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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티켓 가격

개막식  20,000원

폐막식  8,000원

일반 상영  8,000원

스타 토크 / 감독 대 감독 /

스페셜 토크 / VR 상영
 11,000원

할인

경로 만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자 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동반 1인까지 1,000원 할인          - 중복 할인 불가

-  온라인 예매 시 할인 권종 선택 후 예매                               

   (현장매표소에서 증빙 서류 확인 후 수령 가능)                      

*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신분증 등 

                   할인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온라인 예매

예매 기간 개•폐막식 / 스타 토크 / 감독 대 감독 / 스페셜 토크 / VR 상영 

: 8.11(목) 14:00 ~ 해당 상영 시작 10분 전까지

일반 상영

: 8.12(금) 14:00 ~ 해당 상영 시작 10분 전까지

예매 방법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 기재 후 예매 (비회원 예매)

- 한 영화당 1회 4매까지 예매 가능

결제 수단 - 신용카드, 계좌이체

- 시우피안 예매권

- 휴대폰 결제 불가, 문화/도서 상품권 등의 상품권 사용 불가

수령 방법 모바일 티켓으로 바로 입장

- 지류 티켓 발권 절차 없이, 모바일 티켓 제시 후 입장

- 모바일 티켓 캡처 이미지로는 입장 불가

종이 티켓 발권을 원하는 경우

-  영화제 기간 내(8.26~9.1) 현장매표소에서 예매번호(SMS, 예매확인증, 예매내역 페이지) 제시 후 발권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로 발권 불가

- 상영 시작 후 15분까지 발권 가능

취소 및 환불

취소 기간 해당 상영 시작 30분 전까지

취소 수수료 상영 당일 취소 시 장당 1,000원 부과

-  부분 취소는 불가합니다.                                                                                                                                                 

(4매의 티켓 예매 후 1매만 취소를 원할 시에도 4매 모두 취소 후 3매를 재예매 해야 하며, 취소 수수료 역시 부과됩니다.)

- 온라인 예매 후 발권된 티켓은 현장매표소에서만 취소 가능합니다. (해당 티켓 반드시 지참)

- 상영 당일 취소의 경우, 티켓 수량/상영작/좌석/결제 수단 등의 변경을 위한 취소라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배지 및 티켓교환권으로 발권한 티켓은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일반 유의사항

- 개인 사정에 의한 티켓 재발권 및 환불은 불가합니다. (분실, 훼손, 교통정체, 상영관 및 시간 착오 등)

-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 상영 시작 20분 후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영관 입장은 관람 등급에 따라 제한됩니다. 만 4세 이하 어린이는 상영관에 입장할 수 없으며,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티켓 소지 및 보호자 동반 여부와 상관없이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 영화 관람이 불가합니다.

- 상영관 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는 불가합니다. (생수 및 무알콜 음료만 가능)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은 불가합니다.

- VR 상영의 경우 예매 시 좌석은 임의 배정된 것으로 실제 좌석은 비지정 좌석제로 운영됩니다. (선착순 입장)

-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서울시의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코로나19 및 기타 법정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수칙에 따라                   

영화제 방역 지침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온라인 상영 안내 

* 상영작 제목에 ON  표시가 되어 있는 작품은 온라인에서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영 플랫폼 영화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온피프엔(ONFIFN)

- www.onfifn.com

- APP(애플리케이션)

상영 기간 8.25(목) 11:00~9.1(목) 24:00

가격 장편: 5,000원 / 단편: 1,500원

이용 방법 - 온피프엔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온피프엔 홈페이지(모바일 웹 포함), APP(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

- 작품별 결제 후 콘텐츠 관람

-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홈페이지 상영작 상세페이지 내 온피프엔 로고 클릭 시 온피프엔 메인화면으로 이동

- PC 이용 시 크롬(Chrome) 환경 권장

관람 가능 인원 작품별 상이

결제 수단 신용카드 및 카카오페이, 토스, PAYCO(페이코) 등의 간편 결제

주의사항 - 관람료 결제 후 24시간 내에만 관람 가능(중복 관람 가능)

- 결제는 9.1(목) 24:00까지만 결제 가능

    * 9.1(목) 24:00에 결제했을 경우 9.2(금) 24:00까지 관람 가능

- 1개의 ID로 복수의 디바이스에 동시 접속하여 다중 재생 불가

- 국내에서만 관람 가능

- 결제 후에는 재생 혹은 관람 유무와 상관없이 취소 및 환불 불가 

- 상영작 화면 캡처, 녹화, 복제, 배포 등의 행위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온라인 플랫폼 관련 문의 070-4465-4511 / onfifn@postfin.co.kr (영화제 기간 내 10:00~20:00)

현장 예매(현장매표소)

운영 장소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1층

운영 일시 8.26(금)~9.1(목)

첫 상영 시작 1시간 전 ~ 마지막 상영 시작 15분 후까지

결제 수단 - 현금, 신용카드

- 예매권 인증번호: 시우피안 예매권

- 배지, 티켓교환권

- 문화/도서상품권 등의 상품권 사용 불가

이용 방법 - 한 영화당 1회 4매까지 구매 가능

- 온라인 예매 후 잔여석에 한해 현장 판매 진행 (온라인 매진 시 현장 판매 불가)

- 온라인 티켓 예매자는 당일 현장매표소 방문 없이 모바일 티켓으로 바로 입장

- 온라인 예매 티켓 발권 시 예매번호(SMS, 예매확인증, 예매 내역 페이지) 반드시 지참

※ 개막일(8.25)은 문화비축기지(T0) 내 현장매표소에서 예매 티켓 발권 및 배부 진행

|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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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et Prices

Opening Ceremony KRW 20,000

Closing Ceremony KRW 8,000

General Screening KRW 8,000

Star Talk, Directors on Directors, Special Talk, VR Screening KRW 11,000

Discounts

Seniors Over 65 years old

Persons with disabilities, patriots, and veterans Welfare Card/Certificate of Recognition Holders

- KRW 1,000 discount. Applicable to one additional accompanying person.                       - Discounts cannot be combined.

-  When reserving online, select discounted ticket(s) and proceed with the reservation.                                                                                 

(You can receive your tickets after an evidential document check at the on-site ticket booth.)
   * Evidential documents:  Documents certifying eligibility for each discount, such as a disability registration card, certificate of recognition, or ID.

Tickets Reservation for International Audience
Online Reservation is currently unavailable to foreigners. Our sincere apologizes for the inconvenience, 

please purchase tickets either through e-mail reservation of by visiting the ticket booth during the festival period.

Period Aug 11 (Thu) at 14:00 to Aug 20 (Sat) at 17:00

How to

Reserve
-   Please download the booking form at the official SIWFF website and fill out the form with the film title,                  

code number, screening date, theater information and your information (name, contact number).

- Send the booking form by e-mail. We send the confirm e-mail to you. Please check the e-mail one more time.

- E-mail address: ticket@siwff.or.kr

Methods of 

Payment

Cash (KRW), Credit Cards

- All payments must be made at the ticket booth.

How to Issue -  Admission tickets will be made available at the ticket booth after checking personal information.                         

Please take your booking form.

- It will be made available to take tickets until 30 minutes prior to the film screening you’ve booked.

-  If you don't pay the tickets which you’ve booked by e-mail until 30 minutes prior to the film screening starts, 

the booking is automatically canceled.

On-site Reservations (Ticket Booth)

Location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1st floor

Date and

Time 

Aug 26 (Fri) to Sep 1 (Thu)

Up to 1 hour before the first screening starts to 15 minutes after the last screening starts.

Methods of 

Payment

- Cash, credit card

- Advance ticket verification number: SIWFFIAN advance ticket

- Badge, ticket exchange

- Cannot be purchased using gift/book vouchers

How to

Reserve

- Up to four tickets per person

- Seats remaining after online sales will also be sold on-site; tickets will not be sold on-site if sold out online.

- Online ticket holders may enter with their mobile tickets, without needing to visit the on-site ticket booth.

-  Reservation number (SMS, reservation confirmation, reservation details page) will be required when 

issuing tickets reserved online.

※ On the opening day, reserved tickets can be issued at the ticket booth in the Oil Tank Culture Park.

Cancellations and Refunds

Cancellation Period Up to 30 minutes before the beginning of a screening.

Cancellation Fee KRW 1,000 will be charged per ticket if a cancellation is made on the day of a screening.

-  Partial cancellation will not be available. (If, for example, you wish to cancel only one out of four tickets reserved, all four 

must be canceled and three tickets rebooked; a cancellation fee will also be charged.)

- Tickets issued after an online reservation can only be canceled at the on-site ticket booth. (Tickets must be presented.)

-  In the case of same-day cancellation for a screening, a cancellation fee will be charged, even when canceling a reservation 

to change the ticket quantity, screening, seat, or payment method.

- Tickets issued with badges and ticket exchanges cannot be canceled or refunded.

General Remarks

-  Tickets cannot be reissued or refunded based on personal circumstances (e.g., lost tickets, damaged tickets, traffic delays, 

going to the wrong theater, mistaking a theater or screening time, etc.).

- Screenings begin on time, in principle, and entrance may be restricted 20 minutes after a screening begins.

-  Entrance to theaters will be limited according to ratings. Children under the age of four will not be permitted to enter.    

Those under 18 will not be allowed into R-rated films, even when accompanied by a guardian or if already holding a ticket.

-  Bringing food inside the theater is prohibited. (Only bottled water and non-alcoholic drinks will be permitted.)

- Taking photographs and videos is not allowed during the screenings. 

-  In the case of VR screenings, the seats at the time of reservation are temporarily designated, and the actual seating will 

have non-designated seats. (Entrance will be allowed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  The SIWFF complies wit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reventive measures.                                                                 

We woul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guidelines for disease prevention at the film festival are subject to change according       

to COVID-19 guidelines and other legal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and manage infectious diseases.

Online Screening Guide
 * Films marked with ON  are screened on the online platform ONFIFN as well as on offline screens.

Screening Platform ONFIFN, the online platform for film festivals

- www.onfifn.com

- Also available through the application

* Please note that ONFIFN is available only in Korean.

Screening Period Aug 25 (Thu) at 11:00 to Sep 1 (Thu) at 24:00

Prices Feature-length: KRW 5,000 / Shorts: KRW 1,500

How To - Sign up and log in to ONFIFN 

- Available through the ONFIFN website (including the mobile website) and the application

- Purchase separately for each film and screen contents

-  Click on the ONFIFN logo on the film details page on the SIWFF website to proceed to the 

ONFIFN homepage.

- Chrome is the recommended browser for PC use.

Number of Viewers 

Permitted
Varies per film

Methods of Payment Credit card, KakaoPay, TOSS, PAYCO, and others

Precautions - Screenings are only available within 24 hours of payment (multiple screenings possible).

- Payments can only be made until Sep 1 (Thu) at 24:00.

   * If a payment is made on Sep 1 (Thu) at 24:00, the screener will be accessible until Sep 2 (Fri) at 24:00.

- Selections cannot be screened on multiple devices simultaneously with only one ID.

- Only available in Korea

- Refunds are not available, regardless of whether a film is being screened or not.

- Capturing, filming, duplicating, and/or leaking screening contents may lead to legal liability.

-  For inquiries regarding the online platform, call 070-4465-4511 or email onfifn@postfin.co.kr.          

(Available during the festival period, 10:00-20:00. Service available only in Korean.)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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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World Cup
Stadium Stn.

EXIT

월드컵경기장역

Oil Tank Culture Park
문화비축기지

T2

T0

MEGABOX
Sangam
Worldcup 
Branch

메가박스 
상암월드컵
경기장

2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0 월드컵몰 1층

대중교통

지하철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2번 출구

(월드컵경기장 북문으로 진입)

버스 간선버스 271, 571, 710

지선버스 6715, 7011, 7715, 7019

광역버스 9711, 8777(주말)

마을버스 마포08

주차

월드컵경기장 

서문 주차장

할인 요금: 2시간 2,000원(티켓 소지 시)

                2시간 이후 5분당 150원 추가

- 남문 홈플러스 주차장 이용 시 할인 불가

문화비축기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

대중교통

이용 시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과 교통편 동일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도보 10분

주차 주차 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1st Floor, 240, World Cup-ro, Mapo-gu, Seoul

Public Transportation

Subway World Cup Stadium Station, line 6, exit #2 

(towards the North Gate of the stadium)

Bus Blue Bus 271, 571, 710

Green Bus  6715, 7011, 7715, 7019

Red Bus 9711, 8777 (weekends)

Town Bus Mapo08

 Parking

West Gate 

Parking 

Lot of 

World Cup 

Stadium 

Discount Parking fee: 

KRW 2,000 for the first 2 hours (Ticket 

holder only)

After 2 hours, KRW 150 will be charged 

per 5 minutes.

-  No discount at a Home Plus Parking lot 

near the South Gate

Oil Tank Culture Park

87, Jeungsan-ro, Mapo-gu, Seoul

Public 

Transportation

Ten-minute walk from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Parking Please use public transportation 

because the parking space is small. 

상영시간표 보는 법

상영관 코드번호  시작시간 ~ 종료시간

상영작 국문 제목

상영작 영문 제목

상영시간 / 등급 / 페이지 번호

상영관

MB1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1관

MBMX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MX관

MB3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3관

MB4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4관

MB5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5관

MB6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6관

MB7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7관

MB8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8관

MB9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9관

T2 문화비축기지 T2

등급 

G 전체 관람가

12 12세 이상 관람가

15 15세 이상 관람가

18 18세 이상 관람가

GV(관객과의 대화) + PE(프로그램 이벤트)

GV 상영 후 질의응답 

GV는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PE 프로그램 이벤트

자막 정보

※ 모든 외국어 상영작에는 한글 자막이 제공됩니다.

※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모든 비영어권 대사 상영작에는               

영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NE 영어 자막 없음

PNE 영어 자막이 없는 상영작이 일부 포함된 묶음상영

Subtitles

※ All non-Korean dialogue films are subtitled in Korean.

※  All non-English dialogue films are subtitled in English 

unless marked with “NE” or “PNE.”

NE English subtitles are not provided.

PNE
English subtitles are partially provided for certain 

films only.

Rate

G General

12 Under 12 not admitted

15 Under 15 not admitted

18 Under 18 not admitted

GV (Guest Visit) + PE (Program Events)

GV Q&A after screenings

GV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PE Program Events

Theater

MB1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1

MBMX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MX

MB3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3

MB4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4

MB5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5

MB6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6

MB7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7

MB8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8

MB9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9

T2 Oil Tank Culture Park T2

Legend

Theater Code  Start Time ~ End Time

Title (Korean)

Title (English)

Time / Rate / Page Number

| 페스티벌 맵 Screening Sched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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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8.26 (FRI)8.25 (THU)
9.1 (THU)

Venue 1 2 3 4

MB1 101   13:00~14:48 107   16:00~17:48 115   20:00~21:22

에펠
Eiffel  
108min / ⑮ / p109

지역여성영화제 + 
할리우드의 아이다 루피노
Local Women's Film Festival +
Ida Lupino - Gentlemen & 
Miss Lupino 
108min / Ⓖ / p85 / PNE  PE

퀴어 마이 프렌즈
Queer My Friends 
82min / Ⓖ / p82  GV

MBMX 102   13:00~14:42 108   16:00~17:09 116   20:00~21:41

더 제인스 
The Janes 
102min / ⑮ / p45 

새로운 물결 단편선 2 
New Currents Shorts 2 
69min / Ⓖ / p73  GV  

걸스 걸스 걸스 
Girl Picture 
101min / ⑫ / p66  PE  

MB3 103   13:00~14:37 109   16:00~17:44 117   20:00~21:24

꼭 쥐었던 주먹 풀기 
Unclenching the Fists 
97min / ⑮ / p68 

아 에 이 오 우 -                                  
사랑의 빠른 철자법 
A E I O U –                                    
A Quick Alphabet of Love 
104min / ⑮ / p64 

러빙 하이스미스 
Loving Highsmith 
84min / ⑫ / p81 

MB4 104   13:30~15:11 110   16:00~17:18 118   19:30~20:58

저스티스 오브 버니 킹 
The Justice of Bunny King 
101min / ⑫ / p67 

프리즘 
Prism 
78min / Ⓖ / p78 

고양이들의 아파트 
Cats' Apartment 
88min / Ⓖ / p65  GV  

MB5 111   16:00~17:51 119   19:30~21:06

제트래그 
Jet Lag 
111min / ⑫ / p49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Sisters on the Road 
96min / ⑮ / p103 

MB6 112   16:00~17:31 120   19:30~21:50

아이틴즈 단편선 
I-Teens Shorts 
91min / Ⓖ / pp62-63  GV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The Apartment with Two 
Women 
140min / ⑮ / p47  GV  

MB7 105   13:30~14:52 113   16:30~17:31 121   20:00~21:18

마블러스 앤 더 블랙홀 
Marvelous and the Black Hole 
82min / Ⓖ / p49 

벨 훅스: 문화비평과 변혁 
Bell Hooks: Cultural Criticism 
and Transformation 
61min / Ⓖ / p84 

정여름 작가 + 차재민 작가          
단편선 
JEONG Yeoreum + CHA 
Jeamin Shorts 
78min / ⑫ / pp69, 96  GV  

MB8 122   20:00~21:26

수잰, 수잰 +                                     
이카루스 (아멜리아 이후) 
Suzanne, Suzanne +                  
Icarus (after Amelia) 
86min / Ⓖ / pp77, 101 

MB9 106   13:30~15:26 114   16:30~18:04 123   20:00~21:17

미나리 
Minari 
116min / ⑫ / p92 / NE 

최악의 하루 
Worst Woman 
94min / ⑮ / p92 

푸른 강은 흘러라 
Let the Blue River Run 
77min / ⑫ / p91 / NE 

GV   관객과의 대화     PE   프로그램 이벤트

Guest Visit                  Program Event

8.25 (THU) | 개막일 Opening Day

Venue

T2 19:00~

개막식 + 개막작 <더 제인스>

Opening Ceremony + Opening Film The Janes

102min / ⑮ / p45

문화비축기지 T0 문화마당 

Oil Tank Culture Park T0

9.1 (THU) | 폐막일 Closing Day

Venue 1 2 3 4

MB1 701   13:00~ 703   16:30~

수상작 1

Award-winning Film 1

수상작 2

Award-winning Film 2

MB4 702   13:00~ 704   16:30~

수상작 3

Award-winning Film 3

수상작 4

Award-winning Film 4

Screening Schedule  || 상영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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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8.28 (SUN)8.27 (SAT)

GV   관객과의 대화     PE   프로그램 이벤트

Venue 1 2 3 4

MB1 201   10:00~12:48 210   14:00~15:45 219   17:00~18:36 228   20:30~22:05

사랑의 고고학 
Archaeology of Love 
168min / ⑫ / p47  GV  

아시아단편 단편선 1 
Asian Shorts 1 
105min / ⑮ / pp52-53  GV  

아시아단편 단편선 2 
Asian Shorts 2 
96min / ⑫ / pp54-55  GV  

연애편지 
Love Letter 
95min / Ⓖ / p100  PE  

MBMX 202   10:00~11:27 211   13:30~15:12 220   16:00~17:52 229   20:00~22:14

유간타 - 디파 단라지 작품선 
Yugantar - 
Deepa DHANRAJ Films 
87min / Ⓖ / p86  PE

더 제인스 
The Janes 
102min / ⑮ / p45

예리한 순간들 단편선 
The moments with 
Yeri HAN Shorts 
112min / ⑫ / p93  PE  

아제 아제 바라아제 
Aje Aje Bara Aje 
134min / ⑮ / p89  PE  

MB3 203   10:00~11:24 212   13:00~15:05 221   16:30~17:56 230   19:30~20:58

암사자들이 포효하는 언덕 
The Hill Where Lionesses 
Roar
84min / ⑮ / p67 

그 아이는 귀족 
Aristocrats 
125min / ⑫ / p64 

우리는 모두 월드 페어로 간다 
We're All Going to the World's 
Fair 
86min / ⑮ / p69 

페미니즘의 반격 
Feminist Riposte 
88min / Ⓖ / p77 

MB4 204   10:30~11:59 213   13:00~14:24 222   16:00~17:44 231   19:30~21:05

샤를로트에 의한 제인  
Jane by Charlotte 
89min / ⑫ / p67 

무브@8PM 
MOVE@8PM 
84min / Ⓖ / p105  GV  

남매의 여름밤 
Moving On 
104min / Ⓖ / p108  GV  

장기자랑 
The Talent Show  
95min / Ⓖ / p105  GV  

MB5 205   10:30~12:19 214   13:00~14:10 223   16:00~17:50 232   19:30~21:12

오마주 
Hommage 
109min / ⑫ / p74 

KBS 드라마 스페셜 - 
연우의 여름 
KBS Drama Special - 
Yeonwoo's Summer 
70min / ⑫ / p91  

절해고도 
A Lonely Island in the Distant 
Sea 
110min / ⑫ / p68 

춘몽 
A Quiet Dream 
102min / ⑮ / p91 

MB6 206   10:30~11:50 215   13:00~14:01 224   16:00~17:49 233   19:30~20:58

투 킬 더 비스트 
To Kill the Beast 
80min / ⑮ / p49  GV  

워터 오브 파스타사 
Waters of Pastaza 
61min / Ⓖ / p50  GV  

미싱타는 여자들 
Sewing Sisters 
109min / Ⓖ / p75  GV  

베이비시터 
Babysitter 
88min / ⑮ / p47 

MB7 207   10:00~11:30 216   14:00~15:37 225   17:30~18:51 234   20:30~22:10

카라히타 
Carajita 
90min / ⑮ / p48 

떠도는 삶 
Floating Life 
97min / Ⓖ / p103 

새로운 물결 단편선 1 
New Currents Shorts 1 
81min / Ⓖ / pp70-72  GV  

메이데이 
Mayday 
100min / ⑫ / p68 

MB8 208   10:00~11:15 217   14:00~15:53 226   17:30~18:48 235   20:30~21:44

지구는 오렌지처럼 파랗다 
The Earth Is Blue as an 
Orange 
75min / ⑫ / p66 

리옹으로의 여행 
Blind Spot 
113min / Ⓖ / p101 

테스트 패턴 
Test Pattern 
78min / Ⓖ / p79 

우리의 작고 친밀한 방 
How the Room Felt 
74min / ⑮ / p81 

MB9 209   10:00~12:17 218   14:00~15:39 227   17:30~19:18 236   20:30~21:31

꿈과 라디오 
The Dream and the Radio 
137min / ⑮ / p66 

삼비장가 
Sambizanga 
99min / Ⓖ / p100 

데카메론 
Decameron 
108min / ⑫ / p65 

벨 훅스: 문화비평과 변혁 
Bell Hooks: Cultural Criticism 
and Transformation 
61min / Ⓖ / p84 

Venue 1 2 3 4

MB1 301   10:30~11:52 310   13:30~15:04 319   17:00~18:43 328   20:00~21:20

마블러스 앤 더 블랙홀 
Marvelous and the Black Hole 
82min / Ⓖ / p49  GV   

아시아단편 단편선 3 
Asian Shorts 3 
94min / ⑮ / pp56-57 

아시아단편 단편선 4 
Asian Shorts 4 
103min / ⑮ / pp58-59  

가단빌라  
Unprovoked Home 
80min / ⑮ / p50  GV  

MBMX 302   10:30~12:05 311   13:30~15:10 320   17:00~18:09 329   20:00~21:36

두 소녀가 사랑에 빠진 믿을 수 
없는 진짜 이야기 
The Incredibly True
Adventure of Two Girls in Love 
95min / ⑫ / p102 

화양연화 
In the Mood for Love 
100min / ⑮ / p92 / NE  PE   

새로운 물결 단편선 2 
New Currents Shorts 2 
69min / Ⓖ / p73  PE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Sisters on the Road 
96min / ⑮ / p103  GV   

MB3 303   10:30~12:08 312   13:30~15:09 321   17:00~18:44 330   20:00~21:24

아나이스 인 러브 
Anais in Love 
98min / ⑫ / p80  

미래를 향해 노래 부르는 소 
The Cow Who Sang a Song 
into the Future 
99min / ⑫ / p65 

아 에 이 오 우 - 
사랑의 빠른 철자법 
A E I O U – 
A Quick Alphabet of Love 
104min / ⑮ / p64  

러빙 하이스미스 
Loving Highsmith 
84min / ⑫ / p81  

MB4 304   10:00~12:01 313   13:30~15:29 322   17:00~18:21 331   20:00~21:42

히라이테  
Unlock Your Heart 
121min / ⑫ / p50  GV   

욕망의 분노 
Wrath of Desire 
119min / ⑱ / p82 

베스티스  
Besties 
81min / ⑫ / p80  
 

왕십리 김종분  
Kim Jong-boon of 
Wangshimni 
102min / ⑫ / p75  GV   

MB5 305   10:00~11:28 314   13:30~15:10 323   16:30~19:18 332   20:00~21:32

고양이들의 아파트 
Cats' Apartment 
88min / Ⓖ / p65  

아리랑의 노래 - 
오키나와의 증언 
Song of Arirang - 
Voices from Okinawa 
100min / Ⓖ / p102   

사랑의 고고학  
Archaeology of Love 
168min / ⑫ / p47  

섬이없는지도  
Map without Island 
92min / Ⓖ / p78 

MB6 306   10:00~11:59 315   13:00~15:02 324   16:30~17:48 333   20:30~21:48

경아의 딸  
Gyeong-ah’s Daughter 
119min / ⑮ / p74  GV   

비밀의 언덕  
The Hill of Secrets 
122min / Ⓖ / p48  GV  

정여름 작가 + 
차재민 작가 단편선 
JEONG Yeoreum + 
CHA Jeamin Shorts 
78min / ⑫ / pp69, 96  

유간타 작품선 
Yugantar Collective 
78min / Ⓖ / p87  GV  

MB7 307   10:00~11:30 316   13:00~13:50 325   16:30~18:28 334   20:30~22:00

더 덴  
The Den 
90min / ⑫ / p48  GV  

필름X젠더 단편선 
Film X Gender Shorts 
50min / Ⓖ / p107  PE   

수프와 이데올로기 
Soup and Ideology 
118min / Ⓖ / p75  PE   

카라히타  
Carajita 
90min / ⑮ / p48  GV  

MB8 308   10:30~11:47 317   13:00~14:22 326   16:30~17:48 335   20:30~22:03

푸른 강은 흘러라 
Let the Blue River Run 
77min / ⑫ / p91  
 

퀴어 마이 프렌즈 
Queer My Friends 
82min / Ⓖ / p82 

프리즘  
Prism 
78min / Ⓖ / p78  

에스터 뉴턴이 나를 게이로 
만들었다  
Esther Newton Made Me Gay
93min / ⑫ / p81  

MB9 309   10:30~11:48 318   13:00~14:37 327   16:30~17:58 336   20:30~21:45

강력한 여성 지도자 
Strong Female Lead 
78min / Ⓖ / p79 

올리비아  
Olivia 
97min / Ⓖ / p100  

베이비시터  
Babysitter 
88min / ⑮ / p47  

지구는 오렌지처럼 파랗다 
The Earth Is Blue as an 
Orange 
75min / ⑫ / p66 

GV   관객과의 대화     PE   프로그램 이벤트

Screening Schedule  || 상영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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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8.30 (TUE)8.29 (MON)

GV   관객과의 대화     PE   프로그램 이벤트GV   관객과의 대화     PE   프로그램 이벤트

Venue 1 2 3 4

MB1 402   13:00~14:56 411   16:00~17:58 419   20:00~21:49

미나리  
Minari 
116min / ⑫ / p92 

수프와 이데올로기 
Soup and Ideology 
118min / Ⓖ / p75  GV  

오마주  
Hommage 
109min / ⑫ / p74  GV   

MBMX 403   14:00~17:00 420   19:30~21:19

쟁점포럼  
Polemics Forum 

PE  

떠도는 삶  
Floating Life 
97min / Ⓖ / p103  PE  

MB3 401   10:00~12:02 404   13:00~14:41 412   16:00~17:59 421   19:30~20:58

비밀의 언덕  
The Hill of Secrets 
122min / Ⓖ / p48  

걸스 걸스 걸스 
Girl Picture 
101min / ⑫ / p66  

욕망의 분노  
Wrath of Desire 
119min / ⑱ / p82  

페미니즘의 반격 
Feminist Riposte 
88min / Ⓖ / p77  

MB4 405   14:00~15:20 413   16:30~18:35 422   19:30~20:44

가단빌라  
Unprovoked Home 
80min / ⑮ / p50 

그 아이는 귀족  
Aristocrats 
125min / ⑫ / p64  
 

우리의 작고 친밀한 방  
How the Room Felt 
74min / ⑮ / p81  

MB5 406   14:00~15:31 414   16:30~18:15 423   19:30~21:06

아이틴즈 단편선 
I-Teens Shorts 
91min / Ⓖ / pp62-63  

아시아단편 단편선 1 
Asian Shorts 1 
105min / ⑮ / pp52-53 

아시아단편 단편선 2 
Asian Shorts 2 
96min / ⑫ / pp54-55 

MB6 407   13:00~14:51 415   16:30~17:50 424   19:30~21:20

제트래그  
Jet Lag 
111min / ⑫ / p49  GV   

투 킬 더 비스트 
To Kill the Beast 
80min / ⑮ / p49  

절해고도  
A Lonely Island in 
the Distant Sea 
110min / ⑫ / p68  GV

MB7 408   13:00~15:01 416   16:30~18:02 425   20:00~21:35

히라이테  
Unlock Your Heart 
121min / ⑫ / p50  

섬이없는지도  
Map without Island 
92min / Ⓖ / p78  GV   

두 소녀가 사랑에 빠진 믿을 수 
없는 진짜 이야기 
The Incredibly True Adventure 
of Two Girls in Love 
95min / ⑫ / p102  

MB8 409   13:00~14:30 417   16:30~18:04 426   20:00~22:17

더 덴  
The Den 
90min / ⑫ / p48  

최악의 하루  
Worst Woman 
94min / ⑮ / p92  

꿈과 라디오  
The Dream and the Radio 
137min / ⑮ / p66  

MB9 410   13:00~14:49 418   16:30~18:22 427   20:00~21:37

미싱타는 여자들 
Sewing Sisters 
109min / Ⓖ / p75  

예리한 순간들 단편선 
The moments 
with Yeri HAN Shorts 
112min / ⑫ / p93  

올리비아  
Olivia 
97min / Ⓖ / p100  

Venue 1 2 3 4

MB1 503   13:30~14:31 509   16:30~18:05 517   19:00~20:39

워터 오브 파스타사 
Waters of Pastaza 
61min / Ⓖ / p50  

장기자랑  
The Talent Show  
95min / Ⓖ / p105  

미래를 향해 노래 부르는 소  
The Cow Who Sang a Song 
into the Future 
99min / ⑫ / p65  

MBMX 504   13:30~15:05 510   16:30~18:09 518   19:00~20:53

연애편지 
Love Letter 
95min / Ⓖ / p100 

삼비장가  
Sambizanga 
99min / Ⓖ / p100 

리옹으로의 여행 
Blind Spot 
113min / Ⓖ / p101 

MB3 501   10:30~12:50 505   13:30~14:56 511   16:30~18:03 519   19:00~20:38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The Apartment with Two 
Women 
140min / ⑮ / p47  
 

우리는 모두 월드 페어로 간다  
We're All Going to
the World's Fair 
86min / ⑮ / p69  

에스터 뉴턴이 나를 게이로 만
들었다  
Esther Newton Made Me Gay
93min / ⑫ / p81  
 

아나이스 인 러브  
Anais in Love 
98min / ⑫ / p80  
 

MB4 502   10:00~12:00

피치&캐치   
Pitch&Catch 

MB5 512   16:30~17:48 520   19:30~21:29

유간타 작품선  
Yugantar Collective 
78min / Ⓖ / p87  
 

경아의 딸  
Gyeong-ah’s Daughter 
119min / ⑮ / p74  

MB6 506   13:00~14:41 513   16:30~18:12 521   19:30~21:12

저스티스 오브 버니 킹 
The Justice of Bunny King 
101min / ⑫ / p67 

왕십리 김종분 
Kim Jong-boon of 
Wangshimni 
102min / ⑫ / p75  
 

춘몽 
A Quiet Dream 
102min / ⑮ / p91  

MB7 507   13:00~14:27 514   16:00~17:43 522   19:30~21:04

유간타 - 디파 단라지 작품선 
Yugantar - 
Deepa DHANRAJ Films 
87min / Ⓖ / p86  
 

아시아단편 단편선 4 
Asian Shorts 4 
103min / ⑮ / pp58-59  GV  

아시아단편 단편선 3 
Asian Shorts 3 
94min / ⑮ / pp56-57  GV   

MB8 508   13:00~14:48 515   16:00~17:26 523   19:30~20:48

지역여성영화제 + 
할리우드의 아이다 루피노 
Local Women's Film Festival + 
Ida Lupino - Gentlemen & 
Miss Lupino 
108min / Ⓖ / p85 / PNE  

수잰, 수잰 + 
이카루스 (아멜리아 이후) 
Suzanne, Suzanne + 
Icarus (after Amelia) 
86min / Ⓖ / pp77, 101  
 

테스트 패턴  
Test Pattern 
78min / Ⓖ / p79  
 

MB9 516   16:00~17:29 524   19:30~21:03

샤를로트에 의한 제인  
Jane by Charlotte 
89min / ⑫ / p67  
 

여학교  
Girl's School 
93min / Ⓖ /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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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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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VR Screening8.31 (WED)

Venue 1 2 3 4 5

T2 801   10:00~10:24 804   11:30~11:54 807   15:00~15:24 810   16:30~16:54 813   18:00~18:24

8.26 
(FRI)

소요산 + 동두천
Tearless + Bloodless
24min / ⑫ / p95 

소요산 + 동두천
Tearless + Bloodless
24min / ⑫ / p95 

소요산 + 동두천
Tearless + Bloodless
24min / ⑫ / p95 

소요산 + 동두천
Tearless + Bloodless
24min / ⑫ / p95 

소요산 + 동두천
Tearless + Bloodless
24min / ⑫ / p95 

T2 802   10:00~10:24 805   11:30~11:54 808   15:00~15:24 811   16:30~16:54 814   18:00~18:24

8.27 
(SAT)

소요산 + 동두천
Tearless + Bloodless
24min / ⑫ / p95 

소요산 + 동두천
Tearless + Bloodless
24min / ⑫ / p95 

소요산 + 동두천
Tearless + Bloodless
24min / ⑫ / p95 

소요산 + 동두천
Tearless + Bloodless
24min / ⑫ / p95 

소요산 + 동두천
Tearless + Bloodless
24min / ⑫ / p95 

T2 803   10:00~10:24 806   11:30~11:54 809   15:00~15:24 812   16:30~16:54 815   19:00~20:00

8.28 
(SUN)

소요산 + 동두천
Tearless + Bloodless
24min / ⑫ / p95 

소요산 + 동두천
Tearless + Bloodless
24min / ⑫ / p95 

소요산 + 동두천
Tearless + Bloodless
24min / ⑫ / p95 

소요산 + 동두천
Tearless + Bloodless
24min / ⑫ / p95 

망각을 기억하기: 
김진아 감독 
by 차재민 작가
Remembering Oblivion: 
A Conversation 
with Gina KIM 
by CHA Jeamin

PE

GV   관객과의 대화     PE   프로그램 이벤트GV   관객과의 대화     PE   프로그램 이벤트

Venue 1 2 3 4

MB1 601   13:30~15:03 606   16:30~17:54

여학교  
Girl's School 
93min / Ⓖ / p101 

암사자들이 포효하는 언덕 
The Hill Where Lionesses 
Roar 
84min / ⑮ / p67 

MBMX 613   19:00~

폐막식 + 폐막작 
Closing Ceremony + 
Closing Film 

MB3 602   13:30~14:54 607   16:30~17:51

무브@8PM 
MOVE@8PM 
84min / Ⓖ / p105

베스티스 
Besties 
81min / ⑫ / p80 

MB4 603   13:30~15:07 608   16:30~18:10

꼭 쥐었던 주먹 풀기 
Unclenching the Fists 
97min / ⑮ / p68 

메이데이  
Mayday 
100min / ⑫ / p68  

MB5 609   16:00~17:44

남매의 여름밤  
Moving On 
104min / Ⓖ / p108 / NE  

MB6 604   13:30~14:51 610   16:00~17:40

새로운 물결 단편선 1 
New Currents Shorts 1 
81min / Ⓖ / pp70-72 

아리랑의 노래 - 
오키나와의 증언 
Song of Arirang - 
Voices from Okinawa 
100min / Ⓖ / p102 / NE  

MB7 605   13:30~14:48 611   16:00~16:50

강력한 여성 지도자  
Strong Female Lead 
78min / Ⓖ / p79  

필름X젠더 단편선 
Film X Gender Shorts 
50min / Ⓖ / p107 

MB8 612   16:00~17:48

데카메론  
Decameron 
108min / ⑫ /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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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
Ambassador of the Festival

공식 포스터 & 트레일러
Official Poster & Trailer

공식 포스터 
Official Poster

“올해의 슬로건 ‘우리 (    )에서 만나’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표정, 목소리를 (    )에 대입해 생동감을 

표현했으며, (    )의 간격을 다양하게 

배치함으로써 ‘무엇이든 담아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나타내, 영화를 향한 여성 영화인

들의 편견 없는 감각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자유로운 배열의

(    )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영화관으로 들어서는 듯한 형상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여성 영화인들의 

연대를 언제나 응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정해리)

“The official poster of the 24th SIWFF 

embodies the meaning of this year’s 

slogan: “Let us meet at (    ).” It expresses 

vitality by substituting people’s faces, 

expressions, and voices with various 

parentheses and delivers the message 

that “anything can be captured” by 

placing various figures there, leaving 

viewers to feel the unbiased sense 

and energy of women filmmakers 

toward each film. In particular, the free 

arrangement of parentheses gathering, 

talking, and entering the theater by twos 

and threes means that the SIWFF will 

always support solidarity among women 

filmmakers.” (CHUNG Haeri)

그래픽 디자이너 정해리

2011년부터 ‘수퍼샐러드스터프’라는 출판사

이자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책과 잡지, 무가지 등 

다양한 인쇄물부터 전시 그래픽과 브랜딩, 

음반 디자인까지 여러 분야에서 독보적인 

감각과 넓은 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다.

Designed by CHUNG Haeri

Chung is a graphic designer who has 

run a design studio and publisher called 

SUPERSALADSTUFF since 2011. She has 

showcased her distinct sense across a 

wide spectrum of fields ranging from 

books, magazines, and free newspapers 

to exhibition graphics, branding, and 

album designs.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알리는 홍보대사로 

배우 김아중(1대, 2대), 한예리(3대), 

이영진(4대), 김민정(5대), 이엘(6대), 

문가영(7대)이 위촉되어 여성영화를 향한 

뜨거운 애정과 응원을 보여준 데 이어, 

올해는 배우 방민아가 홍보대사 바통을 

이어받는다. 8대 홍보대사로 위촉된 

방민아는 기자회견 참석을 시작으로 개막식 

사회, 스타 토크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24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홍보대사로 

활약할 예정이다.

배우 방민아는 <홀리>(2013), 

<아빠를 빌려드립니다>(2014), 

 「최고의 미래」(2014), 「미녀 공심이」(2016), 

<좋은 말>(2019), 「절대 그이」(2019),

 「이벤트를 확인하세요」(2021), 

<최선의 삶>(2021) 등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을 넘나들며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

하며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쌓아 가고 있다. 

특히 영화 <최선의 삶>을 통해 놀라운 

몰입도와 연기력을 인정받아 20회 뉴욕아시아

영화제 ‘떠오르는 아시아스타상’, 

22회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신인연기상, 

22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신인여우상을 

받았으며, 여기에 58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여자신인연기상, 

42회 청룡영화상 신인여우상 후보에도 

올라 다채로운 매력과 연기력이 기대되는 

차세대 배우로 주목받고 있다.

For showing great support and affection 

for the SIWFF, actors Kim A-joong 

(1st, 2nd Ambassador of the Festival), 

Han Yeri (3rd), Lee Young-jin (4th), 

Kim Min-jung (5th), Lee El (6th), and 

Moon Ga Young (7th) were appointed 

as Ambassadors of the Festival for 

the SIWFF, followed by actor Bang 

Min-ah this year. Bang, as the eighth 

Ambassador of the Festival, will serve 

the 24th SIWFF in various events, 

including press conferences, the opening 

ceremony, and the Star Talk.

Bang Min-ah has been carefully building 

her filmography by playing various 

characters in television series, films, 

and musicals, including Holly (2013), 

Dad for Rent (2014), A Better Tomorrow 

(2014), Beautiful Gong Shim (2016), 

Advice (2019), Absolute Boyfriend 

(2019), Check out the Event (2021), 

and Snowball (2021). In particular, in 

recognition of her astonishing immersive 

acting in Snowball, she won the Screen 

Intl. Rising Star Asia Award at 

the 20th New York Asian Film Festival, 

Best New Actor at the 22nd Women 

in Film Korea Festival, and Best New 

Actress at the 22nd Busan Film Critics 

Award. She also became a nominee for 

Best New Actress at the 58th Baeksang 

Arts Awards and at the 42nd Blue 

Dragon Film Awards. Bang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next-generation actor and 

is expected to continue sharing her great 

charm and talent.

배우 방민아

BANG Min-ah

공식 트레일러
Official Trailer

“‘(    )’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다 미지의 

‘보물찾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 명의 

흩어져 있던 여중생들이 함께하는 순간 

비로소 보물을 찾게 되는, 이솝 우화와 같은 

고전이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홀로 있던 여중생들의 만남을 줄줄이 이어 

서로를 지지해 주는 ‘인간 밧줄’의 이미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 찾은 

보물이 무엇일지는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영화제에서 발견한 보물 같은 영화일 수도, 

소중한 인연, 혹은 한 공간에서 함께 보낸 

시간일 수도.” (이재은, 임지선)

“While thinking about the meaning of 

"(    )," the image of an unknown “Treasure 

Hunt” came to mind. It is a tale in which 

treasure is found only after middle-school 

girls come together from different parts 

of their society. Though it is something 

like an Aesop’s fable, we wanted to tell an 

interesting story all on our own.

The middle-school girls were alone in the 

beginning, and this was expressed by the 

image of a "human rope" by which they 

could be connected and support one 

another. What treasure could someone 

find in a story like that? It could be a 

treasure-like film discovered at a film 

festival, a treasured relationship, or simply 

time spent together.” 

(LEE Jaeeun, LIM Jisun)

연출 이재은, 임지선

<성적표의 김민영>(2021)을 통해 관객에게 

처음 얼굴을 알렸으며, 이 작품으로 

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발견 섹션 대상, 

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경쟁 섹션 대상, 

3회 평창국제평화영화제 국제장편경쟁 

특별언급, 관객특별상을 받았다.

Directed by LEE Jaeeun, LIM Jisun

Directors Lee and Lim made their debut 

with Kim Min-young of the Report 

Card (2021), which won the SIWFF Best 

Feature of Discovery at the 23rd SIWFF, 

Grand Prize of the Korean Competition at 

the 22nd Jeonju IFF, and the Audience’s 

Choice and Jury’s Special Mention of Intl. 

Feature Competition at the 3rd 

Pyeongchang Intl. Peace Film Festival.

Ambassador of the Festival  || 공식 포스터 &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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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스태프
Festival Staffs

사무국 Festival Office

사무처장 Secretary General

김태선 KIM Taesun

경영지원팀 Management Support Team

김윤진(팀장) KIM Yoonjin (Manager)

김가윤 KIM Kayoon

이현경 LEE Hyunkyeong

기술상영팀 Technical Screening Team (POST FIN)

나일선(팀장) NA Ilsun (Manager)

양희재 YANG Heejae

이지영 LEE Jiyeong

기획사업팀 Planning Team

강수진(팀장) KANG Sujin (Manager)

최지영 CHOI Jiyoung

마케팅팀 Marketing Team

양소화(팀장) YANG Sohwa (Manager)

김가은 KIM Kaeun

운영팀 Operation Team

권빛나(팀장) KWON Bitna (Manager)

강명진 KANG Myeongjin

윤지은 YOON Jieun

장민 JANG Min

자막팀 Subtitle Team (STUDIO 210)

하성철(팀장) Jake (Manager)

이사회 Board of Directors

이사장 Chief Director of the Council

김은실 KIM Eunshil

이사 Board Members

김소영 KIM Soyoung

민규동 MIN Kyudong

변재란 BYUN Jairan

정용실 JEONG Yong-sil

최경원 CHOI Kyung-won

최정은 CHOI Jungeun

감사 Inspection Commissioner

김현웅 KIM Hyunwoong

박수진 PARK Soojin

조직위원회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조직위원장 Chairperson of Organizing Committee

변재란 BYUN Jairan

조직위원 Organizing Committee Members

김소영 KIM Soyoung

김여진 KIM Yeojin

김유니스 KIM Eunice Kyunghee

김은실 KIM Eunshil

김혜준 KIM Hyaejoon

나희덕 RA Heeduk

박광수 PARK Kwangsoo

방은진 PANG Eunjin

조혜정 CHO Hyejung

최낙용 CHOI Nagyong

최재원 CHOI Jaewon

집행위원회 Festival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박광수 PARK Kwangsoo

집행위원 Executive Committee Members

강유가람 KANGYU Garam

권김현영 KWONKIM Hyunyoung

권은선 KWON Eunsun

배주연 BAE Juyeon

변영주 BYUN Youngjoo

이병원 LEE Byung-won

이숙경 LEE Sukgyung

주희 JU Hee

명예 집행위원 Honorary Executive Committee Member

김아중 KIM A-joong

프로그래머 Programmers

김현민 KIM Hyunmin

황미요조 HWANG Miyojo

국제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International Program Advisory 

Committee

자문위원장 Advisory Committee Chair

김소영 KIM Soyoung

자문위원 Committee Members

디나 요르다노바 Dina IORDANOVA

얼 잭슨 주니어 Earl JACKSON Jr.

게익 청 쿠 Gaik Cheng KHOO

이규 LEE Kyoo

시안 미첼 Sian MITCHELL

사이토 아야코 SAITO Ayako

초청팀 Invitation and Hospitality Team 

강명희

(국내초청팀장)

KANG Myunghee

(Manager)

이주희

(해외초청팀장)

LEE Juhee 

(Manager)

황신영 HWANG Sin-young

총무회계팀 Administration Team

차재희(팀장) CHA Jaehee (Manager)

출판 Publication

박민석 PARK Minseok

프로그램팀 Program Team

황연정(팀장) HWANG Yeonjung (Manager)

이하은 LEE Haeun

김지원 KIM Jiwon

김샛별 KIM Saetbyeol

김민지 KIM Minji

정혜원 JUNG Hyewon

피치&캐치팀 Pitch&Catch Team

박은영

(책임 프로듀서)

PARK Eunyoung 

(Chief Producer)

홍이연정(팀장) Ray L. HONG (Manager)

조수인 CHO Sooin

홈페이지 Website

안지영 AN Jiyeong

홍보팀 Press Team

이혜주(팀장) LEE Hye-ju (Manager)

이승주 LEE Seungjoo

장희연 JANG Heeyeon

Festival Staffs  || 영화제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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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우프렌즈
SIWFFRIENDS

영화제 스태프
Festival Staffs

상영관
매니저

Theater 
Manager

정수현

김유진

JEONG Suhyun

KIM Yujin

스크리닝 
매니저

Screening 
Manager

고다현

김지현

윤상준

김탄하

최수영

최유진

공자영

최조은샘

이한이

정희준

이성민

GO Dahyun

KIM Jeehyun

YOON Sangjun

KIM Tanha

CHOI Sooyoung

CHOI Yujin

GONG Jayoung

CHOI Choeunsaem

LEE Hanyi

JEONG Heejun

LEE Sungmin

자막가 Subtitles Operator

하성철

여은정

서영지

박결

강수지

김나영

김지원

김하은

박귀엽

송민정

윤혜연

정원

정혜영

조미연

차샘이나

최진화

Jake

Billie

Pinky

PARK Kyeol

KANG Suji

KIM Nayoung

KIM Jiwon

KIM Haeun

PARK Gwiyeob

SONG Minjung

YOON Hyeyeon

JEONG Won

Positive JUNG

CHO Miyeon

CHA Saemyina

Jet CHOI

번역가 Subtitle Translator

김경란

김미헌

김수정

김수현

김은수

김은아

김재민

김하은

박서진

KIM Kyungran

KIM Miheon

KIM Soojeong

Zenna KIM

KIM Eunsu

KIM Eunah

KIM Jaemin

KIM Haeun

PARK Seojin

경영지원팀 Management Support

김민지 

김진 

백예나 

장희진 

전세라 

조예설 

최예경 

최지희 

KIM Minji 

KIM Jin 

BAEG Yena 

JANG Heejin 

JEON Sarah 

CHO Yeseol  

CHOE Yegyeong 

CHOI Jihee 

기술상영팀 Screening

강민경 

강인경 

권아현 

김나영 

김민지 

김선경 

김소라 

김유경 

김은서

김지은 

김하늘 

남지원 

마기연 

박재민 

박종연 

박현정 

백채영 

서수진

설한별 

성유경 

성지윤 

신가을 

심영서 

원소화 

유민지 

윤지연 

윤현지 

이다슬 

이미현 

이채령 

장희주 

전주연 

전채연 

정세희 

정여진 

조희은 

주아람 

KANG Minkyung

KANG Inkyung

KWEON Ahyun 

KIM Nayoung 

KIM Minji 

KIM Sungyeong 

KIM Sora 

KIM Yugyeoung 

KIM Eunnseo

KIM Jieun 

KIM Haneul 

NAM Jeewon 

MA Giyeon

PARK Jaemin 

PARK Jongyeon 

PARK Hyunjung 

BAEK Chaeyeong 

SUH Sujin 

SEOL Hanbyul

SUNG Youkyung 

SUNG Jiyoon

SHIN Gaeul 

SIM Youngseo 

WON Sohwa 

YU Minji 

YOON Jiyeon 

YOON Hyeonji 

LEE Daseul 

LEE Mihyun 

LEE Chaeryeong

JANG Huiju 

JEON Juyeon 

CHUN Chaeyeon

JUNG Sehee 

JEONG Yeojin 

JO Heeeun 

JU Aram 

최윤미 

최지원

최호원 

추미규

허태이 

홍예림 

홍은솔 

홍지예 

황채원

CHOI Yoonmi 

CHOI Jiwon

CHOI Howon 

CHOO Migyu 

HEO Taei 

HONG Yerim 

HONG Eunsol 

HONG Jiye 

HWANG Chaewon 

마케팅팀 Marketing

김민주 

박도희 

박연수 

윤정민 

이민주 

이유빈 

이지은 

최지원 

KIM Minjoo

PARK Dohui 

PARK Yeonsoo 

YOON Jeongmin 

LEE Minju 

LEE Yubin 

LEE Jieun 

CHOI Jiwon 

운영팀 Operation

권보현 

김민정 

김민혜 

남시현 

박하연 

서성민 

양문정 

오윤하 

유채은 

이가영 

이강아 

이연우 

이지혜 

전예원 

조하은 

허지원 

GWON Bohyeon 

KIM Minjung 

KIM Minhye 

NAM Sihyun 

PARK Hayeon 

SUH Sungmin 

YANG Moonjeong 

OH Yunha 

YU Chaeeun 

LEE Gayoung 

LEE Kangah 

LEE Yeonwoo 

LEE Jihye 

JEON Yewon 

CHO Haeun 

HEO Jiwon 

초청팀 Invitation and Hospitality

권영하 

김다원 

김승주 

김정은

김한얼 

신재인 

안지윤 

이연승 

이영은 

이은서 

정지은 

조연우 

조유나 

최세빈 

허린

GWON Yeongha 

KIM Dawon

KIM Seungju 

KIM Jeongeun  

KIM Hanuhl 

SHIN Jane 

AN Jiyun 

LEE Yeonseung 

LEE Youngeun 

LEE Eunseo 

JEONG Jieun 

CHO Yeonwoo 

CHO Yuna

CHOI Sebin 

HUR Rin 

프로그램팀 Program

곽채경 

김은지 

김재령 

박소정 

손동리 

신지아 

오혜인 

이서현

GWAK Chaegyeong 

KIM Eunji 

KIM Jaeryeong 

PARK Sojeong 

SOHN Donglie

SHIN Jia 

OH Hyein 

LEE Seohyun 

피치&캐치팀 Pitch&Catch

강가은 

강민영 

김연주 

김현지 

노윤아 

백소희 

신하은 

조승희 

KANG Gaeun 

KANG Minyoung 

KIM Yeonju 

KIM Hyeonji 

RHO Yoona  

BACK Sohee 

SHIN Haeun 

JO Seunghee 

홍보팀 Press

김소은 

노유정 

박서연 

신수영 

이온 

최원지 

KIM Soeun 

NOH Yujeong 

PARK Seoyeon 

SHIN Suyoung 

LEE On 

CHOI Wonji 

아트 
디렉터 

Art 
Director

이지훈 LEE Jihoon (Prain) 

영상 기록 Visual Recording

위지집

이혜지

김태규

신경주

오지혜

이서원

최두아

Wizyzip

LEE Hyeji

KIM Taegyu

SHIN Kyungjoo

OH Jihye

LEE Seowon

CHOI Dua

사진 기록 Photograph

나인 

퍼센테이지

김은정

박소희

Nine percentage

KIM Eunjung

PARK Sohee

온라인 
마케팅 

Online 
Marketing

㈜포디엄 PODIUM

개/폐막식 
Opening/Closing 
Ceremony

비전메이커

플러스

백수진

이은승

서윤아

한보람

김정연

최두혁

VISION MAKER PLUS

BAEK Sujin

LEE Eunseung

SEO Yoona

HAN Boram

KIM Jeongyeon

CHOI Duhyuk

박혜진

박효정

배은미

백지수

서미성

서영조

소민영

송은호

신수정

신지원

신혜원

양예나

여은선

오지원

우아름

이경진

이성희

이소정

이현정

장선아

장지원

정수연

조미연

최익성

최정화

한솔

한송희

황미현

황선영

전종화

한정연

홍석준

제이슨 존스

PARK Hyejin

PARK Hyojeong

BAE Eunmi

PAIK Jisoo

SEO Meesung

SUH Youngjo

SO Minyeong

SONG Eunho

SHIN Sujeong

SHIN Jiwon

SHIN Hyewon

YANG Yena

YEO Eunsun

OH Jiwon

WOO Arum

LEE Kyungjin

LEE Sunghee

LEE Sojeong

LEE Hyunjeong

JANG Sunah

CHANG Jiwon

JEONG Suyeon

CHO Miyeon

Nick CHOI

CHOI Jungwha

HAN Sol

HAN Songhee

HWANG Mihyun

HWANG Sunyoung

JUN Jonghwa

HAN Jeongyeon

HONG Sukjoon

Jason JONES

통역가 Interpreter

김고운

양한결

이유미

장택수

조용경

조혜경

KIM Goun

Hani YANG

LEE Yumi

JANG Taeksoo

Helen CHO

CHO Hye-kyung

트레일러 
제작

Trailer 
Director

이재은

임지선

LEE Jaeeun

LIM Jisun

포스터 
디자인

Poster
Design

정해리 CHUNG Haeri

SIWFFRIENDS  || 영화제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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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보이스
Voice of the Year

박남옥상
PARK Nam-ok Award

첫 장편 <레인보우>(2009)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다. 

이후 연출한 <명왕성>(2012)은 베를린국제영화제, <마돈나>(2014)는 

칸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유리정원>(2016)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 

<오마주>는 도쿄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상영되었다.

Since her feature debut with Passerby #3 (2009), Pluto (2012) was invited to Berlinale, 

Madonna (2014) to the Cannes Film Festival, and Glass Garden (2016) 

was the opening film of Busan IFF. Hommage premiered in Tokyo IFF.

올해 4회째를 맞이하는 ‘올해의 보이스’는 지난 1년간 여성 이슈와 현안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단체와 개인에 수여하는 상으로, 각 100만 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Voice of the Year, which marks its fourth anniversary this year, will award a prize of 

KRW 1 million and a plaque to respective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ho have 

been working on women’s pending issues over the past year.

‘굴러라 구르님’ 채널을 통해 20대 장애인 여성이자 연극배우 겸 

학생으로서의 일상을 '유쾌하고 뾰족'하게 전하다.

Kim pleasantly and sharply conveys her daily life as a disabled 

woman in her 20s, theater actor and student through her 

Rolling GURU channel. 

노조 탄압에 항의하고 제빵사들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53일간 단식 투쟁을 했고 지금도 투쟁 중이다.

Lim went on a 53-day hunger strike due to oppression 

of the labor union and the issue of bakers’ right to rest, 

and are still fighting.

선정의 변 | Commentary
생태적이고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결같이

노력한 단체로, 월경권과 여성의 건강권 공론화에 크게 기여.

An organization that has consistently worked to create an 

ecological and gender-equal society. It has been greatly 

contributing to the public debate on women’s menstrual 

and health rights.

여성환경연대
Korean Women's Environmental
Network Commentary

굴러라 구르님(김지우 작가)
Rolling GURU (KIM Jiwoo)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
LIM Jong-rin, Branch Head of
Union of Paris Baguette

2022년 박남옥상 선정위원회
The Jury Members of
PARK Nam-ok 
Award 2022

변재란

(순천향대학교 교수, 영화 평론가)

BYUN Jairan 

(Professor of Soonchunhyang University, 

Film Critic)

배주연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BAE Juyeon 

(Research Professor of the Critical Global 

Studies Institute, Sogang University)

임선애(영화감독) LIM Sun-Ae (Director)

장윤미(영화감독) JANG Yun-mi (Director)

황미요조(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HWANG Miyojo (SIWFF Programmer)

수상자 Winner

감독 신수원 Director SHIN Su-won

Voice of the Year  || 박남옥상

올해 선정위원들은 아마도 박남옥 감독이 

1955년 <미망인>을 연출할 당시 현장에서 

부딪쳤을, 하지만 여전히 결코 녹록치 않은 

여성 감독과 여성의 현실을 천착한 신수원 

감독에게 주목하였다. 신수원 감독은 

<오마주>를 통해 치열하게 활동했던 여성 

감독과 여성 영화인들의 역사에 ‘오마주’ 

하는 작업에 도전했다. 여성 감독으로서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면서 겪은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며 ‘영화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작품이다.

1950년대 이후 박남옥과 홍은원, 김영희가 

그랬듯이, 여성 영화인들이 서로를 롤 모델 

삼아 협력과 연대, 응원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 그러니까 이번 ‘박남옥상’은 

<오마주>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여성 감독들에게 바치는 오마주다.

This year’s selection committee paid 

attention to director Shin Su-won 

who delved into women directors and 

the reality of women. In former days, 

director Park Nam-ok might have had to 

deal with the reality when she helmed 

The Widow in 1995. And it is still hard 

enough for women directors so far. 

Shin tried to hommage to the history of 

fierce women directors and filmmakers 

in her film, Hommage. It introspects her 

experience since she has made many 

films as a woman director and reminds 

us of the meaning of “doing films.”

We hope women directors spend time 

of collaboration, solidarity, and support 

while they have each other as role 

models, just like Park Nam-ok, Hong 

Eun-won, and Kim Young-hee did since 

the 1950s. So this year’s PARK Nam-

ok Award is an hommage to women 

filmmakers from the past to present and 

future through Hom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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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SIWFF
2022 Films

더 제인스  The Janes

티아 레슨, 에마 필더스

Tia LESSIN, Emma PILDES

United States | 2022 | 102min | Color | Asian Premiere

[000]  T0 8.25  19:00

[102]  MBMX 8.26  13:00

[211]  MBMX   8.27  13:30

Opening Film  |

THE 24th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경찰은 비밀 조직의 여성 일곱 명을 체포했다. 그들은 암호명과 

눈가리개, 아지트를 활용하며, 안전하고 저렴한 불법 

임신중단을 찾는 여성들을 위해 비밀리에 시술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들의 이름은 '제인'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 그들은 ‘제인 로’의 이름으로 

약 11,000건의 임신중단을 도왔다.

Police arrested seven women who are part of 

a clandestine network. Using code names, blindfolds,

and safe houses, the women built an underground 

service for women seeking safe, affordable, 

illegal abortions calling themselves "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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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민

LEE Wanmin

South Korea, France | 2022 | 168min | Color

[201]  MB1  8.27  10:00  GV      [323]  MB5  8.28  16:30

모니아 쇼크리

Monia CHOKRI

Canada | 2022 | 88min | Color | Asian Premiere

[233]  MB6  8.27  19:30     [327]  MB9  8.28  16:30

한 집에 살고 있는 이정과 수경은 그다지 살갑지 않은 

모녀이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간 이정과 수경은 여느 때와 같이 

다툼을 벌이고, 주차장에서 수경이 탄 차가 이정을 덮치게 

된다. 이정은 수경의 급발진 주장을 믿지 않고 수경이 일부러 

자신을 친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정은 이제 지난 삶 모두를 

수경에게 사과받고 싶다.

Su-gyeong and I-jeong, mother and daughter, 

have little affection for one another. When 

Su-gyeong’s car rushes toward I-jeong in a parking 

lot, I-jeong does not believe her mother’s claim 

that it was an accident. I-jeong pursues an apology 

from Su-gyeong for not just that incident but for 

her entire life.

영실과 인식은 만난 지 8시간 만에 연인이 된다. 인식은 

영실이 자유로운 영혼이라 확신한다. 불안한 인식은 영실로

부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영실은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헤어진 후에도 매일 

연락을 주고받던 두 사람. 8년 후, 영실은 우도에게 설렘을 

느끼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Youngsil and Insik become lovers within eight hours 

of meeting. Insik knows that she is a free spirit, 

so, feeling insecure, he makes her promise they will

be together no matter what. She tries to keep 

her word, and they keep in touch even after they 

break up. After eight years, Youngsil begins to feel 

something for Udo but can’t do anything. 

성차별적 농담으로 입소문이 난 세드리크는 직장을 잃고 

성차별주의와 여성 혐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치료의 여정을 

떠난다. 세드리크와 그의 여자 친구는 상황을 뒤바꿔 놓을 

수수께끼의 베이비시터를 고용한다.

After a sexist joke goes viral, Cedric loses his job 

and embarks on a therapeutic journey to free 

himself from sexism and misogyny. He and his 

girlfriend hire a mysterious and liberated babysitter 

to help shake things up.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The Apartment with Two Women

사랑의 고고학  Archaeology of Love

베이비시터  Babysitter

김세인

KIM Se-in

South Korea | 2021 | 140min | Color

[120]  MB6  8.26  19:30  GV      [501]  MB3  8.30  10:30

 

발견
Discovery

여성주의 시선과 미학이 돋보이는 국내외 여성 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소개하는 경쟁 섹션. 대상, 심사위원상, 감독상이 주어진다.

Discovery is a competitive section that introduces the first or second feature film 

by Korean and international female directors who have outstanding feminist 

perspectives and aesthetics. The Best Feature, Special Jury Prize, 

and Best Director Awards are presented.

본선 심사위원 Jury of Finals

전고운 JEON Go-woon

영화감독 Director

김진열 KIM Jin-yeoul

영화감독 Director

사이토 아야코 SAITO Ayako

메이지 가쿠인 대학교 교수 Professor, Meiji Gakuin University

시상 내역 Awards

대상 Best Feature

한화 2,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 A monetary award of KRW 20,000,000 and a trophy

심사위원상 Special Jury Prize

한화 1,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 A monetary award of KRW 10,000,000 and a trophy

감독상 Best Director

한화 500만 원의 상금과 상패 A monetary award of KRW 5,000,000 and a trophy

Discov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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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스티나 산마르틴

Agustina SAN MARTIN

Argentina, Brazil, Chile | 2021 | 80min | Color | 
Korean Premiere

[206]  MB6  8.27  10:30  GV      [415]  MB6  8.29  16:30

케이트 챙

Kate TSANG

United States | 2021 | 82min | Color+B&W | 
International Premiere

[105]  MB7  8.26  13:30     [301]  MB1  8.28  10:30  GV

정루신위안

ZHENG LU Xinyuan

Austria, Switzerland | 2021 | 111min | Color+B&W | 
Asian Premiere

[111]  MB5  8.26  16:00     [407]  MB6  8.29  13:00  GV

베아트리체 발다치

Beatrice BALDACCI

Italy | 2021 | 90min | Color | Asian Premiere

[307]  MB7  8.28  10:00  GV      [409]  MB8  8.29  13:00

이지은

LEE Ji-eun

South Korea | 2022 | 122min | Color

[315]  MB6  8.28  13:00  GV      [401]  MB3  8.29  10:00

DV 테이프로 만든 사적 에세이 영화로, 서로 다른 시간대와 

장소를 산책하듯 오간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와 

가족 여행에 대한 기행(紀行)이며, 오스트리아 그라츠, 

중국, 미얀마, 친밀감, 기억, 정치에 경계를 만드는 작업이다.

A personal essay film shot on ravishing DV moves 

between different times and places, following a 

perambulating logic: a travelogue of quarantine 

and a family journey that draws lines between Graz, 

China, and Myanmar as well as between intimacy, 

memory, and politics.

사라와 유모 자리사는 계급과 인종을 초월한 유사 모녀 

관계에 있다. 어느 날 발생한 사고로 두 사람의 친밀감은 

시험대에 오르고, 평생 함께할 것이라는 환상은 깨어진다.

Sara and her nanny Yarisa have a relationship 

that transcends class and race. They are practically 

daughter and mother, but an accident will test 

their bond and their hope to never say goodbye.

열일곱 살 에밀리아는 이모 이네스의 호스텔에 도착하는데, 

그곳에는 위험한 야수가 어슬렁거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성(性)에 눈을 뜨기 위한 여정을 떠난 에밀리아는 야수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과거와 맞서야만 한다.

Emilia, only seventeen, arrives at her aunt Ines’ 

hostel where a dangerous beast is said to be 

roaming around. On a journey to sexual awakening, 

she will have to confront her past in order to kill 

the beast.

이제 막 열여덟 살이 된 줄리오는 부모와 함께 시골에 

살고 있다. 수년간 아무도 살지 않던 이웃집에 심술궂은 

스무 살 리아가 이사를 온다. 리아는 이상하고 위험한 

게임에 줄리오를 끌어들인다.

Giulio, who just turned eighteen, lives in the 

countryside with his parents. Next door, in a house 

uninhabited for years, arrives Lia, a bold but grumpy 

twenty-year-old woman. They meet, 

and soon Lia tempts Giulio into some strange 

and dangerous games.

반항아 새미와 쌀쌀맞은 마술사 마고가 친구가 된다. 마고는 

마술을 통해 새미가 내면의 악마를 다스리고 가족 문제를 

돌아볼 수 있게 한다. 뜻밖의 우정, 슬픔, 인생 최악의 시기에 

찾는 희망에 관한 성장 코미디.

A teenage delinquent befriends a surly magician 

who helps her navigate her inner demons and 

dysfunctional family with sleight of hand magic. 

A coming-of-age comedy that touches on unlikely 

friendships, grief, and finding hope in the darkest 

moments.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하고, 예민한 열두 살 소녀 

명은이 글쓰기를 통해 자신과 가족에 대해 알아 가며 

성장하는 이야기.

This is the story of Myeong-eun, a sensitive 

and emotional 12-year-old girl, growing up to 

learn about herself and her family through 

her writing.

제트래그  Jet Lag카라히타  Carajita

투 킬 더 비스트  To Kill the Beast더 덴  The Den

마블러스 앤 더 블랙홀  Marvelous and the Black Hole비밀의 언덕  The Hill of Secrets

실비나 슈니세르, 울리세스 포라

Silvina SCHNICER, Ulises PORRA

Dominican Republic, Argentina | 2021 | 90min | Color | 
Asian Premiere

[207]  MB7  8.27  10:00     [334]  MB7  8.28  20:30  GV

Discovery  ||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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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진

LEE Hyojin

South Korea | 2022 | 80min | Color+B&W | 
World Premiere

[328]  MB1  8.28  20:00  GV      [405]  MB4  8.29  14:00

 

아시아단편
Asian Shorts

아시아 여성 감독들이 만든 영화들을 모아 상영하고, 그 가운데 빼어난 작품에 상을 수여하는 경쟁 섹션.

Asian Shorts is a competitive section for screening films by Asian female filmmakers and 

awarding the most outstanding films among them.

본선 심사위원 Jury of Finals

김아중 KIM A-joong

배우 Actor

김진아 Gina KIM

영화감독 Director

이주영 LEE Zoo-young

영화감독 Director

시상 내역 Awards

최우수상 Grand Prize

한화 1,000만 원의 상금과 상패 A monetary award of KRW 10,000,000 and a trophy

우수상 Excellence Prize

한화 500만 원의 상금과 상패 A monetary award of KRW 5,000,000 and a trophy

BNP파리바 우수상 BNP Paribas Excellence Prize

한화 500만 원의 상금과 상패 A monetary award of KRW 5,000,000 and a trophy

관객상 Audience Prize

부상과 상패 A trophy

슈토 린

SHUTO Rin

Japan | 2021 | 121min | Color | Korean Premiere

[304]  MB4  8.28  10:00  GV      [408]  MB7  8.29  13:00

아이는 다토에와 사랑에 빠지지만, 다토에는 왠지 침울해 

보이는 미유키와 사귀고 있다. 다토에를 향한 사랑은 

아이의 분별력을 흐리고, 아이는 미유키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는다. 그리고 그들만의 삼각관계가 시작된다.

Ai is in love with Tatoe, but she realizes that he is 

with the gloomy Miyuki. Her love for Tatoe causes 

her to act rashly, and she decides to approach 

Miyuki. A love triangle begins.

할머니가 지은 가단빌라에서 나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

왔다. 불륜, 사채, 가난, 그리고 일상이 되어 버린 가족들의 

갈등. 10여 년간 이어진 불행에 나는 자살 충동을 갖게 되었다. 

그런 나의 눈에 고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늘 힘을 내는 할머니가 

들어온다. 나는 할머니가 어떻게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는지 궁금해져 할머니를 카메라로 찍기로 한다.

Adultery, private loans, poverty, and family conflicts 

have become routine. These problems were around for 

more than a decade and gave me the urge to commit 

suicide. It was then that I realized that my grandmother 

had lived a hard life but ceaselessly managed to keep 

getting up. Intrigued by how she could live on without 

dying, I decide to start filming her.

아마존 우림에서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간다. 

파스타사강 줄기와 나무 꼭대기를 오가며 생활하는 그들은 

협동하며 자율적인 일상을 이어간다.

In the Amazon rainforest, children share a deep 

connection with nature. Between the waters of 

the Pastaza River and the top of the trees, 

they go about their lives almost autonomously 

but with a strong sense of community.

히라이테  Unlock Your Heart

가단빌라  Unprovoked Home

워터 오브 파스타사  Waters of Pastaza

이네스 알베스

Ines ALVES

Portugal | 2022 | 61min | Color | Asian Premiere

[215]  MB6  8.27  13:00  GV      [503]  MB1  8.30  13:30

|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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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LEE Hyeonju

South Korea | 2021 | 23min | Color

고토 미나미

GOTO Minami

Japan | 2021 | 9min | Color | Korean Premiere

아시아단편 단편선 1 | Asian Shorts 1 

박은새

PARK Eunsae

South Korea | 2022 | 22min | Color

반지하에 살고 있는 지숙이네 가족. 어느 날 십자가에서 

빛이 나는 광경을 목격하고 그 빛을 다시 보기 위해 이사를 

결심하게 된다. 

Ji-sook's family is living in a semi-basement. One 

day, they see an overwhelmingly bright cross and 

decide to go out to find it.

탑 중의 탑  The Top of the Tower  

강예솔

KANG Yesol

South Korea | 2022 | 21min | Color+B&W

미국의 한 도시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그리고 한 3D 시뮬레이션 전문가에게 

그 교통사고를 재구성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온다.

In an American city, there is an accident involving 

an autonomous car. A 3D simulation expert 

is commissioned to recreate the scene of the 

accident

로봇이 아닙니다.  I'm Not a Robot.  

스팡팅

SHIH Fang Ting

Taiwan | 2022 | 30min | Color | International Premiere

리얼돌 호텔에서 일하는 원치는 어느 날 이상한 손님을 

맞는다. 그는 매 방문마다 인형에 빨간 드레스를 입혀 

놓고 떠난다. 원치는 리얼돌이 되고픈 욕망을 난생처음 

느끼게 된다.

Jhuang Wun Chi, a girl who lacks family affection, 

discovers that Jhang Jhih Cheng, a weird guest, 

would help sex dolls dress up, and for the first time 

she fantasizes about becoming a "sex doll."

드레스  The Dress  

[210]  MB1  8.27  14:00  GV      [414]  MB5  8.29  16:30

25년 동안 혼자 살아온 민영은 함께 살게 된 조카 

연정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연정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리기 시작한다.

Minyoung, who has lived by herself for 25 years, 

wants to make a good impression on her niece 

Yeonjung, who she now lives with. However, 

Yeonjung’s every action begins to annoy her.

에도 시대, 한 여성이 강도의 습격으로 부상당한 동생의 

복수를 하려 한다. 용의자는 두 명으로 좁혀지지만, 

싸움이 시작되자 두 명 모두 결백을 주장한다.

A young woman descends on a household seeking 

revenge for her sister’s attack and is presented 

with two possible targets, both of which insist on 

their innocence once the battle commences. 

잘 지내고 싶지만  Crack  거미  Spider  

Asian Shorts  || 아시아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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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슌 레 이

Kyaw Shoon Le Yee

Singapore | 2022 | 20min | Color | 
International Premiere

문수진

MOON Sujin

South Korea | 2022 | 7min | Color

아시아단편 단편선 2 | Asian Shorts 2

유재인

YOO Jaein

South Korea | 2021 | 23min | Color

우체국 직원이자 시인 지망생인 지영, 출퇴근길에 시집을 

읽고 퇴근 후 틈틈이 글을 쓴다. 신춘문예 응모작을 

등기 우편으로 부치던 날, 업무 중 한 노란색 편지 봉투를 

발견한다. 손 글씨로 적힌 옛날식 우편 번호와 지번 주소, 

얼마 전에도 봤던 익숙한 봉투다. 받는 곳은 이미 없어진 

주소. 반송을 보내지만 얼마 뒤 우체통에 똑같은 봉투가 

또다시 들어 있다.

Jiyoung, a post office worker, writes poems in her 

spare time. One day, she spots an envelope at 

work. With a handwritten, outdated postal code 

and address, the envelope looks familiar to her. She 

returns it to its sender, but soon after the same 

envelope arrives again.

쓰는 일  Return to Sender  

나가이 마나카

NAGAI Manaka

Germany | 2022 | 16min | Color | World Premiere

상실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계속된다. 그는 슬픔에서 

벗어나고자 달을 향해 날아간다. 집에 돌아오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다.

A young woman loses her mother, but life goes on. 

She distracts herself from her grief and flies to 

the moon. A surprise awaits her when she 

comes back home.

달밤  Moon Night  

김인혜

KIM In-hye

South Korea | 2022 | 30min | Color

선지는 새언니가 된 친구 진희와 제사상에 올릴 전을 부친다. 

분명 결혼 전까진 쿨한 친구였는데, 오늘따라 진희가 엄마 

영순을 대하는 태도가 불편하다.

Seonji prepares jeon for the ancestral rites table 

with her friend Jinhee, who has now become her 

stepsister. Although Jinhee was without a doubt 

a cool friend before, Seonji is now troubled by her 

attitude toward her mother Youngsoon.

그렇고 그런 사이  Framily  

[219]  MB1  8.27  17:00  GV      [423]  MB5  8.29  19:30

여성의 옷이 더럽다고 여겨지는 사회에서 산다르는 집 밖에 

치마를 걸어 둔다. 버마인 이웃들은 산다르의 행동을 비난하며, 

그녀의 부모를 탓한다. 가족 내 긴장이 고조되지만, 

산다르는 자신을 옥죄는 관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In a society where women's clothes are considered 

dirty, Sandar hangs her skirt outside the house. 

In response, her Burmese neighbors criticize 

Sandar for her improper act and her parents for 

not teaching their daughter right. As tensions rise 

within the family, Sandar makes a bid for freedom 

from the traditions that pin her down.

페르소나에게 잠식되어 가는 과정.

The process of being eroded by Persona.

빨래  Dirty Laundry  각질  Persona  

Asian Shorts  || 아시아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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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은

LEE Gaeun

South Korea | 2021 | 22min | Color

나스린 모하마드푸르

Nasrin MOHAMMADPOUR

Iran | 2021 | 15min | Color | International Premiere

아시아단편 단편선 3 | Asian Shorts 3

안선유

AN Sunyou

South Korea | 2022 | 28min | Color

집안의 골칫거리 꼬마 이모 지란과 그런 이모를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말해주는 열두 살 조카 소영의 찌릿찌릿한

‘가슴’ 성장 이야기.

A throbbing "coming-of-breast" tale of the 12-year-

old niece So-young, who assures the family black 

sheep, her aunt Jiran, that she is the coolest in the 

world.

꼬마이모  My Little Aunt  

함희윤

HAHM Heeyoon

South Korea | 2022 | 11min | B&W

평범한 일상 속에서 북한산이 지진을 내며 자라난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환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에 미세한 균열이 

나타나자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세계의 존재를 

눈치채기 시작한다.

In the backdrop of an otherwise routine life, Bukhan 

Mountain begins growing and causing earthquakes. 

Little by little, bit by bit, a fine crack appears in the 

boundary between fantasy world and reality,

and somebody begins to notice a previously 

invisible world.

소문의 진원지  Epicenter 

마이라 아키노

Myra AQUINO

Philippines, United States | 2021 | 18min | Color+B&W | 
Korean Premiere

제2차 세계 대전 중의 필리핀에서 한 젊은 여성이 

아버지를 여읜 후 삶의 목적을 찾으려 한다.

Set in the Philippines during World War II, 

a young woman struggles to find purpose after 

losing her father.

뷰티퀸  Beauty Queen  

[310]  MB1  8.28  13:30     [522]  MB7  8.30  19:30  GV

갑작스레 집이 비어 버렸다. 혼자 남은 소림은 가족들이 내던 

소리를 떠올리며, 집을 채워보려 한다.

Sorim finds her home empty all of a sudden. She 

recalls the sound her family used to make and tries 

to fill the void.

서른여덟 살 마리암은 도축장에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무언가 결심한다.

Maryam, a 38-year-old woman, is the head of 

a family of four. She decides to do something 

about her debt.

(BLANK)  왼손  Left Handed  

Asian Shorts  || 아시아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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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경

LEE Hyunkyung

South Korea | 2021 | 30min | Color

마리암 타파코리

Maryam TAFAKORY

Iran, United Kingdom | 2022 | 20min | Color

아시아단편 단편선 4 | Asian Shorts 4

윤소영

YUN Soyoung

South Korea | 2021 | 24min | Color

대입 자소서를 써야 하는 열아홉 살 윤희, 평범한 이야기밖에 

없는 자신의 자소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이야기를 팔겠다는 보경이 윤희 앞에 나타나고, 

둘은 자소서를 위한 비밀 거래를 시작한다.

Nineteen-year-old Yun-hee, who has to write 

a letter of self-introduction for college admissions, 

is under stress because her cover letter only has 

ordinary stories. Then suddenly, Bo-kyung, 

who wants to sell her story, appears in front of 

Yun-hee and the two begin a secret deal for 

the self-introduction.

윤희와 보경  Young Adult  

마리아 에스텔라 파이소

Maria Estela PAISO

Philippines | 2021 | 14min | Color | Korean Premiere

세계는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마야는 어쩔 수 없이 

잠발레스주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개구리가 비처럼 

쏟아지고, 그는 두려움 속에 어릴 적 살던 집을 마주한다.

The world is about to end. Maya is forced to go 

home to the province of Zambales. There she 

confronts her childhood house, which terrorizes 

her as frogs rain down outside.

창 밖에 개구리가 비처럼 내리고 있다  It's Raining Frogs Outside  

김보영

KIM Boyoung

South Korea | 2021 | 15min | Color

필요한 모든 것은 무엇이든 뽑아 쓰고 반납할 수 있는 도시.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은 한 소녀가 있다. 없는 게 없다는 

꿈의 도시에 그의 소리를 들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In a world where you can get everything from 

vending machines, a girl wants to be a guitarist,

but people choose otherwise for her.

버킷  A Guitar in the Bucket  

[319]  MB1  8.28  17:00     [514]  MB7  8.30  16:00  GV

서울에 사는 한울이의 하루.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심을 

발휘하면 암흑 같은 시간의 끝에 반드시 특별하게 맑은 

하늘이 온다. 언젠가 당신의 하늘에도 오로라가 뜨길!

A day in Hanul's life in Seoul. If one shows patience 

without giving up hope, at the end of a dark time 

there will surely come an exceptionally clear sky. 

May the aurora rise in your sky someday as well!

'나자르바지'는 ‘시선 놀이’라는 뜻이다. 남녀 간의 애정 묘사가 

금지된 이란영화에서의 사랑과 욕망에 대한 영화.

Nazarbazi (which means "a play of glances") is a 

film about love and desire in Iranian cinema where 

depictions of intimacy and touch between women 

and men are prohibited.

서울에도 오로라가 뜬다  Aurora  나자르바지  Nazarbazi

Asian Shorts  || 아시아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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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틴즈
I-Teens

한국 10대 여성 감독의 단편영화 경쟁 섹션. 대상과 우수상을 수여한다.

I-Teens is a competitive section for short films by teenaged Korean female filmmakers. 

It awards the I-Teens Grand Prize and I-Teens Excellence Prize.

시상 내역 Awards

대상 I-Teens Grand Prize

한화 100만 원의 상금과 상패 A monetary award of KRW 1,000,000 and a trophy

우수상 I-Teens Excellence Prize

한화 50만 원의 상금과 상패 A monetary award of KRW 500,000 and a tr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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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라

KIM Nara

South Korea | 2022 | 9min | Color | World Premiere

홍인지

HONG Inji

South Korea | 2021 | 11min | Color | World Premiere

아이틴즈 단편선 | I-Teens Shorts

김정민

KIM Jungmin

South Korea | 2021 | 18min | Color

사고로 부모를 잃은 열다섯 살 이온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의 소문을 피해 

시골 할머니 댁으로 내려오게 된다. 계속해서 죽음을 

이야기하려는 할머니가 온은 불편하기만 하다.

Fifteen-year-old Lee On stays at her grandma’s 

house in the countryside to avoid rumors that 

she did nothing when her parents died. However, 

On feels uncomfortable there because her 

grandmother keeps talking about death.

소라소리  The Sound of the Shell

도채언

DOH Chae-un

South Korea | 2022 | 12min | Color | World Premiere

졸업영화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늦은 밤,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촉박하게 편집에 몰두하던 열아홉 살 초영은 영화에 

꼭 필요한 파도 소리를 녹음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힘없이 

편집을 이어가던 중 뜻밖의 영상을 발견한다.

The graduation film festival is just around the 

corner. Nineteen-year-old Choyoung rushes into 

editing her film late at night, but she notices that 

she did not record the essential sound of waves. 

While continuing to edit in low spirits, she discovers 

an unexpected video clip.

바라던 바다  The Wishful Sea

임하은

LIM Ha-eun

South Korea | 2022 | 17min | Color | World Premiere

칭찬과 인정을 원하는 열여덟 살 하은. 모두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같은 전공 친구 정인의 노트를 훔쳐 영화를 

만든다. 정인의 아이디어로 만든 영화가 칸영화제 후보로 

오르는 순간, 표절작이라는 사실이 들통난다.

Eighteen-year-old Ha-eun craves praise and 

acknowledgement. She makes a film after stealing 

her friend Jeong-in’s notebook, and then receives 

praise and recognition for the work. But when the 

film is nominated for the Cannes Film Festival, 

Ha-eun’s plagiarism is revealed.

하은의 영화  Ha-eun's Film (I Wanna Be)

박혜진, 김규림, 김민교

PARK Hyejin, KIM Gyurim, KIM Minkyo

South Korea | 2021 | 24min | Color

청소년 퀴어 노랭, 똘추, 복순이 자신과 같은 퀴어 

청소년들을 찾아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이야기. 우리는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다.

In a story about teen queers, Noraeng, Ttolchu, 

and Boksoon look for others like them and learn 

about each other’s existence. We are the same 

but different, and also different but the same.

명: 우린 같지만 달라  Diversity

[112]  MB6  8.26  16:00  GV      [406]  MB5  8.29  14:00

영화관에 살고 있는 열아홉 살 귀신 하늘은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괴롭히며 무료함을 달랜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영화가 상영되고, 하늘은 놀란 마음으로 그 영화를 

보기 시작한다.

A nineteen-year-old ghost named Haneul lives in 

a movie theater. She teases moviegoers to pass 

the time. One day, a new film is screened. Haneul is 

intrigued and starts to watch it.

열네 살 손녀 인지의 눈으로 바라본 할머니 옥이. 옥이의 

소소한 일상과 깊은 속내를 보여 주는 필름 속의 일기장이다. 

아직 일흔 청춘, 환하게 피어 있는 옥이의 꿈과 삶은 질 

새가 없다. 영원토록 인지의 주위를 맴돌 옥이의 꽃 내음을 

담은 이야기.

We see Granny Oki through the eyes of her 

14-year-old granddaughter Inji. The film is a diary 

showing Oki’s daily life and the thoughts deep in 

her mind. She is 70 years old but still young at heart

and never let her dreams and life down. This flowery

story of Oki will remain in Inji’s memory forever.

사실 영화관엔 귀신이 산다  Actually, There Is a Ghost in the Movie Theater. 열네 살, 옥이  My Granny

I-Teens  || 아이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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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물결
New Currents

세계 각지에서 제작된 여성 감독, 여성 주제의 영화들이 상영되는 섹션.

New Currents screens films by female filmmakers from around 

the world which present women’s perspectives and themes.

프란시스카 알레그리아

Francisca ALEGRIA

Chile, France, United States, Germany | 2022 | 99min | 
Color | Korean Premiere

[312]  MB3  8.28  13:30     [517]  MB1  8.30  19:00

쉬야수

HUI Nga Shu Rita

Hong Kong | 2021 | 108min | Color | Korean Premiere

[227]  MB9  8.27  17:30     [612]  MB8  8.31  16:00

서울 동쪽 끝, 거대한 아파트 단지. 그곳은 오래도록 고양이와 

사람 들이 함께 마음껏 뛰놀고 사랑과 기쁨을 주었던 모두의 

천국이었다. 하지만 재건축을 앞두고 곧 철거될 이곳을 떠나

려 하지 않는 고양이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양이와 

사람의 행복한 작별을 위한 아름다운 분투가 시작된다.

In eastern Seoul, an apartment complex is 

scheduled to be demolished. The residents wanted 

new homes and left without hesitation when the 

reconstruction plan was passed. The abandoned 

complex becomes occupied by cats, and people 

who worry about them seek ways to keep them 

happy.

칠레 남부의 한 오염된 강에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뒤, 오래전에 죽은 막달레나가 사체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다시 돌아온 막달레나를 마주친 남편은 쓰러지고, 

집을 떠났던 딸 세실리아가 아이들과 함께 돌아온다. 가족들은 

막달레나의 존재에 공포와 호기심을 느낀다. 그의 귀환으로 

과거가 점차 선명해지면서, 모녀는 미래를 바꿀 기회를 얻는다.

When thousands of fish die in a polluted river in

southern Chile, Magdalena, a woman long-deceased, 

emerges among their corpses. She encounters her 

widowed husband and sends him into a state of shock, 

prompting the return of their daughter Cecilia. As 

the past comes into focus, the mother and daughter 

are met with a chance to change the future.

"역사는 단지 날짜의 문제가 아니다." 1997년 영국이 홍콩 

행정부를 중국에 반환하기 직전, 크리스 패튼은 홍콩의 

영국 총독으로서 마지막 연설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이 영화는 

크리스 패튼의 연설을 포함한 역사적 자료들을 픽션과 

결합한다.

“History is not just a matter of dates,” said Chris 

Patten in his last speech as the British governor 

of Hong Kong, shortly before the United Kingdom 

handed the province back to China in 1997. The film 

combines this speech and other historical sources 

with fiction.

고양이들의 아파트  Cats' Apartment

미래를 향해 노래 부르는 소  The Cow Who Sang a Song into the Future

데카메론  Decameron

New Currents  |

니콜레트 크레비츠

Nicolette KREBITZ

Germany, France | 2022 | 104min | Color | 
Asian Premiere

[109]  MB3  8.26  16:00     [321]  MB3  8.28  17:00

소데 유키코

SODE Yukiko

Japan | 2020 | 125min | Color | Korean Premiere

[212]  MB3  8.27  13:00     [413]  MB4  8.29  16:30

정재은

JEONG Jae-eun

South Korea | 2020 | 88min | Color

[118]  MB4 8.26  19:30  GV      [305]  MB5  8.28  10:00

한동안 연기 활동을 하지 않은 배우 아나, 골칫덩이로 

여겨지는 고아 아드리안. 서로를 만나게 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거리를 거닐며 담배를 나눠 피우는 사이로 

발전한다. <와일드 Wild>(2016)로 사랑의 범위를 확장하는 

시도를 했던 니콜레트 크레비츠 감독의 신작이다.

Anna is mugged in front of a trendy bar in West 

Berlin and a young man runs into the night with her 

handbag. A short while later, they meet again.

도쿄 상류층에서 자라난 하나코, 그리고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도쿄에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미키. 지극히 다른 출신 배경을 가진 20대 후반의 

두 여자는 한 남자를 계기로 만나게 되고, 서로 다른, 그러나 

같은 세계를 발견한다. 

Hanako is born into a privileged Tokyo family. Miki 

is born into a poor family in a small village. In their 

twenties, from different worlds, they still keep 

bumping into the same man.

아 에 이 오 우 - 사랑의 빠른 철자법  A E I O U – A Quick Alphabet of Love

그 아이는 귀족  Aristocrats

| 새로운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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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와나 바즈라미

Luana BAJRAMI

Kosovo, France | 2021 | 84min | Color | 
Korean Premiere

[203]  MB3  8.27  10:00     [606]  MB1  8.31  16:30

샤를로트 갱스부르

Charlotte GAINSBOURG

France | 2021 | 89min | Color | Korean Premiere

[204]  MB4  8.27  10:30     [516]  MB9  8.30  16:00

콩스탕스는 정치적인 성격의 독립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고, 

콩스탕스와 함께 사는 작가 외젠은 자발적으로 바깥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간다. 두 사람은 매주 외로운 노숙인 

베아트리스를 그들의 아파트에 초대한다. 콩스탕스와 

베아트리스는 비밀 혁명 조직의 수장을 우연히 만나는데, 

그의 임무는 도시의 모든 라디오 전파를 하이재킹하는 것이다.

Constance works for a radio station where she 

broadcasts sound creations of a political nature. 

She lives with Eugene, and each week the couple 

welcomes Beatrice, a homeless young woman, in 

their apartment. Constance and Beatrice stumble 

upon the head of a clandestine revolutionary 

organization whose upcoming mission is to hijack 

all the city's radio waves.

코소보의 한 작고 후미진 마을에 사는 세 젊은 여성은 자신의 

꿈과 야망이 억압받고 있음을 느낀다. 이제 암사자들의 

포효를 들을 시간이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2019)의 배우 

르와나 바즈라미는 이 영화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하여, 

칸영화제 감독주간 섹션 역사상 최연소 감독이 되었다.

In a small, remote village in Kosovo, three young 

women see their dreams and ambitions stifled. But 

in their quest for independence, nothing can stop 

them. Time to let the lionesses roar.

샤를로트 갱스부르가 어머니 제인 버킨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본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모녀 

관계를 펼쳐 나갈 공간을 마련한다. 대중문화 아이콘인 

제인 버킨의 삶을 친밀한 언어로 재해석한 영화.

Charlotte Gainsbourg started to look at her mother 

Jane Birkin in a way she never did. They opened 

themselves up to one another and created a space 

where a mother-daughter relationship could unfold.

꿈과 라디오  The Dream and the Radio 암사자들이 포효하는 언덕  The Hill Where Lionesses Roar

샤를로트에 의한 제인  Jane by Charlotte

New Currents  |

르노 데프레라로즈, 아나 타피아루지우크

Renaud DESPRES-LAROSE, Ana TAPIA ROUSIOUK

Canada | 2022 | 137min | Color | Asian Premiere

[209]  MB9  8.27  10:00     [426]  MB8  8.29  20:00

이리나 칠리크

Iryna TSILYK

Ukraine, Lithuania | 2020 | 75min | Color | 
Korean Premiere

[208]  MB8  8.27  10:00    [336]  MB9  8.28  20:30

알리 하파살로

Alli HAAPASALO

Finland | 2022 | 101min | Color | Asian Premiere

[116]  MBMX  8.26  20:00  PE      [404]  MB3  8.29  13:00

싱글 맘 안나는 아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돈바스의 

전쟁 지역 최전방에 살고 있다. 영화에 대한 사랑이 깊은 

안나 가족은 전쟁 속 자신들의 삶을 영화로 찍어 나간다. 

그들에게 있어 트라우마를 작품으로 만든다는 것은 인간으로 

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Single mother Anna and her children live in the 

warzone of Donbas, Ukraine. Each of them has a 

passion for cinema, and this motivates them to 

create a film inspired about their life during war. It 

becomes a transformative work of art that keeps 

them human despite great trauma.

절친인 밈미와 룅쾨는 항상 서로를 지켜 준다. 두 사람은 

새로운 경험과 열정으로 가득한 모험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한다. 반면 엠마는 피겨 스케이팅에 전념한다. 그들이 

마주하는 순간 삶은 또 다른 길을 열어 보이고, 그들 모두는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날아오른다.

Best friends Mimmi and Ronkko have each other’s 

backs, always. They want to live adventurous 

lives. Emma, though, has devoted herself to figure 

skating. When the girls meet, life opens new paths, 

and they all race in new directions.

지구는 오렌지처럼 파랗다  The Earth Is Blue as an Orange

걸스 걸스 걸스  Girl Picture

| 새로운 물결

버니는 길거리에서 세차를 하여 생계를 꾸려 나가는 홈리스로, 

아이들을 위탁 보호에 맡기고 있다. 동생의 집에 얹혀살며 

아이들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조카 토냐를 

돕게 되고 둘은 집에서 쫓겨난다. <바바둑>(2014), 

<베이비티스>(2019)의 에시 데이비스와 할리우드의 라이징 

스타 토머신 매켄지가 버니와 토냐로 열연한다.

Bunny is a homeless woman washing cars on the 

street, with her children in foster care. While doing 

chores at her sister’s place, she witnesses her sister’s 

husband sexually abusing her niece Tonyah. Bunny 

is kicked out while trying to stop him, but she 

steals his car and takes Tonyah with her. She then 

turns her attention to getting her children back.

저스티스 오브 버니 킹  The Justice of Bunny King

게이손 타밧

Gaysorn THAVAT

New Zealand | 2021 | 101min | Color | Korean Premiere

[104]  MB4  8.26  13:30     [506]  MB6  8.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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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쇼언브런

Jane SCHOENBRUN

United States | 2021 | 86min | Color | Asian Premiere

[221]  MB3 8.27  16:30    [505]  MB3  8.30  13:30

10대 케이시는 홀로 다락방에서 지내며 온라인 롤플레잉 

공포 게임에 빠지게 된다. 케이시는 게임을 하며 자신에게 

생기고 있을 수도, 생기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변화들을 

기록한다. 인터넷과 연결되는 경험, 신체의 친밀함, 그리고 

말 그대로 소름 끼치는 감각.

Alone in her attic bedroom, teenager Casey 

becomes immersed in an online role-playing horror 

game and documents the changes that may or may 

not be happening to her.

우리는 모두 월드 페어로 간다  We're All Going to the World's Fair

정여름 작가 + 차재민 작가 단편선 | JEONG Yeoreum + CHA Jeamin Shorts

정여름

JEONG Yeoreum

South Korea | 2021 | 36min | Color

[121]  MB7  8.26  20:00  GV      [325]  MB7  8.28  16:30

한 탐정은 우연히 받은 엽서에 이끌려 주한 미군 기지 

캠프 롱에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게 된다. 캠프 롱은 20년 

동안 발길이 끊겨 폐허가 된 상태다. 탐정은 ‘CAMP LONG 

ATM’이라는 기묘한 공간 정보가 모든 시공간을 점유하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현장에는 어떠한 금융 활동의 흔적도 

존재하지 않고 선홍색 핏자국만이 증거를 가장하고 있다.

A detective is led by an accidental postcard to 

investigate an incident at the USFK base Camp 

Long. It is in ruins, with no occupants for over 

20 years. The detective discovers that a strange 

geographic data value called CAMP LONG ATM 

occupies all space and time. However, there are 

no financial traces at the scene, only bloodstains 

disguised as evidence.

긴 복도  The Long Hole

New Currents  |

한때 광산촌이었던 북오세티야. 아다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숨 막히는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오빠 아킴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치유되지 못한 트라우마가 하나둘 밝혀진다.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대상 수상작.

In a former mining town in North Ossetia, Ada 

struggles to escape the stifling hold of the family 

she loves as much as she rejects. She soon realizes 

that it will be very hard to begin her own life, and 

as her brother Akim returns home, the family’s 

unspoken, unhealed traumas come to light.

꼭 쥐었던 주먹 풀기  Unclenching the Fists

키라 코발렌코

Kira KOVALENKO

Russia | 2020 | 97min | Color | Korean Premiere

[103]  MB3  8.26  13:00    [603]  MB4  8.31  13:30

김미영

KIM Miyoung

South Korea | 2021 | 110min | Color

[223]  MB5  8.27  16:00     [424]  MB6  8.29  19:30  GV

캐런 치노레

Karen CINORRE

United States | 2021 | 100min | Color | Asian Premiere

[234]  MB7  8.27  20:30    [608]  MB4  8.31  16:30

20대 때 청년조각상을 받았지만 지금은 인테리어 업자로 

살아가는 40대 이혼남 윤철에게 10대 딸이 있다. 미술가로 

장래가 촉망되던 딸이 어느 날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겠다고 

한다. 윤철도 한때 예술가로 성공하지 못하면 신부나 스님이 

되겠다고 생각했었다. 윤철은 자신이 꿈만 꾸고 가지 못한 

길을 딸이 가는 것 같아 인생을 도둑맞은 것 같은 느낌이다.

Yuncheol, who received a sculpture award in his 

20s, is now an interior construction worker and 

single father in his 40s. His teenage daughter is a 

promising art student. One day, she tells him she 

wants to become a monk. Yuncheol had also once 

envisioned himself becoming a monk or priest if he 

failed as an artist. He feels robbed. Why can she 

walk the lifepath that he couldn’t?

예식장에서 일하던 애나는 주방의 오븐을 통해 이상한 나라로 

떨어진다. 매력적이고 열정적인 마샤가 이끄는 한 여군 부대에 

입대하고, 꿈처럼 흘러가는 나날들을 부대원들과 함께한다. 

이 긴박한 세계에서 애나는 강인해지지만, 점차 친구들과 

다른 생각들을 하게 된다. 미아 고스, 소코, 그레이스 밴패튼

부터 줄리엣 루이스까지 개성 강한 배우들이 모인 몽환적

페미니스트 액션영화.

Ana finds herself transported to a dreamlike and 

dangerous land where she joins an army of girls 

engaged in a never-ending war. The women lure 

men to their deaths at sea via radio transmissions, 

like 20th century sirens. Though she finds strength 

in this exhilarating world, Ana comes to realize that 

she’s not the killer they want her to be.

절해고도  A Lonely Island in the Distant Sea

메이데이  Mayday

| 새로운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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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 위라다

Pam VIRADA

Netherlands, Thailand | 2021 | 8min | Color | 
Asian Premiere

오다 가오리

ODA Kaori

Japan | 2022 | 14min | Color | Asian Premiere

장윤미

JANG Yunmi

South Korea | 2022 | 18min | Color

네가 살던 동네에 갔는데, 정말 좋더라.

I went to the neighborhood you used to live in,

and I loved it.

어떤 곳을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곳  Nearby

팸 위라다

Pam VIRADA

Thailand | 2022 | 8min | Color | Asian Premiere

영화는 요소를 출발점으로 삼고, 각 요소는 공간과 시간에 

얽매여 있는 유령들에 대한 지역적 이야기의 좌표로 

기능한다. 요소들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내부 공간은 

무한히 확장된다.

Using the elements as points of departure, 

Virada navigates each as a coordinate for domestic 

tales of hauntings bound in space and time, turning 

interior spaces into infinite expanses.

서곡: 출발점  Prelude: Points of Departure

김소영, 이애림

KIM Soyoung, Amy LEE

South Korea | 2021 | 14min | Color

1955년 캄차카 이주 노동자인 두 북한 소녀의 시선으로

고려 사람들, 식민지 시기 광부들의 머나먼 묘소, 부재한 묘소를 

바라본다. 식물이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이루어 내듯, 

망자의 사진을 '화광(harvesting light)' 한다. 아카이브 

이미지에 빛을 비추어 역사의 페이지에 올린다. 양자생물학의 

'빛의 수확(harvesting light)'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

An absent and distant narrative of two young 

North Korean women’s experience as mine workers 

in Kamchatka in 1955. As plants use sunlight for 

photosynthesis, we harvest the light of the photos 

of the deceased and archive the images under 

light on the table of history. A work inspired by 

the photosynthetic light-harvesting apparatus in 

quantum biology.

화광: 디아스포라의 묘  Harvesting the Light: The Graves of Diaspora

중국 디아스포라 여성들의 유령 이야기를 집대성한 작품. 

이들의 이야기는 각자의 경험에 바탕한 거대 서사 혹은 

미시 서사를 통해 기호와 은유에 대한 지역화된 믿음을

드러낸다.

A collection of ghost stories from the women of 

the Chinese diaspora. These stories reveal localized 

beliefs in signs and metaphors through the macro- 

and micro-narratives of vernacular experiences.

오사카 교외에 자리 잡은 가라오케 카페 보사는 동네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노래하기 위해 모이는 

공간이다. 영화는 이 불안한 시대에 인류세의 타임캡슐과도 

같은 보사의 모습을 담는다.

Karaoke Cafe BOSA is located in the suburbs 

of Osaka. It’s a place where elderly neighbors 

gather to chat and sing. The film captures BOSA 

in these days of unrest as a time capsule of the 

Anthropocene.

구름이 드리웠다 사라졌다  Clouds Obscure then Blow Away 가라오케 카페 보사  Karaoke Cafe BOSA

New Currents   || 새로운 물결

새로운 물결 단편선 1
New Currents Shorts 1

[225]  MB7  8.27  17:30  GV

[604]  MB6  8.3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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팸 위라다

Pam VIRADA

Thailand | 2022 | 3min | Color | Korean Premiere

최희서

Moon CHOI

South Korea | 2021 | 41min | Color

이옥섭

YI Okseop

South Korea | 2022 | 8min | Color

엄마에게. 메구는 엄마를 떠나 한국에 온 지 벌써 4년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엄마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해요. 

구교환에게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은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그는 너무 여린 사람이거든요. 상처를 주지 않고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Dear Mom: It has been four years since Megu left 

you to come to Korea. Today, I want to confess 

something to you. I want to break up with Koo 

Kyo-hwan but do not want to hurt him. He is so 

tenderhearted. Is there any way to break up with 

him without hurting him?

러브빌런  LOVE VILLAIN

이옥섭

YI Okseop

South Korea | 2022 | 20min | Color

슈퍼스타 이효리에게 삼 남매가 찾아온다.

Two brothers and a sister visit Lee Hyori, 

the superstar.

사람냄새 이효리  Super Star Lee Hyori

시린 세노

Shireen SENO

Philippines, Taiwan | 2021 | 17min | Color+B&W

어머니는 우리 집 식탁이 나와 나이가 같다고 말하곤 했다. 

우리 집 식탁이 되기 위해 잘렸을 때 나무는 몇 살이었을까. 

자연계의 것이 인간의 것이 되기 위해 겪는 변모의 과정은 

나를 매료한다.

My mother used to tell me that our dining table 

was as old as I am. I wonder how old the tree was 

when it was cut down to become our table. I am 

fascinated by this kind of transmutation from the 

natural world to the human one.

꽃을 따는 것  To Pick a Flower

[225]  MB7  8.27  17:30  GV

[604]  MB6  8.31  13:30

[108]  MBMX  8.26  16:00  GV

[320]  MBMX  8.28  17:00  PE

와치라웃왕이 쓴 소네트 한 구절이 시창섬의 신비로운 

풍경에 포개어진다. 영화는 무언가를 갈망하는 내레이션으로 

그 풍경의 잔재를 탐사한다.

A verse from a sonnet written by King Vajiravudh 

overlaps the elusive scenes of Si Chang Island. 

The film explores the remnants of the landscape, 

accompanied by desirous narration. 

아홉 살 딸 반디를 홀로 키우는 싱글 맘 소영은 반디의 

말더듬증을 고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한다. 아빠의 부재가 

반디의 소극적인 성격과 말더듬증의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소영은 어느 날 반디에게 난생처음으로 아빠 원석의 

이야기를 해주고자 결심한다. 그러나 어린 딸에게 죽음을 

말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Soyoung is a single mom with a nine-year-old 

daughter named Bandi. She blames herself for not 

being able to fix Bandi’s stammering and thinks 

one of the reasons for Bandi’s passive attitude 

and stammering is her absent father. One day, she 

decides to tell Bandi about her father for the first 

time. However, it’s not easy to explain death.

시창섬에 보내는 소네트  Sonnet for Si Chang 반디  Bandi

New Currents   || 새로운 물결

새로운 물결 단편선 1
New Currents Shorts 1

새로운 물결 단편선 2
New Currents Short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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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풍경: 수프에 바치는 오마주
The Landscape of Here in Now: An Hommage to Soup

지금, 여기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삶과 풍경을 동시대 영화를 통해 환기하고 고찰해 보는 한국영화 섹션.

This is a Korean film section intended to evoke and reflect Korean contemporary films that 

represent everyday life, specific facets of life, and contemporary landscapes.

이혁래, 김정영

LEE Hyukrae, KIM Jungyoung

South Korea | 2020 | 109min | Color

[224]  MB6  8.27  16:00  GV      [410]  MB9  8.29  13:00

양영희

YANG Yong-hi

South Korea, Japan | 2021 | 118min | Color

[324]  MB6  8.28  16:30  PE      [411]  MB1  8.29  16:00  GV

50년 넘게 노점을 해 온 팔순의 김종분. 왕십리역 11번 출구의 

터줏대감이자 현역이다. 자식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키려고 

시작한 일인데, 자식 거둘 일 없어진 지금도 그곳을 지키고 

있다. 30년 전 길 위에서 딸을 잃었지만, 더 많은 자식들을 

얻었다. 종분 씨는 딸 잃은 길 위에서 옥수수를 삶고, 가래떡을 

굽고, 깻잎을 갠다. 오늘을 산다.

Jong-boon, turning 83 this year, has been a street 

vendor in Wangshimni for over 50 years. She used 

to feed and clothe her children with the earnings 

from her work but is now enjoying the twilight of 

her life without such worries.

1970년대 평화시장에는 가난해서 혹은 여자라서 공부 대신 

미싱을 타며 ‘시다’ 또는 ‘공순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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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1970s, there were young girls called “sida” 

(sewing assistants) or “factory girls,” working at 

Pyeonghwa Market. They had to work instead of

study either because they were poor or just women. 

They attended labor classes where they called each 

other’s names, sang songs, and nurtured hope. This 

is a letter from the youth of a different era to the 

youth of today.

알츠하이머에 걸린 어머니는 자신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깊이 숨겨놨던 기억들을 딸에게 펼쳐 보이기 시작한다. 

그동안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던 딸은 어머니가 마음 깊숙이 

담아 둔 경험들과 입에 담기조차 싫었을 4·3의 제주도를 

비롯한 한국의 아픈 기억을 회상함에 따라 조금씩 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해 간다.

A mother with Alzheimer’s shares her repressed 

memories with her daughter before they vanish 

forever. The daughter slowly begins to understand 

her mother for the first time as she listens to what 

was hidden deep inside, including painful memories 

of the Jeju uprising her mother had hoped to keep 

locked away.

왕십리 김종분  Kim Jong-boon of Wangshimni

미싱타는 여자들  Sewing Sisters

수프와 이데올로기  Soup and Ideology

The Landscape of Here in Now: An Hommage to Soup  |

김정은

KIM Jung-eun

South Korea | 2022 | 119min | Color

[306]  MB6  8.28  10:00  GV      [520]  MB5  8.30  19:30

신수원

SHIN Su-won

South Korea | 2021 | 109min | Color

[205]  MB5  8.27  10:30     [419]  MB1  8.29  20:00  GV

김진열

KIM Jin-yeoul

South Korea | 2021 | 102min | Color+B&W

[331]  MB4  8.28  20:00  GV      [513]  MB6  8.30  16:30

홀로 살아가는 경아에게 힘이 되어 주는 유일한 존재인 딸 

연수는 독립한 뒤로 얼굴조차 보기 어렵다. 그러던 어느 날, 

헤어진 남자 친구가 유출한 동영상 하나에 연수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져 버리고 이 사건은 잔잔했던 모녀의 삶에

걷잡을 수 없는 파동을 일으킨다.

After her husband passes away, the only person 

Gyeong-ah relies on is her daughter, Yeon-su, but 

she has barely met her since she moved out. After 

Yeon-su's surprise visit, she gets an anonymous 

message: a video of Yeon-su having sex with an 

unknown man. Gyeong-ah goes into trauma.

지완은 갱년기에 접어든 여자 감독이다. 어렵게 만든 세 번째 

영화마저 실패한 후 실의에 잠겨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상

자료원으로부터 60년대 여자 감독이 만든 영화의 복원 작업을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 작업을 통해 지완은 60년대에 

활동했던 영화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통해

자신에게 영화란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돌이켜 보게 된다.

Ji-wan is a female film director struggling to survive 

in her career. Meanwhile, a request comes from the 

Korean Film Archive to restore the sound of an old 

film made in the 1960s. On a journey back to the 

era, Ji-wan meets old filmmakers, and through their 

lives she asks herself, "What is film and life?"

경아의 딸  Gyeong-ah’s Daughter

오마주  Hommage    

| 지금 여기 풍경: 수프에 바치는 오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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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들: ‘공정’의 감각
Polemics: Consensus on Imminent Justice

매해 가장 긴급한 여성 의제를 선정하여 관련 영화 상영과 포럼을 마련하는 섹션. 올해의 주제는 '공정'이다. 

This section identifies the most critical agenda for women each year, screens related films, and 

hosts a related forum. This year’s theme is “justice.” 

마리 페레네스, 시몽 드파르동

Marie PERENNES, Simon DEPARDON

France | 2022 | 88min | Color

[230]  MB3  8.27  19:30     [421]  MB3  8.29  19:30

마거릿 새먼

Margaret SALMON

United Kingdom | 2021 | 58min | Color | Asian Premiere

[122]  MB8  8.26  20:00     [515]  MB8  8.30  16:00

브레스트의 엘리즈, 생테티엔의 알렉시아, 콩피에뉴의 세실, 

마르세유의 질. 이 네 명은 일상적인 성차별적 폭력, 괴롭힘, 

마초적 공격성을 고발하는 청년 여성 수천 명 중 일부이다. 

밤이 되면 하얀 시트와 검은 페인트로 무장하고, 여성 혐오 

피해자를 위한 응원 메시지와 페미사이드를 규탄하는 

슬로건으로 거리를 채운다. 프랑스의 젊은 페미니스트들을 

기록한 칸영화제 특별상영작.

Elise, Alexia, Cecile, and Jill are four of thousands of 

young women denouncing sexist violence, public 

harassment, and macho aggression to which they 

are subjected daily. At night, they plaster the 

streets with messages of support for the victims of 

misogyny and slogans decrying femicide. Sexism is 

everywhere – but so are they!

35mm 컬러 필름으로 촬영된 이 영화는 글래스고 하늘의 

구름으로 시작하여 하늘 아래의 일터로 이어진다. 

이는 젠더화된 노동에 대한 연구이자 노동의 이데올로기, 

즉, 노동에 대한 고정된 관점, 한계점, 사랑, 이론적 결정 

요인 들에 대한 명상이다.

Icarus (after Amelia) is a gendered labor study. 

Shot on 35mm color film, it begins in the clouds 

above Glasgow and continues to the workplace 

below. This film is a meditation on the ideologies 

of work; on fixed perspectives, horizons, love, and 

theoretical determinants.

* <수잰, 수잰> (p101)과 함께 상영됩니다.

* This film will be double featured with Suzanne, Suzanne (p101).

페미니즘의 반격  Feminist Riposte

이카루스 (아멜리아 이후)  Icarus (after Amelia)

Polemics: Consensus on Imminent Just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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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흑인 여자가 강간을 당한 뒤, 백인 남자 친구는 그를 차에 

태우고 성폭행 증거 채취 키트를 찾아 병원을 전전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시험대에 오른다.

The film follows an interracial couple whose 

relationship is put to the test after a Black woman 

is sexually assaulted and her white boyfriend drives 

her from hospital to hospital in search of a rape kit.

예멘에서 온 야스민과 친구가 되고, 우리는 일상을 담은 영화를 

함께 만들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난민 심사에서 떨어진 그가 

갑작스레 제주를 떠나게 되면서 공동 작업은 취소된다. 

야스민이 섬에 있는 친구들을 향해 내 카메라에 남긴 편지를 

보았다. 그들의 움직임이 만들어 낸 지도를 따라가니 

곧 사라질 풍경들과 돌아올 곳을 잃은 존재들이 있었다.

Yasmin and I were collaborating on a film until she 

left Jeju Island without receiving refugee status. 

Upon discovering the letter Yasmin left in my camera

to the friends on the island, I encountered a map 

made from disappearing landscapes and beings who 

have lost their ways back home.

테스트 패턴  Test Pattern

섬이없는지도  Map without Island

셔타라 미셸 포드

Shatara Michelle FORD

United States | 2020 | 78min | Color | 
Korean Premiere

[226]  MB8  8.27  17:30     [523]  MB8  8.30  19:30

김성은

KIM Sungeun

South Korea | 2021 | 92min | Color+B&W

[332]  MB5  8.28  20:00     [416]  MB7  8.29  16:30  GV

Polemics: Consensus on Imminent Justice  |

안 판딘데런, 로진 음바캄, 엘레오노르 야메오고

An VAN. DIENDEREN, Rosine MBAKAM,
Eleonore YAMEOGO

Belgium | 2021 | 78min | Color | Asian Premiere

[110]  MB4  8.26  16:00     [326]  MB8  8.28  16:30

토스카 루비

Tosca LOOBY

Australia | 2021 | 78min | Color | Korean Premiere

[309]  MB9  8.28  10:30    [605]  MB7 8.31  13:30

벨기에 영화감독 안 판딘데런이 카메룬 출신이며 브뤼셀에 

거주하는 로진 음바캄, 부르키나파소 출신으로 파리에 

거주하는 엘레오노르 야메오고를 초대해 그들과 함께 영화를 

만든다. 여기에서 피부색의 차이는 매체의 한계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경험을 탐구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Belgian filmmaker An van. Dienderen invited 

Brussels-based Rosine Mbakam from Cameroon and 

Paris-based Eleonore Yameogo from Burkina Faso 

to collaborate on a film in which the differences in 

their skin color serve as a way of exploring their 

experiences with the limitations of the medium.

권력을 가진 여성이라는 관념에 대한 호주의 투쟁을 담은 

영화. 호주의 전 총리 줄리아 길라드의 임기 기간이었던 

3년간의 기록 영상만을 사용하여, 호주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총리에 대한 성차별적인 반응을 진솔하게 묘사한다.

A film about Australia’s struggle with the notion of 

women in power. Using only archival footage from 

Julia Gillard’s three-year term in office, this is an 

honest portrait of the nation’s response to its first 

and only female prime minister.

프리즘  Prism

강력한 여성 지도자  Strong Female Lead   

| 쟁점들: ‘공정’의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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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 레인보우
Queer Rainbow

전 세계 퀴어영화 신작 섹션. 페미니스트-퀴어의 관점으로 사회적 관습, 관용, 인권의 문제를

재사고하고, 성 소수자 이슈와 퀴어영화 미학의 최신 흐름을 소개한다.

Queer Rainbow introduces new queer films from around the world. It reconsiders 

social customs, tolerance, and human rights issues from a feminist-queer perspective 

and introduces the latest trends in gender minority issues and queer film aesthetics.

케테반 카파나제

Ketevan KAPANADZE

Georgia | 2021 | 74min | Color | Asian Premiere

[235]  MB8  8.27  20:30     [422]  MB4  8.29  19:30

에바 비티야

Eva VITIJA

Switzerland, Germany | 2022 | 84min | B&W | 
Korean Premiere

[117]  MB3  8.26  20:00     [330]  MB3  8.28  20:00

1950년대, 드래그 신에 매료되었던 학생 에스터 뉴턴은 이후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퀴어 공동체에 대한 글을 쓰며 공동체

를 구축해 왔다. 영화는 레즈비언 아이콘인 에스터 뉴턴을 

통해 퀴어 역사와 젠더 연구를 살펴본다. 추가로, 에스터의 

또 다른 관심사인 푸들 훈련 영상도 담겨 있다.

Drawn to the drag scene as a student in the 1950s, 

Esther Newton has spent six decades writing about 

and forging queer communities. This film is a rare 

look at queer history and gender studies through a 

living lesbian icon, encompassing amazing archival 

footage peppered with Esther’s other passion – 

training poodles!

조지아의 탈공업화된 도시에서 격변기를 겪고 있는 한 지역 

사회를 사려 깊게 묘사한 영화. 이곳 주민들의 피신처는 다름 

아닌 여성 축구팀이다.

An intimate portrait of a turbulent community in a 

post-industrial Georgian city where the local female 

football club has become the shelter.

유명한 스릴러 작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사적인 기록들과 

가족, 연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사랑을 

테마로 '정체성'이라는 것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하이스미스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다.

Based on Patricia Highsmith’s personal writings and 

her accounts of her family and lovers, the film casts 

new light on the famous thriller writer’s life and 

oeuvre and is permeated by themes of love and its 

defining influence on identity.

에스터 뉴턴이 나를 게이로 만들었다  Esther Newton Made Me Gay

우리의 작고 친밀한 방  How the Room Felt

러빙 하이스미스  Loving Highsmith

Queer Rainbow  |

샤를린 부르주아타케

Charline BOURGEOIS-TACQUET

France | 2021 | 98min | Color | Korean Premiere

[303]  MB3  8.28  10:30     [519]  MB3  8.30  19:00

마리옹 드세뉴라벨

Marion DESSEIGNE RAVEL

France | 2021 | 81min | Color | Korean Premiere

[322]  MB4  8.28  17:00     [607]  MB3  8.31  16:30

진 칼로무스토

Jean CARLOMUSTO

United States | 2022 | 93min | Color | Asian Premiere

[335]  MB8  8.28  20:30     [511]  MB3  8.30  16:30

아나이스는 서른 살의 빈털터리다. 애인은 있지만 그 남자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다니엘은 

아나이스에게 첫눈에 반한다. 하지만 다니엘은 에밀리와 

동거 중이고, 아나이스는 에밀리와 사랑에 빠진다. 한 젊은 

여성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

Anais is thirty and broke. She has a lover, but she’s 

not sure she loves him anymore. She meets Daniel, 

who immediately falls for her. But Daniel lives with 

Emilie – whom Anais also falls for. This is the story 

of a restless young woman.

한 무리의 친구들과 함께 여름을 보내고 있는 10대 네지마. 

그런 네지마의 인생이 라이벌 패거리의 지나를 만나면서

꼬이기 시작한다. 적으로 보이는 두 사람은 비밀리에 연인 

관계를 맺는다. 네지마는 조직원으로서의 자아와 지나를 

향한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그 누구도 이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이제 네지마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Nedjma, a teenager living in Paris, spends the summer 

with her squad. Her life is turned upside-down when 

she meets Zina, someone from an opposing group. 

They are rivals by day and lovers in secret. Nedjma 

is torn between the values of the group and her 

own desire, and no one could possibly understand, 

let alone tolerate, her true self.

아나이스 인 러브  Anais in Love

베스티스  Besties

| 퀴어 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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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우메이링

Zero CHOU

Taiwan | 2020 | 119min | Color | Korean Premiere

[313]  MB4  8.28  13:30     [412]  MB3  8.29  16:00

한국 사회에서 이성애자 여성이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현이 절친한 친구이자 동성애자 남성인 강원과 우정을 

쌓는다. 영화는 서로 다른 성 정체성과 삶의 배경을 가진 이들이 

크고 작은 다름과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타인을 이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선다.

Ahhyun, a straight Christian woman in South Korea, 

builds a friendship with Gang-won, a gay man. While 

overcoming differences and conflicts between 

people with contrasting lifestyles, the film asks, 

“What is it to understand others? How can we 

understand differences and coexist?”

두샤오펑은 자신의 아파트에 침입한 폭력배를 죽인 후 

검사 류이제 앞에 출석한다. 가톨릭 가정에서 자라 정체성을 

부정해야 했으며 형제의 자살에 죄의식을 느끼던 류이제는 

두샤오펑과 열정적인 밤을 보내고, 두 사람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한다.

After Phoenix Du kills a thug who broke into her 

apartment, she comes before Jade Liu, broken by 

her brother's suicide and Catholic upbringing. Jade 

has a night of passion with her that redirects both 

of their lives.

퀴어 마이 프렌즈  Queer My Friends

욕망의 분노  Wrath of Desire

서아현

SEO Ahhyun

South Korea | 2022 | 82min | Color | Asian Premiere

[115]  MB1  8.26  20:00  GV      [317]  MB8  8.28  13:00

| 퀴어 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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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콜렉티브
Feminist Collective

여성 영화사와 여성 운동사를 돌아보는 섹션.

Feminist Collective reflects on the history of women’s films and movements.

섯 잘리

Sut JHALLY

United States | 1997 | 61min | Color

[113]  MB7  8.26  16:30     [236]  MB9  8.27  20:30

벨 훅스는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인 지식인 중 한 명이다. 

2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영화에서 벨 훅스는 수많은 예시를 

들며 문화 비평의 변혁적 힘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Bell Hooks is one of America’s most accessible 

public intellectuals. In this film, extensively 

illustrated with many of the images under 

analysis, she makes a compelling argument for the 

transformative power of cultural criticism.

벨 훅스: 문화비평과 변혁  Bell Hooks: Cultural Criticism and Transformation

Feminist Collective  || 페미니스트 콜렉티브

이순학, 정나라

LEE Soonhak, JEONG Nala

South Korea | 2019 | 47min | Color

지역여성영화제 + 할리우드의 아이다 루피노
Local Women's Film Festival + Ida Lupino - Gentlemen & Miss Lupino

안미영, 정유진

AHN Meeyoung, JEONG Yujin

South Korea | 2021 | 7min | Color

그들은 왜 영화제를 시작했을까? 10년 전 영화제를 할 수 있는 

재정이나 활동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도전은 무모해 

보였다. 하지만 그들은 10년째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 오고 있다. 

단순한 영화 상영회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페미니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대구여성영화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람들을 

만나 본다.

Why did they start a film festival? The challenge of 

starting a film festival seemed reckless, with no financial 

support or activists ready to do it ten years ago. 

But they have been making such a fun festival since 

then. The Daegu Women’s Film Festival is not merely 

a film screening but a festival that encourages 

feminist culture in everyday life.

큰소리로 같이  Loudly, Together

2009년 가을, 캠코더를 들고 모인 광주의 여자들이 있다. 

지역에서는 낯선 영화제, 그것도 ‘여성’ 영화제를 만들어 보겠

다고 광주 곳곳을 누볐던 10년 전. 가내 수공업처럼 만들어진 

작은 영화제는 이제 광주를, 여성영화를 대표하는 영화제가 

되었다. 열 번째 영화제 슬로건 ‘춤추며 가자’에 맞춰 함께 

춤추기 위해 만들어진 광주여성영화제 10주년 다큐멘터리.

In 2009, women in Gwangju gathered with their 

camcorders. Despite the film festival being 

unfamiliar in the region, they went all around the 

city to make it a women’s film festival. This small 

festival now represents Gwangju and women’s 

films. Like the slogan of the 10th Women’s Film 

Festival in Gwangju: “Let’s Go and Dance.”

어쩌다 10년  10th Anniversary Documentary

쥘리아 퀴페르베르그, 클라라 퀴페르베르그

Julia KUPERBERG, Clara KUPERBERG

France | 2021 | 54min | Color | Asian Premiere

아이다 루피노는 제작, 연출, 출연을 동시에 한 최초의 여성이자, 

누아르영화를 만든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의 작품에서 가져온 장면들과 아카이브 푸티지를 통해, 

토키영화 이후 줄곧 남성의 영역이었던 영화계에서 활약했던 

위대한 여성 창작자의 귀환을 맞이한다.

Ida Lupino was the first woman to star in a film she 

also produced and directed, and she was the first 

female to direct a film noir. Clips from her most 

important films and rare archive footage round 

off a documentary about the come-back of great 

female creativity behind the camera, which had 

otherwise been the domain of men since the talkies 

were invented.

할리우드의 아이다 루피노 Ida Lupino - Gentlemen & Miss Lupino

[107]  MB1  8.26  16:00  PE

[508]  MB8  8.3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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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간타

Yugantar

India | 1981 | 27min | B&W

디파 단라지

Deepa DHANRAJ

India, United Kingdom | 1991 | 52min | Color

유간타 작품선
Yugantar Collective

유간타 - 디파 단라지 작품선
Yugantar - Deepa DHANRAJ Films

유간타

Yugantar

India | 1982 | 25min | B&W

유간타

Yugantar

India | 1983 | 35min | Color

영화는 1980년대 인도 전역에 노조 결성을 촉발한 역사적 

규모의 미조직 노동 운동을 시대와 맥락에 따라 

기록·재연하고 전진시킨다.

The film documents, re-enacts, and takes forward 

one of the largest movements of unorganized labor 

of its time and context, which sparked unionizing 

processes across India throughout the 1980s.

히말라야 칩코 산림 보호 운동에 참여했던 여성 활동가 

수데샤의 초상을 그리는 영화.

A portrait of Sudesha, a village activist in the 

Chipko Forest Conservation Movement in the 

foothills of the Himalayas.

담배 불씨  Tobacco Embers수데샤  As Women See It

이 영화는 푸네 여성 종업원 수백 명의 억압적인 근무 환경을 

폭로하고, 어떻게 여성들이 모여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낸다.

This film exposes the oppressive working 

conditions of hundreds of maidservants in Pune 

and reveals how women came together to form an 

organization and fight for their rights.

인도의 가족 계획 사업을 사업의 주 대상인 여성의 시점으로 

고찰한다. 영화는 가족 계획 사업의 역사를 추적하며 그 시행 

과정에서의 냉소주의, 부패, 잔혹성을 보여 준다.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지위, 섹슈얼리티, 피임, 건강을 논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인식이 국가 정책과 충돌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The film examines India’s family planning program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ation’s women and 

exposes the cynicism, corruption, and brutality 

which characterized its implementation. As women 

discuss their status, sexuality, birth control, and 

health, it is clear that their perceptions are in sharp 

conflict with those of the program.

하녀들  Maid Servant마치 전쟁과 같은 것  Something Like a War

유간타

Yugantar

India | 1983 | 26min | B&W

이 즉흥적인 단편 극영화는 ‘유간타의 히트 영화’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인도 여성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기, 

유간타는 가정 폭력에 대한 담론과 정치적 실행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페미니스트 활동가 집단인 스트리 샤크티 

상가타나와 협업해 이 영화를 제작했다.

This short, improvised fictional film is affectionately 

called Yugantar’s “hit” film. In the midst of the very 

active autonomous women’s movement in India, 

Yugantar collaborated with the research and 

feminist activist collective Stree Shakhti Sanghatana, 

provoked by the urgency to broaden discourses 

and political practice on domestic violence.

이것은 단지 이야기일까?  Is This Just a Story?

[202]  MBMX  8.27  10:00  PE

[507]  MB7     8.30  13:00

[333]  MB6  8.28  20:30  GV

[512]  MB5  8.30  16:30

Feminist Collective  || 페미니스트 콜렉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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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故 강수연 추모 상영
In Memory of KANG Soo-yeon

배우 故 강수연을 기리고 추모하는 특별 상영.

A special screening in memory of the late actor Kang Soo-yeon.

In Memory of KANG Soo-yeon  || 고(故) 배우 강수연 추모 상영:

아제 아제 바라아제

Aje Aje Bara Aje

임권택

IM Kwon-taek

South Korea | 1989 | 134min | Color

[229]  MBMX  8.27  20:00  PE  

부모를 뒤로한 채 덕암에 찾아와 비구니가 된 순녀는 

자살하려던 박현우를 구한 일을 계기로 파계하여 

속세로 내려간다. 이후 박현우의 죽음을 맞이한 순녀는 

남해안에서 만행 중인 진성스님을 만나 노화도의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한다. 자신을 희생하여 송기사를 

구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순녀는 자신의 업보를 깨달으며 

다시 덕암사를 찾는다.

This story of two Buddhist nuns is an exploration of 

the Korean experi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rdship and religious salvation. Trainee Soon-nyeo 

is forced to confront her True Path by walking 

among the people, while venerable Jinseong must 

pursue enlightenment through her inner practice.

* <아제 아제 바라아제>는 태흥영화사의 지원으로 상영됩니다.

* The screening of Aje Aje Bara Aje is supported by Taehung Pictures.

사진 제공: 마리끌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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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 순간들 
The moments with Yeri HAN 

데뷔작부터 지금까지 작품 내부에 단단히 뿌리내리며 

관객을 매혹해 온 배우 한예리의 특별전. 

그가 영화에 각인한 순간들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This is a special section dedicated to 

Han Yeri, an actor who has been both 

popular and firmly rooted in film since 

her debut. It is time to reconfirm 

the moments she preserved 

on film and raise their profile.

The moments with Yeri HAN  |

이나정

LEE Najeong

South Korea | 2013 | 70min | Color

[214]  MB5  8.27  13:00  

장률

ZHANG Lu

South Korea | 2016 | 102min | Color+B&W

[232]  MB5  8.27  19:30     [521]  MB6  8.30  19:30

중국 조선족 제2고중학교 3학년생인 숙이와 철이는 사랑과 

같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로 공부도 잘하고 남을 돕기도 잘하는 

바른 학생들이다. 두만강 변에 사는 둘은 두만강처럼 늘 푸르게 

살자고 다짐하지만, 철이는 한국에서 어머니가 일해 보낸 

돈으로 오토바이와 휴대폰을 사고 만다. 철이는 이때부터 

숙이와 이야기했던 청춘의 약속을 저버리게 된다.

Suki and Cheoli are high schoolers of Korean descent. 

They are good students and care for other people. 

Living near the Duman River, they promise to live 

like the blue river forever. However, Cheoli buys 

motorbikes and a mobile phone with the money 

from his mother working in Korea and afterward 

breaks the promise he made with Suki.

연우는 엄마인 순임이 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자 엄마 대신 

빌딩 청소일을 맡아서 하게 된다.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연우는 청소를 하던 중 그 회사에서 사내 아나운서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 지완을 만난다.

Yeonwoo remained in her hometown while all her 

friends moved. While helping her mother one day, 

she runs into Ji-wan, an old friend from elementary 

school. What lessons will Yeonwoo learn that 

summer?

시장을 어슬렁거리며 농담 따먹기나 하는 한물간 건달 익준,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하고 공장에서 쫓겨난 정범, 어리숙한 

집주인 아들 종빈, 그리고 이들이 모두 좋아하고 아끼는 

예리가 있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는 예리가 운영하는 

‘고향주막’은 그들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오아시스다. 그러던 

어느 날, 예리의 고향주막에 새로운 남자가 나타난다.

There are three men: Ikjune, an old-fashioned 

gangster; Jong-bin, a son of great wealth; and the 

clumsy Jeong-beom. Yeri, who is loved by all of 

them, runs Hometown Bar, their oasis. Then one 

day, a new man appears at Yeri’s bar.

푸른 강은 흘러라  Let the Blue River Run

KBS 드라마 스페셜 - 연우의 여름  KBS Drama Special - Yeonwoo's Summer

춘몽  A Quiet Dream

강미자

KANG Mi-ja

South Korea | 2008 | 77min | Color

[123]  MB9  8.26  20:00     [308]  MB8  8.28  10:30

*	상영작 순서는 연도순입니다.

*	Films are listed in chronologic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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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삭

Lee Isaac CHUNG

United States | 2020 | 116min | Color

[106]  MB9  8.26  13:30     [402]  MB1  8.29  13:00

늦여름 서촌, 은희는 길을 찾는 일본인 소설가 료헤이를 만난다.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이상하게 대화가 이어지는 료헤이와 

헤어진 후 은희는 남자 친구 현오를 만나러 남산으로 향한다. 

그리고 같은 시간, 한때 잠깐 만났던 남자 운철이 트위터를 

보고 은희를 찾아 남산으로 온다. 세 남자를 하루에 만나게 된 

은희. 과연 이 하루의 끝은 해피 엔딩일 수 있을까?

One late summer in Seochon, Eunhee comes across

Ryohei, a Japanese writer, who seeks his way. 

Despite the language barrier, their dialogue 

strangely flows. Afterward, she goes to Namsan to 

see her boyfriend Hyeono. And at the same time, 

one of her exes, Uncheol, sees her Twitter and 

comes to Namsan. Will there be a happy ending?

낯선 미국, 아칸소로 떠나온 한국 가족. 가족에게 뭔가 해내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은 아빠 제이콥은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고 엄마 모니카도 일자리를 찾는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 모니카의 엄마 순자가 함께 살기로 하고, 순자는 가방 

가득 고춧가루, 한약, 미나리씨를 담아 찾아온다. 앤과 데이빗은 

여느 '그랜마' 같지 않은 할머니가 영 못마땅하다.

A Korean family moves to Arkansas. Jacob, the father, 

wants to start a farm and prove himself. His wife 

Monica also finds a job. Her mother, Soonja, joins 

the family and brings bags of chili powder, oriental 

medicine, and herb seeds to take care of the couple’s 

children Anne and David. They, however, don’t 

fancy grandma; she doesn’t act like a real grandma.

최악의 하루  Worst Woman

미나리  Minari 

김종관

KIM Jong-kwan

South Korea | 2016 | 94min | Color

[114]  MB9  8.26  16:30     [417]  MB8  8.29  16:30

왕자웨이

WONG Kar-wai

Hong Kong, France | 2000 | 100min | Color

[311]  MBMX  8.28  13:30  PE  

같은 날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첸 부인과 차우는 이사 

첫날부터 수차례 마주친다. 두 사람은 서로의 넥타이와 

가방이 자신의 배우자와 똑같음을 깨닫고 그들의 관계를 

눈치챈다. 그 관계의 시작이 궁금해진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고, 깊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애쓰지만 

서로에게 점차 빠져든다.

Mrs. Chan and Mr. Chow meet when they both 

move into the same building. They notice that their 

spouses have the same items as they have and 

realize that their spouses are having an affair. Curious 

about how it began, they start meeting and soon find 

that, despite themselves, they are falling in love.

화양연화  In the Mood for Love

김민숙

KIM Min-sook

South Korea | 2007 | 34min | Color

정지연

JUNG Jiyeon

South Korea | 2008 | 21min | Color

강진아

KANG Jina

South Korea | 2009 | 31min | Color

이종필

LEE Jong-pil

South Korea | 2009 | 26min | Color+B&W

기린을 좋아하는 예린은 아프리카 여행을 꿈꾸는 특활 교사 

지훈을 알게 되어 가까워진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예린과 어른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지훈의 아슬아슬한 

사랑이 학교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Ye-lin, a giraffe lover, falls in love with a teacher 

who dreams of traveling to Africa. Their repeated 

meetings reveal the futility of realizing their 

dreams, and as the girl goes through puberty, her 

sentiments change the relationship even more.

어느 봄날, 연아는 수업 중에 갑자기 몸에서 냄새가 난다며 

모두를 당황시킨다. 연아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결국 음식을 거부하기에 이르고, 공부에만 집착하는 반장 

성은은 이상하게 점점 그런 연아에게 끌린다.

One spring day, Yeon-a bewilders her classmates by 

declaring that her body smells. Things get worse, 

and soon she ends up refusing even to eat. Even so, 

the studious Seong-eun, a fellow student, becomes 

attracted to her.

2009년 1월 17일 새벽 3시. 혁근은 차경을 기다리고 있었다. 

2009년 6월 17일 새벽 3시. 여전히 혁근은 차경을 

기다리고만 있다. 그런 혁근을 아는지 모르는지 차경은 

코끼리로 태어나고 싶다고 한다.

It was 3:00AM, January 17, 2009. Hyeok-geun was 

waiting for Cha-gyeong. Now it is 3:00AM, June 17, 

2009 and still he waits. Whether or not she is aware 

of this, Cha-gyeong says she wants to be reborn as 

an elephant.

말하지 않고도 대화가 가능한 너와 내가 이 시간을 떠나 

달로 향한다.

We can talk to each other without talking. 

We leave this moment for the moon.

기린과 아프리카  Giraffe & Africa

봄에 피어나다  Blooming in Spring

백년해로외전  Be with Me

달세계 여행  A Trip to the Moon

예리한 순간들 단편선
The moments with Yeri HAN Shorts

[220]  MBMX  8.27  16:00  PE

[418]  MB9     8.29  16:30

배우 한예리 추천작 | Recommendation from HAN Y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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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을 기억하기: 김진아 VR 특별전
Remembering Oblivion: 
The Immersive Cinema of Gina KIM

뉴 미디어를 통해 여성 신체와 장소를 매개하고

경험과 시간을 확장하는 김진아 감독의 VR 특별전.

This special exhibition presents the VR films of Gina Kim, 

who mediates women’s bodies and places while expanding 

experiences and time through new media.

김진아

Gina KIM

South Korea, United States | 2017 | 12min | Color

*	상영시간표는	35쪽	참조.

			Please refer to page 35 for the schedule.

김진아 감독의 미군 '위안부' VR 삼부작 중 두 번째 작품으로, 

여성들을 감금하고 치료했던 '몽키 하우스'라는 수용소에 

초점을 맞춘다. 몽키 하우스란 1970년대 초,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추정되는 '위안부' 여성들을 고립시키고

치료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미군의 의약 기술과

인력으로 운용한 감옥의 별칭이다.

Tearless is part of a trilogy about camp town 

“comfort women” wh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ffered to American soldiers stationed 

there. The film moves through the haunting 

spaces of “Monkey House,” a deadly medical prison 

established in South Korea in the 1970s to isolate 

comfort women with STDs.

1992년 주한 미군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된 동두천 기지촌 

여성의 사건을 다룬 영화. 실제 기지촌 현장에서 촬영한 

이 영화는 이미지의 착취 없이 사건을 시적으로 암시하며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감각적 경험의 세계로 이끈다.

Bloodless traces the last moments of a sex worker 

who was brutally murdered by an American soldier 

at the Dongducheon camp town in South Korea 

in 1992. This film was shot on location, bringing to 

light violence at the 96 camp towns located around 

American military bases.

AR <증강현실 소요산>과 XR <확장현실 소요산>은 VR영화 <소요산>의 확장 버전으로, 

관객들은 가상 장소와의 더욱 강화된 상호 작용적 체험을 통해 망각된 기억에 접속한다.

The AR The Augmented Reality of Monkey House and the XR The Extended Reality of 

Monkey House are the extended versions of the VR film Tearless. Via the virtual space and 

the reinforced interactional experience it provides, the audience can relive lost history.

* VR 상영 <소요산>, <동두천>과 같은 장소에서 전시됩니다. (상영 중 전시 입장 제한)

*  It is exhibited at the same venue of VR screening Tearless and Bloodless.                                              

(Entrance limitations during the screening)

소요산  Tearless

동두천  Bloodless  

증강현실 소요산 + 확장현실 소요산

The Augmented Reality of Monkey House +

The Extended Reality of Monkey House

김진아

Gina KIM

South Korea, United States | 2021 | 12min | Color

*	상영시간표는	35쪽	참조.

			Please refer to page 35 for the schedule.

Remembering Oblivion: The Immersive Cinema of Gina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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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민

CHA Jeamin

South Korea | 2020 | 12min | Color

정여름 작가 + 차재민 작가 단편선
JEONG Yeoreum + CHA Jeamin Shorts

차재민

CHA Jeamin

South Korea | 2019 | 30min | Color

상담의 양가성과 복잡성에 대해 말하는 한국 여성 심리

상담사들의 인터뷰와 큰 나무를 이동시키는 과정이

교차한다.

Sound Garden alternates between scenes of large 

trees being transported and that of interviews with 

South Korean female mental health counselors who 

reflect on counseling’s ambivalence and complexity.

사운드 가든  Sound Garden

파운드 푸티지와 직접 촬영한 장면으로 이루어진 에세이 영상.

엘리는 개발 중인 AI 심리 상담사의 이름이자, 영상에 

등장하는 개의 이름이다.

Ellie’s Eye is a video essay composed of found and 

original footage. Ellie is the name of an AI therapist 

in development at the time of writing, as well as 

the name of one of the dogs featured in the work.

엘리의 눈  Ellie's Eye

[121]  MB7  8.26  20:00  GV

[325]  MB7  8.28  16:30

| 망각을 기억하기: 김진아 VR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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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 아카이브의 맹점들 
Restored:
Blind Spot(s) in Film Archives 

최근 몇 년간 세계 각지의 내셔널 아카이브와 필름 파운데이션에서

복원된 여성 감독들의 작품을 상영하는 특별전.

This special section shows films by female directors that

have been preserved and restored by national archives 

and film foundations around the world.

*	상영작 순서는 연도순입니다.

*	Films are listed in chronological order.



100 101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한 여성이 포르투갈 당국에 체포된 

남편을 찾아 도시 외곽에서 루안다의 중심부로 향한다. 

하지만 남편의 행방은 묘연하고 아내는 그를 찾기 위해 

교도소를 전전한다. 이는 이후 봉기의 발화점이 된다. 

<전함 포템킨>(1926)에 비견되었던 만큼 강렬한 혁명영화.

Based on a true story, the film follows a young 

woman as she makes her way from the outskirts of 

Luanda toward the city’s center looking for her 

husband after his arrest by the Portuguese 

authorities – an incident that ultimately helps ignite 

an uprising.

19세기 말, 프랑스 퐁텐블로의 한 예비 신부 학교 신입생

올리비아는 매력적인 교장 쥘리에게 빠진다.

Late in the 19th century, at a finishing school for 

young girls near Fontainebleau, France, a new 

student Olivia falls for the fascinating headmistress 

Miss Julie.

젊은 역사가 엘리자베트는 19세기 사회주의자이자 

페미니스트인 플로라 트리스탕이 활동했던 리옹으로 여행을 

떠난다. 엘리자베트는 트리스탕의 발자취를 따라 마을 이곳

저곳을 돌아다닌다. 그는 트리스탕이 들었을 소리들을 

작은 카세트 녹음기로 재구성하여 소리와 소음, 

그리고 도시의 표면으로부터 역사의 단면을 드러내려 한다.

Elisabeth, a young historian, travels to Lyon, where 

socialist and feminist Flora Tristan was active in the 

19th century. Following in her footsteps, Elisabeth 

roams the old town, trying to reconstruct the 

sounds Flora must have heard and revealing layers 

of history in noises, faces, and facades.

올리비아  Olivia 리옹으로의 여행  Blind Spot

자클린 오드리

Jacqueline AUDRY

France | 1950 | 97min | B&W

[318]  MB9  8.28 13:00     [427]  MB9  8.29  20:00

클라우디아 폰알레만

Claudia VON ALEMANN

Germany | 1981 | 113min | Color

[217]  MB8  8.27  14:00     [518]  MBMX  8.30  19:00

다나카 기누요

TANAKA Kinuyo

Japan | 1953 | 95min | B&W

[228]  MB1  8.27  20:30  PE      [504]  MBMX  8.30  13:30

사라 말도로르

Sarah MALDOROR 

France, Angola | 1972 | 99min | Color

[218]  MB9  8.27  14:00     [510]  MBMX  8.30  16:30

패전 후 일본으로 돌아온 레이키치는 일본 여성들이 미군에게 

보내는 연애편지를 번역하는 일을 하며, 한편으로 잃어버린 

옛 연인을 찾고 있다. 일본의 대배우 다나카 기누요의 연출 

데뷔작으로, 전후 일본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여성의 

시선으로 담고 있다.

Reikichi, a repatriated veteran, searches for his 

lost love while translating romantic letters from 

Japanese women to American GIs. The film depicts 

with incisive complexity the fraught adaptation of 

Japanese soldiers to a changed society as well as 

the moral condemnation of Japanese women who 

became involved with the enemy.

연애편지  Love Letter

삼비장가  Sambizanga

리메이미

LEE Mimi

Taiwan | 1982 | 93min | Color | Korean Premiere

[524]  MB9  8.30  19:30     [601]  MB1  8.31  13:30

여자고등학교에 다니는 즈팅과 자린은 절친한 사이다. 

두 사람의 관계에 흥미를 느낀 춘쉐는 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즈팅에게 거절을 받는다. 수치심을 느낀 춘쉐는 

두 사람이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한다.

Chih-Ting and Chia-Lin, two students at Pingtung 

Girls’ Senior High School, are close friends. But their 

closeness draws the attention of Chun-Hsueh, who 

then wants to befriend them but is rejected by 

Chih-Ting. Feeling humiliated, Chun-Hsueh spreads 

rumors about them being lesbians.

여학교  Girl's School

카밀 빌롭스, 제임스 V. 해치

Camille BILLOPS, James V. HATCH

United States | 1982 | 28min | B&W

[122]  MB8  8.26  20:00     [515]  MB8  8.30  16:00

아버지로부터 수년간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흑인 여성 

수잰은 자기 파괴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버지의 폭력, 그리고 

똑같이 폭행에 시달렸던 어머니의 수동적 공모를 이해해야 

한다. 수년간의 침묵 끝에 수잰과 어머니는 자신들이 겪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공유하게 된다.

Suzanne, after year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is driven to understand her father’s violence 

and her mother’s passive complicity as the keys 

to her self-destruction. After years of silence, she 

and her mother are finally able to open up to one 

another about their painful past.

* <이카루스 (아멜리아 이후)>(p77)와 함께 상영됩니다.

* This film will be double featured with Icarus (after Amelia) (p77).

수잰, 수잰  Suzanne, Suzanne

Restored: Blind Spot(s) in Film Archives  || 복원: 아카이브의 맹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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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전투의 조선인 ‘군속(軍屬)’과 ‘위안부’의 실상을 좇는 

작품. 100명이 넘는 전쟁 체험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오키나와에 강제 연행된 ‘군속’에 대한 일본인 병사의 학대와 

‘위안부’의 비극을 밝힌다. 영화는 '위안부'가 천황의 군대가 

벌인 성폭력이라고 문제 제기를 하며 일본 내에서 상영 

운동을 불러 일으켰다.

It traces the truth about the Korean “military 

laborers” and “comfort women” in Okinawa. Based 

on the testimonies of over 100 survivors, the 

film reveals Japanese soldiers’ torture of “military 

laborers” and the tragedy of “comfort women,” and 

raises the issue that “comfort women” were forced 

into sexual slavery by the Imperial Japanese Army.

홍콩에서 호주로 이주한 후 부서진 중국 가족이 차츰 

다시 뭉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간다. 홍콩 뉴 웨이브 세대 

클라라 로 감독이 호주 이주 이후 처음 연출한 작품으로, 

호주 아시아 디아스포라 영화의 역사를 시작한, 장소와 

이주에 대한 낯설면서도 친밀한 감각이 인상적인 영화.

This film is about a Chinese family that falls apart 

after moving from the East to the West. Gradually, 

they find a way of coming together again.

아리랑의 노래 - 오키나와의 증언  Song of Arirang - Voices from Okinawa 떠도는 삶  Floating Life

박수남

PARK Soonam

Japan | 1991 | 100min | Color | International Premiere

[314]  MB5  8.28  13:30     [610]  MB6  8.31  16:00

클라라 로

Clara LAW

Australia | 1996 | 97min | Color | Korean Premiere

[216]  MB7  8.27  14:00     [420]  MBMX  8.29  19:30  PE

마리아 마젠티

Maria MAGGENTI

United States | 1995 | 95min | Color

[302]  MBMX  8.28  10:30     [425]  MB7  8.29  20:00

부지영

BOO Jiyoung

South Korea | 2008 | 96min | Color

[119]  MB5  8.26  19:30     [329]  MBMX  8.28  20:00  GV

노동자 계급 레즈비언 가족에서 자라난 반항적인 톰보이 

랜디 앞에 부유한 학교 인기인 이비가 나타난다. 단번에 

서로에게 끌린 두 사람은 인생을 바꿔 놓을 연애를 시작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 1990년대 퀴어 로맨스 

영화의 정전과도 같은 영화. 

Randy, a rebellious working-class tomboy, meets 

the beautiful, popular, well-to-do Evie when Evie 

brings her Range Rover into the repair shop where 

Randy works after school. Immediately intrigued 

by each other, the two girls start a romance that 

delights and disrupts their lives. This daring film is 

an iconic part of the 1990s queer cinema canon.

아버지가 다른 명주와 명은은 갑작스런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오래전에 자취를 감춘 명은의 아버지를 찾아 여행을 

떠난다. 명은은 명주의 일거수일투족이 못마땅하고 명주는 

뒤늦게 아버지를 찾으려는 명은을 이해할 수 없다.

After a mother's funeral, the younger daughter 

suggests a trip to the older sister. The two sisters 

not only have different fathers but different 

lifestyles and personalities as well. During the trip, 

they constantly quarrel, but they also share the 

secrets of their fathers and gradually come to 

understand each other.

두 소녀가 사랑에 빠진 믿을 수 없는 진짜 이야기
The Incredibly True Adventure of Two Girls in Love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Sisters on the Road

Restored: Blind Spot(s) in Film Archives  || 복원: 아카이브의 맹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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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ry Ock Rang  |

옥랑문화상
Documentary Ock Rang

'피치&캐치' 옥랑문화상 수상작을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인다. 11회 수상작 <장기자랑>, 

12회 수상작 <무브@8PM>이 상영된다.

Documentary Ock Rang showcases winning films of the Ock Rang Award at Pitch&Catch 

with its world premiere. The award-winning films, The Talent Show at the 11th Pitch&Catch 

and MOVE@8PM at the 12th Pitch&Catch, will be screened.

이소현

LEE Sohyun

South Korea | 2022 | 95min | Color | World Premiere

[231]  MB4   8.27  19:30  GV      [509]  MB1  8.30  16:30

정가원

JUNG Gawon

South Korea | 2022 | 84min | Color | World Premiere

[213]  MB4  8.27  13:00  GV      [602]  MB3  8.31  13:30

중년 여성들이 늦은 나이에 연기를 시작하고 극단을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연극을 그만둘 수가 없다.

Middle-aged women start acting and launch a 

drama club. However, nothing big or small goes 

right. But they never give up the play.

문워크를 좋아하는 보안 검색 감독관 이안, 돌처럼 단단하게 

춤추는 이공계 대학원생 돌, 비보잉을 잘하는 장애인 인권 

운동가 김유스. 성격도 직업도 너무 다른 퀴어들이 춤을 

추기 위해 한 팀이 된다. 정체성을 숨겨야 하는 세상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무대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춤을 추는 

퀴어 댄스 팀 큐캔디. 어느 날 큐캔디에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친다.

Members of a queer dance team, all in their 30s 

and 40s, decide to come out. This unprecedented 

documentary presents the story of LGBT people in 

South Korea through spectacular rhythms, music, 

and moves.

장기자랑  The Talent Show 

무브@8PM  MOVE@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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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X Gender  |

필름X젠더
Film X Gende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여성 감독 단편 제작 프로젝트 

필름X젠더의 작품이 상영되는 섹션.

Film X Gender screens short films made with production support 

from the program Film X Gender host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김나연

KIM Nayeon

South Korea | 2022 | 19min | Color | World Premiere

[316]  MB7  8.28  13:00  PE      [611]  MB7  8.31  16:00

이혜지 

LEE Hyeji

South Korea | 2022 | 31min | Color | World Premiere

[316]  MB7  8.28  13:00  PE      [611]  MB7  8.31  16:00

이민을 꿈꾸는 시연은 해외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유학 준비를 하던 시연은 친할아버지 영범이 

돌아가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임종을 지키고 

떠나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낀다. 영범을 돌보는 엄마 

미숙과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사는 고모 현정을 보며 

시연은 한국을 떠나는 것을 고민한다.

Siyeon receives a letter of acceptance to a graduate 

school abroad and dreams of emigrating. However, 

she hears that her grandfather Yeong-beom could 

die soon. She feels that she has to stay by his side. 

Two different ways of life—her mother taking care 

of Yeong-beom and her aunt leading a different 

life—make Siyeon think hard about leaving Korea.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의 가치관까지 사랑할 수는 없는 

가영. 결국 가영은 엄마를 욕하는 내용의 영화를 찍기로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가영을 돕는 사람은 엄마뿐이다.

Gayoung loves her mother but does not love her 

mother’s views on life, so she decides to make a 

film about her mother’s faults. Ironically, the only 

person who helps Gayoung is her mother.

무브 포워드  Move Forward  

엄마 극혐  My Annoying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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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Special Screening  |

특별 상영
Special Screening

배리어프리
Barrier Free

기존 영화에 음성 해설과 대사, 음악, 사운드 등의 정보를 알리는 자막을 넣어

관람 장벽을 낮춘 배리어프리 버전을 상영한다.

It screens barrier-free versions of existing films by adding subtitles 

and film information, such as voice commentary, dialogue, music, and sound.

윤단비

YOON Danbi

South Korea | 2020 | 104min | Color

[222]  MB4  8.27  16:00  GV      [609]  MB5  8.31  16:00

마르탱 부르불롱

 Martin BOURBOULON

France, Belgium, Germany | 2021 | 108min | Color

[101]  MB1  8.26  13:00                               * 무료 Free  

방학 동안 아빠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된 남매 

옥주와 동주. 그렇게 오래된 2층 양옥집에서의 여름이 

시작되고 한동안 못 만났던 고모까지 합세하면서 기억에 

남을 온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During summer vacation, Okju, her little brother 

Dongju, and their father have to stay at their 

grandpa’s house. Soon their aunt moves in as well, 

and memorable stories of the whole family unfold 

from there.

자유의 여신상을 완성하고 프랑스로 돌아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건축가 귀스타브 에펠. 1889년 파리의 

세계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300미터 

높이의 탑 설계를 제안한다. 주민들의 반발과 예술가들의 

탄원서, 언론의 비판으로 위기에 처하지만, 에펠은 20년 전 

떠나 보낸 옛사랑 아드리엔을 되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탑을 완성한다.

The government is asking Eiffel to design 

something spectacular for the 1889 Paris World Fair, 

but he simply wants to design the subway. 

Suddenly, everything changes when he crosses 

paths with a mysterious woman from his past.

남매의 여름밤  Moving On 에펠  Eiffel

| 배리어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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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포럼

미래완료 - 

공정의 현재와 미래적 재구성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쟁점들’은 그해 중요하고 긴급한 

페미니즘 의제를 제시하는 섹션으로, 매년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집중 포럼을 마련한다. 24회 ‘쟁점들’ 포럼의 주제는 

‘미래완료 - 공정의 현재와 미래적 재구성’으로,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와 공동 주최한다.

* 무료

일시 8.29(월) 14:00~17:00

장소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MX관

1부 패널 발표

사회 김주희 (덕성여자대학교 차마리사교양대학 교수) 

발표 1. 페미니스트 크리틱: 능력주의와 결탁한 '공정' 담론

   김정희원 (애리조나주립대학교 교수)

2.  최근 여성 감독 자기 고백 다큐멘터리와                    

공정의  감각

    배주연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토론 권김현영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

황미요조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2부 라운드테이블 토론

사회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시론 정의로운 불공정: 공정에 대한 관계론적 접근

김애령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연구교수)

발표 권나미 (동물권행동 KARA 교육미디어팀 활동가),

김예원 (한국 녹색당 공동대표),

최혜영 (프로듀서, <섬이없는지도>)

스타 토크

배우 방민아 X 감독 이우정

올해의 홍보대사 방민아 배우와 지난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장편 경쟁작 <최선의 삶>(2020)을 

연출한 이우정 감독이 핀란드에서 온 세 소녀의 

성장극 <걸스 걸스 걸스>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시 8.26(금) 20:00

<걸스 걸스 걸스>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MX관

패널 방민아 (배우),

이우정 (영화감독)

감독 대 감독

감독 박현진 (<모럴센스>) vs 

감독 최희서 (<반디>)

스크린에서 OTT 플랫폼으로 건너가 <모럴센스>(2022)를 

연출한 박현진 감독과 단편영화 <반디>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한 배우 최희서가 나누는 연출의 기쁨과 고통에 대하여.

일시 8.28(일) 17:00

새로운 물결 단편선 2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MX관

패널 박현진 (영화감독),

최희서 (영화감독)

배우 김아중 X 감독 변영주

김아중 배우, 변영주 감독이 올해 작고한 강수연 배우를 

추모한다. <아제 아제 바라아제>를 관객들과 함께 보고, 

배우 강수연이 한국 영화사에 남긴 존재와 자취를 

기억한다. 

일시 8.27(토) 20:00

<아제 아제 바라아제>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MX관

패널 김아중 (배우), 

변영주 (영화감독)

Polemics Forum

The Future Perfect - The Sense of and the 

Consensus on Imminent Justice

“Polemics” of SIWFF is a section that presents clinical 

and urgent feminist agendas of the year, and it organizes 

related film screenings and an intensive forum every 

year. The theme of the 24th edition of Polemics Forum 

is “The Sense of and the Consensus on Imminent 

Justice,” and the forum is co-hosted by the Critical 

Global Studies Institute at Sogang University.

* Free

Time Aug 29 (Mon) 14:00-17:00

Venue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MX

Part 1 Presentation

Moderator KIM Joohee (Professor of Cha Marisa College 

at Liberal Arts, Duksung Women's University)

Presentation 1.  Debunking the Fairness Myth from a 

Feminist Perspective 

    KIM Heewon (Professor of Arizona State 

University)

2.  Self-confessed Documentary of the 

Recent Female Directors and the Sense 

of Fairness

    BAE Juyeon (Research Professor of CGSI, 

Sogang University)

Discussion KWONKIM Hyunyoung (SIWFF Executive 

Committee Member),

HWANG Miyojo (SIWFF Programmer)

Part 2 Roundtable Discussion

Moderator KIM Eunshil (Professor of Ewha Womans 

University)

Keynote 

Speech

Just Unfairness: A Relational Approach to 

the Fairness

KIM Aeryung (HK Professor of EIH, Ewha 

Womans University)

Discussion KWON Nami (KARA),

KIM Ye-won (Green Party),

CHOI Hyea-yeong (Producer)

Star Talk

Actor BANG Min-ah X Director LEE Woo-jung

Actor and this year’s festival ambassador Bang Min-

ah will sit down with Lee Woo-jung, director of 

Snowball (2020), which screened at last year’s SIWFF’s 

competitive section, to discuss Girl Picture, the coming-

of-age story of three girls from Finland.

Time Aug 26 (Fri) 20:00

After screening Girl Picture

Venue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MX

Panel BANG Min-ah (Actor),

LEE Woo-jung (Director)

Directors on Directors

Director PARK Hyunjin (Moral Sense) vs. 

Director Moon CHOI (Bandi)

On the pleasure and pain of directing, featuring 

Park Hyunjin, who moved from the big screen to 

an OTT platform and directed Moral Sense (2022), and 

actor Moon Choi, who debuted as a director with the 

short film Bandi.

Time Aug 28 (Sun) 17:00

After screening New Currents Shorts 2

Venue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MX

Panel PARK Hyunjin (Director),

Moon CHOI (Director)

Actor KIM A-joong X Director BYUN Youngjoo

Actor Kim A-joong and director Byun Youngjoo will 

pay tribute to influential actor Kang Soo-yeon, who 

passed away this year. They will share their memory 

and thoughts after watching Aje Aje Bara Aje with the 

audience.

Time Aug 27 (Sat) 20:00

After screening Aje Aje Bara Aje

Venue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MX

Panel KIM A-joong (Actor),

BYUN Youngjoo (Director)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

* 영어 통역 및 번역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in English is not supported.

공동 주최

Co-hosted by

후원

Sponso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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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토크

[대담과 강연] 

클라라 로 - 떠도는 삶의 감각이 만드는 영화들

홍콩 뉴웨이브의 대표 여성 감독이자, 호주 아시아 

디아스포라 영화의 영원한 걸작 <떠도는 삶>을 

연출한 클라라 로 감독이 자신의 미학과 연출 철학을 

이야기한다. 영화의 장소와 이동의 감각에 대한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 본다.

일시 8.29(월) 19:30

<떠도는 삶>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MX관

패널 클라라 로 (영화감독)

[라운드테이블] 영화사의 맹점들 - 

여성, 영화사, 아카이브 

최근 몇 년간 세계 각지의 아카이브와 필름 파운데이션에서 

복원된 중요한 여성영화들을 중심으로, 아카이브와 

영화사 쓰기의 남성 편향적 역사와 여성주의적 재구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시 8.27(토) 20:30 

<연애편지>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1관

패널 사이토 아야코 (메이지 가쿠인 대학교 교수),

디파 단라지 (영화감독), 

부지영 (영화감독),

조인한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프로그래머)

[대담과 강연]

망각을 기억하기 - 

감독 김진아 by 작가 차재민

‘망각을 기억하기: 김진아 VR 특별전’에서 상영되는 

김진아 감독의 VR, ARM XR 작품을 중심으로, 

신체와 장소를 매개하는 뉴 미디어 체험, 특히 여성과 

마이너리티 재현, 역사 쓰기와 관련하여 뉴 미디어가 

확장하는 영역들에 관해 김진아 감독, 차재민 작가가

함께 대화를 나눈다.

일시 8.28(일) 19:00~20:00

장소 문화비축기지 T2

패널 김진아 (영화감독), 

차재민 (작가)

[라운드테이블] 마치 전쟁과 같은 것 

- 모성과 신체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인도 하층민 여성에게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국가의 강제 

불임 수술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 <마치 전쟁과 같은 것>의 

디파 단라지 감독, 임신중단을 원하는 여성들을 도왔던 

비밀 결사 조직에 대한 다큐멘터리 <더 제인스>를 연출한 

티아 레슨, 에마 필더스 감독, 그리고 한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여성의 재생산 결정권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시 8.27(토) 10:00

유간타 - 디파 단라지 작품선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MX관

패널 디파 단라지 (영화감독), 

티아 레슨 (영화감독), 

에마 필더스 (영화감독),

김수정 (낙태죄 위헌 청구인 공동대리인단장),

권인숙 (국회의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Special Talk

[Conversation and Lecture]

Clara LAW - The Films of Floating Life 

Clara Law, the reputed female director of the Hong Kong 

New Wave, including the film Floating Life, an eternal 

masterpiece of the Asian diaspora in Australian cinema, 

will discuss her aesthetics and directing philosophy. She 

will also share her director's story about the location of 

the film and its sense of migration.

Time Aug 29 (Mon) 19:30

After screening Floating Life

Venue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MX

Panel Clara LAW (Director)

[Roundtable] The Blindspots of Film History - 

Women, Film History, and Archiving 

Centering around essential feminist films that have been 

restored from archives and film foundations around 

the world, we will talk about the male-biased history of 

archiving and writing film history as well as the feminist 

reconstruction of it.

Time Aug 27 (Sat) 20:30 

After screening Love Letter

Venue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1

Panel SAITO Ayako (Professor of Meiji Gakuin 

University),

Deepa DHANRAJ (Director), 

BOO Jiyoung (Director),

CHO Inhan (EXiS Programmer) 

[Conversation and Lecture]

Remembering Oblivion - 

A Conversation with Gina KIM 

by CHA Jeamin

Centering around director Gina Kim’s VR and ARM XR 

works screened as part of “Remembering Oblivion: The 

Immersive Cinema of Gina KIM,” Kim and artist Cha Jeamin

will talk about spheres expanded by new media, 

especially in relation to new media experiences that 

mediate body and spac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and minorities, and writing history.

Time Aug 28 (Sun) 19:00-20:00

Venue Oil Tank Culture Park T2

Panel Gina KIM (Director),

CHA Jeamin (Artist)

[Roundtable] Something Like a War - 

On Women's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Director Deepa Dhanraj who produced a documentary, 

Something Like a War accusing the government-led 

infertility surgery in India, which was widely conducted 

to Indian low-class women, directors Tia Lessin 

and Emma Pildes who created a documentary, The Janes 

about the Jane Collective, a clandestine organization 

that helped women who wanted to stop pregnancy, and 

experts in Korea talk about women's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and the powers that infringe on it.

Time Aug 27 (Sat) 10:00

After screening Yugantar - Deepa DHANRAJ Films

Venue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MX

Panel Deepa DHANRAJ (Director), 

Tia LESSIN (Director), 

Emma PILDES (Director),

KIM Soo-jung (Lawyer),

KWON Insook (Congress Member, Chairperson 

of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mmittee)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

Program Event  || 프로그램 이벤트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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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지금 여기 풍경 – 

국물과 잔소리, 옥수수와 미싱에 바치는 찬사

여성의 일상을 구성하는 노동의 풍경은 어떠한가. 한국의 

어느 집이든 국물이 있어야 하고, 잔소리는 아이들을 자라게 

하며, 야채 행상과 미싱은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여성들의 

생계이다. 이 모든 것을 구성하는 여성의 일과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일시 8.28(일) 16:30

<수프와 이데올로기>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6관

패널 김진열 (영화감독), 

김정영 (영화감독), 

양영희 (영화감독), 

이숙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 영화감독)

[라운드테이블] 지역적 관점을 갖는다는 것 - 

지역 여성 영화제의 역사들

전국에 크고 작은 여성 영화제들이 있다. 매년 영화제를 

기획하고 지역 여성 운동을 고무시키는 노력을 해 온 

역사는 어떻게 서로 공명하는가. 그리고 운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중심에서 주변으로 시선을 옮기고 지역적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시 8.26(금) 16:00

지역여성영화제 + 

할리우드의 아이다 루피노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1관

패널 김채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김미희 (대구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윤홍경숙 (제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변영주 (영화감독),

류부영 (인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라운드테이블] 젠더로 필름하기 - 

2022년의 필름X젠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주관하는 여성 감독 단편영화 

제작 사업 ‘필름X젠더’의 2022년 작품 제작 과정을 

들어 보고, 젠더적 관점으로 제작하는 단편영화의 미덕과 

이를 활용한 현장 성평등 교육 이야기를 들어 본다.

일시 8.28(일) 13:00

필름X젠더 단편선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7관

패널 부지영 (영화감독),

안보영 (제작사 필름영 대표, 프로듀서),

이숙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 영화감독),

조혜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혁신본부장, 

교수),

김나연(영화감독, <무브 포워드>),

이혜지(영화감독, <엄마 극혐>)

[Roundtable] The Landscape of Here in Now - 

An Hommage to Soup, Corns, Nitpicking, 

and Sewing

What is the landscape of labor that constitutes women's 

daily lives? Soup is a must in any household in Korea; 

nitpicking makes children grow properly; and vegetable-

peddling and sewing are the livelihoods of impoverished 

women. We will discuss the labor of women within these 

contexts.

Time Aug 28 (Sun) 16:30

After screening Soup and Ideology

Venue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6

Panel KIM Jin-yeoul (Director), 

KIM Jungyoung (Director), 

YANG Yong-hi (Director), 

LEE Sukgyung (SIWFF Executive Committee 

Member, Director)

[Roundtable] Having a Local Perspective: 

Histories of Local Women’s Film Festivals

There are big and small women’s film festivals all over 

Korea. They have the histories planning the festivals 

every year and making efforts to inspire women’s 

movements in local areas, and how do they resonate 

with each other? Above all, what does it mean to move 

your eyes from the center to the periphery and have 

a local perspective, when talking about the history of 

movement?

Time Aug 28 (Fri) 16:00

After screening Local Women's Film Festival + 

Ida Lupino - Gentlemen & Miss Lupino

Venue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1

Panel KIM Chae-hee (WFFIG Festival Director),

KIM Mihee (DWFF Festival Director), 

YUNHONG Kyungsook (JJWFF Festival 

Director),

BYUN Youngjoo (Director),

LYOU Booyoung (WFFII Festival Director)

[Roundtable] Filming with Gender - 

Film X Gender in 2022

We will listen to the 2022 production process of 

"Film X Gender," a short film production project for female 

directors, hosted by the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KIGEPE) and organized by the 

SIWFF. We will also consider the virtues of short films 

produced from a gender perspective, as well as on-site 

gender equality education created while utilizing it.

Time Aug 28 (Sun) 13:00

After screening Film X Gender Shorts

Venue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7

Panel BOO Jiyoung (Director),

AN Boyoung (CEO of FILMYOUNG, Producer),

LEE Sukgyung (SIWFF Executive Committee 

Member, Director),

CHO Hyeryeon (Managing Director of Division 

of Innovation Education, Professor),

KIM Nayeon (Director, Move Forward),

LEE Hyeji (Director, My Annoying 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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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 순간들] 

번쩍하는 배우 한예리의 시작

배우 한예리의 초기 단편선 상영 후, 모두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던 배우 한예리의 시작과 스크린에 존재감을 

각인하며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시 8.27(토) 16:00

예리한 순간들 단편선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MX관

패널 한예리 (배우)

[예리한 순간들] 

배우 한예리를 구성하는 것은

배우 한예리가 '나를 배우로 이끈 영화'로 추천한 

<화양연화>를 함께 본 후 지금의 배우 한예리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자극과 영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일시 8.28(일) 13:30

<화양연화>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MX관

패널 한예리 (배우)

[The moments with Yeri HAN] 

The Beginning of Actor HAN Yeri

After the screening of actor Han Yeri's early short 

films, she will discuss her beginnings, how she opened 

everyone's eyes, and the path she walked while 

stamping her presence on the screen.

Time Aug 27 (Sat) 16:00

After screening The moments 

with Yeri HAN Shorts

Venue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MX

Panel HAN Yeri (Actor)

[The moments with Yeri HAN] 

What makes up Actor HAN Yeri

After watching In the Mood for Love, as recommended by 

actor Han Yeri as a “film that led me to become an actor,” 

we will listen to the inspirations and influences that have 

made Han who she is today.

Time Aug 28 (Sun) 13:30

After screening In the Mood for Love

Venue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MX

Panel HAN Yeri (Actor)

부대행사
Annual Function

지역여성영화제 네트워크 간담회

2019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는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제주를 비롯한 14개 지역 여성 영화제의 활동가들이 

모여 지역여성영화제 네트워크 협의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했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여성영화제’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여성 영화인들을 발굴·소개하고, 

여성의 시선으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와 여성 서사 

영화를 함께 논하며 우리 사회에 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여성영화제 네트워크는 지역 장벽을 넘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대를 통해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며 

매년 간담회를 진행한다. 24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영화제의 현황과 고민을 나누고, 

지역별 여성 이슈를 공유하고 국내외 여성영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등 네트워크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이다.

일시 8.26(금) 11:00

장소 문화비축기지 T6 커뮤니티센터

※ 본 행사는 외부 초청 없이 네트워크 구성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Conference of the Network of Local 

Women’s Film Festival

The SIWFF officially launched the Network of Local 

Women’s Film Festival for which activists from fourteen 

local women’s film festivals, including those in Seoul, 

Incheon, Daegu, Gwangju, and Jeju, gathered in 2019. 

They continue to make efforts to spread gender equality 

in society by discovering and introducing Korean female 

filmmakers in the name of the Women’s Film Festival 

and by discussing both films that address social issues 

from women’s perspectives and narrative films that 

focus on women.

As such, the Network of Local Women’s Film Festival 

conducts annual meetings to promote each other’s 

development through solidarity, based on trust beyond 

local barriers. At the 24th SIWFF, we will share the 

current status and concerns of post-COVID-19 film 

festivals, consider women’s issues by region, and discuss 

the flow of women’s films at home as well as abroad.

Time Aug 26 (Fri) 11:00 

Venue T6 Community Center, Oil Tank Culture Park

※  Only network members can attend this conference, without 
any outside invi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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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캐치
Pitch&Catch

Pitch&Catch  || 피치&캐치

피치&캐치
Pitch&Catch

피치&캐치 프로젝트 피칭(이하 ‘피치&캐치’)은 여성 창작자의 

기획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육성한다.  ‘피치&캐치’는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획 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차별화된 피칭 

랩을 통해 작품을 발전시켜 영화 산업 관계자들에게 선보이는 

경쟁 피칭 프로그램이다.

올해 13회를 맞이하는 ‘피치&캐치’에는 총 122편의 작품이 공모 

접수하여 치열한 예심을 치렀으며, 극영화 5편과 다큐멘터리 

5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0편의 프로젝트는 두 달여간 

집중적인 피칭 닥터링과 작품 멘토링을 거쳐, 8월 30일(화)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공개되는 피칭 행사에서 

피칭 결과물을 선보이며 경쟁하게 된다. 피칭 행사 후에는 

영상 산업 관계자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다. 피칭 행사와 

비즈니스 미팅은 사전 신청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현장 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13회 ‘피치&캐치’에는 현물지원 포함 총 8,100여만 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피칭 행사에는 업계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된 

본심 심사위원단이 참석하여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며, 

수상작은 8월 31일(수) 폐막식에서 공개된다.

Pitch&Catch Project Pitching (hereinafter, Pitch&Catch) 

supports and fosters developing projects by female 

creators. This year, the program’s 13th anniversary, 

a total of 122 projects were submitted for the contest 

and passed a fierce preliminary review. In the end, 

five feature films and five documentaries were selected. 

These ten selected projects will receive pitch doctoring 

and mentoring for approximately two months prior to 

the festival, and the results will be shown at the pitching 

event to be unveiled at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on Tuesday, August 30. Afterward, the various 

filmmakers will have business meetings with industry 

insiders. Industry insiders may apply for the pitching 

event and the business meetings in advance online, 

and on-site applications will also be accepted on each 

day of the events.

A total of KRW 81 million, including cash awards and in-

kind support, is at stake in the 13th Pitch&Catch. Five jury 

members from the industry will attend the main pitching 

event and decide on the final awardees, and the award-

winning projects will be unveiled at the closing ceremony 

of the SIWFF on Wednesday, August 31.

시상 내역

극영화 부문

메가박스상 상금 2,000만 원

피치&캐치상 상금 1,000만 원

벨로시티상 사운드 후반 작업 현물 지원

다큐멘터리 부문

옥랑문화상 상금 2,000만 원

시우프상 상금 1,000만 원

포스트핀상 후반 작업 현물 지원

관객상 메가박스 디렉터 카드

* 상금 수상작을 제외한 선정작 6편에는 피칭 지원금 각 100만 원 제공

Awards

Feature Film

MEGABOX Award Cash award, KRW 20,000,000

Pitch&Catch Award Cash award, KRW 10,000,000

Velocity Award In-kind support for post-production 

sound service

Documentary Film

Ock Rang Award Cash award, KRW 20,000,000

SIWFF Award Cash award, KRW 10,000,000

Post Fin Award In-kind support for post-production 

service

Audience Award MEGABOX Director Card

*  The six selected projects, except the cash award winners, will be 

provided with cash support of KRW 1,000,000 each.

행사 일정

8.30(화) 10:00 ~ 11 :00

11 :00 ~ 12:00 

다큐멘터리 피칭

극영화 피칭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4관

13:00 ~ 18:00 비즈니스 미팅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4관

8.31(수) 19:00 시상식(폐막식)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MX관

-  피치&캐치 프로젝트 피칭 행사 및 비즈니스 미팅은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열리는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행사장에서                  

현장 진행되며, 별도의 온라인 행사 송출이나 온라인 비즈니스 미팅은 없습니다.

- 피칭 행사 참석 및 비즈니스 미팅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현장에서도 신청 접수하실 수 있으며, 명함(혹은 업계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신분증)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심사위원 및 멘토 (가나다 순)

예심 심사위원 (극영화 부문) 김성환 (㈜어바웃필름 대표), 김지연 (크랭크업필름 대표), 여미정 (와이낫필름 대표)

예심 심사위원 (다큐멘터리 부문) 김숙현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조교수), 김영 (미루픽처스 대표), 박소현 (영화감독)

본심 심사위원 곽신애 (㈜바른손이앤에이 대표), 김난숙 (㈜영화사 진진 대표), 신연식 (㈜루스이소니도스 대표), 

양영희 (영화감독), 이정세 (메가박스(주)중앙 콘텐트본부 이사)

멘토 (극영화 부문) 강지연 (㈜영화사 시선 대표), 김유경 (㈜영화적 순간 대표), 엄주영 (씨네주(유) 대표)

멘토 (다큐멘터리 부문) 김진열 (영화제작사 보리 대표), 주현숙 (영화감독), 진명현 (무브먼트 대표)

Jury & Mentor

Preliminary Jury (Feature Film) KIM Sung-hwan (about Film), KIM Ji-yeon (CRANKUP FILM), YEO Mi-jeong (Whynot Film)

Preliminary Jury (Documentary) KIM Sook-hyun (Seoul Women's University), KIM Young (MIRU Pictures), 

PARK So-hyun (Director)

Jury of Finals Cine KWAK (Barunson E&A), KIM Nan-sook (JINJIN Pictures), SHIN Yeon-sik (LUZ Y SONIDOS), 

YANG Yong-hi (Director), LEE Jung-se (MEGABOX JoongAng, Inc.)

Mentor (Feature Film) KANG Ji-youn (SEE SUN Film Co.LTD), Alex KIM (CINEMATIC MOMENT), 

EUM Zoo-young (CINE ZOO Ltd.)

Mentor (Documentary) KIM Jin-yeoul (FILM PRODUCTION BARLEY), JOO Hyun-sook (Director),

JIN Myung-hyun (MOVement)

Event Schedule

Aug 30 (Tue) 10:00 - 1 1 :00

11 :00 - 12:00 

Documentary Pitching

Feature Film Pitching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4

13:00 - 18:00 Business Meetings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4

Aug 31 (Wed) 19:00 Awards Ceremony (Closing Ceremony)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MX

-  Pitch&Catch and the business meetings will be held at the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where the SIWFF will also 

be held. There will be no online live show or online business meetings.

- It is necessary to apply online in advance to attend Pitch&Catch and participate in the business meetings.

-  Those who have not yet registered can still apply for the events on-site but must have a business card (or other ID that 

proves that they are working in the industry).



120 121

관객 서비스
Discounts for Audience

Promise for 10 Years  || 관객 서비스

10년의 약속
Promise for 10 Years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 주변 관객 할인 제휴 업체

FC서울 팬카페

(월드컵경기장역 2번출구)

배지 소지 시 전 음료 20% 할인

티켓 소지 시 전 음료 10% 할인

커피

메가박스 매점

(상암월드컵경기장)

배지 소지 시 매점 50% 할인

티켓 소지 시 제조음료 2,000원 할인, 

팝콘(L) 4,000원 할인 (일반, 캐러멜)

스템커피 배지 또는 티켓 소지 시 제조 음료 20% 할인 커피

노브랜드버거 메가박스상암점 배지 또는 티켓 소지 시 감자튀김(M) 1개 무료 증정

(1만 원 이상 구매 시)

햄버거

두끼떡볶이

(홈플러스 월드컵점 內)

배지 또는 티켓 소지 시 흑미 치즈볼 4입 증정

(2인 이상 식사 시)

떡볶이 뷔페

앤티앤스 프레즐

(홈플러스 월드컵점 內)

배지 또는 티켓 소지 시 1,000원 할인

(프레츨+음료 구매 시)

프레츨, 커피, 음료 등

팔공티

(홈플러스 월드컵점 內)

배지 및 티켓 소지 시 전 음료 10% 할인 밀크티, 차 등

Affiliate Discounts near MEGABOX SangamWorldcup Branch

FC Seoul Fan Cafe

(Worldcup Stadium 

Subway Station Exit 2)

20% Discount on all Beverages for Badge Holders

10% Discount on all Beverages for Ticket Holders

Coffee

MEGABOX Snack Bar

(SangamWorldcup Brach)

50% Discount in Snackbar for Badge Holders

KRW 2,000 Discount on Beverages, KRW 4,000 Discount 

for Popcorn (L) for Ticket Holders

Stem Coffee 20% Discount on Beverages for Badge or Ticket Holders Coffee

NoBrandBurger

MEGABOX Sangam Branch

1 free French Fries (M) for Purchases above KRW 10,000

(Only when Badge or Ticket is Presented)

Hamburgers

Dookki

(Inside Homeplus Worldcup Branch)

Black Rice Cheese Balls 4 pieces (for orders more than 

two people) for Badge or Ticket Holders

Topokki Buffet

Auntie Anne’s Pretzel

(Inside Homeplus Worldcup Branch)

KRW 1,000 Discount for Pretzel+Drink orders 

for Badge or Ticket Holders 

Pretzel, Coffee, 

Beverages etc.

Palgong Tea

(Inside Homeplus Worldcup Branch)

10% Discount on all Drinks for Badge or Ticket Holders Milk Tea, Tea etc.

추진위원장

김동호

이혜경

최경원

추진위원

강윤주

권은선

김구회

김미경

김성례

김소영

김영

김은실

김종량

김혜원

김혜준

남인영

문석진

민경숙

박양덕

박은

박항기

변영주

변재란

손경년

신낙균

양길승

윤석남

이경혜

이계경

이선종

이숙경

이영숙

故 이희재

임순례

장은숙

장필화

전금주

정연순

정이녹

조형

최진용

한지수

홍태희

1차 참여자

김경은

김매지

김병수

김윤신

김윤진

김은숙

김의정

김점란

김정자

김정희

김종욱

김주신

김준묵

김홍남

노덕주

문선경

문성희

박건용

박유희

박희옥

백미현

서명선

송경혜

송미림

송필호

신명숙

신숙희

안미자

오웅탁

유병태

유정준

윤경원

윤미경

윤준하

윤홍선

이경옥

이길성

이미경

이수안

이수현

이숙진

이영무

이유전

이정자

이진성

이현구

전동균

전민용

정용실

조미진

조선희

조은

조현재

지순영

진선미

최금숙

최선열

최형인

한명선

한승미

황병국

황승흠

2차 참여자

Sakurai Keiko

강경희

김광민

김동석

김선아

김선현

김영옥

김혜연

노재숙

문효은

박성혜

박은숙

故 박인배

신미영

신지영

안성기

안수원

양현미

양혜진

윤경희

이경순

이상화

이수형

이지숙

이지연

이지영

이창현

故 이춘연

이해경

이혜경

임은정

임지현

장순란

전화영

조혜현

최치숙

한경희

한동헌

한혜정

홍선옥

홍성혜

황변씨네

3차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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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velous and the Black 

Hole

49

Mayday 68

Minari 92

Moon Night 54

Move Forward 107

MOVE@8PM 105

Moving On 108

My Annoying Mother 107

My Granny 63

My Little Aunt 57

N

Nazarbazi 59

Nearby 71

O

Olivia 100

T

Talent Show, The 105

Tearless 95

Test Pattern 79

To Kill the Beast 49

To Pick a Flower 72

Tobacco Embers 87

Top of the Tower, The 53

Trip to the Moon, A 93

U

Unclenching the Fists 68

Unlock Your Heart 50

Unprovoked Home 50

W

Waters of Pastaza 50

We're All Going to the 

World's Fair

69

Wishful Sea, The 63

Worst Woman 92

Wrath of Desire 82

Y

Young Adult 59

etc.

(BLANK) 56

10th Anniversary 

Documentary

85

P

Persona 55

Prelude: 

Points of Departure

71

Prism 78

Q

Queer My Friends 82

Quiet Dream, A 91

R

Return to Sender 55

S

Sambizanga 100

Sewing Sisters 75

Sisters on the Road 103

Something Like a War 86

Song of Arirang - Voices 

from Okinawa

102

Sonnet for Si Chang 72

Sound Garden 96

Sound of the Shell, The 63

Soup and Ideology 75

Spider 53

Strong Female Lead 79

Super Star Lee Hyori 73

Suzanne, Suzanne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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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유사상고전을유사상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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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여성영화제 제휴 할인
2022.8.26~9.1

배지 소지자 20% 할인 | 영화티켓 지참 시 10% 할인

월드컵경기장역(6호선) 2번 출구 앞 도보 1분 거리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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