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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Staff

한국-아랍소사이어티 소개 Korea-Arab Society in brief

인사말 Greeting Message

명칭

Official Name

앗살라무 알라이쿰, 안녕하십니까.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

Korea-Arab Society (KAS)

제6회 아랍영화제를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성격

Description

아랍과의 전방위 협력 채널로써 설립된 민·관 합동 비영리 공익

A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to promote bilateral

재단법인

cooperation on wide-ranging areas between Korea and the

아랍영화제는 해를 거듭하면서 외연 확대와 더불어 내실도 더욱 충실하게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금번에는 개막작 <결혼 대소동>의

Arab world under a public-private partnership.

주연배우 줄리아 카사르와 프로듀서 나디아 엘리와트의 만남, 아랍 영화계를 대표하는 거장 감독인 유스리 나스랄라 초청과 함께 작품성이

아랍과 아랍인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뛰어난 최신 아랍영화 12편을 상영하게 됩니다. 아랍에서 온 감독, 배우, 프로듀서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랍영화에 대한 이해를

창설취지
한국과 아랍 양측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Purpose

재단을 창설, 공동 운영하면서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도모

Korea-Arab Society was founded and is run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government of Korea and the Arab

참여자

nations and business to expand cooperation in various

한국 및 아랍 22개국의 정부(왕실), 기업, 단체

fields between Korea and the Arab world.

아랍 22개국

아랍영화제는 그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올해에는 광주까지 상영 장소를 확대하여 새로운 관객분들과 함께

더욱 깊게 하고 공감대도 넓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아랍영화제는 이슬람 성월(聖月)이자 단식 월인 라마단 기간(5.28-6.25) 중에 개최됩니다. 영화를 통해 아랍을 만나면서 단식을 통해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해 나가는 라마단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아랍사람들의 삶을 한 걸음 더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매해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아랍영화제는 영화애호가들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트하우스 모모(6.1-6.7), 부산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Participants

영화의전당(6.1-6.7) 그리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6.2-6.4)에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소말리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The 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s (or Royalty) of 22

감사합니다. 슈크란

이집트, 지부티, 카타르, 쿠웨이트, 코모로, 튀니지, 팔레스타인

Arab nations, business and other organizations

재원
양측 정부(또는 왕실)와 기업의 기여금으로 조성
사업목표
· 아랍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분야 유력인사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 상호이해를 위한 문화교류 사업

The 22 Member States of the Arab League

Algeria, Bahrain, Comoros, Djibouti, Egypt, Iraq, Jordan,
Kuwait, Lebanon, Libya, Mauritania, Morocco, Oman,

It gives me a great pleasure to hold the 6th ARAB Film Festival.

Palestine, Qatar, Saudi Arabia, Somalia, Sudan, Syria, Tunisia,

The ARAB Film Festival has been held in Seoul and Busan, but this year, we have expanded the festival to Gwangju to introduce

United Arab Emirates, Yemen

the Arab world and the Arabs to reach a wider audience.

Source of Funds
Contributors received from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the Arab nations

홈페이지

www.korea-arab.org

Assalamu alaykum,

Major Projects
· Exchanges of people in various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ies, social and cultural sectors
· Exchanges in culture and academia for better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Homepage
www.korea-arab.org

The festival has been enriching the contents in a steady way as well as expanding outwards over the years. In addition to the
meeting with the actor Julia Kassar, the producer Nadia Eliewat of the opening film Solitaire and the invitation of Yousry Nasrallah,
who is a maestro representing Arab film industry, 12 latest and well-made films from the Arab world will be introduced. We hope
it will deepen your understanding of Arab movies and develop sympathy with them by talking face to face with film professionals
from the Arab countries.
The 6th ARAB Film Festival will be held during the Islamic holy month of Ramadan (5.28-6.25). If you recall the Ramadan which
means understanding people in need through the fasting ritual and putting share into ac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you
would be able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lives of the Arabs.
The ARAB Film Festival, which grows with you every year, is looking forward to meeting with movie lovers. Please come and enjoy
the festival at Arthouse MOMO in Seoul (6.1-6.7), Busan Cinema Center (6.1-6.7) and Asia Culture Center in Gwangju (6.2-6.4).
Thank you, Shukran

김진수 Jin soo KIM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Korea-Arab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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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Foreward

올해의 특징 Things Worth Noting at ARAFF 2017

아랍영화를 통해 아랍사람들의 삶, 역사, 문화를 이해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아랍영화제가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서울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아랍영화를 매년 소개해 온 아랍영화제는 올해 12편의 영화로 관객을 만납니다.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영화가 8편

부산에서만 개최하던 아랍영화제를 광주에서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지역 주관을 맡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난

이라는 사실은 올해의 아랍영화제가 신선하고 새로운 영화들로 채워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아랍영화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몇 해의 아랍영화제 동안 80% 이상의 높은 좌석 점유율로 아랍영화제를 성원해 주신 서울, 부산의 관객들 덕분입니다.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아랍영화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두바이국제영화제의 성장, 서구 영화시장과의 인력교류

아랍영화제를 통해 아랍영화를 본 만 명의 관객이 주변의 지인 열 분에게 아랍사람들의 삶, 역사, 문화에 대해 편견 없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등으로 매년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의 작품성, 완성도 등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아랍을 테러와 종교분쟁의 지역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매년 십 만 명씩 늘어나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올해 아랍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들은 아랍의 격변하는 정치적 상황, 거대해져 가는 영화산업 속에서 자신들의 예술성과 대중성을

있을 만큼 아랍영화제에서 소개되는 아랍영화들은 아랍인들의 삶에 밀착한 내용을 뛰어난 영화적 완성도로 보여줍니다. 저희는 아랍영화의

드러내는 작품들입니다. 개막작인 <결혼 대소동>은 작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가족의 화해와 연대를 그린 가족 소동극입니다. 유쾌하고

진가가 국내 관객들에게 널리 알려져서 영화제에서뿐만 아니라 정식 개봉하는 아랍영화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도 아랍 내의 정치적인 앙금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수작입니다. 이 영화는 2017년

아랍영화제는 올해 하반기에 아랍지역에서 한국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아랍영화제는 아랍영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역할과 함께 한국영화를

봄에 아랍에서 개봉하여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랍지역에 정기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목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의 아랍영화포럼, 두바이국제영화제 참석과 현지

'아라비안 웨이브' 섹션에서는 다양한 장르, 다양한 국가의 동시대 아랍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랍의 봄’ 이후 요동치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네트워크형성, 아랍주재 한국 공관들과의 공동검토 등의 준비를 마치고 영화제 개최지역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랍영화제는 아랍과

그들의 삶과 좌절, 희망을 그린 영화들이 소개됩니다. 아랍의 영화산업 저변을 확대하고 전 세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장르 영화와 예술적, 미학적

한국영화들의 상호 소개와 교류가 안정화 되는 몇 해 뒤에는 인력교류와 교육교류, 산업 교류 등으로 역할을 넓혀나갈 계획을 가지고

가치에 주목하며 성취를 이룬 작가주의 영화들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랍영화제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일 것입니다.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과 영화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랍영화를 대표하는 이집트의 거장 유스리 나스랄라의 최근 세 편의 영화는 아랍영화의 과거와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들입

‘앗살라무 알라이쿰!’ 신의 평화가 당신에게 있기를! 올해 아랍영화제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아랍의 아이들과 그
가족들께 신의 평화가 있기를 저희는 소망합니다.

니다. 아랍의 거장 감독들은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격변하는 역사를 자신의 작품 속에 녹여왔습니다. '아랍 필름 마스터' 섹션을 통해
그들이 영화를 통해 만들어 나간 시대정신을 확인하고 아랍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감독으로서 어떤 의미인지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유스리 나스랄라 감독은 올해 직접 영화제를 방문하여 관객들과 만나 자신의 영화인생에 대해 들려줄 것입니다.

ARAB Film Festival, which has been a platform for understanding the Arab life, history, and culture through Arab films, is pleased to

올해 아랍영화제에서 소개되는 12편의 영화가 관객 여러분께 특별하고 즐거운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celebrate its 6th edition this year. We are very excited to announce the addition of a new venue to ARAB Film Festival that had been held
in Seoul and Busan: Asia Culture Center in Gwangju. Such accomplishment can be attributed to the endless effort of Asia Culture Center

ARAB Film Festival presents a total of twelve films this year, maintaining its reputation as the only Arab film festival in Asia. Eight films

in charge of hosting the ARAB Film Festival in Gwangju as well as to the warm support from the audiences in Seoul and Busan who

from its line-up will be premiered in Korea, which not only signifies the 6th edition ARAB Film Festival is filled with unfamiliar but

have helped the festival running at more than 80% seat occupancy over the past few years.

wonderful Arab films but also suggests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Arab films in Korea. However, recently, the Arab cinema has grown

We truly believe if a ten thousand audiences who have enjoyed Arab films at the ARAB Film Festival can talk about the Arab life, history,
and culture without any prejudice to their ten friends, every year, a hundred thousand people will start not considering the Arab world
merely as a place of terrorism and religious conflict. The more we put our faith in this, the more we get to introduce the Arab films with
cinematic excellence that take a close look at the Arab ways of living. We truly hope we play a key role in helping Arab films having a
better chance of getting widely accepted by Korean audiences to the point that they can be theatrically released.
By the end of this year, ARAB Film Festival will host the first ever Korean Film Festival in the Arab region, aiming at regularly introducing
Korean films to the Arab world in addition to introducing Arab films to Korea. After participating in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IFF) Forum on Arab films and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uilding networks with Arab professionals, and collaborating with
the Korean embassies in the Arab world, we are currently in process of choosing the right location for the festival. ARAB Film Festival is
planning to expand its role in contributing to the personnel, educational, and industrial exchanges a few years after stabilizing the film
exchange process between Korea and the Arab world. It would be greatly appreciated if you could kindly give your continuous support
to our project.
ARAB Film Festival has chosen “Peace be upon you! (Assalamu alaykum)” as this year’s catch phrase to wish peace be to the Arab
children and their families who are going through hard times.

enormously thanks to the endless support from the government, the development of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personnel exchanges with American and European film industries. In line with that, its excellence and completeness have caught global
attention.
This year, ARAB Film Festival features the films that show off both artistry and mass appeal in this ever-growing Arab film industry
despite the turbulent political situations in the Arab world. The opening film Solitaire is an episode-based family drama that talks about
the reconciliation and solidarity between two families in a small village. It is an outstanding film that shows how a political grudge in the
Arab world affects the life of an individual in a hilarious and heartfelt way. Solitaire became a box office hit in the Arab world when it was
theatrically released in spring 2017.
“Arabian Wave” is a section where you can meet various contemporary Arab films with different genres from different countries. It

showcases the films that depict the life, hope, and despair of the Arab people living in turbulent political situations since the Arab
Spring. What is unique to ARAB Film Festival is that you can find genre films coming soon to theaters that expand the boundaries of the
Arab film industry and auteur films that focus on the artistic and aesthetic values of cinema at the same time.
Three films directed by Yousry Nasrallah, a great Arab film master from Egypt are meaningful pieces of work that explore the past and
present of the Arab cinema. Many Arab film masters have been incorporating the turbulent political history into their films. “Arab Film
Master” is a section where you can learn about what it means to make films in the Arab world as well as about how their films capture
the zeitgeist of today. This year, Yousry Nasrallah will visit the festival to meet the Korean audience in person and talk about his life as a
director.
We truly hope you will be able to enjoy these exciting twelve films featured in the 6th ARAB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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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용 Nag Yong CHOI

박은진 Eunjin PARK

아랍영화제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ARAB Film Festival

아랍영화제 프로그래머 Programmer, ARAB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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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제6회 아랍영화제의 개막작은 소피 부트로스 감독의 레바논 영화 <결혼 대소동>이다. 이 영화는 시리아 남자와 레바논 여자의

The opening film of the 6th ARAB Film Festival is a Lebanese film Solitaire directed by Sophie Boutros. It is an affectionate

결혼으로 인해 벌어진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따뜻한 영화이다. 20년 전 시리아 폭격으로 죽은 남동생을 잊지 못해 집안

film on the conflict and reconciliation between two families preparing for a marriage between a Syrian groom and a

곳곳에 사진을 걸어놓고 대화를 나누는 테레즈. 그런 그녀에게 상견례를 위해 초대한 딸의 시리아인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은

Lebanese bride. Without being able to overcome her grief, Therese talks to her beloved brother who was killed by a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다. 레바논과 시리아 두 국가의 다소 복잡한 앙금을 개인에 투사하며 시작하는 이 영화는 작은 소동들이

Syrian bomb twenty years ago and who is still present in every corner of her house. For her, it is impossible to accept her

이어지면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지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나아간다. 가족, 결혼 등의 보편적인 정서를 유쾌하고 따뜻하게

daughter’s Syrian boyfriend and his parents who pay a visit to her house for the parents meeting before the wedding.

담아낸 배우들의 연기도 눈여겨 볼 만한 작품이다. 아랍 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정치적 배경과 가족과 개인의 삶 안에서의

This film begins with projecting the complexity behind Lebanese and Syrians disliking each other onto an individual and

따뜻한 유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결혼 대소동>을 통해 아랍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오기를 바란다.

evolves into a story that passes the past and present and gears toward the future after a series of small episodes. It is also
worth noting how the actors deliver an impeccable performance by translating the universal sentiments coming from
family and marriage in a hilarious and heartfelt way. Solitaire is a film that incorporates historical and political issues hard
not to face living in the Arab society into a humorous story about the lives of individuals and families that will warm your
heart. ARAB Film Festival truly hopes that Solitaire will be your first step to further enjoying the Arab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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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결혼
대소동
Solitaire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
|
|

Lebanon, Jordan, Egypt | 2016
92min | DCP | Color | Fiction
Arabic | 12세

서울 Seoul

6.1(Thu) 19:00
6.2(Fri) 16:30 QA
6.4(Sun) 14:00 OT

부산 Busan

6.3(Sat) 16:30 QA
6.7(Wed) 15:00

광주 Gwangju

6.2(Fri) 16:00

2016 두바이국제영화제
2017 스웨덴 아랍여성영화제

8 The 6th ARAB Film Festival

레바논의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시장의 아내, 테레즈는 오늘 밤 있을 딸의

감독 Director

소피 부트로스는 레바논예술아카데미에서 TV, 영화 연출을 전공하였다. 줄리아

상견례 준비로 한창이다. 테레즈는 죽은 남동생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딸이

소피 부트로스

부트로스의 <꿈이 아냐> 뮤직비디오 감독을 시작으로 라시드 엘 마지드, 압둘 마지드

약혼한다는 소식을 기쁘게 전한다. 시리아의 레바논 폭격으로 남동생이 죽은 지

Sophie Boutros

압둘라 등 아랍권의 인기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하였다. 또한, 두바이미국

벌써 20년이나 지났지만, 테레즈의 집안 곳곳에 동생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비 사위와 그의 부모님이 도착했을 때 테레즈는 충격에
휩싸이고 만다. 그들이 시리아인이었던 것이다. 테레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 이 결혼을 허락하지 않겠다 다짐한다.

Therese, the mayor’s wife in a Lebanese village, joyfully prepares for an

대학교에 모하메드 빈 라시드 커뮤니케이션학부를 설립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였고
현재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레바논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장편 데뷔작

<결혼 대소동>은 2016년 두바이국제영화제에서 최초 상영되었으며, 2017년 3월에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에 개봉되어 큰 성공을 거뒀다.

Sophie Boutros earned a Bachelor Degree in Directing for TV and Film at the

overnight visit of her daughter's suitor and his parents. She excitedly

Académie Libanaise des Beaux-Arts (ALBA), Lebanon. Boutros started her
career as a music video director with Julia Boutros La B’ahlamak which was

shares the happy news of the engagement with pictures of her beloved

followed by a series of videos for other A-list Arab singers like Rashid El Majid,

brother who was killed by a Syrian bomb 20 years ago and is still bizarrely

Abdul Majid Abdalla among others. Boutros played a major role in founding

present in every corner of her house. Only when the long-awaited guests

the Mohammed Bin Rashid School for Communication at AUD where she

are at her doorstep, she discovers they are Syrian; this engagement will

currently works. Solitaire is her first feature, set in Lebanon; it premiered at

only happen over Therese’s dead body!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6, to be released in theatres in the
MENA region starting March 2017.

The 6th ARAB Film Festival 9

아라비안 웨이브

ARABIAN WAVE

다양한 아랍국가의 개성 강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는 '아라비안 웨이브' 섹션에서는 올해 8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그 중 6편의

“Arabian Wave”, which introduces unique and interesting films from all over the Arab world, features a total of eight films

영화가 한국에서 처음 소개되는 만큼 최신 아랍영화의 흐름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year. Six films among them will be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mapping the latest trend in the Arab cinema.

‘아랍의 봄’ 이후로 아랍은 전 세계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격변하는 사회일 것이다. 영화제는 그 안에서 아랍인들이 처한 현실 그리고

The Arab society has been the most confusing and turbulent part of the world since the Arab Spring. In regard to such

그들의 삶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랍의 봄’ 이후 무르시 대통령에 대한 시위가 한창인 뜨거웠던 2013년의 이집트를 다룬 <충돌>,

situation, what the ARAB Film Festival aims to do is to show the films on the lives of the Arab people as well as on the reality

난민 캠프에서 살아가며 전쟁 이전의 평화로운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리아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봄이 지나가고>, 팔레스타인

they live in. These films include: Clash that depicts the summer 2013 during the massive protests in Egypt against President

가자지구의 참혹한 삶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다룬 <가자 서핑 클럽>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Morsi after the Arab Spring; and After Spring, a documentary about Syrians in a refugee camp longing for peaceful days

세계영화제에서 주목 받고 있는 감독들의 영화 또한 만날 수 있다. 인간 생애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보여주는 올리베르 락세의

in their homeland before war broke out, and Gaza Surf Club that focuses on the youth who never loses hope in a grim and

<미모사>, 개인 내면의 성장을 다룬 모하메드 벤 아티아의 <헤디>, 세 남매의 화해의 여정을 감성적으로 그린 솔린 유수브의
<지붕 없는 집>, 모로코 특유의 세련된 영상미를 볼 수 있는 모하메드 알리 엘 마즈부드의 <달라스>는 아랍영화가 예술적,
미학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랐음을 느끼게 해준다.
제4회 아랍영화제 개막작인 <아부다비에서 베이루트까지>의 감독 알리 F. 무스타파의 <세상의 끝>도 소개된다. 아랍에미리트의
영화산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무스타파 감독이 <컨저링>, <파라노말 액티비티>의 프로듀서들과 작업한 이 영화는
아랍영화의 장르적 성취를 엿볼 수 있다.

miserable situation in Gaza.
In this section, it is also possible to check the films by directors recognized at numer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Oliver Laxe’s Mimosas gives a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human life while Mohamed Ben Attia’s Hedi reveals how
an individual can grow by exploring his inner self. Soleen Yusef’s House without Roof follows three siblings’ journey of
reconciliation. Mohamed Ali El Mejboud’s Dallas is important evidence that shows the Arab cinema has reached a great
level of artistic and aesthetic creation.
Furthermore, one of the films you must not miss is The Worthy by Ali F. Mostafa familiar to us since he is a director of From A
to B, the opening film of the 4th ARAB Film Festival. The Worthy directed by a pioneer in the Emirati film industry, Mostafa
in collaboration with famous producers of The Conjuring and Paranormal Activity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you to
recognize outstanding accomplishments made in the Arab genr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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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 웨이브 Arabian Wave

충돌
Clash

|
|
|

Egypt, France | 2016
97min | DCP | Color | Fiction
Arabic | 15세

서울 Seoul

6.1(Thu) 14:00
6.5(Mon) 17:30

부산 Busan

6.3(Sat) 20:00
6.7(Wed) 17:00

2016 칸영화제
2016 BFI 런던영화제

이집트 혁명이 끝나고 2년이 지난 2013년 여름, 무르시 대통령의 축출 이후,

감독 Director

모하메드 디아브는 이집트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주로 다루어왔다.

카이로는 폭력시위로 들끓는다. 각기 다른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지닌 시위

모하메드 디아브

이집트 혁명 한 달 전에 개봉한 데뷔작 <678>은 카이로 사회 전체에 만연한 남성우월

참가자들이 수감된 한 경찰 트럭이 시위 한가운데를 질주한다. 이들 수감자들은

Mohamed Diab

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힘을 합친 세 명의 여성에 관한 이야기다. 영화 제작 이외에도

살아남기 위해 신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2011년 이집트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웨비상을 수상하기도

Cairo, summer of 2013 - two years after the Egyptian revolution. In

4년이 걸려 탄생한 영화가 바로 <충돌>이다. 두 번째 장편영화인 <충돌>은 2016년

the wake of the ouster of Islamist president Morsi, a police truck full of

칸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의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

detained demonstrators of divergent political and religious backgrounds
roams through violent protests. Can the detainees overcome their
differences to stand a chance of survival?

했다. 이집트 혁명이 끝난 후, 디아브는 본 혁명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로 하였고 총

Mohamed Diab is an award-winning writer and director, whose work is often
centred on pressing issues concerning Egyptian society. He is known for
his directorial debut film Cairo 678, which was released a month before the
Egyptian revolution, a drama about three women who unite to fight against
the plague of male chauvinism in Cairo. Asides filmmaking, Diab is known for
his vocal participation and his involvement in the 2011 Egyptian revolution,
which earned him a Webby Award. After the revolution, Diab wanted to make
a film about it. It took him 4 years to develop Clash. His second feature film
Clash has been selected as the Opening film of Un Certain Regard in Cannes
Film Festiv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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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 웨이브 Arabian Wave

지붕 없는 집
House
without Roof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
|
|

Iraq, Germany | 2016
117min | DCP | Color | Fiction
German, Kurdish | 15세

<지붕 없는 집>은 이라크의 쿠르드지역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자란 리야와

감독 Director

솔린 유수프는 1987년 이라크 쿠르드 지역의 두호크에서 태어났고 유수프가 아홉

얀, 알란, 이 세 남매의 여정을 따라간다.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의 전쟁 중에

솔린 유수프

살이었을 때, 가족과 함께 독일로 망명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무대예술 학교에서

부산 Busan

6.3(Sat) 14:00
6.5(Mon) 17:00

전사한 남편의 무덤이 있는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엄마의 유언에 따라 세 남매는

Soleen Yusef

가수 겸 배우 수업을 받았다. 2008년에는 바덴뷔르템베르크영화아카데미에서

광주 Gwangju

6.3(Sat) 15:00

남매들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골치 아픈 일투성이다. 이들 남매는 지난

서울 Seoul

6.2(Fri) 14:00
6.5(Mon) 20:00

2016 두바이국제영화제
2016 뮌헨국제영화제

고향으로 향하지만, 친척들은 엄마의 유언을 따를 생각이 없을뿐더러 심지어
몇 년간 먹고 살기 바빠 서로 멀어진 상태라, 대화라도 하려고 하면 싸움으로

장편영화 연출을 공부하였고, 3학년 때 만든 작품 <트라토리아>는 2012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지붕 없는 집>은 2015년 봄, 고향 두호크에서 촬영한
졸업작품이자 장편 데뷔작이다.

이어지기 일쑤다. 한편, 세 남매의 고향인 이라크는 현재 끔찍한 분쟁 상황에

Soleen Yusef was born in Duhok, Iraqi Kurdistan in 1987. At the age of nine she

놓여 있고 이로 인해 이들의 여정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게 흘러간다.

and her family fled to Germany because of political reasons. After graduating

House without Roof is about the journey of the siblings Liya, Jan and Alan

and actress. In 2008 she started studying feature film directing at the Baden-

who were born in the Kurdish area of the Iraq and grown up in Germany.

Wurttemberg Film Academy. Her Film Trattoria, which she has made in her

The three of them want to fulfill their mother’s last wish to bury her in

third year, premiered at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2. House

her home village beside her husband who got killed in the war under

without Roof is at the same time her graduating project and first feature film

the Saddam Hussein regime. On their nerve-wracking Kurdish-odyssey

and has been shooting in spring 2015 in and around her hometown Duhok.

high school she attended the Academy of Stage Arts and was trained as singer

they are not only faced with their Kurdish extended family that does
not accept the last wish of their mother but particularly with their own
matters. In recent years they distanced from each other - everybody runs
his own life - and whenever they are holding talks, they are mostly based
on reproaches. In parallel with the run of their journey it is noticeably that
in their home country the dimension of an awful conflict, that nobody
can surmise, is heading for disaster.
14 The 6th ARAB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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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 웨이브 Arabian Wave

달라스
Dallas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
|
|

Morocco | 2015
100min | DCP | Color | Fiction
Arabic, French | 15세

영화감독 달라스는 감독 생활 말년에 여러 번 흥행에 실패한 후, 가진 것 하나

감독 Director

모하메드 알리 엘 마즈부드는 파리에서 법학을 전공하였고 이후 파리고등사립영화

없이, 영화사를 운영하던 과거의 기억에만 사로잡혀있다. 여전히 달라스의

모하메드 알리 엘 마즈부드

학교에 입학해 영화 연출을 전공하였다. 2006년부터 ‘필름 인더스트리’라는 프로

부산 Busan

6.2(Fri) 20:00
6.4(Sun) 15:30

재능을 인정하며 그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비서였던 할리마뿐이다.

Mohamed Ali El Mejboud

젝트의 일원으로 나빌 아우크가 제작한 두 편의 TV 영화 <하얀 물결>과 <워터

광주 Gwangju

6.3(Sat) 11:00

아버지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촬영이 시작되고 얼마

서울 Seoul

6.3(Sat) 11:00
6.6(Tue) 17:30

2016 마라케시국제영화제

그러던 어느 날, 달라스는 대본을 하나 전달받는다. 어느 부유한 사업가가 자신의
지나지 않아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가 갑작스럽게 죽고 만다. 도저히 영화를
포기할 수 없었던 달라스는 배우의 시신으로 촬영을 재개하기로 한다.

Dallas is a director in his late career. After several commercial failures,

캐리어>를 연출하였다. <하얀 물결>은 2007년에 카이로, 로스앤젤레스 영화제 등
여러 영화제의 경쟁부문에 올랐다. 2009년부터 <지옥에서의 한 시간>이라는 TV
드라마를 공동 연출하였고 2016년 첫 장편영화 <달라스>의 각본을 쓰고 연출하였다.

Mohamed Ali El Mejboud started Law Studies in Paris. In 2001, he decides to
change to cinema studies and choose to specialize in film directing at E.S.E.C
of Paris. In 2006-2007, he improved his skills through his first two TV films,

he is now resourceless and is living surrounded by his memories in his

The White Wave and The Water Carrier, made in the frame of the Film Industry,

production company. The only faithful person left is his secretary Halima,

produced by Nabil Ayouch. The first was selected in 2007 for competing in

who continues to believe in his talent. One day, he receives a script from

several festivals. Solicited by TV channels, he created and jointly directed from

a rich businessman who would like to make a film on his father's life. The

2009 to 2012 five seasons of a TV series One Hour in Hell. In parallel to his TV

shooting starts, the latter dies by swallowing a date. The same evening,

work, he wrote and directed a dark comedy, Dallas.

Dallas decides to resume the shooting using the actor's body. Then
follows a funny adventure, full of black humor, from which nobody will
get away safely.

16 The 6th ARAB Film Festival

The 6th ARAB Film Festival 17

아라비안 웨이브 Arabian Wave

가자
서핑 클럽
Gaza Surf Club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
|
|

Palestine, Germany | 2016
87min | DCP | Color | Documentary
Arabic, English | 12세

서울 Seoul

부산 Busan

6.2(Fri) 20:00
6.5(Mon) 11:00
6.7(Wed) 11:00
6.2(Fri) 13:00
6.5(Mon) 15:00

2016 토론토국제영화제
2016 두바이국제영화제

현재 17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및 이집트와 국경을

감독 Director

필립 그나드 Philip Gnadt

마주하고 있지만, 외부 세계와는 단절된 지 오래다. 42km 가까이 되는 가자

필립 그나드 Philip Gnadt
미키 야민 Mickey Yamine

필립 그나드는 슈투트가르트미디어대학교에서 수학하였고, 졸업작품인 <열두 페이

지구의 해안을 드나드는 배는 더이상 찾아볼 수 없다. 이곳을 찾는 이도 없지만,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미키 야민과 함께 <가자

미래는 불투명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도 작은 움직임은

서핑 클럽>을 제작하였다.

있다. 지난 몇십 년간 가자 지구에 가해진 엄격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40여 개의 서핑보드가 도시 내로 유입되었고 가자의 서핑

Philip Gnadt studied at the Stuttgart Media University. His graduation film
Zwölf Seiten earned him the audience award at the ‘Independent Days

클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약간의 자유를 만끽한다. 5km나 되는 이스라엘

Karlsruhe’ in 2010. He is working as a freelance director for corporate and

해상봉쇄선이 눈 앞에 펼쳐지고, 우울한 현실이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힐지라도.

Gaza - a strip of land with a population of 1.7 million citizens, wedged
between Israel and Egypt and isolated from the outside world. 26 miles
of coastline with a harbor that no longer services ships. Hardly anything
gets into Gaza and even less gets out. The young generation is growing
up with very little perspective - occupied and jobless. But against this
background there is a small movement. Our protagonists are part of
the surf community of Gaza City. Round about 40 surfboards have been
brought into the country over the past decades with great effort and
despite strict sanctions. It is those boards that give them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a small slice of freedom - between the coastal reminder of
a depressing reality and the Israeli-controlled three-mile marine border.
18 The 6th ARAB Film Festival

지>로 2010년 카를스루에독립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다.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이곳을 떠나는 이는 더더욱 없다. 직장도, 기회도 없는 이곳의 젊은 세대에게

documentary films. Together with Mickey Yamine he has been pursuing Gaza
Surf Club since 2012.
미키 야민 Mickey Yamine
미키 야민은 이집트 카이로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바벨스베르크영화학교에서
영화제작을 전공하였고, 졸업작품인 단편 <트로픽 오브 베어>로 2010년 로카르노
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상을 수상하였다. 베를린에 제작사 리틀브릿지픽처스(Little

Bridge Pictures)를 설립한 후, <가자 서핑 클럽>(2016)과 <마지막 객실>(2016) 등을
제작하였다.

Mickey Yamine grew up in Cairo (Egypt). He graduated in film production from
the Film University in Babelsberg with his short Tropic of Bear, which won an
honorable mention at Festival del Film in Locarno in 2010. His Berlin-based
production company Little Bridge Pictures recently produced Gaza Surf Club
(2016) and The Last Compartment (2016).
The 6th ARAB Film Festival 19

아라비안 웨이브 Arabian Wave

미모사
Mimosas

|
|
|

Qatar, Morocco, Spain, France | 2016
93min | DCP | Color | Fiction
Arabic | 15세

서울 Seoul

6.4(Sun) 20:00
6.7(Wed) 14:00

부산 Busan

6.1(Thu) 17:30
6.5(Mon) 20:00

2016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대상
2016 부산국제영화제

낙타나 말에 짐을 싣고 무리를 지어 다니는 상인 행렬인 카라반(Caravan)은

감독 Director

올리베르 락세는 스페인 출신으로 모로코에 거주하며 영화를 만들고 있다. 첫

죽음을 앞둔 부족의 수장을 위해 모로코 아틀라스 산맥을 통과하는 여정에

올리베르 락세

번째 장편 영화 <너희 모두가 대장이야>는 2010년 칸영화제 감독주간에서 최초

오른다. 그의 마지막 소망은 사랑하는 이들 곁에 잠드는 것. 하지만 죽음은 그를

Oliver Laxe

상영되었으며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을 수상하였다. 락세는 제이툰 필름스(Zeitun

기다려주지 않는다. 험난한 산길을 통과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다른 일행들은 이

Films)의 공동설립자이기도 하다.

여정을 포기하지만, 아흐메드와 사이드는 다른 목적을 갖고 시신을 옮기는 일에
자원하고 나선다. 한편, 이곳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세계에 살고 있는 샤킵은

Oliver Laxe lives and works in Morocco. His first feature-length film, You all are
Captains was premiered at the Directors’ Fortnight of Cannes Film Festival in

아무런 계획도 없이 움직이는 아흐메드와 사이드와 함께 산행에 오르라는

2010, where it received the FIPRESCI award. He is one of the founders of Zeitun

임무를 부여 받게 된다.

Films.

A caravan escorts a dying Sheikh through the Moroccan Atlas. His last
wish is to be buried with his loved ones. But death does not wait. The
caravaneers, fearful of the mountain pass, refuse to transport the corpse.
Ahmed and Saïd, two rogues traveling with the caravan, pretend they
know the way and promise to take the corpse to its destiny. In another
world, Shakib is chosen to travel to the mountains with a mission: to help
the improvised carava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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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 웨이브 Arabian Wave

봄이
지나가고
After Spring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
|
|

Syria, Jordan, USA | 2016
101min | DCP | Color | Documentary
Arabic, English, Korean | 12세

6.1(Thu) 11:00
6.4(Sun) 17:30
6.6(Tue) 11:00

정치풍자 토크쇼인 ‘더 데일리쇼’의 진행자였던 존 스튜어트가 책임 프로듀서로

감독 Director

엘렌 마르티네즈 Ellen Martinez

참여한 <봄이 지나가고> 는 시리아 난민캠프의 현실을 그린 장편 다큐멘터리다.

엘렌 마르티네즈 Ellen Martinez
스테프 칭 Steph Ching

엘렌 마르티네즈는 뉴욕시 공교육 시스템의 교육 불평등에 관한 장편 다큐멘터리

6.1(Thu) 15:00
6.6(Tue) 17:40

머무르게 된 두 난민가족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 세계 최대 시리아

활동였으며, 중동에서는 8년, 시리아에서는 4년 동안 거주하며 영화를 만들었다.

난민수용소인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난민 캠프의 사람들은

Ellen Martinez was Associate Producer on Tested (2015), a feature documentary

2016 트라이베카영화제
2016 셰필드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결코 영원할 수 없는 이곳 캠프의 삶을

about educational inequality in the NYC public school system. She was a
director’s assistant and has worked in the A.D. and production departments

서울 Seoul

부산 Busan

난민 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애쓰는 구호활동가들과 난민수용소에

어떻게 새롭게 가꾸어나갈 수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Executive Produced by Jon Stewart, After Spring is a feature documentary
about the Syrian refugee crisis. By following two refugee families in
transition and aid workers fighting to keep the camp running, viewers
will experience what it is like to live in the Zaatari, the largest camp for
Syrian refugees. With no end in sight for the conflict or this refugee crisis,
everyone must decide whether or not they can rebuild their lives in a
place that was never meant to be permanent.

<테스티드>(2015)의 협력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여러 영화의 조감독, 제작부 등으로

for various films in NYC. She has spent over eight years in the Middle East and
lived in Syria for four years.
스테프 칭 Steph Ching
스테프 칭은 다큐멘터리 <슈퍼맨: 더 레전드 오브 셰프 고든>(2013)의 협력 프로듀서
겸 편집자로 활동하였다. 2008년 쓰촨성 대지진을 촬영하기 위해 중국 쓰촨 성을
여러 번 방문하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Steph Ching was Associate Producer and Additional Editor on the Emmy
Nominated documentary Supermensch: The Legend of Shep Gordon (2013).
Other interests include volunteer work, she participated in relief efforts
during post hurricane Katrina and made several trips to Sichuan, China to film
testimonials with survivors of the 2008 earthqu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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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 웨이브 Arabian Wave

헤디
Hedi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
|
|

Tunisia, Belgium, France, Qatar, UAE
2016 | 88min | DCP | Color | Fiction
Arabic | 15세

서울 Seoul

6.3(Sat) 18:00
6.6(Tue) 14:00

부산 Busan

6.4(Sun) 17:40
6.7(Wed) 19:00

2015 베를린국제영화제
2015 두바이국제영화제

헤디는 주어진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사는 조용한 남자다. 튀니지는

감독 Director

1976년 튀니스 출생. 모하메드 벤 아티아는 1998년 튀니스의 고등상업대학을 졸업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헤디는 자신의 미래가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며

모하메드 벤 아티아

후 프랑스 발랑시엔대학교에서 시청각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였다. <로맨티시즘:

그저 남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 어머니가 그를 대신하여 결혼 준비에 열을

Mohamed Ben Attia

아침과 저녁 알약 두 개>(2004), 페스파코영화제 은상 수상작 <다른 이들처럼>(2006),

올리고 있을 때, 헤디는 사장의 지시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마디아의
바다 마을로 떠난다.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선 헤디는 자신의 업무는 뒤로한

<물결>(2008), <76 법안>(2011), 2014년 끌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 상영작
<셀마>(2013)까지 다섯 편의 단편을 연출하였다. <헤디>는 그의 장편 데뷔작이다.

채 리조트에서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일하는 림을 만나게 되고 그녀의 자유로운

Mohamed Ben Attia was born in Tunis in 1976. He studied audiovisual

영혼과 삶에 대한 솔직한 욕망은 헤디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얼마

communication at the University of Valenciennes in France after graduating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열정적인 사랑에 빠지고 만다. 한편, 카이르완에 자리한

at the Institut de Hautes Etudes Commerciales (IHEC) in Tunis in 1998. He has

헤디의 본가에서는 결혼 준비가 한창이고 헤디는 어느 쪽이든 스스로 선택을
내려야 한다.

Hedi is a quiet young man following the path that has been traced out

directed five short films, Romantisme, Deux Comprimes, Matinet Soir (2004),
Kif Lokhrin (Silver award at FESPACO 2006), Mouja (2008), Loi 76 (2011) and
Selma (2013), which was selected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Clermont
Ferrand Festival in 2014.

for him. Tunisia is changing, but Hedi doesn’t expect much from the
future and lets others make his big decisions for him. The same week his
mother is preparing his marriage, his boss sends him to the seaside town
of Mahdia to seek out new clients. At a crossroads, Hedi begins avoiding
his professional duties and soon meets Rim, a free spirited globetrotter
working as an activity leader at a local resort. Rim’s lust for life quickly
rubs off on Hedi and the two begin a passionate love affair. With
preparations for the wedding in full swing back at home in Kairouan,
Hedi is finally forced to make a choice for himself.
24 The 6th ARAB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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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비안 웨이브 Arabian Wave

세상의 끝
The Worthy

아시아 프리미어 Asian Premiere
|
|
|

UAE | 2016
95min | DCP | Color | Fiction
Arabic | 15세

서울 Seoul

6.3(Sat) 20:00
6.7(Wed) 20:00

부산 Busan

6.2(Fri) 17:30
6.4(Sun) 20:00

2016 BFI 런던영화제
2016 두바이국제영화제

식수가 오염된 암울한 미래, 몇몇 생존자들은 버려진 비행기 격납고 안으로

감독 Director

알리 F. 무스타파는 런던영화학교에서 영화제작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2006년 AFM

피신한다. 새로운 도피처 안에 작은 사회를 이룬 생존자들은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알리 F. 무스타파

Films를 설립하였다. 2009년 데뷔작 <시티 오브 라이프>가 크게 흥행 하며 아랍

있는 이 유일한 공간을 사수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적 떼들이 침입하고 그들을 위험에서 구해준 두 명의 낯선 이들을 도피처
안으로 들인다. 하지만 한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못한 채 광기로 물들기 시작한다. 점점 아수라장이 되어가는 도피처 안에서
하나의 질문만이 남는다.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In a dystopian future, where the water supply has been poisoned, a
group of unlikely survivors have taken refuge in an abandoned airplane

Ali F. Mostafa

에미리트 박스오피스 기록을 경신했다. 아랍에미리트 영화의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무스타파는 단편 <언더 더 선>(2005)으로 아부다비국제영화제 최우수 에미리트상을
수상했다 . 또한 , 두바이국제영화제에서는 최우수아랍에미리트 영화인으로 ,
잡지 「Digital Studio」에서는 올해의 젊은 영화인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4년
연출한 <아부다비에서 베이루트까지>는 아부다비국제영화제의 개막작, 제4회
아랍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

Ali F. Mostafa went on to pursue a Masters degree in Filmmaking from
the prestigious London Film School. In 2006, Ali established a production
company called AFM Films to have the creative freedom to write and produce

hangar. Having formed a small community in this new fortress, they

cutting edge work. In 2009, he released his debut feature, City of Life, breaking

struggle to stay alive and protect one of the only remaining sources

box office records for an Emirati film. As one of the pioneers of Emirati cinema,

of uncontaminated water. One night, a group of bandits successfully

his short film Under the Sun won Best Emirates Film at Abu Dhabi Film Festival.

infiltrate the compound to access the precious water tanker. After a

And Digital Studio magazine awarded him Young Filmmaker of the Year. In

deadly altercation, two strangers appear to help fight off the bandits. To
thank them for saving his life, the survivors’ leader agrees to host them.

2014, From A to B was the first Emirati film to open Abu Dhabi Film Festival, and
had its European premiere at BFI London Film Festival in 2015.

When one stranger betrays the group’s trust the compound descends
into madness, upsetting all trust. In the end, one question remains: who
is worthy to live and to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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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필름 마스터 Arab Film Master

유스리 나스랄라

YOUSRY NASRALLAH
Filmography
1988 여름 도둑 Summer Thefts
1993 메르세데스 Mercedes
1995 소년과 소녀, 머리 스카프에 관하여 On Boys, Girls and the Veil
1999 도시 The City
2004 태양의 문 The Gate of Sun
2008 아쿠아리움 The Aquarium
2009 세헤라자데, 내게 말해줘 Scheherazade, Tell Me a Story
2012 혁명 이후 After the Battle
2016 냇물과 들판, 사랑스런 얼굴들 Brooks, Meadows and Lovely Faces

아랍영화제는 지난해부터 아랍 거장의 영화를 소개하고 마스터 클래스 등을 통해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을 갖는 '아랍

1952년 이집트 카이로 출생. 유스리 나스랄라는 카이로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하였고, 1973년에는 카이로 고등영화연구소에

필름 마스터' 섹션을 신설했다. 올해는 이집트 감독 유스리 나스랄라의 영화 중 <냇물과 들판, 사랑스런 얼굴들>, <혁명 이후>,

입학하였다. 베이루트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던 그는 1981년 베이루트에서 촬영한 폴커 슐렌도르프 감독의 <속임수의

<세헤라자데, 내게 말해줘>를 상영한다.

순환>에서는 조감독으로, 유세프 샤힌 감독의 <이집트 이야기>에는 제작부로 참여하면서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1988년에 직접 각본을

유스리 나스랄라 감독은 1988년 <여름 도둑>을 시작으로 현재까지도 아랍영화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작품활동을 하는 감독 중 한

쓴 <여름 도둑>으로 데뷔하였다. 유세프 샤힌과 공동 제작한 <여름 도둑>은 다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하였으며 이집트 영화의 부활에

명이다. 그는 이집트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자신의 영화를 통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감독이다. 올해 영화제를 통해 주류
영화산업에서 빗겨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추구하는 그가 만들어내는 시대정신, 그리고 아랍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크게 기여하였다. 1990년에는 유세프 샤힌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참여하기도 했다. 1993년 극영화 <메르세데스>를,

1995년에는 다큐멘터리 <소년과 소녀, 머리 스카프에 관하여>를 연출하고, 1999년 아르테 방송국과 공동으로 제작한 <도시>로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동명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 <태양의 문>은 2004년 칸영화제에서 상영하였고,

2008년 연출한 <아쿠아리움>은 베를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여러 영화제에 초청 상영되었다. 2009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이집트 사회의

Last year, ARAB Film Festival launched a new section called “Arab Film Master” that introduces the films made by a great

모습을 그린 <세헤라자데, 내게 말해줘>는 베니스국제영화제, 토론토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을 받았으며, 2012년 아랍의 봄 이후 이집트

Arab filmmaker and offers the audience an opportunity to meet the relevant filmmaker through various events including

사회의 극단적인 갈등을 그린 <혁명 이후>는 칸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상영되어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았다. 2016년 그의 최근작 <냇물과

master class. This year, “Arab film Master” features three films by Yousry Nasrallah, Egypt’s prodigious director, Brooks,

들판, 사랑스런 얼굴들>은 강렬한 아랍의 색채와 문화의 정수로 불리며 로카르노국제영화제, 토론토국제영화제 등에 초청되었다.

Meadows and Lovely Faces, After the Battle, and Scheherazade, Tell Me a Story among many others.

Yousry Nasrallah was born in Cairo (Egypt) in 1952. He attended the University of Cairo where he majored in economics

Yousry Nasrallah, who begun his career with his directorial debut Summer Thefts in 1988, is one of the most active

and political science. In 1978 he left for Lebanon where he became a journalist and contributed to the film review As-Safir.

filmmakers in the Arab industry. He has been continuously addressing various social issues in the Egyptian society by

He became director's assistant in Volker Schlöndorff's Circle of Deceit which was shot in Beirut in 1981. Then he was Youssef

making films. In the upcoming edition of ARAB Film Festival, you will be able to learn about what it means to make films in

Chahine's production assistant in The Memory. In 1987 he wrote and made his first film Summer Thefts which was coproduced

the Arab world as well as about how he captures the zeitgeist of today by building a unique oeuvre in the mainstream film

by Youssef Chahine. This film won many awards, and is regarded as one of the works that most contributed to the renewal
of Egyptian cinema. In 1988-1990, he co-wrote Youssef Chahine’s Alexandria. In 1993 he directed Mercedes, which was highly

industry.

praised by critics and in 1994. In 1995, he directed a documentary film, On Boys, Girls, and the Veil, which won many awards. In
1999, he directed The City, co-produced by Arte, which won the Jury’s Special Prize at Locarno Film Festival. In 2001, he wrote
the script for The Gate of Sun with Elias Khoury, adapted from the latter’s novel which was selected at the Cannes Film Festival.
The Aquarium was premiered at Berlin Film Festival in 2008. His film After the Battle was into competition for the 2012 Cannes
Film Festival and his latest film Brooks, Meadows and Lovely Faces was screened at various festivals including Locarno, Toronto
and Dubai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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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 필름 마스터: 유스리 나스랄라 Arab Film Master: Yousry Nasrallah

냇물과 들판,
사랑스런
얼굴들

혁명 이후
After the Battle

Brooks, Meadows
and Lovely Faces

한국 프리미어 Korean Premiere
|
|
|

Egypt | 2016
115min | DCP | Color | Fiction
Arabic | 15세

|
|

예히아는 열성적인 요리사 라파트와 바람둥이 갈랄, 두 아들과 함께 결혼식

마흐무드는 2011년 2월 2일 무바라크 정권에 동조해 타흐리르 광장의 반정부

케이터링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쉐프다. 라파트는 카리마와 결혼을 약속한

시위대에 공격을 가한 ‘타흐리르 광장 기사단’의 일원이다. 피라미드 인근

6.2(Fri) 15:00
6.6(Tue) 20:00

상태이지만 실은 샤디아를 사랑하고 있다. 카리마 역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마을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근근이 돈을 벌고 있는 마흐무드는 그 사건으로

있고 이 사실을 털어놓을 기회만을 노리고 있다. 두 아들과 함께 열성을 다해

인하여 공개적으로 구타를 당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며 굴욕적인

6.4(Sun) 11:00

준비한 결혼식에서 예히아는 한 가지 제안을 받게 된다. 마을의 자산가인 파리드

대우를 받는다. 심지어 마흐무드와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설 자리를

부부가 예히아에게 케이터링 가게를 사 재개발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예히아는

잃어버린다. 바로 그때, 마흐무드는 종교에서 자유롭고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파리드 부부는 포기하지 않고 예히아와 그의 아들

지닌 무장 혁명가 림을 만나게 된다. 서로를 만난 후, 두 사람의 인생은 송두리째

갈랄을 협박하기 시작한다.

바뀌게 된다.

Yehia is a chef who manages with his two sons, Refaat, a passionnate

Mahmoud is one of the “Tahrir square knights” who, on 2nd February

cook, and the womanizer Galal, a catering company for weddings and

2011, manipulated by Mubarak’s regime, charged against the young

other celebrations. Karima, Yehia’s niece, is promised to Refaat, but Refaat

revolutionaries. Beaten, humiliated, unemployed, ostracised in his

loves Shadia, without knowing that Karima loves also someone else but

neighbourhood near the Pyramids, Mahmoud and his family are losing

waits the right moment to reveal her secret. During a peasant wedding

their footing. It is then that he meets Reem, a young Egyptian divorcee,

catered by Yehia and his sons, Farid and his rich wife offer to buy their

modern and secular, who works in advertising. Reem is a militant

business. In front of Yehia’s refusal, the offer turns into a threat.

revolutionary and lives in a nice neighbourhood in Cairo. Their meeting

서울 Seoul

6.3(Sat) 13:30 MC
6.7(Wed) 17:30

부산 Busan
광주 Gwangju

|

2016 로카르노국제영화제
2016 토론토국제영화제

Egypt | 2012
122min | DCP | Color | Fiction
Arabic | 12세

서울 Seoul

6.2(Fri) 11:00
6.5(Mon) 14:00 QA

부산 Busan

6.1(Thu) 20:00
6.4(Sun) 13:00

2012 칸영화제

will change their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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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s

세헤라자데,
내게 말해줘

마스터 클래스
Master Class

Scheherazade,
Tell Me a Story

아랍영화계의 거장이자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세계를 구축하며 세계적 감독으로 자리매김한 유스리 나스랄라가 한국 관객들을
|
|
|

Egypt | 2009
135min | Digi-beta | Color | Fiction
Arabic | 15세

만납니다. 30년 간 이어온 그의 활동과 아랍영화의 역사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Yousry Nasrallah’s Master Class will be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Korean audiences to meet Yousry Nasrallah, a great master
of the Arab cinema and a globally recognized director with a unique oeuvre. Feel free to join the master class to learn about the
history of the Arab cinema as well as about his experiences as a filmmaker for last thirty years.

헤바는 인기 있는 민영방송사의 정치 토크쇼 진행자다. 공영신문사의 부편집장인

서울 Seoul

6.4(Sun) 11:00
6.6(Tue) 20:00

부산 Busan

6.3(Sat) 11:00
6.6(Tue) 15:00

야당과 접촉하고 있어 자신의 승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여당 인사의 말에,

6.4(Sun) 15:00

헤바에게 부탁한다. 헤바는 여성을 소재로 하는 토크쇼를 시작하고, 살아남기

광주 Gwangju

2009 베니스국제영화제
2009 토론토국제영화제

그녀의 남편 카림은 호시탐탐 편집장 자리만 노리고 있다. 헤바가 지속적으로
카림은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이용해 비정치적 사회 이슈만을 다뤄달라고

일시 Date & Time

6.3 Sat 13:30 <냇물과 들판, 사랑스런 얼굴들> 상영 후 After screening of Brooks, Meadows and Lovely Faces

장소 Venue

아트하우스 모모 1관 Arthouse MOMO 1

모더레이터 Moderator

정한석(영화평론가) Hanseok JUNG (Film Critic)

게스트 Guest

유스리 나스랄라(감독) Yousry Nasrallah (Director)

위해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던 『천일야화』 속 세헤라자데처럼 세상의 풍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Hebba, a television-speaker, presents a successful political talk show on
a privately owned network. Karim, her husband, is deputy editor in chief
of a government-owned newspaper. His ambition is to become editor in
chief. He is led to believe by the Party big shots, that his wife’s constant
meddling with opposition politics could put his promotion in danger.
Using his boyish charm and sexual prowess, he convinces Hebba to stay
away from politics, and devote her program to social issues for which the
government cannot be held responsible. She starts a series of talk shows
around issues involving women. She listens to the stories of resilient,
strong women, who, like Scheherazade in A Thousand and One Nights,
tell their stories to stay a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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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s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오픈 토크: 배우 줄리아 카사르
Open Talk: Actor Julia Kassar

서울 Seoul

1985년 데뷔하여 영화와 연극, TV를 넘나들며 활동한 레바논 배우 줄리아 카사르가 내한
합니다. 2016년 두바이국제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아랍의 대표 배우로 인정받은

단 온라인 사전 예매 시 예매 수수료 1,000원 부가

티켓 가격 Ticket Price

무료 Free admission

In case you make an online pre-booking, a KRW 1,000
handling fee will be charged

티켓 교부 Distributing

선착순 Available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1인 2매 May select maximum 2 tickets per person
5.15(Mon) 12시 예매 오픈
아트하우스 모모 홈페이지,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
(인터파크 예매 시 사이트 수수료가 추가 부가됩니다)

줄리아 카사르와의 만남을 통해 아랍에서 배우로서 살아온 역사와 그의 연기 세계를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Julia Kassar is a Lebanese actor whose career has spanned over decades since 1985 with

온라인 사전 예매
Online Pre-booking

5.15(Mon) 12:00 - 5.21(Sun) 24:00

현장 발권
On-site Booking

10:00 ~ 20:10

Only on the day of screening,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6.1(Thu)

Open 10:00 ~ Close 15:00

6.2(Fri) - 6.7(Wed)

Open 10:00 ~ Close 20:30

appearances in film, theater, and television. She wa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rab actors after winning the Muhr Feature Award for the Best Actress at the 2016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Korean audiences will have a meaningful opportunity to meet her
in person and learn about her life as an actor in the Arab world as well as about her acting

당일 상영작에 한해 선착순 발권

career in depth.

일시 Date & Time

6.4 Sun 14:00 <결혼 대소동> 상영 후 After screening of Solitaire

장소 Venue

아트하우스 모모 1관 Arthouse MOMO 1

모더레이터 Moderator

이화정(「씨네21」 기자) Hwajung LEE (Journalist of Cine21)

게스트 Guest

줄리아 카사르(<결혼 대소동> 배우) Julia Kassar (Actor of Solitaire)

12 p.m. Ticket Open
Online Ticketing Websites: Arthouse MOMO, INTERPARK
(In case you make a booking via INTERPARK, an additional
handling fee will be charged)

현장 매표소 Box Office

* 개막작 및 개막식은 초청자에 한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The opening ceremony and the opening film are by invitation only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rabfestival.or.kr) 참조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 website(www.arabfestival.or.kr)
* 문의 02-551-7134 Contact 82-2-551-7134

유의사항 Notice
· 온라인 사전 예매는 지정된 날짜에만 예매 가능하며 예매 기간 종료 후 해당 상영일에 한해 현장 매표소에서 발권 가능합니다.
· 온라인 사전 예매는 예매 기간 내에 취소가 가능하며 예매한 당일 취소 시 예매 수수료 전액이 환불되나 익일부터는 취소 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예매 기간 종료 후 취소는 현장 매표소에서 가능하며 예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입장권은 해당 일시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관객과의 대화 QA
서울 Seoul

· 모든 관객은 반드시 해당 상영작의 입장권을 소지하셔야 입장 및 관람이 가능합니다.
· 아랍영화제는 정시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영관 입장은 상영 20분 전부터 가능하며, 상영 시작 10분 뒤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일시 Date & Time

6.2 Fri 16:30 <결혼 대소동> 상영 후 After screening of Solitaire

장소 Venue

아트하우스 모모 1관 Arthouse MOMO 1

모더레이터 Moderator

박은진 Eunjin PARK (프로그래머 Programmer)

게스트 Guest

줄리아 카사르 Julia Kassar (배우 Actor),
나디아 엘리와트 Nadia Eliewat (프로듀서 Producer)

부산 Busan

· 쾌적한 영화관람 및 다른 관객을 위하여 음료수를 포함한 음식물 반입은 제한됩니다.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비디오 촬영(핸드폰, 카메라 등)은 불가합니다.
· 영화의 관람등급에 따라 상영관 입장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만 7세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동반 하에도 입장 및 관람 할 수 없습니다.
· You can make online pre-booking only during a fixed period of time and collect your ticket at the box office.
· You can cancel your online pre-booking only during a fixed period of time. In case you cancel your booking on the day of the booking, the

일시 Date & Time

6.5 Mon 14:00 <혁명 이후> 상영 후 After screening of After the Battle

장소 Venue

아트하우스 모모 1관 Arthouse MOMO 1

모더레이터 Moderator

박은진 Eunjin PARK (프로그래머 Programmer)

· The admission tickets are eligible only on the day of the event.

게스트 Guest

유스리 나스랄라 Yousry Nasrallah (감독 Director)

· Only ticket-holders will be admitted to the theater.

additional handling fee will be refunded. However, in case you cancel your booking on the next day of the booking, no refund will be made.
To cancel your booking after the online pre-booking period, please visit the box office. In this case, handling fee will not be refunded.

· It is our policy that all the screenings will be held on time. Doors will open 20 minutes before each screening. You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if you show up later than 10 minutes after the start of the screening.

일시 Date & Time

6.3 Sat 16:30 <결혼 대소동> 상영 후 After screening of Solitaire

장소 Venue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Busan Cinema Center Cinematheque

모더레이터 Moderator

옥미나 OAK Mina (영화평론가 Film Critic)

· The use of recording devices(such as cellphones or cameras) is strictly prohibited.

게스트 Guest

줄리아 카사르 Julia Kassar (배우 Actor),

· We reserve the rights to refuse entrance to anyone below the film's minimum age. No children under the age of 7 will be admitted even

나디아 엘리와트 Nadia Eliewat (프로듀서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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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영 시작 후 입장 시 지정좌석이 보장되지 않으며 상영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If you show up late, you seat will not be guaranteed and you will be directed to the remaining empty seat.
· No food and drinks are allowed for a better theater environment.

when accompanied by an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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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상영관 안내 Theater Information 서울 Seoul

부산 Busan
티켓 가격 Ticket Price

무료 Free admission

티켓 교부 Distributing

선착순 Available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현장 발권
On-site Booking

현장 매표소 Box Office

10:00 ~ 20:00

5.31(Wed) - 6.7(Wed)

GATE3
B4층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

1인 2매 May select maximum 2 tickets per person

ECC

Arthouse MOMO

5.31(Wed) 오전 10시 예매오픈(현장50%/온라인예매50%)
당일 상영작은 현장 예매만 가능

연

To 대
Yo 방
ns
ei 향
Un
iv.

10 a.m. Ticket Open(On-site Booking 50%/On-line 50%)
Available on site-booking only on the day of screening

신촌역

이화여대 정문

경의선

Ewha Womans Univ.

Sinchon Station

Open 10:00 ~ Close 20:00

럭키 아파트
Lucky APT

바디샵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dureraum.org) 참조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 website(www.dureraum.org)
* 문의 051-780-6080 Contact 82-51-780-6080

The Body Shop

3번 출구
Ewha Womans Univ. Station Exit 3

신촌우체국
Sinchon’s Post Office

광주 Gwangju

신촌 방향

이대역

To Sinchon

티켓 가격 Ticket Price

무료 Free admission

티켓 교부 Distributing

선착순 Available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1인 2매 May select maximum 2 tickets per person

현장 발권
On-site Booking

10:00 ~ 17:30

6.1(Thu) 오전 10시 예매 오픈
10 a.m. Ticket Open

현장 매표소 Box Office

6.1(Thu) - 6. 4(Sun)

Open 10:00 ~ Close 17:30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cc.go.kr) 참조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 website(www.acc.go.kr)
* 문의 1899-5566 Contact 82-1899-5566

2호선

광화문 방향
To Gwanghwamun

아트하우스 모모 Arthouse MOMO
이화여자대학교 ECC B402 (ECC 3번 출구 이용) B402(ECC gate 3), Ewha Campus Complex, Ewha Womans Univ. TEL 02-363-5333
지하철 Subway

2호선 이대역 3번 출구 300m 직진 Ewha Womans Univ. Station (Line 2) Exit No. 3, 5 minutes walk from the exit
버스 Bus

BLUE

153, 163, 171, 172, 270, 271, 273, 472, 602, 603, 721, 751

GREEN 5712, 5713, 5714, 6712, 7011, 7017, 7611, 7712, 7713
RED

1301, 9600, 9713, 9706, 9708, 1101, 1600, 9602, 1000, 1200, 1300, 1400, 1500, 1600, 1601

주차 안내 Parking
· 이화여자대학교 지하주차장 이용, 극장이 위치한 지하4층은 D블록 1번 엘리베이터 이용
· 할인권 4시간 2,000원, 이후 10분당 1,000원 (극장 매표소에서 주차권을 받은 후 정산소에 제시)
· 2편 이상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에는 극장 매표소에서 종일 주차권(4,000원) 구매
· 이화여대 정문은 평일 22:00, 토요일 20:00에 폐쇄되니 후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과 일요일은 정문이 폐쇄되니 후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ECC underground parking lot is available
· Up to 4 hours: KRW 2,000, every 10 minutes thereafter KRW 1,000
· Please receive a validation stamp on both movie ticket and parking ticket at the ticket office of Arthouse MOMO
· If you watch two movies in one day, you can purchase a one-day parking permit for KRW 4,000
· Main gate of Ewha Womans Univ. is closed at 22:00 on weekdays and 20:00 on Saturdays. Please use the back gate after then
· Please note that the main gate is closed on Sundays and holidays, so please use the back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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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안내 Theater Information 부산 Busan

서
울
방
향

상영관 안내 Theater Information 광주 Gwangju

영화의전당

동
래
방
향

Busan Cinema Center

KNN 부산방송

To
Dongnae

To
Dongnae

KNN Busan’s Brodcasting

예술의 거리
NC웨이브

APEC
나루공원
APEC Naru Park

신세계백화점 주차장

금남로
공원

동부경찰서

신세계백화점 주차장

Shinsegae Department Store
Parking Lot

Shinsegae Department Store
Parking Lot

갤러리존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광주 YMCA

서석초등학교

Busan Cinema Center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Shinsegae Department Store

Lotte Department Store

12번 출구
Centum City. Station Exit 12

6번 출구

센텀
시티역

Centum City. Station Exit 6

해
운
대
방
향

동구청

광주천

문화
전당역

To
Haeundae

조선대학교

2호선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120, Suyeonggangbyeon-daero, Haeundae-gu, Busan, Korea, TEL 051-780-6080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38 Munhwajeondang-ro, Dong-gu, Gwangju TEL 1899-5566

지하철 Subway

지하철 Subway

2호선 센텀시티 12번, 6번 출구 Centum City Station (Line 2) Exit No. 6, 10minutes walk from the exit

문화전당역 1,2번 출구 Munhwa Jeondang(Culture Center/Complex) Station Exit No. 1, 2

버스 Bus

버스 Bus

신세계백화점 하차 Shinsegye Dept. Store stop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또는 문화전당역 하차 Asia Culture Center/Complex Stop or Munhwan Jeondang Station Stop

5-1, 36, 39, 40, 63, 115, 139, 141, 155, 181, 307, 1001, 1002

BLUE

주차 안내 Parking
· 지하주차장 이용 Underground parking lot is available
· 영화관람티켓 제시 시 3시간 이내 무료, 이후 30분당 1,000원 Up to 3 hours with the ticket: free, every 30 minutes thereafter KRW 1,000

지원45, 금호36, 봉선37, 봉선27, 일곡28, 지원15, 운림35, 진월17, 문흥39

Jiwon45, Kumho36, Bongseon37, Bongseon27, Ilgok28, Jiwon15, Unlim35, Jinwoul17, Munheung39
GREEN 1187, 518, 수완12, 석곡87, 송정98, 풍암61, 첨단95, 금남55, 419, 금남57
Suwan12, Seokgok87, Songjeong98, Poongam61, Cheomdan95, Geumnam55, Geumnam57
RED

첨단09, 순환01, 진월07, 풍암06

Cheomdan09, Sunwhan01, Jinwoul07, Poongam06
주차 안내 Parking
· 지하주차장 이용 Underground parking lot is available
· 30분 이내 800원, 이후 15분당 400원 Up to 30 minutes: KRW 800, every 15 minutes thereafter KRW 400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광주 Gwangju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6/2 Fri
1회
11:00
16:00

2회
15:00

결혼 대소동
Solitaire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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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Fri - 6.4.Sun

6/3 Sat

6/4 Sun

달라스
Dallas

냇물과 들판, 사랑스런 얼굴들
Brooks, Meadows and Lovely Faces

100'

115'

지붕 없는 집
House without Roof

세헤라자데, 내게 말해줘
Scherazade, Tell Me a Story

117'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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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Host

주관
Organizers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
(후원
Sponsors
Korea-Arab
Society

아랍영화제 스태프
주한아랍외교단
Festival Staff

부산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사무총장 Secetary-General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시네마테크팀 Cinematheque Team

김진수 Jin soo KIM
공식협찬사

최낙용 Nag Yong CHOI

이승진 LEE Seung Jin

Official Sponsor
과정 Manager

사무국장 General Manager

박주혜 Joo-hye PARK

김영미 Young-mi KIM

김태은 Tae-eun KIM

프로그래머 Programmer

조소라 JO Sora
신성은 SHIN Sung Eun
이철 LEE Chol
노현경 NOH Hyun Kyung

Host
Korea-Arab Society 박은진 Eunjin PARK
사원 Assistant Manager

이주영 LEE Ju Young

양나름 Na-reum YANG

정희선 JUNG Hee Sun

서민지 Minji SEO
Organizers
인턴 Intern
조민지 Min-ji JO

Sponsors

Program Coordinator
Arab Film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김지연 Jiyeon KIM
Busan Cinema Center
Asia Culture Center 홍보팀장 Publicity Coordinator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서아현 Ahhyun SEO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홍보팀 Publicity Officer
Korea Foundation
김벼리 Byeolee KIM
Arab Diplomatic Corps
BUSAN International상영관
Film매니저
Festival
Theater Manager
Arthouse MOMO 강우희 Woo-hee KANG
Ewha Womans University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sia Culture Center
김희순 KIM Heesoon
김지하 KIM Jiha
김진만 KIM Jinman
최영웅 CHOI Yeongwoong
송상훈 SONG Sanghoon

트레일러 & 공식기록 Trailer & Official Record

Official Sponsor ETIHAD AIRWAYS

파라노이드 씬 Paranoid Scene
영사관리 Projection Technical
진 미디어 JIN MEDIA
자막번역 Subtitle Translation

21세기자막단 21st Century Productions
포스터 & 디자인 Poster & Design
흑석동작업장 Factory H.
프로그램북 번역 Program Book Translation
최진아 Jinah Choi
통역 Translator
김고운 Goun KIM

모든 상영작 및 행사는 무료입니다.
Admission is free for all visitors.

자원활동가 Volunteer
곽지원 Jiwon Kwak
김세찬 Kim Se Chan
박진아 Bark Jina

윤유진Society
Yoon Yoo Jin
한국-아랍소사이어티 Korea-Arab

이종은 Lee Jong Eun

이주하 Juha Lee
06164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403호
Trade Tower #1403, 511, Yeongdong-daero, Gangnam-gu, Seoul, 06164
TEL +82-2-551-7130 FAX +82-2-551-7133 EMAIL info@korea-arab.org
www.korea-arab.org
본 책자는 5월 11일 자로 출판되었습니다. 이후 변동사항은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Book was published on May 11. Please check out the latest information at ARAFF website (www.arabfestiv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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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서울 Seoul

1회
11:00

아트하우스 모모 1관 Arthouse MOMO 1

|

6.1.Thu - 6.7.Wed

6/1 Thu

6/2 Fri

6/3 Sat

6/4 Sun

6/5 Mon

6/6 Tue

6/7 Wed

봄이 지나가고
After Spring

혁명 이후
After the Battle

달라스
Dallas

가자 서핑 클럽
Gaza Surf Club

봄이 지나가고
After Spring

가자 서핑 클럽
Gaza Surf Club

101'

122'

100'

세헤라자데,
내게 말해줘
Scherazade,
Tell Me a Story

87'

101'

87'

결혼 대소동
Solitaire

혁명 이후
After the Battle

헤디
Hedi

미모사
Mimosas

92'

122'

88'

93'

냇물과 들판,
사랑스런 얼굴들
Brooks, Meadows
and Lovely Faces

135'
13:30

충돌
Clash

2회
14:00

97'

지붕 없는 집
House
without Roof
117'

냇물과 들판,
사랑스런 얼굴들
Brooks, Meadows
and Lovely Faces
115'

3회
17:30

4회
20:00

19:00

16:30

18:00

개막식
Opening
Ceremony
+
개막작
Opening Film

결혼 대소동
Solitaire

헤디
Hedi

92'

88'

결혼 대소동
Solitaire
92'

부산 Busan

|

QA

MC

OP

QA

봄이 지나가고
After Spring

충돌
Clash

달라스
Dallas

101'

97'

100'

115'

가자 서핑 클럽
Gaza Surf Club

세상의 끝
The Worthy

미모사
Mimosas

87'

95'

93'

지붕 없는 집
House
without Roof
117'

세헤라자데,
내게 말해줘
Scherazade,
Tell Me a Story

1회

6/2 Fri

6/3 Sat

6/4 Sun

13:00

11:00

13:00

가자 서핑 클럽
Gaza Surf Club

세헤라자데,
내게 말해줘
Scherazade,
Tell Me a Story

혁명 이후
After the Battle

87'

6/5 Mon

95'

135'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Busan Cinema Center Cinematheque

6/1 Thu

세상의 끝
The Worthy

6.1.Thu - 6.7.Wed
6/6 Tue

6/7 Wed

15:00

15:00

15:00

달라스
Dallas

가자 서핑 클럽
Gaza Surf Club

결혼 대소동
Solitaire

100'

87'

세헤라자데,
내게 말해줘
Scherazade,
Tell Me a Story

122'

135'
15:00

2회

봄이 지나가고

After Spring
101'

3회

4회

15:00

냇물과 들판,
사랑스런 얼굴들
Brooks, Meadows
and Lovely Faces
115'

14:00

15:30

지붕 없는 집
House
without Roof
117'

92'

135'

17:30

17:30

16:30

17:40

17:00

17:40

17:00

미모사
Mimosas

세상의 끝
The Worthy

결혼 대소동
Solitaire

헤디
Hedi

봄이 지나가고
After Spring

충돌
Clash

93'

95'

92'

88'

지붕 없는 집
House
without Roof

101'

97'

20:00

20:00

20:00

20:00

20:00

19:00

냇물과 들판,
사랑스런 얼굴들
Brooks, Meadows
and Lovely Faces

헤디
Hedi

QA

20:00

117'

혁명 이후
After the Battle

달라스
Dallas

충돌
Clash

세상의 끝
The Worthy

미모사
Mimosas

122'

100'

97'

95'

93'

115'

· 모든 상영작은 한글자막 및 영어자막이 있습니다. All screening films are subtitled in Korean and English.
· MC : 마스터 클래스 Master Class / OP : 오픈 토크 Open Talk / QA : 관객과의 대화 QA

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