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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영작은 무료입니다. Admission is free for all vis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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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세안 간 대화관계 수립 25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12월 부산에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한-아세안센터는 이를 축하하고, 센터 출범 5주년을 기념하여 ‘2014 아세안영화제’를 

기획하였습니다. ‘2014 아세안영화제’는 국내 최초로 아세안 10개국을 대표하는 영화를 선보입니다. 국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를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국 

영화계 인사들 간 소통의 장을 새롭게 열어줌으로써 영화를 통해 한-아세안 간 상생의 협력을 한 차원 더 

높게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세안은 한국의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은 활발한 사회 

문화교류를 통해 상호이해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세안은 우리 국민 제1의 해외여행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아세안은 이제 우리의 아침 식단을 풍성하게 해주며, 안방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4 아세안영화제’를 계기로 아세안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신뢰와 

행복’의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To mark the 25th Anniversary of Dialogue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Korea, the 2014 ASEAN-

ROK Commemorative Summit will be held in Busan this coming December. Celebrating the Summit, as 

well as the 5th anniversary of our inauguration, the ASEAN-Korea Centre has organized the ASEAN Film 

Festival 2014. It will feature, for the �rst time in Korea, ten representative �lms from ASEAN Member 

States that have received wide acclamation from various �lm festivals at home and abroad. This Festival 

aims not only to strengthen cultural understanding among the peoples, but also to provide a platform 

for film industries of ASEAN and Korea to expand cooperation and contribute to more robust ties 

between the two regions.

Over the past two decades, ASEAN has become not only Korea’s key economic partner, but also the 

most frequently visited region for Korean tourists. The dynamic people-to-people exchange was 

attributed in no small measure to the e�orts towards building a genuine friendship. The diverse culture 

of ASEAN is now closer than ever to the hearts of Koreans, stimulating our taste buds and knocking 

on the doors of our daily lives. We sincerely hope that the ASEAN Film Festival 2014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enhance understanding on the culture of ASEAN and to deepen the ‘partnership for 

trust and happiness’ between ASEAN Member States and Korea.

아세안 지역의 수작들을 소개하는 아세안영화제가 11월 27일 서울에서 첫 막을 올립니다. 사실, 아세안 

지역의 영화들이 국내 관객들에게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여러 국제영화제들을 

통해서 꾸준히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세안영화제는 아세안 영화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아세안 영화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아세안 영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새롭습니다. 447만㎢의 면적, 약 6억1천만 명(세계 

3위)의 인구가 사는 아세안은 지역별로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며, 영화 역시 

이러한 종교, 문화적 토양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아세안 영화는 그동안 태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영화 정도가 세계무대에서 꾸준히 알려졌을 뿐입니다. 그에 비하면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영화는 새롭게 주목받는 지역이고, 캄보디아, 미얀마, 브루나이, 라오스는 새로운 출발선상에 

서있는 국가들입니다. 

지난 2013년 안토니 첸(싱가포르)의 장편데뷔작 <일로 일로>가 칸영화제에서 처음 소개되었을 때 세계의 

평단은 이 놀라운 신인의 등장에 모두가 열광했었습니다. 에릭 쿠, 로이스톤 탄 정도만 알려졌던 이 자그마한 

나라에서 안토니 첸의 등장은 그의 작품이 새로운 영화미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더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세안에서 새로운 영화미학의 가능성은 늘 열려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지역보다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2014 아세안영화제에서는 아세안 국가별로 한 편씩의 작품만 소개하지만, 놀랍도록 다양한 

영화세계의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세계일 것입니다.

The �rst ASEAN Film Festival is set to open in Seoul on November 27th, with the aim of introducing 

masterpieces from the ASEAN region. In fact, �lms from ASEAN are not totally unfamiliar to Korean 

audiences, as many of them have already been screened at various international �lm festivals in Korea. 

However, the signi�cance of the ASEFF lies in the fact that it takes a step further and focuses closely on 

ASEAN �lms, while at the same time enhancing our understanding of ASEAN cinema through a wide 

range of events. 

ASEAN �lms are much more diverse and original that we may expect. ASEAN covers a land area of 

4.47 million km², and has a population of approximately 610 million people (3rd largest population in 

the world). Based on the wealth of cultural and religious features existing in di�erent regions, ASEAN 

cinema has successfully developed its own unique diversity over the years. Nevertheless, so far global 

awareness of ASEAN �lms has been limited to those from a few countries such as Thailand,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By comparison, works from Singapore, Vietnam and Malaysia have only recently 

begun to enjoy new attention. Cambodia, Myanmar, Brunei Darussalam, and Lao PDR are found at the 

starting line to join the others. 

When Anthony CHEN’s feature debut Ilo Ilo from Singapore was screened at the 2013 Cannes, it 

met with much acclaim and praise. There was great excitement over the emergence of yet another 

promising young talent from the country that is home to Eric KHOO and Royston TAN. Furthermore, 

Anthony CHEN’s work was all the more impressive for the way it opened up new possibilities for the 

aesthetics of cinema. In ASEAN, where a range of religions and cultures co-exist, there are always 

possibilities for cinematic aesthetics. 

At the ASEFF2014, each country will be represented by one �lm, thereby creating a wonderfully diverse 

world of cinema. The festival warmly invites all to enter this new world which is unlike anything we’ve 

experienced in the past. 

추천사 Recommendation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ASEAN-Korea Center

정해문
Hae Moon CHUNG

부산국제영화제 수석 

프로그래머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Executive Programmer

김지석
Jiseok KIM 

인사말 Greeting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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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의 도시 브루나이의 청춘들이 발칙하게 썸을 타는 
좌충우돌 로맨틱 코미디

브루나이에서 잘생긴 외모에 좋은 직장을 다니는 서른 살의 싱글남이란 엄청난 

결혼 압박을 받는 나이다. 하킴의 룸메이트 파이살은 완벽한 반쪽 찾기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론에 의하면 하킴의 짝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리나이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하킴은 똑똑하고 매력적인 리나의 모습에 반하고 

그녀와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그녀에게 청혼 할 준비를 한다. 한편, 파이살은 

아름다운 미망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 리얼리티 음악 경쟁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려 

노력한다. <리나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브루나이 최초의 상업영화이자, 

자체 자금으로 만든 장편영화라는데 큰 의미를 가지며, 1968년에 개봉한 

<첨탑에서의 메아리> 이후 두 번째로 개봉한 브루나이 장편영화이다. 

In Brunei culture, being single, 30 and good looking with a high paying job can put 

you under pressure. Hakim’s housemate, Faisal, has a theory about finding a perfect 

match and Hakim’s match was identified as Rina. Skeptical at first, Hakim meets a 

new colleague named Rina, a smart and gorgeous lady whom he subsequently 

falls in love with and plans to marry to. In the meantime, Faisal tries to win a 

beautiful widow’s heart by competing in a reality singing competition. What’s so 

Special about Rina is that it is Brunei first commercial and self-funded feature film. It 

is the second Brunei feature film that has ever been shown in Brunei cinemas after 

the film Echo from Minaret.

리나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What’s so Special about Rina

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2013│90min│DCP│Drama│12세

하리프 모하마드, 파리드 아즐란 가니 
Harif MOHAMAD, Farid Azlan GHANI

하리프 모하마드 감독은 Regalblue Production의 공동 

창립자로, 브루나이에서 작곡가 겸 배우로 2002년부터 TV 

드라마와 TV 프로그램 시리즈를 연출하고 있다. Regalblue 

Production은 브루나이 최고의 프로덕션 회사 중 하나이다. 

말레이시아 태생인 파리드 아즐란 가니는 감독 겸 시나리오 

작가로 브루나이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0년에 연극 프로 

덕션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에서 수많은 프로 

젝트를 제작, 연출하였다. 그의 단편 연출작 <단 두니아 펀 

타후>는 2009년 말레이시아영화제 최우수 단편영화상 후 

보에 올랐다.

Harlif MOHAMAD, co-founder of Regalblue Production, Brunei 

music composer and actor, has been directing TV Drama and 

TV program series since 2002. Under his direction, Regalblue 

is among the top production houses in Brunei Darussalam. 

Farid Azlan GHANI is a Malaysian born Director/Scriptwriter 

currently based in Brunei Darussalam. He began his career 

in 1990 in a stage and theatre production company in Kuala 

Lumpur and has since directed and produced numerous 

projects for the Malaysia and Brunei market. His earlier short 

film Dan Dunia Pun Tahu was a nominated for Best Short Film 

at Festival Film Malaysia 2009.

역사 속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따뜻한 스타일로 되살려낸 
거장 리티 판의 역사로드무비

수년 동안, 나는 1975년에서 1979년 사이에 캄보디아를 통치하던 크메르 정권이 

찍은 ‘잃어버린 사진’을 찾고 있다. 물론 그 사진이 대량 학살의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생각할 이유를 주고, 역사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나는 

수많은 캄보디아의 시골마을들과, 아카이브 그리고 옛 신문에서 사진들을 찾아 

보았다. 그리고 결국 내가 알게 된 것은 이 사진들은 잃어버려져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찰흙 인형을 만들어냈다. 지금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진도, 특별한 이미지도 아닌, 영화가 할 수 있는 탐구이다.

For many years, I have been looking for the missing picture: a photograph taken 

between 1975 and 1979 by the Khmer Rouge when they ruled over Cambodia... 

On its own, of course, an image cannot prove the mass murder, but it gives us a 

cause for thought, to record History. I searched for it vainly in the archives, in old 

papers, in the country villages of Cambodia. Today I know: this image must be 

missing. So I created it. What I give you today is neither a picture nor the search for a 

unique image, but the picture of a quest: the quest that cinema allows.

잃어버린 사진 The Missing Picture

캄보디아 Cambodia│2013│92min│DCP│Documentary│12세

리티 판 Rithy PANH

캄보디아 프놈펜 출신으로, 프랑스의 명문 영화학교 IDHEC을 

졸업하였다. 1980년대의 태국-캄보디아 국경지대의 난민을 

다룬 영화 <사이트 2>로 데뷔하였다. 1994년 다큐드라마 

<라이스 피플>로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 캄보디아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최우수외국어영화상에 노미네이트 

되었다. <방황하는 영혼들의 땅>(2000), <S-21>(2003), 

<번트 극장>(2005), <종이는 불씨를 감쌀 수 없다>(2007), 

<더치>(2012), <잃어버린 사진>(2013) 등을 연출하였다. 

Born in Phnom Penh, Cambodia. He graduated from IDHEC 

(Institut des Hautes Etudes Cinematographiques, Paris). 

His debut film Site 2 is dealing with Cambodian refugees 

in border areas. His docudrama Rice People was selected 

in competition at Cannes in 1994 and was also the first 

Cambodian film, which was a nominee for Best Foreign 

Language Film at The Academy Award. His filmography 

includes The Land of the Wandering Souls(2000), S-21(2003), 

The Burnt Theatre(2005), Paper Cannot Wrap Up Embers(2007), 

Duch(2012) and The Missing Picture(2013).

2014 아세안영화제 상영작 ASEAN FILM FESTIVAL 2014 Screening Programs

|   2013 말레이시아아세안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   2013 칸국제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대상 
|   2013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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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엄마의 말을 듣는 소녀의 위험한 선택이 
숨막힌 클라이맥스로 이어진다. 

<찬탈리>는 한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라오스 비엔티엔의 

외딴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홀로 자란 찬탈리는 죽은 엄마가 저승에서 자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심장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바꾼 후 

환각증세가 중단되자, 찬탈리는 엄마의 마지막 말을 듣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신당은 라오스 불교에서 불공을 드리기 위한 

보편적인 시설이다. 라오스인들의 일상은 신당에서부터 시작되고 끝나며, 신당을 

통해  죽음의 세계와 가깝게 지내게 된다. <찬탈리>는 심령술에 영향을 받으며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는 라오스 가족의 일상에 대한 친숙한 초상이다. 영화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일상의 단순한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A story about a girl and her father. Raised alone by her father sequestered in their 

home in Vientiane, Laos, Chanthaly suspects that her dead mother's ghost is trying 

to deliver a message to her from the afterlife. After a change in her medication, 

intended to treat her hereditary heart condition, causes the hallucinations to cease, 

Chanthaly must decide whether or not to risk succumbing to her terminal illness 

in order to hear her mother's last words. The spirit house is an omnipresent fixture 

in Lao Buddhist worship. Life events begin and end at the shrine, and through 

the shrine, the Lao maintain near-constant contact with the world of the dead. 

Chanthaly is an intimate portrait of Lao family life, a life still strongly influenced by 

spiritualism and defined by supernatural contact. A story of how a fixation on the 

past can not away the simple beauty of daily life. 

찬탈리 Chanthaly

라오스 Lao PDR│2012│98min│DCP│Drama│12세

매티 도 Mattie DO 

매티 도는 이탈리아와 미국의 독립 프로덕션에서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오랜 시간동안 일했다. <찬탈리>는 그녀의 

장편 데뷔작으로 2012년 루앙프라방영화제를 비롯하여 

판타스틱페스트, 홍콩아시안영화제, 웨일스호러페스티벌 

등에서 상영하였다. 이후, 칸국제영화제 the Fabrique des 

Cinemas du Monde에 라오스 감독 대표로 참여했으며, 

토론토국제영화제 탤런트 랩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한, 

올해 판타스틱페스트 ‘Drawn & Quartered‘ 섹션의 심사 

위원을 맡았다. 

Mattie DO spent an enormous time on set for independent 

productions both in Italy and the United States as a makeup 

artist. Her debut feature, Chanthaly, which premiered at the 

2012 Luang Prabang Film Festival and screened in several 

international festivals including Fantastic Fest, Hong Kong 

Asian Film Festival, and Welsh National Horror Festival. She was 

chosen to represent Lao film at ‘the Fabrique des Cinemas du 

Monde’ at the Cannes, participated as one of ten international 

film directors selected for the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alent Lab, and served on the Drawn & Quartered film 

jury of this year’s Fantastic Fest.

2014 아세안영화제 상영작 ASEAN FILM FESTIVAL 2014 Screening Programs

거리의 아이들과 만든 학교를 지키는 '마이다'의 역사서사드라마 

역사를 전공한 마이다는 거리의 아이들을 위해 폐가를 학교로 만든다. 아이들은 

배움을 위해 폐가를 창의적이고 즐거운 '성'으로 바꿔놓는다. 어느 날, 건물주인 

사업가가 이 건물을 철거하고 대형 쇼핑몰로 재건축하기 위해 젊은 건축가 

사케라를 보낸다. 마이다와 사케라는 첫 만남부터 삐그덕 거리지만 1998년 5월의 

폭동을 함께 겪으며 위험 속에서 끈끈한 정을 느낀다. 여전히 마이다와 아이들을 

건물에서 내쫓아야만 하는 사케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이다의 특별함을 

깨닫게 되고 그녀의 투쟁에 대해 연민을 느끼게 된다. <마이다스 하우스>는 

학교를 지키기 위한 마이다의 투쟁에 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이 건물이 겪어온 

인도네시아의 근현대사를 발견하는 이야기이다. 

Maida is a history major who has made a school for street children at an abandoned 

house. She only has few students, but they have transformed the old house 

into a creative and joyful 'castle' for learning. One day a businessman wants to 

demolish the building and turn it into a major shopping mall. He sent a young 

architect Sakera Motaba to realize it. The meeting between Maida and Sakera is 

truly problematic. It happened at the same time as May 1998 Riots, so they have to 

save themselves together. Sakera still has to do his job to evict Maida and the street 

children from the building. But, meeting after meeting has made Sakera realize 

that Maida is a special woman. Maida’s House is a story about how an idealistic girl 

named Maida struggles to save a house and discovers that there is a long history 

attached to the house. truths.

마이다스 하우스 Maida’s House

인도네시아 Indonesia│2009│90min│DCP│Drama│12세

테디 소에리아트마자 Teddy SOERIAATMADJA

1975년 도쿄 출생. 2001년에 만든 독립영화 <쿨릭>을 

시작으로 <바뉴 비루>(2005), <루앙>(2006), <사랑스런 

남자>(2011), <광란의 드라이브>(2013) 등을 연출했다. 

감독의 작품들은 베를린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팜스프링국제영화제 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많은 국제영화제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았다. 섬세한 

연출, 뛰어난 촬영실력과 탁월한 스토리텔링으로 인도 

네시아에서 높이 평가 받는 감독이다. 2013년 연출한 <광 

란의 드라이브>는 베를린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문에 초청 

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활동하고 있다. 

Born in Tokyo, director started his career with an independent 

film titled CULIK back in 2001. He has now made seven films 

including Banyu Biru(2005), Ruang(2006), Lovely Man(2011) 

and Something in the Way(2013). His films has participated in 

many major film festivals such as The Berlinale, Busan, Palm 

Springs and many more. Over the years he has also won 

numerous awards both for his films and also for his direction 

numerous Film Festivals. Known for his attention to detail, 

stunning cinematography and highly developed storytelling 

ability makes him one of the most highly acclaimed filmmaker 

in Indonesia. He is now based in Jakarta Indonesia.

|   2009 인도네시아영화제 음향상
|   2010 싱가포르국제영화제

|   2012 판타스틱페스트
|   2012 루앙프라방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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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들로부터 말레이시아를 구하기 위한 
엉뚱발랄 루저의 슬랩스틱 모험담

말레이시아 시민들에게 끔찍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나라 곳곳에서 좀비들이 

출현하면서 평온했던 삶들은 혼돈에 빠지고 평화로웠던 일상이 완전히 뒤짚어 

졌으며, 좀비들은 사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한다. 천성이 게으르고 무관심한 

니피스는 자신의 힘으로 좀비를 막아 내기로 결심하고, 생존자들과 함께 팀을 

이뤄 좀비들로부터 말레이시아를 구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 

Life as we know it is being threatened to come to a terrifying end for the citizens 

of Malaysia. Following a zombie outbreak in the country, calm turns to chaos, 

comfortable daily routines are upturned, and civilization crumbles. Nipis, an 

indifferent slacker by nature, decides to take matters into his own hands. Teaming 

with a group of survivors, Nipis embarks on a quest to save the nation from the 

walking dead before it’s too late!

KL 좀비 KL Zombi

말레이시아 Malaysia│2013│97min│DCP│Drama│15세

우 밍진 WOO Mingjin

1976년 말레이시아 출생. 캘리포니아에서 영화방송제작을 

공부했고,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편집자, 연출가로 활동 

하고 있다. 2006년에 <월요일 아침의 천국>으로 감독 데뷔를 

하였다. 세 번째 연출작인 <타이거 팩토리>(2010)는 말레이 

시아 작품으로는 세 번째로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받은 작 

품이다. <물을 찾는 불위의 여자>(2009), <세루>(2010), <도 

둑들의 두 번째 삶>(2014) 등을 연출했다. 

WOO Mingjin, born in 1976 in Malyasia, studied Film & 

Television Production in California and has worked as 

screenwriter, cinematographer, editor, and director. He made 

his feature film debut in 2006 through the film Monday 

Morning Glory. WOO’s third film, The Tiger Factory(2010), was 

the third film in Malaysian history selected for the Cannes. 

Other films by him include Seru(2010), Woman on Fire Looks 

for Water(2010) and Second Life of Thieves(2014).

2013년 미얀마 최고의 화제작! 순진한 시골 여인네들의 도시 상경기 

세 명의 카얀족 여인들은 샨주(州) 타웅지의 도시에 수공예품을 팔기 위해 미얀마 

카야주(州)의 벽촌마을을 떠나 여행을 하기로 결심한다. 이들은 카얀족의 전통에 

따라 이제 막 목과 팔, 다리에 금속 링을 건 소녀를 함께 데리고 떠난다. 타웅지에 

도착하자, 독특한 스타일의 카얀족 여인들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네 사람은 머물 곳을 물색하며 도시와 시장을 구경한다. 그러던 중 소녀가 

인신매매범들에게 납치되고, 소녀를 잃어버린 카얀족의 여인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 시장을 헤맨다. 여인들은 고향에서 한참 떨어진 이 낯선 곳에서 소녀를 찾을 

수 있을까?

Three Kayan women decide to travel from their remote village in the Kayah State of 

Myanmar to sell handicrafts in the distant city of Taunggyi, in the Shan State. They 

are accompanied by a Kayan girl, who just had the tribe's heavy decorative brass 

and silver rings placed around her neck, arms and legs. Upon arriving in Taunggyi, 

crowds gather to stare at the Kayan women's unique style. The four set off to find a 

place to stay, and then to explore the city and its market. When the girl strays from 

her friends, she is kidnapped by human traffickers. Now, far from home and out of 

their element, the Kayan women desperately search for the girl.

카얀 뷰티 Kayan Beauties

미얀마 Myanmar│2012│93min│DCP│Drama│12세

아웅 코 랏 Aung Ko Latt 

아웅 코 랏은 영화감독이자 촬영감독, 편집자, 뮤지션이다. 

미얀마 최고 록밴드 중 하나인 The Brothers에서 1970년대 

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의 음악 중 80곡 이상이 자국 

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1986년 일본으로 건너가 

후지필름 싱글 8 카메라맨협회에 가입하면서 촬영을 배우기 

시작했다. 1995년에 미얀마로 돌아와 A/V 프로덕션을 

설립하고 수백 편의 TV광고,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TV드라마를 연출, 촬영, 편집, 작곡해왔다. 1999년에는 

뉴욕필름아카데미에서 영화를 공부하였다. <카얀 뷰티>는  

그의 첫 장편이다. 

Aung Ko Latt is a director, cinematographer, editor, and 

musician. He got his start in the 1970s with his brothers in 

one of the top rock bands in Myanmar. He recorded over 80 

original songs that became popular in the country. In 1986, 

he left for Japan and joined the Fuji Film Single 8 Cameraman 

Society and began to learn about cinematography. In 1995, 

he returned to Myanmar and opened his A/V production 

company. Since then, he has directed, shot, edited and 

composed for literally hundreds of television commercials, 

music videos, documentaries and television dramas. In 1999, 

he completed an intensive film training program at the NY 

Film Academy. Kayan Beauties is his first feature film.

2014 아세안영화제 상영작 ASEAN FILM FESTIVAL 2014 Screening Programs

|   2014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   2013 미얀마아카데미어워즈 촬영상, 음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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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없는 결혼을 하는 안드레아, 
자신의 결혼식에서 수수께끼의 남자를 만난다 

2013년 씨네말라야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사나 다티>는 

상실, 타협, 성장에 대해 섬세하게 그려낸 로맨스 영화이다. 안드레아는 그녀의 

엄마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 데니스는 결혼식을 촬영하는 

촬영기사로, 그가 안드레아를 인터뷰하는 동안 둘 사이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생기게 된다. 한편, 안드레아는 어딘가 낯익은 데니스가 그녀가 사랑했던 앤드류의 

동생임을 알게 되자 복잡한 심경이 들고, 결국 이 결혼을 그만두기로 한다.  왜 그가 

여기 있는가? 그는 무엇을 하려 하는가? 

Winner of Best Picture, Best Director at the 2013 Cinemalaya Film Festival, If Only is 

a carefully crafted romance film about loss, compromises and moving on. Andrea 

is about to marry a man she doesn’t love because of her mother. Dennis is the 

videographer hired to shoot the wedding. As he interviews Andrea, a strange 

connection develops between the two. She reminds him of the only man she really 

loved, a guy named Andrew Complications arise when Andrea finally pries out the 

truth: Dennis is Andrew’s younger brother. Andrea decides to ditch the wedding to 

find out more about Dennis. Why is he here? What is he trying to do? 

사나 다티 If Only

필리핀 Philippines│2013│100min│DCP│Drama│12세

Jerrold TAROG 제롤 타로그

제롤 타로그는 칸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브릴란테 

멘도자 감독의 영화음악을 맡으며 작곡가로 활동해 왔다. 

동시에 여러 편의 단편을 연출하며 감독으로서도 커리어를 

쌓아갔다. 연출뿐 아니라 시나리오, 편집, 믹싱까지 맡아 

완성해낸 첫 장편 연출작 <고해소>(2007)는 인도 뉴델리 

에서 열린 제10회 오시안씨네판영화제 첫 장편 연출 부문 

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으며 국내외 비평가들과 

관객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후에도 여러 편의 장편을 

찍으면서 각본, 편집, 음악, 사운드디자인까지 병행하고 있다. 

Jerrold TAROG started out as a composer, creating film scores 

for award-winning directors, such as, Cannes Best Director 

Brillante MENDOZA. At the same time, he developed and 

expanded his filmmaking craft by making several short films. 

His first feature film, Confessional(2007), which he directed, 

wrote, scored, edited and mixed, won Best Film, First Features 

Category, at Osians Cinefan in New Delhi, India, and has won 

acclaim from local and international critics and audiences. He 

has since directed several feature films — while also writing, 

editing, composing and designing sound for most of them — 

and garnering rave reviews for his multidisciplinary work.

칸국제영화제 신인감독상을 수상한 
미래의 거장이 만든 가슴 뭉클한 데뷔작!

싱가포르에서 제작된 <일로 일로>는 림 가족과 새롭게 일하게 된 필리핀 출신의 

가사도우미 테레사와의 관계에 관한 작품이다. 다른 수많은 필리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싱가포르로 왔다. 테레사의 존재는 이미 

아슬아슬했던 가족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집안의 개구쟁이 아들 자러는 

심술궂은 태도로 테레사를 괴롭히지만 곧 그녀에게 유대감을 느끼고 독특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하지만 1997년은 아시아 경제 위기가 싱가포르에도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때였다. 

Set in Singapore, Ilo Ilo chronicl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IM family and 

their newly arrived maid, Teresa. Like many other Filipino women, she has come to 

this city in search of a better life. Her presence in the family worsens their already 

strained relationship. Jiale, the young and troublesome son, starts to form a unique 

bond with Teresa, who soon becomes an unspoken part of the family. But this is 

1997 and the Asian Financial Crisis is beginning to be felt in the region.

일로 일로 Ilo Ilo

싱가포르 Singapore│2013│99min│DCP│Drama│12세

안토니 첸 Anthony CHEN 

안토니 첸은 17세에 니안공과대학교에서 필름미디어학을 

전공하고 베를린 탤런트 캠퍼스와 골든 호스 필름 아카 

데미를 졸업했다. 2010년 영국국립영화학교 영화연출 

석사학위를 받았다. 니안공과대학교 졸업작품인 <G-23> 

(2004)는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 및 수상하였다. 두 

번째 단편 <할머니>(2007)는 칸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싱가포르 영화로는 최초로 특별언급상을 수상하였다.  

2009년에는 싱가포르국립예술위원회로부터 젊은 예술 

가상을 수여받기도 했다. <일로 일로>는 안토니 첸의 장편 

데뷔작이다.

Anthony CHEN enrolled in Ngee Ann Polytechnic’s School 

of Film and Media Studies at the early age of 17. His 

graduation film G-23(2004) which screened at multiple 

festivals worldwide and won awards in Europe and Asia. His 

second short film, Ah Ma(2007), was nominated for the Palme 

d’Or for Short Film at the 60th Cannes, and was awarded a 

Special Mention, the first time a Singapore film. In 2009, he 

was accorded the Young Artist Award by the National Arts 

Council of Singapore. In 2010, he completed his Masters in 

Film Directing at the National Film and Television School. Ilo Ilo 

marks his feature film debut after 8 short films.

2014 아세안영화제 상영작 ASEAN FILM FESTIVAL 2014 Screening Programs

|   2013 씨네말라야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   2013 부산국제영화제

|   2013 칸국제영화제 황금카메라상
|   2013 부산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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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태국 박스오픽스 1위, 
태국 최고의 청춘 배우들이 만들어내는 감성멜로! 

전직 레슬링 선수였던 송은 산 중에 있는 수상마을의 초등학교 신임교사로 부임한다. 

송은 물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학교의 유일한 선생님이다. 도시의 삶과 단절된 

곳에서 송은 외로움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가 외로움을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전직 교사였던 앤이 남기고 간 일기장을 들춰 보는 것이다. 일기장을 읽을수록 

송은 앤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그녀에게 깊게 빠지게 되고, 그녀의 일기에 

낙서를 남기기 시작한다. 일 년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온 앤은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송의 낙서를 발견하게 된다. 앤의 일기에는 송이 이 학교에서 지내면서 느낀 가장 

절실한 감정이 적혀있다. 앤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를 그리워 하기 시작한다.

Song, a former professional wrestler, had to find a new job as a teacher at a primary 

school located on a floating community that resides in the middle of a dam surrounded 

by mountains. He is the only teacher in a school that doesn’t even have electricity and 

running water. Being in the middle of nowhere, Song must learn to cope with the 

loneliness of being cut off from the rest of the modern world. The only relief to his lonely 

plight is the diary notes of Ann, a former teacher who moved away but accidently left 

her personal memoirs behind. For Song, a connection is formed with Ann, born from the 

scribbles left behind in her diary. The more Song reads about Ann the more he is drawn to 

her and the notion of what it would be like to meet Ann in person. A year later, Ann finds 

her long lost diary with the hand written entries from Song in it. Song has written down 

his inner most heartfelt feelings about his life at the school in Ann’s diary. Ann now misses 

someone who she has never even met before. 

선생님 일기 The Teacher’s Diary

태국 Thailand│2014│110min│DCP│Color│12세

니티왓 다라톤 Nithiwat THARATORN

나티왓 다라톤은 태국의 출랄롱코른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5명의 감독과 공동 연출한 <마이 걸>(2003)로 데뷔 

하였고, <환절기>(2006), <친애하는 갈릴레오>(2009)를 연출 

하였다. <선생님 일기>로 도쿄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많은 영화제에 초청받았다. 

Nithiwat THARATORN studied film at Chulalongkorn 

University in Thailand. He made his directorial debut 

alongside five other directors My Girl(2003). His filmography 

includes Seasons Change(2006) and Dear Galileo(2009). The 

Teacher’s Diary has screened in many film festivals such as  the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etc.

‘옹박’의 리얼함과 ‘와호장룡’의 유려함이 아름답게 만난 
베트남 액션영화의 절정 

먼 옛날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외적과 맞서 싸워왔던 무술의 고수인 

승려들. 나라를 위해 전쟁터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들에게도 사랑에 울고 웃었던 

기억은 생생하다. 승려 다오는 평범한 삶을 찾아 떠나버린 옛사랑이 탈영병으로 

몰리고, 그녀를 찾아 죽이라는 명을 받게 된다. 드디어 옛사랑과 재회를 하지만 

그녀는 이미 남편과 아들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그러나 

점점 드러나는 엄청난 비밀은 다오 뿐만 아니라 다오가 못 미더워 뒤쫓아온 롬 

장군까지 경악하게 만든다. 

A crime boss is buying up land and bullying its residents out of their homes and 

businesses. All that stands in his way is the neighborhood’s baker and his family. 

Their luck changes when a disenfranchised whom they enlist to balance the fight 

against the crime boss arrives in town.

일대고수 Once Upon a Time in Vietnam

베트남 Vietnam│2013│107min│DCP│Drama│15세

더스틴 응유엔 Dustin NGUYEN 

더스틴 응유엔은 배우, 감독, 작가, 무술까지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배우이자 댄서인 어머니와 배우 겸 

프로듀서였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미국에서 

보냈으며, 대학에 들어가 회화를 전공했다. 그는 무에타이, 

태권도, 에스크리마 등 다양한 무술을 연마하였다. 배우로 

경력을 시작하여 <21 점프 스트리트>(1987)와 미국 TV 시 

리즈 <심해잠수정>에서 주역을 맡았고 케이트 블란쳇의 

상대역을 연기한 <리틀 피쉬>(2005)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일대고수>는 감독 데뷔작이다. 

Dustin NGUYEN is an actor, director, writer and martial 

artists. His mother My le, was an actress and dancer, and his 

father, Xuan Paht, was an actor, writer and producer in South 

Vietnam. He attended Orange Coast College and majored 

in communications. NGUYEN practices several martial arts 

including Muay Thai, Tae Kwon Do, Eskrima, and Jeet Kune 

Do. He is best known for his roles as Harry Trauman loki on 21 

Jump Street(1987) and Johnny Loh on VIP(1998). Once Upon a 

Time in Vietnam is his debut film. 

2014 아세안영화제 상영작 ASEAN FILM FESTIVAL 2014 Screening Programs

|   2014 부산국제영화제
|   2014 도쿄국제영화제 |   2013 부산국제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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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을 (월), 말씀 (담)
: ‘이야기’를 뛰어넘는 촌철 대담

A Talk that ‘jumps’ and moves beyond storytelling 

특별 프로그램 Special Program

[월담(越談) 토크: 경계를 넘어서는 영화이야기] 

장르색색! 천연색색! 가지각색!

11월 30일 (일) ~ 12월 4일 (목)
영화감독 박찬경, 무술감독 정두홍, 영화평론가 김봉석, 여행작가 김남희, 웹툰작가 후렛샤 등등 

매일매일 새로운 게스트와 새로운 토크로 찾아갑니다. 

November 30 – December 4 
Film director, Martial arts director, Film critic, Travel writer, Webcomic artist and others

Together with a new guest and a new talk each day!!! 

Date Time Korean Title English Title R/T Q&A Rating

11/27 
Thu

15:00 리나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What's so Special about Rina 90min GV 12

18:00 개막식 + 마이다스 하우스 Opening Ceremony + Maida's House 150min  - 12

11/28 
Fri

12:00 잃어버린 사진 The Missing Picture 92min GV 12

15:00 찬탈리 Chanthaly 98min GV 12

18:30 KL 좀비 KL Zombi 97min GV 15

11/29 
Sat

12:00 카얀 뷰티 Kayan Beauties 93min GV 12

15:00 선생님 일기 The Teacher's Diary 110min GV 12

18:30 일대고수 Once Upon a Time in Vietnam 107min GV 15

11/30 
Sun

12:00 사나 다티 If Only 100min GV 12

15:00 일로 일로 Ilo Ilo 99min JT 12

18:30 리나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What's so Special about Rina 90min JT 12

12/02 
Tue

12:00 선생님 일기 The Teacher's Diary 110min JT 12

15:00 마이다스 하우스 Maida's House 90min JT 12

18:30 찬탈리 Chanthaly 98min JT 12

12/03 
Wed

12:00 일로 일로 Ilo Ilo 99min GV 12

15:00 KL 좀비 KL Zombi 97min JT 15

18:30 카얀 뷰티 Kayan Beauties 93min JT 12

12/04 
Thu

12:00 일대고수 Once Upon a Time in Vietnam 107min JT 15

15:00 사나 다티 If Only 100min JT 12

18:30 잃어버린 사진 The Missing Picture 92min JT 12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 모든 상영작은 무료입니다. Admission free for all visitors.

* 개막식은 초청인에 한해서만 입장 가능합니다. The Opening Ceremony is by invitation only.

* 모든 상영작은 한글자막이 있습니다.  All screening �lms are subtitled in Korean.

* 모든 비영어권 상영작은 영어자막이 있습니다. All non-English �lms are subtitled in English.

* 상영등급에 따라 입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All the screenings will be guided with each �lm's rating.

* GV(Guest Visit) 감독과의 대화 / JT(Jump Talk) 월담 토크

   - 게스트와의 만남은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GV and JT are subject to change.

* 입장권 문의 Ticket Information  |  TEL 02-779-2900

매일매일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는 국경 없는 영화 이야기 

Storytelling sessions with a new guest each day! 

Talks on �lms that transcend both linguistic and national boundaries

액션, 호러, 멜로, 다큐멘터리까지 장르 이야기와 

인류 최대의 로맨틱한 미스터리 ‘사랑’ 그리고 ‘관계’에 관한 대화까지, 

아세안인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영화관!

Stories of genres including action, horror, melodrama and documentary
Talks on ‘relationships’ and ‘love, the most romantic mystery of all mankind
A theatre that belongs to all of us who experience the life of ASEAN 

아세프 100% 활용법! 월담(越談)토크! 
Various Colors!

How to Make the Most of ASEFF! Jump Talk! 

* 게스트 명단 및 일정은 추후 공지 Guests and schedule will be further notice. 

- 홈페이지   |   best.asea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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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화관람 및 행사는 무료입니다. 

|  영화제 입장권은 상영 당일 현장매표소에서 선착순 배부합니다. (1인 1매) 

* 11월 27일 (목) 18시 개막식 및 <마이다스 하우스>는 초청인에 한해 입장 가능

|  현장매표소 운영  |  11:00 ~ 19:30 (* 개막식인 11월 27일(목)은 14시부터 운영)

|  12월 1일 (월) -  ‘아세안 디렉터스 네트워킹 데이’로 인해 영화 상영이 없습니다.  

주의사항 

·  사전 예매는 받지 않으며 영화제 입장권은 해당 일시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모든 관객은 반드시 해당 상영작의 입장권을 소지하셔야 입장 및 관람이 가능합니다. 

·  본 입장권은 영화 관람에만 한정되며 미술관 전시 관람을 위해서는 별도의 관람권(4,000원)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  본 입장권은 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하시는 좌석에 앉으셔서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아세안영화제는 정시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영관 입장은 상영 시작 20분 전부터 가능하며, 상영 시작 20분 뒤에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  쾌적한 영화관람 및 다른 관객을 위하여 음료수를 포함한 음식물 반입은 제한됩니다. 

·  영화상영 중 사진 및 비디오 촬영(핸드폰, 카메라 등)은 불가합니다.

· Admission is free for all visitors.

· Tickets of free screening will be distributed at the Box O�ce on the day of screening.

· Tickets are on a �rst-come-�rst-served basis. 

· Only one ticket per person is allowed.

· The opening ceremony is by invitation only.

· Box O�ce hours are from 11 a.m. to 19:30 p.m. during the festival.

· There will be no �lm screening on the 1st of December to give way to the 'ASEAN Film Director's Networking Day'.

Notice

·  It’s not available reservation, the admission ticket is issued only once and relevant date.

·  All audience members must have tickets to enter and watch the screenings.

·  The tickets are limited to only ASEFF and you must purchase separate ticket for admission into the museum. 

·  Audiences can watch the �lm sitting on a seating preference.

·  The ASEFF2014 will adhere to the principle of screening on time. 

Therefore entrance will be limited 20 minutes passed after the screening starts, so please enter before the starting time.

·  Please do not bring food into the theater for better screening environment.

·  Any kind of recording with cell phones or cameras will be strictly prohibited.

티켓안내 Ticket Information

주최

주관

후원

Host

Organizer

Supporters

ASEAN-Korea Centr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SEAN-Korea Centre

Ministry of Foreign A�airs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00-75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8층)

8th �., 124, Sejong-daero, Jung-gu, Seoul, Republic of Korea 100-750

TEL 82-2-779-2900  |  FAX 82-2-779-2727  |  ase�@aseankorea.org  |  best.aseankorea.org

Twitter www.twitter.com/ASEFF2014

Facebook www.facebook.com/ASEFF2014

Youtube www.youtube.com/ASEFF2014

아세안영화제 ASEAN Film Festival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약도 Map

광화문역 (5호선)
Gwanghwamun
Station(5th Line)

안국역 (3호선)
Anguk Station(3rd Line)

경복궁역 (3호선)
Gyeoungbokgung

Station(3rd Line)

경복궁
Gyeoungbokgung

Palace

국립민속박물관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정독도서관
Jungdok Library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인사동
Insadong

탑골공원
Tapgol Park

보신각
Bosingak

경희궁
Gyeonghuigung Palace

세종문화회관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시민열린마당
Citizen Park

통인시장
Tongin Market

사직공원
Sajik Park

광화문
Gwangwhamun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MMCA Seoul

도보
By Walking

2014
아세안영화제

ASEAN Film Festival 2014
2014.11.27(THU)~2014.12.4(THU)

· 상영관은 미술관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heater located in MMCA B1

· 영화제 관람객은 상영관 전용 출입구인 미술관 좌측계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access the exclusive entrance located at the left side stairs of MMCA

· 모든 상영작은 무료입니다. Admission is free for all visi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