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Busan I nt er nat ional Kids & Y out h Film Fest iv al 20 18

단체 관람 안내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국제 영화 축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는 7월 열리는 제13회 영화제는 더욱 풍성해진 프로그램과 다양한 행사로 어린이청소년 여러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2개국 170 여편의 장· 단편 영화들이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이
중에서도 유치원 친구들이 볼만한 신나는 애니메이션 뿐만 아니라 자막 없이 즐길 수 있는 더빙 영화들,
무성영화로 구성된 단편모음 등 흥미로운 프로그램들로 가득합니다. 영화 뿐 아니라 ‘박스자동차극장’
‘비키놀이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되어 있으니 리플렛 또는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손을
잡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영화축제의 장 BI KY 에서 만나요.

영화제 개요
ㅇ행사명: 제13회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ㅇ기간 : 20 18 . 7. 11.(수) ~ 7. 17.(화)
ㅇ장소 : 영화의전당
ㅇ개막식 : 7월 11일(수) 18:0 0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ㅇ폐막식 : 7월 17일(화) 18:0 0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ㅇ슬로건: “ 달라도 좋아! W e ar e All Unique!
ㅇ모토: 참여, 나눔, 즐거움
ㅇ주최/ 주관 : (사)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조직위원회
ㅇ후원 :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광역시교육청, 영화의전당

단체관람 안내
ㅇ범위: 개막식을 제외한 상영작 전부 (폐막식 가능)
ㅇ신청 기간 : 현재부터~
ㅇ신청 인원 : 인솔자 포함 20 인 이상
ㅇ신청 방법 : 영화제 담당자와 통화(시간과 프로그램 확정)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전송
구분

일시

정가

단체 할인가

참고사항

일반
상영작과
폐막식

7.12.(목)~
7.17.(화)

6,0 0 0

4 ,0 0 0

20 인 이상/ 인솔자
2인 무료

상영 프로그램
A. 레디액션: 경쟁부문 (무료상영)
전 세계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만든 30 분 이내의 단편 영화 중에서 15개국 4 0 편을 엄선했습니다.
꿈나무 감독들이 필름에 담아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레디액션 상영관을 찾아주세요.
레디~액션! 12

만12세 이하 어린이 작품

레디~액션! 15

만13세~15세 청소년 작품

레디~액션! 18

만16세~18세 청소년 작품

B. 초청작: 비경쟁부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채롭고 신선한 영화 밥상, 비키의 초청작들은 건강합니다. 총8 개 섹션
너와 더불어
St ay ing T oget her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화합을 다룬 영화모음

나를 찾아서
Finding M y self

내 안의 수많은 나 혹은 진정한 나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 영화모음

다름 안에서
Embr ace t he Dif f er ence

차별이 아닌 차이, 다름을 껴안는 관용을 꿈꾸는 영화모음

경계를 넘어서
Bey ond t he Boundar y

신나는 모험과 설레는 미래의 상상이 가득한 영화모음
‘내가 지키는 세상’이라는 테마로 환경문제, 사회문제 등의
현실에 맞서 평화와 안정, 우정과 사랑을 꿈꾸는 일상 속
영웅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모습에 주목한 영화 모음

비키 특별전
Special Pr ogr am
아시아 파노라마
Asian Panor ama

올해 BI KY 가 주목하는 아시아 어린이청소년 영화 모음
독일의 슈링겔 국제 어린이청소년영화제와 괴테문화원, 작센 주지사 공

독일포커스

관이 제공한 영화들로 구성하여 독일의 어린이청소년 영화의 현재를

Ger man Focus

만나볼 수 있는 섹션

리본더비키 (무료상영)
Rebor n t he BI KY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만든 단편영화 초청 모음

야외극장 달빛별빛 (무료상영)
O pen Cinema: M oon Light St ar
Light

여름밤, 온 가족을 위한 야외극장 무료 영화 모음

부대행사
영화 이벤트
체험 프로그램
워크숍
·

전시

<라이브더빙> <배리어프리> <GV > <줌인토크>
<나도 성우다!> <시네마스포츠> <박스자동차극장> <필름 앤 펀> <비키 놀이터>
<국제청소년영화캠프> <특수분야 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부산국제어린이청
소년영화제 포럼>
BI KY 포스터 그림 전시회

※ 부대행사중 유치원 친구들이 참가할 만한 <박스자동차극장><필름 앤 펀> <비키 놀이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히고 안내도 부탁드립니다. (개인별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 단체관람 신청 접수시 전화주시면 학령에 맞는 영화와 시간대를 안내드립니다.
(상영시간표 홈페이지 공지는 6월 경)

홈페이지 : w w w .bik y .or .kr

붙임 :추천 프로그램 소개

홍보팀 0 51) 74 3-7653

메일 주소 t ick et @bik y .or .kr

★제13회 BI KY 의 미취학아동 맞춤 영화

1. 오목소녀, 5 7분, 한국, 20 18 , 전체관람가, 극영화
한때 바둑왕을 꿈꿨으나 현실은 기원 알바인 이바둑에게 찾아온 인생 최대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오목에 오늘을 건 그녀의 전대미문 한판 승부가 펼쳐진다

2. 마야2 , 8 4 분, 독일, 20 17, 전체관람가, 애니메이션 더빙
꿀벌왕국 최고의 빅이벤트 ‘허니올림픽’을 앞둔 민들레 초원의 마야와 친구들. 하지만 꿀벌왕국의
여황제를 화나게 만들어 올림픽 출전권을 잃을 상황에 처한다. 우여곡절 끝에 마야는 민들레 초원
을 대표하여 경기에 참가하게 되지만, 만약, 팀이 탈락할 경우 꿀을 몽땅 빼앗기게 된다. 반드시
우승해야만 하는 ‘민들레 초원팀’의 위기, 이때 강력한 우승후보인 ‘바이올렛’의 ‘꿀벌왕국 드림팀’
이 등장하게 되는데… 허니컵을 차지할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캡틴이 된 사랑스러운 마
야, 꿀벌 인생 최대의 도전이 시작된다!

3. 홈, 10 0 분, 한국, 20 17, 전체관람가, 극영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가족! 열네 살 소년의 행복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동생
성호, 성호의 친아빠 원재, 그리고 원재의 딸 지영까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식구가 생긴 준호
는 매일매일 행복 뿜뿜이다. 준호를 아들처럼 챙기는 원재와 친형제처럼 따르는 동생들 덕이다.
“우리 이렇게 계속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준호의 말에 당연하다는 듯이 “같이 있다 아이가”라며
웃는 동생들. 이제 막 새 가족 속으로 골인한 준호의 소원은 이뤄질 수 있을까?

4 . 반딧불이 딘딘, 중국, 20 17, 전체관람가, 애니메이션 더빙
반짝반짝 빛나는 환상적인 모험!
아름다운 마을을 지키기 위한 딘딘과 친구들의 용감한 여정이 시작된다! 멋진 꽃과 싱그러운 들풀
로 가득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에 사는 딘딘은 어두운 밤이 되면 빛을 발하여 친구들 사이에서
언제나 인기를 얻는다. 그러던 어느 날! 컴컴한 하늘에 환한 빛이 번쩍이더니 딘딘의 마을에 그 빛
이 떨어진다. 처음 보는 낯선 물체에서 내린 것은 로봇 오로라. 딘딘보다 밝은 빛을 비추는 오로라
에게 인기를 단번에 빼앗긴 딘딘은 속상하다. 한편 딘딘과 친구들의 숲속 마을을 파괴하려는 울프
킹 무리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이에 맞서기 위해 딘딘은 오로라와 힘을 합치고 친구들 또한 이
들을 돕는데... 과연 딘딘과 친구들은 마을을 무사히 지킬 수 있을까?

5 . 아기곰 보보 구출 대작전, 노르웨이, 20 16 .
전체관람가, 애니메이션 더빙
작은 생쥐 앤디, 레미, 다람쥐 아저씨, 빵집 토끼 아저씨 등은
모두 신비한 숲 허키버키에 사는 작은 동물 친구들.
하지만 작은 동물 친구들은 큰 동물 여우 마빈을 무서워해 숲
속 동물들 모두 친구가 되는 방법을 생각해 낸다. 더 살기 좋
아진 숲 속. 그러나 어느 날, 숲에서 가장 귀여운 아기곰 보
보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작은 동물 친구들과 큰 동물
친구들은 모두 힘을 합쳐 구출 대작전에 나서는데…

6 . 커다랗고 커다랗고 커다란 배, 덴마크, 20 17, 전체관람가, 애니메이션 더빙
늘 햇살이 밝게 빛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써니타운. 시민들의 좋은 친구 JB 시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낚시를 하던 미쵸는 편지가 든 병을 낚는데… 놀
랍게도 병 속에 든 것은 ‘신비의 섬’으로 자신을 구하러 와 달라는 시장님의 편지였고 함께
들어있던 씨앗은 하룻밤 새 거대한 배로 자라난다. 긴급 호출된 글루코스 박사님은 레이저와
뚫어뻥을 이용해 배를 새 집으로 만들어 주는데, 갑자기 나타난 트위그 부시장의 괜한 트집으
로 배는 바다에 풍덩 빠지고 만다. 써니타운의 시장 자리를 차지하려는 트위그 부시장을 막고
시장님을 구하기 위해 미쵸와 세바스찬, 그리고 글루코스 박사님은 함께 커다란 배를 타고 신
비의 섬으로 향하는데…

7. 슈퍼오리 태양을 지켜라, 러시아 연방, 미국, 중국, 20 16 , 전체관람가, 애니메이션 더빙
바깥 세상이 궁금하지만 나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 아빠 때문에 섬에 갇혀 늘 홀로 지루한 시
간만 보내던 천방지축 오리 ‘롱웨이’. 어느 날, ‘롱웨이’의 섬을 차지하려는 청둥오리 무리가
나타나고, 외롭던 ‘롱웨이’는 청둥오리 대장의 딸인 ‘에리카’와 절친이 된다!
한편, 자신이 10 0 년에 한번 찾아오는 악당에 맞서 태양을 지키는 슈퍼오리 히어로임을 알게
된 ‘롱웨이’. 악당 마녀 ‘나우트’는 그런 ‘롱웨이’의 능력을 빼앗아 영원한 젊음을 얻고 태양을
없애 섬을 암흑으로 만들어 버릴 계획을 세우는데… 태양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히어로가 된 ‘롱웨이’는 여자친구 ‘에리카’와 함께 마녀를 물리치고 태양을 지켜낼 수
있을까?
8.

경계를 넘어서-어린이 단편 섹션, 4 9분, 전체관람가, 대사 없음

경계를 넘어서’ 섹션에 소개되는 이 영화들은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단편 모음인데 특이한 것은 모두 대사가 없는 영
화들입니다. 소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없는 상태의 영화보기도 의외로 재미 뿜뿜 웃음 팡팡!

★ 관람을 원하시는 영화 찜 --> ☎ 74 3-7652 (BI KY 홍보팀) 으로 띠링띠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