,
그 중에서 39개국 139편의 음악영화를 엄선하여 상영합니다. 90편의 프리미어
상영과 해외영화가 전체의 70%에 달해 국제영화제로서의 우리의 위상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대표 인기 프로그램인 원썸머나잇 공연도 막강한 라인업으로 대기
중입니다.

한 여름, 제천이라는 특별한 시간과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a tempo !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성우

(JIMFF) is film music. For the past 17 years, JIMFF aimed to find and
distriubte music films like Once or Searching for Sugar Man, promoting,

JIMFF is determined to be truthful to the original function and mission of
film festivals: to find Korean film music and distribute it worldwide. JIMFF
has set a clear milestone to be not only Asia’s only music film festival but
also the biggest film music festival in the world. To such aim, we have
planned new programs to grow as the world’s best film music festival.

Newly launched this year, JIMFF OST Market cultivates talented film
musicians and helps their entree to the image industry. A professional
jury selected 5 candidates through 2 preliminaries. Furthermore, we’ve
expanded Film Music Academy-now a requisite to debut as a film musicianto summer camp as well, making it as a film music educational program.
The program won’t be limited to its educational purposes--it will grow to be
a place to network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lm musicians.
We allocated most of our new budget to the film concert, which will take
place every night during the film festival. We’ll host Korea’s first original
film concert with a large orchestra to raise awareness of Korean film music
and export it internationally. This year, we’ll present Leafie, a Hen into the
Wild (music by Lee Jisoo/directed by Oh Sung-yoon, 2011) and One Fine
Spring Day (music by Jo Cho Sungwoo/directed by Hur Jin-ho). In order
to highlight its festive spirit, the film festival will open in Jecheon Uirimji
Reservoir and airfield.

By 2024, the year JIMFF will celebrate its 20th anniversary, we aspire
to launch an international film music network for all film musicians in the
world. The new identity as a film music festival will be a cornerstone for

one of Korea’s oldest film festivals to guard its better-defined identity and
take a further step towards becoming a world-acclaimed film festival. This
year, we received 1,525 new music films from 101 countries, the largest
number ever. We have carefully selected 139 films from 39 countries to
be screened: 70% of them are non-Korean and 90 films will be premiered
at JIMFF, heightening our international status. Our popular program One
Summer Night is accompanied by a powerful line-up.
In this summer, we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this special place of
Jecheon. a tempo !

Festival Director, JIMFF
Cho Sungwoo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JIMFF Organization
이사회 Committee Board

이사장 Chairman of the Board
김창규
Kim Chang-gyu

제천시장
Mayor of Jecheon

이사 Board Member
조성우
Cho Sungwoo
안미라
Ahn Mira
김연호
Kim Younho
김우택
Kim Wootaek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of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집행위원장
Vice Festival Director of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재)제천문화재단 이사장
Chairman of the Board Jecheon
Culture Foundation
(주)NEW 회장
Chairman of NEW Co., ltd.

신성미
Shin Sungmi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대외협력이사
Corporate Relations Director

이동준
Lee Dongjun

음악감독
Music Director

정영범
Jung Youngbum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콘텐츠 어워즈
집행위원장
BIFF Asian Contents Award
Director

차승재
TCHA Sungjai
감사 Auditor

공기녕
Kong Kinyeong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교수
Professor of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Digital Image
and Contents
법무법인 청담 대표변호사
Lawyer of LAW FIRM CHEONGDAM

30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조직위원장 Chairman of Committee
김창규
Kim Chang-gyu

제천시장
Mayor of Jecheon

조직위원 Committee Member
권진혁
Kwon JinHyuk
박혜숙
Park Haesook
배혜화
Bae Hyehwa
송만배
Song Man-bae
유창서
Yoo Changseo
유현진
Yu Hyunjin
이명세
Lee Myungse
이혜경
Lee
Hyaekyoung

조영욱
Cho Young-wuk

한국차문화박물관 관장
Director of KOREA TEA CULTURE
MUSEUM

(전)제천시 보건소 소장
Former Jecheon City Health Center
Director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of Seoul
International Agape Film Festival
충북북부권 지역발전포럼 위원장
Director of Chungbuk North
Province Regional development
Forum
(전)영화진흥위원회 위원
Former Korean Film Council
Committee

마음소리 심리연구소 대표
CEO of ms art therapy center
서울환경영화제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of Seoul Eco Film
Festival

(전)서울국제여성영화제 조직위원장
Former Chairperson of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음악감독
Music Director

현경석
(전)청풍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Hyun Kyungseok Former Chairman of Cheongpung
Film Commission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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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조성우
Cho Sungwoo

음악감독
Music Director

부집행위원장 Vice Festival Director
안미라
Ahn Mira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집행위원장
Vice Festival Director of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집행위원 Committee Member
김준성
Kim Junsung

음악감독
Music Director

김태훈
Kim Taehoon

팝칼럼니스트
Pop Columnist

박기헌
Park Kiheon

음악감독
Music Director

신지혜
Shin Jihye

CBS 아나운서
CBS Announcer

심현정
Shim Hyunjung

음악감독
Music Director

오기환
Oh Kihwan

영화감독 / 한국예술원
영화예술학부 학과장
Director / Head of Department of
Film in Korea Art Conservatory

이윤지
Lee Yoonji

영화배우
Actress

이환경
Lee Hwankyung

영화감독
Director

이희봉
Lee Heebong

㈜UHTEC 대표
CEO of UHTEC Co., Ltd.

정종원
Jung Jongwon

매그놀리아 대표
CEO of Magnolia

최인철
Cho Inchul

㈜낫싱벗칠 대표
CEO of nothing but chill

최종한
Choi Jonghan

세명대학교 영화웹툰애니메이션학과
학과장
Head of Department of Webtoon,
Animation and Cinema in Semyung
University

최춘희
Choi Chunhee
한재권
Han Jaegweon

(전)청풍영화감상동호회 회장
Former Chairman of Cheongpung
Film Appreciation Club
음악감독
Music Director

프로그래머 Programmer
맹수진
Maeng Soojin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프로그래머
JIMFF Programmer

프로그램 어드바이저 Programming Advisor
마이크 피기스
Mike Figgis

영화감독
Film Director

회원 Member
신명자

청풍영화감상동호회 고문(1대 회장)

이경선

청풍영화감상동호회 고문(5대 회장)

문태자
이경자
조미경
박미숙
최정애
김경미
신승춘
임규옥
김도연
신명순
조옥주
정복채
김성란
박미영

청풍영화감상동호회 고문(2대 회장)
청풍영화감상동호회 회장

청풍영화감상동호회 수석부회장
청풍영화감상동호회 부회장
청풍영화감상동호회 부회장

청풍영화감상동호회 사무국장
청풍영화감상동호회 재무국장
청풍영화감상동호회 카페팀장
청풍영화감상동호회 홍보팀장
청풍영화감상동호회 감사
청풍영화감상동호회 감사

청풍영화감상동호회 1팀장

청풍영화감상동호회 2팀장

청풍영화감상동호회 3팀장

영화제 스태프
Festival Staff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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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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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실

사무국장
Executive Director
사무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경영지원
Management Support
		
			
기획실
Planning Dept.
		
기획실장
Head of Planning Dept.
공식초청팀장
Hospitality Team Manager
			
			
			
			

장지훈
최일준
최수경
이정은

Jang Jihoon
Choi Il-jun
Choi Sookyung
Lee Jung Eun

이지은
심선아
김석태
김주하
이노해
이지희

Kelly Lee
Sarah Shim
Kim Seoktae
Kim Juha
Lee Nohae
Lee Jihee

공연이벤트팀장

Performance & Event Team Manager
		
			
			
			
			

김수영
가경림
김민석
남은영
신민경
추창호

Kim Sooyoung
Ga Kyunglim
Kim Minseok
Nam Eun-yeong
Shin Minkyung
Choo Changho

행사운영팀장

Event Operations Team Manager
		
			
			
			
관객서비스
Customer Service
		
관객서비스팀장
Customer Service Team Manager
		
			
			
			
디자인
Design
		
디자인팀장
Design Team Manager
		
			
			
마케팅
Marketing		

김동현
박소연
방혜진
장석우
전상의

Kim Donghyun
Park Soyeon
Bang Hyejin
Jang Seokwoo
Jeon Sangeui

권영남
김동연
박건혜
박영웅
최아름

Kwon Youngnam
Kim Dongyeon
Park Geonhye
Park Youngwoong
Choi Areum

박인선
김지안
신아리
신예희

Park Insun
Kim Zian
Shin Ari
Seen Yehee

마케팅팀장
Marketing Team Manager
			
			

윤정현
김택헌
우예솜

Yun Jeonghyeon
Kim Taekhun
Woo Yesom

Programming Dept.		

프로그램실장
프로그램팀장

Head of Programming Dept.
Programming Team Manager
		
			
			
			
			
			
			
			
홍보미디어
Public Relations & Media		

유정화
최희진
김유진
김태우
백은별
이가람
이다은
이민수
원세영
전민경

Jeong Ryoo
Iveta Choi
Emma Kim
Kim Taewoo
Annabelle Eunbyul Baik
Lee Garam
Lee Da eun
Lee Minsoo
Won Seyoung
Jeon Minkyung

홍보미디어팀장

Public Relations & Media Team Manager
		
			
			
			
			
영화음악아카데미 Music & Film Academy		

최승원
김상혁
김지선
민혜성
윤선하
윤재령

Choi Seungwon
Kim Sanghyuk
Kim Jiseon
Min Hesung
Yoon Sunha
Yoon Jaeryeong

팀장
Music & Film Academy Manager
			
			
프로젝트 마켓
Project Market		

조태준
이건호
마이슬

Choi Taijoon
Lee Geonho
Ma Lee-seul

프로듀서
Producer		
팀장
Manager		
			
제천 시청
Jecheon City		

명수미
김희진

Myong Sumi
Kim Heejin

문화예술과장
Culture & Art Dept. Manager		
문화영상팀장
Culture Media Dept. Manager		
문화예술과
Culture & Art Dept.		
			
			
			
			
			

정선희
김숙희
김상범
장병인
이태호
안종원
조양희
박미소

Jung Sun-hee
Kim Sook-hee
Kim Sang-bum
Jang Byoung-in
Lee Taeho
Ahn Jong-won
Cho Yang-hee
Park Miso

협력업체
Partnership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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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불어 좋은 밤

OST마켓 영상제작
㈜비디오 브라더스

이승원
주하정
최용진

Lee Seung-won
Ju Ha-jeong
Choi Yong-jin

목화여관&다방
엽연초하우스
칙칙폭폭999
영화음악 교육콘텐츠 제작

공식기록팀(영상)
마에스트리

이찬영 Lee Chanyoung
이찬민 Lee Chanmin
강병규 Kang Byungkyu
구진모 Koo Jinmo
우희승 Woo Heeseung
차재문 Cha Jaemun
한정환 Han Junghwan

공식상영관

ARTX

John Hong
KAY Hong
Ryu Ilsun
Kim Sangwook

루미네

노현서
박보란
박선희
윤소정
홍지율

Noh Hyeon-seo
Park Bo-ran
Park Seon-hee
Yoon So-jung
Hong Zi-yul

김윤태
김민경

Kim Yuntae
Kim Minkyung

온라인중계

기술상영
나일선
양희재
이지영
정수현
김유진
고다현
공자영
김지현
김탄하
윤상준
이성민
이한이
정희준
최수영
최유진
최조은샘

Na Ilsun
Yang Heejae
Lee Jiyeong
Jeong Suhyun
Kim Yujin
Go Dahyun
Gong Jayoung
Kim Jeehyun
Kim Tanha
Yoon Sangjun
Lee Sungmin
Lee Hanyi
Jeong Heejun
Choi Sooyoung
Choi Yujin
Choi Choeunsaem

미디어 파트너
Asian Film Festivals

홍정훈
홍경훈
류일선
김상욱

온라인마케팅

CGV 제천
메가박스 제천

주식회사 포스트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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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바스티안 나딜로
Sebastián Nadilo

비플레이
음향
MUSITEC
삼아디엔아이

김정현
이형원
조재민

KIM Junghyun
Aaron Lee
Jayden Cho

자막제작
스튜디오210

스튜디오210 번역가

하성철
여은정
서영지
박결
강수지
김미헌
김수정
김수현
김은수
김은아
김진경
김하은

Jake Ha
Billie Yea
Seo Youngji
Park Kyeol
Kang Suji
Kim Miheon
Kim Soojeong
Zenna Kim
Kim Eunsu
Kim Eunah
Kim Jinkyung
Kim Haeun

스튜디오210 자막가

김현경
박서진
박혜진
박효정
배은미
백지수
서미성
소민영
송은호
신수정
신지원
신혜원
안영수
양예나
여은선
오지원
우아름
이경진
이성희
이소정
이현정
장선아
장윤서
정구웅
정수연
조미연
조소라
최익성
최정화
한솔
한예슬
홍지영
황미현
황선영
전종화
한정연
홍석준
홍경미
김나영
김지원
김하은
박귀엽
송민정
윤혜연
정원

Kim Hyunkyung
Park Seojin
Park Hyejin
Park Hyojeong
Bae Eunmi
Paik Jisoo
Seo Meesung
So Minyeong
Song Eunho
Shin Sujeong
Shin Jiwon
Shin Hyewon
Ahn Youngsoo
Yang Yena
Yeo Eunsun
Oh Jiwon
Woo Arum
Lee Kyungjin
Lee Sunghee
Lee Sojeong
Lee Hyunjeong
Jang Sunah
Chang Yoonseo
Jung Goowoong
Jeong Suyeon
Cho Miyeon
Jo Sora
Nick Choi
Choi Jungwha
Han Sol
Han Yeseul
Hong Jiyoung
Hwang Mihyun
Hwang Sunyoung
Jun Jonghwa
Han Jeongyeon
Hong Sukjoon
Hong Kyungmi
Kim Nayoung
Kim Jiwon
Kim Haeun
Park Gwiyeob
Song Minjung
Yoon Hyeyeon
Jeong Won

정혜영
조미연
차샘이나
최진화

Positive JUNG
Cho Miyeon
Cha Saemyina
Jet Choi

조현열
김영숙
배종우
김유경
박지혜
김수현
양한결
유선아
이단아
이현정

Youl Joe
Christina Kim
Bae Jongwoo
Kim U-Kyeong
Park Jihye
Sue Kim
Hani Yang
Yu Seona
Lee Dana
Roc Hyeonjung Lee

최원기

Choi Wonki

박수연
윤지혜
이원형

Park Sooyeon
Yoon Jihye
Lee Wonhyung

김은주
강은경
조홍주

Kim Eunjoo
Kang Eunkyeoung
Cho Hongju

서재두
이권우

Seo Jaedoo
Lee Guenwoo

출판인쇄
Studio Hey Joe
디자인 그리다
번역

트레일러
노바필름
항공발권대행
동국관광

홍보대행사
홀리가든

홈페이지
엑세스 아이 시티

짐프리 자원활동가
JIMFFree Volunteers

공식초청팀
Hospitality Team
고민지
김한결
박시현
연민정
이서연
이서연
이주형
이창민
최두희

Go Minji
Kim Hangyeol
Park Sihyeon
Yeon Minjeong
Lee Seoyeon
Lee Seoyeon
Lee Joohyeong
Lee Changmin
Choi Doohee

공연이벤트팀
Performance & Event Team
강영주
고다히
고예원
공태현
구나형
권순민
길도현
김나연
김나연
김다은
김보미
김서현
김소연
김솔이
김수민
김승희
김예지
김주은
김현진
노은진
문소현
박민서
박민아
박서연
박지현
박하늘
박하늘
배소영
백나연

Kang Youngju
Go Dahi
Ko Yewon
Kong Taehyeon
Ku Nahyeong
Kwon Soonmin
Kil Dohyeon
Kim Nayeon
Kim Nayeon
kim Daeun
Kim Bomi
Kim Seohyeon
Kim Soyeon
Kim Solyi
Kim Sumin
Kim Seunghui
Kim Yeji
Kim Jueun
Kim Hyeonjin
Noh Eunjin
Moon Sohyeon
Park Minseo
Park Min-a
Park Seoyeon
Park Jihyun
Park Haneul
Park Haneul
Bae Soyoung
Baek Na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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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여진
신유정
신희원
심지연
안병호
안하영
오소정
이가은
이세은
이수빈
이유진
이지윤
장여진
전인
전지희
전호식
정서영
정유진
조수연
진은진
채지수
최민혜
최선빈
최영현
최윤미
최은서
탁다은
하고은
한다빈
현정민
홍세라
황다영
황혜진

Seol Yeojeen
Shin Yujeong
Shin Heewon
Shim Jiyeon
Ahn Byeongho
Ahn Hayoung
Oh Sojung
Lee Gaeun
Lee Seeun
Lee Soobin
Lee Yujin
Lee Jiyoon
Jang Yeojin
Jeon In
Jeon Jihee
Jun Hosik
Jung Seoyeong
Jung Yujin
Cho Sueyeon
Jin Eunjin
Chae Jisu
Choi Minhye
Choi Seonbin
Choi Yeonghyun
Choi Yoonmi
Choi Eunseo
Tak Daeun
Ha Goeun
Han Dabin
Hyeon Jeongmin
Hong Sera
Hwang Dayoung
Hwang Hyejin

관객서비스팀
Customer Service Team
강내경
강세륜
강지윤
강지희
금창민
기혜민
김가영
김명재
김민형
김보민
김상윤
김서영
김서진
김서현
김세희
김소현
김예은
김은지
김정인
김종은
김지희
김하연
김하영
문정원
박규민
박나현
박서영
박은서
박정현
박채린
박하얀
박효리
배수빈
서영주
손우빈
송진하
신유영
신윤희
신정민
안승헌
안지우
양진수

Kang Naekyeong
Kang Seryun
Kang Jiyun
Kang Jihee
Kum Changmin
Ki Hyemin
Kim Gayoung
Kim Myungjae
Kim Minhyung
Kim Bomin
Kim Sangyoon
Kim Seoyeong
Kim Seojin
Kim Seohyeon
Kim Sehee
Kim Sohyeon
Kim Yeeun
Kim Eunji
Kim Jungin
Kim Jongeun
Kim Jihee
Kim Hayeon
Kim Hayoung
Moun Jungwon
Park Gyumin
Park Nahyun
Park Seoyoung
Park Eunseo
Park Jeonghyeon
Park Chaerin
Park Hayan
Park Hyori
Bae Subin
Seo Youngju
Son Woobin
Song Jinha
Sin Yuyoung
Shin Yoonhee
Shin Jeongmeen
An Seungheon
An Jiwoo
Yang Ji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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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윤지
원형상
유시연
이다연
이수진
이예진
이윤서
임유연
정다현
진희찬
차지윤
최가현
최다희
최현지
한다은
황금빈
황다연
황지수

Oh Yoonji
Won Hyeongsang
You Siyeon
Lee Dayeon
Lee Sujin
Lee Yaejin
Lee Yunseo
Lim Yuyeon
Jung Dahyeun
Jin Heechan
Cha Jiyun
Choi Gahyun
Choi Dahee
Choi Hyeonji
Han Daeun
Hwang Geumbin
Hwang Dayeon
Hwang Jisu

디자인팀
Design Team
김나연
김다현
김민준
김옥말
김정원
박은진
이주아
최유영
허윤서
허채윤

Kim Nayeon
Kim Dahyeon
Kim Minjun
Kim Ockmal
Kim Jeongwon
Park Eunjin
Lee Jua
Choi Yuyeong
Heo Yunseo
Hsu Tsaiyun

마케팅팀
Marketing Team
강예진
김태민
박다은
박주현
신예림
이선민
이영진
정동영
조성은

Kang Yejin
Kim Taemin
Park Daeun
Park Juhyun
Shin Yerim
Lee Sunmin
Lee Youngjin
Jeong Dongyoung
Cho Seongeun

영화음악아카데미
Music & Film Academy
김고은
박서희
윤나영
차예영

Kim Goeun
Park Seohee
Yun Nayoung
Cha Yeyeong

프로그램실
Programming Dept.
강다영
강민수
강민주
강선미
고희윤
권성민
권수빈
김나리
김나연
김덕영
김도형
김민경
김수연
김지연
김지희

Kang Dayoung
Kang Minsoo
Kang Minjoo
Kang Sunmi
Ko Heeyoon
Kwon Seongmin
Kwon Subin
Kim Nari
Kim Nayeon
Kim Deokyeong
Kim Dohyeong
Kim Minkyoung
Kim Suyeon
kim Jiyeon
Kim Jihee

김채현
류가영
박성준
박유빈
박주연
서수민
서수정
성지헌
송아린
신유정
신한빛
안은도
안지훈
예유경
오난영
오채민
우인경
우제영
우현정
유현경
이가영
이새락
이예진
이은선
이현아
임사랑
임하진
장희진
전수빈
조은희
지아련
최수정
한혜리
홍희주
황유선
황채원

Kim Chaehyun
Ryu Gayoung
Park Seongjun
Park Yubeen
Park Juyeon
Seo Soomin
Seo Sujeong
Sung Jiheon
Song Ahlin
Shin Yujeong
Shin Hanbit
An Eundo
Ahn Jihoon
Ye Yugyeong
Oh Nanyeong
Oh Chaemin
Woo Ingyoung
Woo Jaeyoung
Woo Hyunjoung
Yu Hyunkyung
Lee Gayoung
Lee Saelack
Lee Yejin
Lee Eunsun
Lee Hyeonah
Im Sarang
Lim Hajin
Jang Heejin
Jeon Subin
Cho Eunhee
Ji Aryeon
Choi Sujeong
Han Hyeri
Hong Heeju
Hwang Yuseon
Hwang Chaewon

자원활동가 Volunt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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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프렌즈
JIMFFriends

프로젝트 마켓
Project Market

행사운영팀
Event Operations Team

홍보미디어팀
Public Relations & Media

Lake

김민지
김하은
김현정
양미르
이재현
정혜민

강솔민
공희원
김민정
김선재
김지연
김하희
류시준
박지현
백호영
송영주
송유현
송혜성
신예원
안다희
안찬우
윤가영
윤재현
이세온
이수민
이준혁
이지은
이현경
이효정
임현우
전홍기
정해인
조경환
최성광
허주희
홍완기

권소희
김예령
김조성
김지원
박재임
백종찬
석정빈
유이진
이난초
이선민
조아현
조아현

백지형
오용서

Kim Minji
Kim Haeun
Kim Hyunjung
Yang Mireu
Lee Jaehyun
Jeong Hyemin

Kang Solmin
Kong Heewon
Kim Minjung
Kim Seonjae
Kim Jiyeon
Kim Hahi
Ryu Sijun
Park Jihyun
Baek Hoyoung
Song Yeongju
Song Yuhyun
Song Hyesung
Shin Yewon
An Dahui
An Chanwoo
Yun Gayeong
Yoon Jaehyun
Lee Seon
Lee Sumin
Lee Junhyeok
Lee Jieun
Lee Hyungyeong
Lee Hyojung
Lim Hyunwoo
Jeon Hongki
Jeong Haein
Jo Kyounghwan
Choi Seonggwang
Heo Juhee
Hong Wangi

Kwon Sohee
Kim Yeryeong
Kim Joseong
Kim Jiwon
Park Jaeim
Baek Jongchan
Suk Jeongbin
Yu Yijin
Lee Nancho
Lee Seonmin
Cho A-hyeon
Jo Ahyeon

짐프리플러스
JIMFFree Plus
김양자
이계옥
장원연
전예린
정복채
정창수

Kim Yangja
Lee Kyeock
Jang Wonyeon
Jeon Yerin
Jung Bokchae
Jung Changsu

김현희

Kim Hyun-hee
Baek Jihyung
Oh Yong-seo

Wind
권지영
김기호
박세라
박인환
엄기수
오보람
원상희
원혜림
유창희
윤현정
이관민
이다울
정현우
조현영
주은혜
진수현
한창희

Kwon Ji-young
Kim Kiho
Park Sera
Inhwan Ian Park
Um Kisoo
Oh Boram
Won Sanghee
Won Hyerim
You Changhui
Yoon Hyunjung
Lee Gwan-min
Lee Dawool
Jung Hyunwoo
HY
Choo Eunhae
Jin Suhyeon

Han Cha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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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 슬로건
Poster & Slogan

40

트레일러
Tra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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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Poster
음악이 흐르는 호수에 잠수 중인 18.
본래 빠르기로 라는 뜻을 가진 ‘아 템포’ 슬로건을 ‘안정적인
템포로, 편안하게, 여유롭게 영화제를 즐기자’라는 의미로

슬로건 Slogan
‘본래의 빠르기로’ 라는 뜻을 가진 음악용어인 ‘a tempo’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가진 음악영화의 정체성과 원래의
일상의 템포로 돌아가 축제의 즐거움을 누리자는 의미를

연출의도 Director’s Note
슬로건 ‘a tempo’ 는 “본래의 빠르기로”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도 멈추었던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본래의 빠르기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트레일러를

김병서 Kim Byeong-seo
영화 ‘태풍태양’의 촬영감독으로 주목을 받아 ‘김씨표류기’,
‘고고70’, ‘호우시절’ 등을 통해 감각적이고 세련된 영상미를
선보였다. 또한 ‘신과함께-죄와 벌’, ‘신과함께-인과 연’,

to original tempo”, was interpreted as ‘enjoying the
film festival with a stable tempo, comfortably and
leisurely.’ The poster depicts a scene in which the
18th edition of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s symbol is floating in the water in a relaxed

daily tempo before the pandemic so that visitors can
fully enjoy the festival.

has come to a standstill. Slowly, but surely, we will
take one step at a time to return back to our life.

The Aggressives, followed by Castaway on the Moon,
Go Go 70’s, and A Good Rain Knows, he showed
original and sophisticated camerawork. He worked
on Korean blockbusters including two series of Along
with the Gods and Take Point, proving his wide range

해석하여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상징하는 심볼이
물속에 여유롭게 떠 있는 모습을 상징화하여 포스터 이미지로
담았다.
The number ‘18’ is diving in a lake with flowing
music. The slogan, ‘a tempo,’ which means “return

manner.

담았다.
The slogan ‘a tempo’ is a musical terminology and
means “return to original tempo”. It represents the
festive identity of th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and the meaning of returning to the

연출했다. 짧은 트레일러지만 지친 마음에 조그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The Slogan ‘a tempo’ means “return to original
tempo”, and it is in this sense that I made this trailer
because I wish we could resume our daily life that

’PMC: 더 벙커’와 같은 국내 블록버스터 작품들을 담당하며
장르와 규모에 한계가 없는 실력을 증명하였다. ‘감시자들’과
‘백두산’의 공동연출을 맡아 감독 특유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삼은 드라마틱한 연출을 보여주었다.
Recognized as a cinematographer for the feature film

of skills, regardless of genre or production scale. He
co-directed the feature Cold Eyes and Ashfall, which
reflect his unique style of dramatization with an
emphasis on the emotional arc.

2022 제천영화음악상
Jecheon Film Music Honorary Award 2022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영화음악 분야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영화
음악가들에게 제천영화음악상을 수여해왔다. 이미 고인이 되신 신병하, 최창권, 정성조 음악감독을
비롯해 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성우, 이동준, 한재권 등 모두 11명의 영화음악가가 이 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카와이 켄지, 탄둔, 임강까지 아시아의 뛰어난 영화음악가들에게
이 상을 수여했고, 2022년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수상자의 범위를 세계적으로 넓혀 영향력 있는
영화음악가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 2022 제천영화음악상은 ‘위플래쉬’(2014), ‘라라랜드’(2016),
‘퍼스트맨’(2018)의 음악감독 저스틴 허위츠가 수상한다.
Jecheon Film Music Honorary Award(the Honorary Award) is given to the most
applauded film music composer and/or musician, music director who has great
contribution in film music history. From 2006 till 2016,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JIMFF) presented the Honorary Award to 11 film music composers who
left significant marks on the field of Korean film music history. From 2017 to 2019, the
Honorary Award was expanded its horizon from Korea to Asia, and JIMFF presented it to
Kawai Kenji, Tan Dun and Lim Giong. This year, the 18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will broaden the Jecheon Film Music Honorary Award to worldwide again.
This year, Jecheon Film Music Honorary Award 2022 is presented to Justin Hurw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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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허위츠
Justin Gabriel Hurwitz
미국 출생의 저스틴 허위츠는 하버드에서 작곡과 오케스트레이션을 전공했으며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모든 영화 음악을 작곡했다. ‘위플래쉬’(2014), ‘라라랜드’(2016), ‘퍼스트맨’(2018)으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크리틱스 초이스 등 유수 시상식에서 여러 차례 수상해 실력을
인정받았다. 저스틴 허위츠는 영화 ‘라라랜드’로 아카데미 시상식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
음악상을 동시에 수상했고,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최우수 음악상을 수상했다.
Justin Gabriel Hurwitz is an American film composer and a television writer. He is best
known for his longtime collaboration with director Damien Chazelle, scoring each of his
films: Guy and Madeline on a Park Bench(2009), Whiplash(2014), La La Land(2016), and
First Man(2018). He won two Academy Awards: Best Original Score and Best Original
Song as well as the Golden Globe Awards for Best Original Score and Best Original Song
for La La Land(2016), and the BAFTA Award for Best Film Music.

시상 및 심사위원
Award &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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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부문: 국제경쟁
Official Competition: International
경쟁부문: 국제경쟁 심사위원단은 경쟁작 중 1편을 선정하여 대상을 수여한다.
대상작에는 한화 5천만 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will select the one for the Grand Prize.
The winning film will receive a prize of KRW 50 million and a trophy.

국제경쟁부문 심사위원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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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준 Kim Hong-joon

현재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 명예교수로 있다.

‘장미빛 인생’(1994)과 ‘정글 스토리’(1996)를 연출했다.
Kim Hong-joon is currently a director of the Korean Film Archive and a

professor emeritus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 directed
A Rosy Life (La Vie en Rose)(1994) and Jungle Story(1996).

안나 마추크 Anna Machukh
안나 마추크는 오데사국제영화제 매니징 디렉터이자 우크라이나영화아카데미
집행위원장이며 지암DB(Dzygamdb)의 공동 창립자이다. 그녀는
오데사국제영화제에서 2011년에서 2016년까지 마케팅 디렉터를 역임했고,
2017년에는 필름 마켓 디렉터를,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영화제 전략개발
디렉터를 역임했다.
Anna Machukh is the Managing Director of the Odessa IFF, the
executive director of Ukrainian Film Academy and co-founder of
Dzygamdb. In 2011-2016, Anna worked as a director of the marketing
dept. at OIFF. In 2017 she served as the director of the OIFF Film
Market, and during 2018-2020, she was the director of strategic
development of the festival.

마이크 피기스 Mike Figgis
심사위원장 President of the Jury
리처드 기어 주연의 ‘유혹은 밤 그림자처럼’(1990)에서 연출 및 음악감독을
맡으며 할리우드에 진출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1996)는 오스카 두 부문에
후보로 올랐고 주연 니콜라스 케이지는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현재 홍콩 장편영화
‘모국어’를 연출, 후반작업 중에 있으며 ‘셰임’을 준비 중이다.

박흥식 Park Heung-sik
2001년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로 백상예술대상 신인감독상을 받으며
데뷔한 박흥식 감독은 차기작 ‘인어공주’(2004)로 독보적인 연출력을 입증함과
동시에 백상예술대상 감독상을 수상했다. 이후 ‘사랑해, 말순씨’(2005), ‘미안해,
고마워’(2011), ‘천국의 아이들’(2012), ‘협녀, 칼의 기억’(2015) 등 한계 없는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보였으며, 특히 ‘해어화’(2016)는 1940년대의 음악을

for Shame.

ability again with his next film, My Mother The Mermaid(2004) winning
Baeksang Arts Awards for Best Director. His films include Bravo

Mike Figgis burst onto the Hollywood film scene as the director and
music director of Internal Affairs(1990), starring Richard Gear. He was
nominated for two Academy Awards for Leaving Las Vegas(1996), for
which Nicolas Cage won the Academy Award for Best Actor. Currently,
he is working on a feature Mother Tongue in Hong Kong and is preparing
김선아 Kim Seonah
영화 프로듀서. 현 단국대학교 부교수 및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 극영화 ‘봄날은
간다’(2001), ‘지구를 지켜라!’(2003), ‘역도산’(2004), VR영화 ‘동두천’(2017) 등
다수의 작품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Kim Seonah is a producer. She is currently an associate professor of
Dankook University and Vice chairperson of Korean Film Council.
She has worked as a producer on many films, including One fine spring
day(2001), Save the green planet!(2003), Rikidosan(2004), VR film
Bloodless(2017).

소재로 그 시대를 아름답게 그려내 감각적인 작품성으로 뜨거운 호평을 얻어냈다.
현재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 있다.
Film Director, Director of Jeonju Film Commission. After the splendid
directorial debut in 2001 winning Baeksang Arts Awards for Best New
Director with I wish I had a wife, Park proved his unique directing

my life(2005), Sorry, Thank you(2011), Children of Heaven(2012),
and Memories of the Sword(2015), Love, Lies(2016) which has won
enthusiastic acclaim for its beautiful portrayal of the era with the 1940s
music.

경쟁부문: 한국경쟁
Official Competitio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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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부문: 한국경쟁 심사위원단은 경쟁작 중 장편과 단편 각 1편을 선정한다. 장편 1편에는 작품상과
1천 5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단편 1편에는 작품상과 5백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Korean Competition Jury will select one feature-length and one short film. The winning
feature will receive a prize of KRW 15 million and the winning short film will receive a
prize of KRW 5 million.

한국경쟁부문 심사위원
Korean Competition Jury
문근영 Moon Geun-young
문근영은 인기 TV 드라마 ‘가을 동화’ 출연으로 스타 반열에 오른 후 평론의 찬사를
받은 공포 영화 ‘장화, 홍련’에 출연했다. TV 드라마 ‘바람의 화원’으로 21세에
최연소 SBS연기대상 수상자가 되었다.
Moon is an actress and director who first rose to stardom through her
role in the popular TV series Autumn in My Heart, followed by a critically
acclaimed horror film A Tale of Two Sisters. At age 21, she became the
youngest recipient of a Grand Prize at the SBS Drama Awards for the TV
series Painter of the Wind.
방준원 James Junwon Bang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화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다수의 영화 제작에 참여했고,
그의 단편 ‘위안부’는 제35회 스튜던트 오스카(Student Academy Awards®)
에서 미국동부 지역상 수상 및 본선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뉴욕 뉴스쿨
대학교에서 각본과 영화 제작을 강의하고 있으며, 최근 저서 “시나리오
분석”(Routledge, 2022)을 집필했다.

James teaches screenwriting and film production at The New School
University in New York City. He earned MFA degree in Film Directing
and Screenwriting from Columbia University and has worked on many
film productions. His films have received several awards including
a nomination for the 35th Student Academy Awards®. He recently
published a book titled Script Analysis with Focal Press-Routledge.

심보경 Shim Bo-kyoung
영화제작사 명필름에서 ‘접속’(1997), ‘공동경비구역 JSA’(2000), ‘후아유’(2002),
‘바람난 가족’(2003), ‘안녕, 형아’(2004), ‘사생결단’(2006) 등의 영화를 제작했다.

이후 2006년 영화제작사 보경사를 설립해 ‘걸스카우트’(2008), ‘고고70’(2008),
‘빅매치’(2014)를 제작했다. 유나이티드픽처스의 이사직을 겸하며 ‘전우치’(2009),
‘아저씨’(2010) 등 다수의 영화 제작 투자에 참여했다.
Produced The Contact(1997), Joint Security Area(2000), Who Are U?(2002),
A Good Lawyer’s Wife(2003), Hello, Brother(2004), and Bloody Tie(2006)
at Myung Films. She later established BK Pictures and produced Girl
Scouts(2008), Go Go 70s(2008), and Big Match(2014). She also took on
the role of a director of the board at United Pictures and was involved
in the production investment of various films including Jeon Woochi: The
Taoist Wizard(2009), and The Man from Nowhere(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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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심선정위원-해외영화

Pre-selection Advisors-International
노광우 Noh Kwangwoo

평론가이자 칼럼니스트. 뉴욕대학교에서 시네마 스터디스로 석사, 서던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 아츠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학교에서 영화 및 대중문화 관련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오마이뉴스, 신동아, 시사인, 한겨레신문, 세계일보에 영화 관련 칼럼을 기고했다.
Noh Kwangwoo is critics and columnist. He got his master degree at
the Department of Cinema Studies in New York University and the
doctoral degree at the College of Mass Communication and Media Arts,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He has contributed his columns to Oh My
News, Shindonga, Sisa In, The Hankyoreh, and Daily Segye.
목혜정 Mok Haejung
영화 & 사운드 평론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서 ‘영화사 서술방식으로서의
다큐멘터리’로 석사를, ‘영화 사운드 연출과 수용방식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여러 대학에서 영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해 강의하는 한편, 스튜디오
시네포커스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 사운드의 이해” 저자이다.
Film & Sound Critic. Received a master’s degree for Documentary as
a means of doing film history and a Ph.D for A Study on film sound
directing and spectatorship from the Department of Theater & Film at
Dongguk University. Teaches film and animation at various universities
and is a creator for Studio Cinefocus. Author of The Understanding of
Movie Sounds.

이용철 Lee Yongcheol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원, 서울영상위원회 독립영화 배급위원이며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서울아트시네마, 익스트림무비를 중심으로 기고 및 강연을 한다.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대한항공기내지에 연재했다. 공저로

“봉준호코드”, “호러영화”, “SF영화” 등이 있다.
A film critic, the member of Association of Korean Film Critics,
Distribution for Independent Films’ Committee member of Seoul Film
Commission, he mostly works with Cine21, Extreme Movie, Korean Film
Archive, and Seoul Art Cinema. He co-wrote the books including Bong
Joon Ho Code, Horror Films, SF-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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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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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Program

Pre-selection Advisors-Korean

김소미 Kim Somi
씨네21 기자로 매주 영화의 얼굴들, 그리고 장소들에 관한 글을 쓴다. 한양대 재학
중 독립 영화잡지 anno의 창간 에디터로 비평 활동을 시작했다. CGV아트하우스
큐레이터로 5년간 영화 해설 프로그램을 맡았고, 현재 다양한 플랫폼에서 영화
리뷰와 인터뷰,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 중이다.
Kim Somi is a journalist for Korean film media Cine21 and writes about
“faces and places” in cinema every week. While attending Hanyang
University, she began her critique as the founding editor of the
independent film magazine anno. She was a curator of CGV Art House
for five years and currently works on GV, lectures, and interviews on
various platforms.
김송희 Kim Songhee
현재 매거진 빅이슈코리아 편집장으로 前 씨네21 기자로 활동했다. 한겨레,
하이컷, 나일론코리아, 텐아시아, 카카오 등 온·오프라인의 미디어에 대중문화 글을
기고했다. 최근 에세이집 ‘희망을 버려, 그리고 힘내’를 출간했으며 공저로 ‘미운
청년 새끼’가 있다.
Kim Songhee is Editor-In-Chief of Big Issue Korea and used to work as
a reporter for the film magazine Cine21. The Hankyoreh, High Cut, Nylon
Korea, 10 Asia, Kakao etc, contributed on-offline media culture articles.
She recently published Give Up Hope, And Cheer Up, and co-authored
The Ugly Young Man.

개막작
Opening Film

한국영화사는 음악영화사다
All About Korean Music Film

경쟁부문
Official Competition

—
—

—
—

영화와 음악
Music in Film, Film in Music

국제경쟁 International
한국경쟁 Korean

음악영화의 풍경
Music Film’s Landscape
—
—
—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Special Presentation
다이나믹스 Dynamics
사운드&비전
Sound & Vision

남진특별전 Nam Jin
작은 별 A Little Star

—

올해의 큐레이터
Curator of the Year
—
피기스 픽스
Figgis’ Picks
—
고(故)방준석 추모전
	Remembering the Artist
Bang Jun-seok
오버 더 레인보우
Over the Rainbow
메이드 인 제천
Made in Jecheon

개막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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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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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Film

폴란드 시나리오 작가 바르토즈 블라쉬케의 감독 데뷔작 ‘소나타’는 음악을 통해 청각 장애를 극복한
14세 소년 그제고즈 플론카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다. 그제고즈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자폐아이다. 우연한 기회에 그의 장애가 자폐가 아닌 청각 상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되면서
그제고즈와 그의 가족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놓인다. 영화는 의학적 도움을 통해 소리로 가득한 외부
세계와 조우하게된 그제고즈의 혼란과 충격, 그 속에서 깨달은 피아노를 향한 열정을 설득력있게
그려내고,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가족의 모습을 정성스럽고 세밀하게 쌓아간다. 탁월한 재능으로
장애를 극복한 천재 뮤지션이라는 신화에 손쉽게 편승할 수도 있었겠지만 영화는 마지막까지 그러한
진부함의 유혹을 뿌리치고 절제된 드라마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영화가 얻은 것은 서사의 보편적 울림,
영화가 끝난 뒤 한동안 이어지는 묵직한 감동이다.
The directorial debut of this Polish screenwriter Bartosz Blaschke, Sonata is based on
the true story of Grzegorz Płonka, a 14-year-old boy who overcame hearing impairment
through music. Grzegorz is a child with autism trapped in his own world. By chance,
however, his family finds out that his disability is due to hearing impairment, not autism,
and a new challenge lies ahead of Grzegorz and his family. The film persuasively depicts
the confusion and shock of Grzegorz, who encounters the sound-filled world through
medical help, and his passion for piano that he comes to have out of the confusion. It
also builds a sincere and detailed image of the family who wins through the situation
with Grzegorz. It could have easily jumped on the myth of genius musician who
overcame disability with outstanding talent, but the film builds an understated drama
while avoiding the temptation of such cliché until the end. What the film gained from this
is the universal echo of the narrative and the dignified resonance that continues for a
while after the film is over.

소나타
Sonata
Poland | 2021 | 118min | DCP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조산아로 태어나 자폐 진단을 받은 그제고즈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집안에 있는 오래되고 고장난 피아노를 두드리는 것 뿐이다. 그가
15세가 되던 해 생일, 그는 자신의 고립이 사실 자폐증이 아니라 청각 장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스카진스키 교수의 도움 덕에 인공 와우를 장착한 그제고즈는
말하기, 듣기 능력과 함께 음악적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피아니스트가 되어 콘서트
홀에서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연주할 수 있기를 꿈꾼다.

Born prematurely, and diagnosed as an autistic child, Grzegorz lives
in his own world. His only interest seems to be banging on the old
broken piano in his house. On his 15th birthday, the cause of Grzegorz’s
isolation isn’t autism but a deep hearing impairment was discovered.
Thanks to professor Skarżyński, who implanted him with a cochlear
implant, Grzegorz starts to discover speech, sound, and music.
Grzegorz now desires to become a pianist and perform Beethoven’s
Moonlight Sonata at a concert hall.

바르토즈 블라쉬케 Bartosz Blaschke
감독, 시나리오 작가, 촬영 감독.

단편 ‘My Father’s Eyes’(2015)를

연출했고, 폴란드 TV 시리즈 ‘Na dobre i na
złe’(2017-2020), ‘Patrol Tatry’(2019),
‘Na sygnale’(2014-2016) 등의

각본을 썼다. 크쥐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

영화학교에서 촬영과 사진을, 안제이 바이다
영화연출학교에서 연출을 전공했다. 폴란드

시나리오 어워드 ScriptPro에서 ‘펠리시아와

예수’(2014), ‘소나타’(2018)로 2회 각본상을
수상했고, 그의 첫 장편 ‘소나타’는 제26회
소피아국제영화제에서 국제경쟁 대상 및
관객상을 수상했다.

A director, screenwriter, cinemato
grapher, known for My Father’s

Eyes(2015), polish TV series like Na
dobre i na złe(2017-2020), Patrol

Tatry(2019), Na sygnale(2014-2016) and
more. He studied in Cinematography
and Photography at the Krzysztof

Kieślowski Film School and the Andrzej
Wajda Master School of Film Directing.
Cast Michał Sikorski, Malgorzata Foremniak, Lukasz Simlat

Producer Marcin Kurek, Sylwester Banaszkiewicz Screenwriter Bartosz

Blaschke Cinematographer Tomasz Augustynek Music Krzysztof A. Janczak
Editor Robert Piechnik Sound Artur Kuczkowski, Tomasz Sikora

The 2-time winner of ScriptPro:

Sonata(2018), Felicja i Jezus(2014), he
made his first feature Sonata which

received the Best Film of the 26th Sofia
IFF as well as Audienc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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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부문: 국제경쟁

Official Competition: International

경쟁부문: 한국경쟁

Official Competitio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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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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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경쟁부문: 국제경쟁에는 전세계 유수의 영화제 화제작과 수상작들을 망라하여 총 11편을 초청하였다.
이 가운데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에는 5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자아를 찾아가는 이미테이션 가수의
여정을 다룬 ‘시리어슬리 레드’, 대도시 바르샤바의 삶을 랩으로 노래하는 ‘아더 피플’, 요절한 일본
뮤지션 지망생의 실화를 그린 ‘스무 살의 소울’ 등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극영화들과, XXX텐타시온,
시네이드 오코너, 로랑 가르니에 등 세계 음악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아티스트들에 관한 파워풀한
다큐멘터리들까지 올해 국제경쟁부문에는 강렬한 작품들로 가득하다.
Official Competition: International invites a total of 11 films including film festival
awardees and much-talked-about films in the world. The Grand Prize winner will
get 50,000,000 KRW. This year’s competition section is full of strong films including
much more feature films; Seriously Red deals with the journey of an impersonator who
searches for herself; Other People raps the life of the metropolitan city Warsaw; and
Soul at Twenty illustrates a true story of a Japanese musician who died young. Also,
the documentaries are powerful regarding the artists who left big traces in world music
history such as XXXTentacion, Sinéad O’Connor and Laurent Garnier.

캘린더 걸즈
Calendar Girls
Sweden | 2022 | 84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미국 플로리다에는 60세 이상의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댄스 그룹이 있다. 이름하여
캘린더 걸즈. 올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다큐멘터리 ‘캘린더 걸즈’는
연간 100회 이상의 공연을 소화하고 있는 이 특별한 댄스팀의 리허설과 공연
장면을 중심에 두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 멤버들의
사연을 담담하게 담아낸다. 노령인구는 많아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노화는
죄악시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은퇴 이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성찰케 하는 특별한 다큐멘터리다. (조지훈)
There’s a dance group of women over 60s in Florida: Calendar Girls.
Premiered at Sundance Film Festival this year, Calendar Girls centers
around the rehearsals and performances of this special team that
has performed over 100 times while presenting its members’ post-

retirement stories. Ironically, society vilifies aging despite the increasing
aging population-how should we age? How should we live after
retirement? The film urges us to reflect. (Jo Ji-hoon)

러브 마틴센 Love Martinsen

영화와 텔레비전 방송 작곡가이며,

스웨덴 인디 음악 씬에서 프로듀서와
뮤지션으로 알려져 있다. 마리아

루후프버드와 함께 그의 첫 장편 작품인
‘캘린더 걸즈’를 작업했다.

Love Martinsen is a composer for film

and television. Love has a background
in the Swedish indie music scene as a
producer and musician. He is making

his debut feature, Calendar Girls with
Maria Loohufvud.

마리아 루후프버드 Maria Loohufvud

음악과 무용 경력이 있는 예술감독이다.

그의 페미니즘적 영향력은 다양한 플랫폼의
작업들로 이어졌으며, 러브 마틴센과 함께
첫 장편 작품 ‘캘린더 걸즈’를 작업했다.
Maria is an art director with a

background in music and dance.

Her feminist engagement has led to
projects on many platforms. She is

making her debut feature, Calendar
Girls with Love Martinsen.
Producer Maria Loohufvud Screenwriter Love Martinsen, Maria Loohufvud

Cinematographer Love Martinsen, Maria Loohufvud Music Love Martinsen
Editor Love Martinsen, Maria Loohufv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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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탕탕 오케스트라
The Extra Terrestrial Orchestra

로랑 가르니에: 오프 더 레코드
Laurent Garnier: Off the Record

Spain | 2021 | 75min | DCP | Color | Animation | Asian Premiere

UK, Belgium | 2020 | 93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유스카디(바스크) 문학상을 수상한 “Orkestra Lurtarra” 라는 제목의 책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최신 스페인 애니메이션이다. 어릴 적 피아니스트 스텔라
파니니와 사랑에 빠진 주인공 마누는 그녀와 만나는 걸 평생 꿈꾼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꿈을 이루기 위해 스테파노의 조언에 따라 작은 오케스트라를 만들기로 한다.
영화는 마누가 다양한 결점이 있는 뮤지션들을 모아 밴드를 만들어 공연을 해나가는
음악 여정을 따라가며, 우정과 성공의 가치를 돌아보게 한다. 독특하면서도 개성이
넘치는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유쾌한 음악과 유머가 돋보인다. (조지훈)
An animated adaptation of Orkestra Lurtarra from Spain, the winner
of Eukasdi/Basque Literature Awards. Manu fell in love with the pianist
Stella Panini when he was young and he’s been dreaming to meet
her ever since. So he follows the advice of Stefano and forms a small
orchestra. The film follows Manu’s musical journey as he gathers
musicians with different flaws to perform together, reflecting on the
value of friendship and success. Delightful music and humor of the
unique and charming characters stand out. (Jo Ji-hoon)

임마놀 진쿠네기 Imanol Zinkunegi
어린 시절부터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시작했다.

‘Balearenak’, ‘Ipar Haizearen Erronka’,
‘Lazkao Txiki’ 외 다수의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여했으며, 그 중 ‘게의 섬’은
고야상을 수상했다.

He started working at a very young
age in animation and illustration.

He has worked on projects such as

Balearenak, Ipar Haizearen Erronka,
Lazkao Txiki, the Goya-awarded

feature film Karramarro Uhartea and
many others.

호세바 폰세 Joseba Ponce

자신의 음악에 맞춰 사람들이 춤을 추는 놀이공원을 꿈꾸던 한 프랑스 소년은
청년이 되어 낮에는 웨이터로, 밤에는 DJ로 일하며 끊임없는 열정의 도전을
감행한다. 타국, 영국에서 시작된 그의 음악 여정은 마침내 그를 세계적인 테크노
음악의 개척자로 우뚝 세운다. 작곡가이자, DJ인 로랑 가르니에의 30년 음악
인생을 다루고 있는 이 영화는 하우스 테크노 음악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자, 어린
시절의 꿈을 현실로 이뤄낸 한 뮤지션에 대한 감동적인 초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조명진)
A French boy dreams of an amusement park pack with people dancing
to his music. Once an adult, he works as a waiter during the day and
as a DJ during the night. His musical journey builds him up to be the
worldwide pioneer in electronic music. The film presents 30 years
of musical life of the composer/DJ Laurent Garnier—it is essentially
a historical record of house techno music and a moving portrait of a
musician who has made his childhood dream come true. (Cho Jin)

어린 시절부터 음악업계에 종사하기

tenlua’, ‘Lur eta Amets’ 등의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여했다.

He started working at a very young
age as a musician. As an animator
and designer, he has worked on

Music Joseba Ponce

Herensugearen tenplua, Lur eta
Amets.

2012년 처음 연출한 다큐멘터리

‘바이올런스 위드 베네피트’로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2013년에는 로랑

가르니에와 공동 기획한 페스티벌

‘예!(Yeah!)’의 공식 감독이 되었고,
그곳에서 필리프 카트린, 백스터

듀리와 같은 주요 아티스트를 인터뷰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Gabin Rivoire’s first documentary

film titled Violence with Benefits met
sensational critical success in 2012.
He became the official director

of the Festival Yeah! in 2013, co-

organized by Laurent Garnier. There

he made documentaries in which he

as Philippe Katerine, and Baxter Dury.

‘Gartxot’, ‘Nur eta Herensugearen

Producer Miren Berasategi Mora Screenwriter Harkaitz Cano

가뱅 리부아르 Gabin Rivoire

interviewed many major artists such

시작했다. 애니메이터이자 디자이너로,

projects such as Gartxot, Nur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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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 Laurent Garnier, Abd Al Malik, Ellen Alien Producer Julien Loeffler
Screenwriter Gabin Rivoire Cinematographer David Job

Music Laurent Garnier Editor Antoine Gazaniol Sound Laurent Garn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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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 앳 미: XXX텐타시온
Look at Me: XXXTentacion

지굴리 밴드의 벌거벗은 진실
The Naked Truth About the Zhiguli Band

USA | 2022 | 114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Bulgaria | 2021 | 111min | DCP | Color | Fiction | International Premiere

악마적 재능이라 극찬받았던 플로리다 출신, 힙합 아티스트 XXX텐타시온은 스무
살 나이에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하며 음악사의 별이 되었다. 자신의 정신 병력에
대한 솔직한 고백과 용기있는 가사를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십 대 팬들을
양산했던 텐타시온. 하지만 그는 또한 폭력과 강박으로 얼룩진 삶을 살기도 했다.
사바아 폴라얀 감독은 기계적 중립의 위치에 서기를 거부하고, 관객에게 빛났던
그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가장 추한 모습까지도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주문한다.
(조명진)
XXXTentacion, the hip-hop artist from Florida praised for his diabolic
talent, became a star of music history after his shocking death at the
age of 20. His courageous lyrics and honest confessions about his
mental illness have comforted many people and produced a legion of
teenage fans. But at the same time, his life was marked by violence and
obsession. Director Folayan orders us to refuse to be neutral and to face
him instead, not only in his utmost glowing times but also in his utmost
disgraceful times. (Cho Jin)

사바아 폴라얀 Sabaah Folayan

첫 장편 다큐멘터리 ‘후즈 스트리츠?’가

2017년 선댄스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된 후
피바디, 크리틱스 초이스, 고담, NAACP
어워드 후보에 올랐다. 두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 ‘룩 앳 미: XXX텐타시온’은

2022년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더 큰 규모의 작업을 향한

폴라얀의 열망은 행동 과학과 사회 정의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진화했다.

Sabaah made her directorial debut
at Sundance Film Festival(2017),
with the feature documentary
Whose Streets? nominated for

한 때 화려한 영광을 누렸던 록밴드 지굴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
어느 날, 지굴리를 기억하는 한 팬이 프론트맨 포리에게 “크게 사례할 테니 원년
멤버를 모아 연주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포리는 각자의 삶을 살던 멤버들을 모아
다시 무대에 설 준비를 한다. ‘지굴리 밴드의 벌거벗은 진실’은 지굴리 밴드의 재결합
과정을 유쾌하게 그려낸 극영화다. 세월의 무게에 관계없이 생기를 잃지 않고 지난
추억을 불러내는 음악의 힘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조현나)
Once glorious, the rock band Zhiguli Band is long forgotten. One day,
a fan asks the frontman Fori to gather the original members to perform,
promising a large sum of money. Fori tries to gather the scattered
members and put them on stage. The Naked Truth About the Zhiguli
Band is a feature film that portrays the band’s reunification process with
humor. Feel the power of music that brings vivid memories despite the
weight of the time. (Cho Hyunna)

Peabody, Critic’s Choice, Gotham,

티무르 베크맘베토브와 같은 감독들의

조감독으로 경력을 쌓았으며, ‘언더커버’와
같이 매우 성공적인 불가리아의 TV

프로그램의 작업에 참여한 바 있다. 그의

모든 작업물은 무려 총 60시간을 넘어선다.
Victor Bojinov is a contemporary
Bulgarian film director, actively
working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He began his career
as a first assistant director working
alongside directors such as Regis

Varnier, Vittorio Taviani, and Timur

successful Bulgarian TV series like

SXSW(2022). Sabaah’s desire to

Undercover and has more than

work on a larger scale evolved into

60 hours of production as well.

a unique storytelling practice that is

informed by principles of behavioral

Music Melisa McGregor Editor Chris McNabb

감독. 레지스 바르니에, 비토리오 타비아니,

creation of a number of the most

Me: XXXTentacion premiered at

Producer Darcy McKinnon, Chloe Campion Cinematographer Alvin McBean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불가리아

directing and participated in the

feature documentary Look at

Cast XXXTentacion, Cleopatra Bernard, Solomon Sobande

빅토르 보쥐노프 Victor Bojinov

Bekmambetov. Victor started

and NAACP Awards. Her second

science and so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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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 Phillip Avramov, Maya Bejanska, Mihail Bilalov Producer Krastyo Lambev

Screenwriter Vania Nikolova, Nelly Dimitrova Cinematographer Anton Bakarski
Music Petar Dundakov, Georgi Georgiev Editor Nina Altaparmakova
Sound Mihail Dich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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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씽 컴페얼즈
Nothing Compares

아더 피플
Other People

Ireland, UK | 2022 | 100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Poland, France | 2021 | 100min | DCP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팝스타가 아니라 세상의 비명이 되고 싶었다.” 영화는 아일랜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인 시네이드 오코너가 관객들의 야유 속에 ‘The War’를 무반주로
절규하듯 불렀던 밥 딜런 30주년 헌정 기념 공연의 한 장면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사건은 그녀가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을 비판하며 교황의 사진을
찢은 것에 대한 당시 대중의 반발이었다. 그럼에도 굽히지 않고 차별과 착취,
부조리에 지속하여 저항했던 시네이드의 불꽃 같은 삶을 영화는 따뜻한 연대의
시선으로 담아낸다. (조명진)
“I wanted to become the cry of the society, not a pop star.” The film
begins with the Irish pop singer-songwriter Sinéad O’Connor being
booed while performing The War a cappella at Bob Dylan’s 30thanniversary tribute concert. This was an aftermath of her tearing up
a photo of the pope, criticizing the child sexual abuse scandal of the
Catholic priests. Still unshaken, Sinéad kept resisting discrimination,
abuse, and injustice. The film depicts her “complicated life” with
warmth and solidarity. (Cho Jin)

캐서린 퍼거슨 Kathryn Ferguson

벨파스트 출생으로 혁신적이고 한계를

뛰어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감독. ‘테이킹
더 워터스’는 2018년 셰필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었으며 이후 유수의
국제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지난 10년간

정체성, 젠더 정치, 공동체에 중점을 둔 단편
작업들에 집중한 퍼거슨은 최근 첫 장편

다큐멘터리 ‘나씽 컴페얼즈’를 완성했다.
Belfast-born Kathryn Ferguson is

an award-winning director whose

innovative and boundary-pushing
documentary work has been

screened globally. Her film, Taking
the Waters, premiered at Sheffield
Doc Fest(2018) and toured the

international festival circuit. After a
decade of focusing on short-form

work centered on identity, gender

폴란드 출신의 여성감독 알렉산드라 테르핀스카의 장편데뷔작이다. 거의 모든
대사를 힙합 비트와 랩 리듬에 담아낸 일종의 힙합 뮤지컬 영화로 가시 면류관을
쓴 예수를 연상케 하는 래퍼가 내레이터의 역할로 등장하여 랩을 통해 전체적인
이야기를 끌고 간다. 경쾌한 프리스타일 랩과 감각적이고 리드미컬하면서도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로 가득한 이 영화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지만 절대
이루지 못할 꿈을 꾸는 래퍼 지망생 카밀과 주변 인물들의 부조리한 일상을 통해
차가운 도시 바르샤바에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의 고독과 일상을 담아낸다.
(조지훈)
The first feature of the Polish female director Aleksandra Terpińska.
This hip-hop musical embodies almost all dialogue in hip-hop beats
and rhythmic raps, and a rapper that resembles Jesus with the crown
of thorns drives the story as a narrator. Full of upbeat freestyle raps
and rhythmical yet grotesque images, the film depicts the solitude and
daily life of the unhappy in the cold city of Warsaw through the aspiring
rapper Kamil who wants a better life dreaming of the impossible as well
as the injustice his friends suffer. (Jo Ji-hoon)

politics, and community, she has

documentary, Nothing Compares.

Screenwriter Eleanor Emptage, Kathryn Ferguson, Michael Mallie

Cinematographer Luke Jacobs Music Irene Buckle, Linda Buckley
Editor Mick Mahon

알렉산드라 테르핀스카

Aleksandra Terpińska

바르샤바에서 활동하는 폴란드 감독.

‘아메리카’(2015)는 유수 영화제에서

16개 상을 수상하였으며, 마지막 단편
‘더 베스트 파이어웍스 에버’(2017)는

제56회 칸 비평가주간에서 최초 상영되어
까날플러스상과 골든레일상을 수상했다.
‘아더 피플’은 테르핀스카의 첫 장편
영화이다.

Aleksandra Terpińska is a Polish

filmmaker based in Warsaw. Her film

America(2015) received 16 awards in

many festivals. Her last short The Best
Fireworks Ever(2017) was premiered

at the 56th Semaine de La Critique in
Cannes where the film was awarded
the Canal+ Award and the Golden

Rail Award. Other People is her first
feature film.

recently completed her first feature

Cast Sinéad O’Connor Producer Eleanor Emptage, Michael Mal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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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 Jacek Beler, Sonia Bohosiewicz, Magdalena Kolesnik Producer Klaudia

Śmieja-Rostworowska, Beata Rzeźniczek Screenwriter Aleksandra Terpińska

Cinematographer Bartosz Bieniek Music Auer Editor Magdalena Chowańska
Sound Marcin Kasiński, Kacper Habisiak, Filip Krzemie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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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e Skennar

포저
Poser

시리어슬리 레드
Seriously Red

USA | 2021 | 87min | DCP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Australia | 2022 | 98min | DCP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출신의 오리 세게프와 노아 딕슨 감독이 공동연출한 장편
데뷔작이며, 두 감독이 나고 자란 콜럼버스의 인디뮤직씬을 배경으로 하는
흥미로운 음악영화다. 인디뮤직씬의 일원이 되고 싶은 영화의 주인공 레논 게이츠는
팟캐스트를 만들기로 하고 뮤지션들을 만나 음악을 녹음하고 그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실제 뮤지션이기도 한 보비 키튼과 친해지고, 그에게 집착하기
시작한다. 인디뮤직에 대한 깊은 애정, 음악과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과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감각의 스릴러 영화다. (조지훈)
The first feature of co-directors Ori Segev and Noah Dixon, it’s an
interesting music film about the indie scene in their hometown of
Columbus, Ohio. Wanting to be a part of the scene, Lennon starts
a podcast to interview musicians and record their music. She then
befriends and gets obsessed with the real-life musician Bobbi Kitten.
A sensational thriller made possible thanks to the combination of great
affection for the indie, a deep understanding of music and arts, and
interesting storytelling. (Jo Ji-hoon)

오리 세게프, 노아 딕슨

Ori Segev, Noah Dixon

영화사 루즈필름 소속인 두 감독은 데니슨
대학에서 함께 영화를 전공하고, 다수의
뮤직비디오와 단편 영화를 작업했다.

2020년 고담 내러티브 랩스 프로젝트에
선정된 ‘포저’는 그들의 첫 장편 영화로
2021년 트라이베카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Ori Segev and Noah Dixon are

award-winning filmmakers at Loose
Films. They studied film together at

Denison University. Together they’ve
worked on many music videos

and short films. Poser is their first

feature-length film and premiered

at Tribeca Film Festival(2021), a film

that went through Gotham Narrative
Labs(2020).

평범한 부동산 직원 레드는 연례 회사 파티에 초대받는다. “차려입는다”는 드레스
코드를 오인한 레드는 평소 열렬한 팬이었던 컨트리 레전드 돌리 파튼으로 분해
화려한 복장과 풍만한 금발로 나타나고, 조롱에 가까운 깜짝 분장상을 수상한다.
수치심에 꽁무니를 빼는 대신 레드는 당당히 무대에 올라 돌리 파튼을 완벽하게
흉내 내고, 그렇게 모창 가수 돌리 파튼의 삶은 시작된다. 타인의 삶을 살면 살수록
각광받는 행보 속에 레드는 혼란을 겪게 되는데... 레드는 진정한 내가 될 수 있을까?
(백은별)
An ordinary real estate agent Red is invited to an annual company party.
Misunderstanding the dress code of ‘dress-up,’ Red wears colorful
outfits with a voluminous blond wig like the legendary country singer
Dolly Parton, as she has been a big fan of hers. And she wins a surprise
costume award, which is close to ridicule. Instead of backing due to
shame, Red stands on the stage proudly and imitates Dolly Parton
perfectly, and that is how her life as an impersonator of Dolly Parton
begins. The more she lives like Dolly, the more she has the limelight, and
the more confused she gets. Can Red become Seriously Red? (Annabelle
Eunbyul Baik)

그레이시 오토 Gracie Otto

그레이시 오토는 배우인 아버지 배리

오토와의 관계에 대한 사적 다큐멘터리

‘오토 온 오토’를 제작 중이다. 북미각본대회
수상 이후, ‘데저트 대쉬’와 숀 펜의 소설

“밥 허니 후 저스트 두 스터프”의 홍보 단편
영화를 연출, 닉 브룸필드의 다큐멘터리
‘수퍼스타 휘트니 휴스턴’의 협력
프로듀서로 일했다.

Gracie is currently filming a personal
documentary, Otto On Otto, based
on her relationship with her father,

a legendary actor Barry Otto. After
winning the North American Script

Competition, Gracie made two short
films; Desert Dash and a film with
Sean Penn to promote his novel

Bob Honey Who Just Do Stuff, and
was associate producer on Nick

Broomfield’s documentary Whitney
Can I Be Me.

Cast Krew Boylan, Daniel Webber, Rose Byrne, Celeste Barber
Cast Sylvie Mix, Bobbi Kitten Producer Drew Johnson, Juli Sasaki, Brett Reiter,
Josh Nowak Screenwriter Noah Dixon Cinematographer Logan Floyd

Producer Sonia Borella, Timothy White Screenwriter Krew Boylan
Cinematographer Toby Oliver ACS Music Cezary Skubiszewski
Editor Deborah Peart ASE Sound Sam Hayward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64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65

© Rita Baghdadi

사이렌
Sirens

스무 살의 소울
Soul at Twenty

USA, Lebanon | 2022 | 78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레바논의 베이루트에는 7년째 활동 중인 슬레이브 투 사이렌이라는 이름의 스래시
메탈 밴드가 있다. 다섯 명의 맴버 전원이 여성인 중동 최초의 여성 메탈 밴드이기도
하다. 올해 선댄스영화제에서 첫 공개된 장편 다큐멘터리 ‘사이렌’은 이 특별한
밴드에 관한 이야기다. 밴드의 핵심 멤버인 릴라스와 셰리를 중심에 두고 다른
맴버들과 함께 유명 밴드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서로 간의 우정, 성, 정체성 등
내밀한 개인사를 담아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레바논의 복잡한 정치사회적 현실을
함께 담아낸다. (조지훈)
Slave to Sirens is a thrash metal rock star of 7 years in Beirut, Lebanon.
It’s the first all-female metal band of 5 in the Middle East. Premiered
at Sundance Film Festival this year, this feature documentary is about
this special band. Centered around the key members Lilas and Shery,
it portrays their journey to become a famous band, as well as their
friendship, sexuality, and identity. Along the way, it also embodies the
complex sociopolitical reality of Lebanon. (Jo Ji-hoon)

© Jeremiah Hammerling

리타 바그다디 Rita Baghdadi

모로코와 미국 국적의 다큐멘터리 감독.

촬영감독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바그다디는

‘서브드 라이크 어 걸’과 같은 시네마베리떼

다큐멘터리를 촬영했다. 첫 장편 다큐멘터리
‘마이 컨트리 노 모어’는 2018년

빅스카이영화제에서 최고작품상을 수상,

다큐멘터리 ‘시티 라이징’은 로스앤젤러스

지역 에미상에서 최우수 사회문제영화상을
수상했다.

Rita Baghdadi is an award-winning,
Moroccan-American documentary
filmmaker. Rita got her start as a
cinematographer, filming verité

documentaries such as Served Like a
Girl, which The Hollywood Reporter

recognized for its “unfussy intimacy.”
Rita’s first feature documentary, My

Country No More, was awarded Best

Japan | 2022 | 136min | DCP | Color | Fiction | International Premiere

이치후나 고등학교의 브라스밴드 클럽에서 활동하는 타이기는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하는 소년이다. 학교 야구팀을 응원하기 위해 ‘이치후나의 영혼’을 작곡하고,
그 뒤로 타이기는 음악 선생님이 되겠다고 다짐한다. 졸업 후 20살의 어린 나이에
타이기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는다. 그러나 병세가 심해지는 순간에도 타이기는
연주하고 작곡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스무 살의 소울’은 타이기를 중심으로
이치후나 고교 오케스트라 소속 팀원들의 일상을 묘사한다. 음악에 대한 팀원들의
순수한 애정과 동료애가 영화의 에너지를 한껏 끌어올리며, 종국엔 뭉클한 합주로
위로를 선사한다. (조현나)
A member of Ichifuna High School Brass Band, Taigi loves music more
than anyone else. After composing Ichifuna Soul to cheer the school’s
baseball team, he decides to become a music teacher. But when he’s
20, he’s diagnosed with cancer, and even so, he doesn’t stop composing
and performing. The film depicts the daily lives of the members of
Ichifuna High School Orchestra, with Taigi at its center. Genuine love for
music and camaraderie energize the film and a touching performance
towards the end offers comfort. (Cho Hyunna)

Feature at Big Sky FF(2018). Her

documentary City Rising won the Los
Angeles Area Emmy Award for Best
Social Issue Film.
Cast Lilas Mayassi, Shery Bechara, Maya Khairallah Producer Rita Baghdadi

Cast Kamio Fuju, Ono Machiko, Fukumoto Riko Producer Toguchi Sho

Sound Zach Seivers

Music Kosen Editor Okada Kazumi Sound Tobe Masaaki

Cinematographer Rita Baghdadi Music Para One Editor Grace Zahrah

Screenwriter Nakai Yuriko Cinematographer Hyakusoku Takahiro

아키야마 준 Akiyama Jun

아사히 TV에서 감독, 프로듀서로 일하던

그는 2018년에 영화사 자코를 설립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방영된 ‘특명계장 타다노 히토시’,

‘동창회 러브어게인 증후군’(2010),

‘해피 리타이어먼트’(2015), ‘취활가족
~분명 잘 될 거야~’(2017) 등이 있다.

Akiyama Jun is a former director/

producer of TV Asashi Corporation.

He became independent in 2018 and
found a film production company,

Jaco. His main works include the TV
series Tokumei Kakaricho Tadano

Hitoshi(2003–2017), Class Reunion:
Love Again Syndrome(2010), Happy
Retirement(2015), A Family Goes Job
Hunting-It’ll All Go Well(2017), and
many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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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Competition: Korean

공식 경쟁부문: 한국경쟁에는 4편의 장편과 13편의 단편 영화를 초청하였다. 샤머니즘 소재를
사운드적인 면에서 완성도 있게 조율하고, 무녀로 변신한 손수현 배우의 카리스마가 돋보이는 ‘나의
여신’, 음악영화와 멜로의 장르적 컨벤션을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청춘의 사랑과 노스탤지어를 담은
‘오랜만이다’ 등은 캐릭터 드라마이자 음악영화로서의 재미와 개성이 돋보인다. 서로의 감정을 꽹과리
소리에 실어나르는 정경을 힘 있고 섬세하게 그린 ‘제 2의 언어’, 세 남자의 영적 여행을 실험적인
몽타주로 소화한 ‘프리스피릿’, 무성영화를 연상케하는 독특한 운율감을 담은 ‘피라’, 일상 음악가들의
초상을 그린 ‘천변의 악사들’ 등 가족의 불화, 소외와 차별, 사회적 폭력을 음악으로 치유하는 드라마를
통해 사회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젊은 창작자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Official Competition: Korean invites 4 feature films and 13 short films. Lady Shaman
perfectly mediates shamanistic materials in terms of sound and features the charisma of
actor Shon Suhyun who acts a shaman in the film; Stably showing the genre convention
of melodrama, How Have You Been, which contains love and nostalgia of the young,
stands out fun and characteristics as character drama and music film. We can also see
young creators’ ability of looking closly dead ground of our society in the dramas that
heal family discord, alienation, discrimination, and social violence with music; The Second
Language depicts the scene of delivering each other’s emotions with the sound of small
gongs in a powerful and delicate way; FREESPIRIT expresses experimental montages of
the spiritual journey of three men; Pyrrha contains unique rhythms reminiscent of silent
films; and Riverside Player portrays daily life of musicians.

디바 야누스
Diva Janus
Korea | 2022 | 85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한국의 1세대 재즈 뮤지션이 누구냐는 질문에 모두가 입에 올리는 이름이 있다.
그가 없었다면, 한국에서 재즈 음악이 계속되기 어려웠을 거라는 증언. 한국 최초의
재즈클럽인 클럽 야누스를 운영하며 뮤지션들이 노래할 공간을 만들었던 뮤지션
박성연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디바야누스’는 故박성연의 생전 무대들과 동료,
후배 뮤지션들의 인터뷰로 음악가로서 박성연의 발자취를 좇는 다큐멘터리다.
휠체어에 앉아서도 무대 위에 서고, 여전한 음색으로 리듬을 타는 음악가 앞에서
숙연해지면서도, 관객은 함께 발을 구르며 재즈를 즐기게 된다. 2019 제천
음악영화 프로젝트 제작지원작. (김송희)
Everyone mentions her when asked who the 1st generation of jazz
musicians is in Korea, adding that jazz wouldn’t have been continued in
Korea if not for her. It’s Park Seong-yeon, the musician who ran Korea’s
first jazz club - Club Janus - and she provided it for other musicians
to perform. Diva Janus follows the late Park’s footsteps through her
past and interviews by her peer musicians. It’s solemn how Park
performs rhythmically even in her wheelchair yet you’ll find yourself
grooving along her jazz. Supported by 2019 Jecheon Music Film Project
Promotion. (Kim Songhee)

Cast Malo, Woongsan, Hwang Duckho Producer Jo Eunsung

Screenwriter Jo Eunsung Cinematographer Na Heesuek Music Hwang
Hyesook Editor Hong Soodong , Baek Sunwoo, Jo Eunsung

조은성 Jo Eunsung

2015년 장편 극영화 ‘션샤인러브’로

데뷔하였다. 2021년 도시 재생에 관한

장편 다큐멘터리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를
완성하였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등에 초청되었다. 현재

두 번째 극영화인 ‘낭만적 공장’을 완성하고,
개봉을 준비 중이다.

He made a debut with a feature

Sunshine Love in 2015. In 2021, A Tale
of Old Cities, a feature documentary

on urban regeneration was completed
and it was selected for the DMZ

Docs and the Seoul IEFF. Currently

Romantic Factory, his second feature

film is being completed and prepared
for the theatrical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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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이다
How Have You Been

나의 여신
Lady Shaman

Korea | 2022 | 90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Korea | 2022 | 86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워크맨과 체리 보이. 그 시절 두 남녀는 각각 이런 별명으로 불렸다. 함께 음악제에
나가기로 마음먹은 뒤 약속 도장을 짧은 입맞춤으로 대신하던 풋풋한 한 때였지만
야속하게도 세월은 금세 지나가 버렸다. ‘오랜만이다’는 가수로 자리잡지 못한 채
무채색의 일상을 살던 33살의 여자 연경이 오래된 기타를 매개로 순수했던 10대
시절의 감각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다. 같은 꿈을 꿨기에 서로 상처 줄 수밖에 없었던
남녀의 로맨스를 배우 방민아와 이가섭이 맑고 단정한 호흡으로 전한다. (김소미)
Walkman and Cherry boy, or so they were called back then. They kiss,
sealing their promise to participate in a music festival together. As life
moves on, their promise becomes a forgotten one. This film follows
a 33-year-old, Yeongyung, a failed musician. After receiving an old
guitar, she recounts memories of her youth and how innocent she
was. Their shared dreams never came to fruition, but their memories
together live on. Bang Minah and Lee Gasub deliver subtle yet powerful
performances in this gem. (Kim Somi)

이은정 Lee Eunjeong

한양대학교에서 영상디자인을 전공했다.

‘tension’(2011), ‘깁스를한남자’(2012),
‘미라의 의지’(2013)를 연출했으며,

‘치욕일기’(2015)로 부산국제영화제

단편경쟁부문에서 선재상을 수상했다.

She majored in Interactive Media

Design at HanYang University. She
directed tension(2011), The Man

with a Plaster Cast(2012), and Mira’s
Will(2013). She was given the Sonje
Award for Short Film competition in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r
Shame Diary(2015).

교수 임용에 세 번이나 낙방한 연구자가 제주도 무속 연구를 위해 젊은 샤먼을
찾아간다. 둘 사이에는 금세 묘한 성적 긴장감이 흐르지만, 멜로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제목과 달리 영화는 서서히 섬뜩한 기운을 드러낸다. 제주에서 전승되는
제주큰굿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서순실 심방의 자문으로 완성된 ‘나의 여신’은
소재주의에 그치지 않고 전통 무속을 심도 있게 재현하면서 특히 굿의 음악적,
무용적 측면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다. 심방을 연기한 배우 손수현의 날렵하고
카리스마 있는 존재감이 매력적이다. (김소미)
A struggling researcher visits a young shaman for his study. Sexual
tension sparks between the two. The title might suggest a melodrama
but this story is surprisingly spooky. Seo Sunsil, a shaman who’s
designated 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r Jeju Keungut
was consulted in the making of this film. On top of its intriguing subject
matter, this film goes into depth depicting traditional shamanism. The
gut is captured through musical performance in a very realistic manner.
Actor Shon Suhyun successfully imposes her charismatic magnetism.
(Kim S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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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Choi Jayoung

2008년 한국영화아카데미 프로듀서

과정을 수료하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협동과정 공연예술학 박사 과정에 있다.
한국영화아카데미 졸업작 ‘인생의

취미’(2008) 각본과 프로듀서, ‘전설의

케이’(2008), ‘안녕 그리고 안녕’(2008),
‘여자 없는 세상’(2009)의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After she completed the producer

course at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KAFA) in 2008, Choi Jayoung

is Ph.D. Student i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Performing Arts Studie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participated as a producer

of the graduating films of KAFA

including The Legendary Kay(2008),
The Hobbyist(2008), Hello and

Goodbye(2008), and Men Without
Women(2009).

Cast Bang Minah, Lee Gasub Producer Byun Bonghyun

Cast Shon Suhyun, Yoon Sunwoo Producer We Daeho

Music Kang Minkook Editor Kim Hyungjoo Sound Lee Kiejun

Music Lee Jisoo Editor Kim Mockhyun Sound Han Sewon

Screenwriter Min Soyeon, Lee Eunjeong Cinematographer Lee Jinkeun

Screenwriter Choi Jayoung Cinematographer Chung Han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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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텨내고 존재하기
Withstanding and Existing

버스킹
Busking

Korea | 2022 | 64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Korea | 2022 | 7min | DCP | B&W | Animation | World Premiere

오래된 극장에서 뮤지션들이 극장에 대한 오래된 기억을 소회한다. 극장에서 처음
본 영화에 대한 기억, 어떤 영화를 보고 자랐으며, 어떤 감독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는지. 매표소, 계단, 영사실, 객석. 낡은 극장 곳곳을 비추던 카메라는 뮤지션의
얼굴로 옮겨가고 이들은 극장에서 “나의 노래”를 하기 시작한다. ‘버텨내고
존재하기’는 1935년 개관한 광주극장을 배경으로 김일두, 김사월, 곽푸른하늘,
불나방스타쏘세지클럽 등 뮤지션들이 인터뷰와 공연을 이어 붙인다. 공간과 음악이
그 자리에서 오래오래 “버텨내고 존재하기”에 대해 기록하고 노래하는 영화.
(김송희)
In an old theater, musicians reminisce their old memories about
theaters: the first film they watched, the films they grew up with, and
the films that inspire them. The camera moves its gaze from each
corner of the old theater (box office, stairs, projection room, seats)
to the musicians’ faces who start singing their song. With Gwangju
Theaters, opened in 1935 as a backdrop, the film places interviews and
performances by Kim Ildu, Kim Sawol, Kwak Pureunhaneul, and more.
The film sings and records about Withstanding and Existing of place &
music. (Kim Songhee)

권철 Gwon Churl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과 뮤지션들의
연주를 기록하다가 얼떨결에 계속

무언가를 찍으면서 만들고 있다. 장편 영화
‘라이브플래닛 시즌2’(2011)가 제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이후
‘공기의 기록, 하와이-어서와’(2012)를
연출했다. 2021년에는 ‘슬로우로드’로
대한민국 광고대상 프로모션 대상을
수상하였다.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Gwon Churl started to film the

performances of musicians with

his friends. He has still filmed the

things until now. His film Live Planet

Season 2 was shown at JIMFF(2011).
Atmosphere, HAWAAII - Welcome

젊은 음악가가 자신의 연주를 선보이기 위해 누군가를 기다린다. 기다림 끝에
나타난 상대는 남자에게 뜻밖에도 버스킹을 제안한다. 단편 애니메이션 ‘버스킹’의
이야기는 이토록 단순하다. 그러나 인물에게 주어진 상황의 디테일을 들추어내는
섬세한 시선, 7분 남짓한 러닝타임을 운전해 뜻밖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 면밀한
구조는 마음을 애틋하게 흔들기에 충분하다. 대사와 표현을 절제하면서도 호기심을
유발하는 시각적 구도, 인물의 처절한 심정을 서정적으로 풀이한 원경의 미장센이
아름답게 표현된 흑백 애니메이션이다. (김소미)
A young musician is reluctantly persuaded to busk on a public street.
With a simple plot, this animation carefully takes you through the
busker’s experience and their surroundings. With meticulous detail, the
viewer is taken on an unexpected journey that is sure to strike a chord,
all achieved within seven minutes. The black and white animation barely
uses talking, instead it arouses a visual curiosity with the mise-enscène used in a distant view, while beautifully capturing the heartache
and melancholy. (Kim Somi)

shown in Music Videos Competition
Section at SXSW(2012). He got

the Promotion Grand Prix of Korea

Advertising Awards with Slow Road in
Cast Kim Ildu, Kim Sawol, Kwak Pureunhaneul, Bulnabang Star Sausage Club,

2021.

Koh Sangji, Lee Jawon, Jungwoo, AmadoLeejaramBand, Choi Gonne, Choo

Soyung, Park Taegyu Producer Choi Gonne Cinematographer Gwon Churl,
Kim Jina, Lee Inkyu, Min Byunghui, Lee Junhui Music Charlie Chaplin

Cast Lim Seungmin Producer Lim Seungmin Screenwriter Lim Seungmin

Hwang Hyunwoo

Sound Lim Seungmin

Editor Gwon Churl Sound Park Jinho, Yang Hyunseok, Lee Eunho, Lee Hyunjun,

Cinematographer Lim Seungmin Music Lim Seungmin Editor Lim Seu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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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민 Lim Seungmin

1996년 부천 출생. 2015년에

계원예술대학교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재학
중이다. ‘버스킹’(2021)은 임승민 감독이
연출한 첫 단편 데뷔작이다.

Lim Seungmin was born in Bucheon
in 1996. Lim is currently studying at
Kaywon School of Art and Design

since 2015. Busking(2021) is Lim’s
first short film de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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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드러져, 칸나
CANNA!

프리스피릿
FREESPIRIT

Korea | 2022 | 29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Korea | 2021 | 20min | DCP | Color, B&W | Experimental | World Premiere

드랙퀸쇼 데뷔를 앞두고 있는 칸나에게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남자 병배가 찾아
온다. 칸나는 오빠를 사랑하지만 병배는 그에게 형으로 남고 싶어한다. 첫 무대를 앞
두고 긴장한 몸은 자꾸만 얼어붙고,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마음도 덩달아 날카로워
진다. MTF 트랜스젠더의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이라는 주제 의식은 다소 상투적이
지만 ‘흐드러져, 칸나!’는 상처받은 연약한 마음을 정직하고 순수하게 응시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음악을 통해 칸나는 마침내 흐드러질 수 있을까. 개성적인 연기를 선보
이는 신예 임지호와 노재원 역시 확고한 인상을 새긴다.
(김소미)
As Canna is preparing for her debut as a drag queen, she encounters
her first love, Byung-bae. Canna still loves him, but he cannot accept
her as she is. As her debut nears, she grows more nervous. Her body
stiffens in frustration over not being able to express her true feelings.
This male-to-female transgender story details her struggle,
vulnerability and heartache, expressed through her music. Lim Jiho and
Noh Jaewon both impress in their respective screen debuts, delivering
fresh, unique performances. (Kim Somi)

Cast Lim Jiho, Noh Jaewon, Woo Yeonseo, Kwon Ye-eun Producer Kim Minjin

Screenwriter Kim Minjin Cinematographer Lee Chaeyoung Music Lee
Joohyun Editor Kim Minjin Sound Cho Eunha

김민진 Kim Minjin

1997년 서울 출생. 성결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했다. 단편 영화 ‘덫’(2019), ‘살아남은
아이’(2021) 등을 연출하였고, ‘흐드러져,
칸나’는 세 번째 연출작이다.

She was born in Seoul in 1997. S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Films at Seongkyeol University.
She directed the short films The

Trap(2019) and Child Survivor(2021).
CANNA!(2022) is her 3rd film.

듬성듬성 죽은 풀만 나있는 광야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셋이 걸어 다닌다.
이들은 까데호(Cadejo)의 멤버다. 죽었다는 인식도 없이 객귀가 된 세 남자.
영화에는 대사가 없다. 대신 무작정 길을 걷는 남자들의 모습 위로 밴드의
연주곡이 흘러나오고. 이들의 존재 역시 자막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여기서 무엇을
찾으시나요, 종종 이런 경우가 있지요 떠나지 못하고 헤매는” 뮤직비디오처럼
영상이 중첩되고 세 남자의 연주 무대가 등장하기도 했다가 이내 흑백으로
전환된다. ‘프리스피릿’이라는 제목처럼 정해진 틀 없이 자유롭게 사유하고
음악하는 영화다. (김송희)
In the desert with sparse dead grass, three men walk in black attires,
they’re the members of Cadejo. Men who became spirits without
knowing they’re dead, they simply keep walking and we hear the band’s
songs. We guess them through subtitles; “What are you looking for
here? It happens at times. You wander, not being able to leave,” the
video is overlapped like a music video, performance appears and turns
into black and white. Like its title, FREESPIRIT reasons and performs
music freely. (Kim Songhee)

Cast Lee Taehun, Kim Jaeho, Kim Dabin
Producer Jeong Jaehyun, CADEJO Screenwriter Jeong Jaehyun
Cinematographer Park Syeyoung Music CADEJO
Editor Jeong Jaehyun Sound Kim Do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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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현 Jeong Jaehyun

대학에서 철학과 영화, 미술을 공부하며
무빙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작업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양한 복합 매체에 대한
관심으로 영화, 뮤직비디오, 비디오 아트,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사운드 프로듀싱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경유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

Jeong majored in Philosophy, Film

and Arts at his university. His works

are based on moving images and he

is interested in utilizing various mixed
media. His works range from video
art to interactive performance and
sound-produ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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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캐스퍼
Hurricane Casper

뤼미에르
Lumière

Korea | 2022 | 25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Korea | 2021 | 14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각기 다른 캐릭터를 가진 3인조 록 밴드 허리케인캐스퍼. 그들은 무대 술집을
전전하며 락을 연주한다. 그러던 어느 날, 허리케인캐스퍼에게 최종 오디션의
기회가 찾아오고 보컬 태민만이 캐스팅되는 결과를 마주한다. 2021 제천
음악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 지원작이기도 한 ‘허리케인캐스퍼’는 제1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국경쟁부문에 선정된 ‘내 무대에 침을 뱉어라’의 전아현
감독이 연출했다. 영화 도입부부터 나오는 록 음악과 다양한 몽타주, 전아현 감독
특유의 유머는 락이라는 음악 장르의 자유로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김태우)
Hurricane Casper is a three-man rock band with different characters.
The band performs from stage to stage. One day, they have a chance
to have an audition finally but only vocalist Taemin is cast. Hurricane
Casper, supported by the 2021 Jecheon Music Film Project Promotion,
is directed by Jeon A-hyun, director of Spit on My Stage, selected in
Korean Competition at the 17th JIMFF. Rock from the beginning, various
montage, and director Jeon’s unique sense of humor make the freedom
of the music genre of rock more prominent. (Kim Taewoo)

전아현 Jeon A-hyun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에서 베이스를
전공하고, 서울예술대학교 영화과에서

연출을 전공했다. 현재는 서울예술대학교
미디어창작학부에 재학 중이다. 2019년

‘뉴파더’로 데뷔, 2020년 ‘내 무대에 침을
뱉어라’로 많은 영화제에 초청받았다.

이후 ‘뜨거운 김치’(2021), ‘RAGING

BEAT’(2021), ‘아빠들’(2022)을 연출하며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She practiced Bass in Applied Music
at Baekseok Arts University and

majored in Film Direction at Seoul

Institute of the Arts. She currently
studies Media Creation at Seoul
Institute of the Arts. She made

her debut with New Father(2019)

시각장애인 가영은 아버지의 죽음 후 홀로서기 중이다. 가영은 아버지가 영사기사로
일했던 극장이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간다. 오래된 극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쉽고 쓸쓸한 일이다. 더는 만날 수 없는, 사랑하는 이와의 추억이 담긴
공간이라면 더욱 그렇다. 시각장애인 가영에게 극장에 대한 추억은 촉감, 냄새,
소리 등 다각적으로 남아 있다. 가영의 손끝으로 만져지는 극장은 쌓인 먼지마저
애틋하다. ‘뤼미에르’는 쓸쓸하지만 따뜻한 온도로 오래된 극장에 대한 추억을
담았다. (김송희)
After her father’s death, the blind Gayeong is left alone. She visits
the theater her father used to work as a projectionist is closing. It’s
frustrating to hear old theaters closing down, especially if the place
is full of memories with your loved ones. For the blind Gayeong, her
memories in the theater are multi-dimensional with scent, sound, and
touch. Her fingertips even touch the dust in the theaters fondly. Lumière
embraces memories about old theaters with warmth and melancholy.
(Kim Songhee)

and her short film Spit on My

Stage(2020) was invited to various

film festivals. She also directed Hot
Kimchi(2021), RAGING BEAT(2021),
and Fathers(2020).
Cast Kim Doyoung, Kim Jungjin, Kim Jitae Producer Kim Minjeong
Screenwriter Jeon A-hyun Cinematographer Lee Younghoon

Cast Park Gayoung, Jung Inki, Lee Seungyeon Producer Bok Woonsuk

Sound Moon Byunghoon

Editor Bok Woonsuk Sound Kim Yongseok

Music SONIC STONES Editor Kim Doyoon, Jeon A-hyun

Screenwriter Bok Woonsuk Cinematographer Lee Jaejun Music Jung In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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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운석 Bok Woonsuk

서울 종로에서 태어나 극장을 놀이터 삼아
성장하였다. 장편 영화 현장에서 영화를

배웠고 2007년 단편을 시작으로 총 9편의
장, 단편을 제작, 연출하였다. 2019년에

연출한 장편은 극장에서 개봉하였다. 영화를
만드는 일이 가장 행복하며 가능한 오랫동안
영화를 만들려 한다. 죽을 때까지.

Born in Jongno, Seoul, he grew up
using the theater as a playground.

He started working on his own while
learning movies on the set, and he

produced and directed a total of nine
films, starting with the first film in

2007. Making a movie is the happiest
thing for him, and he will make it for
as long as possible. To the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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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
Pyrrha

언니를 기억해
Remember Our Sister

Korea | 2021 | 18min | DCP | Color | Experimental | World Premiere

Korea | 2022 | 29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피라는 그리스 신화에서 판도라의 딸이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상자 위에서 몸부림
치는 판도라가 등장한다. 밤처럼 어두운 무대 위 검은 장막에 둘러싸인 상자 위에
판도라는 온 몸으로 고뇌하고, 맹수의 울부짖음 같은 폭우 소리가 귀를 때린다. 검은
상자 위 두 여자, 판도라와 피라가 춤을 추기 시작한다. 하나의 사물을 사이에 둔
두 여자의 춤으로 이루어진 영화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에서 창작과 안무를
전공한 박지현 감독의 작품이다. 리드미컬한 음악과 고도로 짜맞춘 안무는 어둠을
극대화한 세트와 함께 색다른 감각을 선사한다. (김송희)
In Greek mythology, Pyrrha is Pandora’s daughter. Storm torments,
and squirming Pandora appears on a box. Pandora agonizes with her
body, and the beast-like cry of the storm strikes the ears. On top of the
black box, Pandora and Pyrrha start dancing. Directed by Park Jihyeon,
majored in choreography in School of Dance at KNUA, the film is
composed of the dance of two women with an object in between. The
rhythmical music and advanced choreography along with dramatically
dark stage raises an unique sensation. (Kim Songhee)

박지현 Park Jihyeon

1996년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 안무를 전공하였다. 단편 ‘녹음이
빛나는 일대기’(2020) 연출을 시작으로
영화계에 입문하였다.

Born in 1996, director Park Jihyeon
majored in Choreography at the

School of Dan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r debut film is
Women In Green(2020).

기지촌에서 생활하는 연홍과 언니 연옥. 연홍은 화려한 음식과 춤을 즐길 수 있는
기지촌을 완벽한 곳이라 여기며 살아간다. 과연 연홍의 완벽한 이곳은 지속될 수
있을까. 역사가 남긴 상흔은 연홍의 눈앞에 불쑥 찾아오면서도, 연홍과 언니들이
부르는 노래에 따라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엄숙하게 재현된다. 그들의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영화가 끝날 즈음 우리는 언니들을 위한 가장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시위를 듣게 될 것이다. 2020 제천 음악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 지원작. (한지영)
Yeon-hong and Yeon-ok live in a base village. Yeon-hong thinks
the base village where she can enjoy colorful food and dance as a
perfect place. Can this perfect place of Yeon-hong last? The scars
left by history pop up in front of Yeon-hong, but they are represented
according to the songs sung by Yeon-hong and Sisters sometimes
flexibly or solemnly. Follow their voices and we will be able to hear
the most peaceful and beautiful protest for Sisters by the end of the
film. Supported by 2020 Jecheon Music Film Project Promotion. (Han
Jiyoung)

Cast Moon Soyeon, Park Jihyeon Producer Park Jihyeon

Cast Chae Yeon Hee, Yoon boyun, Kim Tae Hee Producer Park son

Kyung-eun Editor Park Seyoung Sound Hwang Kyung-eun

Editor Lee Jae Hyuk Sound Lee Dong-wook

Screenwriter Park Jihyeon Cinematographer Park Seyoung Music Hwang

Screenwriter Jo Hayoung Cinematographer Lee Jae Hyuk Music Han C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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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영 Jo Hayoung

칼국수를 좋아한다. 다큐멘터리

‘시스터스룸’(2018)을, 뮤지컬 영화 ‘언니를
기억해’(2022)를 연출했다.

Director Jo Hayoung loves Kalguksu.
She directed a documentary Sisters
Room(2018) and a musical film
Remember Our Sister(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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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의 악사들
Riverside Player

제 2의 언어
The Second Language

Korea | 2022 | 22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Korea | 2022 | 21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한국의 도시들, 특히 서울에서 두드러지는 장소성 중 하나로 천변을 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민과 이방인, 보행자와 운동하는 사람, 노래하거나 춤추는 사람이 뒤섞여
수많은 익명성을 공유하는 이곳에서 ‘천변의 악사들’은 특히 음악적 피사체에
주목한다. 도시교향곡으로서 ‘천변의 악사들’이 겹겹이 몽타주를 쌓아나가며
권위를 부여하는 대상은 노년의 악사들이다. 획일화된 도시의 묘사에서 벗어나
그 사각지대를 비추는 영화의 시선은 단순하지만 힘 있고 사려 깊다. 타인에 대한
관심의 범위와 그 다양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성찰하게 만드는 작품이다. (김소미)
Riverside walking tracks are distinctively found in Korean cities,
especially in Seoul. The locals, outsiders, joggers, buskers, and dancers
all mingle there sharing their anonymity. Riverside Player is an urban
symphony, focusing on the older musicians among the buskers. Unlike
a stereotypical portrayal of a city, the film gazes into the hidden corners
of Seoul with simple yet powerful language. The story reflects the
importance of caring for others, and the different ways in which to do it.
(Kim Somi)

강경태 Kang Kyungtae

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하였다. 대학원 졸업 작품

‘매혈’(2006) 이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2014년 서울독립영화제
개막작이었던 장편 옴니버스

‘오늘영화’(2015)에 각본, 감독으로
참여했다. 2021년에는 장편 영화

‘1번국도’와 음악 다큐멘터리 ‘천변의
악사들’을 제작, 연출하였다.

He majored in Anthropology at

his university and got a master’s
degree in Film. He continuously

worked in the film industry since
directing his graduation work A

Capital Blood(2006). He wrote the
screenplay for and directed Now

Playing(2015), the opening film at

the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제 2의 언어’는 국악과를 무대로 오해와 경쟁심, 애증의 관계를 나누는 소녀들의
이야기다. 사물놀이에서 짝쇠는 두 명의 꽹과리 주자가 서로 가락을 주고받으며
연주하는 방식으로 영화는 아직 자신과 타인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미숙한 두
20대의 마음을 꽹과리의 강약과 리듬 속에 녹여낸다. 대사가 아닌 음악적 언어로
전달되는 감정적 파장은 한 사람이 음성언어, 다른 한 사람이 수어 사용자라는
점에서도 극대화된다. 오해와 지연을 낳던 소리와 손짓의 교류는 점차 절박해지고
마침내 평등해지기에 이른다. (김소미)
The story follows two girls in department of traditional Korean music.
Their love-hate relationship is filled with misunderstanding and
competition. During a Samulnori performance, the two immature
girls must make intertwining harmony with their Kkwaenggwari
rhythm despite their struggle to accept and understand each other.
Through the music, they manage to communicate compassionately,
one using sign language. Their emotions are heightened as one uses
sign language and the other doesn’t. Through their unique way of
communication, they finally achieve equality. (Kim Somi)

in 2014. He produced and directed
a feature length film Route 1(2021)

and a music documentary Riverside
Player(2022).
Cast Jung Uiseok Producer Kang Kyungtae Cinematographer Kang Kyungtae,

Cast Lee Dahyun, Kim Dawon Producer Zoo Hyunsun

Editor Kang Kyungtae Sound Kang Kyungtae

Music Kim Eunseo Editor Kim Eunseo Sound Oh Hyunsoo

Kim Taeyoon, Park Jiwoo, Seok Yulim, Sung Jieun Music Jung Uiseok

Screenwriter Kim Eunseo Cinematographer Jeoung Ja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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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서 Kim Eunseo

서경대 영화영상학과 재학 중이다.
연출작 ‘바바라바’(2020)는

서울국제프라이드 영화제와 제주

흔듸 독립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Kim Eunseo is majoring in Film

and Digital Media at Seokyeong
University. Her film Barbara

Bar(2020) premiered in Seoul

International Pride Film Festival and
Jeju Hondie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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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목소리
Sound of Summer Gone

그 애와 나랑은
That Girl and I

Korea | 2022 | 26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Korea | 2021 | 17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합창단 솔로 파트를 노래하던 동윤은 무대 위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11살에 이른 변성기가 찾아왔지만 동윤은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싫다. 동윤의
갈라진 목소리처럼 집안 분위기 역시 싸늘하게 달라진다. 사이가 나빴던 부모님이
결국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 동윤은 평소처럼 합창 무대를 해내면 부모님 사이가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 어린이 합창반의 맑은 목소리와 대비되는 아이의 불안을
영화는 차곡차곡 쌓아간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음 페이지의 악장을 넘기는 아이의
성장영화. (김송희)
While singing his solo part, Dongyun suddenly loses his voice. His voice
breaks early at the age of 11, and he doesn’t want to accept such body
change. Just like his broken voice, the air in his house turns frigid with
his parents getting divorced. He thinks that they’ll get back together if
he performs as before. In contrast to the bright voices of the children
chorus, the film piles up the child’s anxiety. A coming-of-age of a child
that accepts changes and turns his next chapter. (Kim Songhee)

박영광 Park Young-kwang

1993년 경기도 안산 출생. 초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문학을
전공했다. 2020년 단편 영화 ‘나는 오늘
죽는다’를 연출하여 많은 영화제에서
초청받았다.

He was born in Ansan, Gyeonggi-

do in 1993. He graduated from Choji

High School and majored in Business

and Literature at Hanyang University.
He was invited to multiple film

festivals for his short film, I will be
dead(2020).

밴드를 하는 해온은 우연히 보게 된 할머니의 시를 가사로 붙여서 곡을 완성한다.
밴드는 해당 곡으로 방송국 오디션에까지 합격하게 되고, 해온 역시 어렵게 찾아온
기회에 한껏 들뜬다. 하지만 할머니의 노트에 적혀있던 시가 다른 노래의 가사를
그대로 갖다 적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밴드 동료들은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그냥 노래를 부르자고 한다. 창작하는 사람의 정의란 무엇일까. 결과보다는 과정,
창작자의 옳은 선택에 대한 고민을 무겁지 않게 다뤘다. 시 쓰는 할머니라는 익숙한
소재와 표절을 연결시킨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김송희)
Heon stumbles upon her grandmother’s poem and makes a song with
it. Her band passes a TV audition with that song, but she later finds out
that the poem was actually another song’s lyrics that her grandmother
had written down. The band insists to sing it anyway, wanting to seize
the opportunity. What’s the definition of creators? Not so seriously, the
film portrays the labor of making the right choice. The idea of linking
plagiarism with the familiar subject of poet grandmother stands out. (Kim
Songhee)

Cast Sung Min-jun, Kang Shin-chul, Lee Hyun-seo Producer Lee Yeon-ju

Cast Park Suyeon, Jeong Hyeja Producer Kyungjosafilm

Music Kim Hae-yun Editor Park Young-kwang Sound PLUTO SOUND GROUP

Music Jeon Sohyeong Editor Lim Jinhee Sound Kim jiwon

Screenwriter Park Young-kwang Cinematographer Park So-young

Screenwriter Lim Jinhee Cinematographer Han Soo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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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희 Lim Jinhee

2000년 서울특별시 출생. 성결대학교에서
연극영화학부 영화영상전공으로 재학
중이다. 2019년 ‘이터널 옥상인’을

연출해했으며, ‘모차르트 죽이기’(2019),
‘호기심’(2019), ‘여인과 사자’(2020),

‘그날의 우린’(2020) 제작에 참여하며 영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She was born in Seoul in 2000. She

is currently majoring in Theater and

Film Practice at Sungkyul University.

She directed Eternal Oksangin(2019).
She also participated in making of

Killing Mozart(2019), Curiosity(2019),
Woman Who Killed a Lion(2020) and
Our Dance(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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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When was your best day ever?

원더풀 투나잇
Wonderful Tonight

Korea | 2021 | 23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Korea | 2022 | 19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때로는 가장 낯선 사람에게 낯선 언어로 가장 내밀한 말을 하게 된다. 한국 여자는
기타를 들고 여행을 하던 중 제주에서 낯선 프랑스 남자를 만나게 된다. “어느
계절을 좋아해요?” “에펠탑은 언제 가장 아름다워요?” 등 단순한 영어 질문과
답변으로 두 사람은 대화를 이어간다. 능숙하지 않은 영어로 띄엄띄엄 소통하던 두
사람의 대화 사이에 여자의 음악이 불균질하게 파고든다. 제주의 쓸쓸한 풍광과
어우러진 남녀의 대화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각자에게 던지게
만든다. (김송희)
At times, we say the most intimate things to a stranger in the most
unfamiliar language. A Korean woman meets a French man in Jeju
Island, while traveling with her guitar. “What’s your favorite season?”
“When is Eiffel Tower the most beautiful?” The two ask and answer
simple questions in English. As they talk in unfluent English, the
woman’s music snuggles unevenly. The melancholic scenery of Jeju
Island mixed with their conversation raise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in life to each one of us. (Kim Songhee)

신이수 Shin Isu

짧지 않은 인생을 되돌아보니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음악을 사랑하고, 바다를 좋아하고, 프랑스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이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좋아한다.

행복해지고 싶어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
She often thinks about her happiest
memories. She loves music and the
sea, and she would love to travel to

France. She likes to talk with people
and share her feelings. She started

making films in search of happiness.

미얀마 군부의 공습으로 국경 지대 근처에 난민캠프를 형성한 카렌족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2017년 2월 태국과 미얀마의 접경지에서 출발해 카렌족
공동체 속으로 스며든 카메라는 휴전 중이지만 언제 다시 발발할 지 모르는 내전
한가운데에서도 매일 지속되는 평범한 일상의 흔적들을 살핀다. 카렌 공동체 마을의
푸티지와 함께 전개되는 것은 텔레비전으로 된 머리를 가진 남자가 부산을 배회하는
픽션적 여정으로, 내레이터의 목소리는 모니터 속 뉴스가 전하는 납작한 내러티브에
익숙해진 오늘날의 세태를 차분히 경고한다. (김소미)
Following a military coup, the Karen people set up a refugee camp near
the Myanmar border. Principal photography for this documentary began
in December of 2017 at the border between Thailand and Myanmar
following daily life during the ongoing civil war. Fictional footage of
a man with a television for his head, wandering the streets of Busan
juxtaposes the footage of Karen village. The narrator warns the viewer
how desensitized we’ve become to tragic news we receive constantly
through the screen. (Kim So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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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조 Kim Youngjo

부산 출생. 독립영화제작사 월요일아침
대표. 경성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파리8대학교 대학원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 장편 다큐멘터리
‘가족초상화’(2007), ‘태백, 잉걸의

땅’(2008), ‘가족초상화 리덕스’(2013),

‘사냥’(2013), ‘그럼에도 불구하고’(2015),
‘펀치볼’(2018)을 연출했다.

Kim Youngjo was born in Busan.
He runs an independent film

production company, Monday

Morning. He studied Theater and
Film at Gyungsung University

and mastered Film Direction in
University Paris 8. He directed

feature length documentaries – My
Family Portrait(2007), Taebaek,
Land of Embers(2008), My
Family Portrait(Redux)(2013), The

Hunt(2013), Still and All(2015) and
Punch Bowl(2018).

Cast Lee Suyeon, Ruben Garcia Producer Shin Isu Screenwriter Shin Isu

Cast Nerdah Bomya, Kun Poomiparkdi, K Producer Sin Nari, Cho Hyunjun

Sound Jung Sowon

Music Son Hanmook Editor Kim Youngjo, Kim Younghyo Sound Monopoly

Cinematographer Lee Changho Music Choi Han-gyu Editor Shin Isu

Screenwriter Kim Youngjo Cinematographer Kim Youngjo, Koo Kihyun

음악영화의 풍경

Music Film’s Landscape

음악영화의 풍경은 다양한 음악장르와 음악가를 다룬 영화,
극의 전개에 음악이 중요하게 사용된 영화, 음악을 통해 전 세계의 보편적인 삶과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는 영화 등 동시대 음악영화의 범주를 총망라하는 섹션이다.
Music Film’s Landscape introduces all the categories of contemporary music films, such
as films exploring the various music-genres and musicians, films in which music has
been used crucially for the development of its narrative, films showing the universal life
and the diverse cultures through music.
—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Special Presentation

—

다이나믹스
Dynamics

—

사운드&비전
Sound &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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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프레젠테이션

Special Presentation

거장 감독의 최신 음악영화, 음악계에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들을 조명하거나, 논쟁적인 이슈를 다룬
화제작을 소개하는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에서는 올해 ‘로즈. 필름-캬바레’, ‘빌 머레이와
얀 포글러의 뉴 월드’, ‘비바 마에스트로’의 세 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로즈. 필름-캬바레’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국가로 떠오른 우크라이나의 극장과 거리에서 시민이자 예술가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성 캬바레 밴드 ‘다크의 딸들’(Dakh Daughters)을 그린 영화다. ‘비바 마에스트로’는 엘시스테마
교육을 통해 세계적인 지휘자로 성장한 구스타브 두다멜에 관한 영화이고, ‘빌 머레이와 얀 포글러의 뉴
월드’는 전설적 배우 빌 머레이와 세계적인 첼리스트 얀 포글러가 함께한 뉴 월드(New World) 유럽
투어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Special Presentation highlights masters’ latest music films or the films focusing on the
figures having had a great influence in the music industry or introducing much-talkedabout films on controversial issues. This year, it introduces three films; Roses. FilmCabaret is a film about a female cabaret band Dakh Daughters, who live fiercely as
citizens and artists in theaters and streets of Ukraine, which has emerged as the most
eristic country in the world, and ¡Viva Maestro! is a film about Gustavo Dudamel, who
grew up to be a world-class conductor through the El Sistema training, and New Worlds:
The Cradle of Civilization is a documentary about the New World Europe tour of the
legendary actor Bill Murray and the world-class cellist Jan Vog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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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머레이와 얀 포글러의 뉴 월드
New Worlds: The Cradle of Civilization

로즈. 필름-캬바레
Roses. Film-Cabaret

USA, Greece | 2021 | 102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Ukraine | 2021 | 78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앤드류 무스카토가 연출하고 레전드 배우 빌 머레이와 세계적 첼리스트 얀 포글러가
시와 음악을 접목한 아크로폴리스 콘서트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바이올리니스트
미라 왕과 피아니스트 바네사 페레즈도 함께한 다국적 사중주는 사랑, 희망, 아픔을
음악적으로 해설하며 2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헤로메스 아티쿠스 음악당에
모인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바흐부터 밴 모리슨까지, 휘트먼부터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까지 유머스럽고 감동적인 콘서트는 빌 머레이만의 매력으로 생기가 넘쳐
흐른다. (Dorn Music LLC)
Directed by Andrew Muscato, it’s a concert-documentary of screen
legend Bill Murray and world-renowned cellist Jan Vogler rocking
the Acropolis with a mix of poetry and music. They’re joined by Mira
Wang(violin) and Vanessa Perez(piano). The international quartet
enchants the Athenian audience from the 2,000 year-old stage of the
Odeon of Herodes Atticus with musical reflections on love, hope and
heartbreak. Spanning from Bach to Van Morrison, Whitman to West Side
Story, the entertaining, humorous and touching program is infused with
the one-of-a-kind charm of Bill Murray. (Dorn Music LLC)

앤드류 무스카토 Andrew Muscato
2021년 칸영화제 공식 상영작

‘빌 머레이와 얀 포글러의 뉴 월드’의

감독이자 잭 에프론과 러셀 크로우가
출연한 애플 티비+의 드라메디 영화
‘더 그레이티스트 비어 런 에버’의
제작자이다. ‘페로테로’, ‘스쿨드:

더 프라이스 오브 컬리지 스포츠’를

포함하여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연출, 제작했다.

Andrew Muscato is the director

of the concert documentary New

Worlds: The Cradle of Civilization,

an Official Selection of Cannes Film
Festival(2021). He is a producer of

the upcoming dramedy The Greatest
Beer Run Ever starring Zac Efron

and Russell Crowe for AppleTV+.
He has directed and produced

7인의 우크라이나 여성 음악인으로 구성된 다크의 딸들(Dakh Daughters)은
2012년부터 키이우를 중심으로 공연을 펼치고 있다. 각양각색의 복장을 맞춰
입고, 흰 물감으로 얼굴을 뒤덮은 그들은 연주와 안무를 동반해가며 무대를 꾸린다.
격정적인 그들의 노래는 멀어져 버린 평화를 향해있다. 광장에서 깃발을 든 군중
속으로, 권력과 대치한 시민들 곁으로 간 자매들은 음악으로 무얼 말할 수 있을지
고민을 멈추지 않는다. 카메라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아니면 누가 행동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우크라이나 뮤지션들의 현재를 성실하게 기록한다.
(남선우)
Composed of 7 Ukrainian female musicians, Dakh Daughters has been
performing around Kiev since 2012. They perform with choreography
with their faces in white paint and dressed in various costumes. Going
into the crowd with flags in the square, next to the citizens confronting
the authorities, Dakh Daughters cannot stop thinking about what they
could say with their music. The camera diligently records the present
of the Ukrainian musicians that ask, “When if not now? Who if not us?”
(Nam Sunwoo)

numerous critically acclaimed feature

Cinematographer Mike Gomes Music various Editor Jon Connor
Sound Chace Deschene

뮤지션들과 함께 사운드 프로듀서, 사운드
디자이너로 일했다. 2013년부터 프릭

캬바레 다크의 딸들(Dakh Daughters)
밴드의 전속 사운드 프로듀서이자 음악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다. 첫 장편

다큐멘터리 ‘로즈. 필름-캬바레’는 2021년

다큐 데이즈 UA에 초청, 셰필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상영되었다.

Irena Stetsenko worked as a sound
producer and sound designer with
TV stations, documentary film

productions, and musicians. Since

2013, she has been fully attached to
the Freak Cabaret Dakh Daughters
Band as a sound producer and a

director of their music documentary
video stories. Her debut feature

introduced at Docudays UA(2021)

Pelotero and Schooled: The Price of
Amanda Livanou, Bill Murray, Andrew Muscato, Jan Vogler

TV 방송국,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사,

documentary Roses. Film-Cabaret was

documentaries including Ballplayer:
Cast Bill Murray, Jan Vogler, Mira Wang, Vanessa Perez Producer Tanja Dorn,

이리나 스테첸코 Irena Stetsenko

and had its international premiere at
Sheffield DocFest.

College Sports.

Cast Dakh Daughters Band Producer Oleksandra Kravchenko, Oleg Sosnov
Cinematographer Serhiy Stefan Stetsenko Music Dakh Daughters Band
Editor Mykola Bazarkin Sound Maria Nesterenko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Special 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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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 마에스트로
¡Viva Maestro!
USA | 2022 | 99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손바닥을 새기고, 수백명의 어린이에게 사인 요청을 받는
지휘자가 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유소년 음악 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 출신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세계적 성공을 거둔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 LA필하모닉,
시몬 볼리바르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이끄는 그는 클래식 스타의 영향력을
건설적으로 발휘할 방법을 늘 고민한다. 여전히 불안정한 고국에서, 그는 음악으로
희망을 증거하고 싶다. 한 사람의 예술가가 리더로 성장해가는 이야기이자 역동적인
관현악 무대를 감상하는 쾌감 또한 제공하는 다큐멘터리. (남선우)
Here’s a conductor whose handprints are on the Hollywood Walk of
Fame and whose autographs are popular among hundreds of children.
It’s Gustavo Dudamel, a violinist from the Venezuelan youth music
program “El Sistema” and a world-famous conductor. Now the music
director of the Simón Bolívar Symphony Orchestra and the Los Angeles
Philharmonic, he is always thinking about constructive ways to use his
influence as a global classical celebrity. The documentary demonstrates
how an artist grows to be a leader while offering great pleasure with
orchestral performances. (Nam Sunwoo)

Cast Gustavo Dudamel Producer Steve Tisch, Dean Schramm,

Howard Bragman, Nicolas Paine, Ted Braun Screenwriter Ted Braun
Cinematographer Buddy Squires ASC with Richard Pearce
Editor Kate Amend ACE Sound Ron Bartlett

테드 브라운 Ted Braun

NAACP에서 이미지어워드를 수상한

다큐멘터리 ‘다르푸르 나우’로 알려진

미국의 영화 감독이자 각본가. 브라운은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영화학과의
조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Ted Braun is an American film director
and screenwriter best known for his
Image Award-winning documentary
film Darfur Now. He is also an

associate professor in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s School of
Cinematic Arts’ Writing Division.

최신 국내외 음악영화를 한자리에 모아 동시대 음악영화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조망하는 다이나믹스
섹션에서는 올해 총 44편의 다양한 음악영화를 소개한다. 한국 인디 뮤지션들이 함께 출연해 인간과
지구, 뭇생명들의 공존에 대해 노래하는 ‘Planet A’, 루마니아 집시음악의 뿌리를 파헤치고 그것이 서구
음악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는 ‘런 레이븐 런’,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온 몽골 전통음악 흐미의 세계에
뛰어든 여성 뮤지션을 다룬 ‘내 이름은 졸자야’, 어린 나이에 오른손 마비를 겪은 소년이 78세에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에 도전하는 ‘왼손의 피아니스트’ 등 한국에 첫 공개되는 수준 높은 작품들 뿐만 아니라
이미 관객들의 호평을 받은 검증된 음악영화들까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Dynamics brings together the latest Korean and international music films to overlook
the diversity and dynamism of contemporary music films, introduces a total of
44 various music films this year. Planet A features Korean indie-musicians singing about
the coexistence of human beings, the earth, and life; Run Raven Run examines the roots
of Romanian gypsy music and its influence on Western music; My Name Is Zolzaya deals
with a female musician who has entered the world of Khoomei, the Mongolian traditional
vocal style which used to be the exclusive property of men; and For the Left Hand
represents a 78-year-old man’s challenge, who had paralysis of his right hand when he
was little; he tries to perform Maurice Ravel’s Piano Concerto for the Left Hand. Waiting
for more audience, the festival showcases these high-quality Korean premieres and the
music films highly acclaimed by aud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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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겐
Bergen

낮과 달
The Cave

Turkey | 2022 | 146min | DCP | Color | Fiction | International Premiere

Korea | 2021 | 112min | DCP | Color | Fiction

1980년대 터키의 아라베스크 문화와 음악을 대표하는 가수 베르겐에 대한 전기
영화. 그녀는 이혼한 남편의 난폭한 폭력에 의해 죽음을 맞았다. 영화는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죽음까지의 과정을 그려내고 그녀가 고통 속에서 보여주는 아라베스크의
화려함과 관능적인 음악은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A biographical story about Bergen, who represents Turkey’s Arabesque
culture and music in the 1980s, died as a result of the increasing
violence she was exposed to from her later divorced husband. The film
depicts the process of her life from childhood to death, and the colorful
visual elements and sensual music of Arabesque culture, which she
shows in her pain, overwhelm the viewers.

챠네르 알페르 Caner Alper

산업공학을 공부한 후 시나리오 작가, 연출,
소설가로 활동했다. 세 권의 책을 출판했고,
현재 두 번째 소설을 각색한 미니시리즈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He studied industrial engineering but
pursued his career in screenwriting,
directing, and writing fiction. He

published three books and currently
works on his second novel and the
adaption of his novel for a limited
mini-series.

메멧 비나이 Mehmet Binay

독일에서 정치학을 수학하고 터키에서 TV
뉴스와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커리어를

시작했다. 2006년부터 다큐멘터리와 장편
영화 작업을 계속해왔다.

Binay studied political science in

민희는 죽은 남편이 좋아하던 제주로 혼자 살러 온다. 제주에 와서도 상실감을
느끼던 민희는 이웃 목하, 그녀의 아들 태경과 가까워진다. 거침없고 당당한 성격의
목하는 민희에게 선뜻 다가오고, 민희는 목하의 아들에게서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낀다. 민희의 죽은 남편과 목하, 태경의 관계가 드러난 후, 두 여자는 죽은 남편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것처럼 보인다. 민희가 내성적이고 정적이라면 목하는
우렁차고 씩씩하다. 상반되는 성격의 민희, 목하를 연기하는 유다인, 조은지 배우의
에너지는 극을 예기치 못한 곳으로 끌어간다. (김송희)
Minhee moves to Jeju Island that her late husband used to love. She
mourns even there and befriends her neighbors Mokha and her son
Taekyeong. Confident and bold Mokha approaches Minhee, and
somehow, Mokha’s son seems familiar to Minhee. When her late
husband’s relationship to Mokha and Taekyeong is revealed, it seems
like the women are rivaling for a dead husband. Minhee is introvert and
quiet while Mokha is sonorous and brave. The energy of Yoo Da-in and
Cho Eun-ji who play such contrasting characters drives the film to an
unexpected place. (Kim Songhee)

Germany, before starting a career
as a producer of TV news and

documentaries in Turkey. Binay

continued his career in documentary
Cast Farah Zeynep Abdullah, Erdal Besikcioglu, Tilbe Saran

filmmaking & feature films from 2006.

Producer ORCHESTRA CONTENT- Mine Sengoz Screenwriter Yildiz Bayazit,

Cast Yoo Da-in, Cho Eun-ji, Hah Kyoung Producer Kim Kyoung-soo

Music Mazlum Cimen, Saki Cimen Editor Erhan Ozen Sound Caglar Yesilay

Music Pyo Chang-hoon Editor Lee Young-ah Sound WaveLab

Sema Kaygusuz, Mine Sengoz Cinematographer Mirsad Herovic

Screenwriter Lee Young-ah Cinematographer Lee Joo-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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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아 Lee Young-ah

1973년 서울 출생.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연출을 전공했다.

Born in Seoul in 1973, Lee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with a

Bachelor’s degree in Korean Literature
in 1996. She graduated in 2015 from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as
the 31st batch with a major in Film
Directing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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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꿈꾸는 자는 죽지 않는다
Dio: Dreamers Never Die

삼바의 신: 에우톤 메데이로스
ELTON MEDEIROS - Or the Sun Shall Be Born

USA | 2022 | 116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Brazil | 2022 | 96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이 작품은 2010년에 사망한 전설적인 락 싱어 로니 제임스 디오의 전기
다큐멘터리이다. 그는 청소년기에 미국의 초기 락음악에 영향을 받았고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헤비 메탈 밴드, 엘프, 블랙 사바스, 레인보우의 리드
싱어였으며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을 딴 밴드 디오를 결성했다. 이 작품은 그의
아내, 그와 함께 밴드 활동을 한 멤버들과 그의 주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음악세계와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한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열광했던 그 시절
락 음악 팬들이 좋아할 만한 다큐멘터리이다. (노광우)
A biographical documentary about the legendary rock singer Ronnie
James Dio, who died in 2010. He was influenced by early American
Rock in his adolescence, became the lead vocal of heavy metal bands,
Elf, Black Sabbath, and Rainbow in the 1970s & 1980s, and finally
formed the band Dio. The film talks about his music world and values
through interviews with his wife, the members of the band, and more.
Contemporary rock fans will would love, those who were crazy about
rock ‘n’ roll and who loved Bohemian Rhapsody. (Noh Kwangwoo)

돈 아고트 Don Argott

영화감독이자 프로듀서. ‘빌리버’(2018),
‘라스트 데이즈 히어’(2011)를 연출,
‘내겐 너무 아찔한 그녀’(2004)의
사운드트랙으로 알려져 있다.

Don Argott is a director and producer,
known for Believer(2018), Last

Days Here(2011), and The Girl Next
Door(2004).

데미안 펜튼 Demian Fenton

편집자이자 영화감독. ‘라스트 데이즈
히어’(2011), ‘빌리버’(2018),

‘디오: 꿈꾸는 자는 죽지 않는다’(2022)
등으로 알려져 있다.

Demian Fenton is an editor and
director, known for Last Days

브라질 삼바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에우톤 메데이로스가 어린 시절, 성장기,
그리고 작업한 음악인들과의 일화를 자기가 작곡한 음악을 연주할 가수에게
들려준다. 에우톤 메데이로스와 가수는 대화를 나누다가 에우톤 메데이로스가 만든
음악을 연주한다. 페드로 무라드 감독은 에우톤 메데이로스 이야기의 주요한 순간에
재연극과 그 순간의 느낌을 담은 사진을 삽입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인의 일생을
다루는 전기 다큐멘터리는 주변인들의 인터뷰들이 주로 등장하는데 비해, 이 작품은
인터뷰 대신 사진들을 삽입한 점이 독특하다. (노광우)
The most representative composer of the Brazilian samba, Elton
Medeiros tells anecdotes of his childhood, youth, and work with other
musicians to the singer that will perform his song. After they talk,
the singer performs Elton’s songs. In important moments of Elton’s
anecdotes, director Pedro Murad inserts reenactments or photos that
capture the moment. It’s unque and interesting how this documentary
uses images instead of using interviews like other biopics. (Noh
Kwangwoo)

Here(2011), Believer(2018), and Dio:

93

페드로 무라드 Pedro Murad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영화, TV, 홍보,

뮤직비디오 분야에서 브랜드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 ‘Guardaroupa’, ‘No Escuro’,

‘마이 스위트 너스’ 등 스무 편이 넘는 단편
영화를 연출, 브라질을 포함한 70여개의
해외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이봉 쿠리
- 노래의 배우’를 포함하여 10편이 넘는
희곡을 쓰기도 했다.

Pedro Murad, director, and

screenwriter, works with film,

television, publicity, music videos,

and making audiovisual content for

brands. Murad’s made over two dozen

short films including Guardaroupa, No
Escuro, and My Sweet Nurse having
gone through over 70 film festivals

in Brazil and abroad. He works with

theater, having written over ten plays

Dreamers Never Die(2022).

such as Ivon Curi – O Ator da Canção,
A Ronda.

Cast Ronnie James Dio Producer Don Argott, Sheena M. Joyce

Cinematographer Don Argott Music Nick Bassett Editor Demian Fenton

Cast Elton Medeiros Producer Clube Mídia Screenwriter Eliana Monteiro
Cinematographer Leonardo Neri Music Rodrigo de Marsillac
Editor Pedro Murad Sound Tiago Pic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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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의 피아니스트
For the Left Hand

끼까
Kikka!

USA | 2021 | 74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Finland | 2022 | 116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마다 들리는 옆집의 피아노 연주가 수준급이라면, 이웃의
정체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소리가 한 손만으로 건반을 두들겨
만들어진 것이라면, 음악평론가 지인에게 말하고 싶어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왼손의 피아니스트 노먼 말론은 그렇게 시카고의 유명인사가 되었다. 노먼은
어린시절 사고로 양손을 쓰기 어려워졌지만 악기를 떠나지 않았고, 34년간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쳤다. 그에게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과히 비장하지도, 결코 가볍지도 않은 열정이 노인을 움직인다. (남선우)
If the piano performance you hear while waiting for the elevator sounds
professional, you’d be more than curious about the player. And if it
was performed only with one hand, wouldn’t you want to tell your
critic friend? That’s how “the pianist of the left hand” Norman Malone
became famous in Chicago. He could only use one hand due to a
tragedy in childhood, yet he never left the piano. The passion that is not
to be taken neither too seriously nor too lightly is what moves this old
man. (Nam Sunwoo)

고든 퀸 Gordon Quinn

고든 퀸은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을 작성한 주요 인물 중

하나이다. ‘보이콧 63’(2017), ‘어 굿

맨’(2011), ‘골럽’(1988)을 연출, 제작했다.
He was a key leader in creating the

Documentary Filmmakers Statement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 His

credits as director and producer of

63 Boycott(2017), A Good Man(2011),
and Golub(1988).

레슬리 시머 Leslie Simmer

‘아메리카 투 미’, ‘레이징 버티’, ‘더

홈스트레치’, ‘애즈 고즈 제인스빌’ 등의

TV 시리즈와 다큐멘터리를 편집하고 공동
집필했다. PBS 시리즈 ‘더 뉴 아메리칸’의

핀란드에서 활동했던 뮤지션 끼까의 삶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 동료인 DJ 폴라와
듀엣으로 활동하길 원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끼까는 솔로 가수로서 무대에 선다.
데뷔 무대에서의 노출 사건으로 인해 그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고 눈코 뜰 새 없이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진다. 섹슈얼한 이미지로 인해 누군가는 편견과 비난 섞인
눈초리로, 누군가는 동경의 대상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1980년대, 그녀의 빛나는
전성기와 이면의 아픔을 균형 있게 다루면서도 단순한 우정 이상의 돈독함을
유지했던 폴라와 끼까의 관계를 세심하게 묘사한다. (조현나)
Kikka! is based on the life of the Finnish musician Kikka. Although she
wanted to work as a duet with her colleague DJ Paula, she stands
on stage solo at the request of the agency. She instantly becomes a
celebrity when her nipple is flashed on her debut stage by accident.
Some look at her with prejudice and condemnation due to her sexual
image, while others admire her. The film balances Kikka’s heyday and
the hidden sufferings, and depicts her more-than-friendship with Paula
in detail. (Cho Hyunna)

스토리 편집자이자 후반작업 감독이다.

and documentaries, America to Me,
Raising Bertie, The Homestretch,

and As Goes Janesville. She was also
a story editor & post-production
Cast Norman Malone Producer Diane Quon, Howard Reich

Screenwriter Howard Reich Cinematographer Zbigniew Bzdak
Editor Leslie Simmer, Matt Lauterbach Sound NOISE FLOOR

안나 파아빌라이넨 Anna Paavilainen
핀란드의 영화감독이자 배우. 그녀의

작품은 몸, 시선, 팩트와 픽션 사이의 섬세한
선에 대해 고민한다. 배우들과 밀접하게
일하는 것을 좋아하여 시나리오를 쓰는

과정에서부터 이들과 작업을 함께한다.

현재 사랑스런 아기의 엄마이며 영화와 TV
작품을 쓰고 연출하고 있다.

Anna Paavilainen is a Finnish

filmmaker and an actor. Her works
often contemplate a body, a gaze,

and the fragile line between fact and

fiction. She likes to work closely with
the actors, who often are already

part of the writing process as well.

Currently, she is a mom to a beautiful
small baby and is writing and

directing productions for film and TV.

She edited & co-wrote TV series

supervisor of the PBS series The New
Ameri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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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 Sara Melleri, Elena Leeve, Jakob Öhrman Producer Kaisla Viitala
Screenwriter Maarit Nissilä Cinematographer Pietari Peltola
Editor Tuuli Alanärä Sound Micke Nyströ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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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트라비아타, 나와 내 형제들
La Traviata, My Brothers and I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버려요
Love it (then) Dump it(LIDI)

France | 2021 | 108min | DCP | Color | Fiction

Korea, USA | 2022 | 65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부모의 연애 시절을 상징하는 노래는 자녀들에게 구전설화처럼 전해진다. 소년 누와
형제들에게도 그런 곡이 있다. 이탈리아에서 온 아빠가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불렀다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의 아리아들이 그것. 아픈 엄마를 위해
파바로티의 음성을 재생해 온 누는 우연히 성악 교실을 지나치고, 사라 선생님을
만나 발성부터 익힌다. 아이는 음악을 통해 세상을,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을 새로이
감각하게 된다. 영화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살피는 동시에 그 바깥을 경험해야만
찾을 수 있는 희망에 대해 차분하게 역설한다. (남선우)
The song that represents the parents’ love story is passed on as an oral
folktale. Nour and his brothers also have such a song: arias from the
opera La Traviata that their Italian father sang to get to their mother’s
heart. Nour, who continuously plays Pavarotti for his ailing mother,
passes by a vocal classroom by coincidence and meets Sarah, who
teaches him vocalization. Nour experiences the world and senses his
potential through music. The film depicts the bonds of families while
calmly emphasizing the hope found only outside such boundaries. (Nam
Sunwoo)

요한 만카 Yohan Manca

배우이자 연극 연출자. 2012년 코린

마시에로와 함께 첫 단편 시나리오 ‘더 백’의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두 번째 단편 ‘하이디
& 사라’는 프랑스영화비평가협회에서

최우수단편상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세 번째
단편 ‘레드 스타’는 2021년 끌레르몽페랑
국제단편영화제에 초청되었다.

Yohan Manca started as an actor and
theatre director. In 2012, he wrote

and directed his first short film, The
Bag, with Corinne Masiero, which

was selected for many festivals. His

second short film, Hedi & Sarah, was
nominated for the Best Short Film
Award at the French Syndicate of

Cinema Critics. His third short film,

여행지에서의 시간은 이상하게 흐른다. 풍경은 흑백과 총천연색을 오가고, 외국어는
잘 통하다가 낯설어진다. 싱어송라이터 사월은 한껏 느긋하게, 그러나 모든 것을
생경하게 바라보며 미국 LA에서 휴식을 취한다. 사월의 그림일기장처럼 흘러가는
영화는 그의 걸음이 만든 트랙들을 소제목 삼아 한 장씩 넘겨진다. “외로움이라는
맹수를 길들이는 법”을 찾고 싶은 그는 여정을 마무리하며 어떤 결정을 내린다. 그
마음을 외치다 잠잠해지는 엔딩크레딧은 끝까지 사월의 속내에 귀 기울이게 만든다.
김사월의 팬들에게 소중한 선물이 될 작품. (남선우)
Time passes oddly while traveling. The landscape alternates between
full color and black and white, and the familiar foreign language
suddenly feels strange. Singer-songwriter Sawol takes her time resting
in Los Angeles while observing everything alien to her. The film flows
like a picture diary of Sawol and turns each chapter with her tracks as
sub-titles. The ending credits subside after crying her heart out, making
us pay attention to Sawol’s mind until the end. A precious gift for Kim
Sawol’s fans. (Nam Sunwoo)

Red Star, was screened at Clerm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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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VISUALSFROM.)

Chung Jinsoo(VISUALSFROM.)

비주얼스프롬.(b.2011)은 설립자인 정진수
감독의 스튜디오이자 아이덴티티이다.

영화적으로는 마음속에 깊이 남겨질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작업적으로는 비디오조각을 지향하며 디스플레이 방식이나

현장에 따라 새롭게 작품을 재구성하는 설치
- 작은 - 대지 미술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VISUALSFROM. studio는 서울과 LA에
기반을 두고 활동 중이다.

VISUALSFROM.(b.2011) is the studio

and identity of Director Chung Jinsoo
who is the founder. Cinematically,

he thinks of things that can remain

deep in the heart while workwise, he
pursues video-sculpture and aspires
to create installations - small - land

Ferrand Festival(2021).

art where the method of display is

newly reconstructed depending on

the location. VISUALSFROM. studio is
based in Seoul and L.A.
Cast Maël Rouin Berrandou, Judith Chemla, Dali Benssalah, Sofian

Khammes Producer Julien Madon, Camille Rich Screenwriter Yohan Manca

Cast Kim Sawol Producer Chung Jinsoo Screenwriter Kim Hyewon,

Editor Clémence Diard

Music Kim Sawol Editor Che Pak, Chung Jinsoo, Kim Sawol Sound Parksounds

Cinematographer Marco Graziaplenam Music Bachar Mar-Khalifé

Kim Sawol, Chung Jinsoo, Kim Miru Cinematographer Chung Ji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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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빌려드립니다
Make-Believers

미하
Mija

Japan | 2021 | 101min | DCP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USA | 2020 | 88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마사는 배우를 고용해 아내인 척 아버지에게 소개한다. 병실에 누워만 있는
아버지에게 아들 걱정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도 마음도 점점 불어나는데... 소설가를 꿈꾸는 만화 글작가 마사, 무용수를
꿈꾸는 배우 카나코. 커리어도 사랑도 거짓말도 다 지켜낼 수 있을까? 영화는 이 두
남녀가 서로의 감정을 탐색하고 본인의 삶을 살아내는 과정을 기록하면서 중간중간
다채로운 음악과 발랄한 춤사위로 관객에게 경쾌한 에너지를 전달한다. (원세영)
Masa hires an actor Kanako and introduces her to his father as his wife.
He wanted to relieve the worries of his father who has been lying on the
bed in the hospital. As time goes by, his lies and heart grow together
more and more... Masa, a cartoon writer dreaming of a novelist, and
Kanako, an actor dreaming of a dancer, will they be able to protect
their careers, love, and lies? The film depicts the man and the woman
exploring each other’s emotions and their lives, delivering cheerful
energy to the audience with colorful music, lively dance in between.
(Won Seyoung)

켄조 맥커튼 Kenjo McCurtain

작품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켄조 맥커튼은 네 편의 단편 시나리오를

직접 쓰고 연출했다. 일본 로맨틱 뮤지컬
영화 ‘꿈을 빌려드립니다’는 그의 첫
장편이다.

Kenjo McCurtain is an award-winning
filmmaker who moved to Japan to

pursue his craft. Kenjo has written

and directed four short films. MakeBelievers, a Japanese romantic

musical is his feature film debut as a
director.

멕시코계 미국 이민자 가족 출신의 가수 매니저 도리스와 그녀의 새 고객인 가수
지망생 잭스. 두 여성의 음악적 성공은 가족의 합법적 체류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고달픈 21세기 아메리칸드림과 음악에 대한 강렬한 꿈은 이렇게 뒤섞여,
그녀들은 오늘도 어려운 한 걸음을 내딛는다. 관객은 영화 전반에 보이스오버로
흐르는 도리스의 담담하고 시적인 내면의 고백을 들으며, 가족의 몰이해에 무너져
내리는 잭스의 가장 사적인 순간을 함께 목도하며, 어느 순간 그녀들에게 애정이
깃든 응원을 보내게 된다. (조명진)
Doris, a music talent manager hailing from a Mexican immigrant family,
welcomes an auspicious young singer Jacks as her new client. Their
musical success is directly related to their undocumented family’s legal
stay. The weary American dream of the 21st century is jumbled up
with their fiery dream for music as they take another challenging step
forward. As you listen to Doris’ voiceover of serene and poetic internal
confessions and witness the most personal moment of Jacks where she
crumbles, you’ll find yourself sending them love and encouragement.
(Cho Jin)

Cast Kawaguchi Takashi, Morikawa Yuki, Masuda Saiki Producer Humphrey

Cast Jack Haupt, Doris Muñoz Producer Tabs Breese, Yesenia Tlahuel

Music Luna Inaba Editor Kenjo McCurtain Sound Paul Doroshevich

Music Helado Negro Editor Jennifer Tiexiera, Ora DeKornfeld, Alex Bohs

Morgan Screenwriter Kenjo McCurtain Cinematographer Keita Yugoshi

Screenwriter Isabel Castro Cinematographer Ora DeKornfeld

이사벨 카스트로 Isabel Castro

네 번의 에미상 후보에 오른 멕시코계 미국
영화감독. 저널리즘과 예술을 접목시켜

이민, 시민 평등권,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카스트로는 멕시코시티와 LA를
오가며 작품 활동 중에 있다.

Isabel Castro is a four-time Emmynominated, a Mexican American

filmmaker who combines practice in

journalism and art to tell stories about
immigration, civil rights, and identity.
She splits her time between Mexico
City and Los Ange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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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시내가 사라졌다
Missing Yoon

내 이름은 졸자야
My Name Is Zolzaya

Korea | 2021 | 108min | DCP | Color | Fiction

Korea | 2021 | 60min | DCP | Color | Documentary

이 시대의 “관종” 유튜버, 장하다는 한물간 인기를 되찾고자 사생활까지 팔아가며
구독자를 모은다. 그러던 어느 날, 전설의 가수 윤시내가 사라진다! 이에 장하다는
이미테이션 가수 연시내로 활동하는 엄마를 라이브 방송 소재로 삼아 구독자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어낸다. 한편, 꿈의 무대를 잃고 절망에 빠진 연시내는 동료
이미테이션 가수 운시내와 함께 윤시내를 찾아 떠나기로 하고, 장하다는 그들 몰래
라이브 방송을 꾸민다.
Attention seeker Youtuber Jang Ha-da is trying to get popular again,
so she even sells her privacy. One day, a legendary singer Yoon Si-nae
is disappeared. So Jang uses her mother, an imitation singer Yeon Sinae, as a live broadcasting material and gets enthusiastic responses
from subscribers. Meanwhile, Yeon Si-nae who is despairing after losing
the dream stage decides to leave in search of Yoon Si-nae with fellow
imitation singer Un Si-nae. And Jang sets up a live broadcast without
them knowing.

김진화 Kim Jinhwa

1990년 수원 출생. 단국대학교

공연영화학부 영화과를 졸업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연출을 전공하였다.
‘윤시내가 사라졌다’는 한국영화아카데미
장편과정 작품이며,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이다.

Kim Jinhwa was born in Suwon

in 1990. S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erformance & Film at
Dankook University and majored in

Directing at KAFA. Missing Yoon is her
first feature film.

2018년 세계흐미대회 우승자이자 몽골 흐미 발생지인 홉드(Khovd) 아이막 최초의
여성흐미가수인 담바 졸자야는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을 받으며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다. 첫 흐미 앨범의 재킷 사진 촬영을 위해 오랜만에 그녀의 고향
찬드마니에 방문하는 졸자야. 그러나 고향으로 향하는 그녀의 표정이 썩 밝지만은
않다.
Damba Zolzaya, the first Koohmei singer in her birthplace, Khovd aimag,
and the winner of the 2018 World Khoomei Contest, is enjoying the
happiest time in her life as she receives attention from the public and
the media.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Zolzaya visits her hometown
of Chandmani to shoot the cover photo for her first Khoomei album.
However, happiness is not her only feeling as she prepares to visit her
hometown.

Cast Lee Jooyoung, Oh Mine, Roh Jaewon Producer Yi Yujeong

Cast Damba Zolzaya Producer Jung Minsoo Screenwriter Lee Hasong

Editor Go Bonggon, Kim Jinhwa Sound Hong Seongjun(INNERBIT SOUND)

Chadrabal Baatarsuren Editor Kwak Dohyun Sound Kim Honghyun

Screenwriter Kim Jinhwa Cinematographer Kim Subin Music Gwon Hyunjung

Cinematographer Kim Kwangbok Music Shin Jonghwan, Damba Zolz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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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철 Kwak Dongchul

1975년 출생.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를 졸업했다. 3D 단편 영화
‘더슛’(2015)으로 데뷔 이후 ‘51번지

우토로가족’(2016), ‘센베노,평창’(2018),
‘서울인’(2019)을 연출했다.

Born in 1975, director Kwak Dongchul
has majored in Broadcasting and

Entertainment at Seoul Institute of the
Arts. He directed THE SHOOT(2015),
51 Street, UT0RO(2016), Senbeno
Pyeongchang(2018), and SEOUL
in(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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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애정하는
Near and Dear

듣보인간의 생존신고
Notes from Unknown

Argentina | 2021 | 81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Korea | 2021 | 86min | DCP | Color | Documentary

“Near and Dear”는 가장 가깝고 소중한 존재를 의미한다. 이 작품은 평생을
함께 지낸 쌍둥이 피아니스트 이사벨과 아멜리아 카발리니 자매의 마지막 시기를
다룬다. 젊은 시절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들은 이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작은 아파트에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여생을 보낸다.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고 소중히 여기는 물건에 대한 집착은 커지기만 한다. 연출가 마리아
알바레즈는 그들의 회상과 일상,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노년의 그들을 담담하게
포착한다. (노광우)
“Near and Dear” means the closest and the most valuable. The film
portrays the last moments of the twin pianists Isabel and Amelia
Cavallini. After getting the worldwide fame while young, they now
spend their life looking at objects full of memories in a small apartment
in Buenos Aires. Their memories dim yet their obssession with the
cherished objects gets greater. In stride, director Maria Alvarez portrays
the old sisters’ recollection, daily life, and the way they prepare for
death. (Noh Kwangwoo)

마리아 알바레즈 María Álvarez

시간의 흐름과 예술에 관한 다큐멘터리
3부작 ‘씨네필’(2017), ‘잃어버린

시간’(2020), ‘친애하는 애정하는’(2021)을
연출했다. 알바레즈의 작품은 IDFA,

로카르노 비평가 주간, 마르 델 플라타,

BAFICI 외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여러 상을 받았다. 그녀가 쓴 희곡 ‘번

비포 리딩’은 프라이 루이스 데 레온 우수
번역상을 수상했다.

María directed Las Cinéphilas(2017),

Le Temps Perdu(2020), and Near and
Dear(2021), a documentary trilogy

that relates the passage of time and

art. Her films have been screened at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 최종 우승자이자 “장르가 30호”라는 수식어로
불리며 일약 스타가 된 이승윤이 유명인이 되기 직전, 우린 무명이었던 그를
찾아갔다. 우연한 기회로 그의 노래를 듣고 팬이 된 우리는 2년 뒤 무작정 그를
찾아가 뮤직비디오를 찍어주겠다고 했다. 뮤직비디오는 한 번도 찍어본 적 없는
무명인들의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시작으로 우리들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다.
Just before Lee Seungyoon became famous after winning the music
audition TV program Sing Again, two women just went to unknownmusician Seungyoon without any notice. One day in 2018, the two
women, going through a very tough time, happened to listen to his
song and it healed their wounded hearts. After two years, they boldly
suggested him to make his music video without any experience.
Starting with the ridiculous proposal, their adventurous journey began.

international festivals such as IDFA,

Semaine de la Critique Locarno, Mar

del Plata, BAFICI, among many others,
winning several awards. She wrote

Burned Before Reading, a theatre play
that won the Second Prize Fray Luis
de León.
Cast Amelia Cavallini, Isabel Cavallini Producer Tirso Diaz-Jares Rueda, María

Cast Gwon Hajeong, Kim A-hyun, Ku Eunha, Lee Seungyoon

María Álvarez Music Several Authors interpreted on the piano by Isabel and

A-hyun Music Lee Seungyoon Editor Gwon Hajeong, Kim A-hyun

Álvarez Screenwriter María Álvarez Cinematographer Tirso Diaz-Jares Rueda,
Amelia Cavallini Editor María Álvarez Sound Martín Grignaschi

Producer Gwon Hajeong, Kim A-hyun Cinematographer Gwon Hajeong, Kim
Sound Gwon Hajeong, Kim A-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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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하정 Gwon Hajeong

동서대학교를 졸업하고, 2017년 ‘틈’을
연출했다.

She studied at the Dongseo

University, and she directed the film
Crack in 2017.

김아현 Kim A-hyun

동서대학교를 졸업하고, ‘화분’(2016)과
‘여름방학숙제’(2018)를 연출했다.
She studied at the Dongseo

University, and she directed the film
Mint(2016) and Summer Vacation
Homework(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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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쉬
Panash

Planet A
Planet A

Argentina | 2021 | 89min | DCP | Color | Fiction | International Premiere

Korea, Taiwan, Bulgaria, UK | 2022 | 74min | DCP | Color | Experimental

래퍼 시로는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러브레터를 대필한 시라노를 닮았다. 시로는 랩
배틀에서 출중한 실력을 뽐내는 파나쉬를 짝사랑하는데, 다른 남자의 이름을 빌려
파나쉬에게 음성 메시지를 전송한다. 변조된 목소리로 쓴 편지는 애정을 고백하는
라임들로 꽉 차있다. 한편 그들의 고향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혼란스럽다. 친구들은 저항하지만, 운명은 이들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르헨티나의
힙합 뮤지컬 ‘파나쉬’는 박력 있는 음악, 촬영, 편집이 돋보인다. 에너제틱하게
비운의 서사를 읊는 감각이 고전적 분위기를 견인한다. (남선우)
The rapper Ciro resembles Cirano who hid behind the love letters he
ghostwrote. Ciro secretly loves Panash, a talented rapper that stands
out in rap battles, and sends her voice messages under a different
man’s name. The letters recorded with a voice changer are full of
rhymes that confess his love. On the other hand, their hometown
Buenos Aires is turbulent due to governmental violence. The rappers
resist, but fate waits for no one. A hip-hop musical from Argentina,
Panash boasts powerful music, cinematography, and editing. The film
energetically narrates the unfortune, tainting the film with a classical
atmosphere. (Nam Sunwoo)

Cast Homero el mero mero, Real Valessa, Lautaro Rodriguez

Producer Pablo Robert Screenwriter Christoph Behl, Mariano Samengo
Cinematographer David Nazareno Music Negro Dub, AIE, Maximiliano
Ocampo, Real Valessa Editor Mauricio Albornoz Iniesta, Sofía Merle
Sound Estudio CUBIC POST, Federico Esquerro

크리스토프 벨 Christoph Behl

2003년 베를린영화제에서 단편 데뷔작
‘퍼블릭/프라이빗’으로 특별언급을

받았다. 이후 여러 편의 장편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벨의 모든 작품은 상을 수상하고

여러 국가에서 공개되었으며, AMC, 선댄스
채널 및 HBO 유럽에 판매되었다.

In 2003, Christoph Behl debuted

with his short film Public/Private at

Berlinale, where he received a Special
Mention. In the following years, he

did several documentary features for

theatre and television. All of his works
were awarded. He obtained several
awards, and his works premiered in

several commercial theatres in many
countries and were sold to AMC,

Sundance Channel, and HBO Europe.

Destroy (파괴하라! 그냥 사! 갖다 버려! 그냥 무시하고 눈을 쳐닫아! 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영화가 시작하면 감독의 경고 문구가 뜬다. “감정적으로 힘겨울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분류하자면 ‘Planet A’는 환경
뮤지컬 다큐멘터리다. 영상에는 눈을 돌리고 싶은 동물 도축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동물이 식품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친절히 전달하기 위해 음악과 자막, 애니메이션
등이 총동원된다. 동물 학살, 페미니즘, 난민과 장애인, 성소수자 이슈와 기후위기,
전쟁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 문제를 17팀의 뮤지션의 음악과 함께 다뤘다.
(김송희)
Destroy (Just buy it! Throw it away! Ignore it and shut your eyes!
For your sake)! The film starts with the director’s warning: “The film
includes very realistic scenes that may be emotionally disturbing.”
Planet A is a green musical documentary. The film includes a butchering
scene that is hard to watch. In order to convey the process of animals
becoming food, it utilizes music, captions, animation, etc. With 17 teams
of musicians, the film deals with various social issues including animal
slaughter, feminism, refugee, handicapped, sexual minority, climate
crisis, and war. (Kim Songhee)

Cast Aya, Andreea, HOOLA, Manse, Bom, Jelly Producer Lev Haru

Screenwriter Lev Haru Cinematographer Lev Haru Music Deadbuttons,

Huckleberry Finn, VideoRose, HOOLA, Nacca, Lev Haru, Ine, Miru, MUTO, Caru,
BelowPar, Notsun Muhwagwa, Fat Hamster, Billy Carter, 1.5 Celcius Harmony,

Park Sunju, Gong Joong Geu Neul Editor Lev Haru Sound DDMARR, Zanyangg,
Lev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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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루 Lev Haru

동물 해방을 위한 예술활동가 공동체
플라가미 대표이자 외국인, 노숙인,

여성으로 살아본 경험과 트랜스젠더퀴어

정체성을 맹렬히 드러내며 모두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영상기록활동가이다. 우리

사회가 묵인하는 비인간동물 착취의 규모와
그 폐해에 대한 ‘앎’에 충격을 받아, 그

진실을 알리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Lev Haru is representative of the

artivist collective Plagami for animal
liberation. As a video archiving

activist, he fights for “liberation for

all” while exposing his transgenderqueer identity and experiences of

being foreign, homeless, and fem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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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티 우먼의 로이 오비슨
Roy Orbison Forever

런 레이븐 런
Run Raven Run

UK | 2021 | 56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USA | 2021 | 101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1960년대에 주로 활동한 로이 오비슨의 노래는 1980년대 이후 많은 미국영화에서
삽입곡으로 쓰였다. 줄리아 로버츠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 영화 ‘프리티 우먼’이
로이 오비슨의 노래에서 제목을 따왔고, 포스트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작가 데이비드
린치의 ‘블루 벨벳’(1986)에는 ‘인 드림스’, ‘멀홀랜드 드라이브’(2001)에서는
스페인어 버전의 ‘크라잉’이 사용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로이 오비슨의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그가 영국에서 활동할 때 함께 작업했던 아티스트들의 인터뷰를
담았고 그가 후대 아티스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준다. (노광우)
Roy Orbison was mostly active in the 1960s, but his songs have been
used as inserts in many American films since the 1980s. The film Pretty
Woman, which made Julia Roberts shot to stardom, was named after
Orbison’s song; In Dreams was used in Blue Velvet(1986) by David Lynch
who represents postmodernism; and the Spanish version of Crying in
Mulholland Drive(2001). This documentary features interviews with Roy
Orbison’s family, relatives, and artists he worked with while working in
the UK and shows how he influenced future artists. (Noh Kwangwoo)

스티브 콜 Steve Cole

감독이자 프로듀서로 20년 넘게 일해온

스티브 콜은 예술, 음악, 역사, 전기, 관찰

프로그램, 드라마 재연, 라이브 스튜디오,
시사 문제, 보도, 뉴스 등에 걸쳐 방대한

연출 경력을 쌓았다. 다큐멘터리와 팩트를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를 전문으로 하며,
대규모 프로그램을 다수 연출했다.

In more than 20 years as director and
producer, Steve Cole has amassed
a wealth of directing experience

ranging through arts, music, history,
biography, fly-on-the-wall, drama

reconstruction, live studio, current
affairs,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even news. Specializing
in documentary and factual

entertainment, he has directed many
blue-chip programmes for all of the
major broadcasters.

Cast Bono, Tom Petty, Olivia Harrison, Elvis Costello, Barry Gibb, Barbara
Orbison Producer Chris Hunt, Doug Zwick Editor Andrew Findlay

로마니아 집시의 음악을 집시의 이주와 정착 및 차별과 20세기의 홀로코스트와
같은 수난의 역사와 챠우세스쿠 정권의 집권, 페레스트로이카, 세계화로 인한 서양
음악, 튀르키예와 동양의 음악에 영향을 받은 마넬레 장르의 형성과 같이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집시 문화를 엿볼 수 있다. 미국의 흑인 음악과 같이 피억압자가 겪은
고통과 한을 음악과 예술로 승화하면서 자기 정체성과 문화를 유지해온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떤 집시 음악은 우리의 한과 비슷한 정서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광우)
In this film, we can learn about Romanian gypsy culture and music that
we did not know well before; through the history of gypsy migration
and settlement; the history of ordeal such as discrimination against
them and the Holocaust of the 20th century; Nicolae Ceausescu’s
ruling, perestroika; the Western music formed by globalization; and the
formation of the Manele genre influenced by Türkiye and Eastern music.
Like black music in the United States, the suffering and resentment that
the oppressed experienced have been sublimated into gypsy music and
art, and they have maintained their identity and culture. We can also
understand that some gypsy music contains emotions similar to Korean
resentment. (Noh Kwangwoo)

Cast Ionitsa Manole Producer Michael Rainin Screenwriter Douglas Thompson,
Michael Rainin Cinematographer Michael Rainin Music Ionitsa Manole
Editor Douglas Thompson Sound Perry Rober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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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레이닌 Michael Rainin

차기 장편으로 장 미셀 바스키아, 라멜지의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촬영 중이다.
레이닌의 회사 RAINPIX, INC.는 최근
넷플릭스를 위해 스파이크 리 감독의
새 영화 ‘Da 5 블러드’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으며 골드 클리오 상을
수상했다.

Michael has begun shooting his next
feature doc entitled The Last Living
Hollywood African about the life of

Jean-Michel Basquiat, Rammellzee,
and Toxic. Michael’s company

RAINPIX, INC. recently produced a
short documentary for Spike Lee’s
new film Da Five Bloods for Netflix

and won the Gold Clio Award for his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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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타는 여자들
Sewing Sisters

샤부
Shabu

Korea | 2020 | 108min | DCP | Color | Documentary

Netherland | 2021 | 75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1970년대 평화시장에는 가난해서 혹은 여자라서 공부 대신 미싱을 타며 시다
또는 공순이로 불린 소녀들이 있었다. 저마다 가슴에 부푼 꿈을 품고 향했던 노동
교실. 그곳에서 소녀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를 하고, 희망을 키웠다. 다른
시대를 살았던 청춘이 오늘의 청춘에게 보내온 편지.
During the seventies, young women called ‘factory girls’ worked on
sewing machines in Pyeonghwa Market instead of going to school
because they were poor or because they were women. They each had
big dreams as they headed for the labor classroom. There, the girls
called each other by name, sang songs, and dared to hope. A letter to
the youth of today from youth who lived in another era.

김정영 Kim Jungyoung

하명중영화제작소에서 영화 일을 시작했다.
장희선 감독의 ‘고추 말리기’로 프로듀서로
입봉, 서울여성영화제 10주년 기념작

‘텐텐’에서 ‘데이트’와 김조광수 감독의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의 프로듀서를 맡았다.
Started working in film at HMJ Films.

Became a producer with Making Sun-

dried Red Peppers by Jang Hee-Sun and
then produced Date, a part of the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s

10th Anniversary Project Ten Ten, and

Two Weddings and a Funeral by Kimjho
Gwang-soo.

이혁래 Lee Hyukrae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다양한 작품을

샤부는 로테르담 페퍼클립에서 대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아프리칸 14살 소년이다.
그는 어느 날 할머니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여름
방학 내내 돈을 벌어야 할 위기에 처한다. 그는 자신이 만든 음악으로 파티를 열어
입장료를 받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과정에서 일상의 괴로움과 인생의 무상함을
배워 나간다. 그래도 그의 곁에는 삶과 예술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다. 영화를 관통하는 아프로 리듬은 보는 이의 몰입감과 즐거움을
더해줄 것이다. (이다은)
Shabu is an African 14-year-old boy living in Peperklip, Rotterdam. He
accidentally crashes his grandmother’s car one day and has to make
money throughout the summer vacation to sort this out. He comes up
with the idea of having a party with his music and getting admission
fees, and then he learns the hardships of everyday life and the futility of
life while working for it. Still, he has his family and friends who share his
concerns about life and art. The Afro-rhythm that penetrates the entire
film will add to the viewer’s immersion and enjoyment. (Lee Da eun)

연출, 촬영, 편집했다. 영화제작소 청년에서

Produced, filmed, and edited numerous
films from the 1990s to the 2000s. Was
active at Independent Film CHUNG

Music Park Seongdo Editor Lee Hyukrae Sound Kim Changhun, Gu Jongryul

of Film, TV, & Multimedia at Korea

Cast Shabu Producer Nienke Korthof, Willem Baptist

Media Center.

Music Michael Varenkamp Editor David Verdume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Mediact

다수의 국제상을 수상했다. 2019년

네덜란드영화제에서는 ‘대디 앤드 더

워로드’로 황금송아지를 수상했으며,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단편 영화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산업의 독립을 목표로 하는 “프레이밍
오브 어스” 운동의 공동창시자다.

Her debut documentary, Deal With

It, won several international awards.
In 2019, she won the Golden Calf at
the Netherlands FF for Daddy and

the Warlord. Alongside her work as
a filmmaker, she is programmer of

the short film programme at the IFF
Rotterdam and co-founder of the
industry.

편집기술 강사로 활동해왔다.

Kim Jungyoung Cinematographer Song Hyeonjun, Kim Chiseong, Yu Jongmi

첫 다큐멘터리 ‘딜 위드 잇’으로

to decolonize the documentary film

영상원,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등에서

NYUN and taught editing at the School

샤미라 라페엘라 Shamira Raphaëla

“framing of us” initiative which aims

활동했고, 2002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Cast Lee Suk-hee, Shin Soon-ae, Lim Mikyung Producer Lee Hyuk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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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writer Shamira Raphaëla Cinematographer Jurgen Li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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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 관한 노래
Songs About Love

침묵과 기억
Sound of Memories

Poland | 2021 | 93min | DCP | Color, B&W | Fiction | Asian Premiere

Korea | 2022 | 165min | DCP | B&W | Fiction | World Premiere

‘사랑에 관한 노래’는 ‘원스’와 ‘비긴 어게인’을 연상케 한다. 유명배우이자 극장
운영주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아직 자기 세계를 만들지 못한 음악인 로버트는 어느날
식당 웨이트리스인 알리시아의 노래를 듣고 관심을 보이게 된다. 로버트는 강력한
아버지와 좀처럼 화해하지 못하면서 음악 작업을 이어가고, 알리시아는 음악에
재능은 있지만 성공하려는 야망이 없이 그저 웨이트리스로서 생활비를 버는 삶을
이어나간다. 전반적으로는 흑백화면이 바탕이지만 일부 장면은 스마트폰의 디지털
화면을 교차해서 찍은 멀티 미디어 표현방식이 특이하다. (노광우)
The film reminds me of Once and Begin Again. Robert, a musician that
hasn’t built his world and whose father is a famous actor/theater owner,
stumbles upon the waitress Alicia’s singing and gets hooked. Robert
fails to make peace with his stubborn father as he continues to work
on his music. Talented Alice has no ambition so she continues waiting
to make her ends meet. It’s overall black and white but some scenes
cross cut the digital screen of smartphones-an unique multi-media
expression. (Noh Kwangwoo)

토마슈 하보우스키 Tomasz Habowski

1988년생. 브로츠와프 대학에서 공부했다.
TVN과 TVP 등의 방송사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으며, 안제이 바이다

영화학교에서 개발 연구과정과 시나리오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Born in 1988. He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Wrocław. As
a screenwriter, he worked for

broadcasters such as TVN or TVP.

He completed the Development Lab
and the Script Programme at Wajda
School.

세상과 단절된 청년 예술가의 음울한 고난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이후 만연한
주제이겠으나 ‘침묵과 기억’은 일관된 형식미로 등장 인물들의 고유한 내면 세계를
감각시키는 데 성공한 작품이다. 느슨한 내러티브로 채워진 긴 러닝 타임 동안
영화 감독, 배우, 댄서 등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은 추운 겨울의 허름한 동네를
배회한다. 비전문 배우들의 연기가 평범한 장면에서도 기묘한 리듬감을 형성하고,
흑백의 카메라는 종종 뜻밖의 각도로 고정된 채 상황을 주시하면서 엉뚱한 유머를
발생시킨다. (김소미)
Since The Sorrows of Young Werther, there have been plenty of films
featuring struggling young artists, but this film impressively sensualizes
the incomparable inner world of the characters coherently. With
sporadic narration throughout, a bunch of young aspiring directors,
actors, and dancers meander bleak alleyways on a cold winter’s day.
Through the use of non-professional actors, and added quirkiness is
given to what would otherwise be mundane scenes. With whimsical
humor and unusual shots throughout, this black and white film is a
must-see. (Kim Somi)

Cast Tomasz Wlosok, Justyna Swies Producer Marta Szarzyńska

Cast Jeong Minseok, Son Jongbeom, Choi Daniel Producer Choi Sejin

Music Kamil Holden Kryszak Editor Patrycja Piróg Sound Kamil Holden Kryszak

Jeong Jaehoon Editor Choi Sejin Sound Lee Sanghoon

Screenwriter Tomasz Habowski Cinematographer Weronika Bilska

Screenwriter Choi Sejin Cinematographer Bae Hyeonwoo Music Choi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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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세진 Choi Sejin

1997년 출생. 현재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 재학 중이다.

Born in 1997, he studies at the

Department of Theater & Film,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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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비즈
The Wannabes

그래서 우리는 춤춘다
We Don’t Dance for Nothing

France | 2021 | 101min | DCP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USA, Canada, Hong Kong, Philippines | 2022 | 86min | DCP | Color |

유니버스 테크에서 일하는 다니엘과 스테판. 스테판은 자신의 일을 사랑하지만,
다니엘에게 있어 진정한 꿈은 노래하는 것이다. 어느 날, 오해가 생겨 두 사람
모두 해고되자 다니엘은 스테판을 리얼리티 TV 쇼에 내보내기로 한다. 그는
스테판이 쉽게 우승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Daniel and Stéphane both work for Univers Tech. Stéphane is crazy
about his job. Daniel only works there because he has to. His real
passion is singing. When they are both fired after a misunderstanding,
Daniel decides to sign Stéphane up for a reality TV show The Prize at
any Price. He is convinced that Stéphane will win easily. But nothing
goes according to plan… and the two friends find themselves involved
in one goofy situation after another.

조나단 바레 Jonathan Barré

감독이자 작가. ‘아주 나쁜 거짓말’(2011),
‘르 골든 쇼’(2011), ‘막스 & 레옹’(2016)
등으로 잘 알려져 있다.

Jonathan Barré is a director

and writer, known for Very Bad

Blagues(2011), La folle histoire de
Max et Léon(2016) and Le Golden
Show(2011).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홍콩에는 평일에 중산층 가족이 출근, 혹은 등교를 하지만 주말에는 좁은 아파트에
다 머물기에 그들의 필리핀 가사도우미들은 일요일마다 공원에 나와 하루를 보내는
현상이 있다. 이들은 모여서 수다를 떨거나 춤을 추면서 서로 위로한다. 우리에게
홍콩은 홍콩영화와 중국 반환 이후의 시위로 알려져있지만 홍콩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의 삶과 염원을 크리스 마커식의
포토몽타주, 왕가위식의 스텝 프린팅, 그리고 스트리트 댄스 뮤지컬 등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 보여준다. (노광우)
In Hong Kong, middle-class families go to work or school on weekdays,
but on weekends, they stay in their small apartments, so their Filipino
housekeepers should spend a day in the parks every Sunday. They
gather and comfort each other by chatting or dancing. For Koreans,
Hong Kong is known for Hong Kong films and protests after the return
to China, but not much is known about the story of migrant workers
working in Hong Kong. This film shows their lives and aspirations
through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such as Chris Marker-style
montage still (resonance of montage), Wong Kar-wai’s step printing,
and street dance musicals. (Noh Kwa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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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파노스 타이 Stefanos Tai

그리스계-중국계-미국인 감독. 타이의
작품은 인류학적으로 우리 모두는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더 많다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상기시킨다. 그의 영화는
트라이베카, BAM, 씨네퀘스트,

DOXA, 우드스톡을 포함한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임팩트

독스 어워드, 스콜라스틱 황금 열쇠,

아시안아메리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대상을
수상했다.

Stefanos Tai is a Greek-ChineseAmerican director. His works are

intensely anthropological, and aim
to remind us of a simple idea: we

have more in common than sets us

apart. He’s screened at Tribeca, BAM,
Cinequest, DOXA, Woodstock, and

more. He s received an Impact Docs

Award, a Scholastic Gold Key, and the
“One to Watch” award from the Asian
American FF.

Cast Grégoire Ludig, David Marsais Producer Alain Goldman

Screenwriter Grégoire Ludig, David Marsais Cinematographer Sébastien Cros
Music Charles Ludig Editor Delphine Guilbaud Sound Arnaud Trochu

Cast Marie Cornelio, Chaya Baris, Anna Agawa, Juliana Wong

Producer Paloma Choque Screenwriter Stefanos Tai Cinematographer Zhang
Ran Music Bill Liang, Justin Porteous Editor Makamoto
Sound Jack TSE; Stan 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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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 송
Wintersong

심연
Abyss

Mexico | 2020 | 79min | DCP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Korea | 2021 | 9min | DCP | Color | Fiction

기타 연주자 다니엘과 트럼펫 연주자 디에고는 어린 시절부터 친구이다. 이들은
각자 애인과 헤어진 후 실연의 상처를 잊기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난다. 멕시코의
북쪽 미국과 접경지대인 티후아나에 도달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이트
클럽에서 노래를 한다. 다니엘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알렉스를 만나고,
디에고는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고 동네 사진을 찍으면서 지낸다. 빔 벤더스의 로드
무비들을 연상시키는 이 영화는 스스로 상처를 극복하려는 주인공들의 노력을
잔잔히 보여준다. (노광우)
Guitarist Daniel and trumpet player Diego are friends from childhood.
After separating from their lovers respectively, they go on a trip
together to forget their broken heart. After reaching Tijuana, Mexico’s
northern border with the United States, they sing in a nightclub for a
living. Daniel meets Alex with a free spirit, while Diego spends his time
hanging out with local kids and taking pictures of the neighborhood.
The film, reminiscent of the road movies by Wim Wenders, shows the
main characters’ efforts to overcome their wounds on their own. (Noh
Kwangwoo)

실바나 라짜로 Silvana Lázaro

2013년 멕시코의 영화 학교에 입학
후 연출한 단편 영화 ‘스트립 클럽의

추억’은 20여 개의 국가와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첫 장편 영화인 ‘윈터

송’은 과달라하라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산디에고라티노영화제에서는

최고국제장편상을, 엘파소영화제에서는

최우수 내러티브 장편영화상을 수상했다.
In 2013 she enrolled in Centro
Universitario de Estudios

Cinematográficos in which she

한계를 넘기 위해 이런 저런 시도를 한다. 그러다 점점 초조와 두려움이 밀려오고,
이제는 누군가 구원해주길 바란다. 하지만 벗어났다고 생각되는 순간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빠진다.
It’s about a woman who tries to overcome her limits. She tries everything
in her power to come out of her shell. She becomes desperate and
restless, submissive and patient. But she can’t help but feel anxious and
scared no matter what. She hopes the light will lead her somewhere
and save her from the darkness. The moment she thinks she’s free, the
moment she thinks she’s overcome the limits, she falls deeper into the
abyss.

directed short films like Memories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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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Moon Geun-young

문근영은 대한민국 여배우다. 다른

아티스트들처럼 배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창조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Moon Geun-young is an actress in

South Korea. She wants to show that
actors can write, create, and express

their own stories, just like other types
of artists.

홍일섭 Hong Ilsub

상명대학교에서 영화를, 동국대학교

Strip Club, which has been screened

영상대학원에서 촬영을 전공했다.

in more than 20 countries and film

현재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촬영감독을

festivals. Her first feature Wintersong

하고 있다. 대표작으로 ‘고백부부’,

was premiered at Guadalajara IFF

‘쌉니다 천리마마트’, ‘으라차차

and won the Best Frontera Feature

와이키키 1, 2’가 있다.

at San Diego Latino FF and the Best

Majored in Cinematography at

Narrative Feature at El Paso FF.

Dongguk Graduate School of Digital
Image and Contents. Currently

works on films & TV productions as a
cinematographer. His works include

Cast Ruth Ramos, Andrés Lupone Ojeda, Marisol Cal y Mayor,
Leonardo Ponce Producer Diana Mata, Silvana Lázaro

Go Back Couple, Pegasus Market,

Screenwriter Silvana Lázaro Cinematographer Sheila Altamirano Music Mateo

Cast Moon Geun-young Producer Moon Geun-young

David Muñoz, Isabel Barajas, Enrique Greiner

Music Yolk Editor Moon Sekyung Sound Yolk

Sánchez Galán Editor Diana Mata, Silvana Lázaro Sound Carlos Eligio San Juan,

Screenwriter Moon Geun-young Cinematographer Hong Ilsub

Welcome to Waikiki Season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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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코디언 연주자
The Accordionist

불안
Anxious Body

Brazil | 2022 | 3min | DCP | Color | Animation

France, Japan | 2021 | 6min | DCP | Color | Animation

거리의 악사가 길을 걷고 있다. 어디서 연주하면 좋을지 찾는 중이다.
하지만 그에게 좀처럼 운이 따라주지 않는다.
A street musician walks down the street. He looks for a place to play
music. But he is not lucky...

마르셀로 피텔 Marcelo Pitel

2000년부터 일러스트레이터 겸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피텔의 일러스트는
J. 카를로스, 솔 바스, 카시오 로레다노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또한 만화 잡지의
컬러리스트, 애니메이터이기도 하다.

유기물과 인공물, 기하학적인 모양과 선. 이렇듯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날 때 새로운
방향성이 태어난다.
Living things, artificial things, geometric shapes, and lines. When these
different things encounter, a new direction is born.

Marcelo is an illustrator and designer

1984년생, 일본 조시비 예술대학을

졸업했다. 재학 중 유명 만화가 타니오카

야스지와 화가 카시키 토모코의 영향을 받은
작품 ‘시리-플레이’(2005), ‘카포’(2006),
‘에뇨구’(2007), ‘레나 레나’(2009),

촉각에 중점을 둔 3부작 ‘이불’(2012),

influenced by J. Carlos, Saul Bass and

‘가마쿠라’(2013), ‘장막’(2014)을

Cássio Loredano. He also works as a

만들었다.

comic book colorist and animator.

Born in 1984, she graduated from the
Joshibi University of Art & Design in

길레르미 디모프 Guilherme Dimov

Japan, where she made some of her

2011년부터 영상 업계에서 감독, 편집자,

previous works like Shiri-play(2005),

촬영 기사, 사진 어시스턴트 등으로

일해왔다. 단편 영화 ‘프레고’는 브라질의

Kappo(2006), Enyogu(2007), Lena

Guilherme has been working in the

Tanioka and young painter Tomoko

Lena(2009), and Sushi(2011), inspired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by the iconic manga cartoonist Yasuji

video field since 2011 as a director,

Kashiki. Later she created her trilogy

editor, camera operator, and

focusing on the sense of touch:

photography assistant. His short film

Futon(2012), Snow Hut(2013), and

Prego has been shown at several

Veil(2014).

festivals in Brazil.

Music Marcelo Pitel Editor Guilherme Dmov Sound Guilherme Dmov

미즈시리 요리코 Mizushiri Yoriko

‘스시’(2011) 등을 연출했다. 이후

since 2000. His illustrations are

Screenwriter Guilherme Dmov Cinematographer Marcelo Pi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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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Yoriko Mizushiri Screenwriter Yoriko Mizushiri
Music Yuka C. HONDA Editor Yoriko Mizushi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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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라
BALORA

꿈에 와줘
Be in My Dream

Iran | 2021 | 30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Korea | 2021 | 15min | DCP | Color | Fiction

쿠르드족 여성의 발로라 노래는 오래되어 잊혀지다시피 한 전통으로 비브라토
기법을 내기 위해 손가락으로 목을 두드리는 독특한 기술을 사용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바로 그 전통의 얼마 남지 않은 전수자들의 발자취를 쫓는다.
This documentary tracks down a handful of remaining practitioners of
the Kurdish Balora singing tradition that is old and forgotten Kurdish
women’s voices and songs that employ a unique technique of tapping
the throat with the fingers to create vibrato.

압돌가데 칼레디 Abdolghader Khaledi

1991년 출생. 이란 나우샤르의 카말롤몰크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있다.

Born in 1991, he studies Cinema at

Kamalolmolk University of Nowshahr,
Iran.

상실,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 보내지 못하는 마음보다 더 이상 널 위해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아프다. 보고싶다 울부짖어도 너를 볼 수 없고, 그리움에
몸서리쳐도 너를 만날 수 없다. 다른 세상에서 무서워하며 떨고 있을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게 아프다. 정말 아프다. 그런 너를, 그런 나를 위로하고
싶다. 위로 받고 싶다.
Grief. A farewell. It’s not the goodbye that hurts. It’s the fact that I can’t
do anything for you anymore. No matter how much I cry in pain, I can’t
see you. No matter how much I resist the yearning, I can’t feel you. I
picture you shivering in fear in a different world. Yet, there’s nothing I
can do for you. That hurts. It really hurts. I want to console you. And me.
I want to be consoled.

Producer Abdolghader Khaledi Screenwriter Abdolghader Khaledi

Cast An Seounkyun, Lee Dakyum Producer Moon Geun-young

Editor Abdolghader Khaledi Sound Mehdi Yganeh

Music Yolk Editor Moon Sekyung Sound Yolk

Cinematographer Abdolghader Khaledi Music Arfan Yazdi

Screenwriter Moon Geun-young, An Seounkyun Cinematographer Hong Il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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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Moon Geun-young

문근영은 대한민국 여배우다. 다른

아티스트들처럼 배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창조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Moon Geun-young is an actress in

South Korea. She wants to show that
actors can write, create, and express

their own stories, just like other types
of ar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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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몰
Bemol

베스티아
Bestia

Switzerland | 2021 | 6min | DCP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Chile | 2021 | 16min | DCP | Color | Animation

깃털이 없는 나이팅게일 새가 숲속에서 노래하고 있다. 노랫소리는 아기 곰을
잠들게 하고, 다람쥐들의 다툼을 누그러뜨리며, 연못에 떠다니는 백조들을 즐겁게
한다. 어느 날 숲속에 폭풍이 찾아온다. 깃털이 하나도 없는 나이팅게일은 그만
감기에 걸리고, 더 이상 노래할 수 없게 된다.
A featherless nightingale sings in the forest. Its song lulls the little bear
to sleep, soothes the squirrels’ quarrels, and entertains the pair of
swans swimming on the pond. One day a storm breaks out in the forest.
The nightingale has no coat of feathers, so it catches a cold and can no
longer sing.

오아나 라크루아 Oana Lacroix
1989년 스위스 에이글 출생.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애니메이터로
로잔의 세룰리움 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2021년부터 독립
애니메이터 겸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첫 단편 ‘컬러스’(2018)를 2019년

지포니영화제에서 선보였다. 가브리엘

손더레거, 조나스 하이더와 함께 ‘애덤스

‘베스티아’는 실화를 바탕으로 칠레의 군사 독재 시대를 살아가는 비밀 경찰 요원의
삶을 들여다본다. 그녀와 그녀의 개, 신체와 두려움, 좌절과의 관계는 그녀의 정신과
국가에 대한 암울한 균열을 시각화한다.
Based on true events, Bestia explores the life of a secret police agent
dur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Chile. Her relationship with her dog,
her body, her fears, and her frustrations reveal a grim fracture of her
mind and of the country.

배드 크리스마스’(2016)를 제작했다.

위고 코바루비아스 Hugo Covarrubias
스톱모션 감독이자 애니메이터.

코바루비아스는 연극과 애니메이션을
혼합한 말레자 극단의 설립자이다.
단편 ‘깃털 베개’, ‘거꾸로 선 밤’을

감독했다. ‘괴물과 닭’, ‘호라시오와 점토’

시리즈를 만들었고 ‘종이 항구’ 시리즈를
공동제작하였다.

Stop Motion director and animator,
he is the founder of the Maleza

Born in 1989 in Aigle, Switzerland.

theater company, a pioneer in mixing

Illustrator and animator, she holds

theater with animation, where he co-

a degree and a master’s degree in

directs the plays Maleza and Un Poco

animation from the Ceruleum school

Invisible. Directed the short films El

in Lausanne. Since 2021 she has been

Almohadón de Plumas and La Noche

working as an independent animator

Boca Arriba. He has also created the

and director. Her first short film

series El Ogro y el Pollo, Horacio y los

Coucouleurs(2018) was presented at

Plasticines and co-created the series

the Giffoni Film Festival(2019). She

Puerto Papel.

created Adam’s Bad Christmas(2016)
with Gabriel Sonderegger and Jonas
Haider.

Producer Nicolas Burlet Screenwriter Oana Lacroix

Producer Trébol 3 - Tevo Díaz Screenwriter Martín Erazo, Hugo Covarrubias

Sound Jérôme Vittoz

Sound Roberto Espinoza, Roberto Zúñiga, Pablo Bahamondez

Cinematographer Oana Lacroix Music Jérôme Vittoz Editor Oana Lacro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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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Angela Acuña, Camilo Salinas Editor Hugo Covarru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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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리면 타악기
Between Weckewerk and Schlagwerk

공백
THE BLANK

Germany | 2021 | 23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Korea | 2021 | 18min | DCP | Color | Fiction

카셀 출신의 드러머이자 행위예술가인 스테펜 모드로우는 관객들을 하위문화
속으로 데려간다. 90년대 이후 그는 소비문화 저변의 나머지 문화를 관통하는
언어를 개발해왔다. 그래서 그의 예술은 대량 생산된 어린이 게임기 같은 물건을
포함해 테이프와 맥주 캔 등의 흔한 사물과 드럼 사운드를 접목시킨다. 이러한
청각적 의식은 신중하게 짜 맞추어진다.
A drummer and performance artist from Kassel, Steffen Moddrow
takes the viewer on a journey through the sub-culture. Since the 1990s,
he has specialized in developing a language with the left-over’s and
remainders in consumer culture. His compositions thus include such
things as mass-produced electronic children’s games and he adapts
his drums with things from daily life such as sticky tape and beer cans.
These sound rituals are carefully selected.

울프 슈태거 Ulf Staeger

베를린 출생. 1989년부터 편집과 후반
작업, 그래픽과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예술적 및 상업적 프로젝트를 작업하는

프리랜서이다. 독일 카셀의 작곡가 레지네
브런케, 카셀 미니멀뮤직페스티벌의

크레아타페라 그룹, 슈태거의 단편영화

‘모던페이스’(2016)의 사운드 트랙을 만든
스테펜 모드로우와 함께 작업해왔다.

은숙은 가장 안쪽 화장실 칸막이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즐거움인 백화점 청소부다. 딸을 위해 좋은 학군으로 힘들게 이사를 하는 은숙에게
그녀의 삶은 늘 뒷전이다.
Eunsuk is a department store janitor whose only joy in life is listening to
classical music in the innermost bathroom stall at work. To Eunsuk, who
makes a strained move to a good school district for her daughter, her
life is always on the back burner.

Born in Berlin. A freelancer for art and

신시정 Shin Si-jeong

1993년 출생. 홍익대학교

영상애니메이션을 전공하였다.

‘그 밤’(2017)을 첫 연출하였고,

두 번째 작품으로 ‘공백’(2021)을
연출하였다.

Born in 1993. Majored in Film

Animation at Hongik University.

Following her first short film The
Night(2017) and she made her

commercial projects in the fields of

second short film THE BLANK(2021).

editing, post-production, graphics,
and animation since 1989. Works

focused on urban themes and music
& musicians. Worked together with

Regine Brunke, composer in Kassel,
Germany, and the creatafera group,

minimal music festival Kassel, Steffen
Moddrow, who made the soundtrack
for Staeger’s short film Modern
Face(2016).

Cast Steffen Moddrow Producer Ulf Staeger Screenwriter Steffen Moddrow,

Cast Choi Hee-jin, An Ye-rim, Kim Su-ran Screenwriter Shin Si-jeong

Music Steffen Moddrow Editor Ulf Staeger Sound Steffen Moddrow

Editor Suh Seung-hyun Sound Yoo Jin-sook, Kim Han-eol

Andreas Weber, Ulf Staeger, Wolfram Boder Cinematographer Ulf Sta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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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matographer Yun Seok-won Music Kim Kyung-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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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ch Up !
Butch Up !

위니 만델라를 노래하라
Celebrating Herstory Through Song

Korea | 2022 | 11min | DCP | Color | Fiction

South Africa | 2021 | 13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불행하게 살지마.” 전애인의 마지막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인디 밴드의 메인 보컬
미혜. 미혜는 이제 밴드의 메인 곡 ‘오빠의 여자’를 더는 부를 수가 없다.
“Stop being miserable.” After hearing her ex’s last words to her, Mi-hae,
a lead singer of an independent band, cannot get herself to sing the
band’s most popular song, Oppa’s Girl.

이유진 Lee Yu-jin

1991년생.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2020년, 첫 작품인 단편

‘굿 마더’는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뉴필름메이커상, 한국영화감독조합 주관
벡델데이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그 해 다수의 영화제에서 상영하였다.

단편 ‘나들이’(2021)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이후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LGBTQ+ 주제의 작업을 해왔으며

‘Butch Up !’은 3번째 단편 작품이다.

Born in 1991. She studied Film i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r
first short film a Good Mother won
New Film Maker Award at Asiana

지난 몇 해 동안 영향력 있는 뮤지션들이 노래를 통해 위대한 위니 마디키젤라
만델라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 뮤지션들로는 탄디스와 마즈와이, 제니퍼 허드슨,
카렌 데이비스, 이본 차카 차카, 사티마 비 벤저민, 심피위 다나, 레타 음불루,
랩소디, 리라가 있다. ‘위니 만델라를 노래하라’는 이런 음악의 영향력을 조명한다.
사회 활동가들은 위니의 유산을 돌아보며 자유 투사였던 그의 화려한 경력을
찬양하는 노래를 들여다본다.
Over the years, a number of formidable musicians have paid tribute
to the late, great Winnie Madikizela-Mandela through song. Some of
these musicians include Thandiswa Mazwai, Jennifer Hudson, Carlene
Davis, Yvonne Chaka Chaka, Sathima Bea Benjamin, Simphiwe Dana,
Letta Mbuli, Rhapsody, and Lira. This documentary is about the impact
of these songs. The social actors reflect on Winnie’s legacy and how
her illustrious career as a freedom fighter has been celebrated through
song.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and

그의 작품은 아프리카영화아카데미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오르는 등 다수

영화제에서 인정받았다. 최신작 ‘린델라
언더 락다운’(2020)은 2021년 카메룬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 아프리카영화아카데미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올랐다.

Sihle Hlophe is a SAFTA-winning

filmmaker. Over the last 12 years,

her work has been recognized with
a number of accolades including
an Africa Movie Academy Award

nomination for Best Documentary.

Hlophe’s latest documentary Lindela
Award at the Cameroon IFF(2021) and

Her short film Outing(2021) was

nominated for the Best Documentary

invited to BIFF. Works focus on the

at the Africa Movie Academy

LGBTQ+ agenda. Butch Up ! is her 3rd

Awards(2021).

short film.

Music Kim Sa-wol Editor Lee Yu-jin Sound Choi Ji-yeong

SAFTA 수상경력의 영화감독. 지난 12년간

winner of the Best Documentary

and premiered in many film festivals.

Kim Sa-wol Screenwriter Lee Yu-jin Cinematographer Roh Da-hae

실레 흘로페 Sihle Hloph

Under Lockdown(2020) was the

Bechdelday Award at DGK in 2020

Cast Kwon Eun-hye, Choi Hae-jun Producer Lee Yu-jin, Roh Da-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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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Sihle Hlophe Cinematographer Lebo Moabi Music 528 Post
Editor Kayode Raji Sound Kayode Raji, Praise Nc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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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노러비
Chronolovie

커밍 홈
Coming Home

France | 2021 | 8min | DCP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USA | 2021 | 10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시선과 멜로디, 사랑은 그렇게 시작된다. 바다 위에 매달린 두 연인은 음악과
춤사위, 감정이 얽히는 공간을 탐험한다. 두 영혼과 하나의 삶, 바로 크로노러비에
대한 이야기다.
A look, a melody, that’s how their love story begins. Suspended
above the ocean, the couple progress where music, dance steps,
and emotions intermingle. Two souls, one life: this is the story of
Chronolovie.

빅토르 세스카 Victor Cesca

영화를 좋아하는 부모님 덕에 어린 시절

영화에 빠져 지냈다. 낭트의 영화학교를
졸업 후 세스카는 단편의 각본을 쓰고
연출했다. 다수 브랜드의 상업영상을
작업했다.

Victor spent his childhood bathed in

the cinema thanks to his parents who
were moviegoers. After film school in
Nantes, he wrote & directed several

shorts, which traveled to international

‘커밍 홈’은 브루클린 베이 릿지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미국인 댄서 그룹인
프리덤 다브카 그룹의 이야기를 다룬다. 이들은 공동체와 고향을 잇는 매개체로
다브카 음악을 활용한다. 2020년과 2021년의 특수한 제약적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박물관의 오래된 사진들을 활용하여 16mm 필름으로 촬영되었다.
Coming Home follows Freedom Dabka Group — a collective of
Palestinian-American dancers, living in Bay Ridge, Brooklyn who use
Dabka as a way to connect to their community and homeland. Shot
on 16mm under the unique constraints of 2020-21 featuring archive
photography from The Palestinian Museum.

festivals. He also produces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최근 HBO의 ‘하우 투
위드 존 윌슨’의 제작에 참여했다.

Palestinian-American filmmaker,

Naim has produced projects across

the music, fashion, and film industry
for numerous clients including

Interscope, Universal, Burberry,

Marni, and HBO. Recently, Naif has

마고 보우만 Margot Bowman

매료되었다. 그는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가능성과 동력을 창조한다. 클럽 문화의

런던 출생. 영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의
유산인 표현, 커뮤니티와 즐거움은 보우만이

싶게 만드는 것이다.

창조하는 대체 현실의 음색을 조성한다.

Clémence finally redirected herself to

Born and raised in London. She

what made her vibrate since she was

uses film to create new worlds of

four: dance. It is important for her to

convey emotions through movement.

Editor Victor Cesca Sound Denis Grangier Nocetti

음악, 패션, 영화 업계를 넘나들며 여러

끌레르망 호캉 Clémence Rocand

표현한다. 호캉의 목표는 관객들이 춤추고

Cinematographer Kevin Larat Music Jacques Raffin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영화 감독. 나이프는

HBO’s How to with John Wilson.

끌레르망 호캉은 네 살 때부터 줄곧 춤에

Producer Amiel Tenenbaum Screenwriter Victor Cesca, Clémence Rocand

나임 나이프 Naim Naif

been working on a production for

commercials for various brands.

Cast Jean Duigou, Maya Bizel, Simon Larvaron, Hélène D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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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is simple: to make the
viewer want to dance.

possibility and power. Informed by the
Cast Freedom Dabka Group Producer Meghan Doherty
Screenwriter Naim Naif, Margot Bowman

Cinematographer Kenny Suleimanagich Music Gisela Fullà Silvestre
Editor Aika Miyake Sound Ken Goodwin(Silver Sound),
Peter Getz(Sound Co-op)

legacy of club culture - expression,
community, and pleasure set the

tone for the alternative realities she
cre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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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마타
Danzamatta

벗어나지 마
Don’t Go Where I Can’t Find You

Switzerland | 2021 | 6min | DCP | Color | Fiction

Ireland | 2021 | 20min | DCP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광란의 파티가 끝난 뒤의 아침, 데이비드와 오스카는 아직도 춤추고 있는 룸메이트
로빈을 발견한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The morning after a wild party, David and Oscar discover that their
roommate Robin is still dancing. What the heck is going on?

바냐 투뇰라 Vanja Victor Kabir Tognola
1994년 스위스 멘드리시오 출생. 1998년,

영화와 TV를 잔뜩 시청한 뒤 영화적 언어와

사랑에 빠진다. 이해하기 쉬우나 구사하기는
어려운 이 언어를 통달하고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취리히예술대학에서 영화

무언가에 홀린 듯한 작곡가 한 명이 음악으로써 죽은 연인의 영혼과 대화하고자
한다.
A haunted composer uses music to connect with the ghost of her dead
lover but her mind starts to spiral into chaos.

학사과정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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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나흐 니 그리어 Rioghnach Ní
Ghrioghair

단편 영화 ‘네온’(2017), ‘브레이크

어스’(2019)의 각본을 쓰고 연출했으며 ‘두
아이 노우 유’(2020)를 제작, 연출했다.

시나리오 박사 학위가 있으며 샘슨필름을
포함한 아일랜드의 주요 영화사에서 개발

Born in 1994 in Mendrisio,

이사로 근무했다. RTE방송국의 시리즈 ‘더

Switzerland. In 1998, after being

리도’의 수석작가이며 현재 베를린에 살고

exposed to high doses of film and

있다.

TV, he falls in love with the cinematic

Rioghnach is the writer-director

language. Being an idiom intuitive to

of short films Neon(2017), Break

understand, but quite hard to speak,

Us(2019) and director-producer of

he decides to study film to improve

Do I Know You(2020). She has a

his fluency. From 2016 to 2021 he

MA in Screenwriting and is a former

studied Bachelor of Arts in Film at the

development executive for some of

Zurich University of Arts.

Ireland’s leading companies, including
Samson Films. She is the lead writer

on TV Series The Lido in development
with RTE. She is based in Berlin.

Cast Mario Fuchs, Julian Laybourne, Vladko Minoli, Robin Pellanda

Cast Marie Ruane, Juliette Crosbie, Stephanie Dufresne

Cinematographer Lars Mulle Editor Vanja Victor Kabir Tognola

Cinematographer Evan Barry Music Garrett Sholdice,

Producer Filippo Bonacci Screenwriter Vanja Victor Kabir Tognola
Sound Alan Sahin

Producer Claire Mc Cabe Screenwriter Rioghnach Ni Ghrioghair
Benedict Schlepper Connolly Editor Allyn Quigley Sound Garret Farr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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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 다이버
Dream Diver

길에서 우연히 전 여자친구를 만났다
Ex-Girlfriend on the Street

Denmark | 2021 | 8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Korea | 2021 | 6min | DCP | Color | Fiction

학교를 졸업하고 뿔뿔이 흩어지기 한 주 전인 어느 초여름, 드림 다이버 밴드가
처음이자 마지막 라이브 공연을 기록하고자 촬영팀을 초대한다. 밴드 멤버는
특수학교에서 10년 동안 알고 지낸 여섯 명의 소년이다. 교사 안드레아스와 룬의
지도로 소년들은 음악을 발견하고 인공적인 새소리와 추상적인 꿈의 가사로 채워진
우주 공간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Early in the summer, a week before they left school and went their
separate ways, the band Dream Diver invites a film crew in to document
their first-and last-live performance. The band consists of six boys who
have known each other for 10 years at a school in Rødovre for children
with special needs. Guided by their teachers Andreas and Rune, the
boys have found the music, and you are invited into a space-sounding
universe filled with synthetic bird whistles and abstract dream lyrics.

요나스 방 Jonas Bang

요나스 방은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카메라를
통해 아름다움을 찍는 데 집중해왔다.

오늘날 이 젊은 덴마크 감독은 노골적이고
시적인 감성이 담긴 영상의 매력을 광고,

캠페인, 뮤직비디오 등의 매체로 발산하고
있다.

한 남자가 길에서 우연히 전 여자친구를 만난다. 스치듯 짧은 만남 이후 왠지 모를
고민에 빠진 남자는 무언가 결심한 후 전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A man accidentally meets his ex-girlfriend on the street. After a brief
meeting, the man, who is worried about something, makes a decision
and calls his ex-girlfriend.

With a camera in hand since

on the aesthetic got off to the earliest
of starts. Today, the young Danish

director has carried his fascination

with image into a flourishing career in
commercials, campaigns, and music
touch.

Emil Aagaard Music Drømmedykker Editor Niels Buhl
Sound Per Buhl, Simon Littauer

김선웅 Kim Sunwoong

1995년 출생. 성결대학교 연극영화

학부에서 연기예술전공으로 졸업했다.
현재 잘하자필름의 감독으로 있으며,
성우와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다.

Kim Sunwoong is a voice actor, actor,

and film director and a member of the
Zalhaza Film.

childhood, Jonas Bang’s lifelong focus

videos, often with a raw and poetic

Cast Dream Diver Producer Mads Buhl Cinematographer Jason Al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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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 Kim Sunwoong, Lee Sujin, Lee Yeji, Cho Namhyun

Producer Kim Sunwoong Screenwriter Kim Sunwoong

Cinematographer You Wondong Music Kim Sunwoong Editor Kim Sunwoong
Sound Kim Sun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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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를 든 소녀
Girl with a Thermal Gun

버킷
A Guitar in the Bucket

China | 2020 | 11min | DCP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Korea | 2021 | 15min | DCP | Color | Animation

팬데믹 시대, 마트 배달원은 전에 없이 바쁘다. 주문을 받고 장바구니를 채운 뒤
물건을 배달한다. 일련의 작업은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매일 반복된다. 그는 생소한
거리를 맴돌고 낯선 현관문을 두드린다. 지칠 대로 지치고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쓰러지기 직전, 불현듯 한 소녀가 다가와 그의 이마에 체온계를 총처럼
들이민다.
During the pandemic, a grocery delivery man is busier than ever. He
receives orders, fills shopping carts, and delivers packages. Receive,
fill, deliver; from dawn to dusk, day in and day out. He navigates strange
streets and knocks on unfamiliar doors. As he grows tired, a feeling
of loneliness washes over him and he begins to feel defeated until he
suddenly finds a thermal gun pressed to his forehead.

구오 롱페이 Guo Rongfei

음악 단편 영화 ‘체온계를 든

소녀’(2020)는 트라이베카영화제에서

최고 서사 단편영화상을, 플리커페스트

국제단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의 첫 장편 ‘디어 레드’는

중국영화감독협회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뽑아쓰고 반납할 수 있는 도시.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은
한 소녀가 있다. 없는 게 없다는 꿈의 도시라지만, 그녀의 소리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In a world where you can rent everything from vending machines,
a girl wants to be a guitarist, but people choose otherwise for her.

2021년 칸영화제 시네폰데이션, 도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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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Kim Boyoung

데뷔작 ‘아프지않아’로 인디애니페스트에서
독립보행상을 수상했고, ‘흉내’, ‘먹이’,

‘레버’, ‘버킷’ 등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레버’는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오타와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세계 70여개 페스티벌에서 상영되었다.
‘흉내’와 ‘먹이’는 유럽 공영 예술채널

탤런트에 선정되었다.

ARTE를 통해 방영되었으며 최근작

A musical short Girl with a Thermal

‘버킷’은 바르샤바국제영화제, 클레르몽페랑

Gun(2020) won the Best Narrative

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에

Short Award at Tribeca FF and the

초청되었다.

Special Jury Award at Flickerfest

Korean animation director. Her

IFF. She is currently developing her

previous film The Levers was

debut feature Dear Red, selected

screened at Annecy, won the Best

for the 2021 Festival de Cannes

Short Animation Award at the

Cinefondation Residence, Tokyo

Festival du Film Coreen a Paris and

Talent, and supported by China’s Film

the Best Narrative Award at the

Director’s Guild.

Gdańsk Animation Festival and was

nominated for 70 festivals around the
world.

Cast Li Chao Producer Du Yating Screenwriter Guo Rongfei

Cast Han Ellie, Lee Eunyoung, Lee Tae Producer Kim Boyoung

Sound Zhang JIngyi

Editor Kim Hyun Sound Kim Boyoung, Kim Jin

Cinematographer Zhang Cecile Music Wang Yifu Editor Zhang JIngyi

Screenwriter Kim Boyoung Music Kim Boyoung, Swimmind, Kim Song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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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해피 이혼파티
HAPPYHAPPY DIVORCEPARTY

머리사냥족의 딸
The Headhunter’s Daughter

Korea | 2021 | 24min | DCP | Color | Documentary

Philippines | 2021 | 15min | DCP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왜 결혼기념일은 있는데 이혼 기념일은 없을까? 나의 부모님은 15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했다. 2020년은 그들이 이혼한 지 15년째가 되는 해이다. 딸들은 엄마의
이혼 15주년을 기념하는 근사한 파티를 열어주고 싶다.
Why is there a wedding anniversary but not a divorce anniversary? My
parents got divorced after 15 years. 2020 is the 15th year since they got
divorced. As daughters, we want to throw a fantastic party to celebrate
our mother’s 15 years since her divorce.

남순아 Nam Soona

1991년 서울 출생. 2009년에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에서 독립 극영화
제작 과정을 수료했다. ‘흔적’(2012),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2015),

‘추석 연휴 쉽니다’(2020)를 연출했으며,

가족을 뒤로 하고, 도시에서 컨트리 가수로서의 삶에 도전하기 위해 린은 험난한
코딜레란 고원을 횡단한다.
Leaving her family behind, Lynn traverses the harrowing roads of the
Cordilleran highlands to try her luck in the city as a country singer.

2021년 ‘유산’은 국내외 다양한 영화제에

에블라한의 영화 ‘힐룸’은 2021년

클레르몽페랑단편영화제에서 학생상을

수상했다. ‘머리사냥족의 딸’은 2022년

Ifugao and Visayan descent. In 2021,

Eblahan’s film Hilum won the Student
Prize at Clermont-Ferrand. Eblahan’s

center, in 2009. She directed The

film The Headhunter’s Daughter

premiered at the Sundance FF 2022,

Trace(2012), Papa(2015), Please Don’t
Leave(2015), and Full Moon(2020).

where it won the Short Film Grand

In 2021, The Daughter was invited

Jury Prize.

to various film festivals in Korea and
abroad.

Editor Baek Seunghwa, Nam Soona Sound Choi Jiyeong

필리핀의 독립 영화감독.

An independent filmmaker born of

a comprehensive media culture

Cinematographer Nam Soona Music Nam Soona, Baek Seunghwa

Don Josephus Raphael Eblahan

단편영화부문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Born in Seoul in 1991. Completed
Production course at MediACT,

Screenwriter Nam Soona, Baek Seunghwa, Nam Yoona

돈 조셉푸스 라파엘 에블라한

선댄스영화제에서 초연되었으며

초청되었다.

the Independent Dramatic Film

Cast Lee Jeonghyeon, Nam Soona, Nam Yoona Producer Nam So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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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 Ammin Acha-ur Producer Hannah Schierbeek
Screenwriter Don Josephus Raphael Eblahan

Cinematographer Don Josephus Raphael Eblahan Music Don Josephus
Raphael Eblahan, Ammin Acha-ur Editor Don Josephus Raphael Eblahan
Sound Henry Haw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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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It Must

금정굴 이야기
Korean GENOCIDE

Switzerland | 2021 | 19min | DCP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Korea | 2021 | 19min | DCP | Color | Animation

실비아는 하루 사이에 정년 퇴직이 몇 년 남지 않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순찰
중이던 교통경찰에게 단속당하며, 교회 합창단 파트를 빼앗기는 굴욕적인 사건을
차례로 경험한다. ‘아베 마리아’의 리허설 중 실비아는 묵언 시위를 하기로 결심한다.
During the course of the same humiliating day, Silvia is fired from her
job even though she is just a couple of years away from retirement, the
police find her in the course of a traffic check, and the director of her
church choir takes away the solo part from her. During the rehearsal of
the Ave Maria, Silvia decides to just let go in an act of silent resistance.

주마나 이사 Jumana Issa

취리히 예술대학에서 각본과 영화를

공부했다. ‘반드시’(2021)는 제74회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스위스 최고신인상을
수상했다. 취리히에서 거주, 활동 중이다.
Jumana studied film at Zurich

University of the Arts specializing in

screenwriting. It Must(2021) won the

ZHdK Förderpreis and the Best Swiss

Newcomer Award of the 74th Locarno
FF. She lives and works in Zurich.
플라비오 루카 마라노

고양시에 있는 금정굴은 일제 강점기에 금 채굴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폐광된
수직 갱도이다. 한국전쟁 당시 1950년 10월 이 곳 금정굴에서 경찰은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수백명의 고양지역 주민들을 집단총살 하여 학살하고, 굴 속 깊이 겹겹이
떨어뜨려 암매장했다. 그리고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들은 고통 받으며
트라우마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Geumjeonggul in Goyang City, South Korea, was built for the purpose
of mining gol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was closed.
In October 1950, during the Korean War, in Geumjeonggul, the police
massacred hundreds of residents of Goyang without any legal
procedures and buried them deep in layers. And 71 years later, the
bereaved families are still suffering and struggling with trauma.

Flavio Luca Marano

프로그래머,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계원예술대학교 등에서 교수를 역임했다.
‘기억’(1992)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오토마타 공작소
대표감독이다.

Born in 1965. Studied Fine Ar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ater
and Film at Dongguk University.

Worked as the Programmer for the

Design. He has continuously made

수상했다.

films since his first film Memory(1992)

Born in Flawil in 1990. He studied

and is currently representing director

film at Zurich University of the Arts

at Automata Factory

specializing in cinematography. His

graduating film It Must(2021) won the

Editor Jumana Issa, Flavio Luca Marano Sound Florian Hinder

전주국제영화제 애니메이션 비엔날레

and Kaywon University of Art and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스위스 최고신인상을

Flavio Luca Marano Cinematographer Robin Angst Music Moritz Achermann

동국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School of Digital Image and Contents

졸업작 ‘반드시’(2021)는 제74회

74th Locarno FF.

1965년 출생. 서울대학교 서양화과 및

he taught at the Dongguk Graduate

영화과에서 영화 촬영을 전공했다.

Cast Ruth Schwegler Producer Filippo Bonacci Screenwriter Jumana Issa,

전승일 Chon Seung-il

Jeonju IFF Animation Biennale and

1990년 플라빌 출생. 취리히 예술대학

Best Swiss Newcomer Awar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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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 Seo Byung-gyu, Ma Im-soon, Chae Bong-hwa, Lee Yong-duk
Producer Chon Seung-il Screenwriter Chon Seung-il

Cinematographer Chon Seung-il Music Won il Editor Chon Seung-il
Sound Won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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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공의 시간
Life Is a Particle Time Is a Wave

그곳에서 만나요
Meet You at the Light

USA | 2021 | 10min | DCP | B&W | Animation | Korean Premiere

Canada | 2021 | 6min | DCP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시계공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견디고자 고독한 생활 속에서 반복적 행동으로
하릴없이 시간을 보낸다. 수리가 필요한 오래된 시계처럼 자신도 고장 난 것만 같아
그는 영혼과 몸을 고칠 방법을 찾아 헤맨다. 초침처럼 다가오는 죽음에 앞서 시간의
썰물에서 한 걸음 떨어져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In an attempt to ease his sadness, a widowed watchmaker spends his
remaining days in solitude, distracting himself with repetitive activities
to pass the time. Broken, like the old watches he repairs, he searches
for ways to mend his soul and body, looking for meaning and respite in
the ebb of time that remains, as his own death nears with every tick of
the clock.

다니엘 즈베레프 Daniel Zvereff

1세대 미국인인 다니엘의 가족은 한 세대
동안 중국에서 망명생활을 한 뒤 1951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오리건에서 자라 뉴욕
브루클린에서 감독,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터로 일하고 있다. ‘시계공의

시간’(2022), ‘골드피시’(2019) 등을
연출했다.

Daniel is a first-generation American,
whose Russian family emigrated to

the USA in 1951 after a generation of

stateless exile in China. He was raised

‘그곳에서 만나요’는 남아시아 이민자 가정의 딸과 당뇨병을 앓는 아빠 사이의
풍요롭고 섬세한 일상을 엿보게 한다. 그는 집안의 장녀이자 간병인으로서 느끼는
부담과 무게를 고귀하고도 영예로운 훈장처럼 짊어진다. 아빠의 정신적, 신체적,
정서적 안녕을 도모하는 일이 고될지라도.
Meet You at the Light offers a glimpse into the rich and tender dayto-day relationship between a daughter and her diabetic dad, within
an immigrant South Asian household. As the eldest child and primary
caregiver to her ailing father, she wears this badge with nobility and
honour despite how challenging it may be to navigate her father’s
mental, physical, and emotional well-being.

in Oregon and now works in Brookl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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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파라 Alexander Farah

아프가니스탄계 캐나다인 감독이자 편집자.
파라의 편집 작업은 베를린국제영화제,
클레르몽페랑단편영화제,

팜스프링스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베를린 광고상, 영국 뮤직비디오상

수상후보에 올랐다. 그의 첫 단편영화
‘사하르’는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최근 연출한 프로젝트는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영화제에서

최우수 뮤직비디오 부문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Alexander is an Afghan-Canadian

NY, as a director, illustrator, and

director and editor. His editorial

animator. He directed Life Is a Particle

work has been screened at Berlinale,
TIFF, Telluride, Clermont-Ferrand,

Time Is a Wave(2022), Goldfish(2019),
and Okay Kaya: Emulate(2018).

and Palm Springs as well as scoring
nominations for the Prism Prize,

Berlin Commercial Awards, and the

UK Music Video Awards. Alex’s debut

directorial short film Sahar premiered
at TIFF, and his most recently-

directed project won the Grand
Producer Daniel Zvereff Screenwriter Daniel Zvereff

Cinematographer Daniel Zvereff Music Sami Jano Editor Daniel Zvereff
Sound Sami Jano

Cast Ishaval Gill, Kamaldevinder Gill, Harinder Saini, Balinder Johal,
Shrey Vyas Producer Shyam Valera, Kashif Pasta

Screenwriter Alexander Farah Cinematographer Farhad Ghaderi

Music Desireé Dawson Editor Alexander Farah Sound Eugenio Battaglia

Jury Prize for Best Music Video at
SXSW(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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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노래
The Mountains Sing

음악은 나의 피난처
Music Is My Refuge

China | 2021 | 40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Senegal | 2022 | 29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종종 부족의 사원이나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남성과 여성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의
노래에 즉흥적으로 화답하는 중국 좡족의 전통 의식 ‘Hawfwen’은 그 인기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카메라는 산과 도시를 가로지르며 ‘Hawfwen’의 흔적과 메아리를
따라 매혹적인 소리와 다양한 사람들과 조우한다.
The Hawfwen, a traditional gathering where the Zhuang people sing
folk songs, is losing its popularity. It often takes place around the
clan temples or under the old village trees, where singers are divided
into male and female groups, who improvise their lyrics to sing in
correspondence with one another. While attempting to trace the broken
echo of the Hawfwen, the camera travels along with the antiphonal
singing of Zhuang people across the mountains and cities and
encounters a fascinating diversity of singers and gatherings.

양 샤오 Yang Xiao

‘서스펜디드 스텝’(2013), ‘댄싱 투게더’
(2015), ‘크로니컬 오브 두리안’(2017)

등을 연출했다. 그의 작품은 파리, 워싱턴,

부산, 델리, 하노이, 베이징, 상하이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Yang Xiao’s works include The

‘레이디 낸시’로 알려진 마리아마 니아스는 음악 애호가인 부모님과 함께 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 이후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가는 삶에서 음악으로 힘을 얻고
기쁨을 찾는다.
Initiated from an early age by her parents who were great music lovers,
Mariama Niass ‘Lady Nancy’ was able to find the strength and the joy of
living while being a wife and mother through music.

Suspended Step(2013), Dancing

Together(2015), and Chronicl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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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르노 세이두 누로 시

Thierno Seydou Nouro Sy

1985년 다카르 출생. 10여년간 배우로
활동했으며 이제 감독 경력에 전념하고
있다. ‘음악은 나의 피난처’(2022),

‘그레인스 오브 샌드’(2021), ‘시그니처

투 이그지스트’(2019)는 다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Born in 1985 in Dakar. An actor for

Durian(2017). His works have been

about ten years, Thierno Seydou

exhibited in several international film

Nouro Sy now devotes himself to

festivals in Paris, Washington, Busan,

directing, after having been also

Delhi, Hanoi, Beijing, Shanghai, and

assistant director on many films.

more.

His works including Music Is My

Refuge(2022), Grains of Sand(2021),
and A Signature to Exist(2019)

screened at many film festivals.

Cast Qin Nambia Producer Yang Xiao, Chen Sisi Screenwriter Yang Xiao
Cinematographer Yang Xiao Music Chen Sisi Editor Yang Xiao
Sound Chen Sisi

Cast Mariama Niass, Doudou Fall Producer Thierno Seydou Nouro Sy

Screenwriter Thierno Seydou Nouro Sy Cinematographer Daouda Konate
Music Elage Diouf Editor Thierno Seydou Nouro Sy Sound Abdourahmane
Boye, Yankhouba Ndi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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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라다크
My Ladakh

네버 네버 랜드
NEVER NEVER LAND

India | 2021 | 15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Korea | 2021 | 12min | DCP | Color | Fiction

인도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과 멋진 풍광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지역이다.
영화는 이전에 랩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던 라다크의 신예 래퍼들의 삶을 탐구한다.
이 음악 다큐멘터리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래퍼들의 내면 투쟁에 대한 견해를 그들의
저항시를 통해 그려낸다.
Ladakh is a beautiful region in India surrounded by Himalayas and
beautiful landscapes. The film explores the mind of the young upcoming
rappers of Ladakh, where the rap culture has not existed. In this
musical documentary, we get to see their views on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as well as their inner struggles through their raps or what
they call “protest poetry”.

카르티키 다스 Kartikey Das

사진작가에서 촬영감독으로 전향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 한 프레임에
담기에는 무리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영화 예술과 비주얼 스토리텔링을 공부
중이다.

A photographer turned

cinematographer. He shifted towards
cinematography because he realized
that there’s only so much of a story

무용 콩쿠르를 앞둔 영민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의사는 청각
손상이 시작되었다면서 큰 병원에 가길 권하고, 영민은 3년간 준비한 콩쿠르에
나가지 못하게 될까 봐 불안하다.
With a dance contest coming up, Young-min is suddenly unable to hear.
The doctor says damage to his hearing has begun and recommends
to go to bigger hospital. Young-min is worried that he won’t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contest that he’s been preparing for over the past 3
years.

you can fit in a single frame and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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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재 Hur Jung-jae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졸업.

데뷔작 ‘독나비’(2009)를 시작으로

‘밝은 미래’(2017)는 부산국제영화제,
서울독립영화제, 미쟝센단편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네버 네버 랜드’(2021)로
제5회 천안춤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Graduated from Dongguk Graduate

School of Digital Image and Contents.
His debut film was Poisonous

had so much more to tell. He is a

Butterfly(2009) while Bright

filmmaking student currently studying

Future(2017) was invited to the Busan

the art of cinema and storytelling

IFF, the Seoul Independent FF, and

visually.

the Mise-en-Scène Short FF and won
the Grand Prize the 5th Cheon An
Dance FF for NEVER NEVER LAND.

Producer Auroville Film Institute, Jigmet Namgyal Screenwriter Kartikey Das,

Cast Kim Young-min, Jang Dae-wook, Son Eun-min

Sound Kartikey Das

Music Yoon Hee-sub Editor Hur Jung-jae Sound Hur Jung-jae, Choi Soo-young

Nitten Sharma Cinematographer Kartikey Das Editor Kartikey Das

Screenwriter Hur Jung-jae Cinematographer Kim So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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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는 아냐
Not Quite Quarantine

빌뉴스의 시간
Once upon a Vilnius

USA | 2022 | 10min | DCP | Color | Fiction

Lithuania | 2021 | 24min | DCP | B&W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2020년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이 끝나 버린 삶을
묘사한다. 감독은 영화에서 세상과 격리된 채로 2021년 여름을 보내며, 세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때 자신이 ‘’딱히 격리는 아닌” 상태로 남겨진 것 같다고
느낀다. 영화는 나를 제외한 모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느끼는 공포감을 음악과
코미디를 통해 토로한다.
This video is a representation of my life in 2020 after my senior year
of high school ended abruptly to the coronavirus. In the video I stay
isolated during the summer of 2021 when the rest of the world tries
to move on, leaving me in my self-described “not quite quarantine”.
Through music and comedy, Not Quite Quarantine displays the effects
of the fear of moving on, when the rest of the world does.

줄리앙 리 Julian Lee

학생이자 영화감독. 중학생 때부터 영화를
만들었으며 그중 일부는 리의 채널인

퍼플 후디 프로덕션에 업로드 되어 있다.

대부분의 작업에서 편집, 촬영, 연기를 통해
영화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Julian Lee is a student and filmmaker.
He’s been making films since his

middle school years and uploads

some of his projects to his channel,

유명한 역사 유적으로 잘 알려진 특색있는 도시 빌뉴스는 지금 막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는 카메라로 그 변화의 모습들을 모아 담았다. 이 영화는 망각의 뒤편으로
사라진 역사와 앞으로 이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Vilnius is a city of notable historical heritage and unique character
currently undergoing considerable changes. Some of the life fragments
our camera has recorded are no more. The film, therefore, is a testimony
to that which has faded into oblivion, and a glimpse into what is to
come.

Purple Hoodie Productions. He

145

에이트비다스 도슈쿠스 Eitvydas Doškus
각본가, 감독, 촬영감독이며 리투아니아
영화감독조합과 리투아니아 촬영감독

조합의 회원이다. 30편이 넘는 영화의

촬영 감독을 맡았고 그중 ‘피스 투 어스
인 아워 드림스’, ‘황혼에서’는

칸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빌뉴스의

시간’은 감독으로서의 첫 연출작이다.
Scriptwriter, director, and

cinematographer Eitvydas Doškus is a
member of the Lithuanian Filmmakers

edits, films, and acts in a lot of his

Union and the Lithuanian Association

productions and brings life to his

of Cinematographers. His filmography

creations.

in cinematography area consists of

more than 30 titles including several
films by Šarunas Bartas Frost, Peace
to Us in Our Dreams, At Dusk, all

premiered at Cannes Film Festival.

Once upon A Vilnius is his debut as a
film director.

Cast Julian Lee, Raven Lee Producer Julian Lee Screenwriter Julian Lee

Cinematographer Raven Lee, Julian Lee Music McQontheBeat, SharruM,
Julian Lee Editor Julian Lee Sound SharruM, Julian Lee

Producer Dagnė Vildžiūnaitė Screenwriter Eitvydas Doškus

Cinematographer Eitvydas Doškus Music Vygintas Kisevičius, Paulius
Kilbauskas Editor Ignė Narbutaitė, Eitvydas Doškus
Sound Vygintas Kisevičius, Paulius Kilbausk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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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미
Remember Me

상고마
Sangoma

Germany | 2021 | 34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

Brazil | 2021 | 8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Asian Premiere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남긴 유산에 대한 다큐멘터리이자 무용
영화로 기억이 어떻게 문화로 기록되는지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
중국 아티스트 젱쳉강은 이색적인 청동 조각상으로 독일의
사회이론가, 직물 사업가이자 혁명가였던 엥겔스를 묘사한다.
우리에게 의미있는 집합적 기억이란 어떤 형태와 상징으로
이루어지는가? 우리는 왜 아직도 엥겔스를 추억하는가?
Documentary and dance film on the legacy of Friedrich
Engels and the discussion of the culture of memory.
The larger-than-life bronze statue by the Chinese artist
Zeng Chenggang depicts the German social theorist,
textile entrepreneur, and revolutionary Friedrich Engels.
Which forms and symbols of collective memory are
significant for us today? Why should we still remember
Engels?

커스틴 함부르크 Kerstin Hamburg

디자이너, 프로듀서, 페스티벌 디렉터. 무용 및 공연 예술

분야에서 영화, 설치, 뉴미디어 아트를 지원하고 제작하는
부퍼탈 탄츠라우셴(Tanzrauschen)의 창립 멤버이자
의장이다.

A designer, producer, festival director. She is a

chairman of the Tanzrauschen in Wuppertal, which

시와 춤, 음악을 통해 한 무리의 브라질 흑인 여성들이 그들 혈통의 연결고리를
찾고자 하며 정착의 역사에서 비롯된 아픔을 치유한다.
Through poetry, dance, and music, a group of Brazilian black women
connects with their ancestry and seeks to heal the history that brought
them here.

아프리카-브라질 춤과 서아프리카 지역의

미카엘 바우덴바흐커는 소통과 미디어에 중점을 둔 기술 지원

춤에 주목한다. 브라질인과 흑인, 원주민

디자이너로 경력을 시작했다. 다수의 다큐멘터리와 설치영상,

집단의 창의적이고 지적이면서 예술적인

단편 영화를 기획, 제작했으며 각종 사회문화기관의 사진 및

잠재력을 조명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영상 프로젝트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했다.

논의한다.

A cameraman and filmmaker. He produces

Body’s Legacies is a collective

documentaries, video installations, short films and is

formed by Aline Fernandes, Nathalia
Freitas, Talita Lima, and Terená

Kanouté, centered on Afro-diasporic
dances, especially Afro-Brazilians

and West African dances, additionally

호주에서 가장 높이 평가되는 댄스 아티스트들 중 한 명인

Music Kerstin Hamburg, Michael Baudenbacher, Paul White

Editor Michael Baudenbacher Sound Michael Baudenbacher

receiving a strong influence from

그는 베를린과 스페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안무가

capoeira and other Brazilian popular

A freelance choreographer and dancer based in

Cast Aline Fernandes, Nathalia Freitas, Talita Araujo, Terená Kanouté

regarded dance artists from Australia.

Cinematographer & Music Aline Fernandes, Nathalia Freitas, Talita Araujo,

Berlin and Spain, who is one of the most highly

Talita Araujo, Terená Kanouté

유명한 무용 형식에 크게 영향을 받은

미카엘 바우덴바흐커 Michael Baudenbacher

폴 화이트 Paul White

Cinematographer Michael Baudenbacher, Paul White

Aline Fernandes, Nathalia Freitas,

두고 있다. 카포에라를 포함한 브라질의

several socio-cultural institutions.

Screenwriter Kerstin Hamburg, Michael Baudenbacher, Paul White

탈리타 아라우주, 테레나 카누트

아프리카계 디아스포라릭 댄스에 중점을

and new media art in the field of performing arts.

겸 댄서이다.

알린 페르난데스, 나탈리아 프레이타스,

4명으로 이루어진 Body’s Legacies는

supports, produces and represents films, installations

also an artistic director for video, photo projects of

Cast Paul White Producer Kerstin Ham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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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Aline Fernandes Screenwriter Luiza Calagian

Terená Kanouté Editor Luiza Calagian Sound Ayrton Paul

manifestations. We seek to bring forth
the dignity of the Brazilian, black,

indigenous body-one that was hidden
by showing its creative, intellectual,
and aesthetic po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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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노래
Song to Be Remembered

현재진행형
The Stage

Korea | 2022 | 5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Korea | 2021 | 9min | DCP | B&W | Fiction

2014년 3월, 홍대에서는 성기완, 씨없는 수박 김대중, 갤럭시 익스프레스, 구남과
여라이딩스텔라 등 많은 음악인들이 제주 4.3 당시 불리던 노래들을 복기했다. 이
곡은 제주 4.3 생존자 김민주 할아버지의 노래를 백현진과 故방준석이 다시 불렀다.
이 짧은 다큐멘터리에 제주 4.3 사건 이야기와 그 시대에 음악을 만들었던 음악인의
마음을 담았다.
In March, 2014, numerous musicians including Seong Gi-wan, Seedless
Watermelon Kim Dae Jung, Galaxy Express, Goonamguayeoridingstella
restored the songs that were sung around the time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The songs by Kim Minju, a survivor of the Jeju April 3rd
Uprising, was sung by Bek Hyunjin and the late Bang Jun-seok. This
short documentary contains the story of the April 3rd Uprising and the
souls of the musicians who made music in that era.

윤솔지 Yoon Solji

홍대 록밴드를 취재한 자료를 정리하다
첫 다큐멘터리 ‘내 마음에 록스타를

깔고’를 만들었다. 이후 세월호 관련 음악
다큐멘터리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

‘엄마 나예요, 아들’을 만들었다. 8년이나

묵혀뒀던 두 가지 이야기를 풀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사월의 노래’를 제작하고, ‘없는
노래’를 연출했다.

무대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 돈에 치이고, 부모의 반대에
치이고, 스스로의 부족함에 매번 번뇌하지만 여전히 무대를 벗어날 수 없다.
It’s a story of a man, who keeps finding his way back to the stage again
and again. Life knocks him down. He struggles with money. His parents
aren’t supportive. He thinks he’s not good enough. Maybe he needs to
stop. Yet, he keeps coming back. Maybe he’s a fool. Maybe he’s stuck in
a loop. But he can’t step off the stage no matter what.

Made her first documentary Broken

her footages of Hongdae rock bands.

She followed up to make Bucket List of
a 17 Year Old, and Mom, It’s Me, Your
about the Sewol Ferry disaster. She
produced Song of April and made
Song to Be Remembered that she
wanted to tell for 8 years.

Cast Bang Jun-seok, Bek Hyunjin Producer Sung Kiwan, Ha Yoonsu,

Park Huijoo, Jung Jinsub Cinematographer Kang Minseok Music Kim Minju,

Cast Jeong Pyeong Producer Moon Geun-young

Jang Deokjin

Music Yolk Editor Moon Sekyung Sound Yolk

Bang Jun-seok, Bek Hyunjin Editor Kang Minseok Sound Baek Jongeun,

문근영 Moon Geun-young

문근영은 대한민국 여배우다. 다른

아티스트들처럼 배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창조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Moon Geun-young is an actress in

South Korea. She wants to show that
actors can write, create, and express

their own stories, just like other types
of artists.

Right After Valentine while organizing

Son which are music documentaries

Hwang Yongwoon Screenwriter Ko Jaesung, Kim Taeryung, Jung Woo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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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writer Moon Geun-young, Jeong Pyeong Cinematographer Hong Il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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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속에 머물러
Stay in the Light

스테이크하우스
Steakhouse

Brazil | 2021 | 21min | DCP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Slovenia, France, Germany | 2021 | 10min | DCP | Color | Animation

슬럼가에 사는 세 형제의 꿈은 음악을 하는 것이지만 생존을 위해 맞닥뜨리는
역경들 앞에 이 꿈은 버거워진다. 이들은 서로 다른 음악적 리듬으로 살아간다.
형제는 삼바, 랩, 펑크의 리듬을 배경 삼아 삶을 엮어 나간다.
Three brothers living in the slums dream of living off music, but the
difficulties they face to survive to make their dreams seem impossible.
Each brother lives a different musical rhythm. Samba, rap, and funk are
the soundtracks that weave the narrative.

다비드 알베스 다 실바

David Alves da Silva

상파울로 외곽 출신의 신인 감독. 알베즈는
상파울로 길거리의 혹독한 현실을 다룬

단편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다.

David Alves is a debuting director

며칠 재워둔 스테이크, 달궈진 팬. 프랑크의 배가 요동친다. 하지만 리사의 동료들이
그녀를 위한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과연 그녀는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
The steak has been marinating for a few days now. The pan is heated.
Franc’s stomach is rumbling. But Liza’s co-workers surprise her with a
birthday party. Will she be home on time?

who came from the outskirt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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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펠라 차데스 Špela Čadež

2008년부터 독립 애니메이션 감독이자
제작자로 일했다. 전통적 아날로그

방식의 애니메이션 제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의 작품 ‘볼레스’(2013)는
DOK라이프치히에서 그랑프리를,

바야돌리드 IFF에서 골든스파이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나이트호크’(2016)는

São Paulo. He was one of the first

홀란드애니메이션영화제와 애니마페스트

students at Oficinas Kinoforum, an

자그레브에서 수상, 클레르몽페랑

organization that teaches people

단편영화제와 선댄스영화제에 초청되는 등

from the periphery about the art of

총 100회 이상의 수상 기록을 세웠다.

cinema. Since then, David has helped

As an independent animation director

his community with short films and

and producer since 2008, she is

documentaries that show the harsh

mainly interested in hands-on analog

realities of the streets of São Paulo.

traditional animation. Her films have
received more than 100 awards

worldwide including Boles(2013),

received a Grand Prix at DOK Leipzig,
Golden Spike at Valladolid IFF, and
nominated for the Cartoon d’Or,

Nighthawk(2016) awarded main
prizes at Holland Animation FF,

Animafest Zagreb, and screened

in Clermont-Ferrand, Annecy, and

Cast Julio Silverio, Jonatas Petroleo, Wendel Alves Producer Joao Buk
Screenwriter David Alves, André Prata, Pasquale Galatro

Cinematographer André Prata Music Triade CPF, Rafael Monteiro,
Rafael Ghertman Editor Andre Prata Sound Rafael Ghertaman

Producer Tina Smrekar, Špela Čadež Screenwriter Gregor ZORC

Music Tomaž Grom, Olfamož Editor Iva Kraljević Sound Johanna Wienert

Sun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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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펫 이중주
A Story for 2 Trumpets

거리의 시인
Street Poet

France | 2021 | 6min | DCP | Color, B&W | Animation | Korean Premiere

Kazakhstan | 2021 | 30min | DCP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모든 것은 눈물 어린 연인의 말다툼으로부터 시작한다. 어린 소녀를 감싸고 있는
붕대 안으로 들어가 정신적이고 액체적인 이미지를 탐색한다. 이 이미지 안에서
거위가 아기에게 리코더를 가르치고 있다. 아기는 음악과 함께 자라서 소녀가
되고, 연주를 완벽하게 해낸다. 우리는 소녀의 진화, 변신과 창조에 이르는 길을
뒤쫓아간다.
It all begins with a lover’s quarrel, with tears. We enter the interior of
a bandage on a young girl, a kind of mental and liquid image. Inside
this image, a goose is teaching a baby the recorder. In music, the
child grows up and becomes a little girl. The girl perfects her learning,
even devouring her teacher. We follow her in her evolutions, her
metamorphoses, and her creations.

아망딘 마이어 Amandine Meyer

프랑스 아티스트인 아망딘 마이어는
2004년부터 공동제작 팬진과 자체

출판에 힘쓰고 있다. 마이어는 ION, Solo
ma non troppo, Kaugummi books,
F-L-T-M-S-T-P-C 등의 매체에서

저서를 발표했다. 그는 자신의 세계관을

전통 시인인 아버지와 래퍼인 아들 사이의 극명한 대비는 곧 우정 가득한
이야기로 이어진다.
The film narrates that the contradiction between a father who is a
traditional poet, and a son who is a rapper is resolved into a story of
friendship.

창조하는 데 드로잉, 도자기 공예, 에칭을

삼가르 라킴 Samgar Rakym

1994년 중국 신장지구 출생. 2013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여 카자흐스탄 국립
예술 아카데미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Born in Xin Jiang China, in 1994. He
immigrated to Kazakhstan in 2013
and studied Film at the Kazakh
National Academy of Arts.

활용하며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하는 것을

좋아한다. ‘트럼펫 이중주’는 첫 애니메이션
연출작이다.

French artist, Amandine Meyer

contributes to collective fanzines and
self-publishes since 2004. She has
released books through ION, Solo

ma non troppo, Kaugummi books,

F-L-T-M-S-T-P-C. Drawing, ceramic,
and etching are the practical tools

with which she builds her universe.
She also enjoys working with other

artists. With A Story for 2 Trumpets,
Amandine signs her first film as an
animated film director.

Cast Bauyrjan Ordin, Azat Jumadil Screenwriter Samgar Rakym
Music Chapelier Fou Editor Thomas Hardouin Sound Matthieu Canagu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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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matographer Jandos Jobalai Music Ushqyn Jamalbek Editor Turan Mural
Sound Sanjar Murat, Aqtolqyn Badj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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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아침
Sunday Morning

테크노 마마
Techno, Mama

Brazil | 2021 | 25min | DCP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Lithuania | 2021 | 18min | DCP | Color | Fiction

젊은 피아니스트 가브리엘라는 중요한 첫 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오는 꿈을 꾼 뒤 가브리엘라는 몹시 불안정해진다. 하루 동안 온갖
기이한 사건들을 차례로 겪은 가브리엘라는 어머니를 용서하고 자신의 기억과도
화해하는 여정에 오른다.
Gabriela is a young pianist who will perform at her first major recital.
However, a dream about her dead mother destabilizes Gabriela’s mind
and heart, putting her presentation at risk. From a series of strange
encounters over a day, Gabriela will go on a journey of reconciliation
with her memories and her mother.

브루노 리베이로 Bruno Ribeiro
리스본다큐멘터리영화제,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등에서 상영된 다수의 단편영화의 각본과
편집, 감독을 맡았다. 단편 ‘일요일

아침’(2022)은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했다. 토리노 필름 랩 등의

대본 연구소와 마켓 행사에 참여한 첫 장편

테크노 음악을 사랑하는 니키타는 베를린의 유명한 클럽 베르가인에 가 보는 것이
꿈이다. 엄마 이리나는 아들의 꿈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고, 곧 두 사람의 기대는
서로 충돌하게 된다.
Nikita loves to listen to techno music and dreams to go to Berlin and
visit the famous club Berghain. His mother Irena doesn’t know about his
son’s dreams and soon enough their mutual expectations will clash.

영화인 ‘지온’을 제작하고 있다.

사울리우스 바라딘스카스
Saulius Baradinskas

리투아니아 빌니우스 출신의 수상 경력이

있는 감독이다. 2019년에 연출한 첫 단편

영화 ‘골든 미닛’은 40개가 넘는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2020년
제70회 베를린국제영화제의 베를리날레
탤런트 부문에 선정되었다.

An award-winning film director from

Bruno wrote, directed, and edited

Vilnius, Lithuania, Saulius is noticed

short films screened at festivals

for directing music videos that have

including Doclisboa, Rotterdam, and

already gotten recognition in the

Berlinale. His latest short Sunday

Baltic states. In 2019 his debut short

Morning(2022) won the Silver Bear at

film Golden Minutes won various

Berlinale. Recently, he is developing

awards and was shown in more than

Zion, his first feature film, which has

40 film festivals. In 2020 Saulius

participated in script laboratories and

was selected as one of the Berlinale

market events such as Torino Film

Talents at the 70th Berlinale.

Lab, BrLab, CineMundi, and Ventana
Sur.

Cast Raquel Paixão Producer Laís Diel Screenwriter Bruno Ribeiro, Tuanny

Cast Motiejus Aškelovičius, Neringa Varnelytė Producer Viktorija Seniut

Editor Vinícius Silva Sound Gustavo Andrade

Music Rob Meyer Editor Karolis Labutis Sound Andrius Kriščiūnas

Medeiros Cinematographer Wilssa Esser Music Bernardo Uze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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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eenwriter Saulius Baradinskas Cinematographer Vytautas Katk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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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에게
To My Unnie

바그너의 지옥, 33분
The Vagner Cunha’s Inferno, in 33 Minutes

Korea | 2022 | 20min | DCP | Color | Fiction

Brazil | 2021 | 33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가족이라는 모호한 울타리로 묶인 특별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 음악과 흡연에 취해
자유롭게 살던 연우는 피멍이 든 채 찾아온 어린 동생 다온으로 인해 애써 외면하던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 실제 뮤지션이자 언니 역으로 분한 임해리가 음악 감독을
맡으며 직접 엔딩곡을 만들고 불렀다.
“Unnie” is a Korean word used by females for addressing an elder sister.
Yeon is a free spirit basking in music and smoking. When her little sister
Daon comes her way with bruises all over, Yeon must face what she had
tried to look away from.

김신호산 Kimshin Ho-san

1998년생. 유년시절에 미국과

이탈리아에서 생활하며 카메라를 소통 도구
삼았다. 고등학생 때 친구들과 제작한 영상
‘Motivation’(2016)이 제 16회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 대전에서 광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학에서 영상을 전공하고 현재

창조는 가장 불손한 아티스트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은 끝나지 않고 중단될
뿐이다. 그리고 작곡가 바그너 쿤하는 33분 간 이 지옥에서 살고 있다.
Creation is a necessity for the most irreverent artists, and its process
never ends, it is only interrupted. And for 33 minutes, composer Vagner
Cunha lives in this hell.

뮤직비디오와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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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안 퀸타스 Juan Quintáns

코루냐 영화학교에서 사운드를 전공한
스페인 출신 감독. TV 시리즈, 광고,

영화 등에서 사운드 테크니션 및 사운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영화를 연출하기 시작한 그는 ‘No

Amor’(2017), ‘Arte Flamenca pasión
Brasileira’(2016), ‘The Piper Who

장르를 불문한 영상 작업을 진행 중이다.

Arrived by Caravel’(2021) 등으로 여러

Born in 1998. She spent her childhood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in USA and Italy where a camera

A Spanish filmmaker, who studied

became her means of communication.

at Escuela de Cine de A Coruña,

After she had settled in Korea, she

specialized in sound. He works as a

began to make stories with her

sound technician & sound designer

camera. She majored in video media

on several TV series, publicity and

in college and she is working in

cinema. In Brazil, he began to direct

various fields including music videos,

the films, and some of his works,

short films, and non-fiction.

No Amor(2017), Arte Flamenca

pasión Brasileira(2016), and The

Piper Who Arrived by Caravel(2021)
were selected and won awards at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Cast Im Harry, Kang Yoon-hyeon Producer Lee Chae-hong

Cast Vagner Cunha Producer Isadora Aquini, Juan Quintáns

Editor Kimshin Ho-san Sound Hong Cho-sun

Cunha Editor Juan Quintáns Sound Juan Quintáns

Screenwriter Kimshin Ho-san Cinematographer Kim Ju-hwan Music Im Harry

Screenwriter Juan Quintáns Cinematographer Pedro Bonin Music Va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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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운드&비전

Sound & Vision

욕망
Wet
France | 2021 | 6min | DCP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황홀한 마사지. 여성은 안마사를 유혹한다. 온열 치료를 위한
다른 방들. 유혹의 게임은 행해지고, 감각과 살덩어리 그리고
증기의 미로는 서로를 다시 만나도록 이끈다.
During a thrilling massage, a lady is going to seduce
her masseur. Through different rooms of a thermal
cure, a seduction game would take place. A maze
of sensation, flesh, and steam leads them to meet
again.

마리안느 베르그노 Marianne Bergeonneau

기이한 세상과 독특한 캐릭터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하고 싶다.

I’d like to pursue creating and sculpting strange worlds and
characters.

로리안느 몽페르 Lauriane Montpert

시네마토그래피에 대한 나의 진정한 열정을 발견한 후 애니메이션과
실사영화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

After I discover my true passion for photography in cinema,
I pursue animation and live-action cinema together.
밀리나 멍동 Mélina Mandon

스토리 속의 캐릭터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3D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었고 리깅과 애니메이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I turned up to 3D animation, specializing in rigging and

animation, so I can bring to life the characters of the stories.
클로이 페흐브휜 Cloé Peyrebrune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과 프로덕션 매니지먼트 능력 간의 균형을
이룬 것 같다.

I reached the balance between my passion for animation
Producer Marianne Bergeonneau, Lauriane Montpert,

and my capacity for production management.

Mélina Mandon, Cloé Peyrebrune, Elvira Taussac

엘비라 또싹 Elvira Taussac

Esperet Editor Marianne Bergeonneau Sound Marianne

Thanks to animation, I realized I wanted to convey

Screenwriter Marianne Bergeonneau Music Jérémie
Bergeonneau, Mélina Mandon

애니메이션 덕분에 움직임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 싶다.
emotions through movement.

이미지와 사운드의 본질을 탐구하며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섹션이다. 올해
사운드&비전 섹션에서는 ‘리와인드 & 플레이’, ‘피아노 프리즘’, ‘네온 팬텀’, ‘기다림’, ‘소니아와 샹탈’ 등
2편의 장편과 3편의 단편이 상영된다. ‘리와인드&플레이’는 음악 천재에 대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미디어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재즈 아티스트 텔로니우스 몽크를 재현한
작품이다. 배리어프리용 내레이션마저도 영화의 중요한 미학적 요소로 활용한 독창적인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 ‘피아노 프리즘’은 사운드&비전의 취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수작이다. 이외 3편의 단편 역시
전통적인 영화 내러티브의 관습을 넘어서 시네마의 경계를 확장하는 도전적인 작품들이다.
Sound & Vision explores the nature of images & sounds and ask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what is a film?” This year it introduces 2 feature films and 3 short films including
Rewind & Play, Piano Prism, Neon Phantom, Full Memory, and Son Chant. Rewind &
Play is a representation of jazz artist Telonius Monk, who reconstructs his story with his
own voice against the media that reproduces stereotypes about this music genius. The
original audio-visual performance Piano Prism, which even uses barrier-free narration
as an important aesthetic element of the film, is a masterpiece that skillfully shows the
purpose of the section Sound & Vision. The other three shorts are also challenging and
extending the boundaries of Cinema beyond the convention of traditional film nar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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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 프리즘
Piano Prism

리와인드 & 플레이
Rewind & Play

Korea | 2021 | 91min | DCP | Color | Documentary

France, Germany | 2022 | 65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파도 치는 소리가 눈에 보이게, 일렁이는 윤슬이 귀에 들리게 할 수 있을까? 한때
화가였고, 오래 영화를 만들었으며, 지금은 피아노 앞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오재형은 영상과 퍼포먼스가 접목된 연주로 이를 실현해 보려 한다. 그가 꺼내는
도구는 낭독, 사진, 애니메이션 등으로 다채롭다. 그의 문제의식이 닿는 곳도
광화문, 제주, 광주로 여럿이다. 건반에서 나온 선율은 흩어지지만 손가락으로
비는 평화는 영화에 스며든다. 모든 한국어 사용자를 위해 화면 해설과 음향 자막을
추가한 배리어프리 작품. (남선우)
Can the sound of the waves be seen and the sunlit ripples be heard? Oh
Jaehyeong, once a painter and a long-time filmmaker who now spends
most of his time with his piano, tries to make it happen with his piano by
combining videos and various performances. The melody from the keys
scatters in the air but the peace his fingers pray for permeates into the
film. The film is available barrier-free with closed captions for all Korean
audience. (Nam Sunwoo)

오재형 Oh Jaehyeong

대학에서는 미술을 전공했다. ‘피아노

프리즘’(2021), ‘블라인드 필름’(2016)
등을 연출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에서 상영한 이력이
있다. 최근에는 영상과 피아노 연주를

결합한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에 집중하고
있다. 에세이 “피아노를 치며 생각한
것들”(원더박스)를 출간했다.

Oh Jaehyeong majored in Painting
at university. Directed films such
as Piano Prism(2021), and Blind
Film(2016). Screened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recent
years, he’s been working on audiovisual performance combined with
video and piano performance.

지독하리만치 순수한 음악가에게, 음악 외의 언어로 말해야만 하는 자리는
고통스럽다. 전설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텔로니어스 몽크에게 유럽 투어 이후의
프랑스 TV쇼 녹화도 그러했다. 영어가 모국어인 몽크와 영어에 서툰 진행자 곁에
통역사는 없다. 뜨문뜨문 문답을 주고받는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과 솔직한
땀방울만이 고여있다. 방송국에서조차 피아노로써 대꾸할 때 가장 편안해보이는
몽크는 낡은 필름 질감 속에서도 선명한 자기 세계를 드러낸다. 1969년에 촬영된
푸티지를 편집해 만든 다큐멘터리로, 현장감 넘치는 화면이 날것의 생생함을
자랑한다. (남선우)
To an awfully true musician, it’s painful to speak in languages other
than music. That’s how it was for the legendary jazz pianist Thelonious
Monk in French TV shows after his European tour. No interpreter stood
between the native English speaker Monk and the show host whose
English wasn’t fluent. Only uncanny tension and honest beads of sweat
stood between the two, as they tried to conduct sparse Q&A. The
documentary is composed of edited footage from 1969, and its raw
vividness brings the scenes into life. (Nam Sun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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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랭 고미 Alain Gomis

프랑스계 세네갈 감독인 알랭

고미는 2002년 프랑스 이민자들의
고충을 다룬 ‘에즈 어 맨’을 연출,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은표범상을 수상한다.
이후 ‘펠리시테’(2017)로 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심사위원상을, 페스파코에서
두 번째 황금종마상을 수상하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세네갈 대표 영화로 선정돼
최우수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랐다.

The Franco-Senegalese filmmaker
made his directorial debut in 2002
with L’Afrance, a film about the

struggles of migrants in France which
won a Silver Leopard at Locarno Film
Festival. His film Félicité(2017) was

shown in competition at Berlinale and
won Grand Jury Prize, a second Gold
Stallion at Fespaco, and represented
Senegal at the Oscars where it was

shortlisted for Best Foreign Language
Film.

Cast Oh Jaehyeong Producer Oh Jaehyeong Cinematographer Oh Jaehyeong
Music Ahn Eunji Editor Oh Jaehyeong

Cast Thelonious Monk Producer Anouk Khelifa, Arnaud Dommerc
Music T.S. Monk Editor Alain Gomis Sound Matthieu Deni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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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
Full Memory

네온 팬텀
Neon Phantom

Luxembourg | 2021 | 13min | DCP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Brazil | 2021 | 20min | DCP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유럽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의 과거에 관한 어두운 진실과
마주한다.
A young man is living a normal life in Europe but he has to face the dark
truth about his past.

아돌프 엘 아쌀 Adolf El Assal

영국 킹스턴 대학에서 영화 연출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된

‘디비전즈’(2008)를 제작했으며, 장편 영화
‘이집트 DJ 사와’(2019)를 연출했다.

Adolf El Assal graduated with a MA in

한 배달부가 오토바이를 갖게 되는 꿈을 품는다. 그는 모든 것이 뮤지컬 영화와 같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A delivery man dreams of having a motorcycle. He was told that
everything would be like a musical film.

Filmmaking from Kingst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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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 마르티넬리
Leonardo Martinelli

파포 데 씨네마에서 선정한 신인 브라질
영화감독 탑10에 선정되었다. 2021년
‘네온 팬텀’으로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최우수국제단편영화 황금표범상을
수상했다.

in the UK. He worked as a producer

Leonardo was listed as one of the Top

on Divizionz(2008) which premiered

10 New Brazilian Filmmakers by Papo

at Berlinale. He completed his latest

de Cinema. In 2021, his film Neon

feature film, Sawah(2019).

Phantom won the Golden Leopard
for Best International Short Film at
Locarno Film Festival.

Cast Dennis Pinheiro, Silvero Pereira Producer Ayssa Yamaguti Norek,
Cast Mazen Haj Kassem Producer Mazen Haj Kassem Screenwriter Mazen Haj
Kassem Cinematographer Nikos Welter Music Sabah Fakhri
Editor Juan Aguilar Sound Michal Gwardys

Leonardo Martinelli, Rafael Teixeira Screenwriter Leonardo Martinelli

Cinematographer Felipe Quintelas Music Ayssa Yamaguti Norek, Carol Maia,
José Miguel Brasil, Leonardo Martinelli Editor Lobo Mauro
Sound Gustavo Andrade, Caio Alva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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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Korean Music Film

소니아와 샹탈
Son Chant
USA | 2020 | 13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지난 10년간 촬영한 미니 DV 영상들을 보았다. 잊고 있었던 샹탈 아커먼과 소니아
위더-아서턴이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 몽파르나스의 레스토랑을 나서는 장면을
발견하고 말았다.” 샹탈 애커먼 감독과 첼리스트 소니아 위더 아서톤의 긴 만남과
애커먼 영화에 소니아의 음악이 쓰였던 과정을 보여준 영화. 실험적인 이미지
배열도 흥미로우며 이미지와 사운드가 일치하기도 하고, 일치하지 않기도 하는 등
영화는 고다르의 사운드와 이미지 결합 실험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목혜정)
“Going through my mini DVs shot over the past decade, I rediscovered
a forgotten night sequence of Chantal Akerman and Sonia WiederAtherton leaving a brasserie where we had dined together in
Montparnasse. This prompted me to focus on Chantal’s sound work in
her films and her very close collaboration with cellist, Sonia WiederAtherton with whom she made more than 20 films. And, since New
York, Paris and Moscow were places the three of us had in common, I
intertwined some of my images with hers.”

Producer On the Fly Editor Ruth Gadish

비비안 오스트로프스키
Vivian Ostrovsky

1980년에 영화 감독으로 데뷔한

비비안 오트로프스키는 자신만의

애니메이션 접근방식, 일기로써의
영화, 편집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실험영화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She became a filmmaker in 1980.

She is also known as an experimental
filmmaker due to her approach to

animation, film as a diary, and the
notion of collage.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한국영상자료원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영화사는 음악영화사다는 잊혀진 한국 음악영화를
발굴하여 동시대 관객에게 소개하고 음악영화의 관점에서 한국영화사를 재기술하는 한국 음악영화 아카이빙
프로젝트이다. 2021년 음악영화와 영화음악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한국 음악영화의 기원과 역사적, 문화적
특수성을 탐구했다면, 올해는 한국 영화산업과 음악산업이 상생을 모색했던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를
“남진”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탐구하고, 남진의 음악영화 ‘고향무정’, ‘가수왕’을 복원하고 상영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유일한 가족밴드인 ‘작은별’ 밴드가 출연하고 아버지 고(故)강문수 감독의 대표작인 ‘작은별’을
특별 복원 상영한다. 로버트 와이즈 감독의 ‘사운드 오브 뮤직’(1965)은 한국의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 불린
‘작은별’과의 상호연관성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세 작품의 복원과 함께 포럼, “JIMFF총서” 발간, 남진과 작은별
가족(자탄풍의 강인봉과 강애리자)의 특별 공연도 함께 준비했다.
Co-hosted by JIMFF and the Korea Film Archive, All About Korean Music Film is a Korean music
film archiving project that discovers forgotten Korean music films, introduces them to current
audiences, and recreates Korean film history in terms of music film. While the concepts of music
film and music in the film were re-defined and the origin and historical, cultural specificity of
Korean music films were explored in 2021, this year we examine the mid-1960s & 1970s, when
the Korean film and music industry sought co-prosperity, through the key word Nam Jin, while
restoring and screening Hometown(1968) and Best Singer(1975). At the same time, the film A
Little Star(1975) starring Korea’s only family band-Little Star-, and directed by the late Gang
Mun-su (both the director and the father of the band), has been restored and will have a special
screening at JIMFF 2022. Director Robert Wise’s The Sound of Music(1965) will give you a sense
of intertextuality with A Little Star which used to be called Korean Sound of Music. Along with
the restoration of the three films, the festival also prepares the forum, the publication of “JIMFF
Library Collection” and the special performances by Nam Jin and the family band, Little Star
(with Gang In-bong from the band Jatanpung and the signer Gang Ael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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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왕
Best Singer

고향무정
Hometown

Korea | 1975 | 105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restored)

Korea | 1968 | 85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restored)

신성일을 스타덤에 올리며 당대 최고의 청춘영화로 등극한 ‘맨발의 청춘’(1964)의
김기덕 감독은 70년대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남진을 주인공으로 ‘가수왕’을 만든다.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중반까지 매년 가수왕에 오르며 승승장구하던
남진의 다양한 면면을 최대한 작품 속에 끌어들인 영화이다. 시골에서 상경한
남준은 최고의 가수가 되지만 친구를 위해 가수왕 자리를 포기한다. 그러나
개과천선한 친구의 양심 고백으로 남준은 가수왕 타이틀과 우정을 되찾고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된다. 화려한 쇼 무대 장면을 통해 남진이 “동양의 엘비스
프레슬리”라 불린 이유를 알려주면서 쇼비즈니스 세계에 대한 관객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영화. (맹수진)
Kim Kee-duk, director of The Barefooted Young(1964) which became
the best youth film of his time by making Shin Sung-il on stardom, also
directed Best Singer starring Nam Jin, the best Korean superstar of the
70s. The film brings the various aspects of Nam Jin, who had been the
top singer every year since the late 1960s to the mid-1970s. The film
satisfies the audience’s curiosity about the show business world by
telling them why Nam Jin was called Elvis Presley in the East through
spectacular stage scenes. (Maeng Soojin)

김기덕 Kim Kee-duk

1934년 출생. 1961년 ‘오인의 해병’으로
감독 데뷔했다. 이후 ‘가정교사’(1963),

‘맨발의 청춘’(1964), ‘말띠신부’(1966),
‘청춘고백’(1968) 등의 청춘물,

‘남과 북’(1965), ‘용사는 살아있다’(1965),
‘124 군부대’(1970) 등의 전쟁물,

‘오늘은 왕’(1966), ‘친정어머니’(1966)
등 가족 멜로드라마를 비롯해 ‘대괴수

용가리’(1967)와 같은 SF 괴수물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연출했다.

Born in 1934. Made his directorial
debut with Five Marines in 1961.

Private Tutor(1963), The Barefooted
Young(1964), Horse-year Bride(1966),
Confessions of Youth(1968), South
and North(1965), Courage is

Alive(1965), Mother(1966) as well

as a sci-fi creature feature titled The
Great Monster Yongary(1967).

1960년대–70년대는 한국 음반산업과 영화산업이 상생을 모색하던 시기이다.
인기를 얻은 대중가요가 영화의 주제가가 되고, 영화 주제가는 음반으로 발매되어
양쪽 산업에서 시너지를 일으키며 흥행을 함께 이끌던 시대이다. ‘고향무정’은
가요계와 영화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오른 남진의 스타성을 십분 활용한다. 남진이
직접 부르는 오기택의 인기가요 ‘고향무정’과 차중락의 ‘사랑의 종말’은 영화 주인공
창훈의 심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매개물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신파적이고
젠더의 관점에서 격세지감을 느낄 법한 요소도 적지 않지만, 당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라는 점을 상기시켜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맹수진)
In the 60s-70s, the Korean industries of music and film were seeking
co-prosperity. Popular songs became the theme titles of films, and they
were released as records, creating synergy in both industries, leading to
success. Hometown fully exploits Nam Jin’s star quality, who has risen
to the top of both music and film industries. The Oh Gi-taek’s popular
song Hometown and Cha Jung-rak’s End of Love sung by Nam Jin
are important intermedia revealing the psychology of the protagonist
Chang-hoon in the film. From the current point of view, there are many
elements that the viewers may feel that it is very tearjerking and think
as if they live in a different world in terms of gender. But the film is
the most transparent mirror representing the social image of the time.
(Maeng Soojin)

Cast Nam Jin, Choi Chong-min, Yun So-ra, Kim Kyung-soo

Cast Moon Hee, Nam Jin, Choi Nam-hyun, Hwang Jung-seun

Cinematographer Lee Suk-kee Music Jeong Min-seob Editor Kim Hee-su

Cinematographer Park Seung-bae Music Lee Bong-jo Editor Kim Hee-su

Producer Kim Yong-deok Screenwriter Lee Jung-heon

Producer Kwak Jeong-hwan Screenwriter Lee Hyu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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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호 Park Jong-ho

1927년 출생. 1957년 ‘아름다운 악녀’의
시나리오를 쓰며 영화계에 입문했고,

2년 뒤 ‘비오는 날의 오후 3시’로 감독

데뷔한다. 이후 ‘그 땅의 연인들’(1963),
‘이거 됩니까 이거 안됩니다’(1964),

‘학사주점’(1964), ‘벽속의 여자’(1969)를
연출하였다.

Born in 1927. Started working in the

film industry by writing the script for

Beautiful Wicked Woman in 1957 and
debuted as a director two years later

with Three o-clock P.M. in a Rainy Day.
Directed Lover of the Earth(1963),
Is It Possible? No Way(1964), The

Bachelor Pub(1964), and A Woman in
the Wall(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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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별
A Little Star

사운드 오브 뮤직
The Sound of Music

Korea | 1975 | 104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restored)

USA | 1965 | 185min (incl. 10min intermission) | DCP | Color | Fiction

“이 영화는 세계 영화 사상 처음으로 한 가족인 7남매와 그 부모가 실화를 바탕으로
그려낸 삶의 찬가입니다.” 오프닝에 등장하는 이 자막은 영화 ‘작은별’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문장이다. “한국의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 불린 이 영화는 아버지 고
강문수 감독부터 막내 강인봉까지 뮤지션 대가족 ‘작은별’ 멤버들이 총출동한다.
작은별 가족이 부르는 노래와 연주가 시종일관 흘러넘치고 엄마의 병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이라는 한국 영화 특유의 신파적 내러티브는 당시 한국 영화의 정적인
리듬감, 속도와 비교할 때 전반적인 활기와 속도감, 흥겨움은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그 핵심에는 실제 가족 밴드 캐스팅이 줄 수 있는 음악의 힘이 놓여 있다.
(맹수진)
“The film is an anthem of life that 7 siblings and their parents based on
real life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cinema history.” Opening sequence
captions well describe of the film, and the film includes all members of
the musician family band Little Star and is full of their performances.
Although typical melodramatic narrative is also there, but considering
the static, slow pace of films back then, this vivid, exciting film is very
noteworthy. In its core, we find the power of music that only a real
family band can provide. (Maeng Soojin)

강문수 Gang Mun-su

1923년 출생. ‘늙은 광대’(1949)라는
문예영화로 데뷔한 이래 지속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검은 태양’(1955),
‘작은별’(1975), ‘유괴’(1977),

‘레인보우’(1979) 같은 영화를 연출하였고,
‘작은별’은 직접 각본을 쓴 반(半)자전적인
영화다.

Born in 1923. Debuted
with the literary film

Neulgeungwangdae(1949) and

continued to make films. Directed

films such as Black Sun(1955), A Little

음악을 사랑하는 견습 수녀 마리아는 원장 수녀의 권유로 해군 명문 집안 폰 트랩
가의 가정교사가 된다. 마리아는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폰 트랩 가의 일곱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점차 교감하게 되고, 엄격한 폰 트랩 대령 역시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자신이 폰 트랩 대령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아이들의 곁을 떠나 다시 수녀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Maria arrives at the von Trapp villa to discover she’s merely the latest
in a long line of governesses the children have scared away. But, with
her love of life, music, and dance, she quickly wins them over and
is welcomed into the family. The von Trapp’s delicate happiness is
threatened, however, by a burgeoning romance between Maria and the
soon-to-be married Captain, and the rise of the Third Reich in Austria.

Star(1975), Abduction(1977), and

작은 별 | A Little Star

로버트 와이즈 Robert Wise

B급 영화감독으로 시작한 와이즈의

커리어는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수많은
고전을 남겼다. 마지막 극장 개봉작

‘루프탑’(1989)은 그가 80대임에도 여전히

정정한 감독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세밀하게
구성된 이미지, 빈틈없는 편집, 그리고 빠른
속도감 등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카메라를

오래 내려놓지 않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안겨준다.

Wise started as a director with some
B-movies, and his career went on

quickly, and he made many classic
movies. His last theatrical film,

Rainbow(1979), of which A Little Star

Rooftops(1989), proved that he was

was a semi-autobiographical movie

a filmmaker still in full command of

that he wrote the script for.

his craft in his 80s. The carefully

composed images, tight editing, and
unflagging pace make one wish that
Wise had not stayed away from the
camera for very long.

Cast Gang In-bong, Gang Aelija, Gang In-goo, Gang In-gyeong, Gang In-yeop

Cast Julie Andrews, Christopher Plummer, Eleanor Parker

Cinematographer Son Hyeon-chae Music Gang In-bong, Gang Mun-su, Ju

Cinematographer Ted D. McCord Music Richard Rodgers Editor William

Producer Park Chong-chan Screenwriter Gang Mun-su
Yong-suk Editor Hyeon Dong-c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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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Saul Chaplin, Robert Wise Screenwriter Ernest Lehman
Reynolds Sound James Corcoran

영화와 음악

Music in Film, Film in Music

영화의 음악, 음악의 영화.
영화와 음악의 관계를 음미하고 탐구하는 섹션, 영화와 음악은 올해의 큐레이터, 프로그램 어드바이저
마이크 피기스의 셀렉션 - 피기스 픽스 그리고 얼마 전 타계한 음악감독 고(故)방준석 추모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Music in Film, Film in Music is a section that we sense and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film and music. The section consists of subsections of Curator of the Year, the
selection of JIMFF 2022 Program Advisor Mike Figgis - Figgis’ Picks, Remembering the
Artist Bang Jun-seok, memorial screening and concert section for the late film music
director Bang Jun-seok.
—

올해의 큐레이터: 조영욱
Curator of the Year: Cho Young-wuk

—

피기스 픽스
Figgis’ Picks

—

고(故)방준석 추모전
Remembering the Artist Bang Ju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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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큐레이터

Curator of the Year

2022년 올해의 큐레이터는 조영욱 음악감독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영화계의 중심에 등장한
포스트 코리안 뉴웨이브 감독들과 함께 그의 필모그래피는 화려하게 채워진다. 1997년 ‘접속’을
시작으로 ‘조용한 가족’, ‘해피엔드’, ‘공공의 적’, ‘부당거래’,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등 한국
영화사에 기록될 작품들의 음악이 그의 손에서 완성되었다. 그럼에도 조영욱 음악감독이 가장 오래
작업해 온 감독은 역시 박찬욱 감독이다.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시작된 박 감독과의 인연은 올해
칸영화제 수상작인 ‘헤어질 결심’까지 이어졌다. 조영욱 감독은 올해의 큐레이터 섹션을 위해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적인 6편의 영화 리스트를 보내주었다. 본인이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무뢰한’, ‘공작’,
‘헤어질 결심’ 3편과,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서스페리아 1977’, 시노다 마사히로 감독의 ‘말라버린
꽃’(1964), 마이크 호지스 감독의 ‘겟 카터 1971’이 그것이다.
The Curator of the Year 2022 is music director Cho Young-wuk. His filmography is
splendidly filled with the films by Post-Korean New Wave directors who have emerged
at the center of the Korean film scene since the mid-1990s. Starting with The Contact in
1997, music director Cho completed music of the films that are recorded in Korean film
history, such as The Quiet Family, Happy End, Public Enemy, The Unjust and Nameless
Gangster: Rules of the Time. Indeed, it is director Park Chan-wook who the music
director Cho has been working for the longest time with. Cho’s relationship with director
Park which began with Joint Security Area continued until Cannes Film Festival 2022’s
award-winner, Decision to Leave. Director Cho Young-wuk sent us a highly subjective
and private list of six films for Curator of the Year. They include three films of The
Shameless, The Spy Gone North, and Decision to Leave which he worked for as music
director, and Suspiria(1977) by Dario Argento, Pale Flower(1964) by Shinoda Masahiro,
and Get Carter(1971) by Mike Ho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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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Filmography
공공의 적 Public Enemy (강우석 Kang Woo-seok, 2002)
클래식 The Classic (곽재용 Kwak Jae-yong, 2003)
올드보이 Oldboy (박찬욱 Park Chan-wook, 2003)

조영욱 Cho Young-wuk
영화음악감독 Film Music Director
한국 영화음악 사상 단일 OST 중 최초로 밀리언 셀러를 기록한 ‘접속’을 비롯해 ‘클래식’,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군도: 민란의 시대’, ‘무뢰한’ 등 한국 영화의
굵직한 흐름을 함께 해 온 조영욱은 “음악감독은 작곡가”라는 편견을 깼다. 그는 연주보다는
큐레이션에, 창작보다는 디렉팅에 강하다. 기존의 곡을 재발견하는 탁월한 감각과 치밀한 프로듀싱
능력으로 그는 지난 25년간 매 작품마다 “영화와 함께 기억되는 음악”을 선보여 왔다. 사운드
트래킹스라는 작곡가들로 이뤄진 팀을 구성한 그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영화음악을 만들어 나간다.
“음악을 얼마나 영화적으로 풀어내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는 최근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BBC
미니시리즈 6부작 ‘리틀 드러머 걸’과 ‘헤어질 결심’의 음악을 완성했다.
Having created the great stream of Korean films, Cho Young-wuk broke the prejudice
that “a music director is a composer”. Besides The Contact that recorded the first single
OST million-seller for the Korean film music history, he composed the film music in

The Classic, Joint Security Area, Oldboy, Nameless Gangster: Rules of the Time, Kundo:
Age of Rampant, and The Shameless. He is better at curation than performance and
directing than composition. With his excellent sense of rediscovering existing music and
meticulous production skills, he has presented “music remembered with films” in every
work for the past 25 years. He organizes a team of composers The Sound Trackings
and he systematically creates music in film. Considering constantly how cinematically
he creates and tells music in film, he recently completed the music in the six episodes of
BBC mini-series The Little Drummer Girl and the film Decision to Leave directed by Park
Chan-wook.

친절한 금자씨 Sympathy for Lady Vengeance (박찬욱 Park Chan-wook, 2005)
부당거래 The Unjust (류승완 Ryoo Seung-wan, 2010)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Nameless Gangster: Rules of the Time (윤종빈 Yoon Jong-bin, 2012)
신세계 New World (박훈정 Park Hoon-jung, 2013)
변호인 The Attorney (양우석 Yang Woo-seok, 2013)
무뢰한 The Shameless (오승욱 Oh Seung-uk, 2015)
택시운전사 A Taxi Driver (장훈 Jang Hoon, 2017)
공작 The Spy Gone North (윤종빈 Yoon Jong-bin, 2018)
남산의 부장들 The Man Standing Next (우민호 Woo Min-ho, 2020)
서복 Seobok (이용주 Lee Yong-ju, 2021)
공작조: 현애지상 Cliff Walkers (장예모 Zhang Yimou 張藝謀, 2021)
헤어질 결심 Decision to Leave (박찬욱 Park Chan-wook, 2022)
헌트 Hunt (이정재 Lee Jung-jae, 2022)
Selected Awards

2003 대한민국 영화대상 음악상 Korean Film Awards: Best Music | 클래식 The Classic
2004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음악상 Korean Association of Film Critics Awards: Best Music | 올드보이 Oldboy
2012 청룡영화상 음악상 Blue Dragon Film Awards: Best Music |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Nameless Gangster: Rules of the Time
2013 대종상 음악상 Grand Bell Awards: Best Music | 신세계 New World

올해의 큐레이터 Curator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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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뢰한
The Shameless

공작
The Spy Gone North

Korea | 2014 | 118min | DCP | Color | Fiction

Korea | 2018 | 137min | DCP | Color | Fiction

“이 작품은 기획한 지 거의 10년 만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사실 제가 박찬욱
감독과 함께 제작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10년 후 다른 제작자에 의해 완성된
작품입니다. 무엇보다도 10년 만에 이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기대감에 참여한
작품이어서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오승욱
감독은 14년 만에 다시 영화를 만들었고 그의 취향과 저의 취향이 비슷한 지점이
많아서인지 아주 즐겁게 작업한 작품입니다.” (조영욱)
“This film was made almost 10 years after it was planned. I tried to
produce it with Park Chan Wook but failed and after 10 years, another
producer was able to make it. I’m very attached to this film as I was
happy this film was being finally made. Oh Seung-uk hadn’t directed
for 14 years but I enjoyed working with him as we share many similar
preferences.” (Cho Young-wuk)

오승욱 Oh Seung-uk

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미대 조소과

졸업. ‘그 섬에 가고 싶다’의 연출부를 거쳐,
다큐멘터리 ‘비켜선 노래들’을 연출했다.

이후 ‘초록물고기’ 조감독과 시나리오 참여,
‘8월의 크리스마스’ 각본, ‘이재수의 난’
각본을 거쳐 ‘킬리만자로’로 데뷔했다.

Oh Seung-uk is a director and writer.
After writing scenarios for Christmas

in August(1998), The Uprising(1999),
and taking a part as an assistant

director in Green Fish(1997), had

his directorial debut with the film
Kilimanjaro in 2000.

“아주 긴 시간 공들여 완성한 작품으로 제 작품 중 만족도가 아주 높은 작품입니다.
현악기의 섬세한 표현으로 상황의 긴장감과 인물의 감정 상태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이 작품 후 박찬욱 감독의 영국 스파이 물인 ‘리틀 드러머 걸’, 장예모
감독의 중국 스파이 영화 ‘공작조: 현애지상’도 작업했지만, 이 영화의 음악이 저에겐
스파이 영화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녹음하면서
믹싱실에서 엔지니어와의 의견 차이로 많은 고생을 한 작품이어서인지 더 애착이
가는 작품입니다.” (조영욱)
“It’s one of the films I’m the most proud of and I put a lot of time into
it. I tried to express the tension and the characters’ emotions with
detailed expressions of string instruments. Later I worked on Park
Chan Wook’s British spy series The Little Drummer Girl and Chinese
film Cliff Walkers by Zhang Yimou but it all started with this film. It was
especially challenging due to the different opinions I had with engineers
in Budapest so I’m more attached to it.” (Cho Young-w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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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 Yoon Jong-bin

중앙대학교에서 영화학을 전공했고,

장편 데뷔작 ‘용서받지 못한 자’(2005)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4개 부문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고 2006년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에 초청되었다.

그의 세번째 장편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2012)는
큰 흥행을 거두었으며 이후

‘군도: 민란의 시대’(2014)를 연출했다.
Studied Films at Chung-Ang

University. His debut feature The

Unforgiven(2005) brought him many
awards, including a New Currents
Award at BIFF and grabbed the

industry’s attention for its selection

in the Un Certain Regard at the 2006
Cannes. He first mainstream hit with
the crime film Nameless Gangster:

Rules of the Time(2012), and followed
up the summer blockbuster Kundo:
Age of the Rampant(2014).
Cast Jeon Do-yeon, Kim Nam-gil, Park Sung-woong, Kwak Do-won

Cast Hwang Jung-min, Lee Sung-min, Cho Jin-woong, Ju Ji-hoon

Cinematographer Kang Guk-hyun Music Cho Young-wuk Editor Kim Sang-

Cinematographer Choi Chan-min Music Cho Young-wuk

Producer Kook Soo-ran Screenwriter Oh Seung-uk
beom, Kim Jae-beom Sound Kim Chang-sub

Producer Kim Hyun-ho Screenwriter Kwon Sung-hui, Yoon Jong-bin
Editor Kim Sang-beom, Kim Jae-beom Sound Kim Chang-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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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결심
Decision to Leave

말라버린 꽃
Pale Flower

Korea | 2022 | 138min | DCP | Color | Fiction

Japan | 1964 | 96min | DCP | B&W | Fiction | Korean Premiere (4K restored)

“코로나로 인하여 영화 개봉 시기가 결정되지 않아 아주 오랫동안 작업한
영화입니다. 박찬욱 감독과 저는 편집본을 보며 멜로드라마지만 감정을 배제한
음악이 이 영화에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음악은 주인공들의 감정을 증폭시키고
스토리 강화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두 인물 간에 오가는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대규모 편성의 오케스트라를 자제하고 목관악기와 현악기 솔로 그리고
작은 타악기 중심으로 인물의 감정보다는 상황의 기묘함을 표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필모그래피에서 아주 독특한 작품입니다.” (조영욱)
“I worked on this film for a long time as COVID set back its release
date. Watching the final cut, director Park Chan-wook and I thought
emotionless music suited this melodrama. I tried to focus on the
air between two characters instead of amplifying their feelings or
consolidating the story. Avoiding large orchestras, I tried to express the
quizzicality of situations instead of the protagonists’ feelings with small
percussions and solos of woodwinds and string instruments. It’s an
unique piece of my filmography.” (Cho Young-wuk)

박찬욱 Park Chan-wook

서강대 철학과 졸업. ‘공동경비구역 JSA’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복수는 나의 것’을 통해 한국 최초의
정통 하드보일드 영화를 선보인 이후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등 복수를
주제로 한 후속작들이 모두 흥행에

성공했다. 2016년에는 ‘아가씨’로 칸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되었다.

He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Philosophy at Sogang University.
He was brought into the spotlight
with his first successful film Joint

Security Area. He directed Sympathy
for Mr. Vengeance, one of the first

Korean authentic hard-boiled films.
The Vengence trilogy with Oldboy

“이 영화의 음악은 일본 현대 음악가인 타케미츠 토오루의 작품입니다. 타케미츠
토오루의 영화음악을 처음 접한 건 테시가하라 히로시 감독의 ‘모래의 여인’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이 너무 좋아서 타케미츠 토오루가 작업한 영화들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시노다 마사히로 감독의 ‘말라버린 꽃’의 음악은 여러 가지 타악기로
음향과 음악의 중간지점에 있는 듯 절묘합니다. 등장인물들의 허무한 삶을 나타내듯
감정 없이 아주 냉소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갑니다. 타케미츠 토오루 선생의
영화음악 중에서도 인상 깊은 작품입니다.” (조영욱)
“Its music is done by a Japanese contemporary musician Takemitsu
Toru. I heard his music first through Woman in the Dunes by
Teshigahara Hiroshi. I liked it so much that I followed his filmography.
The music in Pale Flower by director Shinoda Masahiro is exquisite,
standing between sound and music with various percussions. It steers
the film into an emotionless cynical mood as if reflecting the empty lives
of the protagonists. It’s one of the most impressive works by Toru.” (Cho
Young-wuk)

and Sympathy for Lady Vengeance

got rave reviews. The Handmaiden

premiered in competition at the 2016
Cannes Film Festival.

Cast Tang Wei, Park Hae-il, Go Kyung-pyo, Park Yong-woo, Lee Jung-hyun

Cast Ikebe Ryo, Kaga Mariko, Fujiki Takashi Producer Shirai Masao, Wakatsuki

Park Chan-wook Cinematographer Kim Ji-yong Music Cho Young-wuk

Cinematographer Kosugi Masao Music Takemitsu Toru, Takahashi Yuji

Producer Park Chan-wook, Go Dae-suk Screenwriter Jeong Seo-kyeong,
Editor Kim Sang-beom Sound Kim Suk-won

Shigeru Screenwriter Shinoda Masahiro, Baba Masaru
Editor Sugihara Yoshi Sound Nishizaki Hideo

시노다 마사히로 Shinoda Masahiro

1960년 ‘사랑의 편도차표’로 감독 데뷔,

평단의 호평과 흥행을 동시에 얻으며 주목을

받았다. 마츠타케 영화사의 대표적 거장으로

일본 누벨바그의 선두로 꼽혔으며, 첫 시대극
‘암살’로 일본 영화계 시대극의 권위자가
되었다.

Shinoda Masahiro was born in 1931,
Japan. He is a director and writer,
known for One Way Ticket to Love
(1960), Assassination(1964),

Pale Flower(1964), and The Ballad of
Orin(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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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 Carter © 1971 WBEI

겟 카터 1971
Get Carter

서스페리아 1977
Suspiria

UK | 1971 | 112min | DCP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4K restored)

Italy | 1977 | 100min | DCP | Color | Fiction

“이 영화를 처음 본 것은 2000년입니다. 저는 마이클 케인, 리 마빈, 진 핵크만
같은 배우 들을 좋아하는데 이들이 출연한 작품을 찾아보는 편입니다. 우연히
마이클 케인의 필모그래피를 보다가 궁금해서 찾아본 영화입니다. 60년대 말과
70년대 초는 대중문화의 빅뱅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나왔던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이 시기는 랄로 쉬프린이나 퀸시 존스 등 위대한 음악가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이 영화의 음악가인 로이 버드는 그들에 비해 덜 알려진
인물이지만 ‘겟 카터 1971’ 만큼은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의 ‘프렌치 커넥션’이나
피터 예이츠 감독의 ‘불리트’ 등과 같이 70년대 대표적인 재즈 영화음악으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조영욱)
“I first saw this film in 2000. I follow actors like Michael Caine, Lee
Marvin, and Gene Hackman. I watched this film as I found it in Michael
Caine’s filmography. End of 60s and early 70s is the big bang of pop
culture and I like films from that time--it’s when great musicians like Lalo
Schifrin and Quincy Jones were active. The film’s composer Roy Budd
may be less known but Get Carter is certainly one of the most symbolic
jazz films of the 70s along with The French Connection by William
Friedkin and Bullitt by Peter Yates. I really like this film.” (Cho Youngwuk)

마이크 호지스 Mike Hodges

마이크 호지스는 1932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그는 ‘제국의 종말’(1980),

‘블랙 레인보우’(1989), ‘겟 카터 1971’
등으로 잘 알려진 감독이자 제작자,

작가이다. 영화 평론가와 역사가들은 그의
첫 장편 영화인 ‘겟 카터 1971’이

존 맥켄지의 ‘롱 굿 프라이데이’(1980)와
나란히 최고의 영국 갱스터 영화라고
평하고 있다.

Mike Hodges was born in 1932,
England. He is a director, writer
and producer, known for Flash

Gordon(1980), Get Carter(1971),

and Black Rainbow(1989). His first

feature film, Get Carter is regarded
by many film critics and historians
as one of the two greatest British

gangster films ever made, along with
John Mackenzie’s The Long Good

“10대 때 이 영화를 보고 영화음악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작품입니다. 어쩌면 제
영화음악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아직도 고블린의 반복적이고
단순한 악기 구성이 그 어떤 대규모 오케스트라보다 더 웅장하고 깊이감 있게
느껴집니다. 제가 공포스러운 장면(‘클로젯’, ‘숨바꼭질’,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등에서)을 할 때마다 떠올리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한국
영화음악에서 바로크풍의 음악을 잘 활용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음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블린이 작업한 ‘서스페리아 1977’의 음악은 사이키델릭 음악이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바로크 음악을 떠올립니다.” (조영욱)
“ I watched this film as a teenager and learned what soundtrack
was. This may be the beginning of my film music. Even now, Goblin’s
simple yet repeated instrumentation feels deeper and richer than any
orchestra. I think of this film whenever I work on horrifying scenes
(Closet, Hide and Seek, Oldboy, Sympathy for Lady Vengeance, etc.). I’ve
been told I’m good at using Baroque style for Korean films but I think
I’ve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is film’s soundtrack. Goblin’s music
in Suspiria is Psychedelic not Baroque, yet oddly, I think of Baroque
whenever I watch this film.” (Cho Young-wuk)

Friday(1980).

Cast Michael Caine, Ian Hendry, Britt Ekland Producer Michael Klinger, Michael
Caine Screenwriter Mike Hodges Cinematographer Wolfgang Suschitzky
Music Roy Budd Editor John Trumper

Cast Jessica Harper, Stefania Casini, Flavio Bucci Producer Salvatore Argento,
Claudio Argento Screenwriter Dario Argento, Daria Nicolodi

Cinematographer Luciano Tovoli Music Goblin, Dario Argento
Editor Franco Fraticelli

다리오 아르젠토 Dario Argento

1940년 로마 출생. 3대 호러 거장으로

칭송받는 감독이다. 1969년 ‘수정 깃털의
새’로 감독에 데뷔했으며, 최근작으로는

‘헤드헌터’(1993), ‘스탕달 신드롬’(1996),
‘슬립리스’(2001) 등이 있다.

Born in 1940 in Rome. Argento is

praised as one of the top 3 masters

within the horror genre. He made his
directorial debut with The Bird with
the Crystal Plumage in 1969. More

recent works include Trauma(1993),
The Stendhal Syndrome(1996), and
Sleepless(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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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gis’ Picks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프로그램 어드바이저로 위촉된 마이크 피기스 감독이 직접 선정한 영화를
상영하고, 감독과 관객이 영화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신설한 섹션 피기스 픽스.
밥 딜런의 밴드로 유명한 캐나다 5인조 ‘더 밴드’(The Band)를 다룬 마틴 스콜세지의 ‘라스트 왈츠’,
미국의 천재 뮤지션 조니 캐시와 싱어송라이터 준 카터의 위대한 사랑에 관한 영화 ‘앙코르’,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OST 가운데 하나로 명성이 자자한 ‘엘비라 마디간’까지, 마이크 피기스 감독이 소개하는
아름다운 음악영화의 세계에 흠뻑 취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This new section Figgis’ Picks will screen the films selected by director Mike Figgis, who
is appointed Program Advisor to the JIMFF 2022. Here, the director and audiences will
have in-depth conversations about the films.
Martin Scorsese’s The Last Waltz, which portrays a Canadian five-member band The
Band known for Bob Dylan’s band; Walk the Line about the great love of American genius
musician Johnny Cash and singer-songwriter June Carter; and Elvira Madigan contains
the most beloved OSTs by Koreans. You will have a time to soak up the beautiful music
film world that Mike Figgis will introduce to.

마이크 피기스 Mike Figgis
영화감독 Film Director
리처드 기어 주연의 ‘유혹은 밤 그림자처럼’(1990)에서 연출 및 음악감독을 맡으며 할리우드에
진출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1996)는 오스카 두 부문에 후보로 올랐고 주연 니콜라스 케이지는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현재 홍콩 장편영화 ‘모국어’를 연출, 후반작업 중에 있으며 ‘셰임’을 준비 중이다.
Mike Figgis burst onto the Hollywood film scene as the director and music director
of Internal Affairs(1990), starring Richard Gear. He was nominated for two Academy
Awards for Leaving Las Vegas(1996), for which Nicolas Cage won the Academy Award
for Best Actor. Currently, he is working on a feature Mother Tongue in Hong Kong and is
preparing for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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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st Waltz © 1978 The Last Waltz Productions, Inc. All Rights Reserved.

엘비라 마디간
Elvira Madigan

라스트 왈츠
The Last Waltz

Sweden | 1967 | 90min | DCP | Color | Fiction

USA | 1978 | 117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4K restored)

“당연하게도 스웨덴 시네마는 잉마르 베리만 감독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주목할 만한 스웨덴 감독들은 베리만의 그늘 아래에서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사실 ‘엘비라 마디간’은 따스함과 사랑 그리고 인간애와 자연, 풍광이라는 위대한
미학으로 가득한 걸작이다. 무엇보다 이 영화를 가장 가슴 저미게 만드는 것은
음악의 사용, 즉 반복되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 C 장조 곡이다. 영화가
남긴 그 강렬한 여운은 이 협주곡이 곧 ‘엘비라 마디간’으로 알려지게 된 연유다.”
(마이크 피기스)
“Swedish cinema is of course dominated by Ingmar Bergman and I
subsequently discovered that this left many notable directors in his long
shadow. In fact Elvira Madigan is a kind of masterpiece full of warmth
and love and great beauty. Beauty of the human form and also nature
and landscape. But what makes the film so poignant is the use of music,
or to be specific the repetition of Mozart’s Piano Concerto No.21 in C
Major. Such was the impact of this film that now the Concerto is now
also known as Elvira Madigan.” (Mike Figgis)

보 비더버그 Bo Widerberg

‘아달렌 31’(1969), ‘조 힐’(1971),
‘뱀의 길’(1986), ‘아름다운 청춘’

(1995)으로 알려진 스웨덴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 프랑스 뉴웨이브의

영향을 받은 비더버그는 1960년대

스웨덴 영화계에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뱀의 길’은 1987년 칸영화제와 제15회
모스크바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다.
Swedish director, writer, and

scriptwriter who is known for Ådalen

31(1969), Joe Hill(1971), The Serpent’s

Way(1986), and All Things Fair(1995).
With influences from the French

New Wave, Widerberg heralded a

change in Swedish film in the 1960s.

“’라스트 왈츠’는 단언컨대 지금까지 만들어진 대중음악 다큐멘터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역대 가장 위대한 로큰롤과 블루스 연주자들을 한데
모은 제작 규모 자체는 장엄하고, 이들이 함께 한 라이브 공연 사이사이에 가장
위대한 밴드 중 하나인 ‘더 밴드’에 대해 이어지는 코멘트 또한 대단한 작업이다.
유려한 카메라 워크와 완벽한 녹음의 합작은 이 영화를 사회적 자료이자 라이브
콘서트로서의 입지를 가진 독보적인 영화로 완성해낸다.” (마이크 피기스)
“I would go as far as to suggest that The Last Waltz is the greatest
popular music documentary ever made. The sheer scale of the venture
is epic - to bring together a collection of the greatest Rock and Rollers
and Blues players of all time, have them perform together live and then
interspace that with a verbal history of one of the greatest bands The
Band was quite something. And then to pull it off with great camera
work and perfect recording makes for a unique film which is both social
document and live concert.” (Mike Figgis)

The Serpent’s Way was screened at

Cannes Film Festival(1987) and at the
15th Moscow IFF.

Cast Pia Degermark, Thommy Berggren, Lennart Malmer, Cleo Jensen

Producer Waldemar Bergendahl, Peter Fernandez Screenwriter Bo Widerberg,
Johan Lindström Saxon Cinematographer Jörgen Persson Music Ulf Björlin
Editor Bo Widerberg Sound Sven Fahlén, Jack Fitzstephens

Cast Eric Clapton, Bob Dylan, Ringo Starr, Neil Young

Producer Bill Graham, Robbie Robertson, Joel Chernoff

Cinematographer Michael Chapman Editor Jan Roblee, Yee Yeu-bun
Sound Ed Anderson

마틴 스콜세지 Martin Scorsese

1942년 미국 뉴욕에서 이탈리아계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열렬한 영화광이자 영화 수집가로 정평이
나있는 그는 뉴욕대학 영화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비열한 거리’(1973), ‘택시

드라이버’(1976), ‘분노의 주먹’(1980)

등의 화제작들을 연달아 발표하며 미국 현대
영화의 거장 반열에 올랐다.

He won critical and popular acclaim
for Mean Streets(1973). In 1976,

Scorsese’s Taxi Driver(1976) was

awarded the Palme d’Or at Cannes

Film Festival, and he followed that film
with New York, New York(1977), and
The Last Waltz(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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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ering the Artist Bang Jun-seok

앙코르
Walk the Line
USA | 2005 | 136min | DCP | Color | Fiction

“나는 전기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바로 이 영화,
‘앙코르’일 것이다. 호아킨 피닉스와 리즈 위더스푼의 놀라운 연기가 이 영화를 전혀
다른 차원의 작품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은 영화감독인 제임스
맨골드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눈을 뗄 수 없는 현실 세계 속으로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 주연
배우는 단순한 흉내 내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어린 노래와 연기를 선보인다.”
(마이크 피기스)
“I am not a fan of films about real people. The one exception for
me would be this film, Walk the Line. The extraordinary central
performances from both Joaquin Phoenix and Reese Witherspoon
elevate this film into a different zone for me and much of the credit must
go to director James Mangold. I found myself entering a world that was
both compelling a real and not for an instance was I taken out of that
world. Both lead actors sing and perform with uncanny integrity whilst
never veering into the “impersonation” trap.” (Mike Figgis)

Cast Joaquin Phoenix, Reese Witherspoon, Ginnifer Goodwin

Producer Alan C. Blomquist, John Carter Cash Screenwriter Gill Dennis,
James Mangold Cinematographer Phedon Papamichael
Music T-Bone Burnett Editor Michael McCusker

제임스 맨골드 James Mangold

미국의 영화 감독이자 TV 프로그램 연출자,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처음 만나는 자유’(1999)와 각본을
공동 집필한 ‘앙코르’(2005)를

연출했으며, 이외의 연출작으로는

‘3:10 투 유마’(2007), ‘더 울버린’(2013),
‘로건’(2017) 등이 있다.

James Mangold is an American film

and television director, screenwriter,
and producer. He has directed films
including Girl, Interrupted(1999),
Walk the Line(2005), which he

also co-wrote, the remake 3:10 to

Yuma(2007), The Wolverine(2013),
and Logan(2017).

올해 한국 영화계는 방준석 음악감독을 잃었다. 한국 영화음악의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도 깊은 인연을 맺어온 방준석 감독을 추모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고(故)방준석 추모전을 마련했다. ‘자산어보’, ‘주먹이 운다’, ‘신과 함께-죄와
벌’, ‘후아유’ 등 방 감독이 참여한 4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방준석 감독과 함께 영화를 만든 이준익,
류승완, 김용화, 심보경 그리고 방준석 감독의 동생인 방준원과 각 영화 상영 후 릴레이 토크에 참여해
방 감독에 대한 추모의 시간을 함께 한다. 방준석 감독과 함께 듀오 ‘방백’ 멤버로 활동한 백현진의 추모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
This year, the Korean film industry lost the music director Bang Jun-seok. Festival
organizes the memorial exhibition to commemorate the late Bang Jun-seok,
Remembering the Artist Bang Jun-seok, who left a great mark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film music and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JIMFF. This section will screen
4 films including The Book of Fish, Crying Fist,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and
Who Are U? that director Bang worked for. In addition, festival hosts the relay talks after
the screenings with directors Lee Joonik, Ryoo Seung-wan, Kim Yong-hwa, and Shim
Bo-kyoung who worked with director Bang, and also his brother James Junwon Bang
to have time to remember him. There is also a memorial concert by Bek Hyunjin, who
served as a member of the duo Bangbek with director Bang Ju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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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Filmography
텔 미 썸딩 Tell Me Something (장윤현 Jang Yoon-hyun, 1999)

공동경비구역 JSA Joint Security Area (박찬욱 Park Chan-wook, 2000)
후아유 Who Are U? (최호 Choi Ho, 2002)
YMCA 야구단 YMCA Baseball Team (김현석 Kim Hyun-seok, 2002)

...Ing (이언희 Lee Eon-hee, 2003)
달마야, 서울가자 Dalmaya Seoul Gaja (육상효 Yuk Sang-hyo, 2004)
달콤한 인생 A Bittersweet Life (김지운 Kim Ji-woon, 2005)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 프로듀서 방준석은 1994년 이승열과 함께 록 음악 그룹 유앤미 블루를
결성하여 작곡가 겸 가수로 데뷔하였다. 1999년 영화 ‘텔 미 썸딩’을 통해 영화 음악가로
첫 데뷔하였으며, 2014년 화가겸 배우로 활동 중인 어어부밴드의 보컬 백현진과 함께 프로젝트

주먹이 운다 Crying Fist (류승완 Ryoo Seung-wan, 2005)
너는 내 운명 You Are My Sunshine (박진표 Park Jin-pyo, 2005)
다세포 소녀 Dasepo Naughty Girls (이재용 Lee Jae-yong, 2006)
짝패 The City of Violence (류승완 Ryoo Seung-wan, 2006)
구미호 가족 The Fox Family (이형곤 Lee Hyung-gon, 2006)
라디오 스타 Radio Star (이준익 Lee Joonik, 2006)
두 얼굴의 여친 Two Faces of My Girlfriend (이석훈 Lee Seok-hoon, 2007)
고고 70 Go Go70’s (최호 Choi Ho, 2008)
해결사 Troubleshooter (권혁재 Kwon Hyuk-jae, 2010)
시간의 춤 Dance of Time (송일곤 Song Il-gon, 2010)
오직 그대만 Always (송일곤 Song Il-gon, 2011)
경주 Gyeongju (장률 Zhang Lu, 2014)
베테랑 Veteran (류승완 Ryoo Seung-wan, 2015)
사도 The Throne (이준익 Lee Joonik 2015)
남과 여 A Man and a Woman (이윤기 Lee Yoonki, 2016)
럭키 Luck Key (이계벽 Lee Gye-byeok, 2016)
여교사 Misbehavior (김태용 Kim Taeyong, 2017)
프리즌 The Prison (나현 Na Hyun, 2017)
박열 Anarchist from Colony (이준익 Lee Joonik, 2017)
군함도 The Battleship Island (류승완 Ryoo Seung-wan, 2017)
꾼 The Swindlers (장창원 Jang Chang-won, 2017)

Singer-songwriter and music producer Bang Jun-seok made his debut as a composer
and singer by forming the rock band U&Me Blue with a singer Yi Sung-yol in 1994. In
1999, he made his debut as a film music director with the film Tell Me Something, and in
2014, he formed a project band Bangbek with an actor/painter Bek Hyunjin, who is also a
vocalist of Uhuhboo Project. In 2021, Bang won Best Music at the 42nd Blue Dragon Film

힘을 내요, 미스터 리 Cheer Up, Mr. Lee (이계벽 Lee Gye-byeok, 2019)
백두산 Ashfall (이해준 Lee Haejun, 김병서 Kim Byung-seo, 2020)
자산어보 The Book of Fish (이준익 Lee Joonik, 2021)
새콤달콤 Sweet & Sour (이계벽 Lee Gye-byeok, 2021)
모가디슈 Escape from Mogadishu (류승완 Ryoo Seung-wan, 2021)

방준석 Bang Jun-seok
영화음악감독 Film Music Director

밴드 방백을 결성하였다. 2021년 ‘자산어보’로 제42회 청룡영화상 음악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 ‘모가디슈’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음악상과 부일영화상 음악상을 수상하였다. 대표작으로는
‘모가디슈’, ‘백두산’, ‘신과 함께-죄와 벌’, ‘신과 함께-인과 연’, ‘사도’, ‘베테랑’, ‘라디오 스타’,
‘너는 내 운명’, ‘달콤한 인생’, ‘후아유’, ‘공동경비구역 JSA’ 등이 있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22년 3월 26일 위암으로 별세하였다.

Award for The Book of Fish, and in the same year, he won the Best Music awards both at
the Korean Association of Film Critics Awards and the Buil Film Awards for Escape from
Mogadishu. His representative films include Escape from Mogadishu, Ashfall,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The Throne, Veteran,
Radio Star, You Are My Sunshine, A Bittersweet Life, Who Are U?, and Joint Security Area.
While continuing his vigorous works, he died of stomach cancer on March 26, 2022.

신과함께-죄와 벌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김용화 Kim Yong-hwa, 2018)
지금 만나러 갑니다 Be with You (이장훈 Lee Jang-hun, 2018)
변산 Sunset in My Hometown (이준익 Lee Joonik, 2018)
신과함께-인과 연 Along with the Gods: The Last 49 Days (김용화 Kim Yong-hwa, 2018)
타짜: 원 아이드 잭 Tazza: One Eyed Jack (권오광 Kwon O-kwang, 2018)

Selected Awards

2008 대한민국 영화대상 음악상 Korean Film Awards: Best Music | 고고70 Go Go 70’s

2015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음악상 Korean Association of Film Critics Awards: Best Music | 사도 The Throne
2015 청룡영화상 음악상 Blue Dragon Film Awards: Best Music | 사도 The Throne
2021 부일영화상 음악상 Buil Film Awards: Best Music | 모가디슈 Escape from Mogadishu
2021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음악상 Korean Association of Film Critics Awards: Best Music |
모가디슈 Escape from Mogadishu
2021 청룡영화상 음악상 Blue Dragon Film Awards: Best Music | 자산어보 The Book of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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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함께-죄와 벌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자산어보
The Book of Fish

Korea | 2017 | 139min | DCP | Color | Fiction

Korea | 2019 | 126min | DCP | B&W | Fiction

화재 사고 현장에서 여자아이를 구하고 죽음을 맞이한 소방관 자홍, 그의 앞에
저승차사 해원맥과 덕춘이 나타난다. 저승으로 가는 입구, 초군문에서 그를
기다리는 또 한 명의 차사 강림. 염라대왕에게 천년 동안 49명의 망자를 환생시키면
자신들 역시 인간으로 환생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삼차사들은 자홍이 7개
지옥의 재판을 통과하고 환생하리라 확신하지만, 각 지옥에서 자홍의 과거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예상치 못한 고난과 맞닥뜨린다.
Haewonmak and Deok-choon, guardians of the afterlife, appear before
Ja-hong, a firefighter who died while saving a girl from a fire. Gangrim, the leader, awaits him at the entrance. The King of Hades promises
the three guardians that they will be reincarnated as humans if they
succeed in reincarnating 49 dead within 1,000 years. They are confident
that Ja-hong will pass the 7 courts of Hell and be reincarnated but
things from Ja-hong’s past surface one by one in each hell, which
causes unexpected difficulties.

김용화 Kim Yong-hwa

데뷔작 ‘오! 브라더스’(2003)부터

‘국가대표’(2009)까지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주는 영리한 상업 감독으로써 입지를
다졌다. 2013년에는 국내 최초 스펙터클한
3D Stereoscopic 촬영과 풀 디지털

캐릭터를 선보였던 ‘미스터 고’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Kim has cemented his position as
a smart commercial film director
leading from his debut film Oh!

Brothers(2003) to Take-Off(2009).
In 2013, he touched the hearts of

the audience with Mr. Go, featuring
the first-ever spectacular 3D

순조 1년, 신유박해로 세상의 끝 흑산도로 유배된 정약전은 그곳에서 바다 생물에
매료되어 책을 쓰기로 한다. 이에 바다를 훤히 알고 있는 청년 어부 창대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거절당한다. 우연히 창대가 글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정약전은 그에게 글을 알려주는 대신 그의 지식을 빌어 바다 생물에 관한 글을
쓰자고 제안한다. 둘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점차 서로의 스승이자 벗이 되어 간다.
In the first year of King Sunjo’s reign, Jeong Yak-jeon is exiled
to Heuksando for the Catholic Persecution of 1801 where he is
mesmerized by marine organisms and starts writing a book about them.
He asks a young fisherman, Chang-dae, who knows the sea well for
help but is turned down. When he learns that Chang-dae loves writing,
he proposes teaching him to write in return for help writing about
marine life. The two bicker but gradually become mutual teachers and
friends.

Stereoscopic filming and a fully digital

‘키드캅’을 연출한 이후 영화사

㈜씨네월드를 운영해왔다. 2003년
‘황산벌’을 제작, 연출하여 전국

290만 관객을 동원하였고, 2005년

‘왕의 남자’를 통해 감독 특유의 유머와
재치, 깊이 있는 역사의식이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Lee has been managing Cineworld

Entertainment since directing Kid Cop.
He produced and directed Once Upon
a Time in a Battlefield(2003), which
brought in 2.9 million audiences to
the box office while King and the
Clown(2005) was acknowledged

sense of humor, wit,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Producer Won Dong-yeon, Kim Yong-hwa, Kim Ho-sung

Cast Sul Kyung-gu, Byun Yo-han Producer Kim Sung-chul

Music Bang Jun-seok Editor Nam Na-young Sound Choi Tae-young

Music Bang Jun-seok Editor Kim Jung-hoon Sound Kim Pil-soo

Screenwriter Kim Yong-hwa Cinematographer Kim Byeong-seo

이준익 Lee Joonik

as demonstrating his unique

character.

Cast Ha Jung-woo, Cha Tae-hyun, Ju Ji-hoon, Kim Hyang-gi, Ma Dong-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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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이 운다
Crying Fist

후아유
Who Are U?

Korea | 2005 | 134min | DCP | Color | Fiction

Korea | 2002 | 102min | DCP | Color | Fiction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인생 막장의 39세 거리의 복서 태식과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싸우는 19세 소년원 복서 상환.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두 남자의
인생을 건 대결을 그렸다.
Tae-sik, a 39-year-old street boxer with nothing to lose, and Sanghwan, a 19-year-old who is fighting for someone else for the first time in
his life. The clash between two men of whom neither can afford to give
an inch because their lives depend on it.

류승완 Ryoo Seung-wan

2000년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데뷔 후
액션이라는 장르를 통해 관객과 소통했고,
점차 영역을 확대, 장르의 틀에 갇히지
않는 신선한 발상과 사회를 관통하는

시선을 담은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모가디슈’(2021)로 제5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신작 ‘밀수’ 개봉을 준비 중이다.

Ryoo has communicated with the

audience through the action genre
since his debut film Die Bad(2000)
and has been expanding his

scope with new ideas unrestricted
by boundaries of genre and a

perspective that resonates with

채팅 게임 사이트 후아유의 기획자 형태. 인어쇼를 위해 연습에 열중하는 수족관
다이버 인주. 인주는 후아유를 비방하면서도 별이라는 아이디로 접속을 하고, 이
사실을 안 형태는 멜로라는 아이디로 의도적으로 접근한다. 게임과 현실, 양쪽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인주에게 형태는 점점 호감을 갖게 되지만, 인주는 형태를
무시하고 얼굴도 모르는 멜로에게 점점 빠져든다. 결국 형태는 멜로의 정체를
밝히고 인주를 만나 고백할 것을 결심한다.
Hyeong-tae created the chatting game site Who Are U. In-ju, an
aquarium diver who practices hard for a mermaid show, criticizes Who
Are U but logs in as Byeo-ri. Aware of this, Hyeong-tae logs in as Mellow
and approaches her. Hyeong-tae’s interest grows stronger toward Inju who shows two sides within the game and in reality, but In-ju ignores
Hyeong-tae and falls deeper for Mellow whom she hasn’t even seen.
Eventually, Hyeong-tae decides to reveal the identity of Mellow and
confess to In-ju.

society to delight audiences. He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연출전공.

파리 8대학 영화학과 실기과정 석사학위를
받았다. 데뷔작 ‘바이준’ 을 시작으로

‘후아유’, ‘사생결단’ 등을 연출해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이후 ‘고고 70’에서

영화 속 공연 장면 전체를 100% 라이브로
연주, 노래, 녹음하는 과감한 시도를 하며
영화의 완성도를 한층 더 살렸다.

His feature debut Bye June(1998) and
the following Who Are U?(2002) were
both recognized for the accurate

portrayal of contemporary Korean

youth. And his third feature Bloody

Tie(2006) was well-received by the

critics and also achieved success at
once again confirms his brilliant

58th Baeksang Arts Awards for

talent by shooting the stage scenes

Escape from Mogadishu(2021) and

in the film 100% live performed and

is currently working on his new film

recorded.

Smuggle.
Cast Choi Min-shik, Ryoo Seung-bum, Lim Won-hee

Cast Cho Seung-woo, Lee Na-young Producer Shim Bo-kyoung,

Jeon Cheol-hong Cinematographer Cho Yong-kyu Music Bang Jun-seok

Cinematographer Park Hyun-chul Music Bang Jun-seok

Editor Nam Na-young Sound Kim Chang-sub, Kand Sang-phil

최호 Choi Ho

the box. In Go Go 70’s, the director

received the Grand Prize at the

Producer Park Jae-hyeong, Lim Syd Screenwriter Ryoo Seung-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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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Dong-won Screenwriter Choi Ho, Kim Eun-jeong, Oh Hyun-ri
Editor Park Yoo-kyung Sound Kim Suk-won, Kim Chang-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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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Rainbow

원작과 리메이크, 싱어롱 등 다양한 주제와 작품들로 꾸려진 오버 더 레인보우는 음악영화제의
축제성과 광장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섹션이다. 지난해 국제경쟁 대상작 ‘천 명의 락커, 하나의 밴드’
앙코르 상영부터 최근 리메이크로 화제였던 ‘코다’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2021’을 원작 ‘미라클
벨리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1961’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영화 속 OST를 극장에서 따라 부를
수 있는 싱어롱 버전의 ‘드림걸즈’와 ‘라라랜드’, 새롭게 복원한 한국 대표 애니메이션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과 최근 작고한 세계적 음악가이자 음악 감독인 반젤리스의 ‘불의 전차’가 관객들을 다시
찾는다.
Over the Rainbow which is composed of various themes and films such as the originals
VS remakes, sing-along films and films for all generation is the best section to feel the
festive vibes, splendorous audience effect and crowdness of the music film festival.
Besides the encore screening of the last year’s International Competition Grand Prize
film We Are The Thousand, you can also meet the recent hot remakes of CODA and West
Side Story 2021 along with the originals The Belier Family and West Side Story 1961. In
addition, the sing along versions of Dreamgirls and La La Land which allow OSTs to
be sung in theaters, the newly restored Korean Animation A Little Dinosaur Dooly-The
Adventure of Ice Planet, and the recently deceased world famous musician and music
director Vangelis’ Chariots of Fire will return to the audience.

미라클 벨리에
The Belier Family
France | 2014 | 105min | DCP | Color | Fiction

가족 중 유일하게 듣고 말할 수 있는 폴라는 전학생 가브리엘에게 첫눈에 반하고
그가 있는 합창부에 가입한다. 한 번도 소리 내어 노래한 적이 없었던 폴라에게서
천재적 재능을 발견한 선생님은 파리에 있는 합창 학교 오디션을 제안하고,
가브리엘과의 듀엣 공연의 기회까지 마련한다. 하지만 가족을 세상과 이어주는
역할로 바쁜 폴라는 자신이 갑작스럽게 떠나면 가족들에게 찾아올 혼란을 걱정한다.
게다가 늘 사랑을 줬던 엄마의 속내를 알게 되면서 폴라는 오디션을 포기하기로
결심한다.
Paula, the only one in her family that can hear and speak, falls in
love with Gabriel, a transfer student, and joins the chorus he’s in.
The teacher discovers Paula has talent and suggests auditioning for
a chorus school in Paris and sets a duet performance with Gabriel.
However, Paula is worried that her family would be overwhelmed if she
left because she was the bridge connecting them to the world. Finding
out what her mother really thinks, Paula gives up the audition.

에릭 라티고 Eric Lartigau

프랑스 출신. 주로 TV 시리즈물을 연출하다
2003년 코미디 장편 영화로 데뷔하였다.
2006년 ‘결혼하고도 싱글로 남는 법’이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을 제치고 자국

영화 흥행 1위에 오르는 성과를 올렸고,

2014년에는 ‘미라클 벨리에’를 통해 프랑스

박스오피스 5주 연속 1위, 733만 명 관객을
돌파하면서 명실공히 흥행력과 연출력을
가진 영화감독으로 자리매김했다.

Built his career in TV series and in

2003, he made his big-screen debut.
In 2006, his movie Rent a Wife was
a box office hit beaten Hollywood

blockbuster movie and in 2014, The
Belier Family grabbed the top spot
at the box office for 5 weeks. The

Belier Family drew audiences totaling

7,336,297 people and he became the
best director who has amusement
and great direction.

Cast Louane Emera, Karin Viard, Francois Damiens, Eric Elmosnino

Producer Eric Jehelmann Screenwriter Stanislas Carre De Malberg

Cinematographer Romain Winding Music Evgueni Galperine, Sacha Galperine
Editor Jennifer Auge Sound Cyril Moi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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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iots of Fire © 1981 Enigma Productions Ltd. All rights reserved.

코다
CODA

불의 전차
Chariots of Fire

USA, France | 2021 | 111min | DCP | Color | Fiction

UK | 1981 | 124min | DCP | Color | Fiction

24/7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족을 세상과 연결하는 “코다”
루비는 짝사랑하는 마일스를 따라간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기쁨과 숨겨진 재능을
알게 된다. 합창단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일스와의 듀엣 콘서트와 버클리 음대
오디션의 기회까지 얻지만, 루비는 자신 없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가족과 노래를
향한 꿈 사이에서 갈등한다.
As a CODA(Child of Deaf Adults) Ruby is the only hearing person in her
deaf family. When the family’s fishing business is threatened, Ruby finds
herself torn between pursuing her passion at Berklee College of Music
and her fear of abandoning her parents.

션 헤이더 Sian Heder

1977년 6월 미국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났다. ‘코다’(2021),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2013),

‘리틀 아메리카’(2020)로 유명한
작가이자 프로듀서다.

Sian Heder was born on June 23,

1977, in Cambridge, Massachusetts,
USA. She is a writer and producer,
known for CODA(2021), Orange

is the New Black(2013), and Little
America(2020).

Cast Emilia Jones, Marlee Matlin, Troy Kotsur, Daniel Durant

‘불의 전차’는 오스카 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경쟁하는
두 남자에 대한 드라마이다. 독실한 스코틀랜드의 기독교인인 에릭 리델은 종교적
신념을 입증하기 위해 성공해야 한다고 믿는다. 해롤드 에이브람스는 영국 국적으로
유대인이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인정 받기를 절실히 원한다. 영화는
이러한 서로 다른 욕망에 힘을 입어 대회를 위해 훈련하는 두 남자의 삶을 교차
편집한다.
Chariots of Fire is the internationally acclaimed Oscar-winning drama
of two very different men who compete as runners in the 1924 Paris
Olympics. Eric Liddell, a serious Christian Scotsman, believes that he
has to succeed as a testament to his undying religious faith. Harold
Abrahams is a Jewish Englishman who wants desperately to be
accepted and prove to the world that Jews are not inferior. The film
crosscuts each man’s life as he trains for the competition, fueled by
these very different desires.

Producer Philippe Rousselet Screenwriter Sian Heder

Cast Ian Charleson, Ben Cross, Nigel Havers Producer Dodi Fayed,

Editor Geraud Brisson Sound Martin Pinsonnault

Music Vangelis Editor Terry Rawlings

Cinematographer Paula Huidobro Music Marius de Vries

David Puttnam Screenwriter Colin Welland Cinematographer David Watkin

휴 허드슨 Hugh Hudson

감독 겸 제작자. 오스카상, BAFTA영화상,
ALFS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한
‘불의 전차’(1981)를 포함하여

‘그레이스토크’(1984), ‘토끼와
거북이’(1966)로 알려져 있다.

A director and producer, known for
Chariots of Fire(1981) which was

acclaimed Oscar, BAFTA Film Award,

ALFS Award, and many others,
Greystoke: The Legend of Tarzan, Lord
of the Apes(1984), and The Tortoise
and the Hare(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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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걸즈
Dreamgirls

라라랜드
La La Land

USA | 2006 | 131min | DCP | Color | Fiction

USA | 2016 | 127min | DCP | Color | Fiction

디나, 에피, 로렐은 드리메츠라는 트리오를 결성한다. 야심찬 매니저 커티스 테일러
주니어가 탤런트 쇼에서 이들의 공연을 본 후, 대스타의 백업 싱어가 될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의한다. 테일러는 그룹의 방향성을 통제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만든다.
한 멤버가 스타가 되면서 다른 한 멤버가 밀려나자 이들은 유명세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는다. 자막협조: 충무아트센터-충무로뮤지컬영화제
Deena, Effie, and Lorrell form a music trio called the Dreamettes. When
ambitious manager Curtis Taylor Jr. spots the act at a talent show, he
offers the chance of a lifetime, to be a backup singer for a national
star. Taylor takes creative control of the group and eventually pushes
the singers into the spotlight. However, one becomes the star, forcing
another out, which teaches them about the high cost of fame.

빌 콘돈 Bill Condon

1955년 10월 22일 미국 뉴욕주 뉴욕시

출생. 빌 콘돈은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로

‘드림걸즈’(2006), ‘킨제이 보고서’(2004),
‘갓 앤 몬스터’(1998)로 잘 알려져 있다.
Bill Condon was born on October
22, 1955, in New York City, New
York, USA. He is a director and

writer, known for Dreamgirls(2006),
Kinsey(2004), and Gods and

황홀한 사랑, 순수한 희망, 격렬한 열정…이곳에서 모든 감정이 폭발한다! 꿈을
꾸는 사람들을 위한 별들의 도시 라라랜드. 재즈 피아니스트 세바스찬과 배우
지망생 미아,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 만난 두 사람은 미완성인 서로의 무대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 자막협조: 충무아트센터-충무로뮤지컬영화제
Charming love, innocent hope, and fierce passion... An explosion of
all emotions! La La Land is a city of stars for people with dreams.

Sebastian, a jazz pianist, and Mia, a budding actress, cross paths in the
most brilliant moment of their lives and build up each other’s incomplete
stages.

Monsters(1998).

데이미안 셔젤 Damien Chazelle

1985년생. 하버드대 재학 시절 연출한 단편
영화 ‘가이 앤 매들린 온 어 파크 벤치’로

영화계에 입문, 2009년 토론토국제영화제
영시네마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랜드 피아노’, ‘라스트 엑소시즘: 잠들지
않는 영혼’의 각본을 맡았다. 2015년
‘위플래쉬’로 제30회 선댄스영화제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 수상을 비롯해 세계
40개 이상의 영화제에 노미네이트되었다.
Born 1985. Debuted with Guy and

Madelaine on a Park Bench, a short
film directed while at Harvard.

Received the Young Cinema Special
Jury Award at the 2009 TIFF. Wrote
the screenplay for Grand Piano and
Last Exorcism Part II. Received the

Grand Prize and the Audience Award
at the 30th Sundance and was

nominated at over 40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for Whiplash in 2015.

Cast Eddie Murphy, Jamie Foxx, Beyonce Knowles, Jennifer Hudson
Producer Laurence Mark Screenwriter Bill Condon

Cast Ryan Gosling, Emma Stone, J.K. Simmons, John Legend

Editor Virginia Katz

Cinematographer Linus Sandgren Music Justin Hurwitz Editor Tom Cross

Cinematographer Tobias A. Schliessler Music Henry Krieger

Producer Fred Berger, Jordan Horowitz Screenwriter Damien Chaz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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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
A Little Dinosaur Dooly - The Adventure of Ice Planet

천 명의 락커, 하나의 밴드
We Are The Thousand

Korea | 1996 | 80min | DCP | Color | Animation

Italy | 2020 | 79min | DCP | Color | Documentary

공개 후 26년이 흐른 지금 다시 만나도 여전히 반가운 둘리와 친구들의 유쾌한
대모험. 쌍문동과 우주 저 너머를 오가는 여정 속에 우정과 사랑, 우스꽝스러운
액션, 장면마다 숨어 있는 신나는 음악은 우리의 몸을 들썩거리게 한다. 20세기엔
악당이었던 고길동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도 이해가 간다면, 둘리와 함께 얼음별
대모험을 떠나보자. 어느새 고길동이 되어버린 희동이들에게 바치는 영화이자, 여름
축제, 가족들과 함께 관람하기 더없이 좋은 애니메이션이다. (이가람)
26 years after its release, A Little Dinosaur Dooly - The Adventure of Ice
Planet is still a pleasant adventure of Dooly and his friends. Friendship,
love, ridiculous action, and music hidden in every scene make us
excited while we watch their journey between Ssangmun-dong and the
universe. If you now fully understand Mr. Go Gil-dong, who was a villain
in the 20th century, let’s go to adventure with Dooly. It is dedicated to
Hee-dongs, who became Mr. Go Gil-dong now. A great animation for
the family this summer festival. (Lee Garam)

김수정 Kim Soo-jung

‘아기공룡 둘리’(1987), ‘둘리의 배낭여행’

(1995)의 원작자로,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1996)을 총감독하였다.

Executive director for A Little
Dinosaur Dooly(1987), Dooly

Baenang Yeoheng(1995), A Little
Dinosaur Dooly - The Adventure of Ice
Planet(1996).
임경원 Im Gyeongwon

1996년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을
감독하고, 2007년 ‘장난감 전사 지누’를
연출했다.

Directed A Little Dinosaur Dooly - The
Adventure of Ice Planet in 1996 and

천 명의 이탈리안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의 목표는 푸 파이터스의
‘Learn To Fly’를 함께 연주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다. ‘천 명의 락커, 하나의
밴드’는 하나의 사운드를 위해 천 명이 합을 맞추는 과정을 담으면서도 연령, 직업
등이 전부 다른 개별 멤버들의 스토리도 놓치지 않고 조명한다. 누군가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언제 봐도 즐거운 일. 음악을 사랑하고 연주 자체를 즐기는
이들의 거대한 에너지가 영화 곳곳을 빈틈없이 메운다. (조현나)
A thousand Italian musicians gathered together. Their goal is to play
Learn To Fly by Foo Fighters together and invite Foo Fighters to Italy.
The film captures the process of putting the efforts of 1,000 people
together for a single sound while illuminating the stories of individual
musicians of different ages and occupations. Witnessing the progress of
someone’s dream becoming a reality is always pleasant. The enormous
energy of those who love music and enjoy the performance itself fills up
the entire movie. (Cho Hyunna)

Toy Warrior Jinu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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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타 리바로리 Anita Rivaroli
체세나에서 태어나 이탈리아

실험영화센터에서 시나리오 작가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 후 독학으로 영화제작을
공부했다. 단편 영화인 ‘A Summer

Tale’은 세계청소년연맹 맨해튼영화제에서
최우수영화상을 수상했으며, Rockin’
1000의 총 동영상 클립의 조회수는

6천만을 넘었다. ‘천 명의 락커, 하나의

밴드’는 그녀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Anita Rivaroli is born in Cesena and
graduates at Centro Sperimentale
di Cinematografia, Italy as a

screenwriter. Then she studied

filmmaking as a self-learner. Her short
film A Summer Tale won the Best Film
at World Youth Alliance Manhattan

Film Festival and all the video clips for
Rockin’1000 reached more than 60M
views. We Are The Thousand is her
first feature documentary.

Cast Park Yeong-nam, Lee Inseong, Jeong Mi-suk, Lee Seon

Cast Fabio Zaffagnini, I Mille, Dave Grohl, Foo Fighters

Music O Yun-seok, Cho Byoung-hee, MS-ART Editor Lee Seung-gwon

Cinematographer Pasquale Remia Music Giorgio Giampà

Producer Jeon Chang-rok Cinematographer Yu Seung-deok
Sound Kim Suk-won, Jeong Jaehui, Bluecap Soundworks

Producer Simone Catania Screenwriter Anita Rivaroli

Editor Roberto di Tanna Sound Antonio Giannantonio, Giorgio Giamp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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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1961
West Side Story 1961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2021
West Side Story 2021

USA | 1961 | 163min (incl. 10min intermission) | DCP | Color | Fiction

USA | 2021 | 156min | DCP | Color | Fiction

역대 최고의 찬사를 받은 뮤지컬로 전해지는 가장 위대한 러브스토리. 최우수
작품상을 포함한 10개의 아카데미상을 거머쥔 시대를 초월한 비극 ‘로미오와
줄리엣’이 1950년대 뉴욕의 갱들의 전쟁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잊혀지지 않는
사운드트랙, 활기찬 안무, 그리고 나탈리 우드, 러스 탐블린, 리차드 베이머, 리타
모레노, 조지 샤키리스의 강렬한 연기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1961’은 진정한
걸작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The greatest love story ever told in the most acclaimed musical of
all time. Winner of ten Academy Awards, including Best Picture, this
electrifying musical sets the ageless tragedy of Romeo and Juliet
against a backdrop of gang warfare in 1950s New York. Featuring
an unforgettable score, exuberant choreography, and powerful
performances by Natalie Wood, Russ Tamblyn, Richard Beymer, Rita
Moreno, and George Chakiris, West Side Story 1961 will forever resonate
as a true cinematic masterpiece.

제롬 로빈스 Jerome Robbins

제롬 로빈스는 ‘하이 버튼 슈즈’(1948),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1958), ‘지붕 위의
바이올린’(1965), 그리고 ‘제롬 로빈스
브로드웨이’(1989) 등으로 다섯 번의
토니상을 수상했다.

Jerome Robbins won five Tony

Awards for High Button Shoes(1948),
West Side Story(1958), Fiddler on

the Roof(1965), and Jerome Robbins’
Broadway(1989).

로버트 와이즈 Robert Wise

B급 영화감독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로버트 와이즈는 수많은 고전 영화를

탄생시켰다. 와이즈의 마지막 극장 개봉작

1957년 맨해튼의 어퍼 웨스트사이드. 산후안 힐 지역의 허물어져가는 공동주택과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철거장비의 위협을 배경으로 두 라이벌 갱단, 터프한
리프의 제트들과 베르나도의 푸에르토 리코계 샤크들이 우위를 놓고 겨룬다.
승자독식의 패권 다툼을 두고 열린 학교 댄스 행사에서 제트의 싸움꾼 토니와
베르나르도의 여동생 마리아 사이에 로맨스가 싹트자 살벌한 영역 전쟁의 기미가
보인다.
Manhattan, Upper West Side, 1957. Against the backdrop of the
decaying tenements in the San Juan Hill neighborhood and the constant
threat of the wrecking ball, two warring gangs — tough Riff’s Jets and
swaggering Bernardo’s Puerto Rican Sharks — fight for supremacy.
Now, with a once-and-for-all, winner-takes-all rumble on the cards,
an unexpected whirlwind romance at the high-school dance between
former Jet brawler Tony and Bernardo’s delicate little sister María sets
the stage for an all-out turf war.

‘루프탑’(1989)은 그가 80대의 고령에도

B-movies, and his career went on

quickly, and he made many classic
movies. His last theatrical film,

Cinematographer Daniel L. Fapp Music Leonard Bernstein
Editor Thomas Stanford Sound Fred Lau

filmmaker still in full command of his
craft in his 80s.

이래 감독, 프로듀서, 작가로 상업적으로
성공하여 비평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1970년대 중반 이후 인기 있는

영화 제작을 정의하기 위해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해왔다.

One of the most influential

personalities in the history of cinema,
Steven Spielberg is Hollywood’s
best-known director. He has an

extraordinary number of commercially
successful and critically acclaimed
credits to his name, either as a

director, producer, or writer since

launching the summer blockbuster
mid-1970s than anyone else.

Wise started as a director with some

George Chakiris Producer Saul Chaplin Screenwriter Ernest Lehman

‘죠스’(1975)와 함께 여름 히트작을 발표한

define popular film-making since the

증명해냈다.

Rooftops(1989), proved that he was a

스티븐 스필버그 Steven Spielberg

Jaws(1975), and he has done more to

작품을 완벽히 컨트롤하는 연출자임을

Cast Natalie Wood, Rita Moreno, Richard Beymer, Russ Tambl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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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 Ansel Elgort, Rachel Zegler Producer Kristie Macosko Krieger,
Kevin McCollum, Steven Spielberg Screenwriter Tony Kushner
Cinematographer Janusz Kaminski Music Leonard Bernstein
Editor Sarah Broshar, Michael K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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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in Jecheon

지역공모 부문인 메이드 인 제천은 제천시를 비롯한 충청북도 출신 또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제작자가
만든 작품과 해당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 4편이 상영된다. 유일한 장편영화로 배우 손종학, 조은지 등
노련한 배우들이 이끌고 가는 장례식 소동극인 ‘오늘의 장내’와 딸의 독립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감정을
다룬 단편 ‘새는 날아간다’는 폭넓은 세대의 관객들과 풍성한 감정의 유대를 형성한다. 단편 ‘귀타’는
자신에게만 연주를 들려주는 기타에 이끌려 가며 겪는 이야기를 담았고 단편 ‘나를 찾아서’는 세 남녀의
예술에 대한 심오한 이야기를 담았다. 무엇보다 두 작품에선 이야기의 배경으로 조화롭게 어우러진
제천지역이 색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Made in Jecheon is a section for the local films that features the films directed and
produced by filmmakers from Chungcheongbuk-do including Jecheon-si or who are
working in the region. This year, it will show 4 films including the only feature film Inside
a Funeral Hall that is a funeral farce led by experienced actors such as Son Jong-hak
and Jo Eun-ji. Dealing with the feelings of a mother who prepares for her daughter’s
independence, a short film A Bird Flies Away forms a rich emotional bond with a wide
range of generations of audiences. Anothet two short films, Unusual Guitar which
tells the story of a person being led by a guitar that plays only to him and Looking for
IMYMEMINE which tells a profound story about the art of two men and a woman, will
make you attracted to the Jecheon area by harmonizing the settings and the stories.

오늘의 장내
Inside a Funeral Hall
Korea | 2022 | 63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할머니의 부고로 주인공 상은은 장례식장을 찾는다. 장례식에 모인 가족들은 죽음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다 가도 이내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낸다. 지인으로부터
듣게 된 오랜 친구 소식에 상은의 감정은 복잡하다. 장례식이 끝난 뒤 만나게 된
친구의 어머니 역시, 상은에게 감정을 쏟아내고 상은은 어쩔 줄 몰라 한다. 박지홍,
손종학, 조은지 배우들의 노련한 연기는 ‘죽음’에 대한 자칫 무거운 감정들의 균형을
맞추고 보는 이로 하여금 공감대를 형성하게 한다. (전민경)
The protagonist Sang-eun visits his grandmother’s funeral. Gathering
at the funeral, his families mind their language because of his
grandmother’s decease, but they soon reveal their true intentions.
Sang-eun’s feelings are complicated by the news of an old friend. The
mother of the friend whom he meets after the funeral also pours her
feelings into Sang-eun, and Sang-eun is at a loss. The experienced
performances of actors Park Ji-hong, Son Jong-hak, and Jo Eun-ji
balance heavy emotions about death and create a consensus among
viewers. (Jeon Minkyung)

Cast Park Ji-hong, Son Jong-hak, Jo Eun-ji Producer Lee Ho-hyun
Screenwriter Lee Ho-hyun Cinematographer Yang Gyun-sang

Music Jin Su-young Editor Lee Youn-jeong Sound Lee Sung-rok

이호현 Lee Ho-hyun

청주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신문방송학을 부전공했다. ‘귀신의 향기’,
‘도희야’, ‘롤러코스터’, ‘더 파이브’의
조감독을 맡았다.

Graduated from the Department of

Life Science at Cheongju University
with a minor in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Assistant Director

for Scent of Ghost, A Girl at My Door,
Rollercoaster, and The F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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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날아간다
A Bird Flies Away

나를 찾아서
Looking for IMYMEMINE

Korea | 2022 | 20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Korea | 2021 | 19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올해 55세가 된 정연은 곧 딸 혜경의 독립을 앞두고 있다.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남편, 이미 독립에 성공한 아들 혜찬. 취업에 성공해 이제 곧 서울로 집을 떠날
딸까지. 혜경마저 떠나고 나면 이젠 정말 혼자일 것 같다는 생각에 정연은 알 수
없는 감정에 빠진다.
Jeong-yeon turns 55 this year and her daughter Hae-gyeong is about
to move out. Her husband commutes from somewhere else and her
son Hae-chan is already independent and successful. Her daughter
was able to secure a job and will soon move to Seoul. Jeong-yeon will
be completely alone once her daughter is gone, and she falls into an
incomprehensible emotional state.

Cast Jeong Soonmi, Choi Rin Producer Kim Hyo-jung

Screenwriter Kim Hyo-kyung Cinematographer Jeong Haechan
Music Shin Junhyuk Editor Kim Yejin Sound Seol Leeyeon

김효경 Kim Hyo-kyung

1997년 대구 출생. 현재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부에 재학 중이다. 단편 영화
‘일단 춤출게요’를 연출하였고,

‘새는 날아간다’는 두 번째 연출작이다.
Born in Daegu in 1997. Currently

attending the Department of Theater,
Film & Music at Cheongju University.

기억이 없는 남자는 무엇이든 기록을 남기는 공무원을 따라 치유의 도시
제천에 들어선다.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이들의 기이한 동행은 언제 끝이 날까…
A man who can’t remember anything follows around a public servant
who leaves records of everything and enters the city of heal, Jecheon.
When will this journey in search of something they do not know
themselves end…

A Bird Flies Away is her second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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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동욱 Hwang Donguk

1990년 출생. 고향은 독일의 Marburg라는
작은 마을이고, 자란 곳은 서울이며,
지금은 군산에서 살고 있다.

건축을 전공하였고, 영화를 한다.

Born in 1990. He was born in

Marburg, a small town in Germany,

grew up in Seoul, and is now based in
Gunsan. He majored in Architecture

film as director.

and is working on films.

Cast Yoon Ayoung, Ann Jaeyoung, Lee Wonyeong Producer Hwang Donguk
Screenwriter Hwang Donguk Cinematographer Hwang Donguk
Music Yoon Ayoung, Lee Wonyeong Editor Hwang Donguk
Sound Hwang Donguk

메이드 인 제천 Made in Je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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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타
Unusual Guitar
Korea | 2022 | 13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떠돌이는 자신에게만 연주를 들려주는 신비한 기타를 만나고, 그 기타에 이끌려
가며 기타를 버린 주인의 주변 사람들을 마주친다.
The tramp comes across the characters around the owner of the guitar
as he picks up a mysterious guitar that only plays to him.

원유 Won Yu

연출과 연기를 전공한 뒤, 제이와이피

엔터테인먼트, ‘꽃피는 봄이 오면’ 기획팀,
프로덕션 매스메스에이지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다수의 영화와 연극을
연출했고, 3권의 책을 쓰고 그렸다.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Majored in directing and acting and
experienced at JYP Entertainment,
the planning team for Springtime,
and Production MassMessAge.

Directed films and plays and wrote

and illustrated three books. Works on
creative projects as well.
배진주 Bae Jinjoo

연기를 전공한 뒤 배우 활동을 하던 중

자신의 작품도 만들고 싶어져 연출도 겸하게
됐다. 영화, 연극 외에도 다양한 예술 매체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있다.

While working as an actress after
majoring in acting, she began

directing because she wanted to

마스터클래스

Master Class

make her own films. She continues
Cast Won Yu Producer Kim Junghye, Lee Doosuck

Screenwriter Won Yu Cinematographer Bae Jinjoo Music Siryul
Editor Won Yu Sound Siryul

to be interested in films, plays, and
various art media.

© 1964/2022 Shochiku Co., Ltd.

마스터클래스 Master Class

올해의 큐레이터: 조영욱
Curator of the Year: Cho Young-w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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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기스 픽스
Figgis’ Picks

일시
Date

2022.8.13(토) 13:30
Sat Aug 13, 2022, 13:30

일시
Date

2022.8.14(일) 13:30
Sun Aug 14, 2022, 13:30

상영
Screening

겟 카터 1971 Get Carter
Director 마이크 호지스 Mike Hodges
UK | 1971 | 112min | DCP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4K restored)

상영
Screening

엘비라 마디간 Elvira Madigan
Director 보 비더버그 Bo Widerberg
Sweden | 1967 | 90min | DCP | Color | Fiction

장소
Venue

마스터클래스
Master Class

CGV 제천 3관
CGV Jecheon 3

조영욱 | 영화음악감독
Cho Young-wuk | Film Music Director

장소
Venue

마스터클래스
Master Class

CGV 제천 1관
CGV Jecheon 1

마이크 피기스 | 영화감독
Mike Figgis | Film Director

조영욱 Cho Young-wuk
영화음악감독 Film Music Director

마이크 피기스 Mike Figgis
영화감독 Film Director

한국 영화음악사상 단일 OST 중 최초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접속’을 비롯해 ‘클래식’, ‘공동경비구역
JSA’, ‘올드보이’,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군도: 민란의 시대’, ‘무뢰한’ 등 한국 영화의
굵직한 흐름을 함께 해 온 조영욱은 "음악감독은 작곡가"라는 편견을 깼다. 그는 연주보다는
큐레이션에, 창작보다는 디렉팅에 강하다. 기존의 곡을 재발견하는 탁월한 감각과 치밀한 프로듀싱

리처드 기어 주연의 ‘유혹은 밤 그림자처럼’(1990)에서 연출 및 음악감독을 맡으며 할리우드에
진출했다. ‘라스베가스를 떠나며’(1996)는 오스카 두 부문에 후보로 올랐고 주연 니콜라스 케이지는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현재 홍콩 장편영화 ‘모국어’를 연출, 후반작업 중에 있으며 ‘셰임’을 준비 중이다.
Mike Figgis burst onto the Hollywood film scene as the director and music director

능력으로 그는 지난 25년 간 매 작품마다 “영화와 함께 기억되는 음악”을 선보여 왔다. 사운드
트래킹스라는 작곡가들로 이뤄진 팀을 구성한 그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영화음악을 만들어 나간다.
“음악을 얼마나 영화적으로 풀어내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는 최근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BBC
미니시리즈 6부작 ‘리틀 드러머 걸’과 ‘헤어질 결심’의 음악을 완성했다.
Having created the great stream of Korean films, Cho Young-wuk broke the prejudice

that “a music director is a composer”. Besides The Contact that recorded the first
single OST million-seller for the Korean film music history, he directed the film music
in Classic, Joint Security Area, Oldboy, Nameless Gangster: Rules of the Time, Kundo:
Age of Rampant, and The Shameless. He is better at curation than performance and
directing than composition. With his excellent sense of rediscovering existing music and
meticulous production skills, he has presented “music remembered with films” in every
work for the past 25 years. He organized a team of composers The Sound Trackings
and he systematically has created music in film. While considering constantly how
cinematically he creates and tells music in film, he recently completed the music in the
six episodes of BBC mini-series The Little Drummer Girl and the film Decision to Leave
directed by Park Chan-wook.

of Internal Affairs(1990), starring Richard Gear. He was nominated for two Academy
Awards for Leaving Las Vegas(1996), for which Nicolas Cage won the Academy Award
for Best Actor. Currently, he is working on a feature Mother Tongue in Hong Kong and is
preparing for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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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
Date & Venue

2022.8.13.(토) 13:00
Sat Aug 13, 2022, 13:00

토크
Talk

김용화 | 영화감독
Kim Yong-hwa | Film Director

상영
Screening

일시 & 장소
Date & Venue

2022.8.13.(토) 17:00
Sat Aug 13, 2022, 17:00

토크
Talk

이준익 | 영화감독
Lee Joonik | Film Director

상영
Screening

자산어보
The Book of Fish

일시 & 장소
Date & Venue

2022.8.14.(일) 17:00
Sun Aug 14, 2022, 17:00

토크
Talk

류승완 | 영화감독
Ryoo Seung-wan | Film Director

상영
Screening

주먹이 운다
Crying Fist

CGV 제천 2관
CGV Jecheon 2

Director 김용화 Kim Yong-hwa
Korea | 2017 | 139min | DCP | Color | Fiction

CGV 제천 3관
CGV Jecheon 3

Director 이준익 Lee Joonik
Korea | 2019 | 126min | DCP | B&W | Fiction

메가박스 제천 1관
Megabox Jecheon 1

Director 류승완 Ryoo Seung-wan
Korea | 2005 | 134min | DCP | Color | Fiction

일시 & 장소
Date & Venue

2022.8.15.(월) 13:00
Mon Aug 15, 2022, 13:00

토크
Talk

방준원 | 영화감독, 뉴스쿨대학교 교수
James Junwon Bang | Filmmaker, Lecturer of The New School University
심보경 | 영화제작자
Shim Bo-kyoung | Producer

상영
Screening

후아유
Who Are U?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Haso Living Culture Center Walk

Director 최호 Choi Ho
Korea | 2002 | 102min | DCP | Color | Fiction

일시 & 장소
Date & Venue

2022.8.15.(월) 18:00
Mon Aug 15, 2022, 18:00

토크 & 공연
Talk &
Performance

방준원 | 영화감독, 뉴스쿨대학교 교수
James Junwon Bang | Filmmaker, Lecturer of The New School University
백현진 | 전방위예술가
Bek Hyunjin | Interdisciplinary Artist

추모콘서트
Memorial Concert

사진 © 목나정

신과 함께-죄와 벌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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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화 Kim Yong-hwa

심보경 Shim Bo-kyoung

감독으로써 입지를 다졌다. 2013년에는 국내 최초 스펙터클한 3D Stereoscopic 촬영과 풀 디지털

‘안녕, 형아’(2004), ‘사생결단’(2006) 등의 영화를 제작했다. 이후 2006년 영화제작사 보경사를 설립해

데뷔작 ‘오! 브라더스’(2003)부터 ‘국가대표’(2009)까지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주는 영리한 상업
캐릭터를 선보였던 ‘미스터 고’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다.

Kim has cemented his position as a smart commercial film director leading from his debut

film Oh! Brothers(2003) to Take-Off(2009). In 2013, he touched the hearts of the audience
with Mr. Go, featuring the first-ever spectacular 3D Stereoscopic filming and a fully digital
character.

이준익 Lee Joonik

‘키드캅’을 연출한 이후 영화사 ㈜씨네월드를 운영해왔다. 2003년 ‘황산벌’을 제작, 연출하여 전국

영화제작사 명필름에서 ‘접속’(1997), ‘공동경비구역 JSA’(2000), ‘후아유’(2002), ‘바람난 가족’(2003),
‘걸스카우트’(2008), ‘고고70’(2008), ‘빅매치’(2014)를 제작했다. 유나이티드픽처스의 이사직을 겸하며
‘전우치’(2009), ‘아저씨’(2010) 등 다수의 영화 제작 투자에 참여했다.

Produced The Contact(1997), Joint Security Area(2000), Who Are U?(2002), A Good Lawyer’s

Wife(2003), Hello, Brother(2004), and Bloody Tie(2006) at Myung Films. She later established
BK Pictures and produced Girl Scouts(2008), Go Go 70s(2008), and Big Match(2014). She
also took on the role of a director of the board at United Pictures and was involved in the

production investment of various films including Jeon Woochi: The Taoist Wizard(2009), and

290만 관객을 동원하였고, 2005년 ‘왕의 남자’를 통해 감독 특유의 유머와 재치, 깊이 있는 역사의식이

The Man from Nowhere(2010).

Lee has been managing Cineworld Entertainment since directing Kid Cop. He produced and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영화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다수의 영화 제작에 참여했고, 그의 단편 ‘위안부’는

반영되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방준원 James Junwon Bang

directed Once Upon a Time in a Battlefield(2003), which brought in 2.9 million audiences

제35회 스튜던트 오스카(Student Academy Awards®)에서 미국동부 지역상 수상 및 본선 후보에

to the box office while King and the Clown(2005) was acknowledged as demonstrating his
unique sense of humor, wit, and historical consciousness.
류승완 Ryoo Seung-wan

2000년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로 데뷔 후 액션이라는 장르를 통해 관객과 소통했고, 점차 영역을 확대,
장르의 틀에 갇히지 않는 신선한 발상과 사회를 관통하는 시선을 담은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모가디슈’(2021)로 제5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신작 ‘밀수’ 개봉을
준비 중이다.

오르기도 했다. 현재 뉴욕 뉴스쿨 대학교에서 각본과 영화 제작을 강의하고 있으며, 최근 저서 “시나리오
분석”(Routledge, 2022)을 집필했다.

James teaches screenwriting and film production at The New School University in New York
City. He earned MFA degree in Film Directing and Screenwriting from Columbia University

and has worked on many film productions. His films have received several awards including
a nomination for the 35th Student Academy Awards®. He recently published a book titled
Script Analysis with Focal Press-Routledge.

Ryoo has communicated with the audience through the action genre since his debut film Die

백현진 Bek Hyunjin

of genre and a perspective that resonates with society to delight audiences. He received

활동하는 예술가이다. 뮤지션으로서의 그는 1994년 ‘어어부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2014년 고 방준석

Bad(2000) and has been expanding his scope with new ideas unrestricted by boundaries

the Grand Prize at the 58th Baeksang Arts Awards for Escape from Mogadishu(2021) and is
currently working on his new film Smuggle.

백현진은 음악, 미술, 문학, 영화를 오가며 가수, 작곡가, 화가, 설치 미술가, 퍼포먼스 아티스트, 배우로
음악감독과 함께 프로젝트 밴드 ‘방백’을 결성했다. ‘복수는 나의 것’, ‘주먹이 운다’, ‘돈의 맛’, ‘변산’ 등 다양한
영화 OST에도 참여. 배우로서의 출연 작품만큼이나 영화 음악에 참여한 필모도 화려하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가사나 연기를 통해 구현하고, 언어로 나타낼 수 없는 것들은 음악이나 미술, 행위(몸짓)를 통해
표현한다는 백현진은 다시 노래를 부른다.

Bek Hyunjin is a singer/composer/painter/installation artist/performance artist/actor, crossing
among the field of music, art, literature, and film. As a musician, he started with a band

Uhuhboo Project in 1994 and formed a project band Bangbek with artist the late Bang Junseok in 2014. He has participated in various OSTs such as Sympathy for Mr. Vengeance,

Crying Fist, The Taste of Money, and Sunset in My Hometown, and his filmography for music
is as spectacular as his acting career. Bek Hyunjin sings again, saying, “What I can express

in language is embodied through my lyrics or acting, and what I can’t express in language is
expressed through music, art, or performance(ge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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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Date

장소
Venue

한국영화사는 음악영화사다 2022
All About Korean Music Film 2022
한국영화사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음악영화에 대한 역사 기술(記述)을 목표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한국영상자료원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영화사는 음악영화사다 2022’ 포럼은
한국음악영화의 복원과 발굴, 아카이빙을 위한 두 기관의 장기 협업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올해
포럼에서는 한국 대중음악산업과 영화산업이 상생을 모색하며 타이-인(tie-in) 전략을 추구했던
1960년대–1970년대를 집중적으로 탐색한다. 이 시기 한국 음악영화의 특수성을 풀기 위한 키워드는
배우이자 가수로서 음악과 영화 산업 양쪽에서 최고의 스타덤에 오른 남진이다. 그의 스타성을
음악산업과 영화산업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것이 한국음악영화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그 이전과
이후의 한국 음악영화는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살펴본다. 이와 함께 올해 작고한 고 강문수 감독의
‘작은별’ 추모 상영에 맞춰 한국 유일의 대가족 음악밴드 ‘작은별’ 멤버 전원이 참여한 영화 ‘작은별’의
산업적, 미학적 의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Co-hosted by th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and the Korean Film
Archive for the purpose of documenting the history of music films which remained as
an unknown area of Korean film history, the All About Korean Music Film 2022 forum
is part of a long-term collaboration project between the two institutions to restore,
discover and archive Korean music films. This year’s forum will focus on exploring the
1960s & 1970s when the Korean pop music and film industries pursued a tie-in strategy

2022.8.14(일) 13:00-16:00
Sun Aug 14, 2022, 13:00-16:00
CGV 제천 3관
CGV Jecheon 3

1960-1970년대 음악산업과 영화산업의 상생 전략과 남진 스타성
The Co-Prosperity Strategy of the Korean Music and Film Industries and Nam Jin’s Star
Quality Between the 1960s and 1970s
장유정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
Zhang Yu-jeong | Professor of College of Liberal Arts at Dankook University  
남진의 영화; 배우로서 행복한 예술가를 조명하다
Nam Jin in Film: Illuminating a Happy Artist as an Actor

발제
Lecture

이용철 | 영화평론가, 서울영상위원회 독립영화 배급위원
Lee Yongcheol | Film Critic, Member of Public Distribution Network for Independent
Films at Seoul Film Commission  
남진, 시대를 풍미한 유행가의 장인(匠人)
Nam Jin, the Great Singer of the Era
김병오 |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Kim Byung O | Professor, Cultural Content Department at Jeonju University
‘작은별’, 1970년대 가족+음악+영화의 의미
A Little Star, Meaning of Family + Music + Film in the 1970s

by seeking co-prosperity. The keyword to solve the peculiarities of Korean music films
during this period is Nam Jin, who rose to the highest stardom in both the music and film
industries as an actor and singer. It examines how industries of music and film exploited
his star quality, what his impact on Korean music films has been, and what changes
have been made in Korean music films before and after him. In addition, a session will
be held to discuss the industrial and aesthetic meaning of the film A Little Star by the
late director Gang Moon-su where starring all members of Korea’s only family band Little
Star. JIMFF2022 screens the film in commemoration of director Gang who passed away
this year.

215

최지선 | 음악평론가, 칼럼니스트
Choi Jisun | Music Critic, Columnist

모더레이터: 목혜정 | 영화, 사운드 평론가
Moderator: Mok Haejung | Film and Sound Critic
토론
Discussion

주최 및 주관
Host &
Organized by

토론: 노광우 | 영화 평론가, 칼럼니스트
정종화 | 한국영상자료원 학예연구팀장
심두보 | 성신여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Panel: Noh Kwangwoo | Film Critic, Columnist
Chung Chong-hwa | Head of Research&Curation Team
Shim Doobo | Professor of Media & Communication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국영상자료원
Jecheon Int’l Music & Film Festival, Korean Film Archive

포럼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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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오 Kim Byung O

음악과 무형유산을 전공하였고 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서 문화기술과 문화정책 등을 강의하고

있다. 매체와 기술을 중심으로 사회문화 변동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현재는 한국 음악유산의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응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다수의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OST작업을 해왔으며 현재
관악공동체라디오 이사 및 문화체육관광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심의위원 등으로도 일하고 있다.

Majored in music and intangible heritage. He teaches cultural technology and policies at
Jeonju University. Kim has studied social and cultural changes focusing on media and

technology. While working for several animations and documentary OSTs, he is currently

researching on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of Korean music heritage.
이용철 Lee Yongcheol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원, 서울영상위원회 독립영화 배급위원이며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서울아트시네마, 익스트림무비를 중심으로 기고 및 강연을 한다.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대한항공기내지에 연재했다. 공저로 “봉준호코드”, “호러영화”, “SF영화” 등이 있다.

A film critic, the member of Association of Korean Film Critics, Distribution for Independent

Films’ Committee member of Seoul Film Commission, he mostly works with Cine21, Extreme
Movie, Korean Film Archive, and Seoul Art Cinema. He co-wrote the books including Bong
Joon Ho Code, Horror Films, SF-Films.
장유정 Zhang Eujeong

장유정은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교수다. 200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대중가요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9년 인천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플랫폼문화비평상 음악부문상을 수상했다. 2012년부터

잊혀진 가요를 발굴하여 음반으로 제작하는 한편 강연과 공연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한국대중음악학회
회장이다.

A professor in Dankook University, president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Zhang received a Ph.D. for research on popular song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on the Platform Cultural Criticism Award(2009) in the music category hosted
by IFAC. Since 2012, she has discovered forgotten songs and produced them as records,
while giving lectures and working as a singer.
최지선 Choi Jisun

대중음악 연구와 평론을 하고 있다. “한국의 영화음악: 1955–1980”(로크미디어, 2007), “여신은
칭찬일까?: 여성 아이돌을 둘러싼 몇 가지 질문”(산디, 2021)을 지었다. “오프 더 레코드, 인디 록

파일”(문학과지성, 1999), “아이돌: H.O.T.에서 소녀시대까지, 아이돌 문화 보고서”(이매진, 2011),

“대중음악의 이해”(한울아카데미, 2012), “한국 팝의 고고학 1960”, “한국 팝의 고고학 1970”, “한국 팝의
고고학 1980”, “한국 팝의 고고학 1990”(을유문화사, 2022) 등을 함께 썼다.

Researching on popular music and working as a critic. She wrote Korean Film Music: 1955-

1980(Rok Media, 2007) and Is Goddess a Compliment?: Some Questions surrounding Female
Idols(Sandi, 2021). She also co-wrote Off the Record; Indie-Rock File(Moonji Publications,
1999), Idols: From H.O.T. to Girls’ Generation(imagine, 2011), Understanding Popular

Music(Hanul Academy, 2012), Archeology of Korean Pop 1960s / 1970s / 1980 / 1990 (Eulyu
Publishing,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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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 & NEW
일시 Date

2022.8.13(토) 13:00
Sat Aug 13, 2022,
13:00

2022.8.14(일) 16:30
Sun Aug 14, 20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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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et A
장소 Venue

메가박스 제천
2관
Megabox
Jecheon 2

메가박스 제천
2관
Megabox
Jecheon 2

상영 Screening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2021
West Side Story 2021
Director 스티븐 스필버그
Steven Spielberg
USA | 2021 | 156min | DCP |
Color | Fiction

토크 Talk

이용철 | 영화평론가
Lee Yongcheol | Film Critic

일시 Date

2022.8.12(금)
13:00
Fri Aug 12, 2022,
13:00

장소 Venue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Haso Living Culture
Center Walk

상영 Screening

Planet A
Director 이하루 Lev Haru
Korea, Taiwan, Bulgaria, UK |
2022 | 74min | DCP | Color |
Experimental

토크 & 공연 Talk & Performance
빌리카터 | 뮤지션
Billy Carter | Musician
이내 | 뮤지션
Ine Kim | Musician
이하루 | 영화감독, 뮤지션
Haru Lev | Film Director, Musician

코다 CODA
Director 션 헤이더 Sian Heder
USA, France | 2021 | 111min |
DCP | Color | Fiction

이용철 영화평론가 Film Critic Lee Yongcheol

빌리카터 Billy Carter

서울아트시네마, 익스트림무비를 중심으로 기고 및 강연을 한다. 서울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EP ‘The Yellow’, ‘The Green’, ‘The Orange’, 그리고 수 장의 싱글을 발표하며 음악적 실험을 거듭하는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원, 서울영상위원회 독립영화 배급위원이며 씨네21, 한국영상자료원,
대한항공기내지에 연재했다. 공저로 “봉준호코드”, “호러영화”, “SF영화” 등이 있다.

A film critic, the member of Association of Korean Film Critics, Distribution for Independent

Films’ Committee member of Seoul Film Commission, he mostly works with Cine21, Extreme
Movie, Korean Film Archive, and Seoul Art Cinema. He co-wrote the books including Bong
Joon Ho Code, Horror Films, SF-Films.

밴드 빌리카터는 2015년 ‘The Red’ EP로 데뷔한 이래 2장의 정규앨범 ‘Here I Am’, ‘Don’t Push Me’와
동시에, 각종 페스티벌과 로컬 클럽 등 국내외 각종 라이브 무대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빌리카터는
비인간동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소수자, 배제된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 함께 노래하고 춤추고 싸우고
연대하고자 한다.

Since their debut with the EP The Red in 2015, the band Billy Carter has released 2 LPs and

3 more EPs and played at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festivals and stages. Billy Carter
seeks to sing, dance, fight, and unite together as a voice for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minority, and excluded, including non-human animals.
이내 Ine Kim

동네 가수다. 어디서나 막 도착한 사람의 얼굴로 두리번거리며 걷는다. 걸으며 발견한 것들을 일기나 편지에
담아 노래를 짓고 부른다. 가수나 작가보다는 생활가나 애호가를 꿈꾼다.

Ine is a local singer. Ine walks everywhere looking around with the face of a stranger as if she
has just arrived the place. She writes the things she found while walking in a diary or a letter,

makes songs, and sings. She dreams of becoming an ordinary person or a lover rather than a
singer or a writer.
이하루 Haru Lev

세상의 비논리적 위계와 차별에 불복종하는 사회 부적응자. 정상성에 균열을 내고 경계를 무너뜨리는 전복적
예술활동을 시도한다. 옴니버스식 뮤지컬 다큐멘터리 ‘Planet A’와 영화의 사운드트랙 컴필레이션 앨범
“Planet A: Original Soundtrack”을 총괄 제작했다.

A social misfit disobeying illogical hierarchy and discrimination. He attempts subversive
“Artivism” that cracks the normality and breaks the boundaries. The omnibus musical
documentary Planet A and the film’s soundtrack compilation album Planet A: Original
Soundtrack were produced by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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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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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텨내고 존재하기

How Have You Been

Withstanding and Existing

일시 Date

장소 Venue

상영 Screening

2022.8.12(금)
18:00
Fri Aug 12, 2022,
18:00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Haso Living Culture
Center Walk

오랜만이다
How Have You Been
Director 이은정 Lee Eunjeong
Korea | 2022 | 90min |
DCP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토크 & 공연
Talk & Performance

이은정 | 영화감독
Lee Eunjeong | Film Director
방민아 | 배우, 뮤지션
Bang Minah | Actor, Musician

일시 Date

장소 Venue

2022.8.13(토)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13:00
Haso Living Culture
Sat Aug 13, 2022, Center Walk
13:00

이가섭 | 배우
Lee Gasub | Actor

상영 Screening
버텨내고 존재하기
Withstanding and Existing
Director 권철 Gwon Churl
Korea | 2022 | 64min | DCP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토크 & 공연
Talk & Performance

권철 | 영화감독
Gwon Churl | Film Director
최고은 | 뮤지션
Choi Gonne | Musician

프리스피릿 FREESPIRIT
Director 정제현 Jeong Jaehyun
Korea | 2021 | 20min | DCP | Color,
B&W | Experimental | World Premiere

이은정 Lee Eunjeong

권철 Gwon Churl

연출했으며, ‘치욕일기’(2015)로 부산국제영화제 단편경쟁부문에서 선재상을 수상했다.

장편 영화 ‘라이브플래닛 시즌2’(2011)가 제7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이후 ‘공기의 기록,

한양대학교에서 영상디자인을 전공했다. ‘tension’(2011), ‘깁스를한남자’(2012), ‘미라의 의지’(2013)를
She majored in Interactive Media Design at HanYang University. She directed tension(2011),

The Man with a Plaster Cast(2012), and Mira’s Will(2013). She was given the Sonje Award for
Short Film competition in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r Shame Diary(2015).
방민아 Bang Minah

스크린 데뷔작 ‘홀리’로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알린 방민아는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까지 장르와 영역을

불문한 필모그래피를 성실히 쌓아나갔다. 지난해 2021년 영화 ‘최선의 삶’을 통해 펼친 놀라운 열연으로
국내외 유수 영화제의 신인상을 섭렵하며 한국 영화계 뉴웨이브를 이끌어나갈 배우임을 입증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과 뮤지션들의 연주를 기록하다가 얼떨결에 계속 무언가를 찍으면서 만들고 있다.
하와이-어서와’(2012)를 연출했다. 2021년에는 ‘슬로우로드’로 대한민국 광고대상 프로모션 대상을
수상하였다.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Gwon Churl started to film the performances of musicians
with his friends. He has still filmed the things until now. His film Live Planet Season 2 was

shown at JIMFF(2011). Atmosphere, HAWAAII - Welcome shown in Music Videos Competition
Section at SXSW(2012). He got the Promotion Grand Prix of Korea Advertising Awards with
Slow Road in 2021.

Bang Minah, who showed her potential as an actor with her screen debut Holly, faithfully

최고은 Choi Gonne

Last year, she proved to be an actor who will lead the new wave of the Korean film scene

자신의 음악을 넘어서며 꾸준히 성장하는 싱어송라이터 최고은. 어쿠스틱 사운드를 기반으로 한 포크, 록,

established her filmography regardless of genres, including films, dramas and musicals.

by winning Best New Actor awards at home and abroad for her amazing performance in the
film, Snowball in 2021.
이가섭 Lee Gasub

2011년 영화 ‘복무태만’으로 데뷔. 단편 영화를 시작으로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그는 2017년 영화 ‘폭력의 씨앗’으로 제55회 대종상 영화제 신인남우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tvN ‘비밀의 숲2’, ‘지리산’ 등에 출연하며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Lee Gasub debuted with the film, Social Service Agent in 2011. Starting with short films, he

has accumulated solid filmography by appearing in a number of films, and was recognized

for his talent by winning the Best New Actor Award at the 55th Daejong Film Awards in 2017
for the film, the Seeds of Violence. Since then, he has appeared on tvN’s Secret Forest 2 and
Jiri Mountain and has been active on screens and TV shows.

“죠니포크(Joni-folk)”, “포크계의 나윤선”으로 비유되며 팔색조 같은 음색과 어쿠스틱 사운드를 통해 이전
팝, 재즈, 국악 등의 장르적 경계를 흐릿하게 만드는 그녀의 특별한 재능은 결국 최고은의 독특하고 진심어린
목소리로 아름다움과 설득력을 갖는다. 솔로에서 밴드 사운드를 아우른다.

Choi Gonne, who pioneered her unique genre with her octal tone and singing style with an

acoustic sound, debuted with her first EP 36.5˚C in October 2010. She is introduced as “Jonifolk”, Choi’s own genre named after the legendary Canadian singer-songwriter Joni Mitchell.

Based on acoustic sound, her special talent blurs boundaries between genres, including folk,
rock, jazz,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Her sincere voice covers from solo to band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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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건 Im Ingun

Diva Janus
일시 Date

히든트랙 Hidden Track

포크 뮤지션 조동진과 함께 198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임인건은 1988년 재즈클럽 야누스에서 한국 재즈

장소 Venue

2022.8.13(토)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18:00
Haso Living Culture
Sat Aug 13, 2022, Center Walk
18:00

상영 Screening

디바 야누스 Diva Janus
Director 조은성 Jo Eunsung
Korea | 2022 | 85min | DCP |
Color, B&W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토크 & 공연 Talk & Performance
조은성 | 영화감독
Jo Eunsung | Film Director
말로 | 재즈 보컬리스트
Malo | Jazz Vocalist
임인건 | 피아니스트
Im Ingun | Pianist
황덕호 | 재즈평론가
Hwang Deokho | Jazz Critic

조은성 Jo Eunsung

2015년 장편 극영화 ‘션샤인러브’로 데뷔하였다. 2021년 도시 재생에 관한 장편 다큐멘터리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를 완성하였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서울국제환경영화제등에 초청되었다. 현재 두 번째
극영화인 ‘낭만적 공장’을 완성하고, 개봉을 준비 중이다.

He made a debut with a feature Sunshine Love in 2015. In 2021, A Tale of Old Cities, a feature
documentary on urban regeneration was completed and it was selected for the DMZ Docs

and the Seoul IEFF. Currently Romantic Factory, his second feature film is being completed
and prepared for the theatrical release.
말로 Malo

“스캣의 여왕”, “한국의 엘라 피츠제럴드”라는 별명을 가진 말로는 가장 예술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재즈
보컬리스트이다. 그는 작곡, 편곡, 프로듀싱까지 하는 재즈 뮤지션이며 정통 재즈 뿐 아니라 한국적 재즈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기도 했다. 특히 2003년 발매한 3집 ‘벚꽃지다’는 대한민국에서 재즈 뮤지션으로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Malo who is called “Queen of Scat”, “Korean Ella Fitzgerald”, has been acclaimed as the most
artistic and the most Korean-style jazz vocalist. She also composes, arranges, and produces,
and has also opened up a new jazz genre which combined Korean traditional music. Her 3rd
album Cherry Blossoms are Gone, released in 2003, achieved unprecedented success as a
jazz musician in Korea.

1세대인 이판근, 김수열, 강대관 등과 협연하며 재즈 연주자로 활동했다. 1989년 첫 피아노 솔로 앨범을
발매했으며 ‘야타’를 통해 본격적인 밴드 중심의 재즈 활동을 해왔다. 2004년 발매한 앨범 ‘피아노가 된

나무’ 로 재즈 피아니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진 그의 재즈는 어쿠스틱한 면모를 잃지 않은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다. 최근에는 그가 재즈의 길을 걷게 해준 재즈클럽 야누스에 대한 감사와 박성연과 재즈 1세대의 존경과
기록을 담은 앨범 ‘Janus The Reminiscence’(야누스 그 기억의 현재)를 발표하였으며 수록곡 ‘바람이
부네요’는 다큐멘터리 ‘디바 야누스’의 OST로 사용 되기도 하였다.

Im Ingun, who started his career in 1987 with folk musician Cho Dong-jin, worked as a jazz
player in 1988 at the jazz club Janus, collaborating with Lee Pangeun, Kim Sooyeol, and

Kang Daekwan, the first generation of Korean jazz. He released his first piano solo album in
1989 and has been playing jazz based on band Yata along with guitarist Jeong Jaeyeol. He

established himself as a jazz pianist with his 2004 album Tree Became a Piano, and his jazz

has a simple beauty that has not lost its acoustic feature. Currently, he formed a band Atman
with young performers. He released the album ‘Janus The Reminiscence’ (the present of the
memory of Janus), for gratitude to club Janus for him to walk the path of jazz, and with the

respect of Park Seong-yeon, the first generation of jazz, and her song The Wind Blows was
also played as the OST of the documentary Diva Janus.
황덕호 재즈평론가 Jazz Critic Hwang Deokho

1999년부터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황덕호의 Jazz Loft의 제작과

진행을 맡고 있다. 재즈에 관한 기록을 모아 최근 “다락방 재즈”를 집필했다. 10여 년간 재즈 음반 매장을
운영했고 다섯 권의 저서와 네 권의 번역서를 출간했다.

Hwang Deokho hosts the KBS radio program Classic FM Jazz Note and also produces and

hosts the Youtube channel Hwang Deokho’s Jazz Loft. Recently he published the book Attic
Jazz, which is a compilation of records about jazz. He managed a jazz album shop for ten
years and wrote five books and translated four books.

음악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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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Program

—
—
—

필름콘서트

—

스페셜콘서트: 저스틴 허위츠 콘서트

—

원 썸머 나잇

—

Films in Live
Special Concert: Justin Hurwitz Concert
One Summer Night

라이브 뮤직 토크

Live Music Talk
쿨나이트

Cool Night
썸머스테이지

Summer Stage

필름콘서트

Films in Live

필름콘서트는 한국 영화음악의 세계적 교류를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한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그 영화
속 음악을 오케스트라 라이브로 처음부터 끝까지 감상하는 필름콘서트는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과
영화상영이 결합된 형태로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올 여름 비행장무대에서
국내 최초로 열리게 될 존 윌리엄스의 E.T. 필름콘서트는 이미 전 세계에 수출되어 그의 영화음악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서 영화제는 한국영화 오리지날 필름콘서트를
국내 최초로 제작하여 한국 영화음악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결심을 했다. 묻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세계적 수준의 오케스트라 음악으로 구성된 ‘마당을 나온 암탉’(음악 이지수, 연출 오성윤, 2011)과
이미 해외에도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는 영화 ‘봄날은 간다’(음악 조성우, 연출 허진호, 2001)가
그것이다. 처음 제작되는 만큼 어려움도 있었지만, 의림지무대에서 펼쳐질 두 편의 필름콘서트를 통해
한국 영화음악의 높은 수준과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Films in Live was designed for the global exchanges of Korean film music. A film concert
shows a film, and the audience appreciates the orchestra live-performance of the
music in the film from beginning to end; this type of concert is a combination of highquality classical concerts and film screenings, which is already loved around the world.
E.T. the Extra-Terrestrial in Live by the composer John Williams will be hel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t the Jecheon Airfield Stage this summer and has already been exported
worldwide and promoted his film music continuously. To the same effect, the festival
decided to make the first Korean original film concerts to promote Korean film music to
the world. They include Leafie, a Hen into the Wild (Music by Lee Jisoo, Dir. Oh Sungyoon, 2011) consisting of world-class orchestral music that is too precious to be drown,
and One Fine Spring Day (Music by Cho Sungwoo, Dir. Hur Jinho, 2001) which already
has many fans overseas. Although there were difficulties as we prepared the concerts
for the first time, we believe that you will be stunned by the high quality of Korean film
music through the two Films in Live that will be held on the outdoor stage of Uirim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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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Date

2022.8.12(금) 20:00
Fri Aug 12, 2022, 20:00

2022.8.13(토) 20:00
Sat Aug 13, 2022, 20:00

2022.8.14(일) 20:00
Sun Aug 14, 2022, 20:00

상영작
Screening

봄날은 간다
One Fine Spring Day
Korea | 2001 | 115min |
Color | Fiction

마당을 나온 암탉
Leafie, a Hen into the
Wild
Korea | 2011 | 94min |
Color | Animation

E.T.
E.T. The Extra-Terrestrial
"Films in Live"
USA | 1982 | 140min | Color |
Fiction

장소 Venue

의림지무대 Uirimji Stage

감독
Director

허진호
Hur Jinho

지휘
Conductor

한주헌
Han Juheon

음악감독
Music Director

연주
Performers

조성우
Cho Sungwoo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희
SEOUL GRAND
PHILHARMONIC
ORCHESTRA,
JéHee

오성윤
Oh Sung-yoon
이지수
Lee Jisoo

한주헌
Han Juheon

코리아쿱오케스트라
KOREA COOP
ORCHESTRA

비행장무대 Airfield Stage

스티븐 스필버그
Steven Spielberg

존 타우너 윌리엄스
John Towner Williams
제시카 게틴
Jessica Gethin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조성우 음악감독 Music Director Cho Sungwoo

작곡자이자 음악감독. 현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섬세한 감각과 통찰력으로 오래도록 사랑받는
OST를 많이 만들어냈다. ‘8월의 크리스마스’(1998), ‘봄날은 간다’(2001), ‘만추’(2011) 등의 영화음악을
통해 2004년 청룡영화제 음악상, 2011년과 2016년 대종상영화제 음악상 등을 수상하였다.

Cho Sung-woo is a composer and music director. He is the Festival Director of th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and he has composed many popular original film scores
with his fine sense and insight. For his works in films such as Christmas in August (1998),

One Fine Spring Day (2001), and Late Autumn (2011), he was awarded the Blue Dragon Film
Award for Best Music in 2004 and the Grand Bell Award for Best Music in 2011 and 2016.

필름콘서트 Films in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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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음악감독 Music Director Lee Jisoo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SEOUL GRAND PHILHARMONIC ORCHESTRA

대학원 음악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의 작품들은 클래식과 현대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영화음악,

맞이했다. 클래식 공연문화 보급에 앞장서 온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국내 최고의 연주자를

이지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작곡 그리고 상명대학교 대학원에서 뉴미디어음악을 전공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뮤지컬, 방송음악, 국악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융복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2003년 ‘올드보이’를 시작으로
‘건축학개론’, ‘마당을 나온 암탉’, ‘고요의 바다’ 등 현재까지 20여 편 이상의 상업 장편영화 음악작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폐회식 음악감독을 맡아 진행하였다.

Lee Jisoo studied music composi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new media music at

Sangmyu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He is currently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Music
Depart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His works are based on classical and modern

music, and he works to fuse various genres such as film music, musicals, broadcast music,
and traditional Korean music. Since writing the original music for Oldboy in 2003, he has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995년 창단하여 올해로 26주년을

선발함은 물론 정통 클래식과 오페라, 뮤지컬, 국악 등 독특한 레퍼토리의 공연으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SEOUL GRAND PHILHARMONIC ORCHESTRA was founded in 1995 and celebrates its 26th
anniversary this year. It is a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 appointed by the city of Seoul.

It is a leader in spreading classical performance culture, selecting Korea’s best artists and

performing a unique repertoire that includes authentic classical music, operas, musicals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to reach the general public.

worked on more than 20 commercial films, including Architecture 101, Leafie: A Hen into the

제희 재즈 아코디어니스트 JéHee Jazz Accordionist

closing ceremonies of the 2018 Winter Paralympics in PyeongChang.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등 활발한 연주 활동 중인 재즈 아코디어니스트이다

Wild and the Netflix series The Silent Sea. He was the musical director for the opening and
한주헌 지휘자 Conductor Han Juheon

지휘자 겸 작곡가인 한주헌은 독일 만하임(Mannheim) 국립음대 지휘과 졸업했으며, 독일 프라이베르크
시립오페라극장과 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로 일한 후 현재 중부유럽 최고의 주립극장으로 지목되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재즈 아코디언을 전공한 뒤 다수의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서울 예술의 전당,
JéHee is a jazz accordionist who studied in Paris and has participated in many jazz festivals.
She is actively involved in performances at Seoul Arts Center and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오스트리아 린츠주립극장 한국인 최초의 뮤지컬 상임지휘자 및 음악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2000년도부터

코리아쿱오케스트라 KOREA COOP ORCHESTRA

음악감독으로 참여한 뮤지컬 “The Wave”는 린츠 주립극장에서 세계 초연. 독일 뮤지컬 어워드 총 13개

공연장과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유니버설발레단 등 주요 예술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초청을 받아 매년

영화음악 작곡과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지휘자 활동을 활발히 이어오고 있으며, 2021년엔 그가
부문 중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올해의 최고작품상(Best Musical)을 수상하였다.

Han Juheon, conductor and composer, is a graduate of the Mannheim University of Music
and Performing Arts and worked as primary conductor of the Mittelsaechsisches Theater

Freiberg and its symphony orchestra. He is the first Korean to be appointed as permanent

conductor and music director at the Linz State Theater, considered the best state theater in
Central Europe. He has been a composer of film music, director and conductor of orchestral
music since 2000. In 2021, the musical ‘The Wave’, in which he participated as musical

director, had its world premiere at the Linz State Theater. He was nominated in 11 of 13
categories of the German Musical Theater Award and won the Best Musical award.
제시카 게틴 지휘자 Conductor Jessica Gethin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 오케스트라로 창단된 코리아쿱오케스트라는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90여회의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픽사 인 콘서트’, ‘디즈니 인 콘서트’, ‘드림웍스 인 콘서트’, ‘미녀와

야수 인 콘서트’, ‘코코 인 콘서트’, ‘해리포터 인 콘서트’ 등 애니메이션과 영화음악 콘서트를 꾸준히 펼치며
대중과 호흡하고 있다.

Founded as Korea’s first cooperative orchestra, KOREA COOP ORCHESTRA regularly

performs 90 concerts a year at major venues such as the Seoul Arts Center and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nd is invited to perform by various arts organizations such

as the National Opera, the National Chorus of Korea and the Universal Ballet. The orchestra
is making a name for itself among audiences through its ongoing animation and film music

concerts such as ‘Pixar in Concert’, ‘Disney in Concert’, ‘DreamWorks in Concert’, ‘Beauty and
the Beast in Concert’, ‘Coco in Concert’, and ‘Harry Potter in Concert’.

‘세계적 거장’ 제시카 게틴은 그녀의 뛰어난 음악성, 활기찬 에너지,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위 존재감으로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넘나들며 세계 다양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미국, 아시아, 호주 등 전역에서 활발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연주자들로 단원을 구성하여 교향악은 물론 오페라, 발레 등 극장음악 전문 오케스트라로서 전문성을

청중과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으며, 오페라, 발레, 영화 그리고 현대 교향곡의 핵심 레퍼토리를 매끄럽게
펠로우십, 지휘자상 수상경력과 오스트리아의 가장 영향력있는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린 제시카 게틴은

관객과의 소통을 위한 타고난 재능과 함께 새로운 음악에 대한 헌신과 차세대 지휘자를 양성하려는 노력은
그녀가 예술계의 리더로서 빠르게 성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World-renowned virtuoso Jessica Gethin has performed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sia
and Australia with various orchestras in a wide variety of genres, including opera, ballet,

film and the essential repertoire of modern symphony, and has been praised by audiences
and critics for her outstanding musicianship, energy and charismatic stage presence. She
has received fellowships and conducting awards and was named one of Austria’s 100

most influential women. Her innate talent for communicating with audiences, as well as her

commitment to original music and her efforts to groom a new generation of conductors, have
helped her quickly become a leader in the world of the arts.

1997년 2월 창단된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국내외 정상급 지휘자와 우수한 기량과 열의를 갖춘
인정받고 있다. 지금까지 121회의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2,300여회의 공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적 색채를
구현하고 있다.

Founded in February 1997,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is a renowned orchestra

specializing in theatrical music such as opera and ballet as well as symphonies. It consists
of first-class Korean and international conductors and performers with excellent skills and

enthusiasm. Since its establishment, the orchestra has embodied various musical styles in
2,300 performances, including 121 regular concerts.

스페셜콘서트: 저스틴 허위츠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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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Concert: Justin Hurwitz Concert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SEOUL GRAND PHILHARMONIC ORCHESTRA

2017년 ‘골든 글로브 시상식’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ㆍ음악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세계적인

선발함은 물론 정통 클래식과 오페라, 뮤지컬, 국악 등 독특한 레퍼토리의 공연으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감독 반열에 오른 저스틴 허위츠의 스페셜콘서트가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은 저스틴 허위츠가 참여한 모든 영화인 ‘가인 앤 매들린 온 어 파크 벤치’,
’위플래쉬’, ‘라라랜드’, ‘퍼스트맨’의 영화음악을 가지고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공연으로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재즈빅밴드의 라이브연주로 채워져 관객들을 맞이 할 예정이다.
Justin Hurwitz, the renowned musician who has joined the ranks of world-class music
directors after winning Best Original Score and Best Original Song at the 2017 Golden
Globe Awards and Academy Awards, will perform a special concert at the 18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This special performance will be the World’s first
concert to feature Justin Hurwitz’s original music in LA LA LAND, FIRST MAN, and
WHIPLASH, accompanied by a live performance by the Seoul Grand Philharmonic
Orchestra with Jazz Big Band to welcome the audience
일시
Date

장소
Venue

지휘
Conductor

연주
Performers
싱어
Singer

2022.8.13(토) 20:00
Sat Aug 13, 2022, 20:00
비행장무대
Airfield Stage

저스틴 허위츠
Justin Hurwitz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재즈빅밴드
SEOUL GRAND PHILHARMONIC ORCHESTRA, Jazz Bigband

민경아, 이충주, 전나영, 이수정, 연지 리, 문은수
Min Kyung-a, Lee Chung-ju, Jeon Nayoung, Lee Soojung, Yeonji Lee, Moon Eunsoo

저스틴 허위츠 Justin Hurwitz

서울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995년 창단하여 올해로 26주년을

맞이했다. 클래식 공연문화 보급에 앞장서 온 서울그랜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국내 최고의 연주자를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SEOUL GRAND PHILHARMONIC ORCHESTRA was founded in 1995 and celebrates its 26th
anniversary this year. It is a professional arts organization appointed by the city of Seoul.

It is a leader in spreading classical performance culture, selecting Korea’s best artists and

performing a unique repertoire that includes authentic classical music, operas, musicals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to reach the general public.
민경아 Min Kyung-a

뛰어난 가창력과 연기력은 물론 짧은 시간 내 무섭게 성장하며 독보적인 기량을 뽐내고 있는 배우이다.
2015년 뮤지컬 ‘아가사’의 앙상블을 시작으로 ‘웃는 남자’, ‘지킬 앤 하이드’, ’레베카’등 매 작품 다양한
캐릭터를 청량한 음색과 무대 장악력으로 훌륭하게 소화해냈다.

Min Kyung-a has developed rapidly with her outstanding talent as a singer and performer.
Since her debut as an ensemble member of the musical ‘Agatha’ in 2015, she has

demonstrated her refreshing voice and stage presence in various musical characters in ‘The
Man Who Laughs’, ‘Jekyll & Hyde’, and ‘Rebecca’.
이충주 Lee Chung-ju

2009년 뮤지컬 ‘스프링어웨이크닝’으로 첫 무대에 오른 배우 이충주는 매력적인 보이스와 뛰어난

가창력으로 두각을 드러내며 여러 뮤지컬과 연극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까지 인정받으며 실력파 배우로

입지를 다졌다. 뿐만 아니라 JTBC ‘팬텀싱어2’에서도 뮤지컬 넘버는 물론 성악과 팝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본인만의 매력으로 소화해내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Lee Chung-ju first appeared on stage in the musical ‘Spring Awakening’ in 2009 and became
known for his attractive voice and excellent singing skills, while also gaining recognition for
his solid acting skills in various musicals and plays. In addition, he sang various genres of
songs such as musical numbers, classics and pop in the JTBC show ‘Phantom Singer 2’,
demonstrating an incomparable presence and charm.

전나영 Jeon Nayoung

이수정 Lee Soojung

연지 리 Yeonji Lee

문은수 Moon Eunsoo

저스틴 허위츠는 하버드에서 작곡과 오케스트레이션을 전공했으며 2017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라라랜드’로 주제가상, 음악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대기록을 남기며, 영화음악계에 떠오르는

신성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5월 ‘2022 제천영화음악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국내 팬들에게 내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Justin Hurwitz studied composition and orchestration at Harvard and established himself as

a rising star in the film and music industries. He set a milestone by winning both Best Original

Score and Best Original Song at the Golden Globe Awards and Academy Awards for his music
in La La Land. In May, he was named the winner of the 2022 Jecheon Film Music Honorary
Award, raising expectations among fans for his visit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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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먼 도미닉 Simon Dominic

사이먼 도미닉은 언더그라운드 최고의 루키 시절부터 화제의 Supreme Team 활동을 지나, AOMG의 공동
대표에서 다시 아티스트의 자리로 돌아온 현재까지의 긴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정상의 자리를 지켜오며

꾸준히 대중들의 사랑을 널리 받아온 힙합씬의 상징적인 아티스트이자 아이콘이다.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 및 방송 활동 등을 통해 뛰어난 예능감으로 본인만의 매력을 꾸준히 발산해오고 있으며, 이제는 한국

원 썸머 나잇은 한 여름 밤 공연과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어 매해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대표 음악프로그램이다. 올해 원 썸머 나잇은 제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비행장무대에서 진행되어 그 의미가 크다. 8월 12일 그루비 나잇의 화려한 라인업을 시작으로,
8월 15일 멜로우 나잇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들로 채워진 원 썸머 나잇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
밤을 선사할 것이다.
One Summer Night is JIMFF’s iconic music program, beloved by many visitors every
year, with its open-air screenings and live music performances on beautiful summer
nights. This year, One Summer Night will be held on the Airfield Stage that has been
returned to the citizens of Jecheon, rendering even greater significance. Starting with
the star-studded lineup of Groovy Night on August 12th and ending with Mellow Night
on August 15th, the diverse program will bring unforgettable memories of summer nights
to the audience.

대중문화에서 대체 불가한 아티스트로 굳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Simon Dominic is a representative artist and icon of the hip-hop scene who has been

continuously loved by the public from his celebrated underground rookie days to the present
where he returned from his role as co-CEO of AOMG to his position as an artist. He has

continued to prove his own charm with his excellent sense of entertainment through various
performances and broadcasting activities as well as through his music, and is now firmly
established as an irreplaceable artist in Korean pop culture.
로꼬 Loco

로꼬는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Show Me The Money 1>에서 우승을 거두며 데뷔, 이후 특유의 담백한

가사와 유연한 플로우로 히트곡들을 연달아 배출하며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아 음원 강자로서의 입지를 굳게
다져왔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업물을 통해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증명했으며, 타 아티스트들과의
피처링 작업물들에서도 기존의 성공 공식에 얽매이지 않고 매번 색다르고 참신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등
꾸준히 최정상급 아티스트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며 그 음악성 또한 인정받고 있다.

Loco debuted after winning the hip-hop survival program ‘Show Me The Money 1’. Since

then, he has produced hit after hit with his unique down-to-earth lyrics and flexible flow,
solidifying his position as a musical powerhouse with huge popularity among the public.

일시
Date

장소
Venue

라인업
Line-up

상영작
Screenings

2022.8.12(금) 20:00
Fri Aug 13, 2022, 20:00

비행장무대
Airfield Stage

그루비 나잇
Groovy Night
사이먼 도미닉, 로꼬, 릴보이(with 야누),
릴러말즈
Simon Dominic, Loco, LILBOI (with
YANU), Leellamarz

룩 앳 미: XXX텐타시온
Look at Me: XXXTentacion
USA | 2022 | 114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 15
Director 사바아 폴라얀 Sabaah Folayan

2022.8.15(월) 20:00
Mon Aug 15, 2022, 20:00

Moreover, he has proven a wide musical spectrum with his works, and his musicality can also
be seen in the fact that he displays a unique and novel style every time without being bound
to the existing formula of success.

릴보이(with 야누) LILBOI(with YANU)

릴보이는 HALFTIME RECORDS의 수장으로써, ‘Officially Missing You’라는 히트곡을 남긴 그룹 긱스의

멜로우 나잇
Mellow Night
십센치, 선우정아, 이석훈, 폴킴, 잔나비, 이무진
10CM, SUNWOOJUNGA, LEE SEOKHOON,
PAUL KIM, JANNABI, LEE MUJIN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버려요
Love it (then) Dump it(LIDI)
Korea, USA | 2022 | 65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 G
Director 정진수(VISUALSFROM.) Chung
Jinsoo(VISUALSFROM.)

멤버로 데뷔하였다. 2020년 ‘쇼미더머니 9’에서 완벽에 가까운 우승을 거머쥐며 뮤지션으로서 많은것을
증명하기도 했으며, 2021년 제 13회 멜론 뮤직 어워드 TOP10의 영광을 거머쥐었다.

He is currently the head of HALFTIME RECORDS. LILBOI debuted as a member of the hiphop duo Geeks, which recorded a hit song titled ‘Officially Missing You’. He proved many

talents as a musician, and won the ‘Show Me The Money 9’ in 2020 and was awarded “Top
10 Artists” at the 13th Melon Music Awards in 2021.
릴러말즈 Leellamarz

대한민국 힙합씬에서 꾸준한 작업량과 퀄리티를 통해 장르 팬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으며,

거장이 되어가는 중이다. 그만큼 릴러말즈라는 아티스트의 음악 안에는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장르를
넘어 독보적인 릴러말즈만의 음악 세계관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In the Korean hip-hop scene, Leellamarz is known not only by fans of the genre but also by

the public for his steady quality output and is on his way to becoming a master. As such, the

music of Leellamarz has a magnetic charm. Beyond the genre, he expands his unique musical
worldview.

원 썸머 나잇: 멜로우 나잇 One Summer Night: Mellow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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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센치 10CM

폴킴 PAUL KIM

아티스트와 콜라버레이션, 각종 드라마 OST, 대형 페스티벌 등 섭외 1순위로 최근 ‘5.3’ 그라데이션 앨범을

섬세한 위로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를 음악에 담아내며 차세대 싱어송라이터 씬의 블루칩으로

한국 음악계의 하나의 아이콘이자, 담백한 가사와 달콤한 멜로디로 대중들을 사로잡은 십센치. 다양한
발매 후 올 여름 십센치의 음악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짙게 물들일 예정이다.

10CM, a unique icon of the Korean music industry, captivated the public with their casual

lyrics and sweet melodies. After the release of their latest gradation album ‘5.3’, 10CM have

become the most sought-after musicians, collaborating with other artists, producing original
music for the series TV, and performing at major music festivals. It is expected that 10CM’s
music will deeply touch the hearts of the audience this summer.
선우정아 SUNWOOJUNGA

한국 대중음악 씬에서 매우 독특한 지점을 점하고 있다. 그녀는 장르와 씬에 구애 받지 않는다. 자신의

목소리를 능수능란하게 다루어 연출하는 그녀의 보컬은 악곡 본연의 ‘맛’을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분방함으로 파격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그녀를 한국 대중음악의 진화를 체감시켜주는 아티스트라
정의해도 과장이 아닐 듯 하다.

In the Korean pop music scene, SUNWOOJUNGA occupies a very special position. Detached

235

2014년 싱글 ‘커피 한 잔 할래요’로 데뷔한 폴킴은 사랑에 대한 다양한 감정선부터 깊이 있는 성찰과
급부상했다. 차트 역주행의 기록을 쓴 ‘비’ 를 시작으로 ‘너를 만나’, ‘초록빛’ 등 발매하는 음원마다 차트 줄
세우기에 성공하며 신흥 음원 강자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후 연이어 출연하는 각종 페스티벌은 물론이고
단독 콘서트까지 매회 예매 기록을 최대치로 갈아치운 그는 2021년, 18회차에 달하는 전국투어 콘서트

<투성이>가 매회 매진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며 자타공인 독보적인 남성 보컬리스트로 입지를 굳혔다.

PAUL KIM, who debuted in 2014 with the single ‘Coffee With Me’ has become a staple in the
next-generation singer-songwriter scene, stirring the sympathies of different generations

by capturing emotions about love, deep reflection and tender comfort. Starting with ‘Rain’,

which climbed back up the charts with unprecedented force, he made it to the charts with
every song released, including ‘Me After You’ and ‘Traffic Light’, establishing himself as a
rising powerhouse in the music scene. Since then, he has broken sales records at every

single concert and various festivals, establishing himself as an unrivaled male vocalist. His
nationwide concert tour titled “Bruising” held 18 times in 2021 was sold out every time.

from genre or scene categories, her ability to skillfully handle her voice maximizes the original

잔나비 JANNABI

style.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call her the artist who “brings to life” the evolution

어지러운 청춘의 틈바구니 속, 잘 추스려 펼쳐 낸 노랫말들과 이지리스닝 기조의 송라이팅은 ‘쿨’과 ‘힙’만을

“flavor” of the song while presenting an unstandardized performance with freewheeling
of Korean pop music.

이석훈 LEE SEOKHOON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인 이석훈은 3인조 보컬그룹 SG워너비의 멤버로 개성있으면서도 감미로운 중저음의
목소리로 여심을 저격하는 보컬리스트의 대명사이다. 올해 3월 첫 정규앨범 ‘같은 자리’를 통해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음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방송에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석훈은 소극장 콘서트 ‘다시, 쓰임’에 이어 뮤지컬 ‘젠틀맨스가이드’, ‘킹키부츠’를 통해 꾸준히 관객들과

잔나비는 ‘가요’라 불리던 한국 대중음악의 뿌리를 새롭게 재해석하며 전례 없는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지향하는 음악 시장을 겨눠 언제나 뜨거운 한 방을 보여준다.

JANNABI has created an unprecedented sensation by reinterpreting the roots of Korean pop
music. Their incisive lyrics and songwriting style suitable for easy-listening have awakened
empathy among confused youth, weary of the mainstream music industry obsessed with
“coolness” or “hipness”.

만나고 있다.

이무진 LEE MUJIN

vocal group SG Wannabe and the epitome of a singer who captures the hearts of women

무명가수전”에 63호 가수로 참가해 독보적인 음색과 음악 스타일로 심사위원들과 시청자들을 단숨에

LEE SEOKHOON, a singer and musical performer, is also a member of the three-member

with his unique, sweet and deep voice. With his first album ‘Customary Place’, released in
March this year, he has defined his own musical world even more clearly. He is not only

popular among music fans, but also in various fields of broadcasting. After giving a small
theater concert earlier this year, he continues to meet audiences in musicals such as ‘A
Gentleman’s Guide to Love and Murder’ and ‘Kinky Boots’.

이무진은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이다. 2020년 방영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 -

사로잡으며 최종 3위를 거머쥐었다. 2021년 5월에는 첫 번째 싱글 ‘신호등’을 발매해 청춘들의 고민을

그만의 무궁무진한 매력으로 풀어냈다. 2022년 최고의 신인으로 우뚝 솟은 이무진은 최근 [Room Vol.1]
앨범 발매를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LEE MUJIN is a South Korean singer-songwriter. In 2020, he participated as the 63rd singer
in JTBC’s audition program ‘Sing Again’. He won over the judges and the audience with his

incomparable voice and musical style and placed third in the finals. In May 2021, he released
his first single ‘Traffic Light’ to comfort the tired young generation with his endless charm. In
2022 he rose to best rookie, and his latest album [Room Vol.1] has been widely bel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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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 Nam Jin

1961년 데뷔 이후 단 한번도 정상에서 내려온 적 없는 남진은 ‘님과 함께’, ‘빈잔’, ‘미워도 다시 한번’ 등 셀
수 없이 많은 주옥같은 히트곡과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공로로 인한 수많은 수상 실적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을 몸소 증명해가며 지치지 않는 체력과 화려한 무대매너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뜨거운 열정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라이브 뮤직 토크는 영화와 음악, 토크를 한 장소에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만의
매력적인 프로그램이다. 영화와 음악, 토크를 한 곳에 담아 아티스트가 직접 이야기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적 콘텐츠를 펼쳐낸다. 이번 라이브 뮤직 토크는 관객들과 아티스트가 보다 가깝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 될 것이다. 8월 14일에는 가수이기 이전에 영화배우를 꿈꿨던 남진의 이야기로
진행될 예정이며 8월 15일에는 1970년대 한국판 사운드 오브 뮤직을 표방한 가족 밴드 작은별 가족의
이야기로 자전거 탄 풍경이 함께해 그 시절의 향수와 새로운 문화를 선사할 예정이다.
Live Music Talk is an attractive program unique to JIMFF, where the audience can enjoy
film, music and talks in one place. The artists themselves participate to discuss film
and music, creating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content. This year’s Live Music Talk is
an opportunity for the audience to talk with the artists up close. On August 14th, Nam
Jin’s story of how he dreamed of becoming a movie star before becoming a singer
will be told, and on August 15th, the story of the family band A Little Star, the Korean
version of The Sound of Music, will be told by Jatanpung to share nostalgia and original
experiences.

Nam Jin, who has maintained his position as one of the best performers since his debut

in 1961, is undoubtedly the best singer in Korea with countless gem-like hits such as ‘With
My Dear’, ‘Empty Glass’, and ‘Love Me Once Again’, and has won numerous awards for his

outstanding artistic talent and achievements. Proving that age is just a number, he captures
the hearts of the audience with his tireless physical strength and colorful stage manners,
presenting passionate performances.
자전거 탄 풍경 Jatanpung

‘세발자전거’의 강인봉, 김형섭과 ‘풍경’의 송봉주를 만나 2001년에 결성된 그룹으로, 영화 ‘클래식’에 삽입된
[너에게 난 나에게 넌]으로 2001년 첫 정규앨범을 발매하였다. 통기타를 중심으로 깨끗하고 순수하며,
편안한 포크 음악을 하는 밴드라는 평을 받으며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있다.

The group Jatanpung was formed in 2001 when Gang In-bong and Kim Hyung-seop of

the group ‘Tricycle’ met Song Bong-ju of the group ‘Scenery’. Their first official album was

released in 2001, titled ‘I to You, You to Me’, which was featured in the film The Classic. With

their clean, pure and pleasant folk music based on acoustic guitars, they are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with the public.
강애리자 Gang Aelija

노래 ‘분홍립스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부모와 형제들 총 9명으로 구성된 가족 음악그룹 작은별 가족의

일시
Date

장소
Venue

상영작
Screenings

아티스트
Artist

2022.8.14(일) 19:00
Sun Aug 14, 2022, 19:00
의림지무대
Uirimji Stage

가수왕
Best Singer
Korea | 1975 | 105min | Color | Fiction
Director 김기덕 Kim Kee-duk
남진
Nam Jin

2022.8.15(월) 19:00
Mon Aug 15, 2022, 19:00

일원이다. 오빠 강인엽은 ‘슬퍼하지 말아요’ ‘그리운 어머니’ 등의 노래를 만든 싱어송라이터이며, 동생은
‘자전거 탄 풍경’의 강인봉이다.

Gang Aelija is widely known for her song ‘Pink Lipstick’ and is a member of the Small Star
Family, a nine-member family music group consisting of her parents and brothers. Her

brother Gang In-yeob is a singer-songwriter who has written songs such as ‘Don’t Be Sad’
and ‘Dear Mother’, and her younger brother is Gang In-bong of the group Jatanpung.

작은별
A Little Star
Korea | 1975 | 104min | Color | Fiction
Director 강문수 Gang Mun-su
자전거 탄 풍경, 강애리자
Jatanpung, Gang Ael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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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나이트

쿨나이트 Cool Night
유토 JUTO

Cool Night

올해 첫 정규앨범 ‘THE MIDNIGHT’을 발매한 싱어송라이터 JUTO(유토)는 랩/힙합을 넘어 다양한

장르를 녹여내며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특유의 희망찬 가사와 아름다운 서사를 담아 내었고 정상급 믹싱

엔지니어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한 사운드를 선보이며 씬에서 그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나아가고 있다.

The singer-songwriter JUTO, who released his first official album ‘THE MIDNIGHT’ this year,

쿨나이트는 파티 형식의 심야 음악프로그램으로 분위기를 고조시킬 디제잉 무대를 통해 관객과 함께

fuses different genres beyond rap and hip-hop. With the participation of high profile mixing

춤추고 노래하며 서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파티가 펼쳐질 예정이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만 느낄

engineers, his album contains unique and hopeful lyrics and beautiful narratives. With his rich

수 있는 공간 전체가 무대가 되는 이곳에서 관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
Cool Night is a midnight music program in the form of a party, where the deejaying
stages heat up the atmosphere and the audience can dance and sing,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one another. Only at JIMFF, you can experience the entire venue
transforming into a stage that creates unforgettable memories for the audience.
일시 Date
장소 Venue
라인업
Line-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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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he is solidifying his position in the music industry.
욘코 Yonko

사랑과 삶에 대해 노래하는 아티스트로 솔직한 가사, 특유의 음색으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음악관을 보여주는
싱어송라이터로서 2016년 데뷔 싱글 ‘FUCKBOI’, 2021년 첫 정규앨범 ‘LOVE LOST’를 발표했다.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가창 뿐 아니라 작사, 작곡, 편곡, 프로듀싱 등 다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최근, 싱글 ‘Kiss Me On The Cheek’ 을 발매하며 새로운 행보를 이어 가고있다.

2022.8.13(토) 22:30
Sat Aug 13, 2022, 22:30

Yonko released his debut single ‘FUCKBOI’ in 2016 and his first album ‘LOVE LOST’ in 2021.

He is a singer-songwriter with honest lyrics and a unique voice as an artist who sings about
love and life, showing his own incomparable view on music. Collaborating with various

의림지무대 Uirimji Stage

artists, he has made a name for himself in different fields such as songwriting, composition,
arrangement, and production. Recently, the single ‘Kiss Me on the Cheek’ was released,

홍이삭, 이짜나언짜나, 빅원, 유토, 욘코, 딥샤워
Hong Issac, EZUZ, BIGONE, JUTO, Yonko, DEEPSHOWER

continuing his musical journey.
딥샤워 DEEPSHOWER

딥샤워는 CTM 소속 프로듀서로, 전자음악을 기반으로 힙합, 인디까지 폭넓은 장르를 소화하는 뮤지션이다.
최근 발매된 정규 ‘DRIVEANDLOVE’로 리얼 악기 사운드의 짜릿함과 신선한 청각적 자극을 선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홍이삭 Hong Isaac

DEEPSHOWER is a producer of CTM and a musician who plays a wide range of genres,

제24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자작곡 ‘봄아’로 동상을 받으며 데뷔. 싱어 송 라이터로서 뿐만 아니라

including hip-hop and independent music based on electronic music. With his latest album

기타, 건반, 클라리넷 등 악기연주에 있어서도 천부적인 재질을 보였다. 영화 데뷔작이자 JIMFF2020

‘DRIVEANDLOVE’, he has presented the experience of original auditory stimulation with the

개막작인 ‘다시 만난 날들’을 통해 배우로서도 탁월한 연기를 선보이며 영화와 대중음악 등 장르를 넘나드는

exciting sound of live musical instruments.

준비된 스타이다.

He made his debut in the 24th YooJaeHa Music Competition, winning a bronze prize for
his own song ‘Spring’, and he shows his genius as a singer-songwriter and also as an

instrumentalist of guitar, keyboard and clarinet. He is also an innate star who crosses genres

from popular music to films, showing outstanding acting as an actor in his film debut and the
opening film of JIMFF 2020, ‘Da Capo’.
이짜나언짜나 EZUZ

독보적인 개성과 어디서도 보지 못한 특별한 퍼포먼스로 마음을 사로잡는 행위 예술형 힙합 듀오로

2021년에는 BTS, PSY와 함께 포트나이트 댄스 라이선스 계약을 진행한 최초의 한국 인디 가수이다. 최근

‘빵댕이 흔들어라’라는 신곡으로 무려 2만 건 이상의 챌린지를 기록했으며 EZUZ_DANCE는 총 2억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였다.

EZUZ is an artistic hip-hop duo and the first Korean indie musicians to sign a contract for
a Fortnite dance license alongside BTS and PSY in 2021. Their latest song ‘Twerk It’ has
received rave reviews and inspired more than 20,000 SNS challenges, and their video
EZUZ_DANCE has recorded more than 200 million views in total.
빅원 BIGONE

랩과 보컬을 아우르는 아티스트 BIGONE. 세련되고 감각적인 그루브로 매번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더해가며
다채로운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그의 독보적인 음악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Rapper and singer, BIGONE expands his unique musical world through colorful collaborations,
adding new musical experiments with refined and sensual grooves every time.

썸머스테이지

Summer Stage
썸머스테이지는 제천 시민 및 영화제 관객들을 위해 오픈된 공간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으로 비행장무대에서 진행된다.
Summer Stage is an open-air event at Airfield Stage for Jecheon citizens and festival audiences.
일시 Date
장소 Venue

2022.8.12(금)
Fri Aug 12, 2022

2022.8.13(토)
Sat Aug 13, 2022

비행장무대 Airfield Stage

2022.8.14(일)
Sun Aug 14, 2022

2022.8.15(월)
Mon Aug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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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cheon Music Film Project Promotion 2022

2022 제천 음악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 Jecheon Music Film Project Promotion 2022

심사위원 Jury

제천 음악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Jecheon Music Film Project Promotion, JPP)는 한국 음악영화의 발전과 열정 있는

남기호 Nam Kiho

출발하여 2021년까지 총 23개의 프로젝트에 제작지원금과 후반작업을 지원했으며, 팬데믹 상황이 시작된 2020년과
2021년은 위기 속 음악영화 창작을 응원하고 음악영화 제작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제작지원금 규모를 1억 1천만
원까지 확대 지원하였다. 2022 제천 음악영화 제작지원 프로젝트는 음악이 주요 소재이거나 관객과의 소통에 음악이 중심이
되는 기획, 제작 중인 모든 장르의 장편 음악영화에 집중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6편의 피칭작은 멘토링 워크숍을 거쳐 영화제
기간 중 공개 피칭을 통해 각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공개 피칭과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장편 프로젝트 2편에게는 각각 5천만
원과 3천만 원의 제작지원금을 지원한다.
Jecheon Music Film Project Promotion (JPP) is designed to encourage Korean music film production and to
discover and support music filmmakers. From 2008 to 2021, JPP supported the production of a total of
23 projects and in 2020 and 2021, when the pandemic situation began, the JPP fund was expanded to KRW
110 million to support the creation of music films practically and consistently. Jecheon Music Film Production
Promotion 2022 focuses on the feature-length films, being planned or produced, in all genres including
drama, documentary and animation, if music is mainly themed or music is centered on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 Among all projects submitted, 6 feature-length projects will be selected by the preliminary
selection committee, and they will have a pitching event to introduce their projects to the public audience and
the final selection committee. The final selection committee will select the feature-length projects which will
receive KRW 50 million and KRW 30 million each. The final results will be announced at the closing ceremony
of the 18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있다. 주요수입외화로는 '주온’, ’심야식당’, ’말할수없는 비밀’, ’화양연화’, ’중경삼림’ 등이 있다. 메인투자

음악영화인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국내 유일의 음악영화 제작지원사업이다. 2008년 사전제작지원 형태로

2013년 ㈜엔케이컨텐츠 설립 후 꾸준히 외화수입과 국내 극장배급 및 디지털유통 사업을 진행하고
한국영화는 ‘세번째 아이’, ’크리스마스 캐롤’,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등이 개봉을 앞두고 있다.

After founding NK Contents in 2013, Nam Kiho has been working in the field of acquisition,
theatrical distribution, and digital distribution. His main acquisition films include Juon,

Midnight Diner, Secret, In the Mood for Love, Chungking Express and others. The Korean films
including The Third Child, Christmas Carol, and Where Would You Like to Go? that he invested
to are to be released soon.
윤성호 Yoon Seongho

첫 장편 ‘은하해방전선’(2007) 이후 국내 웹드라마의 효시 격인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2010)에 이어

‘출출한 여자’(2013), ‘출중한 여자’(2014), ‘대세는 백합’(2015), ‘탑매니지먼트’(2018) 등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최근에는 WAVVE 오리지널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2021)를 기획, 공동집필, 연출했다.
After directing Milky Way Liberation Front(2007), Yoon Seongho released one of the first

Korean web-dramas entitled Read My Lips (2010), and then other web-dramas such as The

Cravings (2013), The Outstanding Woman (2014), and Lily Fever (2015). Recently he planned,
co-wrote, and directed Political Fever (2021), the WAVVE original series.
조계영 Cho Kye-young

영화 홍보마케팅 회사 ’필앤플랜‘의 조계영 대표는 현재까지 ’노무현입니다‘, ’칠곡 가시나들‘을 포함하여 약

200여편의 영화를 담당했으며 2019년엔 뮤지컬 ‘빅 피쉬’, ‘비틀쥬스’를 연달아 진행하며 영역을 확장했다.

지원내역 Support

현재 ‘미세스 다웃파이어’, ‘물랑루즈!’ 마케팅을 진행 중이며, 2009년 ‘워낭소리’와 2021년 ’혼자 사는

지원대상
Description

지원편수
Number of Support

지원내역
Amount of Support

시나리오 개발 완료 후 제작 예정 또는 현재 제작 중인 장편 프로젝트
* 원작이 있는 경우, 판권이 확보된 작품
* 촬영본이 있을 경우 러프컷 스크리너 제출
* 제작 및 촬영 계획서, 제작비 예산서, 시나리오 제출 필수
The feature-length films be planned or prouced.
* A copyrighted work, if there is an original work.
* A rough cut screener if it exists.
* Production and shooting plans, Production cost budget, and
Scenarios must be submitted.

1편

제작지원금 5천만원
KRW 50 million

1편

제작지원금 3천만원
KRW 30 million

*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제19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월드 프리미어 상영을 원칙으로 한다.
* 지원대상, 편수 및 지원금 규모는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The final selected project must be world premiered at 19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will be held in 2023.
* The JPP fund details may vary depending on the final result’s situation.

공개피칭 Pitching Event
일시 Date

장소 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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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14(일) 13:00 Sun August 14, 2022, 13:00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Haso Living Culture Center Walk

사람들‘, ’갈매기‘ 등으로 여성영화인축제 올해의 영화인상 마케팅 부문을 두 번 수상했다.

Cho Kye-young is CEO of Feel&Plan, a film marketing company. She has been working as
marketer for approximate 200 films including Our President and Granny Poetry Club and

expanded her field to musical including Big Fish and Beetle Juice in 2019. Recently, she is

working for Mrs. Doubtfire and Moulin Rouge. She also won Female Marketer of the Year at
Women Filmmakers’ Awards twice for Old Partner in 2009 and Aloners and The Seagull in
2021.
멘토 Mentor

김대현 Kim Daehyun

최초의 걸그룹이자 한류의 원조인 김시스터즈의 음악 세계를 발굴한 ‘다방의 푸른 꿈’(2015)은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이자 2017년 헝가리 한국영화제 폐막작으로 상영되었고, 스페인 한국영화제에
초청되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번안가요의 역사를 조명한 ‘한국번안가요사’(2012) 또한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이렇듯 김대현 감독은 한국 가요의 역사와 관련된 음악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작업해 온 독립영화감독이다. 차기작 ‘시스터즈’를 통해 잊혀진 한국가요의 역사를 완성하고자
한다.

Try to Remember (2015), which discovered the music world of the Kim Sisters, the first girl

group and the origin of Korean Wave, was the opening film of the 15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Film Festival and the closing film of the 2017 Korean Film Festival in Hungary. It was

also invited to the Korean Film Festival in Spain. The Origin of K-Pop (2012), which shed light

on the history of Korean remade songs in the 1960s and 70s, was also invited to th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Film Festival. As such, director Kim Daehyun is an independent filmmaker
who has been working on music documentaries related to the history of Korean popular
songs. His next film Sisters will complete the forgotten history of Korean popular so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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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5분
404 still remain

대한민국 최초 “오빠”라고 불리운 가수, 남진
Nam Jin - The First Korean Oppa

듣는 건 너의 책임 - 음표 따윈 몰라
We make, You Response - Who’s
Bach Anyway?

메가리카
MEGARICA

120min | Color | Fiction | Drama
엄하늘 Uhm Ha-neul

100min | Color, B&W | Documentary | Human
정인성 Jung In-sung

75min | Color | Documentary | Music
유최늘샘 Yoochoi Neulsaem

110min | Color | Fiction | Drama, Comedy
김우근 Kim Wookeun

2001년, 시골에서 대구 수성구로 전학오게 된 중3 경환은
일본음악을 듣는 취미가 있는 성소수자다. 그런 경환은 같은
반 재민도 일본음악을 몰래 듣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
사람은 곧 친한 사이가 된다. 성적과 힘이 모든 서열의 기준인
학교 생활을 경환은 버거워하고 그런 경환을 재민은 옆에서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대한민국의 가요계에서
최 전성기를 누렸던 가수 남진의 일생을 되살펴 본다. 박일남,
쟈니 리, 설운도 등 과거 가요계의 살아있는 전설과, 장윤정,
박현빈, 송가인, 장민호 등 현 시대 트로트 장르를 선도하고
있는 젊은 인기 스타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인터뷰와 함께

제빵사, 닭발집 사장, 논술교사, 개고양이 집사가 우연히
모여서 만든 밴드 ‘듣는 건 너의 책임’. 음악의 ‘음’자도
모르고, 먹고 살기도 지치고 바쁜 그들이지만 한 곡 한 곡,
지구에서 하나뿐인 각자의 자작곡을 만들고 함께 노래한다.
프로들과 오디션이 넘쳐나는 한국 음악계의 변방에 존재하는

돈도 직업도 빽도 없는 헤비메탈 밴드 블랙 페인트의 리더
정배. 작은 클럽 무대에서 유일한 공연을 하며 히트곡을
만들어 뜨길 바란다. 하지만 관객이 없자 클럽 사장은
정배에게 음악장르를 바꾸지 않으면 나오지 말라 한다. 엎친
데 겹쳐서 메탈을 그만하고 대중음악을 하자는 멤버들에게

A senior in middle school Kyung-hwan transfers from

This film looks back on the life of Nam Jin, a singer
who had his heyday from the mid-60s to the mid-

The band named We make, You Response was
formed by a baker, a chicken feet restaurant owner,

Jung-bae with no money, no job, and no backing

grades and strength are the criteria for all ranks, is
burdensome to Kyung-hwan, and Jaemin silently
helps him. Kyung-hwan gradually becomes fond of
Jaemin and one day, he confesses to Jaemin that

Jang Min-ho. Along with interviews with various
people, the film would like to look back on Nam Jin’s
life, the history of the Korean music industry, and
Korean history that changed with him.

on the periphery of the Korean music scene.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listen to the songs by those living in
Tongyeong, a sea village!

묵묵히 도와준다. 그러다가 점차 재민을 좋아하게 된 경환은
재민에게 자신이 성소수자란 걸 털어놓고 그날 이후 재민은
갑자기 경환과 멀어지곤 점차 변해가는데…

the countryside to the big city Daegu, and he is a
sexual minority with a hobby of listening to Japanese
music. Kyung-hwan finds out that his classmate
Jaemin listens to Japanese music secretly, and
the two soon become close. School life, where

he is a sexual minor. After that day, Jaemin suddenly
becomes distant from Kyung-hwan and gradually
changes...

남진의 일생,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움직였던 대한민국
가요계와 대한민국의 역사까지 함께 되돌아 보고자 한다.

70s in the Korean music scene. It includes living
legends of Korean music such as Park Il-nam, Johnny
Lee, and Sul Woon-do, as well as young popular
stars leading the trot genre of the present era such
as Jang Yoon-jung, Park Hyun-bin, Song Ga-in, and

아마추어들의 신세계. 바닷마을 통영에서 살아가는 그들만의
노래를, 듣는 건 너의 책임!

an essay teacher, and dog and cat owners. They did
not even know an ‘m’ of music, and are busy and
tired of making living, but make their own songs and
sing together the only songs on Earth written by
each member. They show a new world of amateurs

사실상 쫓겨난다. 집세도 밀려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는 정배. 그러다 우연히 락페스티벌 경연대회
참가밴드 모집과 우승시 혜택 공고를 보게 된다.
is the leader of Black Paint, a heavy metal band.
He is hoping that he will be able to make a hit
song while performing on his only stage at a small
club. However, when there is no audience for his
performance, the club owner tells Jung-bae not to

come out unless he changed the music genre. To
make matters worse, he is virtually kicked out by
the band members who want to quit metal and do
pop music. Due to the arrears of rent, he is forced to
search for jobs on the Internet. Then, he happens to
see the recruitment of bands to participate into the
rock festival competition and the winning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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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Academy
제천국제음악영화제에서 2006년부터 진행해 온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JIMFA)는 국내외 최고의

룩킹포
Looking for

홈리스 권제니
Homeless Kwon Jenny

80min | Color | Fiction | Musical, Action, Comedy
김태희 Kim Taehee

100min | Color | Fiction | Musical, Drama
황유정 Hwang Yoojung

완성을 바로 코 앞에 둔 HDD가 사라졌다. 범인은
촬영감독이지만, 감독은 촬영 이후, 모든 스텝들과 불화로
인하여 연락을 끊은 상태이다. 하지만, 영화를 완성 시키기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그의 친구였던 사운드 감독을
찾아가지만, 싸우기만 하고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다.

천국으로 가기 전 머무는 영혼의 휴게소. 그곳에 모인 10살,
25살, 75살의 세 명의 여자. 권제니의 세 자아들이 모인다.
“그 땐 참 민망했지, 그 땐 참 즐거웠지”. 모두 한 집에 살았고,
한 남자를 사랑했으며, 한 가지 꿈을 꾸었던 그들이 함께
인생을 되돌아보는, 한 여자의 인생 이야기.

The hard disk drive of a film disappeared right
before its completion. The culprit is the director of

There is the rest area for souls before they go to
heaven. Three women aged 10, 25 and 75 gather
there; they are Kwon Jenny’s three egos. “This was
embarrassing, and that was fun,” they say. They

급기야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에게 쫒기는 상황이 되는데…
과연 무사히 영화를 완성 할 수 있을까?

photographer, but Director has been out of touch
with all the staff since the filming due to discord.
However, to complete the film, he swallows his pride
and visits his friend, the sound director. But, only
they get into a fight and he finds no clues where it

is. Finally, he gets to be chased by the people he
worked with... Will he be able to finish the film safely?

used to live in the same house, love a man, and
dream of a dream; the film is the story of three egos
reflecting their life, a woman’s life.

영화음악감독들의 강의를 듣고 영화음악을 제작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해 왔다. 수준 높은
강의와 조별 실습 및 멘토링을 통하여 영화음악전문가를 꿈꾸는 수강생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제17기 JIMFA는 8월 11일(목)부터 8월 17일(수)까지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수강생들에게는 숙소와 함께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막식 등 영화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배지가 제공된다.
Th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Academy (JIMFA) was established in 2006 by
the Jecheon Int’l Music & Film Festival. Since then, JIMFA has offered the opportunity
to take courses with the best film music directors and produce film music. The JIMFF
offers high-level lectures, group training, and mentoring sessions for students who want
to receive focused, hands-on training to become film music directors. The 17th Jecheon
Int’l Music & Film Academy will take place from Thursday, August 11th to Wednesday,
August 17th for 6 nights and 7 days. Students will receive a festival badge that will give
them access to the festival program, including the screening of the Opening Film.

주최
Host

(사)제천국제음악영화제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기간
Dates

8.11(목) – 8.17(수) [6박 7일]
Thu Aug 11-Wed Aug 17 (6 nights and 7 days)

주관
Organizer

장소
Venues

형식
Contents
참가대상
Eligible Participants
참가인원
Number of Participants
참가비용
Participation Fee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회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Executive Committee

세명대학교,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Semyung University, Jecheon Media Center BOM

국내외 최고의 음악감독들과 함께하는 캠프 형식의 영화음악 교육
Training in film music production by the best music directors from Korea and
abroad in the form of a summer camp

영화음악가를 꿈꾸는 대학(원)생, 영화 관련 전공자 또는 일반인
Undergraduates and graduates, film students and all who want to become film
musicians
총 50명(선착순 마감)
Max. 50 persons(first-come, first-serve basis)
80만원
KRW 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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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Curriculum

강사 Instructors

·
·

이동준 Lee Dongjune

이지수 Lee Jisoo

‘아이 캔 스피크’, ‘7번방의 선물’, ‘인천상륙작전’, ‘로망스’, ‘태극기

‘새해전야’, ‘나를 찾아줘’, ‘카트’, ‘건축학개론’, ‘마당을 나온 암탉’,

·
·
·
·
·
·
·
·

영화음악 제작 과정에 대한 실무교육
영화음악 제작 실습

음악감독. 영화 ‘장르만 로맨스’, ‘미성년’, ‘이웃사촌’, ‘마이웨이’,

국내외 최고 음악감독들의 특강

현재 음악감독으로 활동 중인 강사진의 개별 멘토링 진행
개막식 등 영화제 행사 참여
	A comprehensive, hands-on training on film music production process
Film music production workshop
	Lectures by the best music directors from Korea and abroad
	Personal mentoring sessions with music directors with practical experience
	Participation in the festival programs including the screening of the Opening Film

휘날리며’ 등 다수 작품 음악 제작

The music director of feature films Perhaps Love, Another
Child, Best Friend, My Way, I Can Speak, Miracle in Cell
No.7, Operation Chromite, The Romance, Taegukgi, and
김태성 Kim Taeseong

유영민 Young Yu

‘검은 사제들’, ‘명량’ 등 다수 작품 음악 제작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포스트모던 음악학과 겸임교수(2019)

음악감독. 영화 ‘범죄도시2’, ‘승리호’, ‘사바하’, ‘극한직업’, ‘1987’,

The music director of feature films The Roundup, Space
Sweepers, Svaha: The Sixth Finger, Extreme Job, 1987:
심현정 Shim Hyunjung

‘굿모닝 프레지던트’, ‘킬러들의 수다’, ‘범죄의 재구성’,

‘덕구’, ‘미씽: 사라진 여자’, ‘그해 여름’ 등 다수 작품 음악 제작

음악감독. 영화 ‘실미도’, ‘재심’, ‘한반도’, ‘바르게 살자’,
‘박수칠 때 떠나라’, ‘공공의 적 2’, ‘국경의 남쪽’ 등
다수 작품 음악 제작

The music director of feature films Silmido, New Trial,
Hanbando, Going by the Book, Good Morning President,
Guns & Talks, The Big Swindle, Murder, Take One, Another

음악감독. 영화 ‘악질경찰’, ‘늑대소년’, ‘아저씨’, ‘올드보이’, ‘스텔라’,
The music director of feature films Jo Pil-ho: The Dawning
Rage, A Werewolf Boy, The Man from Nowhere, Oldboy,
Stellar, Stand by Me, Missing, Once in a Summer, and
more.

Public Enemy 2, Over the Border, and more.
김준성 Kim Junsung

박기헌 Park Kiheon

‘허스토리’, ‘살인자의 기억법’, ‘광해, 왕이 된 남자’, ‘연애의 온도’,

‘순수의 시대’, ‘효자동 이발사’, ‘슈퍼스타 감사용’ 등 다수 작품 음악

음악감독. 영화 ‘해피뉴이어’, ‘간신’, ‘더 테너리리코 스핀토’,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집으로 가는 길’, ‘말아톤’ 등
다수 작품 음악 제작

The music director of feature films A Year-End Medley , The
Treacherous, The Tenor – Lirico Spinto, Herstory, Memoir of
a Murderer, Masquerade, Very Ordinary Couple, My Love,
My Bride, Way Back Home, Marathon, and more.

음악감독. 영화 ‘세자매’, ‘히트맨’, ‘공범’, ’내 사랑 내 곁에’, ‘두 남자’,
제작

The music director of feature films Three Sisters, Hitman:
Agent Jun, Blood and Ties, Closer To Heaven, Derailed,
Empire of Lust, The President’s Barber, Mr. Gam’s Victory,
and more.

The music director of feature films In Our Prime,
INSEPARABLE BROS, Chun Tae-il, New Year Blues, Bring Me
Home, Cart, Architecture 101, Leafie, A Hen into the Wild,

세포들’, ‘스카이캐 슬’, ‘로스쿨’ 등 다수 작품 음악 제작

한재권 Han Jaegweon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 등 다수 작품 음악 제작

more.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구경이’, ‘멜로가 체질’, ‘소년심판’, ‘유미의
멘토 Mentors

음악감독. 영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나의 특별한 형제’, ‘태일이’,

When the Day Comes, The Priests, Roaring Currents, and
more.

Composed the soundtracks for TV series My Liberation
Diary, Inspector Koo, Be Melodramatic, Juvenile Justice,
Yumi’s Cells, SKY Castle, Law School, and more.
황상준 Hwang Sangjun

영화 ‘특송’, ‘오케이 마담’, ‘돈’, ‘그것만이 내 세상’, ‘공조’, ‘검사외전’,
‘히말라야’,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남자가 사랑할 때’, ‘댄싱퀸’,
‘말임씨를 부탁해’ 등 다수 작품 음악 제작

드라마 ‘마이 네임’, ‘인간수업’ 등 다수 작품 음악 제작

The music director of feature films Special Delivery, Okay
Madam, Money, Keys to the Heart, Confidential Assignment,
A Violent Prosecutor, The Himalayas, The Pirates, Man in
Love, Dancing Queen, Take Care of My Mom, and more.
Composed the soundtracks for TV series My Name,
Extracurricular, and more.
김동욱 Kim Dongwook

음악감독. 영화 ‘방법: 재차의’, ‘나를 기억해’, ‘발광하는 현대사’,
‘열한번째 엄마’ 등 다수 작품 음악 제작

드라마 ‘방법’, ‘지옥’, ‘괴이’ 등 다수 작품 음악 제작

The music director of feature films The Cursed: Dead Man’s
Prey, Marionette, Shining Modern History, My Eleventh
Mom, and more.

Composed the soundtracks for TV series The Cursed,
Hellbound, Monstrous, and more.

Sympathy For Lady Vengeance, Oldboy, and more
Netflix, Head of Music Business Affairs
CJ ENM (2013-2018)

일본사업총괄 대표 (CJ ENM Japan, CJ Entertainment Japan,
CJ Victor Entertainment의 3개 법인 대표이사)

음악글로벌사업본부장 등 역임 EMI Music Publishing Korea,
EMI Music Music Publishing Japan, Virgin Music Japan
(2004-2013)

대표이사 사단법인 한국음악출판사협회(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2009-2012) 회장

All That Entertainment (2003-2004)

대표이사 EMI Music Korea (1999-2002)

Head of local A&R (K-POP) 삼성영상사업단 및 제일기획 (19941999) 음반 제작 프로듀서

Netflix, Head of Music Business Affairs Adjunt,

Professor of Postmodern Music at Kyunghee University
(2019)

President of CJ E&M Japan (Representing Director

of CJ ENM Japan, CJ Entertainment Japan, CJ Victor
Entertainment),

Head of Global Music Division Managing Director of EMI
Music Publishing Korea, EMI Music Music Publishing
Japan, Virgin Music Japan(2004-2013)
Chairman of 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2009-2012)

Chairman of All That Entertainment (2003-2004)
EMI Music Korea (1999-2002)

Head of local A&R (K-POP) A&R Specialist / Music

Director of Samsung Entertainment Group and Cheil
Worldwide(1994-1999)

248

짐프 OST Market

JIMFF OST Market

짐프 OST 마켓 JIMFF OST Market

249

심사위원 예심1차

Jury 1st Round, Preliminary Selection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짐프 OST 마켓’은 재능 있는 영화음악 작곡가를
발굴하고 실제적인 데뷔를 위해 기획된 세계 최초의 영화음악 작곡가 마켓이다. 영화음악가적 재능은

충분하지만 음악감독으로 데뷔의 길을 찾지 못했던 이들에게 짐프 OST 마켓은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각과 참신한 재능의 음악감독을 찾고 있는 제작사, 투자사, 감독,
프로듀서 등 영상 콘텐츠 관련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매칭을 통해 총 지원금 2억 5천만원, 최대 5천만원의
음악제작비를 지원한다.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에는 재능 있는 영화감독이 있었듯,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세계 최초의 영화음악 작곡가 등용 마켓인 짐프 OST 마켓을 런칭함으로써 미래 한국 영화음악을
이끌어나갈 새로운 영화음악 작곡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실질적인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예정이다.
The 18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JIMFF) launches the JIMFF OST
Market, the world’s first market established to discover and support the debut of talented
new film musicians. JIMFF OST Market offers practical and vital opportunities for talented
musicians who have yet to debut as film composers. In addition, for each project for
which a suitable film composer is matched, up to KRW 50,000,000 out of a total of KRW
250,000,000 for music production will be awarded to production/investment companies,
directors, producers, and other media industry professionals looking for an original
perspective of a talented new film composer. With the launch of JIMFF OST Market—the
world’s first market dedicated to the debut of film composers—JIMFF aims to discover,
support, and act as an incubator for new film composers t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film music, just as talented directors have done.

이지수 음악감독 Music Director Lee Jisoo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올드보이’를 시작으로 ‘건축학개론’, ‘마당을

나온 암탉’ 등 현재까지 20여 편이 영화음악을 작업했고,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음악감독을
맡았다.

He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Graduate School of Music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made his debut as a film composer in 2003 with Oldboy and has since worked on more than
20 feature films. He served as the Music Director for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y of
the 2018 Winter Paralympics held in PyeongChang.
황상준 음악감독 Music Director Hwang Sangjun

영화 ‘말임씨를 부탁해’, ‘특송’, 넷플릭스 ‘마이네임’, 넷플릭스 ‘인간수업’, MBC ‘개와 늑대의 시간’ 등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 음악을 작업하고 있다. 2001년 제38회 대종상 영화제 음악상, 2010년 제9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했다.

He has written original music for various films and TV series, including Take Care of My Mom,
the Netflix series My Name, Extracurricular, among many others. He won the Grand Bell

Award for Best Music at the 38th Dae Jong Film Awards in 2001 and the Special Jury Award
at the 9th Mise-en-scène Short Film Festival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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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Event
일시
Date

장소
Venue

내용
Content

쇼케이스
Showcase

비지니스 미팅
Business Meeting

2022. 8. 13(토) Sat August 13, 2022
13:00 – 15:00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
그랜드볼룸
Grand Ballroom at
Cheongpung Resort Lake
Hotel

본선 진출자 5인이 선보이는
오디션 형식의 공개 피칭
The 5 finalists will present
their projects in the form
of an audition at the public
Pitching Event

15:30 – 17:00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
난초/동백
Nancho/Dongbaek Small
Ballroom at Cheongpung
Resort Lake Hotel

본선 진출자 5인과 국내 영화 산업
관계자들과의 1:1 비즈니스 미팅
A face-to-face business
meeting between the 5
finalists and Korean industry
representatives

* ‘영화음악의 밤’ 입장은 초청장 소지자에 한함. Film Music's Night is only for invitation holders.

영화음악의 밤
Film Music’s Night

17:00 – 21:00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
그랜드볼룸
Grand Ballroom at
Cheongpung Resort Lake
Hotel
국내외 영화음악 관계자들의
네트워킹 확장의 자리
A networking
opportunity for Korean
and international film
musicians and other
related professionals

구종회 감독 Director Koo Jonghoe

경기아트센터 무대기술팀 음향감독 및 사단법인 무대음향협회 이사를 지냈다. 2008년부터 경기도립 극단,
경기도립 국악단, 경기도 국악당,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다수의 공연의 음향 감독을 맡았으며,
2019년에는 문화예술진흥유공 표창을 수여 받았다.

He has served as the Sound Director of the Stage Management Team at the Gyeonggi Arts
Center. Since 2008, he has worked as a sound director for most of the performances of

Gyeonggido Theatre Company, as well as for performances at Gyeonggi Performing Arts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In 2019, he received the Medal for Distinguished Service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s.

유영민 Head of Music Business Affairs at Netflix Young YU

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회장, EMI Music Publishing Korea & EMI Music Publishing
Japan 대표이사, CJ ENM Japan, CJ Victor Entertainment, CJ Entertainment Japan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넷플릭스 엔터테인먼트 코리아 Head of Music Business Affairs로 재직중이다.

He served as the Chairman of the Korea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CEO of EMI Music

Publishing Korea & EMI Music Publishing Japan and CJ ENM Japan, CJ Victor Entertainment,
CJ Entertainment Japan. He is currently the Head of Music Business Affairs at Netflix
Entertainmen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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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음악감독 Music Director Lee Dongjune

영화 ‘초록물고기’, ‘태극기 휘날리며’, ‘7번방의 선물’ 외 드라마, 공연,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음악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 아시아 축구연맹 공식 주제가를 작곡했으며, 현재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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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FF OST Market Finalists

이사를 맡고 있다.

편하게 듣지만 기억에 남는 음악을 만드는 음악가

He wrote the original music for Green Fish, TaeGukGi: Brotherhood of War, Miracle in

A musician who writes comforting yet unforgettably memorable music

Cell No.7, and others, and serves as music director in various fields, including TV series,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 9기 수료. 호원대학교 작곡 전공 후 tvN ‘스물다섯 스물하나’, ‘나빌레라’,

performances, musicals, and others. He wrote the official anthem of the Asian Football

‘갯마을 차차차’ 등 주로 TV 드라마의 음악을 작업했다. 그 외 가수 백지영 ‘별거 아닌 가사’,

Confederation and is currently a Board Member of the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길구봉구 ‘이별’ 등 가요는 물론 DWMU, 동인비 등 기업 광고음악도 작곡, 편곡 연주한다. 평소

Festival.

대중들이 편하게 듣고, 한번 들으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Graduated from the 9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Academy. After

이한승 리양필름 대표 CEO of Leeyang Film Lee Hanseung

majoring in Music Composition at Howon University, he wrote original music for

영화사 청어람 투자배급팀장과 CJ엔터테인먼트 영화사업부문 투자팀장, 제작팀장을 거쳐 현재 리양필름의

television series such as tvN’s Twenty-Five Twenty-One, Navillera, Hometown Cha-

대표이다. ‘좋아해줘’, ‘창궐’, ‘미스터 주: 사라진 VIP’, ‘경관의 피’를 제작했으며,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개미’ 등의 작품이 개봉예정 및 제작 중이다

He was the Manager of the Investment and Distribution Team at Chungeorahm Film and the

Manager of the Investment Team and the Production Team at CJ ENM Movie. He is the CEO
of Leeyang Film, where he has produced films such as Rampant, Mr. Zoo: The Missing 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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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Cha, and others. He wrote popular songs such as ‘Ballad’ by Baek Ji-young
변동욱 Byun Dongwook

and The Policeman’s Lineage, while upcoming films such as Dirty Money and The Ant are in

and ‘Star’ by GB9 and composed and arranged commercial songs for companies
such as DWMU and Donginbi. As a composer, he tries to write songs that give
comfort to listeners and are unforgettable once you hear them.
국악과 서양악을 넘나들며 음악과 무대감독에 능통한 멀티 플레이어

production and awaiting release.

Versatile in both Korean and Western music, a competent musician and director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 9기 수료. 부산대학교 음악대학원 전자음악 작곡 전공 후, 영화

‘파이프라인’,’런 보이 런’ 등 국내 장단편 영화음악을 작업하고 있다. 또한 TV조선 ‘어쩌다 가족’,
tvN ‘간 떨어지는 동거’ 등 TV 드라마 음악은 물론, 라네즈, 잠실 롯데타워 미디어 파사드 등

워크샵 멘토

미디어 아트 음악감독으로 활동했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만큼이나 국악과 서양악 모두 능통한

Workshop Mentors

멀티 플레이어 음악가이다.

Graduated from the 9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Academy. After

majoring in Electronic Music Composition at the Department of Music at Pusan

김준성 음악감독 Music Director Kim Junsung

National University, he wrote original music for Korean feature and short films

영화 ‘허스토리’, ‘살인자의 기억법’, ‘광해, 왕이 된 남자’, ‘말아톤’, 등 다수 작품의 음악을 제작했다. 현재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을 맡고 있다.

He wrote the original music for films such as Herstory, Memoir of a Murderer, Masquerade,

Malaton, and many others. He is currently serving as the Committee Member of the Jecheon

손한묵 Son Hanmuuk

International Music & Film Festival.

such as Pipeline, Run Boy Run, and others. He wrote the songs for the tvN series
My Roommate is a Gumiho. He has also worked as a media art music director

for companies such as Laneige and the Lotte World Tower Media Facade. As his
diverse experiences show, he is a versatile musician well versed in Korean and
Western music.

구종회 감독 Director Koo Jonghoe

영화의 작품성을 끌어주는 음악적 센스의 소유자

경기아트센터 무대기술팀 음향감독 및 사단법인 무대음향협회 이사를 지냈다. 2008년부터 경기도립 극단,

A bearer of the musical sense that brings out the artistic side of a film

경기도립 국악단, 경기도 국악당, 경기도 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다수의 공연의 음향 감독을 맡았으며,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 9, 10기 수료.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컨템포러리 미디어뮤직학과에서

2019년에는 문화예술진흥유공 표창을 수여 받았다.

영상음악 전공 후, ‘헤어질 결심’, ‘서복’, ‘남산의 부장들’, ‘악인전’, ‘공작’ 등 국내 상업영화

He has served as the Sound Director of the Stage Management Team at the Gyeonggi Arts

20여편의 음악을 작곡했다. 또한 영국 BBC드라마 ‘리틀 드러머 걸’의 음악 작업에도 참여했다.

Center. Since 2008, he has worked as a sound director for most of the performances of

작품성을 인정받은 국내외 작품들의 작업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독창적인 음악적 센스가

Gyeonggido Theatre Company, as well as for performances at Gyeonggi Performing Arts

돋보이는 음악가이다.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In 2019, he received the Medal for Distinguished Service

Graduated from the 9th and 10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Academy.

for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s.

After majoring in Contemporary Media Music at the Graduate School of Chugye
University for Arts, he wrote the original music for more than 20 Korean feature
이명로 Lee Myoungro

films, including Decision to Leave, Seobok, The Man Standing Next, The Gangster,
The Cop, The Devil, The Spy Gone North and others. He participated in the music
composition for the BBC series The Little Drummer Girl. Due to his practical

experience with Korean and international films of outstanding quality, he has an
exceptionally solid and unique sense of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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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FF OST Market Finalists
Infinite potential based on diverse experiences in music across various genres
and media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 13기 수료.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작곡 전공 후, 영화 ‘보이스’, ‘해피 뉴
이어’, ‘사제로부터 온 편지’ 등 작품의 음악을 작곡했다. 그 밖에도 20편이 넘는 단편영화의
음악과 애니메이션, 게임, 연극, 뮤지컬, 웹드라마 등 장르와 분야에 구애 받지 않고

음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Graduated from the 13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Academy. After
majoring in Music Composition at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she

wrote original music for films such as On the Line, A Year-End Medley, Letter

from a Priest, and others. She also composed music for over 20 short films,
animated films, games, plays, musicals, and web dramas. She continues to

work as a musician in various genres and media, proving her endless potential
and musical talent.

음악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작업을 시도하는 진행형 음악가

An aspiring musician who seeks collaboration with different countries for his
musical progress

제천영화음악아카데미 14기 수료. 스페인 버클리음대 대학원 Master of Music in Scoring
for Film, Television, and Video Games 전공 후, 장단편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의
음악을 작곡하고 있다. 특히 중국,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해외국가 감독들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을 작업했고, 2021년 카자흐스탄 영화 ‘불’로
그해 벨라루스 민스크 국제영화제 음악상을 수상했다. 현재도 다양한 국가의 감독과의
협업을 통해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음악가이다.

Graduated from the 14th Jecheon International Music & Film Academy. He
최종호 Choi Jongho

completed the Master of Music in Scoring for Film, Television, and Video

Games at Berklee College of Music in Spain and currently works as a composer
for feature films, short films, games, and animated films. In particular, he has

collaborated with international directors from China, Pakistan, and Kazakhstan.
In 2021, he won the Best Film Score Award at the Minsk International Film

Festival Listapad in Belarus for his work in Fire, a Kazakh film. He continues to

develop as a musician by collaborating with international directors from various
countries.

253

1555

박경민

대성정보통신

진광엽

ARTX

홍경훈

대한제분㈜

변은경

ARTX
장르와 분야에 구애 받지 않는 음악활동으로 키워진 무한한 잠재력

정나현 Jeong Nahyun

도움주신분들
Thanks to

ARTX
ARTX

AVENTREE R&M
AVENTREE R&M
CGV 제천
CGV 제천
CGV 제천
CGV 제천
CJ CGV

CJ ENM
CJ ENM
DHL

ES제천리조트
HBAF

Lights On
MBC 충북
M&FC

MK개발
MUI

NAVER

NH농협은행 제천시지부

NH농협은행 제천시청출장소
Park Circus Group
Winwon ENT
WKS글로벌
WKS글로벌

(사)제천시관광협의회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홍정훈
류일선
김상욱
김곤중
주희은
강동현
곽규환
곽동훈
김성현
장지연
이슬

윤민기
전수정
윤석민
김유나

Flavio Armone
한기현
김진헌
김은주
임미현
손영희
홍승렬
박옥란

Jack Bell
정승일
김지협
이정아
김태권

(재)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

은지영

(주)용필름

박소연

(주)용필름
(주)용필름

공연이벤트 영어통역
공연이벤트 영어통역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그릭데이
그릭데이

나이스 축제 천막
농협손해보험
다온솔루션
다인아트

임승용
김지수
강혜림
권진형
김성환
백운봉
강광일
송용수
권석민
임동혁
설준

장하늘
구예진
한길상
김은성
이승남
장윤미

대웅얼음
더경방

디노마드
디노마드
디노마드
롯데렌탈
롯데렌탈

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리스테린
리스테린

메가박스 제천
메가박스 제천

메가박스 플러스엠
메가박스 플러스엠
메디쿼터스
명필름
명필름

모던포인트기획
모아중고

몬스터에너지
바삭

뱅크크릭브루잉
버킷스튜디오
벅스오프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브라운도트 제천역점
삼아디엔아이
삼아디엔아이
삼아사운드
생각과자

서울독립영화제
서울아트시네마
세명대학교

세명대학교(총무)

세명대학교(학생생활관)
세명대학교(학생생활관)
센트럴파크
시네마달

신한은행 제천시청출장소
씨네365
씨네노트
씨네노트
씨알푸드
씨알푸드
씨앗

최재경
정해영
이종호
문영훈
이예은
서수현
김동욱
임건

윤수윤
손평강
김현지
유인혜
김영환
최동석
홍신기
박애영
서은정
이진호
최승철
신승욱
서명석
한성원
홍성태
김학규
최영선
김정윤
류종현
박은민
최지광
이형원
조재민
홍지수
김선미
박수연
최용기
김동현
유승완
강명탁
손흥준
홍성윤
진솔아
이병흔
조우림
김지애
전세진
김진식
오승조
전윤하

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백창주

주식회사 더쿱

김다영

필름제공처
Film Print Source

에이스이벤트렌탈기획

김성태

진우건철

이종성

¡Viva Maestro!

Best Singer

Cave, The

고재현

972 35664129

82 2 3153 2036

82 51 750 8407

도움주신분들 Thanks to
아세아시멘트
영화사 진진
영화사 진진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국제교류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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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정태원
김재용

오른커피

이숙영

왓챠

이우림

오비맥주
우성사

윤현탁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양해수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서민영

유명산 하늘아래 펜션

류청하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 김면중
이지렌탈

이팅더즈매터

이현아

이팅더즈매터

안지원

이팅더즈매터
이팅더즈매터
이팅더즈매터
인디스토리
일진글로벌
일진글로벌
일화

임페리얼모텔
자연공유

전주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전국 푸드트럭 협동조합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제천문화재단
제천문화재단
제천문화재단
제천소방서

김민준
강민정
김혜지
박누리
김규도
신동현
홍성엽
정태순
백운섭
문병용
최예지
이범석
권경준
박춘순
최진경
장미나
지치수

제천시 수도사업소

제천시 자원봉사센터

김호

제천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나기범

제천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제천시청 차량관리팀
제천시청 차량관리팀
제천시청 차량관리팀
제천시청 차량관리팀
제천시청 차량관리팀
제천시청 차량관리팀
제천시청 차량관리팀
제천시청 차량관리팀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천일전기공사

청풍유스호스텔

청풍영화감상동호회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치즈박스

토즈신촌비즈센터

투썸플레이스 제천CGV점
플레이먼트
티캐스트
티캐스트
티캐스트
티캐스트
티캐스트

판씨네마(주)
퍼니콘

포스트핀

풀무원샘물
프릳츠

플로레비다
필름다빈
필름다빈

필름모멘텀
필모텔

하나통신
하나통신

하이, 스트레인저
하이, 스트레인저

김영은
김보민
최승수
박유환
이상민
김청호
오현석
이현구
조현

안동혁
유영화
전영순

박동현
이규철
이경자
이선희

Cinephil

shoshi@cinephil.com

Celebrating Herstory Through Song

허준영

bachi.artist@gmail.com

33 984070441

sihlehlophe@passionseedcommunica

김석중
진단비

Accordionist, The

김용규

marcelopitel@gmail.com

여희로
구현모

Marcelo Pitel

손현주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최경민

82 2 2653 2276

이진아
권소연
이도연

33 984070441

변봉현

82 02 722 6051

1 9179756038

Bachi.Artist

Belier Family, The
JINJIN Pictures

82 2 3672 2766

jinjinpic@gmail.com

전호진

Bemol

배수현

41223002054

호반호텔앤리조트
호반호텔앤리조트
호반호텔앤리조트
호반호텔앤리조트
호세(꼴레뜨)
호세(꼴레뜨)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글로벌

휴온스바이오파마

이은래
성병훈

김창회
김정아
김록현

meghan@portal-ny.com
Crying Fist

82 70 4322 2255

82 2 2038 2431

AniSEED

kaniseed@kiafa.org

Yong Film Inc.

yongfilm_d@yongfilm.com

Butch Up !

Danzamatta

centralpark.co@gmail.com

41 79 854 2359

CENTRAL PARK FILMS

33 144617748

90 (212)4443480

Portal NY

Busking

distribution@nadasdyfilm.ch

주병호
지병춘

shorts@indiestory.com

Calendar Girls

Bergen

오정표

INDIESTORY.Inc

Nadasdy Film

윤현석
황영기

jin@pancinema.com

7thart.ifd@gmail.com

합동영화

호반문화재단

choi.dongseok@megabox.co.kr

PANCINEMA

Coming Home

전효진
송진호

MegaboxJoongAng PLUS M

BLANK, The

한국영화아카데미
호반문화재단

victor.cesca85@gmail.com

Victor Cesca

7th ART Independent Film Distribution

정종화

권진혁

distribution@postfin.co.kr

82 2 359 0740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차문화박물관

Chronolovie

82 2 3017 3555

bachi.artist@gmail.com

박세호

POST FIN

laure.goasguen@miyu.fr

98 9126268775

이주영

jack@parkcircus.com

CODA

안기석
김명환

44 141 332 2175

Park Circus

Book of Fish, The

BALORA

김동국

st_ulf@yahoo.com

Miyu Distribution

조옥주
이수영

tions.co.za

Chariots of Fire

Ulf Staeger

82 2 774 3520

백다빈

Sihle Hlophe

Between Weckewerk and Schlagwerk

finance@gocinema.co.kr
Anxious Body

문입생

laure.goasguen@miyu.fr

Bird Flies Away, A

장오섭
최동진

Miyu Distribution

cine365

노창우

한국영상자료원

hyo918@kofic.or.kr

Bestia

Bachi.Artist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

sehoho@koreafilm.or.kr

Korean Academy of Film Arts

Abyss

고종례

Be in My Dream

한국문학번역원

Korean Film Archive

안성화

김현정

하이, 스트레인저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제천시청 홍보기획팀
제천시청 홍보기획팀

주식회사 더쿱

255

Zurich University of the Arts
fabienne.koch@zhdk.ch

CAT&Docs

Decision To Leave

maelle@catndocs.com

82 2 371 6261

ORCHESTRA CONTENT

CANNA!

aysun@orchestracontent.com

82 2 774 3520

CJ ENM

sl.lee1@cj.net

POST FIN

Dio: Dreamers Never Die

postfin@postfin.co.kr

1 215 238 0707

9.14 Pictures

dargott@914pictures.com

필름제공처 Film Prin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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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제공처 Film Prin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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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a Janus

For the Left Hand

Inside a Funeral Hall

Life Is a Particle Time Is a Wave

Missing Yoon

Not Quite Quarantine

jo7248@naver.com

1 616 951 2145

dlghgus79@naver.com

zvereff@gmail.com

82 51 750 8407

30 12500584

Jo Eunsung

Don’t Go Where I Can’t Find You

Kartemquin Films

elise@kartemquin.com

Samson Films

FREESPIRIT

clairemarymccabe@gmail.com

wpgus1215@naver.com

353 0851467340

Jeong Jaehyun

Lee Hohyun
It Must

Little Dinosaur Dooly-

41 79 957 8771

Korean Film Archive

Jumana Issa, Flavio Luca Marano
lukes.marano@gmail.com

Dream Diver

Full Memory

Kikka!

45 99556304

45 71492399

358 96 220 3049

Mads Buhl ApS
mail@madsbuhl.com

Mazen haj kassem
mazenhajkassem@gmail.com

aniexe@daum.net

E.T. the Extra-Terrestrial

Girl with a Thermal Gun

ENTERTAINMENT

rongfeiguo0407@gmail.com

A UNIVERSAL PICTURE, AMBLIN
mvijayendra@imgartists.com
ELTON MEDEIROS - Or the Sun Shall
Be Born

CITYBLUE FILMS
34 617650444

distribution@citybluefilms.com

Guo Rongfei

Guitar in the Bucket, A
Kim Boyoung

studio.motionk@gmail.com
HAPPYHAPPY DIVORCEPARTY
FILM DABIN

La La Land

misuman100@naver.com

82 2 3153 2036

Kim Sunwoong

Extra Terrestrial Orchestra, The

Korean Film Archive
sehoho@koreafilm.or.kr

Lotura Films S.L

How Have You Been

admin@loturafilms.eus

34 943292255

Hulu

margaret.berard@

La Traviata, My Brothers and I
CHARADES

33 640646600

festivals@charades.eu
Choi Jayoung

Hwang Donguk

Love it (then) Dump it(LIDI)

Chung Jinsoo(VISUALSFROM.)
visualsfrom@gmail.com
Lumière

Naked Truth About the Zhiguli Band,
The

Other People

359 2 412 0028

48 698 903 038

Concept Studio

org@conceptstudio.tv

New Europe Film Sales
natalia@neweuropefilmsales.com

film@funnycon.tv

alvarez.amaria@gmail.com

81 3 5550 1623

Kenjo McCurtain

María Álvarez

Leonardo Martinelli

Meet You at the Light

NEVER NEVER LAND

alexfarah15@gmail.com

82 2 722 6051

Alexander Farah

Leafie, a Hen into the Wild

1 312 405 1324

Hurricane Casper

82 31 930 6520

jh@myungfilm.com

joeun@sidus.com

Pale Flower

cinemate7@hanmail.net

bartahyun@daum.net

82 2 3393 8604

SIDUS

Near and Dear

82 51 704 7125

Mija

Jeon A-hyun

film@funnycon.tv

leonardomartinelli.nave@gmail.com

Myung Films

daniele@justamoment.lt

Funnycon

bwadsworth@antoncorp.com

Cinemate

Just a moment

One Fine Spring Day

info@shirokumafilms.com

44 778 606 6515

colin.sargent@showtime.com

Funnycon

44 208 493 9998

Anton Corp

1 310 407 1208

37062052191

Neon Phantom

Laurent Garnier: Off the Record

Showtime Networks Inc.

daskartikey.16@gmail.com

Make-Believers

shannon.smith@bydeluxe.com

Nothing Compares

Once upon a Vilnius

Kartikey Das

Last Waltz, The
Deluxe

Kim A-Hyun

My Ladakh

ddonuk90@gmail.com

schierbeekhannah@gmail.com
Hometown

Look at Me: XXXTentacion

ejy9862@caci.or.kr

82 2 2230 6710

kajsa.hedstrom@filminstitutet.se
Ex-Girlfriend on the Street

sehoho@koreafilm.or.kr

Thierno Seydou Nouro Sy

82 51 704 7125

jemicine@gmail.com

1 616 951 2779

Korean Film Archive

Looking for IMYMEMINE

Headhunter’s Daughter, The

46 8 665 11 22

tanshixian@parallaxchina.com

Arts Center

Junggu Cultural Foundation Chungmu

Svenska Filminstitutet (Swedish Film

Prima Materia Pictures

rladkguss2@daum.net

sehoho@koreafilm.or.kr

My Name Is Zolzaya

Lady Shaman

Institute)

86 18807110720

disneystreaming.com

film_dabin@daum.net

Elvira Madigan

82 2 3153 2001

thieusscarrapide@hotmail.com

44 208 493 9998

shannon.smith@bydeluxe.com

Notes from Unknown

Parallax Films

82 2 3153 2001

44 208 493 9998

juliandavidlee2020@gmail.com

Mountains Sing, The

anni.asikainen@ses.fi
Chon Seung-il

Purple Hoodie Productions

The Adventure of Ice Planet, A

Music Is My Refuge

Korean GENOCIDE

shannon.smith@bydeluxe.com

hyo918@kofic.or.kr

Little Star, A

Get Carter
Delux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The Finnish Film Foundation

Dreamgirls
Deluxe

Daniel Zvereff

INDIESTORY.Inc

shorts@indiestory.com

Disney Original Documentary

New Worlds: The Cradle of Civilization

alex.exline@gmail.com

1 646 920 2950

Shochiku Co., Ltd.
kohei_miyamoto@shochiku.co.jp
Panash

Kinoglaz cine

54 91167193730

viviana.derosa@gmail.com
Piano Prism

FILM DABIN

film_dabin@daum.net

Dorn Music LLC

Planet A

acocella@dornmusic.com

harulev2@gmail.com

Lev Haru

필름제공처 Film Print Source

258

필름제공처 Film Prin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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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er

Second Language, The

Soul at Twenty

Sunday Morning

We Don’t Dance for Nothing

1 212 219 4029

aeio0226@naver.com

81 3 5689 1014

55 2181036745

stefanostai@gmail.com

Oscilloscope Pictures Inc.
cameron@oscilloscope.net
Pyrrha

Funnycon

82 51 704 7125

Kim Eunseo

Seriously Red

Digital Cinema United

dusans@digitalcinemaunited.com

film@funnycon.tv

Sewing Sisters

Remember Me

82 2 3672 2766

Tanzrauschen e.V.

49 202 478 298 65

Rewind & Play
andolfi

33 950652305

82 32 544 6680

Riverside Player

43 670 208 7881

Roses. Film-Cabaret
DGTL RLGN

38 044 337 66 09

oleksandra.kravchenko.pr@
gmail.com

Roy Orbison Forever
Stanza Media, Ltd
44 02037578250

hunt@stanzamedia.com

shannon.smith@bydeluxe.com

39 3661812097

82 51 750 8407

Total Movie Co.,Ltd

Autlook Filmsales GmbH
print@autlookfilms.com
Son Chant

Vivian Ostrovsky

vivianfestival@yahoo.fr
Sonata

IKH Pictures Promotion
48 501 240424

paulina@ikh.com.pl
Song to Be Remembered
Yoon Solji

hyo918@kofic.or.kr

qqaa0910@naver.com

luizacalagian@gmail.com

shannon.smith@bydeluxe.com
West Side Story 2021
TWDCK

82 2 3490 2500

haesoo.yang@disney.com
Wet

Miyu Distribution
33 984070441

laure.goasguen@miyu.fr

centralpark.co@gmail.com

alrudtls12@naver.com

sl.lee1@cj.net
Stage, The

Bachi.Artist

bachi.artist@gmail.com
Stay in the Light
Brusk Filmes

55 11 99909 1758

bruskfilmes@gmail.com
Steakhouse

Miyu Distribution
33 984070441

laure.goasguen@miyu.fr

1 310 951 0878

55 11 95968 0821

44 208 493 9998

82 2 371 6261

dthompsonedit@gmail.com
Grupo Heranças do Corpo

Deluxe

When was your best day ever?

33 984070441

paul@outsiderpictures.us

West Side Story 1961

To My Unnie

CJ ENM

Songs About Love

Sangoma

Lim Jinhee

Stefanos Tai

Spy Gone North, The

Rainpix, Inc.

Outsider Pictures II LLC

lightson@lightsonfilm.org
That Girl and I

Story for 2 Trumpets, A

1 310 633 4662

Lights On

Korean Academy of Film Arts

soljiyoon@hotmail.com

Run Raven Run

dh_paul@daum.net
Techno, Mama

irene@urbangroup.biz
Shameless, The

The Coup

Deluxe

Sound of Summer Gone

Sirens

my.2niece@gmail.com

82 2 6216 6000

Reservoir Docs

production@andolfi.fr
Kang Kyungtae

csejin1537@naver.com

Choi Sejin

44 208 493 9998

33 659438644

contato@redutofilmes.com.br
Suspiria

jinjinpic@gmail.com

Remember Our Sister

Reduto Filmes

Sound of Memories

Sound of Music, The

Shabu

w317w@naver.com

m.furukawa@nikkatsu.co.jp

JINJIN PICTURES

kerstin.hamburg@tanzrauschen.de
Jo Hayoung

Nikkatsu Corporation

Miyu Distribution

laure.goasguen@miyu.fr
Street Poet

jsc kazakhfilm

7 (707) 367 3970

aizhana.kassym@gmail.com

CENTRAL PARK FILMS

Shin Isu

Unusual Guitar

Who Are U?

choizihwan@naver.com

82 31 930 6500

Won Yu

Vagner Cunha’s Inferno, in 33

Myung Films

jh@myungfilm.com

Minutes, The

Wintersong

juanquintans@hotmail.com

(Escuela Nacional de Artes

Juan Quintáns
Walk the Line
Deluxe

44 208 493 9998

ENAC, UNAM

Cinematográficas UNAM)
52 5585813658

thisisthenight.lazaro@gmail.com

luke.clark@bydeluxe.com

Withstanding and Existing

Wannabes, The

gwonchurl@gmail.com

Gaumont

33 146432038

servicing@gaumont.com
We Are The Thousand
Cinephil

972 50 2827955

shoshi@cinephil.com

Gwon Churl

Wonderful Tonight
Kim Youngjo

dewboy@daum.net

국가별 색인
Country Index
86
125
109
105
69
68
70
67
83
77
74
71
72
78
79
76
81
80
75
73
82
101
103
108
100
91
111
156
124
143
137
148
133
123
134
131
115
149
119
160
167
166
168
189
190
188
191

그리스
빌 머레이와 얀 포글러의 뉴
월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위니 만델라를 노래하라
네덜란드
샤부
대만
Planet A
대한민국
나의 여신
오랜만이다
버텨내고 존재하기
디바 야누스
원더풀 투나잇
언니를 기억해
허리케인캐스퍼
버스킹
흐드러져, 칸나
천변의 악사들
제 2의 언어
피라
그 애와 나랑은
낮은 목소리
뤼미에르
프리스피릿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내 이름은 졸자야
듣보인간의 생존신고
미싱타는 여자들
윤시내가 사라졌다
낮과 달
침묵과 기억
언니에게
Butch Up !
네버 네버 랜드
금정굴 이야기
없는 노래
버킷
공백
해피해피 이혼파티
길에서 우연히 전
여자친구를 만났다
심연
현재진행형
꿈에 와줘
피아노 프리즘
고향무정
가수왕
작은별
자산어보
주먹이 운다
신과 함께-죄와 벌
후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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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06
204
205
203
226
226
176
175
174
105
97
130
161
146
122
151
64
162
155
145
114
97
58
62
88
92
94
99
107
127
138
144
164
169
183
184
200
201
196
197
226
113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
대모험
귀타
새는 날아간다
나를 찾아서
오늘의 장내
마당을 나온 암탉
봄날은 간다
헤어질 결심
공작
무뢰한
Planet A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버려요
덴마크
드림 다이버
독일
리와인드 & 플레이
리멤버 미
두드리면 타악기
스테이크하우스
레바논
사이렌
룩셈부르크
기다림
리투아니아
테크노 마마
빌뉴스의 시간
멕시코
윈터 송
미국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버려요
룩 앳 미: XXX텐타시온
포저
비바 마에스트로
디오: 꿈꾸는 자는 죽지
않는다
왼손의 피아니스트
미하
런 레이븐 런
커밍 홈
시계공의 시간
격리는 아냐
소니아와 샹탈
사운드 오브 뮤직
라스트 왈츠
앙코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1961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2021
드림걸즈
라라랜드
E.T.
그래서 우리는 춤춘다

194
86
64
57
59
105
93
154
157
116
147
150
163
141
55
182
120
128
136
56
151
104
102
129
60
60
105
106
195
178
57
87
118
199
179

코다
빌 머레이와 얀 포글러의 뉴
월드
사이렌
벨기에
로랑 가르니에: 오프 더
레코드
불가리아
지굴리 밴드의 벌거벗은
진실
Planet A
브라질
삼바의 신: 에우톤
메데이로스
일요일 아침
바그너의 지옥, 33분
아코디언 연주자
상고마
빛 속에 머물러
네온 팬텀
세네갈
음악은 나의 피난처
스웨덴
캘린더 걸즈
엘비라 마디간
스위스
베몰
댄스마타
반드시
스페인
우당탕탕 오케스트라
슬로베니아
스테이크하우스
아르헨티나
파나쉬
친애하는 애정하는
아일랜드
벗어나지 마
나씽 컴페얼즈
영국
나씽 컴페얼즈
Planet A
프리티 우먼의 로이 오비슨
불의 전차
겟 카터 1971
로랑 가르니에: 오프 더
레코드
우크라이나
로즈. 필름-캬바레
이란
발로라
이탈리아
천 명의 락커, 하나의 밴드
서스페리아 1977

142
117
65
98
177
132
140
121
153
139
113
90
51
110
61
96
112
152
158
126
193
161
117
61
151
194
95
135
113
63
113

인도
나의 라다크
일본
불안
스무 살의 소울
꿈을 빌려드립니다
말라버린 꽃
중국
체온계를 든 소녀
산의 노래
칠레
베스티아
카자흐스탄
거리의 시인
캐나다
그곳에서 만나요
그래서 우리는 춤춘다
터키
베르겐
폴란드
소나타
사랑에 관한 노래
아더 피플
프랑스
라트라비아타, 나와 내
형제들
워너비즈
트럼펫 이중주
욕망
크로노러비
미라클 벨리에
리와인드 & 플레이
불안
아더 피플
스테이크하우스
코다
핀란드
끼까
필리핀
머리사냥족의 딸
그래서 우리는 춤춘다
호주
시리어슬리 레드
홍콩
그래서 우리는 춤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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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02
63
57
93
154
157
116
147
150
163
59
105
139
113
121
132
140
130
95
61
96
112
152
158
126
193
161
117
151
194
161
146
122
151
86

Argentina
Panash
Near and Dear
Australia
Seriously Red
Belgium
Laurent Garnier: Off the
Record
Brazil
ELTON MEDEIROS - Or
the Sun Shall Be Born
Sunday Morning
The Vagner Cunha's
Inferno, in 33 Minutes
The Accordionist
Sangoma
Stay in the Light
Neon Phantom
Bulgaria
The Naked Truth About
the Zhiguli Band
Planet A
Canada
Meet You at the Light
We Don't Dance for
Nothing
Chile
Bestia
China
Girl with a Thermal Gun
The Mountains Sing
Denmark
Dream Diver
Finland
Kikka!
France
Other People
La Traviata, My
Brothers and I
The Wannabes
A Story for 2 Trumpets
Wet
Chronolovie
The Belier Family
Rewind & Play
Anxious Body
Steakhouse
CODA
Germany
Rewind & Play
Remember Me
Between Weckewerk
and Schlagwerk
Steakhouse
Greece
New Worlds: The Cradle
of Civilization

113
142
118
129
60
199
179
117
65
98
177
153
69
68
70
67
83
77
74
71
72
78
79
76
81
80
75
73
82
101
103
108
100
91
111
156
124
143
137
148
133
123
134

Hong Kong
131
We Don't Dance for
Nothing
115
India
149
My Ladakh
119
Iran
160
BALORA
167
Ireland
166
Don't Go Where I Can't 168
Find You
189
Nothing Compares
190
Italy
188
We Are The Thousand
Suspiria
191
Japan
198
Anxious Body
Soul at Twenty
206
Make-Believers
204
Pale Flower
205
Kazakhstan
203
Street Poet
226
Korea
Lady Shaman
226
How Have You Been
176
Withstanding and
175
Existing
174
Diva Janus
105
Wonderful Tonight
97
Remember Our Sister
Hurricane Casper
Busking
64
CANNA!
Riverside Player
The Second Language 155
145
Pyrrha
That Girl and I
Sound of Summer Gone 162
Lumière
114
FREESPIRIT
When was your best day
109
ever?
My Name Is Zolzaya
135
Notes from Unknown
Sewing Sisters
113
Missing Yoon
The Cave
Sound of Memories
51
To My Unnie
110
Butch Up !
61
NEVER NEVER LAND
Korean GENOCIDE
Song to Be Remembered 141
A Guitar in the Bucket
151
THE BLANK
HAPPYHAPPY
DIVORCEPARTY

125

Ex-Girlfriend on the
Street
Abyss
The Stage
Be in My Dream
Piano Prism
Hometown
Best Singer
A Little Star
The Book of Fish
Crying Fist
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Who Are U?
A Little Dinosaur DoolyThe Adventure of Ice
Planet
Unusual Guitar
A Bird Flies Away
Looking for IMYMEMINE
Inside a Funeral Hall
Leafie, a Hen into the
Wild
One Fine Spring Day
Decision to Leave
The Spy Gone North
The Shameless
Planet A
Love it (then) Dump
it(LIDI)
Lebanon
Sirens
Lithuania
Techno, Mama
Once upon a Vilnius
Luxembourg
Full Memory
Mexico
Wintersong
Netherlands
Shabu
Philippines
The Headhunter's
Daughter
We Don't Dance for
Nothing
Poland
Sonata
Songs About Love
Other People
Senegal
Music Is My Refuge
Slovenia
Steakhouse
South Africa
Celebrating Herstory
Through Song

56
55
182
120
128
136
105
90
60
105
87
106
195
178
57
97
58
62
88
92
94
99
107
127
138
144
164
169
183
184
200
201
196
197
226
113
194
86
64

Spain
The Extra Terrestrial
Orchestra
Sweden
Calendar Girls
Elvira Madigan
Switzerland
Bemol
Danzamatta
It Must
Taiwan
Planet A
Turkey
Bergen
United Kingdom
Nothing Compares
Planet A
Roses. Film-Cabaret
Roy Orbison Forever
Chariots of Fire
Get Carter
Laurent Garnier:
Off the Record
USA
Love it (then) Dump
it(LIDI)
Look at Me:
XXXTentacion
Poser
¡Viva Maestro!
Dio: Dreamers
Never Die
For the Left Hand
Mija
Run Raven Run
Coming Home
Life Is a Particle Time
Is a Wave
Not Quite Quarantine
Son Chant
The Sound of Music
The Last Waltz
Walk the Line
West Side Story 1961
West Side Story 2021
Dreamgirls
La La Land
E.T. the ExtraTerrestrial
We Don't Dance for
Nothing
CODA
New Worlds: The
Cradle of Civilization
Sirens

감독 색인
Director Index
57
78
168
94
101
132
70
103
63
116
166
72
133
131
198
156
103
83
188
79
108
100
204
126
127
147
134
62
138
179
150
92
197
92
135
55
94
163
158
169, 200
190
129
64
127
116
55
102
158
178
107
183
90
115, 119, 149
117

가뱅 리부아르
강경태
강문수
고든 퀸
곽동철
구오 롱페이
권철
권하정
그레이시 오토
길레르메 디모프
김기덕
김민진
김보영
김선웅
김수정
김신호산
김아현
김영조
김용화
김은서
김정영
김진화
김효경
끌레르망 호캉
나임 나이프
나탈리아 프레이타스
남순아
노아 딕슨
다니엘 즈베레프
다리오 아르젠토
다비드 알베스 다 실바
데미안 펜튼
데이미언 셔젤
돈 아고트
돈 조셉푸스 라파엘 에블라한
러브 마틴센
레슬리 시머
레오나르도 마르티넬리
로리안느 몽페르
로버트 와이즈
류승완
리오나흐 니 그리어
리타 바그다디
마고 보우만
마르셀로 피텔
마리아 루후프버드
마리아 알바레즈
마리안느 베르그노
마이크 호지스
마이클 레이닌
마틴 스콜세지
메멧 비나이
문근영
미즈시리 요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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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58
128
51
80
167
76
176
206
182
75
154
164
59
126
196
58
155
153
109
194
151
113
106
201, 226
177
123
82
125
114
199
162
152
65
95
161
139
61
147
118
86
140
193
145
158
62
226
174
120
160
130
96
122
206

미카엘 바우덴바흐커
밀리나 멍동
바냐 투뇰라
바르토즈 블라쉬케
박영광
박종호
박지현
박찬욱
배진주
보 비더버그
복운석
브루노 리베이로
비비안 오스트로프스키
빅토르 보쥐노프
빅토르 세스카
빌 콘돈
사바아 폴라얀
사울리우스 바라딘스카스
삼가르 라킴
샤미라 라페엘라
션 헤이더
슈펠라 차데스
스테파노스 타이
스티브 콜
스티븐 스필버그
시노다 마사히로
신시정
신이수
실레 흘로페
실바나 라짜로
아니타 리바로리
아돌프 엘 아쌀
아망딘 마이어
아키야마 준
안나 파아빌라이넨
알랭 고미
알렉산더 파라
알렉산드라 테르핀스카
알린 페르난데스
압돌가데 칼레디
앤드류 무스카토
양 샤오
에릭 라티고
에이트비다스 도슈쿠스
엘비라 또싹
오리 세게프
오성윤
오승욱
오아나 라크루와
오재형
요나스 방
요한 만카
울프 슈태거
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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