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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간

2021. 7. 5.(월) ~ 7. 12.(월) (8일간)

행사장소

영화의전당 · CGV 화명/대천천 · BNK부산은행 아트시네마/유라리광장

주최주관

(사)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행사모토

아이에겐 감성을, 어른에겐 감동을!

슬로건

달라도 좋아! WE ARE ALL UNIQUE!

행사규모

56개국 180편

상영섹션

경쟁부문
- 레디~액션!12·레디~액션!15·레디~액션!18

비경쟁부문
- 나를 찾아서 Finding Myself
- 너와 더불어 Staying Together∙
- 다름 안에서 Embrace the Difference∙
- 경계를 넘어서 Beyond the Boundary∙
- 아시아 파노라마 Asian Panorama
- 특별전 : 채널 1016 Special Program : Channel 1016
- 리본더비키 Reborn the BIKY
- 야외극장 달빛별빛 Open Cinema-Moonlight Starlight
- 완두콩 극장 : 체크 더 체코! Green Pea Cinema : Check the Czech!

영화워크숍 BIKY포럼 · 영화교육아카데미 · 에듀케이터 스크리닝
이벤트

BIKY 포스터그림전시 및 특별체험전
애니메이션 음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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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포스터 & 공식 트레일러
BIKY2021 공식 포스터
“희망을 품은 대지 Be-terra”
펜데믹은 우리 어린이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
다.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뛰어 놀지도, 학교에서 오순도
순 모여 이야기를 하지도 못했죠.
올해 공모전인 “자연 속의 우리”에는 아이들이 팬데믹으로부
터 배운 자연의 경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아이들의 열망도 함께 담겨져 있지요.
아이들은 마스크를 벗고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 소중한 사람들
을 마음껏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염원을 모아 ‘희망을 품은 대지:Be-terra’는 아이들의 바람
을 민들레 홀씨에 담아 전 세계로, 전 우주로 날려 보냅니다.
그 씨앗이 뿌리 내리는 곳에 아이들의 꿈이 피어오르길 바라면
서요.

BIKY2021 공식 트레일러
“홀씨의 여행”
우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지구의 몸과 마음도 아픈 요즘.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조심스레 영화와 함께하는 걸 제안해 봅니다. 잠깐
현실에서 벗어나 상상의 세계를 즐기고. 상상 가득한 세계에
서 현실을 뒤돌아보고. 영화는 날아다니는 홀씨처럼 우리를
껴안고 상상과 현실의 세계 곳곳을 다녀볼 수 있게 해줍니다.
어두운 영화관에서 빛나는 상상을 마주한 뒤 우리는 분명 현
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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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여섯 번째 비키
방향과 특성
1. 국내 최초, 최대 규모 Young Festival
“아이에겐 감성을, 어른에겐 감동을!” 국내 첫 어린이영화제이자 국내 최대 어린이청소년영화제인 BIKY는 2015년, 어린이영화제
에서 청소년 연령까지 아우르는 ‘어린이청소년영화제’로 확대된 이후, 규모와 입지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올해 상영
규모는 56개국 180편으로 WP 28편, IP 13편, AP 38편, KP 40편으로 총 119편의 프리미어 작품을 통해 오늘날 어린이청소년
영화의 최전선을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 ECFA(European Children Film Association) 회원국으로서 전 세계 영 페스
티벌 간 교류의 역할을 주도하고 다채로운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등 글로벌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

2. 지역 영화커뮤니티 단초 마련
BIKY는 해운대 중심의 상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북구와 중구에서 동시개최를 진행하고 있
으며 영화제 기간 외에도 금정구, 부산진구 등 부산 전 지역에서 문화 향유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역민에 의한 영
화제 개최가 가능하도록 지역의 영화커뮤니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영화제 동시개최를 준비한다. 이를 통해 지역 영화커뮤니티
의 실무역량 개발 및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일상에서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고 향유의 기회를 넓혀, 영화를 통한 정서와 감성을 일
깨우고 일상이 풍요로워 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3. 어린이·청소년 참여 기회 확대
2005년부터 운영되어 온 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 비키즈(BIKies)는 영화제의 주요 행사인 시상식과 어린이청소년영화인의 밤(어청
밤)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런 비키즈들의 자발적인 운영 역량을 올해 더 확대하기 위해, 이벤트팀과 포럼팀으로 구분하
여 조직 구성을 개편했다. 또한 학술행사 중 하나인 ‘라운드 테이블’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등 오늘날 어린이청소년의 고민을 공유하
고, Z세대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4. 청소년 영화인을 위한 제작지원 사업
전국 단위 청소년 단편영화 제작지원 사업이다. 상금액은 총 450만원으로 3~5편의 작품을 엄선하여 차등지원하고, 선정된 작품은
다음해 경쟁부문(레디~액션!)에 지원 가능하다.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미래 전문 영화인을 발굴하고 영화제작의 평등한 기회를 제
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지난해부터 사업 규모를 전국 단위로 확장했으며, 사업 대상을 ‘청소년’에 한정했다. 지원 사업에 그치지 않
고, 심화과정을 마련하는 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5. 배지 운영 체계화
기존 ‘프리패스’ 배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영화 및 교육 산업군 종사자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배지 운영 체계를 개편했다. 영
화, 영상, 문화,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인더스트리’ 배지는 각 분야 신청자들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학술행사와 기
타 이벤트 참여 제공을 통해 보다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화광’ 배지는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마련한 배지다. 한국영화를 책임질 미래 영화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올
해 첫 시행되며, 신청자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다.

6. 팬데믹을 넘어, 지속가능한 영화제로
“아이들은 자란다”
BIKY는 시대가 어떤 흐름에 직면해도, 어린이청소년의 감수성과 공감역량, 사회성은 계속 자라야한다는 기치를 토대로 한다. 어린
이청소년의 안전한 영화관람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위기대응 매뉴얼을 지켜 팬데믹 이전과 동일한 축제 경
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급변한 미디어 환경을 수렴하여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 상영 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지속가능한 영화제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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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경향
1. BIKY X ONFIF
올해 신설된 플랫폼 ONFIF와 협업하여 어린이청소년 경쟁부문 “레디~액션!”, 비경쟁부문 “리본더비키” 및 저작권 동의를 받은 단
편 116편을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온라인 스크리닝의 단점을 개선하여 저작권 보호 강화, 모바일 최적화 상영 제공,
개별 콘텐츠의 유료 구매 등 기존 OTT 플랫폼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 관객과의 만남 ON-site, ON-Line
Covid-19로 중단되었던 해외 게스트와의 만남이 온라인으로 재개된다. 온라인 현지 연결을 통해 관객은 실시간으로 감독 및 배우
와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다. 또한 팬데믹으로 주춤했던 지난해 게스트 참석률을 높이고, 관객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한국
작품의 경우 초청에 응한 모든 작품에 현장 GV를 진행한다. 어려운 상황에도 영화제를 찾아주는 관객들의 응원과 지지에 보답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3. 국제영화제 간 교류 프로그램
국제영화제 간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그해 교류 국가가 엄선한 자국 영화를 한국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섹션이다. 지난해
폴란드의 Ale Kino에 이어, 올해 교류 프로그램은 체코의 즐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와 함께한다. 즐린영화제는 전 세계에서 가
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Young Film Fesival 로서 올해로 61주년을 맞이했다. 초청된 9편의 체코 단편 애니메이션들은 모두
대사가 없는 영화들로 전 연령대가 볼 수 있으며, 특히 즐린영화제기간에는 신청자에 한해 무료로 플랫폼을 오픈해주어 작품을 사
전 관람할 수 있다.

4. 세계 어린이청소년영화의 현주소
해외 영화제에서 주목받은 작품들 및 아시아/유럽/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를 최전선에서 소개한다. 올해 비경쟁에 초
청된 작품은 모두 123편으로 이 중 89작품이 프리미어로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다. 그 밖에 베를린, 선댄스, 토론토 등의 영화제 수
상작 및 초청작이 다수 선정되어, 국내 유일 어린이청소년영화제로서 주요 영화를 발굴하는 역할 및 경향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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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전: 채널1016
올해 특별전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함께한다. 박정희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979년 부마민주항
쟁. 그 운동에 담긴 민주, 사랑, 평화, 인권의 가치를 영화를 매개(채널)로 어린이 청소년 세대와 나누고자 한다. 기후행동, 소수자인
권, 학교폭력 등 논쟁적 이슈를 담은 작품 10편을 선정하였으며, 이 중 장편 3편 상영 후 수석 프로그래머와 각계 전문가와의 토크
가 약 50분간 펼쳐질 예정이다.

6. 코로나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삶 전반의 풍경을 바꾼 Covid-19의 영향은 영화의 제작과 감상 방식은 물론, 영화의 내용에도 여러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올해
는 Covid-19로 인한 비대면 생활, 불안과 공포 등을 직간접적으로 그린 단편 상영작들을 선보인다. 온라인 수업의 에피소드를 담
은 <오디세이>(엠마누엘 마타나, 2021)와 팬데믹 상황의 스산한 가족 이야기 <새 가족>(김규진, 2021)은 비대면이 일상이 된 동
시대에 상상력을 더한 작품들이다. 사스 유행으로 폐쇄된 학교를 배경으로 한 <연설>(얀 하오하오, 2020)과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
고 후 처절한 생존기를 그린 <아귀도>(정재훈, 2020)는 재난 상황에 처한 인물들의 다양한 양상을 제시한다. 해당 작품들에 나타난
Covid-19의 영화적 재현을 통해 영화가 동시대의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풀어내는지 만나 볼 수 있을 것이다.

7. 어린이와 청소년의 바람- “We in Nature”
무분별한 개발과 착취, 환경 파괴를 일삼아온 어른들에 의해 오늘날의 어린이청소년은 불안한 미래를 꿈꿀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
보호와 기후행동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출품되고 있는 경향은 각성을 촉구하는 어린이청소년의 목소리가 보다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삶을 다룬 <그레타 툰베리>(나탄 그로스만, 2020), 생이 살아 숨 쉬는 자연을 향한
찬미 <침팬지를 찾아서>(캐롤라인 티리온, 2019) 환경오염을 일삼는 악덕 기업주를 처벌하는 어드벤처 <페퍼콘 탐정단과 심해의
비밀>(크리스티안 티드, 2020) 등 다양한 스타일의 영화를 통해 올해 포스터 주제인 “자연 속의 우리”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8. Remind World War
전쟁의 허상과 참상을 그린 다양한 시선의 영화를 소개한다.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된 어린이의 삶을 다룬 영화들-<히틀러
가 분홍 토끼를 훔친날>(카롤리네 링크, 2019), <내 동생 옥산나>(알렉산드르 갈리빈, 2019) <굿바이, 나의 소련>(로리 랜들러,
2020)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쟁>(일제 부르코프스카 야콥슨, 2020)을 통해 미얀마 군부의 어린이 학살 등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화로부터 오늘날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한 실천은 무엇일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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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부문_레디~액션! 심사위원

레디~액션! 12

강민주 KANG Min-ju

진현서 JIN Hyun-seo

박지은 PARK Ji-eun

김나현 KIM Na-hyun

손민사 SON Min-sa

대연중학교

대연중학교

대연초등학교

장안중학교

장안중학교

2020 맑은바람상,

2020 맑은바람상,

2020 맑은바람상,

2019 파란하늘상 <13살

2019 파란하늘상 <13살

사미르나스르상,

사미르나스르상,

사미르나스르상,

병관이> / 조감독, 배우

병관이> / 촬영, 배우

이야기상 <무지개> / 각본

이야기상 <무지개> / 촬영

이야기상 <무지개> / 배우

레디~액션! 15

이지원 LEE Ji-won

이레 LEE Re

김아송 KIM Ah-song

김건우 KIM Gun-woo

BIKY 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

BIKY 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

BIKY 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

계원예술고등학교

<라켓소년단> (2021),

<안녕? 나야!> (2021),

<항거: 유관순 이야기>

2020 넓은바다상 <채팅>

<히트맨> (2020)외 / 배우

<반도> (2020) / 배우

(2019),

/감독

<나는보리>(2018) / 배우

레디~액션! 18

성다희 SUNG Da-hee

김원준 KIM Won-joon

정준아 JUNG Jun-a

이동건 LEE Dong-geon

정우진 JEONG Woo-jin

수원대학교

경기예술고등학교

경기예술고등학교

서경대학교, 고도필름

고도필름

2020 맑은바람상,

2020 파란하늘상

2020 파란하늘상

2020 아시아타이업상

2020 아시아타이업상

사미르나스르상

<서울의 꽃>/ 감독

<서울의 꽃>/ 조연출

<완벽한 나의 시> / 감독

<완벽한 나의 시> / 촬영

<지금 이 순간> / 감독

보도개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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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비경쟁부문_마음의 별빛상 심사위원

<나를 찾아서> 섹션 심사위원

<너와 더불어> 섹션 심사위원

리셋 코테라 Liset Cotera

미하엘 하르바우어 Michael Harbauer

멕시코시티 메트로폴리탄 자치대학교에
서 소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다.
이후 약 7년 간 공영방송국에서 여러 문화
프로그램을 맡아 어린이를 위한 라디오 시
리즈의 대본을 쓰기도 했다. 1993년도부
터 CIFEJ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
고, 멕시코의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영화를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해 1995년도에 어
린이국제영화제를 창립 후 집행위원장으
로 역임하고 있다.

독일 켐니츠에서 개최되는 슈링겔국제
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집행위원장으로,
1996년부터 활동했다. 독일의 영상물 등
급기관에서 위원을 맡고 있으며, 전 세계
다양한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
다. 해외영화제에 독일의 어린이청소년영
화를 알리는 ‘독일 포커스’ 프로그램을 큐
레이팅 해왔다. 2020년부터 CIFEJ(어린
이와청소년을위한영화국제센터)이사회
위원으로 있다.

이정진 LEE Jinna

프레드리케 미곰 Frederike Migom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영화이론전공 석
사 졸업, 박사 수료 후 현재 울주세계산
악영화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있다.
2005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
악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
산국제단편영화제, 국제무형유산영상축
제에 참여해왔다. 대만 가오슝영화제, 아
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영화제, 대만 금마
장영화제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뉴욕에서 교육을 마친 뒤 파리에서 공부를
했다. 2013년 첫 단편 <말라킴>을 시작으
로, <아담 & 에브리띵>(2014), <은코시
쿠아퓌르>(2015), <Si-G>(2017)를 연
출하였다. 장편 데뷔작인 <말괄량이 빈티
와 오카피클럽>(2019)는 2020 부산국제
어린이청소년영화제 개막작에 선정되었
고, 그 외 많은 영화제에서도 수상했다. 현
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감독 및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면서 두 편의 장편영화를 준
비 중이다.

달시 파켓 Darcy Paquet

제정주 JE Jeong-ju

미국 매사추세츠가 고향으로, 1999년
영문 웹사이트 ‘Koreanfilm.org’ 를 처
음 만들었고, 2009년 《New Korean
Cinema: Breaking the Waves》를 출
간했다. 그는(삭제)
<기생충>, <아가씨>를 포함해 많은 한국
영화의 영문 자막을 번역해 왔다. 또한
2014년 한국 독립영화 분야의 성취를 기
념하기 위한 ‘들꽃영화상 시상식’을 공동
창립했다. 2017년부터 부산아시아영화학
교에서 영화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을 졸업했다. <
우리들>(2016), <용순>(2017)등을 제
작한 (주)아토 대표이며 <살아남은 아이
>(2018)를 비롯한 다수의 영화에 프로듀
서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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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안에서> 섹션 심사위원

<경계를 넘어서> 섹션 심사위원

펠릭스 방인더르후이센 Felix Vanginderhuysen

세이드 술탄 아흐메드 Syed Sultan Ahmed

1976년 루뱅 대학교에서 사회 과학 석
사 학위를 받았다. 1978년, 아이들에게
양질의 영화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인
Jekino에서 일을 시작했다. 1989년 앤트
워프에서 ‘유럽 청소년 영화제’를 창립하
고 2000년에 플랑드르에서 학교 영화 프
로젝트인 ‘Lesson in the Dark’를 공동
창립했다. 1988년에 ‘유럽어린이영화협
회(ECFA)’를 창립하여 현재까지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MIT 보스턴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데
일 카네기에서 공인 NLP 실무자 및 마스
터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 인도의 국
제어린이영화제 집행위원장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육자의 학습에 영향을 미
치는 LXL Ideas를 설립했으며, 인도 정부,
글로벌 아동 브랜드, 교육 기관 및 기업 벤
처의 여러 교육 기관의 고문으로도 활동하
고 있다.

서신애 SEO Shin-ae

장형윤 CHANG Hyung-yun

2004년 ‘서울우유’ CF로 연예계 데뷔
를 했다. MBC 드라마 <지붕뚫고 하이
킥>(2009)을 통해 아역배우로 이름을
알렸으며, 드라마 <구미호: 여우누이뎐
>(2010), <여왕의 교실>(2013), 영화 <나
의 사랑 나의 신부>(2014), <미쓰 와이프
>(2015)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
력을 인정 받았다.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
하고 영상원 전문사 영화과에 재학 중이다.
<아빠가 필요해>(2005), <무림일검의 사
생활>(2007), 유아인, 정유미 주연의 장
편애니메이션 <우리별 일호와 얼룩소>
(2014)등 여러 편의 애니메이션을 감독
했다. 2018년 천우희 주연 장편 <마왕의
딸 이리샤>를 개봉했다. 2020년 단편 극
영화 <무협은 이제 관뒀어>를 전주 국제영
화제에서 상영했다.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주)지금이 아니면 안돼’ 대표이다.

김조광수 KIM JHO Gwang-soo

리 위엔 LI Yuan

영화사 청년필름의 대표로 일하면서 <조
선명탐정> 시리즈, <의뢰인>,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 등 20여 편의 영화를 제작
했으며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 <메이드 인 루프탑>을 연출한 감독이다.
서울국제프라이드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
기도 하다.

베이징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 후 <페
인티드 베일>(2006)과 <미션임파서블
3>(2006)를 비롯한 여러 할리우드 영화
의 제작에 참여했다. 현재는 중국국제어린
이영화제 프로그래머와 청도 어린이 영화
주간 큐레이터를 맡고 있고, 독립영화 프
로듀서로도 활동하고 있다.

보도개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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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아시아타이업상 심사위원

선 수펑 Shen Shufeng
사천 이메이 영화 배급 및 상영 극장 체인 유한 회사 / 이사회 의장, 총괄
1989년 베이징 영화 아카데미에서 영화배급학과를 졸업을 한 후, 2004년 사천대학교 경영대
학원에서 수학했다. 1980년에서 1987년까지 교육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유치원 교사로 일
을 했고, 1989년부터 30여 년간 영화계에서 일했다. 2001년에는 ‘청도 어린이 영화 주간’을
만들었고 현재 18개의 판본이 있다.

지대한 JI Dae-han
브이컴퍼니 / 배우
1988년 연극배우로 첫 데뷔 했다. 1년 후 KBS 드라마 <지리산>(1989)으로 지상파 정식 데뷔
를 하였으며, <올드보이>(2003), <해바라기>(2006), <해운대>(2009)등으로 대중들에게 얼굴
을 알렸다. 2020년, OCN 드라마 ‘루갈’, ‘미씽’과 영화 <파이프라인>(2021)등 90여 편의 작
품에 출연하였고,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 <하우치>를 기획, 제작하며 부산영화제 출품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루시 사워르디칼 Ruchi Sawardekar
인도국제어린이영화제 / 프로그램 매니저
영상 전문가이자 제작자이며 국제 어린이 영화제의 프로그램 매니저이다. 뭄바이의 Tata 사회
과학 연구소에서 미디어 및 문화 연구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4년부터 도시를 구성하는 사회
적 환경의 다양한 모습을 탐구하는 영화를 제작하였으며, LXL Ideas의 일원으로 학교 학생들
을 위한 단편 영화들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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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고릴라 별> <The Ape Star>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2021｜74분｜한국 프리미어

시놉시스
어린 소녀 요나는 입양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말 그대로, 자신만을 사랑해 주기만 한다면 누구든 상관없다. 그렇지만
엄마가 될지도 모르는 누군가가 낡은 차를 타고 고아원에 와 차 문을 열고, 걸어 나왔을 때 요나는 놀라고 만다. 그것은 바로
고릴라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이 덩치 크고, 모든 행동이 서툰 고릴라와 함께 떠나야 할지 잠시 고민하지만, 고릴라 ‘엄
마’와의 신체적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된다. 하지만 둘을 갈라놓으려는 악당이 등장하
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데... 과연 둘은 악당의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행복한 새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프로그래머 노트
한국계 스웨덴 여성 감독인 린다 함박의 작품으로, 유명 동화작가 프리다 닐슨의 소설 <My mum's gorilla>가 원작이다.
다름을 용인하지 않는 배타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교양의식 속에 과연 타자가 설 자리는 어디일지 되
묻는 영화. 문학적 감수성과 지성의 아름다움을 지닌 '고릴라'가 인간성의 근원에 대한 탁월한 물음을 제기한다. 페르닐라
아우구스트, 스텔란 스카스가드 등 스웨덴 명배우들의 목소리 연기 또한 만나 볼 수 있다. (장슬기)

감독
린다 함박 Linda Hambäck
영화감독이자 리 필름 제작사의 대표이다. 주로 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든다. 린다
함박 감독의 첫 장편영화 <고든과 파디>는 여러 국가에 배급되었으며 2018년 베를린국제영화
제에서 프리미어 상영되었다. <고릴라 별>은 그녀의 두 번째 장편 작품이다. 감독으로서 데뷔하
기 전 많은 단편들을 제작하여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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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Opening Ceremony
<다시 어린이인권선언>을 준비합시다
오늘날 어린이의 목소리를 담은 ‘다시 어린이인권선언 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1923년 5월 1일 소파 방정환 선생이 만든 '어린이날'은 어린이 해방 담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던 날로, 2023년
에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어린이 헌장이 새로 만들어졌지만, 어린이가 호명 대상이 아닌 당사자(주체)로
서, 권리 해방을 주창한 적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에 BIKY의 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 모두는 오늘날 Z세대의 요구사항과 바람을 직접 선언문에 담아 어린이청소년이 자유
롭게 해방을 노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비키의 어린이청소년 집행위원과 국내 어린이청소년 인권활동가로 구성된 ‘다시 어린이인권선언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1년 동안, ‘우리의 행복권’을 지키는 ‘꼭 필요한 권리’를 고민하고 토론하여 선언 주체로서, 새로운 ‘인권선언’을 만들어 나
가고자 합니다.
어린이청소년 인권활동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소개
서신애 SEO Shin-ae
2004년 ‘서울우유’ CF로 연예계 데뷔를 했다. MBC 드라마 <지붕뚫고 하이킥>(2009)을 통해 아역배우로 이름을 알렸
으며, 드라마 <구미호: 여우누이뎐>(2010), <여왕의 교실>(2013),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2014), <미쓰 와이프
>(2015)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연기력을 인정 받았다.

이지원 LEE Ji-won
영화 <1급기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오목소녀>, <히트맨>과 함께 드라마 ‘프로듀사’, ‘로맨스를 별책부록’, ‘스
카이캐슬’ 등에서 탄탄한 연기력으로 믿고 보는 배우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재 ‘라켓소년단’에서 이한솔 역으로 열연
중이다.
한편 2015년부터 현재까지 BIKY 개막식 사회를 맡아오고 있으며, 2017년부터 BIKY 어린이집행위원 비키즈(BIKies)
로 활동하고 있다.

보도개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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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부문_레디~액션! Ready~Action!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국제 경쟁부문 ‘레디~액션!’에는 올해 40개국 299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 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BIKies)의 예선 심사를 거쳐 15개국 40편의 영화가 본선진출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발전되고 감독님들 개개인의 특성과 창의력을 잘 녹여낸 모습의 영화들을 많이 감상할 수 있어서 매
우 좋았습니다. 완성도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빼다 놓은 것 같은 배우의 연기, 현실 같은 미장센의 요소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몇몇 영화들은 비록 러닝타임은 짧지만 큰 임팩트가 있었고, 이 영화들 덕분에 심사가 무척 즐거웠습니
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영화제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텐데, 다양한 영화들을 정성스럽게 제작해주어 감사를
표합니다.
_ 비키즈, 청소년집행위원

레디~액션! 12
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1

게임 플레이!
Game Play!

적암초 슬기로운 초등생활
Jukam Elementary School Wise Elementary Life

한국｜2021｜23분 24초｜WP

2

나를 도와줘
Help me

칠암초 김나율, 오나현
Chilam Elementary School KIM Na-youl, O Na-hyeon

한국｜2021｜8분｜WP

3

좀비 탈출
Zombie escape

매안초 김유민
Maean Elementary School KIM Yoo-min

한국｜2020｜7분｜WP

4

19

잭정
Jack Zheng

중국｜2020｜7분 22초｜WP

5

괜찮아
Broken Things

슈리프 누랄야 빈티 사이드 에이잘
Sharifah Nuralyaa binti Syed Azhar

말레이시아｜2020｜6분｜WP

6

링크연필
Link Pencil

적암초 슬기로운 초등생활
Jukam Elementary School Wise Elementary Life

한국｜2020｜25분 15초｜WP

7

우유폭탄
Milk Bomb

매안초 최아원
Maean Elementary School CHOI A-won

한국｜2020｜9분 13초

8

그림세상
Vibrant

툰 클럽의 학생들
Students of Toon Club

한국｜2020｜39분｜KP

9

뒤바뀐 세상
Upside-Down World

엘러펀트 협회
Elephant association

한국｜2020｜2분 14초｜AP

10

피카소
Pica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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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노 로키나, 에너스타시아 하자노바,
알렉산드라 아레시나, 아이반 만콥, 바세
슬라 보르베, 나타샤 보라니코바, 아이라
세스타코바

Устина Лучкина, Анастасия Хазанова,
Александра Арешина, Иван Манцов,
Вячеслав Воробьев, Наташа
Воротникова, Ира Шестакова

한국｜2021｜12분 43초｜IP

레디~액션! 15
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1

91번째 목소리
91st Voice

김동준
KIM Dong-jun

한국｜2021｜22분

2

찌개
Memory

김보경
KIM Bo-kyeong

한국｜2020｜12분

3

별보러가자
A Trip to the Star

김태현, 이예은
KIM Tae-hyeon, LEE Ye-eun

한국｜2021｜10분 35초

4

봄
Spring

안병우
AN Byong-woo

한국｜2021｜3분｜WP

5

여행
Journey

정나무
JUNG Na-mu

한국｜2021｜4분｜WP

6

달라도 좋아
System Error

표트르 카즈미어자크
Piotr Kaźmierczak

폴란드｜2020｜4분 34초｜KP

7

엄마
Mama

아담 판디
Adam Pandey

아일랜드｜2021｜2분｜AP

8

집
Beth

에이바 바운드
Ava Bounds

영국｜2020｜12분 26초｜AP

9

친구란 무엇인가?
Who are Friends?

카티아 수시크
Katja Tušek

크로아티아｜2020｜2분 41초｜AP

10

도움
No Comment

자바르 파라자데
Zhivar Farajzadeh

이란｜2020｜4분｜IP

보도개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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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액션! 18
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1

타짱
Coin Flippers

이성욱
LEE Seong-wook

한국｜2020｜29분 46초

2

밸리댄스
Belly Dance

연혜린
Yeoun Herin

한국｜2020｜19분 48초｜WP

3

억제제
Inhibitor

제시카 헤를리츠, 시안 콜린스
Jessica Herlitz, Cian Collins

미국｜2021｜8분 18초｜IP

4

어항
Fishbowl

아프리다 메자빈
Afrida Mehzabin

방글라데시｜2020｜3분 46초｜IP

5

그때
In Time

브룩스 릴
Brooks Reehl

미국｜2020｜3분｜IP

6

위선자들
Hypocrites

이태양
LEE Tae-yang

한국｜2020｜31분 50초｜WP

7

낙엽
Falling

정현우
ZONG Hyun-woo

한국｜2021｜12분 26초｜WP

8

하이 채플린!
Hi Chaplin!

김태유
KIM Tea-you

한국｜2021｜11분 7초

9

죽음의 날
Day of the Dead

케리 럼
Kerry Lum

미국｜2021｜3분｜IP

10

메기 클럽
The Catfish Club

잭 샤키, 치 린, 에반 페들리, 작 힐, 앙리 트리고, 레이프 클레이튼
영국｜2020｜6분 42초｜AP
Jack Sharkey, Qi Lin, Evan Pedley, Xach Hill, Henri Trigo, Leif Clayton

11

그 까짓거
Don’t care

김경범
KIM Gyeong-beom

한국｜2021｜29분 31초｜WP

12

포도
The Grape

김승미, 박유경
KIM Seung-Mi, PARK Yu-Gyeong

한국｜2020｜14분 44초

13

해장
Relieve a Hangover

김건희
KIM Gun-hee

한국｜2021｜5분 38초｜WP

14

부활
Rebirth

야시온제

15

마음의 용서
Amnesty of Heart

후안카 지라르도
Juanca Giraldo

콜롬비아｜2020｜12분｜IP

16

원예 이야기
Gardening Story

이희원
LEE Hee-won

한국｜2020｜23분

17

아이
Kid

이성경
LEE Seong-keong

한국｜2020｜6분 40초｜WP

18

박하사탕
Peppermint Candy

박유빈
PARK Yu-bin

한국｜2020｜17분 32초

19

혼란속의 기억
Not Quite Lucid

데이비드 덥-페이션
David Thuß-Patience

독일｜2021｜14분｜KP

20

영광의 나날
Glory Days

에반 올로우
Evan Olow

미국｜2021｜4분 19초｜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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姚贤泽

중국｜2020｜3분 14초｜WP

비경쟁부문_나를 찾아서 Finding Myself
내 안의 수많은 나, 혹은 진정한 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섹션.
불완전하고 부당한 환경 속에서도 성숙과 자립을 꿈꾸는 영화들의 모음.

나를 찾는 여정은 마냥 즐겁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고, 그에 응당한 답변을 내리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어쩌면 영영 해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간을 ‘여정’에 빗대곤 합니다. 이
는 아마 폭풍 끝에 다다를 때, 비로소 ‘진정한 나’ 혹은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 모두 꿈꾸기 때문은 아닐
까요.
올해 나를 찾아서 섹션에 초청된 19편의 영화들은 다양한 물음표들로 가득합니다. 물음표들은 내면 깊은 곳을 향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바깥 세상을 향해 있기도 합니다. 이 궁금증의 원인과 해답을 찾는 과정은 실로 모험과도 같아서 영화 속 주인
공들은 종종 상처입고 고통받지만, 마침내 각양각색의 환희의 순간을 맞이하며 한 걸음 더, 나를 찾는 여정을 향해 나아갑
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존을 도모하는 대범한 소년의 이야기 <크리스토, 복수하다>, 가난의 장벽을 뛰어넘는 순수한 열정
<델핀>, 여성에게 금지된 전통에 대한 도전 <루시아의 하프>, 역경의 사춘기를 겪으며 타인과의 관계에 눈뜨는 <영 줄리엣>
은 오늘날 청소년의 고민에 귀 기울이는 영화들로, 점점 성숙해가는 그들 내면의 풍경을 비추고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 많이를 바라는 세상에서 소녀가 있을 자리를 묻는 <마틸다의 공부비법>,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소년의
이야기 <섬 소년 브라히>, 난민의 정체성을 질문하는 <거리의 아이>, 외로움과 상실의 정서에 침몰돼 금기를 깨고마는 형제
의 이야기 <터칭>은 나를 찾는 여정으로부터 겪는 상처를 응시하고, 그 회복을 위해 타인과 연대하고 다름을 수용하는 해결
책을 제시해줍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19편의 영화들은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 마치 화답하듯 다채로운 시각과 스타일로 우리와의 대화에 참여하려 합니다.
그럼 이제, 함께 여정을 떠나볼까요?
_장슬기 프로그래머

보도개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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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 11편｜단편 8편
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1

엠마
Emma

훌리오 기예르모 바르세나 산체스
Julio Guillermo Bárcenas Sánchez

멕시코｜2019｜82분｜AP

2

루시아의 하프
Mezquite’s Heart

아나 라우라 칼데론
Ana Laura Calderón

멕시코｜2020｜74분｜AP

3

미카
Mica

이즈마엘 페루키
Ismaël Ferroukhi

프랑스｜2020｜103분｜AP

4

히틀러가 분홍 토끼를 훔치던 날
When hitler stole pink rabbit

카롤리네 링크
Caroline Link

독일, 스위스, 체코｜2019｜119분｜KP

5

꿈속의 타리크
In my Dream

무라트 체리
Murat çeri

터키｜2020｜99분｜KP

6

델핀
Delfin

가스파 쇼이어
Gaspar Scheuer

아르헨티나｜2019｜87분｜KP

7

유년의 기억
A Little Birds Reminds me

스신
Shi Xin

중국｜2020｜133분｜IP

8

크리스토, 복수하다
My Lake

게르그기 쿠바니
Gjergj Xhuvani

알바니아｜2020｜107분｜KP

9

루루트
Louloute

후베르트 비엘
Hubert Viel

프랑스｜2020｜87분｜KP

10

영 줄리엣
Young Juliette

안느 에몽
Anne Emond

캐나다｜2019｜93분｜KP

11

퍼펙트10
Perfect 10

에바 라일리
Eva Riley

영국｜2019｜84｜KP

12

마틸다의 공부비법
Matilda and the Spare Head

이그나스 메이루나스
Ignas Meilunas

리투아니아｜2020｜14분｜AP

13

버드보이
Bird Boy

시몬 레렝 빌몽
Simon Lereng Wilmont

덴마크｜2020｜22분｜KP

14

섬 소년 브라히
Island Living

토르 시구르욘슨
Viktor Sigurjónsson

아이슬란드｜2020｜30분｜AP

15

나의 주말
My Weekend

허재원
HEO Jae-won

한국｜2020｜2분｜

16

아홉 살의 사루비아
Salvia at Nine

장나리
JANG Na-ri

한국｜2020｜7분｜

17

거리의 아이
Son of the streets

무하마드 알무니
Mohammed Almughanni

팔레스타인｜2020｜30분｜AP

18

수라
Sura

정해지
JEONG Hae-ji

한국｜2020｜6분｜

19

터칭
The Touching

도미니크 조지
Dominik György

체코｜2020｜40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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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쟁부문_너와 더불어 Staying Together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화합을 다룬 섹션.
가족의 사랑, 친구 사이의 우정,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들. 함께 함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각양각색의 이야기.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이방인으로 부르는 타자들과 어쩔 수 없이 엮이거나 혹은 우연히 마주함으로써 성장하거나 변화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타자들과의 만남과 이야기들은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이기도 합니다. 올해 너
와 더불어 섹션에서는 이러한 관계의 다양한 측면들을 심도있게 담아낸 작품들이 관객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친구가 아닐까 합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을 유쾌하게 그려낸 <글래스 보이>와 <우
당탕탕 FC>, 감동의 우정 드라마 <꿈꾸는 나비>, 청소년들의 내면의 상처를 묘사한 <먼데이의 희망여행>, 답답한 현실 속에
맞서는 청소년들을 담아낸 <질주하는 청춘>과 단편 <눌과 아담>, <방콕의 밤>, <달콤씁쓸한>은 관계 속에서 자아를 찾고 성
장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영화들도 준비했습니다. 웰메이드 가족영화 <토토리! 우리 둘만의 여름>과 <래시 컴 홈>,
우주탐사를 매개로 관계의 믿음과 사랑을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우주소년>, 입양아들의 독립을 다룬 <이젠 떠나야 해요>,
단편 <엄마는 쏟아지는 비처럼>, <생일 축하해>, <파편들>은 가족 안에서 미묘하게 분기하는 상황과 감정들의 결을 아름답
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탈출기 <더 크로싱>, 여성의 존재와 의미를 다루는 <마마 마마 마마>, 2011년 대전 여고생 자
살 사건을 모티브로 한 단편 <주인>은 타자와 관계에 대한 좀더 깊은 사유들을 요청합니다. 너와 더불어 섹션에서 마련한
수작들을 즐기며 내가 서 있는 자리, 나를 구성하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_변혜경 프로그래머

보도개요집

21

장편 12편｜단편 8편
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1

글래스보이
Glassboy

사무엘레 로시
Samuele Rossi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2020｜90분｜AP

2

래시 컴 홈
Lassie Come Home

하노 올더디센
Hanno Odlerdissen

독일｜2020｜96분

3

실리에 살로몬센, 아릴드 오스틴 아문센
토토리! 우리 둘만의 여름
Sister: The summer we found our superpowers Silje Salomonsen, Arild Østin Ommundsen

노르웨이｜2020｜78분

4

꿈꾸는 나비
Cocoon&Butterfly

모하마드 살리하네자드
Mohammad Salehinezhad

이란｜2020｜77분｜IP

5

더 크로싱
The Crossing

요한 헬글란드
Johanne Helgeland

노르웨이｜2019｜95분

6

우주소년
Spaceboy

올리비에 페루
Olivier Pairoux

벨기에｜2020｜100분｜AP

7

우당탕탕FC
Playful

나데레 투르카마니
Nadereh Turkamani

이란｜2020｜85분｜IP

8

달콤씁쓸한
Sweet Thing

알렉상드르 록웰
Alexandre Rockwell

미국｜2020｜91분｜KP

9

먼데이의 희망 여행
Moon Rock for Monday

커트 마틴
Kurt Martin

호주｜2021｜100분

10

마마, 마마, 마마
Mum, Mum, Mum

솔 베루에조 피숑 리비에르
Sol BERRUEZO PICHON-RIVIERE

아르헨티나｜2020｜65분

11

이젠 떠나야 해요
A Waste of Space

노암 뎀스키, 이도 바하트
Noam Demsky, Ido Bahat

이스라엘｜2020｜59분｜AP

12

질주하는 청춘
Go Youth!

카를로스 아멜라
Carlos Armella

멕시코｜2019｜105분｜AP

13

엄마는 쏟아지는 비처럼
Mum is pouring Rain

휴고 드 포콤프레
Hugo de Faucompret

프랑스｜2021｜26분｜KP

14

오디세이
The Odyssey

엠마누엘 마타나
Emmanuelle Mattana

호주｜2021｜7분

15

생일 축하해, 와라타우
Happy Birthday Waratau

야콥 얌싸
Ya’aqov Yamsa

이스라엘｜2020｜20분｜WP

16

파편들
Bits

아론 호르바트 보트카
Áron Horváth Botka

슬로베니아｜2020｜26분｜AP

17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냥
Meow or Never

니즈라 라즈
Neeraja Raj

영국｜2020｜10분｜KP

18

눌과 아담
Noor

림 나클리
Rim Nakhli

튀니지｜2020｜15분｜KP

19

방콕의 밤
Bangkok Department

누타왓 아타사왓
Nuttawat Attasawat

태국｜2020｜23분｜KP

20

주인
Gaze

안용해
AHN Yong-hae

한국｜2019｜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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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쟁부문_다름 안에서 Embrace the Difference
차별이 되지 않는 차이, 다름을 껴안는 관용을 꿈꾸는 섹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주 앉아 대
화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화면 너머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함께하는 삶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
하는 자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또 더욱 더 필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다름 안에서’ 섹션은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를 껴안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고, 이해의 경계를 넓힐 수 있는 24편의 장·단편을 모았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세로우에소의 학교>,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가족에게 일어나는 갈등을 그린 <바람 속
의 켄자>는 다름을 이해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내 동생 옥산나>와 <고릴라 별>은 새로운 가족을 둘러싼
사랑의 이야기를, <다니엘 16>과 <빈스>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이슈를 다룹니다.
‘다름 안에서 어린이’와 ‘다름 안에서 청소년’ 단편 모음은 짧지만 긴 여운을 남기며 다채로운 다름의 양상을 표현합니다. <
길>은 어느 가족이 함께 길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한의 꿈>은 양동이와 수영장으로 나타나는 물의 부족과 풍족을
동시에 그립니다. 두 작품 모두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에 대한 고찰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다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아들의 이름>과 <폭발하기 전에>, <해마>는 가족 또는 친구 사이에서 오가는 따스한 사랑과 이해의 감정을 함께
다룹니다.
다름 안에서 모두가 빛나는 2021년의 오늘,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무는 소중한 작품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_박정민 프로그래머

장편 13편｜단편 11편
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1

걸리버 리턴즈: 릴리풋 왕국 대소동
Gulliver Returns

일리야 막시모프
Ilya Maksimov

우크라이나｜2020｜90분｜KP

2

세로우에소의 학교
A School in Cerro Hueso

베타니아 카파토
Betania Cappato

아르헨티나｜2021｜70분｜AP

3

고릴라 별
The Ape Star

린다 함박
Linda Hambäck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2021｜74분｜KP

4

내 동생 옥산나
My Little Sister

알렉산드르 갈리빈
Aleksandr Galibin

러시아｜2019｜94분｜KP

5

공룡을 쫓는 내 동생
My Brother Chases Dinosaurs

스테파노 치파니
Stefano Cipani

이탈리아,스페인｜2019｜101분 ｜KP

6

굿바이, 나의 소련
Goodbye, Soviet Union

로리 랜들러
Lauri Randla

에스토니아｜2020｜86분｜AP

보도개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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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7

다니엘 16
Daniel ‘16

디미트리스 코체아바사코
Dimitris Koutsiabasakos

그리스｜2020｜101분｜AP

8

라말라에서 온 피아니스트
The Pianist From Ramallah

아비다 리브니
Avida Livny

이스라엘｜2020｜60분｜AP

9

바람 속의 켄자
Bulado

에체 항가
Eché Janga

네덜란드. 퀴라소｜2020｜86분｜KP

10

빈스
Beans

트레이시 디어
Tracey Deer

캐나다｜2020｜92분

11

아카사, 마이 홈
Acasa, My Home

라두 치오르니치우크
Radu Ciorniciuc

루마니아, 독일, 핀란드｜2020｜86분

12

캐롤라인 티리온
침팬지를 찾아서
Budha, In The Chimpanzees' Footsteps Caroline Thirion

13

노라의 특별한 여름
Cocoon

레오니 크리펜도르프
Leonie Krippendorff

독일｜2020｜95분

14

길
En Route

마릿 비어헤임
Marit Weerhejim

네덜란드｜2019｜10분

15

댄스 레슨
Dance Lessons

카밀라 마기드
Camilla Magid

덴마크｜2020｜22분｜KP

16

보금자리
Migrants

위고 카비, 앙투안 뒤프리에, 오벵 퀴비
아크, 뤼카 레르미뜨, 조에 드비즈
Hugo Caby, Antoine Dupriez, Aubin
Kubiak, Lucas Lermytte, Zoé Devise

프랑스｜2020｜9분

17

연
The Kites

세예드 파얌 호세이니
Seyed Payam Hosseini

이란｜2020｜14분｜KP

18

모한의 꿈
Dubki

알랍 타나
Aalap Tanna

인도｜2021｜16분｜KP

19

절약의 발명
The Invention of Less

노아 에르니
Noah Erni

스위스｜2021｜3분｜WP

20

넌 키위가 아니야
You Are Not a Kiwi

마리아 사벨레바
Maria Saveleva

에스토니아｜2020｜6분｜AP

21

돌라포는 괜찮아
Dolapo is Fine

에토시아 힐튼
Ethosheia Hylton

영국｜2020｜15분｜AP

22

아들의 이름
The Name of the Son

마르티나 마츠킨
Martina Matzkin

아르헨티나｜2020｜13분｜AP

23

해마
Seahorse

24

폭발하기 전에
Before the Eruption

넬레 데넨캄프
Nele Dehnenkamp
로베르토 페레스 톨레도
Roberto Pérez Tol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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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2019｜52분｜AP

독일｜2020｜16분｜AP
스페인｜2020｜10분｜KP

비경쟁부문_경계를 넘어서 Beyond the Boundary
신나는 모험과 설레는 미래의 상상이 가득한 섹션.
일상의 문밖을 나서면 만날 수 있는 세상, 그 멋진 세상으로 안내하는 영화들.

삶의 저변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경계. 그리고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그 경계를 넘고자하는 사람들. 언제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느끼고 더불어 용기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에게 ‘경계를 넘는다’
는 말은 의외로 복잡한 상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 많은 경계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 끊이지 않는 좌절과 고통
의 신음, 코로나19를 통과하는 깊은 한숨을 듣고 있자면 2021년의 중반부를 지나는 우리에게 ‘경계’는 넘어도 또 다시 만
나는 장벽이며 지치지 않는 용기와 도전이 요구되어지는 끝나지 않을 투쟁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올해 비키의 <경계를 넘어서> 섹션은 이런 우리의 고민에 대한 ‘위트를 입은 화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경계와
의 만남이며, 그 속에서 영화는 끝없이 무너뜨린 벽들 그 너머에 존재하는, 언젠가 반드시 만날 수 있는 희망에 대한 청사진
입니다. 아마 그 희망은 고된 도전과 희망의 끝자락에 결코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겠
지요.
서로 닮았어도 혹은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의 결핍을 감싸안고 나아가는 어린이들이 등장하는 <드래곤걸>,<마고와 마게리
트의 환상의 시간여행>,<신나는 마법 동물학교>는 압제적인 경계의 벽을 의외로 가뿐히 넘기는 놀라움을 보여줍니다. 고정
된 성 역할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새로운 지도자로써의 실존 여성캐릭터를 그린 <캘러미티 제인>, 보수적인 학교에서 학생
들에게 조그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바이킹 프로젝트>의 장 신부님과, 우주비행사를 꿈꾸며 자신의 터전을 작은 우주선
으로 상상하는 <가가린>의 유리, 그리고 환경파괴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힘을 모은 용감한 페퍼콘 탐정단 까지. 이들과
함께라면 앞으로 만날 수많은 장벽도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방귀로 하늘을 나는 독특한 발상이 눈에 띄는 <빵삥뿡뺑>, 안양예술공원과 지역 아티스트들의 협업을 길고양이 이야기로
환상적으로 그려낸 <예술공원의 고양이>까지. 단편의 세계역시 고정된 통념들을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하게 비집는 여유를
담아냅니다.
더 많은 도전과 용기가 필요한 시기, 비키의 <경계를 넘어서> 섹션을 통해 한 걸음 더 크게 뛰어넘을 에너지 담뿍 가져가시
길 바랍니다.
_장다나 프로그래머

장편 11편｜단편 14편
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1

신나는 마법 동물 학교
School of Magical Animals

그레고르 슈니츨러
Gregor Schnitzler

독일,오스트리아｜2020｜89분｜IP

2

잊혀진 크리스마스
Forgotten Christmas

안드레아 에케르봄
Andrea Eckerbom

노르웨이｜2019｜71분｜KP

3

니콜라 르메이
펠릭스와 모가의 보물
Felix and the Treasure of Morgaa Nicola Lemay

4

드래곤 걸
Dragon Girl

카타리나 로닝
Katarina Launing

캐나다｜2021｜85분｜KP
노르웨이｜2020｜82분｜KP

보도개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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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캘러미티 제인
Calamity

6

마고와 마게리트의 환상의 시간여행
피에르 코레
The Fantastic Journey of Margot &Marguerite Pierre Coré

프랑스｜2019｜89분

7

숲의 요정 시히야
Sihja, the Rebel Fairy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2020｜90분｜AP

8

페퍼콘 탐정단과 심해의 비밀
크리스티안 티드
The Peppercorns and the Secret of the Deep Sea Christian Theede

독일｜2020｜94분｜AP

9

가가린
Gagarine

파니 리에타르, 제레미 트뤼
Fanny Liatard, Jérémy Trouilh

프랑스｜2020｜98분

10

넬리 랍: 몬스터 에이전트
Nelly Rapp-Monster Agent

아만다 아돌프손
Amanda Adolfsson

스웨덴｜2020｜92분｜KP

11

바이킹 프로젝트
The Vinland Club

베누아 필론
Benoit Pilon

캐나다｜2020｜125분｜KP

12

나뭇잎
Leaf

알리오나 바라노바
Aliona Baranova

벨라루스｜2020｜5분40초｜KP

13

봄길
A Tiny Tale

실벵 쿠비에르
Sylvain Cuvillier

프랑스｜2020｜8분

14

빛
Lumen

파울로 니자
Paulo Niza

브라질｜2020｜4분｜AP

15

빵삥뿡뺑
My Dream, My Fart

이현경
LEE Hyeon-kyeong

한국｜2020｜5분

16

알바
Alba

엘바 아리에타
Elva Arrieta

페루｜2020｜7분 42분｜KP

17

여행의 시작
Voyage

팅 메이 션, 치아 롱 샤이
沈亭玫 Ting-Mei Shen蔡佳蓉 Chia-Rong Tsai

대만｜2020｜4분 30초｜KP

18

예술공원의 고양이
The Cat in the Art Park

김혜련
KIM He-rian

한국｜2020｜5분

19

주머니 속의 친구들
Big and Small

나탈리아 그로펠
Natalia Grofpel

러시아｜2020｜6분｜KP

20

피콜리노의 모험
지오바니 막셀리
Piccolino. An Adventure In The City Giovanni Maccelli

스페인｜2020｜12분｜AP

21

렘
Rem

김미래
KIM Mi-rae

한국｜2020｜6분

22

할머니의 다락방
Granny’s Attic

알리스터 케르
Alistair Kerr

한국｜2020｜7분 41초｜AP

23

손대지 마시오
Please Don't Touch

카푸신 구글렛
Capucine Gougelet

프랑스｜2021｜9분 15초｜AP

24

슬픔의 해법
Solution for Sadness

마크 마르티네스 요르단, 튁센 바넷
Marc Martínez Jordán, Tuixén Benet

스페인｜2020｜15분｜AP

25

웜홀
Worm Hole

김다솔
KIM Da-sol

한국｜2021｜35분

레미 샤예
Remi Chaye

마르야 피쾨
Marja Pyykkö

프랑스,덴마크｜2020｜82분

* 나를 찾아서, 너와 더불어, 다름 안에서, 경계를 넘어서-총 4섹션에 <마음의 별빛 상>(Heart-on Award)을 시상합니다. 각 섹션별 장편 1편(200만원),
단편 1편(100만원) 총 1,200만원 상당의 상금 및 상패를 수여합니다.

26 16.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비경쟁부문_아시아 파노라마 Asian Panorama
최근 아시아에서 제작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영화들의 경향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섹션

아시아에서 제작되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영화들의 경향을 살펴보는 아시아 파노라마 섹션은 올해도 완성도 높은 수작들이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은 물론 가족과 관계라는 보편적 문제
들에 대한 태도, 영화적 형상화에 대한 고민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큐와 픽션 사이에서 중국 어린이 청소년들의 현실에 주목한 <홈런: 야구소년>, 가톨릭 학교의 학생들이 맞닥뜨린 모순적
현실을 담아낸 <명랑고딩>,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모순적 전통의 문제를 형상화한 <티벳의 바람>, 이주민들의 현
실을 그린 <땅 없는 집>과 <자말>을 통해 아시아 각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사유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
설과 판타지를 통해 가족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안녕 타피르>, 매체의 특성에 기대어 관계에 대한 성찰을 그린 <종착역>은
영화적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아시아 단편들도 준비했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사랑을 담은 단편 <안바르>, 팬데믹 상황에서 가족의 거리의 역설
을 보여주는 <새 가족>, 위기와 딜레마적 상황에 놓인 인물들의 심리묘사와 대처의 방식들을 고민한 <목격자>, <연설>, <아
귀도>를 통해 아시아 단편의 매력에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_변혜경 프로그래머

장편 5편｜단편 7편
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1

종착역
Short Vacation

권민표, 서한솔
KWON Min-pyo, SEO Han-sol

한국｜2020｜79분

2

안녕! 타피르
Hello! Tapir

케스빈 치
Kethsvin Chee

대만｜2020｜89분

3

홈런: 야구소년
Tough Out

쉬 후이 징
Xu Hui Jing

중국｜2020｜108분

4

티벳의 바람
Wind

다드렌 왕걀
Dadren WANGGYAL

중국｜2020｜97분

5

명랑고딩
Cleaners

칼 글렌 바릿
Karl Glenn Barit

필리핀｜2019｜79분

6

목격자
Witness

알리 아스가리
Ali Asgari

이란｜2020｜15분｜KP

7

안바르
Anvar

쇼케야콘 수프코노프 이슬로요비히
Shokhjakhon Subkhonov Isroilovich

우즈베키스탄｜2021｜14분｜KP

8

땅 없는 집
The House Without A Ground

푸트리 푸르나마 사가
Putri Purnama Sugua

말레이시아｜2019｜18분｜KP

9

새 가족
Sweet Home

김규진
KIM Kyu-jin

한국｜2021｜20분

10

연설
The Speech

얀 하오하오
Haohao Yan

중국｜2020｜25분｜WP

11

아귀도
Fall Out

정재훈
CHUNG Jae-hoon

한국｜2020｜21분

12

자말
Jamal

무하마드 후리 파달리
Muhammad Heri Fadali

인도네시아｜2020｜14분 30초｜KP

보도개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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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쟁부문_특별전 : 채널1016 Special Program : Channel 1016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어린이 청소년 세대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특별전

서슬퍼렀던 박정희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1979년 부마민주항쟁.
올해 비키는 이 부마항쟁의 의미를 어린이, 청소년 세대와 함께 나누기 위해,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과 공동으로 특별전 ‘채
널 1016’을 마련했습니다.
특별전의 이름에 들어간 1016은 바로 부마민주항쟁이 일어난 1979년 10월 16일을 의미합니다. 장편 5편과 단편 5편,
총 10편의 영화가 준비된 이 특별전과의 만남을 통해 비키의 관객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민주, 평화, 인권 등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을 함께 접해보고 또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유일한 애니메이션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쟁>은 이념에 의한 억압과 전쟁에 따른 고통을 한 라트비아 소녀의 눈을 통해
지켜보면서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앨리스 주니어>는 십대 소셜미디어 스타이자 트랜스젠더인 앨리스가 보수
적인 카톨릭 학교를 좌충우돌하며 변화시켜 내는 과정을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하게 그려내는 퀴어무비입니다. <용서받은
아이들>은 왕따나 집단 괴롭힘과 같은 학교 폭력의 이슈를 다각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접근한다면, ‘대만판 도가니 사건’을
소재로 한 <침묵의 숲>은 청각장애아학교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성폭행과 오랫동안 이어진 조직적 은폐의 실상을 뛰어난
완성도로 보여줍니다. <그레타 툰베리>에서는 오늘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지구를 지키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는 십대 환경
운동가의 간절하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단편들 역시 홍콩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십대들부터 폭탄 테러의 생존자에 이르기까지 또는 어린 나이에 난민이 된 아이
들과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겨야하는 청소녀 등, 기성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비민주적인 시스템과 차별적 시선, 전쟁과 테러
에 고통받거나 저항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을 직시합니다.
_주유신 수석 프로그래머

장편 5편 | 단편 5편
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1

그레타 툰베리
I am Greta

나탄 그로스만
Nathan Grossman

스웨덴｜2020｜97분

2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전쟁
My Favorite War

일제 부르코프스카 야콥슨
Ilze Burkovska Jacobsen

노르웨이, 라트비아｜2020｜82분

3

용서 받은 아이들
Forgiven Children

나이토 에이스케
Naito Eisuke

일본｜2019｜132분

4

앨리스 주니어
Alice Junior

길 바로니
Gil Baroni

브라질｜2019｜87분｜KP

5

침묵의 숲
The Silent Forest

커전녠
KO Chen-nien

대만｜2020｜104분

6

난민
Refuge

후안 안토니오 모레노
Juan Antonio Moreno

스페인｜2020｜15분｜KP

7

민병대
Rebel

피어 필리프 체비니
Pier-Philippe Chevigny

캐나다｜2020｜15분

8

선물
A Gift

아딧야 아흐메드
Aditya Ahmad

인도네시아｜2020｜15분

9

생존자 로카야
Roqaia

디아나 사케브 자말
Diana Saqeb Jamal

아프가니스탄｜2020｜11분

10

우리의 밤은 깨어있다
Night Is Young

궉준
Kwok Zune

홍콩｜2020｜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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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쟁부문_리본더비키 Reborn the BIKY
어린이청소년이 만든 단편영화 초청 부문

2021년 리본더비키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도의 감동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영화의 감독님들의 개성과 창의력, 창작력들이 작품에 잘 녹아 있어서, 앞으로의 한국 영화 시장 발전 뿐 아니라 자기
개발과 자기역량 발전에도 이 영화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예쁜 구도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보다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흥미롭게 볼
수 있을까? 등의 많은 고민이 영화에 확연히 들어나있어서 깊은 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를 이용해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는 방식도 인상 깊었습니다.
힘든 시기임에도 영화에 대한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전 세계 언어와 삶을 초월하여 한 자리에 모였네요.
이 영화들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측불허, 명불허전!
다양한 나라 어린이청소년 감독들의 독특하고, 재기발랄한 상상력으로 가득한 영화들을 2021 비키에서 만나보세요!
_비키즈, 청소년집행위원

리본 더 비키 12 : 단편 4편
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1

컬러-오색비빔밥
Colors- Five Color Bibimbap

옹골찬 Cine de 대연
Ong-golchan Cine de Daeyeon

한국｜2021｜16분｜WP

2

이.학.입?
I.T.S.V?

옹골찬 Cine de 대연
Ong-golchan Cine de Daeyeon

한국｜2021｜6분｜WP

3

이름 모를 씨앗
Unknown Seed

문준서
MOON Jun-seo

한국｜2020｜5분 22초｜WP

4

학교 가자!
Let's go to school!

이드리자 초등학교 영화 클럽
Idrija Primary School film club

슬로베니아｜2020｜6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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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쟁부문_리본더비키 Reborn the BIKY
어린이청소년이 만든 단편영화 초청 부문

리본 더 비키 15 : 단편 4편
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1

피아노와 나
4 SENSES

파블로 이란조 피네다
Pablo Iranzo Pineda

스페인｜2020｜5분

2

달라진 일상
Then &Now

아트 조쉬
Arth Joshi

미국｜2020｜1분 32초｜IP

3

경고
Warning

에이바 스카이 바튼
Ava Skye Barton

미국｜2021｜2분｜WP

4

감사
Gratitude

라야 마틱샤라 마티알라간
Laya Mathikshara Mathialagan

인도｜2020｜2분｜WP

리본 더 비키 18 : 단편 9편
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1

오늘의 점심은 무엇인가
What's Today's Lunch

박지혜, 유도연, 김지수
PARK Ji-hye, YU Do-yeon, KIM Ji-su

한국｜2020｜12분 44초｜WP

2

할머니는 채식주의자
My Grandma Is a Vegetarian

조연우, 김종구, 남진현
CHO Yeon-woo, KIM Jong-gu, NAM Jin-hyun

한국｜2021｜5분｜WP

3

레이스
Race

김민서, 송지아, 최하연
KIM Min-seo, SONG Ji-a, CHOI Ha-yeon

한국｜2021｜22분 14초｜WP

4

산림 속 짧은 모험
A Brief Adventure in the Woods

산티아고 맥켈리스터, 윌리엄 라포인트
Santiago McAllister, William LaPointe

미국｜2021｜7분 19초

5

커먼데이
Common Day

박소연, 김승훈, 이예리
PARK So-yeon, KIM Seung-hun, LEE Ye-ri

한국｜2021｜14분｜WP

6

파인딩 마이 패스
Finding My Path

강민혁, 박주헌, 강기형, 이은경, 신강철, 이루다
KANG Min-hyuk, PARK Joo-heon, KANG Ki-hyung,
LEE Eun-kyung, SHIN Gang-cheol, LEE Ru-da

한국｜2021｜30분｜WP

7

도도새를 찾아라
Finding DODO

이학무, 김윤성, 권용근
LEE HAKMOO, KIM YUNSEONG, KWON YONGGEUN

한국｜2020｜18분｜WP

8

별들의 춤
Boogie in my Mind

김채영, 김효진, 정홍주
Gim Chae-yeong , Gim Hyo-jin, Jeong Hong-ju

한국｜2021｜14분 16초｜WP

9

수상한 배달
Delivered

알렉스 S, 벤, 브랜드, 에린 D, 에린 P, 에린
VAlex S, Ben, Brad, Erin D, Erin P, Erin V

영국｜2020｜10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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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쟁부문_야외극장 달빛별빛 Open Cinema-Moonlight Starlight
여름 밤, 온 가족을 위한 야외극장 무료영화 모음

7월의 저녁, 시원한 바람과 함께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야외극장 달빛별빛’이 올해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맛있는 요리로 가족대화합 작전을 펼치는 <에이브의 쿠킹 다이어리>, 납치된 아빠를 구출하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떠나는
트롤 친구들의 이야기 <트롤킹>, 다양한 물고기 친구들이 바닷 속 세상에서 벌어지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파헤치는 <고 피
쉬!> 그리고 우주여행에서 불시착한 강아지가 들려주는 놀라운 모험담 <슈퍼펫>까지. 용감한 도전과 신나는 모험을 그린 4
편의 영화들이 벌써부터 여러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제가 야외극장을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영화를 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세요.
깊고 푸른 여름 날이 선사하는 멋진 밤하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안 비밀!
_장다나 프로그래머

장편 4편
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1

고 피쉬!
Go Fish!

숀 패트릭 오레일리
Sean Patrick O'Reilly

미국｜2019｜72분

2

슈퍼펫
Stardog and Turbocat

벤 스미스
Ben Smith

영국｜2020｜89분

3

에이브의 쿠킹다이어리
Abe

페르난도 그로스테인 안드레이드
Fernando Grostein Andrade

브라질｜2020｜84분

4

트롤킹
Troll: The Tale of a Tail

케빈 먼로
Kevin Munroe

노르웨이, 캐나다, 중국｜2020｜84분

보도개요집

31

비경쟁부문_완두콩극장 : 체크 더 체코! Check the Czechs!
국제영화제간 교류 프로그램

올해 완두콩 극장에서는 ‘체크 더 체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즐린 영화제와의 교류를 통해 구성한 ‘체크 더 체코’ 프로그램에서는 체코의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즐린
영화제는 올해 61회를 맞이한 체코의 국제 어린이청소년영화제로, BIKY와 다방면에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크
더 체코’는 9편의 2010년대 체코 단편 애니메이션과 함께합니다.
나무와 지렁이, 고양이, 그리고 해저 탐험을 꿈꾸는 어린이까지,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각양각색의 표현
안에서 상상의 세계를 구성합니다. ‘체크 더 체코’ 프로그램과의 만남을 통해 애니메이션이 지닌 색다른 매력을 함께 느껴
보는 건 어떨까요?
_박정민 프로그래머

단편 9편
제목

감독

국가｜제작년도｜러닝타임｜프리미어

1

길 건너기는 어려워
Wildlife Crossing

노로 드리지악, 앤서니 왕
Noro Držiak, Anthony Wong

체코｜2014｜6분

2

꼬마 지렁이들
Little Rain Worms

갈 자로 미르
Gal Jaromir

체코｜2010｜7분 36초｜KP

3

콘크리트 정글
The Concrete Jungle

마리 우르반코바
Marie Urbánková

체코｜2019｜8분｜KP

4

쿠스토
The Little Cousteau

야쿱 쿠릴
Jakub Kouřil

체코｜2014｜8분

5

나무 이야기
About a Tree

미카엘라 마샤노바
Michaela Mašánová

체코｜2019｜5분36초

6

넌 참 운이 좋구나!
You are so lucky!

주자나 브라카츠코바
Zuzana Brachaczková

체코｜2013｜6분

7

늑대와 함께 보낸 시간
Wolf Paths

노에미 발렌티
Noemi Valentíny

체코｜2018｜10분

8

체리나무
The Cherry Tree

에바 드보라코바
Eva Dvořáková

체코｜2017｜5분

9

호기심 많은 고양이 어윈
Erwin

페트르 진드라
Petr Jindra

체코｜201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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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교육_BIKY의 영화, 그리고 교육-BIKY의 영화교육과 미래를 말하다.

교육 프로그램 개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이하 비키)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좋은 영화를 선보이는 것만큼이나 영상,영화 교육을 중요하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키는 영화읽기(BIKY Reads), 필름앤펀(Film&Fun), 영화논술, 영화제작교실로 이루어진 총 4가
지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위 영화교육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심미적 감성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식
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영화읽기’는 비키의 배급작품 또는 초청작품 관람 후 영화 해설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고등학생까지 참여 가
능합니다. 2) ‘필름앤펀’은 만 4세~12세까지의 어린이를 위한 영화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단편영화를 관람한 후, 영화 속
캐릭터가 되어 영화의 주제에 맞춘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3) ‘영화논술’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영화 속 이슈에
관해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4) ‘영화제작교실’은 네버스톱(스톱모션 영화제작/조이트로프영상제작) 및 시
네마스포츠(1일 영화제작 체험)로 구성되며,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영화를 제작해볼 수 있습니다.

부설 연구소 <사각형프리즘>과 교사직무연수
2008년 개소한 부설미디어교육연구소 ‘사각형프리즘’에서는 영화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비키의
배급영화를 텍스트로 활용해 교사들을 위한 영화읽기 교재를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2018년 『버팔로 라이더 – 영화읽기 수업을 만드는 방법』(북랩)을 시작으로 『완두콩 배의 롤라 : 평화 수업 디자인』(북
랩,2018), 『영화읽기와 가치 수업 다문화 이해 : 경극소년 리턴즈』(북랩, 2020)을 출판했으며, 2021년 현재 두 권의 교재
를 출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는 영화 이해나 해설과 같은 이론적 체험을 넘어서, 직접 영화 속 주인공이 되어 영화 속 이
슈나 상황을 자신의 삶에 대입하여 보는 등, 캐릭터라이징 체험에 적합한 수업모델 개발을 위해 교구 제작을 기획하고 있습
니다. 또한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영화교육아카데미와 같은 직무연수를 통해 학교에서의 영화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습
니다.

교육기관 협력과 순회상영
비키는 어린이청소년의 좋은 영상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관련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1) (재)영화의전당 협력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2) 2013년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원 사
업 ‘비키랑 학교랑’을 시작으로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
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함께 영화워크숍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과 영화교육활
성화 업무협약식을 통해 “GO!GO!GO!(읽GO! 만들GO! 체험하GO!)”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또한 학교 밖 아이들, 문화소외 지역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매년 순회상영을 개최하여, 영화제 작품을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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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교육_BIKY의 영화, 그리고 교육-BIKY의 영화교육과 미래를 말하다.

강사양성 및 청소년영화센터
오늘날의 ‘영상세대’는 어린이청소년을 일컫는 말로, 이들이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영화교육,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수렴하고자, 비키는 ‘좋은 영화’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이 문화 인지 감수성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보다 체계
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키는 영화교육 강사양성을 구체화하여 학교 안팎을 포괄하는 교육
인력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공공기관 및 교육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체험형 영화 시설과 교육
시스템을 결합한 청소년영화센터를 설립 준비중입니다. 청소년영화센터는 어린이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을 개발할 예정이며, 부산의 영화영상문화도시 이미지를 구체화시키는 비전 또한 품고 있습니다.

교육영화 시사회(에듀케이터 스크리닝)
올해 영화제 기간 중, 전국 시도교육청, 어린이청소년 관련 단체, 미디어강사 등 교육관계자를 초대하여 비키의 가치와 철
학이 담긴 영상/영화교육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는 “교육영화 시사회(Educator Screening)”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교육영화 시사회란, 2018년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과 함께 진행해오고 있는 배급 사업을 함께 공유하고,
초청된 단체들과 보다 밀접한 영화교육네트워킹을 형성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입니다. 시사회는 7월8일(목), 7월12일(월)
2회 개최되며, 배급 후보작품 또는 개막 작품 관람 후 ‘교육자와의 대화(가칭)’이 약 50여 분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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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16th BIKY Forum
날짜
장소
주최

7월 10일(토) 14:00~19:00
영화의전당 강의실 (예정)
(사)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사각형프리즘, (재)영화의전당-유네스코영화창의도시부산

- BIKY 포럼은 어린이청소년과 영화, 영상물, 영화교육의 현안 논의 및 교육 방법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부산국제
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교육프로그래머와 영화프로그래머가 기획한 포럼 및 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비키즈)가 직접 기획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됩니다.

① 행사 순서
주제

날짜 및 시간

비고

Part.1

영화제와 영화읽기

7월 10일(토) 14:00~16:30

온라인

Part.2

줌 제너레이션 Zoom Zeneration

7월 10일(토) 14:00~16:30

오프라인

Part.3

BIKY 라운드테이블 : 청소년 영화제작

7월 10일(토) 17:30~19:00

오프라인

② BIKY 포럼
Part 1. 영화제와 영화읽기의 가치 The value of film festival and film literacy
7월 10일(토) 14:00~16:00 (온라인)
기획 사각형프리즘 발표/사회 사각형프리즘
토론자 최현정(해림초등학교), 고시현(부산농아인협회), 김진유(<나는 보리>감독)
주요 키워드 장애인식개선, 영화 읽기, 가치봄영화, 코다
토론 주제 영화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방향
전국 초.중.고교에서 매년 4월이면 장애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합니다. 학교마다 기획과 진행방식이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1교시」 프로그램 시청, 장애인 소재 영화 관람, 장애인 강사 초대 강연, 장애인 체험활
동과 같은 형태로 진행하기에 한국에서 초.중.고교를 나온 10대와 20대라면 학교에서 위와 같은 수업을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1교시」에서도 애니메이션과 단편영화 형태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청소년을 위한 교육영상물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꾸준하게 제작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 여겨집니
다.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할 수 있을까요? 영화를 통한 장애인식개선 교육 사
례를 통해 영화 제작자, 강사, 교사 입장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1) KBS한국방송공사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2005년부터 기획하여 제공하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특별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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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줌 제너레이션
7월 10일(토) 14:00~16:30 (오프라인)
기획 박정민 프로그래머, 장슬기 프로그래머 발표자 박정민 프로그래머, 오세섭 연구자
토론자 이동윤 프로그래머, 장다나 프로그래머
주요 키워드 Z세대, 제네레이션, 디지털 세대, 어린이청소년, 미디어 환경
발제 요청 주제 Z세대의 미디어(영화) 제작 양상
‘줌 제네레이션’은 ‘Z세대’에 주목합니다. 수많은 계층과 집단이 공존하는 오늘날, ‘세대’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 그리고 이 두 세대를 아우르는 MZ세대까지. 새롭게 나타나 빠르게 확산되는 이 세대의 이름들은 동시대의 사회·
문화를 대표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BIKY는 그간 다채로운 영화들과 함께 Z세대를 만났습니다. 동시대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만들거나 향유하는 영화들은 Z세대의 새로운 미
디어 경험을 만들어 갑니다. ‘줌 제네레이션’은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본 Z세대의 정의를 바탕으로 Z세대를 둘러싼 동시대 미디어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Z세대의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탐구는 실제 제작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보편적인 포맷의
영화를 넘어 콘텐츠의 경계를 허물기도 하는 요즘, 동시대 어린이청소년의 미디어 제작 현황과 함께 Z세대의 오늘을 만나 봅니다. Z세대의
미디어 제작 양상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는 포스트-팬데믹 시대와 새로운 어린이청소년 세대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주제이기도 합니다.

Part 3. BIKY 라운드테이블 : 청소년 영화제작
7월 10일(토) 17:30~19:00 (오프라인)
기획 BIKY 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
주요 키워드 코로나 시대의 영화제작, 청소년영화제작의 현실(장단점에 관해)
토론 주제 청소년 영화제작 환경 변화와 청소년 제작 지원 사업 현황
올해부터 비키즈BIKies(어린이청소년집행위원)가 BIKY의 라운드테이블을 본격적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BIKY라운드테이블
은 비키즈가 직접 기획 한만큼 어린이청소년 영화인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볼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어린이청소년영화인으로서 다
양한 주제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볼 것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화 제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화제작에 직접 참여한 비키즈도 있었고, 비키즈가 경쟁부문의 예선심사를 할 때에도 청소년 제작자들의 어려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영
화 제작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최선을 다해 영화를 만드신 어린이청소년영화인분들을 초대하여 어려운 점과 힘든 점을 이야기하
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영화제작에 참여하면서 어린이청소년영화인이기에 겪었던 열악한 환경과 얻지 못하였던 기회, 보완할 점 등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어볼 것입니다. 비키즈도 BIKY를 통해 영화와 한 발짝 더 가까워진 만큼 어린이청소년 영화 환경(산업)에서 아쉬운 점도 많
이 느꼈습니다. 청소년영화인이 바라는 점에 대해 현장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영화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BIKY를 통해 어린이청소년 영
화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③ 영화교육아카데미
BIKY가 진행하는 교원연수과정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연수과정에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감상자의 ‘비판적 영화읽기’ 능력을 고취시키는, 영화 이해 및 탐구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교원은
좋은 영화를 수업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깊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업 콘텐
츠는 비키 상영작이며, 해당 영화를 통해 ‘영화읽기’와 ‘영화수업’ 방법론을 함께 연구합니다. 교육과정에는 매년 영화제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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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그림공모 포스터그림공모전 / 포스터그림 전시회 / 포스터그림 시상식 / 포스터그림 특별체험전
1. 포스터그림공모전
올해 포스터그림공모전의 주제는 “자연 속의 우리”입니다. 이 주제는 우리의 삶을 180도로 바꾸어버린 전염병 이후의 삶
을 상상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작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친구들과 더욱 더 마음 놓고 놀 수 없
게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뛰어 놀던 우리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자연과 함께 모든 생명이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좋은 생
각을 그림을 통해 받았습니다.
포스터그림공모전은 매년 어린이청소년과 관련 있는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설정하여 만 5세-12세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그림공모전은 매년 출품된 국내 어린이들의 작품 중 20개를 선정합니다. 2018년부터 유네스코영화창의
도시와 공동주최로 부산 제외 17개의 유네스코영화창의도시와 그 외 해외 어린이들에게 작품을 받았습니다. 해외는 각 도
시의 담당자가 국내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1작품을 선정합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메인포스터로 만들어 집니다.
※ 접수결과 : 국내 총 558편 중 20작품 선정 (접수기간 1.14~1.31/총18일) / 해외 3개 도시 3작품 선정

2. 포스터그림전시회
그 해의 수상한 작품들을 영화제 전 기간 동안 영화의전당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시회를 통해 어린이에게는 수상의 기쁨
과 뿌듯함을, 영화제에 참석한 관객에게는 어린이들의 재치와 유머를 선사합니다. 올해는 해외작품을 포함하여 총 23편의
작품이 영화의전당 6층 로비에서 전시됩니다.

3. 포스터그림시상식
포스터그림공모전의 수상자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밝은미래상(부산광역시장), 상상의파란날개상(부산광역시교
육감), 따뜻한가족상/어깨동무상(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이사장) 총 4개 부문의 상을 시상합니다. 포스터그림시상식
은 7월 10일 비키놀이터에서 진행합니다.

4. 포스터그림 특별체험전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재미있는 특별프로그램을 비키놀이터(7/10~7/11) 기간 동안 진행합니다. 영화제의 메
인포스터를 만들어주신 안희정 포스터작가와 함께 “자연 속의 우리”, “자연 속의 나”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특
별한 프로그램입니다. 1일 4회 진행하며 이틀에 걸쳐 총 8회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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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이사 명단
구분

직책

성명

현 소속

1

이사장

곽노현

사)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

2

명예이사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당연직

3

고문

김석준

부산광역시 교육감

당연직

4

권두영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집행위원장

당연직

5

권해효

배 우

6

김보현

㈜비로 대표

7

김상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

8

김희진

영화감독

9

송순임

전/부산광역시 시의원

10

송영명

전/부산예총 회장

11

오동진

영화평론가

우봉우

㈜아이에스산업개발 부회장

유정임

뉴스1 부산경남 대표

유창종

스타자동차(주) 대표

15

이영미

영화감독

16

이주영

어린이문화연대 대표

17

이청산

한국민예총 이사장

18

이현정

영화감독

19

정철상

㈜나눅스 회장

20

조은아

(주)문화콩 대표

21

한건우

(주)나눅스 HQ팀장

22

황 익

법무법인 정인 대표

김호남

법무법인 우리들 대표

유태언

WIN경영컨설팅그룹(주) 이사

12
13
14

23
24

이사
(가나다 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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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당연직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 명단
구분

직책

성명

현소속

1

집행위원장

김상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사

2

부집행위원장

권두영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이사

3

고장섭

경주 모아초등교사

4

김경숙

김경숙컴퍼니 대표

5

김대황

영화감독

6

김동규

나락한알 민주시민교육원 원장

7

김은정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영화평론

8

김정아

(주)제이컴즈 대표

9

김재한

영화감독

10

집행위원

김 휘

영화감독

11

(가나다순)

남문철

배 우

12

오치근

화가, 그림책작가

13

이성록

부산커피협동조합 이사장

14

이성철

초등교사, 미디어 강사

15

이미식

부산교육대학교 교수

16

주유신

수석프로그래머 / 영산대학교 교수

17

지대한

배 우

18

하성태

부산광역시 영상콘텐츠산업과장

비 고

당연직

당연직

보도개요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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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어린이집행위원 명단
구분
1

직책

성명

현소속

김규나

대남초등학교

김민서

동양초등학교

2

어린이

3

집행위원

김여정

좌동초등학교

4

(가나다 순)

윤설아

학사초등학교

임수언

영도초등학교

5

비 고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청소년집행위원 명단
구분

직책

성명

현소속

1

고나예

해운대여자고등학교

2

김시원

부산국제영화고등학교

3

김아송

신동중학교

4

김영은

덕명여자중학교

5

김윤서

남도여자중학교
서울영상고등학교

6

청소년

박영석

7

집행위원

송수하

엄궁중학교

이레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이준익

덕원중학교

10

이지오

장안중학교

11

이지원

한숲중학교

12

정다연

영도초등학교

13

정서영

신도고등학교

14

최준혁

부산진중학교

8
9

(가나다 순)

비 고

배우

배우

배우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프로그래머 명단
구분

직책

성명

현소속

비 고
수석프로그래머

1

주유신

영산대학교 교수

2

변혜경

해사고등학교 교사

장다나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4

박정민

부산대학교 강사

5

장슬기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6

이태윤

부산 해림초등학교 교사

정동준

진주 지수초등학교 교사

이정석

부산 영도초등학교 교사

3

7
8

프로그래머

교육
프로그래머

40 16.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프로그램실장 겸임

프레스 가이드
1. 프레스 배지
■

프레스 배지

프레스 배지는 영화제 기간 중 1일 4매(회당 1매) 상영작 티켓 무료 발권이 가능합니다.
단, 개막식, 시상식, 끼리끼리 시네마, Sub Away, 교육영화시사회의 배지를 이용한 발권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큐알코드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 6월 11일(금)

■

배지 수령 안내

프레스 배지 수령은 아래와 같으며 운영시간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수령기간
수령시간
수령장소

7월 6일(화) ~ 7월 10일(토)
09:00~18:00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 6층 게스트라운지

2. 개별 인터뷰 안내
16회 BIKY는 영화제 기간 중 영화제를 찾은 게스트들과 언론인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홍보팀 사전 문의 후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홍보팀 : 051-743-7652
인터뷰 기간
인터뷰 장소

7월 5일(월) ~ 7월 12일(월)
개별 공지

*유의사항 게스트의 사정에 따라 인터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홍보팀 051-743-7652 | pr@bik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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