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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릴 아시안 국제 영화제 한국 초청작 소개 

 

2014년 10월 8일 토론토 – 토론토 릴아시안국제영화제가 올해 18회를 맞이하여 

다양한 한국 장편 및 단편 영화를 소개합니다. 특히, 주토론토총영사관과 

공동으로 한국 작품중에 ‘소녀괴담’, ‘만신’, ‘충심, 소소’를 상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토론토총영사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에 사의를 

표합니다. 

 

 

MOURNING GRAVE 소녀괴담 (2014 대한민국) 

오인천 감독 (참석) / 강하늘, 김소은 출연 / 90:00 / 캐나다 첫 개봉 

11월 8일 (토) 9:15 PM 로열 시네마 상영 

 

오인천 감독/강하늘 주연의 ‘소녀괴담’은 로맨스, 유머, 호러의 조합으로 한국 

영화계에 없었던 새로운 장르를 선보인다. 인수는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두려움에 떤다. 그는 같은 능력 때문에 고통 받았던 삼촌의 조언을 얻으러 

고향으로 내려가지만, 귀신들은 인수가 새 학교에 전학해 적응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인수를 괴롭힌다. 어느 날 인수는 한 여자아이를 만난다. 둘이 친구가 

되어가던 도중, 인수는 마스크를 쓴 귀신 하나가 학교 친구들을 하나하나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더 이상의 사고를 막고 귀신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 인수는 그 귀신의 과거를 파헤쳐야 할 의무감을 느낀다. 

 

한국예술종합대학교를 졸업한 오인천 감독의 첫 장편영화 ‘소녀괴담’은 칸 

필름마켓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와 몽골에 판매되었고, 

몽골에서는 최다관객이 관람한 한국 영화의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소녀괴담’은 2013년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유럽 판타스틱영화제연맹 

아시아 영화상 수상작이다. 

 

 

MANSH IN: TEN THOUSAND SPIRITS 만신 (2013 대한민국) 

박찬영 감독 / 문소리, 김새론, 류현경 출연 / 104:00 / 캐나다 첫 개봉 

11월 10일 (월) 8:15 PM, AGO 잭맨 홀 상영 

 

만신’은 무당을 높여 지칭하는 말이다. 박찬영 감독(2013년작 ‘청출어람’, 

2014년작 ‘파란만장’)의 이 센세이셔널한 다큐멘터리는 무당 김금화의 인생을 

통해 한국의 무속신앙에 대한 깊이 있는 시선을 제공한다. 영화는 다른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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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에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운명을 가진 무당 김씨의 눈을 통해 한국 근대사의 

작은 단면을 묘사하는데, 무당 김씨가 대중 앞에서 굿을 하는 흔치 않은 옛 

영상들도 엿볼 수 있다. 관객들은 문소리, 김새론, 류현경 등 유명 배우들의 

연기로 재구성 된 장면들을 통해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게 된다.  

 

박찬영 감독은 서울에 거주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영화인, 큐레이터이다. 

냉전시대부터 한국 전통문화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풀어내며, 그의 

작품들은 여러 박물관과 국제적인 전시관에 전시된 바 있다(REDCAT, Frankfurt 

Kunstverein, 국립현대미술관 등). 박찬영 감독은 형제인 박찬운 감독(2003년작 

‘올드보이’)과 함께 ‘파란만장’이라는 단편영화를 공동 감독하여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금곰상을 수상했으며, 2013년에는 ‘청출어람’, 2014년에는 

‘고진감래’를 공동으로 감독하였다. ‘만신’은 박찬영 감독이 홀로 감독한 두 번째 

장편영화이다. 

 

 

단편영화 

 

단편 영화들은 릴 아시안 영화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주토론토총영사관이 소개하는 김정인 감독의 ‘충심, 소소’ 이외에도 한국계 

캐나다인 다니엘 용 감독과 한국계 미국인 딘 보르셰이 리엠을 비롯한 민하 박의 

신작 단편 등 한국과 관련된 테마를 갖고 있는 단편영화들을 소개한다. 

 

Youth Shorts Presentation: Reaching Beyond the 38th Parallel 

청년 단편 영화 프레젠테이션: 38선을 넘어서 

11월 12일 (수) 1:00 PM, AGO 잭맨 홀 상영 

 

 

세 가지 흡입력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아직까지도 한국이라는 나라와 가족들을 

갈라놓고 있는 38선(휴전선)의 영향을 받은 삶들을 조명한다. 희귀한 과거 

영상들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작품부터 사실에 기반하여 만든 허구적인 

스토리텔링까지, 각 영화는 '이미지화' 와 '역사적 재구성'의 관계를 파고든다. 

"38선을 넘어서"는 끈기와 확신, 치유에 관한 희망적인 이야기이다.  

 

 

Leftover 잔재 

다니엘 용 감독 (참석) / 2014 캐나다 / 18:30 / 영어, 한국어(영문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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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ftover’는 과거의 기억들과 화해하려는 탈북자 가족의 일상을 묘사한다. 

주인공들은 허구적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연기하며, 변해가는 정체성, 

문화적/세대적 충돌, 가족의 이슈들을 파헤친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자란 다니엘 용은 여러 수상경력을 지닌 

영화감독이다. 그의 영화들은 토론토 국제 영화제 학생 쇼케이스, 토론토 한국 

영화제, 몬트리올 세계 영화제, 릴 아시안 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었다.  

 

 

Choongshim, Soso 충심, 소소  

김정인 감독 (참석) / 2012 대한민국 / 30:00 / 한국어, 중국어 (영문자막) 

 

‘충심, 소소’는 미묘하지만 서스펜스가 넘치는 촬영기법을 통해, 북한 신의주 

근처 중국 단동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탈북자들의 힘겨운 현실을 묘사한다. 매 

순간순간 위험을 안고 사는 주인공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겠다는 일념과 

끈기로 하루하루 인내한다. 

 

김정인 감독은 서강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충심, 소소’는 2013년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시나리오상을 수상하였으며, 2013년 

전북독립영화제에서 우수상 및 2013년 미장센 단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 

연기부문을 수상한 바 있다. 

 

 

Memory of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의 기억 

딘 보르셰이 리엠, 램지 리엠 감독 / 2013 미국 / 38:00 / 영어, 한국어(영문자막) 

 

"잊혀진 전쟁의 기억"은 38선 분단 이후 몇 십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자매들이 북한에서 상봉하는, 놀랍도록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는 

한국전쟁 당시의 희귀 영상을 담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나라를 단절되게 한 

한국전쟁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역사적 시선을 제공한다.  

 

딘 보르셰이 리엠은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 가정으로 입양된, 다수의 수상경력과 

에미상 노미네이트에 빛나는 감독/제작자/작가이다 (대표작 First Person Plural, 

2000년 선댄스 영화제 상영). 그녀는 선댄스 인스티튜트 펠로우 멤버이며, 

록펠러 영화/비디오 펠로우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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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지 리엠은 보스턴 대학 "인권과 국제 정의 센터"에서 활동하는 교수이자 

학자이다. 그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세대간 세습 및 아시아계 미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역사적 맥락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밖 단편 

 

A Story of Elusive Snow 잡히지 않는 눈의 이야기 

민하 박 / 2013 미국 / 15:00 / 한국어 (영문자막) 

로스 엔젤레스에서 모국인 한국의 눈을 연상시키는 눈을 찾으려는 여인의 이야기. 

인공 눈에 대한 개인적인 에세이와 같은 이 영화는, 환상과 마법에 대한 열망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다룬다. 

 

민하 박은 로스 엔젤레스와 서울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영화인이다. 

영화 상영 및 전시 위주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사회/정치적인 맥락이 개인의 시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미디어 연락처 

버지니아 켈리, V Kelly & Associates -  416-466-9799 –  

 

보도자료 및 관련 정보, 디지털 이미지, 취재증 등은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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