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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여름, 충무아트센터가 

뮤지컬과 영화가 만나는 새로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충무로뮤지컬영화제는 ‘뮤지컬’을 주요 콘셉트로, 

‘영화’를 주요 콘텐츠로 하는 대중적인 축제이면서, 

영화와 공연예술전문가와 관객 모두가 참여하는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되고자 합니다.

새롭게 서울의 대표문화축제로 발돋움하는 CHIMFF 2016, 

그 어울림의 장에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TALENT M&M
뮤지컬영화 창작지원을 위한 뮤지컬 단편영화 기획안 공모 및 제작지원 프로그램

탤런트 M&M10

7.10
(sun)

18:00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1) ‘달콤한 고백’ (연출_민경원/음악_시온성/멘토_원미솔)

2) ‘성북동막걸리’ (연출_박상준/음악_김은정/멘토_변희석)

3) ‘월현동 도둑들’ (연출_한승원/음악_강하님/멘토_이성준)

일정 시간장소 내용

2015 | 142min | 일본

감독 이노우에 히데노리 Hidenori Inoue

출연 아마미 유키, 마쓰야마 겐이치, 

 사오토메 다이치

영화? 극? 극과 영화의 환상적인 조우를 통해 태어난 

흥미진진한 모험극

아오노란: 소마 이야기 蒼の乱 
Legacy of SOMA: Aonoran

게키 x 시네 Geki x Cine
프로듀서 가나자와 다카노부

18:30

해외
포럼

7.9
(sat)

16:00메가박스
동대문점4관

상영작
- 아오노란: 소마 이야기
(Legacy of SOMA: Aonoran)

국내
포럼

7.11
(mon)

16:00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한국고전영화와 공연의 만남, 
그 성과와 전망: 
<청춘의 십자로>와 
<이국정원>의 사례
게스트: 모은영 한국영상자료원 프로그래머

전계수 감독(이국정원 라이브더빙쇼 연출)

박관수 PD(청춘의십자로, 이국정원 제작)

구분 일정 시간장소 내용

FORUM M&M
Movie & Musical의 만남, 전문가와 함께하는 캐주얼 포럼

포럼 M&M9

SUMMARY

THE SHOW
세계 각국의 뮤지컬 및 공연예술 관련 신작영화 쇼케이스

더 쇼3

2013 | 100min | 영국

감독 덱스터 플레처 Dexter Fletcher

출연 조지 맥케이, 케빈 거스리, 

 안토니아 토마스

영국 밴드 프로클레이머스의 음악을 바탕으로 그려낸 

에든버러 배경의 뮤지컬.

선샤인 온 리스 Sunshine on Leith

7월 9일(토) ·오후6시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10일(일) ·오후4시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

2009 | 109min | 헝가리

감독 게르길리 펀요 Gergely Fonyó

출연 타마스 듀나이, 에바 반도르, 

 피터 쉐러

1960년대 헝가리의 현실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신나는 록앤롤 뮤지컬.

메이드 인 헝가리 Made in Hungaria

7월 8일(금) ·오후4시30분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9일(토) ·오후6시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

2014 | 96min | 미국

감독 리차드 라그레이브니스

 Richard LaGravenese

출연 안나 켄드릭, 제레미 조단, 

 베티나 브레스넌

사랑에 빠진 모든 이들이 공감할 수 밖에 없는 뮤지컬. 

지난 5년간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스트 파이브 이어즈 The Last Five Years

7월 8일(금) ·오후7시30분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

7월 10일(일) ·오후1시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2015 | 84min | 호주

감독 스티븐 페이지 Stephen Page

출연 헌터 페이지-로샤르, 개빈 제임스, 

 니콜라 사바티노

현대 무용과 영화의 실험적 만남.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의 가슴 아픈 역사와 현재의 초상. 

스피어 Spear

7월 9일(토) ·오후4시 30분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10일(일) ·오후7시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

2015 | 86min | 영국

감독 닉 리드 Nick Read

 마크 프란체티 Mark Franchetti

출연 세르게이 필린, 파벨 드미트리첸코, 

 블라디미르 유린

볼쇼이 발레단의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추어진 

그림자를 보여주는 심층취재 다큐멘터리.

볼쇼이 바빌론 Bolshoi Babylon

7월 8일(금) ·오후5시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10일(일) ·오후2시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

2016 | 96min | 독일

감독 틸 함스 Till Harms

출연 캐롤린 아이흐호스트, 스테판 힌체, 

 스페냐 코흐

연기 학교 입시 과정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포착한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

오디션 Die Prüfung / The Audition

7월 8일(금) ·오후7시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9일(토) ·오후1시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 · GV(Guest Visit): 김석만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CLASSICS
고전 뮤지컬 영화의 복원과 재발견을 주제로 한 섹션

클래식5

1965 | 173min | 미국

감독 로버트 와이즈 Robert Wise

출연 줄리 앤드류스, 크리스토퍼 플러머, 

 리처드 헤이든

스크린에서 다시 만나는 시대를 뛰어넘은 

뮤지컬 영화 최고의 명작.

사운드 오브 뮤직 The Sound of Music 

7월 10일(일) ·오후2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1968 | 153min | 영국

감독 캐롤 리드 Carol Reed

출연 마크 레스터, 올리버 리드, 론 무디

뮤지컬로 만나는 올리버 트위스트의 거친 인생과 

신나는 모험. 1969년 오스카 최우수작품상, 감독상, 

뮤지컬음악상 등 5개 부문 수상.

올리버! Oliver!

7월 9일(토) ·오후1시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10일(일) ·오후6시30분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

1975 | 100min | 영국, 미국

감독 짐 셔만 Jim Sharman

출연 팀 커리, 수잔 서랜든, 

 리처드 오브라이언

컬트영화의 지존, 심야 상영의 원조, 록키와 함께 춤을!

록키 호러 픽쳐 쇼 

The Rocky Horror Picture Show 

7월 8일(금) ·자정12시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

7월 9일(토) ·오후6시30분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2007 | 162min | 인도

감독 파라 칸 Farah Khan

출연 샤룩 칸, 디피카 파두콘, 아르준 람팔

발리우드 영화에 대한 발리우드 영화, 그 흥겨운 애정 고백.

옴 샨티 옴 Om Shanti Om 

7월 8일(금) ·오후7시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

7월 10일(일) ·오후3시30분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CLOSING FILM
폐막작2

7월 11일(월) ·오후7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마이클 잭슨과 다이애나 로스, 퀸시 존스가 재해석한

『오즈의 마법사』 뮤지컬 버전.

마법사 The Wiz

1978 | 134min | 미국

감독 시드니 루멧 Sidney Lumet

출연 다이애나 로스, 마이클 잭슨, 

 테드 로스

TICKETING

3. 현장 매표소 운영
- 7. 6(수) ~ 11(월) 매 상영 1시간 30분 전 오픈

- 충무아트센터 상영작 각 상영 1시간 30분 전부터 

 당일 상영작에 한해 발권

- 메가박스, CGV 는 각 상영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2. 예매방법
- 충무아트센터 상영작: 인터파크 홈페이지(http://ticket.interpark.com/)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상영작: CGV 홈페이지(http://www.cgv.co.kr/ticket/)

- 메가박스 동대문점 상영작: 메가박스 홈페이지(http://www.megabox.co.kr/)

5. 주차
- 주차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

- 충무아트센터 주차권은 당일 매표소에서 4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4시간 이용권)

- 메가박스, CGV 는 각 상영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4. 예매 유의사항
- 관람 당일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 조기 매진으로 인해 현장 예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환불 및 교환이 되지 않으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무아트센터 예매티켓 수령은 상영 1시간 30분 전부터 운영됩니다.

- 공연 프로그램은 공연시작 10분 전까지 착석 완료 부탁드립니다.

- 상영 혹은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입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뒤늦은 입장으로 안전과 관람객들의 

 공연 몰입을 방해하여 다수의 관객 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오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티켓가격

* 포럼M&M(영화상영은 유료), 탤런트M&M 은 무료 입장입니다.

무료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 영화 상영 + 공연

명동예술극장 야외광장 영화 상영

유료 6,000원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메가박스 동대문점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영화 상영

10,000원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영화 상영 + 공연

(개, 폐막식 포함)

심야상영(3편 18,000원)18,000원 메가박스 동대문점

구분 장소 프로그램

CONTACT
충무로뮤지컬영화제 CHUNGMURO INTERNATIONAL MUSICAL FILM FESTIVAL 

TEL  02-2230-6666~9          

FAX  02-2234-0611          

HOMEPAGE  www.chimff.com          

E-mail  chimff.here@gmail.com         

SNS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imff          

 트위터 twitter.com/chimff          

 인스타그램 instagram.com/chimff          

 유튜브ID Chimff Chimff

SECTIONS

VENUES

서울시 중구 퇴계로 387 충무아트센터 

SUBWAY 6호선 신당역 9번 출입구로 나와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방향으로 50m

 2호선 신당역 1번 출입구로 나와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방향으로 150m

 2, 4,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입구로 나와서 

 신당사거리 방향으로 300m

BUS B간선 142, 147, 263, 302, 371번 탑승 후 

  신당동 4거리(중부소방서)에서 하차

 G지선  1017, 2012, 2014, 2233, 0211번 탑승 후 

  신당동 4거리(중부소방서)에서 하차

Tel 02-2230-6601  |  www.caci.or.kr

충무아트센터1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SUBWAY 2, 4,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구에서 가까움

BUS B간선 100, 105, 144, 152, 202, 261, 301, 407, 420, 507, 

  N13(심야), N16(심야), N30(심야), N62(심야)

 G지선 2012, 2014, 2015, 2233, 7212

 Y순환 90S투어

 R광역 9403

 공항 6001

Tel 02-2153-0000  |  www.ddp.or.kr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2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65-9 하이해리엇 10,11층

SUBWAY 4호선 명동역 7,8번 출구

BUS B간선  104, 105, 263, 500, 507, 604

 G지선 0013, 0211, 7011

 Y순환 02

 R광역 605-1

 공항 9411

Tel 1544-1122  |  www.cgv.co.kr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3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가 18-21 굿모닝시티 9층 

SUBWAY 2, 4,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

 지하철 2호선 방향 13, 14번 출구 

BUS B간선 100, 105, 144, 152, 202, 261, 301, 407, 420, 421, 463, 

  507, N13(심야), N16(심야), N30(심야), N62(심야)

 G지선 2012, 2014, 2015, 2233, 7212

 Y순환 90S투어

 R광역 9403

 공항 6001

Tel 1544-0070  |  www.megabox.co.kr

메가박스 동대문점4

충무아트센터

DDP
(동대문디자인플라자)메가박스

동대문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명동대성당

중구청

광희문 중부소방서

신당역

지하철 6호선 9번 출구

지하철 2호선 1번 출구

명동역

지하철 4호선 7, 8번 출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철 2호선 방향 13, 14번 출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지하철 2,4,5호선 1번 출구

성동글로벌

경영고등학교

동대문패션

비즈센터

밀리오레

홍인사거리 방향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1

2
4

3

CHUNGMURO REWIND
한국고전영화의 복원 및 재해석의 의미가 있는, 영화와 공연 이벤트를 접목한 CHIMFF만의 특별 섹션

충무로 리와인드8

7월 8일(금) ·오후8시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75’)

주최 한국영상자료원, 충무로뮤지컬영화제 | 제공 한국영상자료원 | 주관 기린제작사

기획 모은영 | 프로듀서 박관수 | 공연연출 김태용 | 작사작곡편곡 박천휘 

변사 조희봉 | 연주노래 신지아

무대감독 김영현, 윤세영 | 조명감독 김태완 | 음향감독 조남걸 | 영상팀 진미디어 | 분장 조상현

7월 10일(일) ·오후8시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80’)

주최 한국영상자료원, 충무로뮤지컬영화제 | 제공 한국영상자료원 | 주관 기린제작사

기획 모은영 | 프로듀서 박관수 | 공연연출 김태용 | 작사작곡편곡 박천휘 

변사 조희봉 | 영복 김대종 | 계순 임문희

음악감독 이진욱 | 아코디언 신지아 | 콘트라베이스 박일 | 바이올린 심정은

무대감독 김영현, 윤세영 | 기술감독 조윤근 | 무대감독 이창원 | 조명감독 장원섭 | 음향감독 이경태

분장 조상현 | 영상팀 M2

1934 | 한국

감독   안종화

출연   이원용, 신일선, 김연실(박연)

변사공연 연출 김태용

변사    조희봉

<청춘의 십자로> 변사 공연

청춘의 십자로 Crossroads of Youth

세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2016 버전

<청춘의 십자로> 변사 공연!

MEL BROOKS RETROVISION
대표작 <프로듀서 >의 두 버전과 함께 살펴 보는 패러디의 거장 멜 브룩스 감독의 작품

멜 브룩스 특별전6

2005 | 134min | 미국

감독 수잔 스트로맨 Susan Stroman

출연 네이슨 레인, 매튜 브로데릭, 

 우마 서먼

2001년 브로드웨이 뮤지컬로 재탄생한 <프로듀서>를 

영화화한 코미디 뮤지컬.

프로듀서스 The Producers

7월 9일(토) ·오후11시30분~오전7시(무비올나잇) ·메가박스 동대문점 M관

7월 10일(일) ·오후1시30분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

1967 | 88min | 미국

감독 멜 브룩스 Mel Brooks

출연 제로 모스텔, 진 와일더, 케네스 마스

멜 브룩스 감독의 데뷔작. 

흥행에 실패해야 돈을 벌 수 있는 뮤지컬 제작자의 이야기.

프로듀서 The Producers

7월 8일(금) ·오후7시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9일(토) ·오후1시30분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

1974 | 106min | 미국

감독 멜 브룩스 Mel Brooks

출연 진 와일더, 마티 펠드먼, 피터 보일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멜 브룩스의 가장 도발적이고, 

가장 웃긴 재해석.

영 프랑켄슈타인 Young Frankenstein

7월 8일(금) ·오후4시30분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

7월 9일(토) ·오후3시30분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1976 | 87min | 미국

감독 멜 브룩스 Mel Brooks

출연 멜 브룩스, 마티 펠드먼, 돔 드루이즈

멜 브룩스의 야심찬 도전: 과연 1970년대에도 

무성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무성 영화 Silent Movie

7월 8일(금) ·오후3시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8일(금) ·오후5시30분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

1973 | 108min | 미국

감독 노만 주이슨 Norman Jewison

출연 테드 닐리, 칼 앤더슨, 이본느 엘리먼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팀 라이스 콤비의 데뷔작, 

노만 주이슨의 원숙한 뮤지컬 영화로 거듭남.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Jesus Christ Superstar

7월 9일(토) ·오후11시30분~오전7시(무비올나잇) ·메가박스 동대문점 M관

7월 10일(일) ·오후7시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2012 | 105min | 영국

감독 로렌스 코너 Laurence Connor

출연 벤 포스터, 팀 민친, 멜라니 C.

40주년을 맞아 21세기를 배경으로 파격 변신을 시도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야외공연 실황.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라이브 

Jesus Christ Superstar Live(Arena tour)

7월 9일(토) ·오후1시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10일(일) ·오후4시30분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

2000 | 110min | 영국, 프랑스

감독 스티븐 달드리 Stephen Daldry

출연 제이미 벨, 줄리 월터스, 게리 루이스

모던 클래식의 반열에 오른 빌리 엘리어트의 첫 시작, 

오리지널 영화.

빌리 엘리어트 Billy Elliot

7월 9일(토) ·오후3시30분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

7월 10일(일) ·오후4시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2014 | 169min | 영국

감독 스티븐 달드리 Stephen Daldry

 브렛 설리반 Brett Sullivan

출연 엘리엇 한나, 데카 웜슬리, 리암 모어

빅토리아 팰리스 극장에서 펼쳐진 

빌리 엘리어트 뮤지컬의 실황 영상.

빌리 엘리어트 뮤지컬 라이브 

Billy Elliot the Musical Live

7월 9일(토) ·오후11시30분~오전7시(무비올나잇) ·메가박스 동대문점 M관

7월 10일(일) ·오후7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TWIN PICKS
같은 뮤지컬을 영화와 공연실황 두 가지로 즐기는 무비 패키지

트윈 픽스4

7월 9일(토) ·오후3시, 7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주최 한국영상자료원, 충무로뮤지컬영화제 | 주관 기린제작사 | 공동제공 한국영상자료원, 무주산골영화제

기획 모은영 | 프로듀서 박관수 | 공연연출·각색 전계수 | 작곡음악감독 김동기 | 음악조감독 양희명

출연 전병욱, 수안, 손현정, 서현우, 나미희 | 폴리 아티스트 박영수

연주 김동기, 라벤타나(정태호, 박영기, 정승원, 황인규), 송정민

미술·소품 김다정 | 조명 윤태희 | 음향 문화음향 | 의상디자인 오현희

무대감독 신명민 | 영상팀 진미디어 | 분장 임유리

1957 | 91min | 대한민국, 홍콩

감독 전창근, 도광계, 와카스기 미쓰오

출연 김진규, 우민, 윤일봉, 최무룡

라이브더빙쇼 연출 전계수

사운드 손실과 화면 변색을 

오히려 창조적으로 이용한 이색적인 상영&공연.

<이국정원> 라이브 더빙 쇼

이국정원 異國情鴛 Love with an Alien

7월 6일(수) ·오후8시 ·명동예술극장 야외광장

7월 10일(일) ·오후1시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 GV(Guest Visit): 김수용 감독

주최 한국영상자료원, 충무로뮤지컬영화제 | 제공 한국영상자료원  

1963 | 83min | 한국

감독 김수용

출연 김승호, 황정순, 신성일, 엄앵란, 김지미, 

 신영균, 최무룡, 조미령, 최남현, 주선태

신성일, 엄앵란 등 당대 스타들이 총출동한 

60년대 한국영화의 대표 걸작.

<혈맥> 김수용 감독과의 씨네-토크

혈맥 Bloodline

7월 7일(목) ·오후7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7월 8일(금) ·오후7시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 · GV(Guest Visit): Marcelo Schapces 프로듀서

2015 | 88min | 아르헨티나, 프랑스, 스페인

감독 카를로스 사우라 Carlos Saura

출연 가보 페로, 호라시오 라반데라, 

 페드로 아즈나르

스페인의 거장 카를로스 사우라의 신작. 

매혹적인 아르헨티나 노래와 춤의 향연.

아르헨티나 Argentina

OPENING FILM
개막작1

SING ALONG CHIMFF 
코러스와 함께 하는 관객 참여형 싱얼롱 퍼포먼스

싱얼롱 CHIMFF7

2006 | 131min | 미국

감독 빌 콘돈 Bill Condon

출연 비욘세 놀즈, 제니퍼 허드슨, 제이미 폭스

드림걸즈 Dreamgirls

7월 9일(토) ·오후8시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싱얼롱)

7월 10일(일) ·오후6시30분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일반상영)

1980년대 브로드웨이 히트 뮤지컬, 비욘세 주연의 

할리우드 뮤지컬 영화로 재탄생하다.

1956 | 94min | 한국

감독 한형모

음악감독 박시춘

출연 황해, 양훈, 이빈화, 지학자, 김희갑, 

 김시스터즈, 박시춘

<미미의 청춘쌍극장 1탄-청춘쌍곡선>

(청춘쌍극장=영화도 보고 쑈도 보고)

<청춘쌍곡선> 60주년 타임슬립쇼!

청춘쌍곡선 Hyperbola of Youth 

7월 6일(수) ·오후8시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상영 94’ | 공연 30’)

주최 한국영상자료원, 충무로뮤지컬영화제 | 제공 한국영상자료원 | 기획·프로듀서 모은영

기획·연출 미미시스터즈 | 조연출 유소라 | 제작 미미푸로덕   

출연 미미시스터즈, 하림, 홍영구

연주 미미여고(이새하-건반/밴드마스터, 김수림-기타, 박현-베이스, 김하늘-드럼, 황혜진/방수진-코러스)

무대감독 배경석 | 조명감독 김태완 | 음향감독 조남걸 | 영상팀 진미디어

7월 7일(목) ·오후8시 ·명동예술극장 야외광장

주최 한국영상자료원, 충무로뮤지컬영화제 | 제공 한국영상자료원

개막공연 및 개막작 상영 
OPENING CEREMONY, GALA SHOW  AND SCREENING

7.7(thu) 18:20충무아트센터 1층 
로비 및 
충무아트센터  2층 
카페

포토월·리셉션

19:00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공식행사
사회자  오만석

19:30
~

20:30

개막공연
연출   이란영
음악감독 장소영
출연진 브래드 리틀, 마이클 리, 리사, 양준모, 
  최우혁, 뮤지컬<그날들>, <뉴시즈>

20:30 제작진 무대인사(프로듀서 Marcelo Schapces) 
개막작 <아르헨티나> 상영

일정 시간장소 내용

명동야영

NOCTURNAL CINEMA MYEONGDONG | 明洞夜影/明洞野映

7.6(wed) 20:00명동예술극장
야외광장

<혈맥>

7.7(thu) 20:00 <청춘쌍곡선>

일정 시간장소 내용

DDP 오픈 스크린 DDP OPEN SCREEN

7.8(fri) 18:30DDP어울림광장 DDP Play 옴 샨티 옴

Damgo Damda Company

19:00 <옴 샨티 옴>

7.9(sat) 19:30 플래시몹
군장대학교 뮤지컬학과/지도교수 신승호

7.10(sun) 20:00 <청춘의 십자로-변사공연>

20:00 <드림걸즈>-싱얼롱 
서울종합예술학교 연기예술학부/지도교수 고승수

일정 시간장소 내용

폐막식 및 폐막작 상영
CLOSING CEREMONY, PERFORMANCE AND SCREENING

7.11(mon) 19:00

19:30

20:00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폐막식 공식행사
사회   이무영, 방은진

일정 시간장소 내용

폐막공연
출연진 김선영, 김우형, 민영기

폐막작 <마법사> 상영

SPECIAL  EVENTS
스페셜 이벤트

TIMETABLE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중극장 블랙,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메가박스 동대문점, 명동예술극장 야외광장 

7.6.Wed ~ 7.11.Mon

일정 장소시간 작품

7.7(THU) 충무아트센터 대극장19:00 개막 갈라쇼

아르헨티나 88’ / DCP / 전체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20:00 청춘의 십자로 변사공연 75’ / SD / 전체

충무아트센터 대극장15:00 이국정원 91’ / DCP / 12세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18:00 메이드 인 헝가리 109’ / HD / 청불

(야외) 명동예술극장 야외광장 혈맥 83’ / DVD /12세

(야외) 명동예술극장 야외광장20:00 청춘쌍곡선 94’ / DVD / 전체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영 프랑켄슈타인 106’ / DCP / 15세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볼쇼이 바빌론 86’ / DCP / 12세17:00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24:00 록키 호러 픽쳐 쇼 100’ / Blu-ray (UK ver.) / 청불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올리버! 153'’ / Blu-ray / 15세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라이브)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105’ / DCP / 12세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15:30 빌리 엘리어트 110’ / DCP / 12세

7.8(FRI)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15:00 무성영화 87’ / Blu-ray / 전체

7.9(SAT)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13:00 오디션 96’ / DCP / 12세 [GV]

16:00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 아오노란: 소마 이야기 142’ / DCP / 15세 (포럼 M&M)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16:30 영 프랑켄슈타인 106’ / DCP / 15세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메이드 인 헝가리 109’ / HD / 청불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오디션 96’ / DCP / 12세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19:00 아르헨티나 88’ / DCP / 전체 [GV]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프로듀서 (1967) 88’ / Blu-ray / 15세

17:30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 무성영화 87’ / Blu-ray / 전체

13:30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 프로듀서 (1967) 88’ / Blu-ray / 15세

16:30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스피어 84’ / DCP / 15세

(야외) DDP어울림광장 옴 샨티 옴 162’ / Blu-ray / 15세

19:30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 라스트 파이브 이어즈 96’ / Blu-ray / 15세

충무아트센터 대극장19:00 폐막 공연

마법사 134’ / DCP / 전체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18:00 Talent M&M (창작지원)

7.11(MON)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16:00 포럼 M&M (국내)

충무아트센터 대극장14:00 사운드 오브 뮤직 173’ / DCP / 전체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18:30 올리버! 153’ / Blu-ray / 15세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13:30 프로듀서스 (2005) 134’ / Blu-ray / 12세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빌리 엘리어트 110’ / DCP / 12세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 볼쇼이 바빌론 86’ / DCP / 12세

16:30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 (라이브)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105’ / DCP / 12세

메가박스 동대문점 M관23:30
-

07:00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108’ / DCP / 15세
프로듀서스 (2005) 134’ / Blu-ray / 12세
(라이브)빌리 엘리어트 뮤지컬 169’ / DCP / 전체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록키 호러 픽쳐 쇼 100’ / Blu-ray (UK ver.) / 청불

(야외) DDP어울림광장20:00 드림걸즈 131’ / Blu-ray / 12세 (싱얼롱CHIMFF)

7.10(SUN)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13:00 라스트 파이브 이어즈 96’ / Blu-ray / 15세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15:30 옴 샨티 옴 162’ / Blu-ray / 15세

메가박스 동대문점 8관 스피어 84’ / DCP / 15세

19:00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라이브)빌리 엘리어트 뮤지컬 169’ / DCP / 전체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108’ / DCP / 15세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혈맥 83’ / DCP / 12세 [GV]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16:00 선샤인 온 리스 100’ / DCP / 12세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드림걸즈 131’ / Blu-ray / 12세

(야외) DDP어울림광장20:00 청춘의 십자로 변사공연 80’ / SD / 전체

메가박스 동대문점 4관 게키X시네 포럼 M&M 60’게키X시네 포럼 M&M 60’18:30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이국정원 91’ / DCP / 12세19:00

CGV 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선샤인 온 리스 100’ / DCP / 12세

7.6(WED)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20:00 청춘쌍곡선 60주년 기념 94’ / Digibeta /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