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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예술영화 통합예매사이트 �인디앤아트� 안내
전주영화제작소 상시지원 및 3분기 후반제작지원 안내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장기 상영회 시간표 및 영화 정보 



영화감독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감독의 1958년도 작품이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지 62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많은 영화인들로부터 사랑받고 영화를 공
부하는 학생들은 꼭 한번은 봐야할 교과서적인 영화로 많은분들이 이미 TV에서 한번쯤은 
보았을 영화다.
이토록 오랜기간 사랑 받는 이유는 서스펜스 대가답게 히치콕감독은 치밀한 구성과 전개 
그리고 영상미가 어우러져 관객들은 한눈팔지 않고 감독의 시선에 끌려 다니며 128분이라
는 시간이 금새 지나가 버린다.
요즘의 스릴러 영화들은 잔혹한 장면들이 화면에 가득차고, 빠른 흐름, 사건을 너무 꼬아 버
려 엉뚱한 결론으로 관객들이 다소 황당해하며 실망하는데 영화 “현기증”은 이러한 걱정은 
안해도 좋을 듯싶다.
영화 개봉당시 미국에서는 큰 기대에 미치지 못해 흥행에 실패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열광했
다. 주인공의 심리상태와 현기증을 표현하는 초현실주의적인 영상기법들은 다소 엉성한 듯 
보이지만 60년전 영상기술로는 최고였으니 당시의 시대상황 속으로 잠깐 빠져 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흥행실패이후 30여년간 이 영화를 만날 수 없었지만 1984년 히치콕회고전에서 상영되었
을 때 많은 관객들은 환호하였고 1997년 손상된 필름을 복원해 재상영되는 등 많은 우여곡
절을 겪었지만 시대를 앞선 히치콕감독의 “현기증”을 통해 긴장과 스릴에 빠져 보시길 바래
본다.

“당신의 거짓말을 사랑해요”  

흑백의 포스터 속 여인의 눈빛은 무채색이라 더욱 또렷하고 깊고 신비롭다.  <프란츠>란 
제목 의미에 앞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거짓말이 무척 궁금하다. 

화면이 열리고 여주인공 안나의 발걸음을 따라 아름답고 감각적인 흑백 필름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된다. 1차 세계대전 직후, 전쟁으로 약혼자 프란츠를 잃고 슬픔에 빠진 독
일 여성 안나. 그녀에게 자신을 프란츠의 친구라고 소개하는 프랑스 남자 아드리앵이 
찾아온다. 아들의 부재로 슬픔에 잠긴 프란츠의 부모와 안나는 의심과 경계로 아드리
앵을 맞이한다. 하지만 낯선 아드리앵에게서 프란츠의 모습을 발견하고 희망과 위안의 
감정이 살아난다. 전쟁이 남긴 상실과 죄책감으로 하얀 거짓말이 오히려 살아있는 사
람에게 위로가 되는 모순.....

감정의 섬세한 변화를 알리는 흑백과 컬러의 색 전환은 이 영화의 백미이며 그 여운이 
진하게 남는다. 애절한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 시, 미술, 춤이 녹아있는 우아하고 시적인 
전쟁영화가 또 있을까? 

프랑소와 오종 감독의 다른 작품을 찾아보고 놀라웠다. 파격적이고 도발적이여서 불편
했던 영화 <두개의 사랑(2017)> 감독이라 놀랐고, 담지 못한 강렬함으로 기억에 두지 
않았는데 <프란츠>처럼 길고 진한 여운을 남겨주는 감독이기에 또 놀랐다. 이제는 프랑
소와 오종 감독의 작품을 하나씩 감상할 준비가 되었다.

현기증 
Vertigo, 1958

감독 : 알프레드 히치콕Ⅰ배우 : 제임스 
스튜어트, 킴 노박Ⅰ
127분Ⅰ드라마,미스터리, 스릴러, 멜로/
로맨스Ⅰ15세 관람가

관객동아리 씨네몽 
박영호

관객동아리 씨네몽 
전세희

관객동아리 씨네몽의 자료열람실 추천작

프란츠
Frantz, 2016

감독 : 프랑소와 오종
배우 : 피에르 니네이, 폴라 비어
113분Ⅰ드라마Ⅰ12세 관람가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 자료열람실

자료열람실 이용안내

이용시간 오후 1시 ~ 7시까지 (매주 월요일 / 명절 당일 휴관)

이용요금 
 

무료

이용방법 ① 열람하고 싶은 자료를 비치된 목록에서 선택한다.
 ② 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지정된 좌석에서 열람한다.
 ④ 열람 후 자료를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보유자료  독립·예술영화 DVD & Blu-ray, 한국고전영화 VOD, 영화관련 도서, 
 정기간행물, 후반제작시설관련 기술서적
  ,며하능가 만람열 내실 은들료자 유보 실람열료자 ※ 
      외부 반출이나 대여는 절대 불가합니다.  

신착자료 목록

전주영화제작소   

자료열람실
1F

2000년대 상영작

2000년대 수상작
전주국제영화제 과거 상영작 중에서 개봉한 작품추천 코너 ※2010년대 상영작 및 수상작은 9월 소식지에 게재합니다.

북경 자전거
왕 샤오슈아이

제2회(2001년) 특별부문 
전주시민상(관객상)

로망스
카트린느 브레야

제1회(2000년) 시네마스케이프

커피와 담배
짐 자무쉬

제5회(2004년) 특별부문 
JIFF 최고인기상(관객상)

나비
문승욱

제3회(2002년) 디지털의 개입 : 
특별상영

다섯은 너무 많아
안슬기

제6회(2005년) 
한국영화의 흐름 특별언급

파 프롬 헤븐
토드 헤인즈

제4회(2003년) 폐막작

낮술
노영석

제9회(2008년) 한국영화의 흐름 
대상, 관객평론가상

오로라 공주
방은진

제7회(2006년) 한국영화 
쇼케이스

반두비
신동일

제10회(2007년) 한국장편경쟁 
관객평론가상, 특별부문 
JIFF 최고인기상(관객상)

디지털 삼인삼색 
2000-2008

봉준호, 하룬 파로키, 스와 노부히로 등
전주국제영화제 단편영화 제작프로젝트

이용시간   
이용요금  

오후 1시 ~ 7시까지 
무료 

① 열람하고 싶은 자료를 비치된 목록에서 선택한다. 
② 열람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③ 요청한 자료를 가지고 지정된 좌석에서 열람한다. 
④ 열람 후 자료를 담당자에게 반납한다. 

독립·예술영화 DVD & Blu-ray, 한국고전영화 VOD, 영화관련 
도서, 정기간행물, 후반제작시설관련 기술서적 
※ 자료열람실 보유 자료들은 실내 열람만 가능하며, 
외부 반출이나 대여는 절대 불가합니다.

- 2020년부터 물품보관함이 설치 됩니다. 
  열람실 이용시 개인물품은 보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수칙으로 음료나 음식물 반입 및 섭취를 제한  
  합니다.
-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전화통화, 큰소리 대화)나 직원 
  안내에 불응시 퇴실조치 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보유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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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6일(수) 이후 시간표는 추후 안내 예정

8월6일(목) ~ 8월26일(수) 상영시간표 안내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장기 상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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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장기 상영회 영화정보
※작품별 시놉시스는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 및 현장 카달로그 참조

끝없는 밤  
Endless Night

테우리  
Teuri

용서 받은 아이들  
Forgiven Children

이사벨라  
Isabella

이사도라의 아이들  
Isadora´s Children

바다가 없는 마을  
Town without Sea

홀아비의 탱고와 뒤틀린 거울  
THE TANGO OF THE WIDOWER and its 
distorting mirror

죽음의 무도, 해골 그리고 환상들  
Danses Macabres, Skeletons, And Other Fantasies

죽음이 다가와 당신의 눈을 가져가리  
Death Will Come and Shall Have Your Eyes

애니메이션의 연금술사, 얀 슈반크마예르  
Athanor - The Alchemical Furnace

오스모시스  
Osmosis

영화보다 낯선 1 - 외로운 강물  
Lonely Rivers

힐마 아프 클린트 - 미래를 위한 그림  
Beyond the Visible - Hilma af Klint

영화보다 낯선 1 - 이상한 나라의 펠릭스
Felix in Wonderland

영화보다 낯선 2 - 새들의 섬
Bird Island

열차의 출구  
The Exit of the Trains

윌콕스  
Wilcox

웻 시즌  
Wet Season

매기의 농장  
Maggie´s Farm

열렬한 사랑  
Adoration

블라인드  
Blinds

드림 호스  
Dream Horse

마르가리타의 선율  
Medium

헥터 바벤코: 내가 죽으면  
Babenco: Tell Me When I Die

그녀의 이름은 크리스티나  
This is Cristina

오로슬란  
Oroslan

할리퀸  
Harley Queen

잠수함이 갖고 싶은 소년  
Window Boy Would also Like to Have a Submarine

감독 : 엘로이 엔시소
SpainⅠ2019Ⅰ91min 

감독 : 이난
KoreaⅠ2019Ⅰ86min 

감독 : 나이토 에이스케
JapanⅠ2019Ⅰ132min 

감독 : 마티아스 피녜이로
ArgentinaⅠ2020Ⅰ79min 

감독 : 다미앙 매니블
France, KoreaⅠ2019Ⅰ84min 

감독 : 이케다 에라이자
JapanⅠ2020Ⅰ105min 

감독 : 라울 루이스, 발레리아 사르미엔토
ChileⅠ1967~2020Ⅰ64min 

감독 : 피에르 레옹, 히타 아제베두 고메스,
            장 루이 쉐퍼
France, PortugalⅠ2019Ⅰ110min 

감독 : 호세 루이스 토레스 레이바
Chile, Germany, ArgentinaⅠ2019Ⅰ90min 

감독 : 아담 올하, 얀 단헬
Czech RepublicⅠ2020Ⅰ118min 

감독 : 할리나 뒤르슈카
Sweden, GermanyⅠ2019Ⅰ94min 

감독 : 저우 타오
ChinaⅠ2019Ⅰ103min 

감독 : 마우로 에르세
Spain, FranceⅠ2019Ⅰ28min 

감독 : 마리 로지에
France, GermanyⅠ2019Ⅰ51min 

감독 : 라두 주데, 아드리안 치오플른커
RomaniaⅠ2020Ⅰ174min 

감독 : 드니 코테
CanadaⅠ2019Ⅰ67min 

감독 : 앤서니 천
Singapore, TaiwanⅠ2019Ⅰ103min 

감독 : 제임스 베닝
USAⅠ2019Ⅰ85min 

감독 : 파브리스 뒤 웰즈
France, BelgiumⅠ2019Ⅰ99min 

감독 : 페르난도 수베르
ArgentinaⅠ2019Ⅰ82min 

감독 : 유로스 린
UKⅠ2019Ⅰ114min 

감독 : 에드가르도 코사린스키
ArgentinaⅠ2020Ⅰ71min 

감독 : 바르바라 파스
BrazilⅠ2019Ⅰ74min 

감독 : 곤살로 마사
ChileⅠ2019Ⅰ83min 

감독 : 마야 코사, 세르히오 다 코스타
SwitzerlandⅠ2019Ⅰ62min 

감독 : 마트야즈 이바니신
Slovenia, Czech RepublicⅠ2019Ⅰ72min 

감독 : 카롤리나 아드리아솔라, 
            호세 루이스 세풀베다
ChileⅠ2019Ⅰ101min 

감독 : 알렉스 피페르노
Uruguay, Argentina, Brazil, Netherlands, 
PhilippinesⅠ2020Ⅰ86min 

영화보다 낯선 3 - 무언가 불타고 있다  
Something is Burning

영화보다 낯선 3- 몬스터 갓
Monster God

감독 : 니콜라스 타빌로, 빅토리아 마레찰,
            마카레나 아스테테 
Chile, ArgentinaⅠ2020Ⅰ23min 

감독 : 아구스티나 산 마르틴
ArgentinaⅠ2019Ⅰ11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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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다 낯선 3 - 플레이백  
Playback

영화보다 낯선 5 - 호크아이에 대한 검토 
Subject To Review

영화보다 낯선 3- 5월의 7년
Seven Years in May

영화보다 낯선 5- 빛나는, 나의 피부
My Skin, Luminous

감독 : 아구스티나 코메디 
ArgentinaⅠ2019Ⅰ15min 

감독 : 테오 앤서니 
USAⅠ2019Ⅰ37min 

감독 : 알폰소 우쇼아
Brazil, ArgentinaⅠ2019Ⅰ43min 

감독 : 니콜라스 페레다, 가비노 로드리게즈
Mexico, CanadaⅠ2019Ⅰ40min 

질식할 것 같은 추억  
Memories to Choke On, Drinks to Wash Them Down

로스콘둑토스  
Los Conductos

폭풍이 오던 날  
A Storm was Coming

미친 사랑  
Naomi

사운드 오브 메탈  
Sound of Metal

오디션  
The Audition

※ <미친 사랑>과 <비디오포비아> 두 작품은 함께 상영됩니다.

위대한 작별  
State Funeral

비디오포비아  
Videophobia

모노스  
Monos

감독 : 러웅 밍 카이, 케이트 라일리
Hong KongⅠ2019Ⅰ78min 

감독 : 카밀로 레스트레포
France, Colombia, BrazilⅠ2020Ⅰ71min 

감독 : 하비에르 페르난데스 바스케스
SpainⅠ2019Ⅰ88min 

감독 : 가타시마 잇키
JapanⅠ2020Ⅰ24min 

감독 : 다리우스 마더 
USA, BelgiumⅠ2019Ⅰ121min 

감독 : 이나 바이스
Germany, FranceⅠ2019Ⅰ99min 

감독 : 세르게이 로즈니차
Netherlands, LithuaniaⅠ2019Ⅰ135min 

감독 : 미야자키 다이스케 
JapanⅠ2019Ⅰ88min 

감독 : 알레한드로 란데스 
Colombia, Netherlands, Argentina, 
Germany, SwedenⅠ2018Ⅰ102min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장기 상영회가 마무리 된 이후부터 
     ‘인디 앤 아트’ 예매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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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데서 비극은 발생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묻어두고 싶은 진실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에게
도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있다. 싸움 끝에 한 소년을 죽였던 것. 그 
죄로 소년원에 갇힌 그는 어느 날 죽은 소년의 형이 들어온다는 소
식을 접한다. 다행히 출소하면서 복수는 면했지만, 둘의 관계는 청
산되지 않았다. 영화의 결말부에서, 소년원으로 돌아간 다니엘은 
죽은 소년의 형 앞에 선다. 왜 영화는 굳이 폭력적인 결말과 마주하
게 하는 걸까. 거기서 영화의 도입부를 기억해야 한다. 한 소년이 집
단 폭력을 당할 동안, 다니엘은 망을 보았다. 영화는 다니엘이 소년
원 안팎에서 저지르는 일탈의 행동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선행으
로 그를 포장하지 않는다. 다니엘은 현실을 이용하는 영악한 죄인
에 불과한가?
인간은 유토피아를 갈망한다. 선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를 희망
한다. 그런 세계를 다룬 영화들 – 존 포드의 <나의 계곡은 푸르렀
다>(1941), 알랭 타네의 <2000년에 25살이 되는 조나>, 루카스 무

디슨의 <투게더>(2000) - 은 모두 실패로 끝난다. 천국은 천국에 있
을 뿐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신을 한 신부님>에서 신도들
은 ‘찬미 예수님’이란 말로 인사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다짐처럼 들
린다. 주임신부가 음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듯이, 토마시 
신부가 순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듯이, 신의 눈에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그런 인간들이 사는 땅이 어찌 천국을 꿈꾸겠나. 하
지만 끊임없이 고통받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조금 더 선해
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투쟁이야말로 인간을 인간
답게 만든다. 그래서일까, 영화는 다니엘을 소년에서 성인에 이르
는 시기의 존재로 설정했다. 소녀가 (소년원 아이들을 고용하는) 목
공소에 왔냐고 묻자, 다니엘은 “어디서 왔든 어디로 갈지가 중요하
죠”라고 답한다. 영화는 그런 그가 마침내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정
면으로 응시하도록 이끌면서 끝난다. 이건 달콤한 동화가 아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소년원에서 출소한 다니엘의 이야기다. 목공소에서 일하기 위해 작은 마을에 도
착한 그에게 운명 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그는 주임신부를 대신해 교회를 맡으면
서 교구 사람들과 짧은 시간을 보낸다. 실제 사건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작품인데, 
소재에서 ‘성직자가 된 범죄자’를 근사하게 다룬 <천사탈주>(1989)나 <시스터 액
트>(1992) 등의 코미디를 떠올리게 한다. 그런 영화의 주인공처럼 다니엘은 사람
들과 잘 어울리며, 마을은 그로 인해 한때나마 웃음과 행복을 맛본다. 하지만 <문
신을 한 신부님>은 객석에 있을 동안 행복감을 안겨주는 것으로 끝날, 그런 류의 
장르 영화가 아니다. 설령 신부로 행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다니엘은 엄
연히 죄를 지은 자이며, 내가 아무리 그와 세상이 화해하기를 바라더라도 세상
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다니엘은 “천국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말로 설교를 마친다. 그게 그의 간
절한 바람이기에 진실한 감정으로 전달된다. 출소하던 날, 그는 토마시 신부에게 
신학교 입학이 가능한지 묻는다. 범죄 경력이 있으면 힘들다는 대답에 그는 신부
의 꿈을 접는다. 그가 딱히 신앙심이 깊어 신부가 되려는 건 아니다. 불우한 과거
는 지나갔다고 쳐도, 문제는 미래이기 때문이다. 사회에 나와 처음 접한 사람들
은 그의 출신을 금방 알아차린다. 버스에서 만난 남자는 “너 같은 녀석은 어디에 
가도 알 수 있다”고 했고, 교회에서 만난 소녀도 같은 태도로 그를 대했다. 여기가 
천국이라면 다를 것이다. 죄는 용서받고, 과거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꾸릴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은 겉으로 보아 아름답다. 주임신부를 돕는 여자는 “여기는 좋은 동네이고 
사람들도 좋아요”라고 자랑한다. 다니엘이 신도들과 피상적인 관계로만 지낸다
면 별로 덜컹거릴 일도 없을 게다. 사실 마을은 몇 개월 전에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 여섯 청년이 탄 차가 맞은 편에서 오던 차와 충돌했
고, 일곱 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진실은 가려진 채, 아이들은 피해자가 되었
고, 맞은 편 차의 운전자와 아내는 살인자 가족으로 지탄받는다. 다니엘이 주임
신부의 결정에 반하는 행동을 끌어내면서 억지 봉합된 상처가 터진다. 마을을 천
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은 사고가 아니라 사고로 인해 갈라진 사람들의 마음

개봉영화 심층칼럼

문신을 한 신부님
Boze Cialo, 2019
감독 : 얀 코마사Ⅰ출연 : 바르토시 비엘레니아, 
엘리자 리쳄벨Ⅰ116분Ⅰ드라마Ⅰ15세관람가

이용철 
영화평론가

<문신을 한 신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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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드리고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스텝이 총감독님 포함해서 
딱 세 명밖에 없었어요. 촬영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친남동
생, 이렇게 셋이 같은 집에 살면서 매일 아침 먹고 촬영 갔다
가 들어와서 자고 한 3주간 그렇게 계속 촬영했었어요.

 라주형   그 당시 한국에 있는 배우분들의 정보나 한국의 상
황을 잘 몰랐는데 마침 유튜브에서 류성록 배우가 출연했던 
오멸 감독님의 ‘파미르’라는 단편 영화를 보게 됐어요. 그때 그 
모습이 생각했던 이미지하고 너무 비슷하고 연기도 잘하셔서 
미리 SNS를 통해서 연락을 드렸죠.

 박영완   제가 듣기로는 후반 작업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고 하던데요?

 류성록   최소한의 스텝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 현장에서 사
운드 녹음이 거의 안 되어서 후반 작업을 할 때 보완 해야 하
는 상황이었어요. 감독님은 아직 미국에 계셔서 지금 여기 
와계시는 정성환 사운드 기사님과 둘이서 대본과 긴 나레이
션들을 녹음하고 메신저로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했었어요.

 박영완   아, 그러면 후반 작업을 성록 배우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이 영화에 매우 많은 지분이 있으시겠네요. 저는 영
화 중간에 민국의 나레이션이 나올 때마다 상당히 철학적

으로 느껴지고 ‘이게 17살짜리가 느끼는 감정인가?’, ‘나레이
션을 통해 감독님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변해서 하는 건가?’   
라는 게 궁금했는데요 그 대사는 어떻게 쓰셨나요?

 라주형   저도 유학 시절 비슷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나레이션으로 민국의 마음을 위로하고 생각을 나타내려 했어
요. 17살이라는 나이를 빼고 그냥 그 친구가 처한 환경에서 느
끼는 고통은 무엇일까? 누구와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
서 속으로 혼자 많은 말들을 계속 이야기하지 않을까? 왠지 보
통 일상에서 쓰는 말과는 다르게 할 거 같았고 좀 더 시적이고 
비문일지라도 마음 안에 있는 혼돈과 함께 정서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관객 1   처음부터 끝까지 민국이라는 캐릭터를 무거운 마음
으로 쫓아가면서 영화를 본 거 같아요. 주인공이 아버지와 만
나고 가장 극적으로 치닫는 마지막에 비극을 맞이하는 장소이
지만, 생각보다 극 중에서 ‘애틀랜틱 시티’가 짧게 다뤄지는데
요 왜 영화의 제목이 ‘애틀랜틱 시티’여야 했는지 궁금합니다.

 라주형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정말 ‘애틀란틱 시티’에서 영화가 끝나기 때문이었는데 하필
이면 카지노가 또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한국도 
머무르지 못하고 미국도 못 가고 떠도는 이들이 어디에 머물 

※ 본 행사는 2020년 2월 12일(수)에 진행되었습니다.

 박영완(모더레이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라주형(감독)   이 이야기는 제가 뉴욕 생활하던 당시 발생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쓴 내용이에요. 어떤 한인 남자아이가 뉴욕에 왔는데 가족들이 
사라져 버렸고, 그 친구를 위해 한인 사회에서 모금이 진행되었어요. 그 얘
기를 듣고 큰 도움은 주지 못하지만, 제 능력 내에서 할 수 있는걸 생각하다
가 이걸 모두가 볼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되
었습니다.

 박영완   영화를 보면 주인공 민국이한테 마음이 많이 가잖아요, 저희 같
은 성인들도 새로운 직장에 가면 적응하기까지 힘이 드는데 17살짜리 친
구가 낯선 곳에서 아무도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없고 유일한 가족인 아버
지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저 감독님은 이 친구를 
계속 저렇게 힘들게 놔둘까?’, ‘조금은 희망을 보여 줘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민국이를 그 상황으로 계속 놔뒀는지, 실제로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리려는 의도가 있으셨던 걸까요?

 라주형   실제 이야기가 바탕이지만 그 나머지는 허구잖아요, 취재도 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많았어요. 이민 생활의 처음에는 되게 
좋고 친절하다가도 나중에 사기를 치거나 안 좋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런 경우를 좀 고발하고 싶었고, 이민자의 삶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이면에 어두운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희망이 없다고 하신 
부분은,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어느 국경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그게 희망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박영완   류성록 배우님은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어떤 기분이셨
나요? 상영 전에 감독님, 배우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캐스팅과 제작기
가 더 영화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 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류성록 (배우)   감독님이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내주셨을 때는 1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 뒤에는 덜 쓰셔서... (웃음) 그래서 앞부분만 보
면서 뒤에는 시놉시스로 줄거리들을 적어 놓으셨는데 뭔가 알 수는 없었
지만, 연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님께 여권을 보

애틀란틱 시티
Atlantic City, 2019

감독 : 라주형Ⅰ102분Ⅰ가족/드라마Ⅰ12세 관람가 

<애틀란틱 시티>  
관객과의 대화 

with 라주형 감독, 류성록 감독,
박영완 전북독립영화협회 대표 

전주 쇼케이스 2월 상영작

Zoom in 
전주 쇼케이스

 ▶14p에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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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은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장기 상영회이 마무리 된 이후부터 
     ‘인디 앤 아트’ 예매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것인지,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상태의 느낌을 제목에서 주고 싶
었어요. 그래서 미국 바로 옆에 있는 ‘애틀랜틱 오션’에서 ‘애틀란
틱’을, ‘시티’는 ‘뉴욕 시티’처럼 어떤 특정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야
기라서 붙이게 되었어요.

 관객 2   나레이션 부분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
다. 첫 번째는 감독님이 나레이션을 쓰실 때 그걸 어떻게 조합하게 
되었고, 영향받은 책이나 작가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러 말
을 어렵게 해서 쉽게 전달되지 않게 의도하신 느낌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배우님께 질문인데요, 극 중에서 나레이션을 할 때 어떤 생
각이 들었는지 솔직한 심정을 듣고 싶어요. 배우와 관객의 감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라주형   특별히 어떤 매체나 작가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쓴 글이었어요. 이전에도 비문이 되게 많고 어려운 척하면서 
쓴 글이라는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소설가나 시인이 아
니다 보니 어떤 문학적인 표현보다는 온전히 그 친구의 마음을 어떻
게 영화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지 좀 더 집중해서 썼던 거 같아요.

 류성록   대본을 보면 민국이라는 아이가 내뱉는 말은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거나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없어요. 겉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성격도 아니고 자기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 참 없는 캐
릭터였어요. 나레이션을 할 때 이게 일종의 영화 음악처럼 어떤 문
장, 단어 하나하나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지만, 민국이 맞이하는 순
간들에 느끼는 감정들이 영화의 내러티브에 힘을 줄 수 있으면 좋
겠다고 생각하면서 녹음했어요.

 박영완   영화에서 기독교를 선택한 거나 목사님이 처음에     ‘미
국에서 돈 버는 게 가장 쉽다’라고 하신 말씀은 미국에서 실제 고
증을 하신 거죠?

 라주형   네.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우선 기독교를 욕하거나 비하
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촬영했던 장소 자체가 실제 목사님이 운영하
시는 쉼터였는데 지하부터 3층까지 한국인 홈리스 분들이 살고 계
셨어요. 되게 섬뜩했던 건 사람이 살고 있는데 못 나오게 지하 문을 
잠가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지하에 누가 사는 게 불법이라서 검
문이 나오면 그냥 창고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에요. 침대 프레임도 
그냥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내부 환경이 되게 열악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사람들을 모아 살게 하면서 지원을 정말 많이 
받으세요. 저는 그냥 우연히 장소 협조를 받으려고 간 건데 정말 그
런 곳이어서 좀 놀랬죠.

 박영완   감독님과 배우님 저기 앞에 계시는 정성환 기사님까지 
끝까지 노력해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완성된 영화를 볼 수 있었습
니다. 앞으로의 근황 이야기하면서 GV 마칠게요.

 라주형   저는 이제 또 다른 다큐멘터리 장편의 후반 작입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보고 있어요. 그다음 새로운 시나리오 준비하고 있습니
다. 오늘 많이 안 오실까 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박영완   저도 이제 준비하는 작품 가지고 영화감독으로 찾아뵙
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독립영화협회 대표 박영완이였습니
다. 감사합니다.

 ▶13p에서 이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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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장기 상영회 스탬프 이벤트

영화 관람 후
스탬프를 모으면

선착순으로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굿즈를 드립니다.
(상품 소진 시 이벤트 종료)

1

5

2

6

3

7

4

8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 장기 상영회 관람 안내

노트 세트 에코백

뱃지

씨네Q

※ 매표소에서 반드시 주차권에 도장을 받아야 혜택이 적용됨

※위 스탬프 이벤트는 8월 상영작부터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