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BIKY 섹션별 프로그래머 추천작
섹션_나를 찾아서 : 수네-베스트맨 Sune-Best Man
스웨덴 | 2019 | 88min | +8 | 한/영자막

시놉시스 수네의 반에서 비밀 소풍을 떠나려 한다. 수네는 소피와 소풍을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길 기대
하지만, 갑자기 할아버지 헬머의 결혼식이 같은 주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패닉에 빠진 수네!
소피와의 비밀 소풍이냐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한 할아버지의 결혼식이냐! 수네는 둘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한다. 아니면 그 중간을 선택해야 할까?
프로그래머 노트 지난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수네 vs 수네>의 두 번째 시리즈. 일흔 살 남짓에 결혼
을 하는 할아버지의 신랑 들러리가 될지, 좋아하는 소피와 함께 캠핑을 가야할지 일생일대의 난제를 해
결하는 와중에 꼬이고 꼬이는 소동들. 수다쟁이에다 왕소심쟁이인 수네와 더불어, 전편보다 더 개성 강
한 캐릭터로 돌아온 수네 가족들의 미친 매력에 함께 빠져보자.(장슬기)

섹션_너와 더불어 : 말괄량이 빈티와 오카피 클럽Binti *개막작
네덜란드, 벨기에 | 2019 | 90min | 한/영자막, 베리어프리

시놉시스 12살 빈티의 꿈은 유명한 브이로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빈티의 집에 들이닥쳐 빈티
와 아빠가 추방당할 위기에 처하자,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도망 중, 빈티는 일리아스를 만나게
되고 둘은 친구가 된다. 빈티는 일리아스가 브이로그를 통해 ‘오카피 클럽’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동시에 완벽한 계획을 생각해 낸다. 바로 빈티의 아빠와 일리아스의 엄마가 결혼해서, 추방당할 걱정 없
이 함께 벨기에에서 사는 것이다.
프로그래머 노트 스타 블로거를 꿈꾸는 생기 넘치고 발랄한 빈티와 가족, 이웃들의 이야기. 콩코에서 벨
기에로 넘어온 불법체류자라는 낙인이 가하는 사회적 무게에 짓눌리는 대신 빈티는 우연히 숨어들어간
엘리아스네 집에서 새로운 이야기와 운명을 만들어가며 환경의 짐에서 벗어난다.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감정선의 전개로 잘 살려낸 어린이 영화.(변혜경)

섹션_다름 안에서 : 사자왕 Anbessa
미국, 이탈리아 | 2019 | 85min | +17 | 한/영자막

시놉시스 10살 아살리프와 엄마는 콘도 개발이 결정되면서 자신이 살고있던 농장에서 쫓겨나고 만다.
콘도가 조금씩 건설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모자는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크고 작게 진행되는 이러한 사
업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자신을 고향에서 내쫓고 엄마의 안전마저 위협하
는 이러한 상황에 대항하기 위해 아살리프는 자신의 영웅 '사자왕'이 되는 판타지를 키워 가기 시작한다.
프로그래머 노트 쓰레기더미에서 고철을 주워 무언가 열심히 만드는 아살리프의 화면 가득한 얼굴은 쉽
게 잊혀지지 않는다.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현실속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않는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오
는 것일까? 사자왕을 연상하게 하는 신화적인 장면들,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아살리프의 클로즈업은 이
영화의 희망과 절망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있는 듯 하다.(장다나)

섹션_경계를 넘어서 : 사라진 용을 찾아서 Lotte and the Lost Dragon
라트비어, 에스토니아 | 2019 | 78min | +8 | 한/영자막

시놉시스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 '로테' 시리즈 중 세 번째 작품. 의욕 넘치는 강아지 로테와 여동
생 루시가 주인공이다. 과학자인 라쿤 칼, 그리고 물고기 빅터가 가젯빌에 찾아온다. 그들은 민요를 채집
하는 경연대회에 참가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동물인 전설의 파이어 드래곤의 민요를 녹음하는
자가 이 경연에서 우승하게 된다. 로테와 루시는 이 두 과학자를 돕기로 한다. 흥미진진하고 상상을 뛰
어넘는 모험이 이들 자매를 기다리고 있다.
프로그래머 노트 발트 3국에서 미키마우스나 뽀로로 만큼이나 사랑받는 캐릭터 로테 시리즈 중 8년 만
에 나온 3번째 작품. 가장 오래된 동물의 민요를 채록하기 위해 떠나는 강아지인 로테와 로시 자매의
놀라운 어드벤처. 캐릭터들의 귀여움은 물론 CGI가 겹쳐 더해지는 집 안팎의 배경묘사도 상상력을 자극
한다. 다양성 문화와 전통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하는 이색적인 노래와 소재, 아이디어 설정은 단순하지
만 유쾌한 이야기와 어울려 흥미를 더한다. 뮌헨국제영화제 Kinderfilmfest 관객상 수상작. (변혜경)

섹션_아시아 파노라마 : #존 덴버 John Denver Trending
필리핀 | 2019 | 96min | +12 | 한/영자막

시놉시스 존 덴버는 엄마와 함께 사는 평범하고 조용한 8학년 학생이다. 어느 날, 소셜 네트워크에서 춤
연습 동영상을 중계하던 친구가 짓궂은 장난을 하자 존 덴버는 화가 나서 가버리는데, 친구는 존 덴버가
교실에 갔다 나온 후 아이패드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다툼을 찍은 또 다른 친구에 의해 동영상
이 포스팅되면서, 존 덴버 사건은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존 덴버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된다.
프로그래머 노트 SNS가 조작하는 여론, 학교 내 집단폭력과 왕따를 본격적으로 다룬 영화. 복선처럼 깔
리는 마을의 집단 마녀사냥 서사는 존 덴버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면서 흡인력 있게 전개된다. 무고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악을 쓰는 엄마조차도 폭력의 침묵 앞에서는 정적처럼 고요하다. 무심코 전해들은
말들도 아무 생각 없이 '태그달기' 하는 나에게 어떤 선택이 남아 있는지를 되묻는 영화. 브졸국제아시아
영화제 비평가상, 관객상, 심사위원 우수상 수상작. (변혜경)

섹션_15주년 특별전 : 홍길동 A Story of Hong Gil-dong
대한민국 | 1967 | 67min | ALL | 자막없음(우리말더빙)

시놉시스 홍정승의 서자로 태어난 길동은 봉건사회제도에 반발하여 의적이 된다. 그는 활빈당을 조직하
여 탐관오리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응징하며 빈민들을 구제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를 잡아들이려고 백
방으로 노력하지만 허사였다. 마침내 길동은 율도국을 창건하고 스스로 왕이 된다.
프로그래머 노트 2008년 제3회 개막작. 필름이 유실되어 일본의 배급사로부터 필름을 입수해 다시 복
원했다. 국내 최초의 장편 애니메이션이자, 2008년, 41년만에 비키를 통해 국제무대에서 상영되었다.
척박했던 제작환경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한 귀중한 영화사적 자료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한 홍길동의 실천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준다. (장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