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무로뮤지컬영화제

상영관 안내

CHUNGMURO INTERNATIONAL 
MUSICAL FILM FESTIVAL

충무로뮤지컬영화제는 한국영화의 상징인 ‘충무로’와 뮤지컬전문극장인

충무아트센터의 ‘뮤지컬’이 결합된 새로운 영화축제입니다.

세계 각국의 고전과 신작을 아우르는 다양한 뮤지컬영화와 공연실황영상, 

라이브공연과 필름이 어우러진 특별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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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6호선 신당역 9번 출입구

           2호선 신당역 1번 출입구

           2, 4,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번 출입구

지하철  2, 4,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1번 출입구

지하철  4호선 명동역 7, 8번 출입구

서울시 중구 퇴계로 387
충무아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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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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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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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13(심야), N16(심야), N30(심야), N62(심야)

           G지선   2012, 2014, 2015, 2233, 7212

           Y순환   90S투어

           R광역   9403

           공항     6001 

버   스  B간선  104, 105, 263, 500, 507, 604

           G지선   0013, 0211, 7011

           Y순환   02

           R광역   605-1(공항버스), 9411

충무아트센터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티켓 안내

섹션 소개

1. 티켓 가격

2. 현장 매표소 운영

- 충무아트센터 현장 매표소는 7월 6일(금)~15일(일) 영화제 기간 동안 운영됩니다.

   영화 상영 1시간 30분 전 오픈되며 상영 시작 20분 후 마감됩니다.

- 초대교환권을 소지한 분은 반드시 지정좌석권으로 교환 후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 CGV 매표소는 해당 상영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3. 예매 유의사항

- 관람 당일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합니다.

- 본 영화제는 할인 및 적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 사정에 의한 재발권은 불가합니다. (분실, 훼손, 시간착오 등)

4. 관람안내

- 모든 상영 및 공연은 정시 시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 상영 혹은 공연시작 후에는 영화제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입장하셔야 하며 

   객석 사정에 따라 입장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지연관객 지정좌석 보장 불가)

5. 주차

- 충무아트센터 주차권은 당일 충무아트센터 1층 서비스존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4시간 이용권, 4천원)

- CGV, DDP는 각 상영관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구분           프로그램                              장소                                                    가격

유료

무료

 7,000원

10,000원

영화(폐막작 포함)

영화+공연

포럼 M&M, 탤런트 M&M

DDP 오픈 스크린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충무아트센터 소극장 블루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



개막작 OPENING FILM

폐막작 CLOSING FILM

그들 각자의 뮤지컬 TO EACH HIS OWN MUSICAL

임권택 감독, 김용옥 각본의 서울 올림픽 공식

다큐멘터리, 30주년을 기념하여

라이브 음악과 함께 최초 공개 상영!

불가능한 꿈을 향한 돈키호테의 여정을 담은

피터 오툴과 소피아 로렌의 유일한 뮤지컬 주연작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할리우드 데뷔작이자

스튜디오 뮤지컬의 전설 프레드 아스테어의 고별작

전통을 지키려는 아버지, 그리고 딸들의 결혼 전말기,

혁명전야 러시아를 배경으로 한 디아스포라 서사극

1960년대 팝 문화 아이콘 트위기의 뮤지컬 데뷔작,

<토미> 켄 러셀 감독의 시네마틱 판타지

위대한 감독들, 뮤지컬영화를 탐하다! 그들 각자의 개성과 매혹을 담은 특별 섹션

씨네라이브: 손에 손잡고

맨 오브 라만차

피니안의 무지개

지붕 위의 바이올린

보이 프렌드

Cine Live: Hand in Hand

Man of La Mancha

Finian’s Rainbow

Fiddler on the Roof

The Boy Friend

1988 | 114분 | 한국 | 컬러 | 12세
감독 임권택

음악감독 조동희, 조동익
팀 마스터 김정배
연주 마이크로 유니버스
내레이터 김자연, 윤용식
후반작업 코디네이터 김한상
사운드디자인 이승철(웨이브랩)

1972 | 132분 | 이탈리아, 미국 | 컬러 | 15세
감독 아더 힐러 Arthur Hiller 
출연 피터 오툴, 소피아 로렌, 제임스 코코

1968 | 144분 | 미국 | 컬러 | 전체
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Francis Ford Coppola 
출연 프레드 아스테어, 페툴라 클락, 토미 스틸

1971 | 179분 | 미국 | 컬러 | 전체
감독 노만 주이슨 Norman Jewison 
출연 토폴, 노마 크레인, 레오나르드 프레이

1971 | 136분 | 영국, 미국 | 컬러 | 12세
감독 켄 러셀 Ken Russell 
출연 트위기, 크리스토퍼 게이블, 맥스 아드리언

7월 6일(금) | 19:0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개막작)

7월 7일(토) | 18:3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7월 14일(토) | 20:00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

7월 15일(일) | 16:0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폐막작)

7월 9일(월) | 16: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10일(화) | 20:00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

7월 10일(화) | 13: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12일(목) | 13: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9일(월) | 15:0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7월 13일(금) | 16: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날 위해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 에바 페론의 삶을 

담은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팀 라이스 콤비 뮤지컬의 

할리우드 버전

라스 폰 트리에 감독과 비요크의 문제적 만남,

18년 만에 영화관 스크린에서 다시 듣고 볼 수 있는

기회

흡혈식물 오드리로부터 지구를 구하라!

B급영화의 감성과 로큰롤 뮤지컬의 시너지

김지운 감독의 <조용한 가족>, 미이케 다카시 감독의

엽기적인 상상력과 파격적인 형식으로 재탄생하다

무명가수 빅토리아에서 파리 사교계 스타 빅터로의

변신, 줄리 앤드류스가 호연하는

1980년대 젠더 코미디 대표작

위대한 감독들, 뮤지컬영화를 탐하다! 그들 각자의 개성과 매혹을 담은 특별 섹션

에비타

어둠 속의 댄서

흡혈 식물 대소동

카타쿠리가의 행복

빅터 빅토리아

Evita

Dancer in the Dark

Little Shop of Horrors

The Happiness of the Katakuris

Victor Victoria

1996 | 135분 | 미국 | 컬러 | 12세
감독 앨런 파커 Alan Parker 
출연 마돈나, 안토니오 반데라스, 조나단 프라이스

2000 | 139분 | 덴마크 | 컬러 | 12세
감독 라스 폰 트리에 Lars von Trier 
출연 비요크, 카트린 드뇌브, 데이빗 모스

1986 | 104분 | 미국 | 컬러 | 15세
감독 프랭크 오즈 Frank Oz 
출연 릭 모라니스, 엘렌 그린, 빈센트 가데니아

2001 | 113분 | 일본 | 컬러 | 청불
감독 미이케 다카시 Takashi Miike 
출연 사와다 켄지, 마츠자카 케이코, 다케다 신지

1982 | 134분 | 영국, 미국 | 컬러 | 15세
감독 블레이크 에드워즈 Blake Edwards 
출연 줄리 앤드류스, 제임스 가너, 로버트 프레스턴

7월 9일(월) | 13: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11일(수) | 15:0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7월 8일(일) | 19: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14일(토) | 18:3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7월 10일(화) | 15:0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7월 11일(수) | 16: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9일(월) | 19: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12일(목) | 19: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8일(일) | 13: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11일(수) | 19:3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더 쇼 THE SHOW

19세기 파리에서 펼쳐지는 발레리나의 성장기,

파리 오페라 발레 스타들이 참여한 애니메이션 극영화

망자들의 세계로 넘어간 멕시코 소년의 모험극,

애니메이션 명가 픽사의 2017년 최신작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소년의 성장 드라마,

우정과 연대, 사랑의 기적을 믿는 아름다운 뮤지컬

무성영화의 형식과 EDM 사운드 트랙이 결합한

파티에서 페스티벌로 이어지는 로드 ‘트립’ 무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열 개의 에로틱 테일,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뮤지컬 퍼포먼스의 향연

세계 각국 뮤지컬 및 공연예술 관련 신작영화 쇼케이스

발레리나

코코

새터데이 처치

일렉트릭 하트

헬로 어게인

Ballerina

Coco

Saturday Church

Electric Heart

Hello Again

2016 | 89분 | 프랑스, 캐나다 | 컬러 | 전체
감독 에릭 섬머, 에릭 와린 Eric Summer, Eric Warin 
출연 (목소리) 엘르 패닝, 데인 드한, 칼리 레이 젭슨

2017 | 127분 | 미국 | 컬러 | 전체
감독 리 언크리치 Lee Unkrich 
출연 (목소리) 안소니 곤잘레스, 가엘 가르시아 베르날, 
       벤자민 브랫

2017 | 83분 | 미국 | 컬러 | 15세
감독 데이먼 카다시스 Damon Cardasis 
출연 루카 케인, 마르고 빙엄, 엠제이 로드리게즈

2017 | 73분 | 미국 | 컬러 | 15세
감독 벤자민 매팅리 Benjamin Mattingly 
출연 맷 시오시올로, 아믹 빅셀리오, 마리아 볼크

2017 | 105분 | 미국 | 컬러 | 청불
감독 톰 구스타프슨 Tom Gustafson 
출연 마샤 플림튼, 샘 언더우드, 놀런 제라드 펑크

7월 7일(토) | 16: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11일(수) | 20:00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

7월 14일(토) | 14:0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7월 8일(일) | 16: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9일(월) | 19:3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7월 8일(일) | 13: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11일(수) | 19: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7일(토) | 13: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8일(일) | 14:0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7월 13일(금) | 13: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 � 



트윈 픽스 TWIN PICKS

독특한 헤어스타일, 흥겨운 로큰롤 음악으로

1960년대 공기를 담아낸

존 워터스 감독의 원작영화

사랑을 하기에,

화양과 연화는 서로 너무도 다른 사람들이다

밤하늘을 보며 꿈을 기다리는 남자와 사랑을

찾기 위해 별에서 온 여자가 만나는 이야기

아리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달빛을 찾고 싶어

한다. 달은 사랑을 하고 싶다

『헤어스프레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버전의 영화화,

트레이시 엄마 에드나 역을 맡은 존 트라볼타의 호연!

국내 최초 CHIMFF 뮤지컬영화 공모 선정작

원작영화와 뮤지컬영화, 두 영화를 모두 즐기는 무비 패키지

헤어스프레이(1988)

Replay_내일

미지와의 조우

알송달송

헤어스프레이(2007)

뮤지컬 단편 영화(공모)

Hairspray(1988)

I’m Fine

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

All About Romance

Hairspray(2007)

Musical Short Films(Korean)

1988 | 92분 | 미국 | 컬러 | 12세
감독 존 워터스 John Waters 
출연 리키 레이크, 디바인, 러스 브라운

2018 | 17분 | 한국 | 컬러 | 12세
감독 이다민 
출연 신진경, 정우빈

2017 | 25분 | 한국 | 컬러 | 전체
감독 최찬
출연 김정현, 박규영

2016 | 14분 | 한국 | 컬러 | 전체
감독 정유안 
출연 옥경민, 곽다인, 윤종석

2007 | 117분 | 미국, 영국 | 컬러 | 12세
감독 아담 쉥크만 Adam Shankman 
출연 니키 브론스키, 존 트라볼타, 퀸 라티파

7월 10일(화) | 16: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11일(수) | 13: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9일(월) | 13: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10일(화) | 19: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8일(일) | 19: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10일(화) | 19:3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디즈니가 만든 최고의 고전 가족 뮤지컬영화,

실사영화와 애니메이션이 만나는 경이로운 장면들

뮤직 비디오에서 브레이크댄싱까지 망라한

1980년대 대중문화 감수성의 창고이자 랜드마크

‘춤꾼’ 케빈 베이컨이 이끄는 10대들의 반란을 담은 

허버트 로스 감독의 교과서적인 댄스 시퀀스 연출작

존 트라볼타의 춤과 비지스의 음악으로

1970년대 디스코 열풍의 진앙이 된 전설의 영화

메리 포핀스

플래시댄스

풋루즈

토요일 밤의 열기

Mary Poppins

Flashdance

Footloose

Saturday Night Fever

1964 | 139분 | 미국 | 컬러 | 전체
감독 로버트 스티븐슨 Robert Stevenson 
출연 줄리 앤드류스, 딕 반 다이크, 데이빗 톰린슨

1983 | 97분 | 미국 | 컬러 | 청불
감독 애드리안 라인 Adrian Lyne 
출연 제니퍼 빌즈, 마이클 누리, 릴리아 스칼라

1984 | 110분 | 미국 | 컬러 | 12세
감독 허버트 로스 Herbert Ross 
출연 케빈 베이컨, 로리 싱어, 존 리스고

1977 | 118분 | 미국 | 컬러 | 청불
감독 존 배덤 John Badham 
출연 존 트라볼타, 카렌 린 고니, 베리 밀러

7월 8일(일) | 16: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10일(화) | 13: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7일(토) | 16: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9일(월) | 19: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7일(토) | 13: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9일(월) | 16: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7일(토) | 19: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7월 11일(수) | 19: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2관

웅장한 인트로에서 마지막 무대의 감동까지.

명불허전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25주년 공연 실황

고전 뮤지컬영화의 복원과 재발견을 주제로 한 섹션

레미제라블: 25주년 특별 콘서트
Les Miserables in Concert:
The 25th Anniversary

� 

2010 | 170분 | 영국 | 컬러 | 전체
감독 닉 모리스 Nick Morris 
출연 알피 보, 놈 루이스, 레아 살롱가

7월 8일(일) | 18:3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7월 12일(목) | 14:0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클래식 CLASSICS

원작영화와 뮤지컬영화, 두 영화를 모두 즐기는 무비 패키지



싱얼롱 CHIMFF SING ALONG CHIMFF

충무로 리와인드 CHUNGMURO REWIND

내 인생의 전성기, 그대와 함께 춤을!

패트릭 스웨이지 주연 ‘청불’ 댄스영화

디즈니 애니메이션 <미녀와 야수>의 완벽 실사판,

코러스와 함께 하는 가장 자유로운 싱얼롱 상영

1965년 작 한국고전영화를 낭독공연으로 재창조하는 

KBS성우극회와 CHIMFF의 콜라보 프로젝트

코러스와 관객이 함께 부르는 싱얼롱 상영

한국고전영화에 무대공연을 접목한 ‘충무로’ 오마주 프로그램

더티 댄싱

미녀와 야수

저 하늘에도 슬픔이

Dirty Dancing

Beauty and the Beast

Sorrow Even Up in Heaven

1987 | 110분 | 미국 | 컬러 | 15세
감독 에밀 아돌리노 Emile Ardolino 
출연 제니퍼 그레이, 패트릭 스웨이지, 제리 오바치

2017 | 129분 | 미국 | 컬러 | 전체
감독 빌 콘돈 Bill Condon 
출연 엠마 왓슨, 댄 스티븐스, 루크 에반스

1965 | 105분 | 한국 | 흑백 | 전체
감독 김수용 
출연 신영균, 김천만, 주증녀

<시나리오 낭독공연>
기획 충무로뮤지컬영화제, KBS성우극회

연출 윤동기 | 기타 강태우

출연 전숙경, 류다무현, 전인배, 신승윤, 최하나, 양유진, 권창욱, 남유정

코러스 서울종합예술학교 연기예술학부
          (지도교수 고승수)

7월 10일(화) | 19: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13일(금) | 19: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13일(금) | 20:0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7월 10일(화) | 20:00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시나리오 낭독공연)

7월 11일(수) | 20:00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시나리오 낭독공연)

7월 13일(금) | 20:00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영화상영)

토킹 헤즈의 데이빗 번과 조나단 드미 감독의

콜라보, 88분이 모두 클라이맥스인

역대 최고의 콘서트 필름

고전 뮤지컬영화의 복원과 재발견을 주제로 한 섹션

스탑 메이킹 센스
Stop Making Sense

1984 | 88분 | 미국 | 컬러 | 15세
감독 조나단 드미 Jonathan Demme 
출연 버니 워렐, 데이빗 번, 제리 해리슨

7월 7일(토) | 19:3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12일(목) | 20:00 |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



포럼 M&M FORUM M&M

탤런트 M&M TALENT M&M

전쟁, 욕망, 사랑에 대한 리얼리즘 영화의 걸작,

한국영화의 거목 김수용 감독과 신영균 배우의 대표작

44년 만에 복원된 오리지널 사운드로 듣는 명곡들과

함께, 라이브 더빙공연으로 관객과 만나는 특별한

<별들의 고향>

코러스와 관객이 함께 부르는 싱얼롱 상영

영화(Movie)와 뮤지컬(Musical)이 만나는 열린 대화와 토론의 장

한국고전영화에 무대공연을 접목한 ‘충무로’ 오마주 프로그램

멘토와 함께 하는 뮤지컬영화 사전제작지원작 상영

대무가 DAEMOOGA

청년백수 무당되다

돌고 돌아 우린 When We Meet Us

만남을 얘기하려는 남자와 헤어짐을 얘기하려는
여자가 6년의 시간을 넘어 같은 공간에서 만난다

딸들의 밥상 Daughter’s Table

“엄마, 우리가 밥 차려줄게!” 시한부 엄마를 위해
뭉친 세 딸의 슬픔을 녹여낸 맛있는 이야기 

별들은 속삭인다 The Stars Whisper

아주 깜깜하고 조용할 때만 들리는 별들의 목소리

2018 | 한국 | 컬러 | 15세 

연출 이한종  음악 이상  멘토 신선호(뮤지컬안무가)

출연 류경수, 서지유, 남태우, 양현민

2018 | 한국 | 컬러 | 전체 

연출 박형남  음악 신승민  멘토 김규종(뮤지컬연출가)

출연 신주협, 윤설

2018 | 한국 | 컬러 | 전체 

연출 손희송  음악 이은선, 김형빈

멘토 정도영(뮤지컬안무가)

출연 김나윤, 신의정, 홍지희, 김지혜

2018 | 한국 | 컬러 | 전체 

연출 여선화  음악 김예림  멘토 김동연(뮤지컬연출가)

출연 정보미, 류석호, 김예성, 설재영

산불

씨네라이브: 별들의 고향

Flame in the Valley

Cine Live: Heavenly Homecoming to Stars

1967 | 80분 | 한국 | 흑백 | 청불
감독 김수용 
출연 신영균, 도금봉, 주증녀

1974 | 110분 | 한국 | 컬러 | 청불
감독 이장호 
출연 안인숙, 신성일, 윤일봉

기획 충무로뮤지컬영화제, KBS성우극회 | 연출 윤동기
출연 홍성헌, 이선, 정훈석, 원호섭, 곽윤상, 오인실
후반작업 코디네이터 김한상 
사운드디자인 이승철(웨이브랩)

7월 11일(수) | 16: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

7월 13일(금) | 20:00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7월 14일(토) | 18:00 |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7월 11일(수) | 13: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아트하우스 1관(영화상영)

                  | 15:00 |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캐주얼 토크: ‘탤런트 M&M’을 말하다)

7월 12일(목) | 19:00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영화상영)

구분           일정           시간        장소                    내용

해외포럼

국내포럼

7.7(토) 

7.8(일)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충무아트센터

소극장 블루

15:00 

16:00

뮤지컬영화의 새로운 트렌드

▶게스트: 톰 구스타프슨(<헬로 어게인> 감독),

               코리 크루에케버그(<헬로 어게인> 각본)

한국뮤지컬영화의 가능성

▶게스트: 송승환(충무로뮤지컬영화제 조직위원,

               PMC프러덕션 예술감독),

               장유정(영화감독, 뮤지컬연출가)



스페셜 이벤트 SPECIAL EVENTS

영화(Movie)와 뮤지컬(Musical)이 만나는 열린 대화와 토론의 장

멘토와 함께 하는 뮤지컬영화 사전제작지원작 상영

     개막식 및 개막작 상영

     폐막식 및 폐막작 상영

     DDP 오픈 스크린

     교복 입은 예술가(협력종합예술활동) 영화제

일정              시간          장소                   내용

일정              시간          장소                   내용

일정                          시간                       내용

일정              시간          장소                   내용

7.6(금)

7.15(일)

7.10(화)

7.11(수)

7.12(목)

7.13(금)

7.14(토)

7.9(월)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충무아트센터 

소극장 블루

19:00

16:00

19:30

20:00

19:30

20:00

19:30

20:00

20:00

19:30

20:00

14:00

   ~

16:30

▶개막식 공식행사

   사회 오만석(배우)

▶개막작 <씨네라이브: 손에 손잡고>

    1988 | 114분 | 한국 | 컬러 | 12세

    감독 임권택 

    음악감독 조동희, 조동익

    팀 마스터 김정배

    작/편곡 조동익, 조동희, 김정배

    연주 마이크로 유니버스

            기타 김정배 | 피아노 유승호 | 베이스 송미호 

            드럼 최요셉 | 키보드&코러스 박혜민

    내레이터 김자연, 윤용식

    후반작업 코디네이터 김한상

    사운드디자인 이승철(웨이브랩)

▶폐막식 공식행사

    사회 이주연(아나운서)

▶폐막작 <맨 오브 라만차>

    1972 | 132분 | 이탈리아, 미국 | 컬러 | 15세

    감독 아더 힐러

플래쉬몹 

서울종합예술학교 연기예술학부(지도교수 고승수)

<피니안의 무지개>

플래쉬몹 

군장대학교 뮤지컬학과(지도교수 서민희)

<발레리나>

플래쉬몹 

군장대학교 뮤지컬학과(지도교수 서민희)

<스탑 메이킹 센스>

<저 하늘에도 슬픔이>

플래쉬몹 

서울종합예술학교 연기예술학부(지도교수 고승수)

<맨 오브 라만차>

▶교실 속 작은 영화제작소에서 만든 우리들의 이야기

   ‘교복 입은 예술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영화제

    - 주최·주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위탁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EBS 미디어



※ 상영시간은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6 (금)

7.7 (토)

7.8 (일)

7.9 (월)

7.10 (화)

7.11 (수)

7.12 (목)

7.13 (금)

7.14 (토)

7.15 (일)

19:00

13:00

13:30

15:00

16:00

16:30

18:30

19:00

19:30

13:00

13:30

14:00

16:00

16:00

16:30

18:30

19:00

19:30

13:00

13:30

15:00

16:00

16:30

19:00

19:30

19:30

13:00

13:30

15:00

16:30

19:00

19:30

19:30

20:00

20:00

13:00

13:30

15:00

15:00

16:00

16:30

19:00

19:30

19:30

20:00

20:00

13:00

14:00

19:00

19:00

20:00

13:00

16:00

19:00

20:00

20:00

20:00

14:00

18:00

18:30

20:00

16:00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충무아트센터 소극장 블루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야외) DDP 어울림광장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CGV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2관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야외) DDP 어울림광장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야외) DDP 어울림광장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CGV명동역 아트하우스 1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야외) DDP 어울림광장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야외) DDP 어울림광장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개막식

씨네라이브: 손에 손잡고

헬로 어게인

풋루즈

포럼 M&M: 뮤지컬영화의 새로운 트렌드

발레리나

플래시댄스

씨네라이브: 손에 손잡고

토요일 밤의 열기

스탑 메이킹 센스

일렉트릭 하트

빅터 빅토리아

헬로 어게인

포럼 M&M: 한국뮤지컬영화의 가능성

새터데이 처치

메리 포핀스

레미제라블: 25주년 특별 콘서트

어둠 속의 댄서

헤어스프레이(2007)

뮤지컬 단편 영화(공모)

에비타

보이 프렌드

피니안의 무지개

풋루즈

카타쿠리가의 행복

새터데이 처치

플래시댄스

지붕 위의 바이올린

메리 포핀스

흡혈 식물 대소동

헤어스프레이(1988)

더티 댄싱

헤어스프레이(2007)

뮤지컬 단편 영화(공모)

시나리오 낭독공연: 저 하늘에도 슬픔이

피니안의 무지개

탤런트 M&M(제작지원)

헤어스프레이(1988)

에비타

캐주얼 토크: ‘탤런트 M&M’을 말하다 

산불

흡혈 식물 대소동

일렉트릭 하트

빅터 빅토리아

토요일 밤의 열기

시나리오 낭독공연: 저 하늘에도 슬픔이

발레리나

지붕 위의 바이올린

레미제라블: 25주년 특별 콘서트

탤런트 M&M(제작지원)

카타쿠리가의 행복

스탑 메이킹 센스

헬로 어게인

보이 프렌드

더티 댄싱

미녀와 야수(싱얼롱 CHIMFF)

씨네라이브: 별들의 고향

저 하늘에도 슬픔이

코코

씨네라이브: 별들의 고향

어둠 속의 댄서

맨 오브 라만차

폐막식

맨 오브 라만차

114’

105’

110’

90’

89’

97’

114’

118’

88’

73’

134’

105’

60’

83’

139’

170’

139’

117’

56’

135’

136’

144’

110’

113’

83’

97’

179’

139’

104’

92’

110’

117’

56’

105’

144’

120’

92’

135’

60’

80’

104’

73’

134’

118’

105’

89’

179’

170’

120’

113’

88’

105’

136’

110’

129’

110’

105’

127’

110’

139’

132’

132’

일정 시간 장소 상영작

상영 시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