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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모험, 자유 그리고 도전! 그 미래 가능성과 잠재력
-애니메이션페스티벌 BIAF 2015 중심으로-

Dreams, adventure, freedom and challenge! The future 
possibility and potential

-The case of Animation Festival BIAF 2015-
                        임소영(예원예술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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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애니메이션은 창작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재들과 기

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고 그 시 가 가지

고 있는 사회문화  양상들을 심도 있 게 그려내고 있다. 

애니메이션 작품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욕망들 속에서 우

리는 새로운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 하기도 한

다. 이에 다른 문화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의 다양한 흐름

을 살펴볼 수 있는 행사인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BIAF2015)은 좋은 기회를 제공하 다. ‘꿈, 모험, 자유 

그리고 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애니원(Ani+One)’을 

주제로 ‘애니메이션으로 하나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남

녀노소 구나 참여하여 애니메이션을 향유하는 축제인 

BIAF는 5개 부문에 55개국 1,173편의 애니메이션이 출

품되어 선을 통과한 32개국 130편과 장편을 포함 총 

35개국 160편의 화가 객을 맞이하 다. 역  가장 

많은 작품들이 출품되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들이 상 되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애니메이션의 

흐름과 의미를 탐구하고, 그 미래 가능성과 잠재력을 

망하고자 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수상한 작

품들과 해외동향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동향

2.1 개막작
랑스의 국민작가 자크 타르디의 그래픽 노블 『조작

된 세계』를 원작으로 <페르세폴리스>(2007)로 칸 화

제 심사 원 상을 수상한 JSBC(Je Suis Bien 

Content) 로덕션의 공동감독 크리스티앙 데마르와 

랑크 에킨시는 자크 타르디만의 움직임을 표 하기 해 

6년의 시간을 투자했다. 두 개의 에펠 타워와 함께 증기

와 석탄의 연기 로 뒤덮인 어두운 도시 리, 그리고 그 

길 에 지그재그로 연결된 이블카를 배경으로 <에이

릴과 조작된 세계>는 우리를 학교에서 알려주었던 역

사와는 매우 다른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기가 없는, 증기와 석탄만으로 움직이는 20세기를 

그려낸 타르디의 독특한 세계 , 그림체, 그리고 『설국

열차』 원작자인 뱅자맹 르그랑의 이야 기가 완벽한 조

화를 이룬다. 사이언스 픽션(SF)이 화뿐만이 아니라 

문화의 심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즈음, 

<에이 릴과 조작된 세계>는 공상과학의 세 계에 스

펑크의 복고  요소를 더해 애니메이션이  수 있는 환

상 인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이 작품은 

‘오래된 미래’에 머무는 것이 아닌 좀 더 ‘ 진 인 리얼

리티’를 선사한다는 에 있어서 흥미롭다. 증기와 석탄

의 연기로 뒤덮인 에이 릴의 세계에서 악은 과학의 오

만함이 아니라, 나치(Nazi)의 그것과 유사한, 인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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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April and the Extraordinary World[2]

력에 한 집착과 기가 빚어낸 것이다. 이러한 선언  

이야기는 타스틱한 모험의 세계로 촘촘하게 구 되면

서 우리의 을 확장시킨다. 무엇보다 이 매력 인 세

계는 화려한 목소리 캐스 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라 

비 앙 로즈>(2007)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마

리옹 꼬띠아르, 랑스 최고 권 의 세자르 신인상 마크 

앙드  그롱당, 역시 세자르와 베를린 화제에서 남우주

연상을 수상한 장 로슈포르와 같은 배우들이 이 이야기

를 만들었다.[1] 1941년 랑스, 나폴 옹 5세의 통치 시

기. 강력한 원의 에 지를 개발하기 직 이었던 한 과

학자의 가족이 의문스러운 힘에 의해 납치되고, 그들의 

어린 딸인 에이 릴만 남았다. 10년 후, 에이 릴은 고양

이 다 과 함께 살면서 부모가 남긴 못 다한 연구를 비

스럽게 진행한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 음모의 한 

가운데서 사이보그 쥐와 정부로부터 쫓기게 되고 정부 

요원을 피해 도망 다니던 에이 릴은 20세기 과학자들의 

의문스러운 실종을 해결하기 해 조작된 세계의 험한 

모험에 한 애니메이션이다. 

2.2 수상작
BIAF 2015에 출품된 장단편 작품들과 학생, TV&커

미션드, 온라인 등이 특별상 5개 부문과 본상 12개 부문

으로 나뉘어 총 17개 부문의 작품에 한 시상이 진행

다. 심사 원인 민경조 감독은 " 술성, 역사  스토리, 

작가들의 수  높은 제작기법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으

며, 다니엘 슈지치 자그  국제애니메이션 화제 집행

원장은 “학생 부문은 굉장히 흥미로웠고 모든 작품들

이 훌륭해 심사하기 어려웠다. 좋은 작품을 만나 감사했

다“는 심사평을 했으며, 마크 주셋 로듀서는 “학생, 

문가, 아이들까지 참여한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어서 좋

았고, 화의 깊이와 테크닉이 다양해서 놀랐다”고 호평

했다.[3] 

본상 시상 작품 국가

백일홍 : 미스 호쿠사이 일본

에덴의 끝 오스트리아, 미국

겁쟁이 페달 The Movie 일본

비치 래그 랑스

마왕 스 스

스마트 몽키 랑스

고치 한국

엄마에겐 비 이에요 일본

친구가 되고 싶어요 일본

작은 새, 드미트리의 모험 랑스

그라미의 서커스쇼 시즌 2 한국

원 러스 원 한국

표 1. 애니메이션페스티벌 BIAF 2015 수상내역 

수상작들을 살펴보면 35개국의 다양한 나라의 애니메

이션 작품들 에서 일본작품 4, 랑스 3, 한국 3, 스

스 1, 오스트리아-미국 순으로 나타났다. 상인 <백일

홍: 미스 호쿠사이 Miss Hokusai >는 90분이며 하라 

게이이치 HARA Keiichi 감독의 일본작품이다. 가츠시

카 호쿠사이 일본 아티스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로 그의 작품들은 모네와 드뷔시에게도 감을 

주었다. 그의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도 아래』는 상

징 인 작품으로  세계의 티셔츠와 머그잔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딸이 얼마나 자신의 아버지의 작품에 

기여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것은 거장 호쿠

사이의 딸, 오에이에 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두 개의 

붓과 네 개의 젓가락을 가진 아버지와 딸이다. 우리는 어

디서든 그럭 럭 살아 갈 수 있다”라는 사가 뜻하는 

것처럼 계 이 바뀜에 따라 자유로운 혼을 가진 아주 

거침없고 재능이 많은 여성을 드러내는 생생한 묘사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다.  

<에덴의 끝 Eden's Edge>은 61분으로 게르하르 트

믈, 리오 칼리츠 감독의 오스트리아 작품이다.

스토리텔링을 해 디자인 된 풍경을 아홉 개의 에피

소드를 묶어 만든 화로 이례 인 연출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작품이 보여주는 인생 이야기들의 시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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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유되고 엄 하게 유지된 종합계획에 기 하고 있

다. 우리는 꼼꼼하게 배열된 회색 사막 모래에 몇 가지 

소품으로 꾸며진 미니멀한 풍경을 극부감 샷을 보여

다. 사무실 하나가 캘리포니아 사막에 치해 있고 사연

이 있는 듯 한 풍경과 사무실의 약자는 ‘O.N.L.S.D’로, 

‘LSD에 명백히 취했다.’라는 뜻이 말하듯이 의도한 목표

는 단연 극단 인 애니메이션이다.

<겁쟁이 페달 Yowamushi Pedal the Movie>은 

90min으로 나베시마 오사무, 나가 마 노리히로 

NABESHIMA Osamu, NAGANUMA Norihiro 감독

의 일본작품이다. 격 의 끝, 국체 에서 의 마음을 

싣고 멋지게 종합우승을 쟁취한 소호쿠의 사카미치. 

국체 이 종료한 뒤, 곧 졸업을 맞는 3학년 선배들과 함

께 ‘쿠마모토 불의 나라 산맥 이스’에 출 하게 된다. 

그 소식을 한 하코네 학교도 국체 에서의 설욕을 

하고자 참 을 결정, 

그 에서도 에이스 클라이머 토도가 소호쿠의 마키시

마와의 결을 기 한다. 하지만 마키시마는 국 유학

을 이유로 자 거 경기부를 탈퇴하고, 이 사실에 큰 쇼크

와 압박감을 느끼는 사카미치. 뜨거운 결의를 가슴에 품

고 선수들이 다시 한 번 스타트 라인에 선다! 원작자 와

타나베 와타루. ‘주간 소년 챔피온’에서 연재 이며  

매 수 1,300만 부를 자랑하는 『겁쟁이 페달』의 작가

이며 본 작품은 그의 첫 오리지  장편 시나리오로 만들

어진 애니메이션이다.

<비치 래그 l Beach Flags>는 13분 39 이며 사라 

세단 Sarah SAIDAN 감독의 랑스작품이다. 비다는 

은 이란인 인명구조원으로 에서 인기가 많은 그녀는 

호주에 있는 국제경기에 참가하기 해 싸우기를 단단히 

결심한다. 하지만 그녀만큼 빠르고 재능이 있는 사 가 

에 들어오자, 비다는 기 하지 않은 상황을 묘사한 애

니메이션이다.  

<마왕 Erlking>은 5분 30 이며 조지 슈비츠게벨 

Georges SCHWIZGEBEL 감독의 스 스작품이다.  아

버지와 아들이 숲을 통과하며 달리고 있다. 아  아이는 

그가 마왕을 보았다고 생각한다. 소년은 마왕이 매력

이라고 느 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괴테의 시 『마왕』

과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음악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이다. 

<스마트 몽키 Smart Monkey>는 17분 54 이며   

콜라스 워 스키, 술뤼스(빈센트 로노드) 

Nicolas PAWLOWSKI, Winshluss (Vincent 

PARONNAUD) 감독의 랑스 작품이다. 약한 자가 큰 

짐승으로 부터 살아남기 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오래 

된 이야기이다. 이 구석기의 정 에서 장난기 많은 작은 

원숭이는 험한 포식자를 마주하게 된다. 에필로그는 

한 세기 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로 문명은 선의 에 세워

지지 않았다는 을 상기시키는 애니메이션이다. 

<고치 Cocoon>는 12분 22 이며 여은아 YEO 

Eun-a 감독의 한국작품이다. 미나는 병든 엄마와 함께 

오래된 아 트에서 살고 있다. 고치로 변하 는 병에 걸려 

괴물이 되어 버린 엄마. 미나는 힘겹게 간병하지만 엄마

의 병세는 갈수록 심각해져 그녀의 생사를 해오는 

상황에서 남자친구 철구가 수상함을 느끼고 그녀의 집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애니메이션이다.

<엄마에겐 비 이에요 Don’t Tell Mom>은 3분 18

이며 가부키 사와코 KABUKI Sawako 감독의 일본작

품이다. 야간 수업 화는 아이들의 감정과 표 력을 향

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빅 라더와 함께 노래하고 운

동하면서 언어와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도와주기 

해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다.

<친구가 되고 싶어요 I  Wanna Be Your Friend> 

는 4분 7 이며 오가와 이쿠 OGAWA Iku 감독의 일본

작품이다. 친구가 되는 법을 모르는 주인공. 그에게는 친

구가 필요하다. 과연 그는 진정한 친구를 찾을 수 있을

까? 라는 물음을 던지는 애니메이션이다.

<작은 새, 드미트리의 모험 Dimitri in Ubuyu>은 27

분 18 이며 아그네스 르크뢰 Agnès LECREUX 감독

의 랑스 작품이다. 디미트리는 북유럽에서 온 작은 새

로 아 리카의 우부유평원에 도착한다. 매일 그는 그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배우고 놀랄 만한 일들이 가득

한 세상을 발견한다. 우부유에서는 다르다는 것이 장

이고 그는 이런 장 을 기린 마 바, 얼룩말 오코 그리고 

미어캣 필 리와 나 는 애니메이션이다.

<그라미의 서커스쇼 시즌 2 Grami’s Circus Show 

Season 2>는 9분 54 이며 신창환 SHIN 

Chang-hwan 감독의 한국 작품이다. 공연뿐 아니라 훈

련부터 먹고 자는 것까지도 모든게 서커스인 최고 몸 개

그 군단의 기상천외한 그라미의 서커스 쇼! 드디어 그들

이 세계 유랑을 떠난다! 객을 해서라면 어떤 모험도 

감수하는 애니메이션이다.

<원 러스 원 Buy One, Get One Free >은 10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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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허수  HUH Su-young 감독의 한국작품이다. 

두나는 어느 날 몸이 아  자신을 신해,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출근시킨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백수가 되어버

린 두나. 그녀는 그녀의 고양이를 향한 복수를 결심하는 

소재의 애니메이션이다.[1]

3. 글로벌 영화제와의 교류 사례
3.1 2015년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수상작
2015년 안시국제애니메이션 화제 수상작은 애니메이

션의 지 과 재의 흐름을 보여주는 단편 7편이 선정되

었다. 스타일상으로도 실험, 페이퍼 컷, 퍼펫,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기법으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제 

작된 재기발랄하면서도 독특한 개성이 가득한 작품을 안

시국제애니메이션 화제 제공으로 BIAF2015에서 소개

하 다. 

<아이샌드 Isand Estonia>는 18분이며 리호 운트 

Riho UNT 감독의 에스토니아 작품이다. 포피는 강아지

이고 후후는 원숭이로 집에 돌아오지 않은 그들의 주인

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은 서로 매우 다르지만 함께 살아

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진실이다. 진실은 꿈보다 

더 비 실 이고 사실보다 더 끔 한 것을 다룬 애니메

이션이다.

<월드 오  투모로우  World of Tomorrow>는 16분 

30 이며 돈 헤르츠펠트 Don HERTZFELDT 감독의 

미국 작품이다. 어린 소녀가 가까운 미래로 환상 인 여

행을 떠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에드몬드 Edmond>는 9분이며 니나 간츠 Nina 

GANTZ 감독의 국작품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는 에드몬드의 충동은 

매우 강하다. 그는 호숫가에 홀로 서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과거로 여행을 떠나서 그의 욕망의 

근원을 찾기 해 요한 순간을 다시 찾아가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마이 드  My Dad>은 5분 50 이며 마커스 아르

미타지 Marcus ARMITAGE 감독의 국작품이다. 어

린 소년의 인생에 미치는 아버지의 향을 묘사한 작품

이다. 아버지의 비 인 캐릭터와 소년에 한 사랑의 

결합은 독이며 기회와 경험의 세계에서 폭로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기다 Guida>는 11분 2 이며 로사나 우르베스 

Rosana URBES 감독의 라질작품이다. 법정 문서 기

록 보  담당자로 30년째 일 하고 있는 기다는 어느 날 

신문에서 드로잉 수업 회 원을 모집하는 고를 보게 된

다. 그녀는 자신의 따분한 일상을 바꾸기로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리좀  Rhizome> 11분 55 이며 보리스 라베 Boris 

LABBÉ 감독의 랑스작품이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한 움직임의 조합에서 서로 소통하고, 재건될 때, 무한

로 작은 것부터 무한 로 큰 것 까지, 이 우주의 모든 것

은 하게 연 되어 있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마이나르스키 데스 러  Mynarski Chute 

Mortelle>은 7분 45 이며 매튜 랜킨 Matthew 

RANKIN 감독의 캐나다 작품이다. 제 2차 세계 의 

불행한 웅인 니페그의 앤 드류 미나스키

(1916-1944)의 마지막 순간에 한 서사시이다. 임

에 직  손으로 그린 21,000장의 35mm 필름 임으

로 구성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3.2 컨템포러리 크로아티아 애니메이션
통 으로 애니메이션 통의 미학을 이끌어온 동유

럽 국가  자그 국제 애니메이션 화제를 개최하는 

크로아티아의 표 애니메이션 8편을 선정하 다. 

<그래서 그는 집에 돌아갔다 The Inspector 

Returned Home>는 11분 11 이며 바트로슬라  미미

카 Vatroslav MIMICA 감독 작품이다. 한 감독 이 

험한 것을 피해 거리를 걷고 있다. 집에 도착한 그는 그

의 발을 씻고 신문을 읽는다. 갑자기 그는 자신의 지문 

 하나가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이제 그 

흔 에 몰래 근하려 한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텁 텁  Tup Tup>은 9분 24 이며 네델리코 드라직 

Nedeljko DRAGIC 감독 작품이다. 신문을 읽는 동안에 

나는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난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

날까? 이것이 이 화의 주제이다. 소음에 의해 끊임없

이 공격받은 차분한 사람은 험하게 변한다. 그는 모두 

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리바이어던  Leviathan Croatia>은 14분 39 이며 

시몬 보고제빅 나라드 Simon Bogojevic NARATH 감

독 작품이다. 토마스 홉스가 1651년에 발표한 정치 철학 

논문을 크로아티아 출신의 사이먼 보고제빅 나라드 감독 

이 시각 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장엄한 3D 애니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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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이다. 

<사티마니아  Satiemania>는 13분 37  츠덴코 가슈

로비츠 Zdenko GASPAROVIC 감독 작품이다. 도

시의 동물상, 슈퍼마켓의 정 , 아수라장 속의 매춘부와 

술집, 안개 속 술집들, 교수 에 매달 린 남자의 흔들림, 

잔잔한 물결. 이 모든 것이 에 릭 사티의 때론 순수하고 

서정 인 음악과 함께 풍자 으로 나타낸 애니메이션이

다.

<헝거 Hunger>는 6분 7 이며 페트라 츠로노가 

Petra ZLONOGA 감독 작품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갈망한다. 씨앗은 빛을 갈망 하고, 새는 나는 것을 갈망

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 을 만지는 것을 갈망한다. 갈망

의 씨앗은 자라서 우리를 충족시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이다.

<히피 퓨처 New Hippy Future>는 4분 9 이며 달

리보르 바릭 Dalibor BARIC 감독 작품이다. 실주

의 이고 환각 인 분 기에서, 이 화 는 삶과 자유 그

리고 경계를 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루고 있는 애니

메이션이다.

<감시자들 Transparency>은 6분 19 이며 다니엘 

슈지치 Daniel ŠULJIC 감독 작품이다. 스캐 와 감시시

스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소셜 네트

워크와 신용카드를 장난스럽게 사용하는 동안, 인들

은 자발 으로 자 신들의 라이버시를 잃어버린다. 품

 있는 시민은 숨길 것이 없고 범죄자들만이 숨길 것이 

있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다. 

<슈로갓 Surogat>은 9분 25 이며 듀상 뷰코틱 

Dusan VUKOTIC 감독 작품이다. 해변에서 마음 로 

부풀려지는 물체를 사용하는 남자에 한 짧은 이야기의 

애니메이션이다.[1] 

3. 결론 
‘꿈, 모험, 자유 그리고 도 !’이라는 슬로건 아래 ‘애니

원(Ani+One)’을 주제로 마련된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

스티벌(BIAF2015)은 세계 애니메이션을 소개하고 그 

흐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었다. 한 기

존 <부천국제학생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서 일반 경쟁

부문으로 확 해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로 타

이틀을 변경하고 35개국 총 160편의 장편, 단편, 학생, 

TV&커미션드, 온라인으로 구성된 국제경쟁부문과 

Feature Perspective(피쳐 퍼스펙티 ), 특별 , BIAF

키즈 섹션의 청작 그리고 마스터클래스와 아시아애니

메이션포럼, 애니페어, 시, BIAF Play zone 등 다양한 

부 행사를 진행, 기존의 페스티벌 역을 넓  객들

의 큰 호평을 받았으며 어린이 객부터 성인 객 모두

를 아우르는 등 애니메이션 팬의 변확 를 이루었

다.[4]  세계 으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고, 한 도시에서 일정기간 동안 많은 애니메

이션이 상 되고 있다. 이는 애니메이션이 유도해내는 

꿈같은 매력을 축제로 다함께 향유하고 즐기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작품 속으로 깊이 들어가 의미를 살

펴본다면  사회에 던지는 철학  의미의 진정성을 

내재하는 문화콘텐츠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보다 더 많은 국제 교류를 통해 문화  교

류가 이루어진다면  세계 인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 

애니메이션도 극 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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