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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인사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강릉에서,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가 막을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향하고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단법인 강릉국제영화제가 출범한 후 첫 번째 영화제이기도 합니다.

힘을 모아 주신 많은 분께, 온 시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영화제는 세 가지의 기조 속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모두는 작년 가을, 강릉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영화제의 벅찬 감동을

김동호 | 이사장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 완벽한 방역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올해 국내에서

올 한해 전 세계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엄청난 시간을 헤쳐왔습니다.

개최된 영화제의 운영 형식을 예의주시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가장 합리적인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잠시라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향으로 개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영화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길한 위기의 시대를 의연하게 뛰어넘어 이 가을날을

온라인이라는 ‘제한성’으로 인해 오히려 영화 상영의 어려움을 보면서 ‘영화는

규모는 최소화했지만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영화는 우리 모두에게 푸른 바다와
같은 충만한 의미와 맥박치는 생명력으로 다가와, 위로와 감동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예년처럼 마음껏 축제를 즐길 수 없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영화와 강릉을 사랑하는 세계인이 한마음으로 영화의 감동과 기쁨을 나누며
더욱 큰 희망을 열어나가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관객과의 대화, 스페셜 토크, 강릉포럼과 배롱야담까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강릉국제영화제의 자랑스러운
주인공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은다면 분명 새로운 변화와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광대하게 펼쳐진 바다의 넉넉한 품을 벗 삼아 커피 향기 가득한 강릉에서
펼쳐지는 이번 국제영화제 또한 작년 못지않게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기쁨을 안겨
주는 최고의 해피엔딩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극장에서 관객과 만남으로써 그 가치를 발휘 할 수 있다’는 기조하에 우리 영화제는
극장 상영(오프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강릉국제영화제의 영화제가 지속, 발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2회 영화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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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시게 밝혀 줄, 강릉국제영화제라는 찬란한 별을 소중하게 품어 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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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근 | 강릉시장

구축해야 한다는 명제 아래 핵심 사업을 더 보강 · 발전시키려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에서 영화제의 과제와 진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강릉포럼을 더 알차게
준비해 진행합니다. 토론토국제영화제의 창설자이자 회장인 피어스 핸들링의
기조 강연을 토대로 9개국의 베를린, 모스크바 등 세계 주요 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의
제안을 영상으로 발표합니다. 이를 토대로 국내 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이 토론하며
회의를 함으로써 향후 강릉국제영화제를 전 세계 영화제 집행위원장들이 모여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는 영화제의 다포스포럼으로 발전 시키겠습니다. 또한 강릉의
영상 사업과 문화 관광 사업에 기여할 핵심 사업들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학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국제장편경쟁 심사와 시상을
진행하고, 강릉 지역 영화인들의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과 지난해 수상한 작품의
상영은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셋째, 코로나19 사태로 강릉 시민들의 고통을 영화제가 함께 분담하기 위해서
올해 영화제는 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축소하고 100여 편의 영화를 25편으로
단축하고 압축해서 개최합니다. 영화제가 지속, 발전 할 수 있고 강릉 지역 사회의

강릉시장 김한근

영상 문화 및 관광 경제 산업에 이바지하는 핵심 분야의 사업만을 추진합니다.
예산을 가능한 한 대폭 절감하여 긴급 재정 지원에 충당 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강릉 시민들의 많은 이해와 영화제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 강릉국제영화제는 더욱 알찬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이사장 김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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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영화 제작지원 시상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는 문학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를 공모하여

강릉국제영화제는 지역 영화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기

본선 진출작을 선정하고, 국내외 저명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통해

위해 단편영화 3편을 제작지원 한다. 단편영화 제작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세 부분의 시상을 진행한다.

제작지원금과 함께 제3회 강릉국제영화제에서 작품을 상영할 기회가 주어진다.

장 미셸 프로동
프랑스의 르푸앙(1983-1990) 및 르몽드(1990-2003)의

다큐멘터리로 영화 연출을 시작하였다. 시나리오 집필,

저널리스트이자 영화 평론가. 카이에 뒤 시네마의 편집

제작, 연출을 하며 약 200여 작품에 참여하였다. 최근에

장이었으며 영화를 연구하는 싱크탱크인 렉셉시옹의 창

는 AI를 주제로 한 영화를 기획중이다. 현재 호주의 가장

립자이기도 하다. 현재 파리 정치대학의 교수로 학생들

큰 영화 학교인 그리피스 대학교 영화과 학장을 맡고 있

을 가르치고 있다.

다. 처음으로 진행되는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 국제장편
경쟁의 심사위원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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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만 반 아이큰
벨기에의 RITCS에서 영화와 교육학을 전공. 순수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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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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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편경쟁 시상

최낙용

유은정

예술영화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일하며 전국예술영화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에

관협회의 대표. 전국예술영화관협회는 제7회 들꽃영화

서 연출을 전공했다. 단편영화 〈낮과 밤〉 (2012)이 제14

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안녕, 미누〉 (2020) 등 몇 편의

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극장용 다규멘터리를 배급했다.

감독의 첫 장편영화인 〈밤의 문이 열린다〉 (2018)는 제
22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다.

헬렌 리

이완민

토론토에서 활동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독립 영화감독.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3대학에서 영화를

〈샐리의 애교점〉 (1990)부터 Paris to Pyongyang (2021)

전공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각본, 연출은 맡은 〈누에치

까지 드라마틱하고 실험적인 작품으로 토론토국제영화

던 방〉 (2016)으로 제21회 부산국제영화제 시민 평론가

제, 클레르몽페랑 국제단편영화제, 오버하우젠 국제단편

상 수상을 비롯해 다수 영화제에 초청되며 평단과 관객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세계 영화계의 호평을 받고 있

의 호평을 받았다.

다. 현재는 캐나다의 퀸스 대학에서 영화와 미디어 강의
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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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예매 안내

코로나19 방역 공지

가격

코로나19 방역 공지

5,000원

- 마스크 미착용 시 상영관 입장이 제한됩니다.
예매 안내

- 상영관 입장 시 발열 체크를 진행하며, 37.5도 이상시 입장이 제한됩니다.
CGV 강릉
기간

10월 27일(화) 14:00 - 11월 7일(토) 마지막 상영 시작 전까지

방법

CGV 홈페이지 / CGV 모바일 웹/어플

- 코로나19로 인한 지정 좌석 안내로 인하여 빈 좌석에 임의 착석이 불가하며
극장 소등 시에는 입장을 제한합니다.

네이버 영화 / YES24 영화

- 영화 상영 중 좌석 이동 시, 퇴장 조치할 수 있으며 재입장 또한 금지합니다.

기간

· 각 상영관 예매사이트를 통해 취소 가능 시간 내에 예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 등록 혹은 수기 문진표 작성을 진행하오니

· 지류 티켓으로 발권했을 경우, 현장매표소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11월 5일(목) 10:00 -

11월 6일(금) 10:00 -

11월 7일(토) 마지막 상영 시작 전까지

11월 7일(토) 마지막 상영 시작 전까지

장소

CGV 강릉 6층 티켓 데스크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티켓 데스크

취소 및 환불

각 상영관 현장매표소에서 상영시간 전까지 예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영관 운영수칙
정시상영		

티켓 소지		

- 강릉국제영화제는 정시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상영관 입장은 티켓 소지자만 입장 가능합니다.

- 입장은 정시 영화 상영 시작과 함께 종료됩니다.

(CGV 강릉의 경우 모바일 티켓으로도 입장 가능합니다.)

음식물 반입 금지		

연령에 따른 입장 제한

- 쾌적하고 안전한 영화 관람을 위해 음식물 및 주류의

- 강릉국제영화제는 관람 등급을 준수합니다.

반입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능한 식 · 음료
CGV - 매점 판매 음식 / 신영 - 팝콘 및 뚜껑 있는 음료

- 전체 / 12세 / 15세 관람 등급 상영작의 경우 연령 미만인
관객은 보호자 동반 시 관람이 가능합니다.
(4세 이하는 예외)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보호자 동반 관계없이

촬영 금지		

협조 바랍니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방문일 14일 이내 국내로 입국한 경우 영화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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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

현장

- 사회적 거리 두기의 일환으로 전 좌석 지정제로 운영됩니다.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온라인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공간 운영 안내
1. 티켓 데스크
장소

운영 기간

운영 시간

CGV 강릉 6층

11월 5일(목) - 11월 7일(토)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11월 6일(금) - 11월 7일(토)

10:00 - 마지막 회차 상영 30분 후

2. 종합안내소
장소

운영 기간

운영 시간

CGV 강릉 6층

11월 5일(목) - 11월 7일(토)

10:00 - 마지막 회차 상영 30분 후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상영작 관람이 불가합니다.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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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상영시간표 가이드
상영시간표 보는 법

11.5. 목

상영관

상영시간

CGV 강릉8관

Theater

상영작 제목 (국문)

CGV8

개막작
20:30 - 22:38

상영작 제목 (영문)

동백정원

등급, 러닝타임, 페이지

Garden of Camellias
Ⓖ 128min, 15p

GV Guest Visit 관객과의 대화
* 본 시간표의 상영 종료 시간은 러닝타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ST Special Talk 영화를 주제로 한 게스트와의 만남

* 실제 상영 종료 시간과 차이 있습니다 (비상대피로, 관객수칙 등 부가영상 추가)

* 이벤트는 스케줄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영관

자막코드

CGV1

CGV 강릉 1관

N

비영어대사 + 영어자막 없음

CGV8

CGV 강릉 8관

K

한국어대사 + 영어자막 없음

SY

강릉독립예술극장 신영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모든 상영작에는 다음과 같이
자막이 제공됩니다.
- 영어대사 한글자막 제공

등급
Ⓖ

전체 관람가

⑫

12세 이상 관람가

⑮

15세 이상 관람가

⑲

청소년 관람 불가

- 한국어대사 영어자막 제공
- 기타언어대사 한글자막과 영어자막 동시제공

1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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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였습니다.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이벤트가 진행되는 상영의 경우, 이벤트 종료 시간을

CGV 강릉1관

11:00 - 12:49

14:00 - 15:41

17:00 - 18:35

20:00 - 21:42

CGV1

신작전 단편모음1

신작전 단편모음2

작은새

기프 단편제작지원

Discover GIFF Shorts1

Discover GIFF Shorts2

Little Bird

GIFF Short Fund

⑮ 109min, 24p-26p

⑮ 101min, 24p-26p

⑮ 95min, 25p

⑫ 62min GV, 28p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11:00 - 12:31

14:00 - 15:55

17:00 - 18:37

20:00 - 21:53

인투 더 월드

레드 브라이슬릿 - 더 비기닝

시인과 어부의 바다

봄을 파는 사람

Into the World

Red Bracelets - The Beginning

Brothers in Brothel

SY

⑫ 91min, 22p

⑮ 115min, 19p

Fishing and Fishermen’s
Conversations

⑲ 113min, 20p

⑮ 97min, 20p
* 본 시간표의 상영 종료 시간은 러닝타임 및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 실제 상영 종료 시간과 차이 있습니다 (비상대피로, 관객수칙 등 부가영상 추가)

11.7. 토
CGV 강릉1관

11:00 - 13:24

15:00 - 17:15

19:00 - 21:36

CGV1

린과 루시

갈매기

우리 둘

Lynn + Lucy

Gull

Two of Us

⑫ 84min ST, 17p

⑮ 75min ST, 17p

⑫ 96min ST, 17p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11:00 - 12:38

14:00 - 15:26

17:00 - 18:55

20:00 - 21:35

엘사의 세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

이브닝 아워

그물에 걸린 남자

Elsa’s Land

Erased

The Evening Hour

Tench

SY

Ⓖ 98min, 21p

⑫ 86min, 22p

⑮ 115min, 21p

⑲ 95min, 19p

* 본 시간표의 상영 종료 시간은 러닝타임 및 스페셜 토크를 포함한 시간입니다.
* 실제 상영 종료 시간과 차이 있습니다 (비상대피로, 관객수칙 등 부가영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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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동백정원 		
Garden of Camellias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는 개막작으로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신문기자〉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받는 등 한국과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강릉 출신의 배우 심은경과 일본 대배우 후지 스미코가 공동 주연을 맡은
우에다 요시히코 감독의 〈동백정원〉을 선정했다. 사진 및 광고계에서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오른 우에다 요시히코 감독은 동백꽃이 만발한 시골집에서
할머니와 손녀의 동행을 그린 서정적인 작품, 〈동백정원〉을 통해 영화감독으로

우에다 요시히코 UEDA Yoshihiko
Japan | 2020 | 128min | Fiction | Color | AP | Ⓖ

키누코는 남편을 떠나보낸 후, 어느 시골 마을의 오래된 일본 전통 가옥에서 손녀 나기사와
함께 살며 정원을 가꾸는 데 매진한다. 우아하고 감각 넘치는 그녀의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각기 다른 식물들이 아름답게 꽃을 피운다. 추억을 가득 품고 있는 집을 떠나기 싫은 키누코
는 아파트로 옮겨와 함께 살자는 딸 토코의 제안도 거절한다. 하지만, 그녀들의 평범하고 조

SH O

KO

용한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한다.

KA

시골 정원에 흐드러지게 피고 지는 계절의 흐름 속에 재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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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했다. 할머니와 손녀의 아름다운 교감은 일 년에 걸친 촬영과정을 통해,

IR
©H

AO

우에다 요시히코
UEDA Yoshihiko

1957년 일본 효고현 출생. 1982년, 프로 사진작가로
데뷔하였다. 다양한 광고 사진과 영화 촬영을 통해, 도쿄
아트디렉터스클럽 대상, 뉴욕 아트디렉터스클럽 어워드,
칸 국제광고제에서 은사자상 등을 거머쥐며 국제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동백정원〉은 그의 첫 장편
연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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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문학
Cinema & Literature

갈매기
Gull		

린과 루시		

김미조 KIM Mi-jo

파이잘 볼리파 Fyzal BOULIFA

Korea | 2020 | 75min | Fiction | Color | ⑮

UK | 2019 | 84min | Fiction | Color┃KP | ⑫

재개발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의 한 수산 시

린과 루시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

장.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오복은 첫째 딸 인애의 상견

처럼 돈독한 사이를 이어왔다. 첫사랑과 결혼해 하루가 다

례를 치르던 날, 재개발 대책 위원장이자 같은 시장 안에서

르게 커가는 딸을 둔 린은 변덕스러운 친구 루시에게 아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기택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오복은

가 생겼다는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하지만, 린의 예상

고민 끝에 인애에게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털어 놓는

과는 달리, 루시는 엄마가 되는 일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다. 기택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시장 사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

람들 사이에 기택과 오복에 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

고, 두 사람의 우정에도 위기가 찾아온다.

Lynn + Lucy

여성은 쓰고, 영화는 기억한다
조선시대 최고의 여성 작가들인 허난설헌과 신사임당의 고장
강릉에서 개최되는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에서 여성 서사를 중심에 둔
세 편의 작품 〈갈매기〉, 〈린과 루시〉 그리고 〈우리 둘〉을
‘여성은 쓰고, 영화는 기억한다’에서 소개한다.
편견과 폭력 앞에 놓인 여성들의 삶을 다루는 이 작품들은
성(性)의 문제를 뛰어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문화와

Festival Guide

사회적 권력 관계들에 주목하고, 그 전복을 시도한다.

우리 둘
Two of Us

필리포 메네게티 Filippo MENEGHETTI
France, Belgium, Luxembourg | 2019 | 96min | Fiction |
Color | KP | ⑫

은퇴한 두 여성 니나와 마들렌은 아무도 모르게 몇십 년 동
안 사랑을 이어왔다. 다른 사람의 눈에 두 사람은 건물 꼭
대기 층에 사는 이웃사촌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함께 일상
을 보내며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사이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마들렌의 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면서
평온했던 두 사람의 일상은 송두리째 뒤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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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장편경쟁
International Feature
Competition

그물에 걸린 남자
Tench		

레드 브라이슬릿- 더 비기닝

파트리스 토예 Patrice TOYE

펠릭스 빈더 Felix BINDER

Belgium, Netherlands | 2019 | 95min | Fiction | Color | KP | ⑲

Germany | 2019 | 115min | Fiction | Color | KP | ⑮

Red Bracelets --  The Beginning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는 소설, 에세이, 희곡뿐 아니라 논픽션,
그래픽 노블, 웹툰 등 확장된 범위의 ‘문학’을 원작으로 하는
모든 장르(극영화, 다큐멘터리, 실험 영화, 에세이 필름 등)의
장편 영화를 대상으로 국제경쟁 부문을 신설하였다.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조나단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

또래 친구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는 6명의 아이들.

예심을 통해 선정된 8편의 작품을 영화제 기간동안 선보인다.

이다. 모래 언덕 근처 어머니의 작은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

그들은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들과 축구를 하거나 가족들과

시상 부문은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등

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 모든 규칙을 철저히 지키며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지병으로 인해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한

착실하게 지내지만, 한 젊은 여자가 어린 딸과 함께 옆집으

상태다. 병원에 온 이유는 각자 다르지만 ‘평범한 삶을 살고

로 이사 오면서 조나단은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에도 불구

싶다’는 꿈을 공유하는 레드 브라이슬릿 멤버들은 평범하지

하고 위태로운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않은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Festival Guide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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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 아워		

Fishing and Fishermen’s Conversations		

엘사의 세상
Elsa’s Land		

Brothers in Brothel		

사토 지로 SATO Jiro

밀란 트렌 Milan TRENC

율리야 깔레스닉 Julia KOLESNIK

브래든 킹 Braden KING

Japan | 2020 | 113min | Fiction | Color | AP | ⑲

Croatia | 2020 | 97min | Fiction | Color | IP | ⑮

Russia | 2020 | 98min | Fiction | Color | IP | Ⓖ

USA | 2020 | 115min | Fiction | Color | KP | ⑮

일본의 외로운 외딴섬. 육지와 섬을 이어주는 수단은 하루

상류층 출신의 시인인 페타르 헤크토로비치는 두 명의 어부

70대인 엘사와 레오니드, 두 노년의 남녀가 만나 사랑에 빠

애팔래치아 시골 마을의 요양보호사인 콜은 도시의 남는

2회 운항하는 페리선이 유일하다. 하지만 페리선을 타는

와 항해에 나선다. 이 여정에서 시인은 젊은 시절 자신의 비

진다. 평범할 수 있는 노년의 커플이지만 가족을 비롯한 주

의약품을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하며 근근이 살아간다.

현지인은 없다. 윤락가를 방문하려는 남자들을 실어나르는

극적 사랑을 회상하고, 자신의 예술적 (무)능력을 인정하기

변의 모든 사람들은 이들의 사랑에 반기를 든다. 그들은 최

돈 벌 기회가 없는 이 마을에 마약류의 재료가 풍부하다는

수단일 뿐이다. 섬의 여성들은 방문객들의 이야기를 듣고

로 한다. 한편, 시인은 상류층인 자신이 평민들과 관계를 맺

근 남편을 잃은 엘사가 애도 기간을 가지지 않는게 마땅치

것을 깨닫게 된 콜은 마약 판매상의 길을 걷는다. 콜은 한편

바깥세상을 상상한다. 섬의 남자들은 여자들의 꿈을 비웃

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는다. 실제 아드리아

않다. 하지만 사실 엘사는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다.

으로는 자신의 약물 공급책들을 보살피고, 다른 한편으론

으며 섬을 떠나지 못하게 한다. 괴팍한 성격의 테츠오는 말

해안에서 로케이션 촬영한 이 작품은 현실과 기억, 꿈과 환

잘 듣는 동생 토쿠타와 4명의 매춘부를 두고 업소를 운영하

영이 한데 뒤섞여 복잡한 조각보와 같은 느낌을 자아낸다.

고 있다. 매춘을 하지 않는 유일한 여성은 테츠오의 여동생
이다. 그녀는 수년간 병상에 누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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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 어부의 바다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봄을 파는 사람

The Evening Hour

마약 중독자들을 위험한 약물로부터 보호하려 노력한다.
그러나 몇 년 만에 귀향한 어린 시절 친구 테리가 그의 자리
를 노리기 시작하면서 콜의 위태로운 이중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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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 더 월드
Into the World

한국 신작전
Discover GIFF

존재하지 않는 존재
Erased		

강릉국제영화제는 ‘한국 신작전’을 통해
미하 마치니 Miha MAZZINI

France | 2019 | 91min | Fiction | Color | KP | ⑫

Slovenia, Croatia, Serbia | 2018 | 86min | Fiction | Color | KP | ⑫

잔은 마르세유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1991년 슬로베니아의 독립 선언 이후, 구 유고슬라비아 공

있다. 일손 부족과 병원의 경영 압박에도 불구하고, 잔과 동

화국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던 아나는 새로운 독립 국가의

료들은 산모와 아기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쓴다. 잔의 딸 조

시민권 취득을 위한 신청서 제출을 거부한다. 이로 인해 전

이가 파리로 유학을 떠날 무렵, 병원에 비극적인 사건이 발

산상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이 되어 버린 아나는 얼마 전 지

생한다. 이로 인해 잔의 비밀스러운 과거가 드러나고 잔은

역 병원에서 출산한 딸의 방문 권한 마저 빼앗긴 채 병원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서 쫓겨난다. 딸을 되찾기 위해 아나는 사력을 다하지만, 상
황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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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감독들의 9편의 단편과 1편의 장편을 소개한다.
이 작품들은 입시, 실업, 환경오염 등 일상의 문제에서부터
세월호와 분단의 역사가 오롯이 우리에게 새겨 놓은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마리온 레인 Marion LAINE

깊은 상처의 기억까지 각기 다른 주제들을
감독 각각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다루고 있다.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는 이 작품들을 통해 한국 영화의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고, 각각의 작품들이 어떻게 동시대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지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구조원들		

마지막 손님

만개의 언덕		

A Savior

The Droners

Their Last Visitor

In Full Bloom

김진희 KIM Jin - hee

심현석 SHIM Hyun - seok

이제한 LEE Jea - han

김준겸 KIM Jun - gyeom

Korea | 2020 | 32min | Fiction | Color | WP | ⑮

Korea | 2020 | 23min | Fiction | Color | WP | ⑮

Korea | 2020 | 40min | Fiction | B&W | WP | ⑫

Korea | 2020 | 21min | Fiction | Color | WP | Ⓖ

카드빚 상환 독촉에 시달리는 창수는 유일한 가족인 할머

경기 중 기체 문제로 큰 사고를 일으킨 드론레이싱 선수

서울의 어느 작은 영화사에서 4년째 일하고 있는 진호는 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버리는 이상한 일이 일어

니의 요양병원 납부금도 내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회사

김재찬. 어느 날, 그와 껄끄러운 사이인 드론수색대 팀장

래전 동료 수영의 방문에 놀란다.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

나기 시작했다. 크고 작은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잊혀진

에서도 잘릴 위기에 처한다. 동문 중에 잘 나가는 선배가 있

윤두섭의 부름을 받고, 야산에서 실종된 소녀 다은을 찾으

도 없었던 그녀였다. 그녀는 스위스의 몽블랑에 있었다고 했

다. 이상한 세상 속의 주인공을 향해 기억이 괴물이 되어 엄

다는 소문을 듣고 도움을 받기 위해 창수는 필사적으로 그

러 나선다.

다. 거기서 만난 누군가와 결혼을 했다고. 이 하루 동안 진호

습해온다.

귀가

기억감정소		

Return Home

How to Cross a Memory

유현진 YOO Hyun - jin
Korea | 2020 | 19min | Fiction | Color | WP | Ⓖ

는 많은 일을 겪는다. 진호뿐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람

Festival Guide

사람을 찾아다닌다.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구원자

들 또한. 이날, 회사의 시계는 자꾸 느려져 멈추고, 진호는 종
종 잠이 들고, 다시 잠에서 깨며,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이들
이 나타났다, 멀어진다.

면접

작은새

The Interview

Little Bird

최예린 CHOI Ye - rin

박종우 PARK Jong - woo

김태균 KIM Tae - kyun

Korea | 2020 | 26min | Fiction | Color | WP | ⑫

Korea | 2019 | 15min | Fiction | Color | WP | ⑫

Korea | 2019 | 95min | Fiction | Color & B&W | WP | ⑮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양희. 14년 전 잃어버

기억을 감정된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는 ‘기억감정소’가 있

실직한 중년 가장 최성구는 딸에겐 일자리를 소개해 주었지

학생이라 하기도 사회인이라 하기도 애매한 신분인 삼수생

린 딸을 찾았다는 전화가 오고, 양희는 딸과 새 가족을 꾸리

다. 수학여행 사고로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

만 정작 본인은 면접을 보러 간다. 그 면접에서 최성구는 열

두영. 시골 촌구석 수재 두영은 삼수까지 하며 경찰대를 가

려 한다.

격한 주인공 유진. 유진은 고민 끝에 자신에게 힘든 기억을

심히 살아왔다는 말밖에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려 한다. 가난한 형편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려면 그것만

추출하기로 결정하지만, 기억 속 죽은 친구를 다시 마주하

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에서 재수학원을

게 된다.

동생과 같이 다니며 입시 준비를 하는 현실은 순탄치 않다.
그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성장통 속에서 두영은 무엇이 자
신에게 중요한 것인지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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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시걸

퍼디스트 프롬

Juicy Girl

Furthest From

기프 제작지원
GIFF Short Fund
강릉국제영화제는 지역 영화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강릉 지역 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단편 제작 지원을

김경석 KIM Kyung - sok

Korea | 2020 | 16min | Fiction | Color | KP | ⑮

USA, Korea | 2019 | 18min | Fiction | Color | AP | Ⓖ

1992년 대한민국, 강제 성노예 생활을 하던 한 젊은 여성

1999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제시는 대규모의 수질오

이 미군에게 처참하고 기이하게 살해당했다. 쥬시걸의 삶을

염 사태 (MTBE Contamination)로 인해 그녀가 알고 지낸

산 여성은 그녀가 처음도, 마지막도 아닐 이다. 그녀의 죽음

모든 사람들을 떠나보내게 된다.

이후, 미군은 온갖 수단과 권력을 동원해 범죄자의 석방과
송환을 요구한다. 이와 벌어진 모든 부당한 일들은 그녀의
죽음만큼이나 처참하고 기이하다.

26

신설하여 〈봄눈〉, 〈지뢰〉, 〈느낌표와 물음표, 그 사이〉 세 편을
2019년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단편 제작지원작으로 선정했다.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김명중 MJ KIM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에서는 완성된 이 세 편의 영화를 소개하고,
감독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한다.

봄눈

Exclamation mark and Question mark, Meanwhile

One Snowy Day in Spring

박송희 PARK Song - hee

조덕진 JO Deok - jin

Korea | 2020 | 25min | Documentary | Color | WP | ⑫

Korea | 2020 | 18min | Fiction | Color | WP | ⑫

별다를 바 없이 코로나19 시대에 일상을 보내던 송희. 혼란

인적 드문 산골. 엄마와 단 둘이 사는 열세살 소년 대진.

스러운 세상 속에서 운전면허증 따기를 시도한다. 운전면허

대진은 엄마가 자신을 남겨두고 언제 집을 떠나갈 지 몰라

증을 따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겪는 송희. 지금

불안하다. 엄마가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마음을 졸이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러한 상황들이 왜

기다리는 대진. 요즘들어 엄마가 자기에게 별로 관심을 주

자신에게만 생기는지 송희는 스스로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지 않는 것 같다. 집에 들어오지 않던 아빠가 집을 찾아오고
대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진다. 어느 눈 오는 날, 엄마는 집을
떠난다.

쥐뢰
Rats in the House

홍연이 HONG Yeon - i
Korea | 2020 | 19min | Fiction | Color | WP | ⑫

한빈의 엄마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지 한 달째, 집에서 쥐가
나오기 시작한다. 쥐는 부엌, 거실 등으로 점점 영역을 확장
하며 집 안 곳곳을 돌아다니고, 한빈은 동생인 하나와 쥐를
피해 방에서 생활한다. 한빈과 하나는 쓰레기를 뒤적여 음
식을 찾아 먹고, 자신들이 더러워서 쥐가 나온 것이라 생각
해 청소를 한다. 청소하던 중, 한빈은 옷장 밑에서 쥐의 흔적
을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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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느낌표와 물음표, 그 사이

강릉포럼

배롱야담 & 고래책방

POST COVID-19: 뉴노멀 시대의 영화제

‘문향’의 도시 강릉을 상징하는 ‘배롱꽃(백일홍)’에서

3. 배롱야담: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세계 각국을

뜻과 이름을 담아온 심야 토크 행사 ‘배롱야담’은 영화와

문학, 영화 그리고 강릉-사랑에 관한 짧은 대화

대표하는 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들과 집행위원장들을

문학이라는 ‘이야기’를 다루는 대표적인 두 예술 장르 간의

최초의 한문 소설 『금오신화』의 김시습, 최초의 한글 소설

초청, COVID-19가 야기한 팬데믹 사태를 맞아 각각의

이합(離合)을 넘나드는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다양한

『홍길동전』 그리고 조선시대 대표적 작가인 허난설헌,

국제영화제의 경험 및 대응 방식을 서로 공유하고, 뉴노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과 문학인을 초대하여

신사임당의 고장인 강릉은 여전히 많은 문인에게 영감의

시대를 맞이하는 영화제의 비전과 지속 가능한 패러다임을

진행된다.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영화, 그리고 문학에

원천이다. 고향 강릉을 모티프로 십여 편의 작품을 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前) 토론토국제영화제

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며 강릉 지역의 개성 있는

윤후명 작가, 그리고 강릉에서 태어나고 자란 대표적인

조직위원장 피어스 핸들링이 기조 발제를 진행하고, 해외

문화예술공간인 ‘고래책방’에서 진행된다.

문인인 서영은 작가를 초청, ‘문학, 영화 그리고

패널들은 온택트로, 국내 패널들은 현장에서 영화제의
새로운 모델과 영화제 본연의 모습에 대한 밀도 있는

2020년 11월 6일(금) 10:00

장소

라카이 샌드파인 리조트 컨벤션 센터 라카이 볼룸

사회

김홍준 (강릉국제영화제 예술감독)

기조 발제
피어스 핸들링 (前 토론토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포럼 패널 가나다순 표기
해외영화제 (10명)

국내영화제 (6명)

마르틴 떼루안느 (브졸국제아시아영화제 조직위원장)

박광수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마에다 슈 (후쿠오카아시아영화제 집행위원장)

배창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

사무엘 하미에르 (뉴욕아시아영화제 집행위원장)

신철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집행위원장)

사브리나 바라체티 (우디네극동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윌프레드 웡 (홍콩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조안 고 (말레이시아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전양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성우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위원장)

2020년 11월 5일(목) - 7일(토)

장소

고래책방

참가자

영화와 문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 (정원 20명)

* COVID-19로 인하여 사전 신청자만 입장 가능

강릉-사랑에 관한 짧은 대화’ 라는 주제로 그들의
문학세계와 소설가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일시

2020년 11월 7일(토) 19:00

게스트

윤후명 (소설가), 서영은 (소설가)

진행

김홍준 (강릉국제영화제 예술감독)

1. 배롱야담:
영화 이미지와 거친 붓선으로 되살아난 제주 4.3의 기억

Festival Guide

일시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토론의 자리를 갖는다.

일시

웹툰 또는 그래픽 노블 원작을 바탕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사례는 다수 존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드문 상황에서
영화 〈지슬: 끝나지 않은 세월2〉의 오멸 감독과 그의
영화를 원작으로 그래픽 노블 『지슬』을 그린 김금숙 작가를
초청, 영화와 그래픽 노블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가 비슷한
듯 그러나 또 다르게 제주 4.3 사건을 다룬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일시

2020년 11월 5일(목) 14:00

게스트

오멸 (영화감독), 김금숙 (그림작가)

진행

조명진 (강릉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카를로 샤트리앙 (베를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키릴 라즐로고브 (모스크바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2. 배롱야담: 조선영화를 생각한다

펠리페 알쥬르 (카르타헤나콜롬비아국제영화제 예술감독)

2019년도에 출간된 『한국근대영화사』의 공저자인 정종화
한국영상자료원 선임연구원과 한상언영화연구소의 한상언

히사마츠 타케오 (도쿄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대표와 함께 근대 조선영화의 탄생부터 존립까지 이어지는
분투기와 영화 산업이 이루어진 배경을 탐구하고자 한다.
한상언 대표는 『조선영화의 탄생』(2018년)을 그리고
정종화 연구원은 『조선영화라는 근대』(2020년)를 통해
조선영화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해왔다.
일시

2020년 11월 6일(금) 19:00

게스트	정종화 (한국영상자료원 선임연구원)
한상언 (한상언영화연구소 대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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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준 (강릉국제영화제 예술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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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토크

스태프 명단

〈여성은 쓰고, 영화는 기억한다〉 섹션의 세 작품을

사무국장

초청팀

소개하고, 문학에서 여성 서사를 다루고 있는 김겨울,

이석제

최하나 초청팀장

김규진, 박솔뫼, 최진영 네 명의 젊은 작가들을 초청하여,

김유진 해외초청 매니저

그들의 시선으로 각 작품과 여성의 삶을 조명해 보는

프로그래머

스페셜 토크 시간을 마련한다.

김청하 국내초청 매니저

조명진
행사팀

		
〈린과 루시〉

프로그램팀

이한종태 행사팀장

일시	2020년 11월 7일(토) 11:00

권윤화 프로그램팀장

이가람 행사팀 매니저

손은정 한국영화 코디네이터

전진희 행사팀 매니저

김민지 해외영화 코디네이터

진보라 행사팀 매니저

전예지 해외영화 코디네이터

최봉균 행사팀 매니저

박지수 콘텐츠 코디네이터

최수민 행사팀 매니저

〈린과 루시〉 상영 후 (60분)
게스트	최진영
김겨울 (유튜브 〈겨울서점〉 크리에이터, 작가)

〈갈매기〉
일시	2020년 11월 7일(토) 15:00
〈갈매기〉 상영 후 (60분)
게스트	박솔뫼
(『머리부터 천천히』, 『그럼 무얼 부르지』 저자)
진행

조명진 (강릉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우리 둘〉
일시	2020년 11월 7일(토) 19:00
〈우리 둘〉 상영 후 (60분)
게스트	김규진
(『언니, 나랑 결혼할래요?』 저자)
진행

김겨울 (유튜브 〈겨울서점〉 크리에이터, 작가)

황문영 프로그램 이벤트 매니저
기획팀

Festival Guide

진행

Gangneu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이제야 언니에게』, 『해가 지는 곳으로』 저자)

기술팀

이재호 기획팀장

김고은 기술팀장

구매랑 기획팀 매니저

김소연 상영 운영 매니저

변천사 기획팀 매니저

이노해 티켓 운영 매니저

최호영 기획팀 매니저

고유미 티켓 매니저
상영 진행
진미디어

운영지원팀
최홍석 운영지원팀장
조예지 운영지원팀 매니저

자막번역 및 운영

심인우 운영지원팀 매니저

스튜디오210

이한준 운영지원팀 매니저

홍보팀

회계팀

임금님 홍보팀장

권현미 회계팀장

김지현 중앙매체 매니저

심혜연 회계팀 매니저

이상림 온라인 홍보 매니저

변다미 회계팀 매니저

이의미 홍보 콘텐츠 매니저
김은정 지역매체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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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
주최

제2회 강릉국제영화제
페스티벌 가이드

발행인

번역

김홍준

권세라
권윤화

책임편집

주관

김소연

조명진

최진아

편집 및 콘텐츠 관리
박지수

디자인
PaTI 멋짓공작소

콘텐츠 및 교정
권윤화

김고은

김민지

손은정

심인우

이노해

이상림

이재호

임금님

전예지

최봉균

황문영

인쇄
(주)애니프린팅

지원

협력

2019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 파트너

* 본 책자는 10월 27일자로 인쇄되었습니다.
이후 변동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