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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CA FILM AND VIDEO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영화관
MMCA 
FILM AND VIDEO 

S w e d i S h

F a m i l y  

F i l m

S p e c i a l 

S c r e e n i n g S

꿈
꾸는

 영화 CINE–MAGIC

스 웨 덴  가 족 영 화  특 별 전

2014.07.23
       –  08.24



Event            July 23 2014(Wed) –  August 24 2014(Sun)
Venue           MMCA Seoul Theatre
Host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Sponsors    Embassy of Sweden in Seoul, Swedish Film Institute
Admission    Only visitors with the admission ticket to exhibitions are permitted for 
      entry after getting the theatre ticket
Screening Schedule Wednesday – Sunday
      * MMCA Seoul is open 10:00-21:00 daily from 29th July to 31st August
          (from Wednesday to Saturday)

기간      2014년 7월 23일(수) – 8월 24일(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영화관
주최      국립현대미술관
후원     주한스웨덴대사관, 스웨덴영화재단
관람      무료 (당일 미술관 관람권 소지자에 한하여 선착순 입장)
상영시간    수요일 – 일요일
      * 7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미술관 개장시간이 화요일, 일요일은 오후 6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밤 9시까지로  연장됩니다.

MMCA FILM AND VIDEO
'꿈꾸는 영화'

<스웨덴가족영화특별전>

후원  

주최       

스웨덴영화재단주한스웨덴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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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ian Metz’s comment about film as a daydream is
based on his view of fictional world as an expanded 
expression of unconscious desire. The narrative of 
old myths, which a hero leaves home, overcomes 
adversities, and then returns to home, still mesmerizes 
audience as a midsummer night’s dream. A film also 
can make audience dream and remind them of a piece 
of their long-forgotten memory. MMCA Film and Video 
introduces its first program of Cine-Magic section with 
Swedish family films.

Sweden has produced many movies that display 
the growth and value of the family based on morality 
for humanity and harmonious relationships.
Many of these movies achieved both high popularity 
and artistic quality,just as the novels of Mark Twain 
have higher value than stories of growth and 
adventures, and the movies of Charlie Chaplin and 
Buster Keatongo beyond popular comedy films. 
From Fanny and Alexanderby Ingmar Berman in 1982 
to Swedish Meatballsby Johan Hagelbäck in 2011, 
we can meet Swedish family films in various genres. 
In Korea, where family films are so rarely produced 
that a Disney animation attracts10million audiences, 
today’s Swedish family films can give a good 
impression to Korean filmmakers.

영화적 세계가 백일몽과 같다고 크리스티앙 메츠Christian 
Metz가 말했을 때에는 허구성 자체가 무의식적 욕망의 
확장된 표현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집을 떠나 역경을 
극복하고 귀환하는 오래된 신화의 서사는 한여름 밤의 
꿈처럼 여전히 관객을 최면에 걸리게 한다. 관객들은 
영화 속에서 꿈을 꾸고, 잊어버린 아득한 기억의 저편을 
되살리기도 한다. MMCA Film and Video는 '꿈꾸는 영화' 
섹션의 첫 번째 문을 스웨덴가족영화와 함께 연다.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따스한 인간애,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성장영화 
또는 가족영화를 많이 제작해오고 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이 단순히 성장소설이나 모험물에 
머물지 않고, 찰리 채플린이나 버스터 키튼의 영화가 
대중적 코미디에 머물지 않는 것처럼 예술성을 겸비한 
가족영화를 우리는 스웨덴영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잉마르 베리만(Ingmar Bergman)의 <화니와 
알렉산더 Fanny and Alexander>(1982)부터 요한 
하겔벡(Johan Hagelbäck)의 <스웨덴 미트볼Swedish 
Meatballs>(2011)까지 다양한 장르의 가족영화를 우린 
스웨덴영화에서 접할 수 있다. 특히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이 
천만 관객을 모우는 일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가족영화라 불릴 수 있는 영화제작이 드문 한국영화의 
현실에선 스웨덴가족영화의 현재를 살펴보는 일은 
국내 영화인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고 본다. 

MMCA FILM AND VIDEO
'CINE-MAGIC'

<SWEDISH FAMILY FILM SPECIAL SCREENINGS>

프로그램 소개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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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영화관

7.23  수 Wed

7.24  목 Thu

7.25  금 Fri

7.26  토 Sat

7.27  일 Sun

7.30  수 Wed

7.31  목 Thu

6:00

1:30

1:30

3:30

6:30

3:30

3:30

6:30

1:30

6:00

1:30

* 

3:30

3:00

1:00

4:00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and take care of each other
개막작 Opening Film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and take care of each other

상영후 옌스 회그렌 감독과의 <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Artist talk (Jens Sjögren) after the screening

96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96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2  l  SHORTS PROGRAM 2
35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3  l  SHORTS PROGRAM 3
43min  l  15세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3  l  SHORTS PROGRAM 3
43min  l  15세  l 국문(K),영문(E)

80min  l  12세  l  국문(K), 영문(E)

단편모음 3  l  SHORTS PROGRAM 3
43min  l  15세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2  l  SHORTS PROGRAM 2
35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102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3  l SHORTS PROGRAM 3
43min  l  15세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3  l  SHORTS PROGRAM 3
43min  l  15세  l 국문(K),영문(E)

99min  l  7세  l  국문(K),영문(E)

102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122min  l  18세  l  국문(K)

80min  l  12세  l  국문(K),영문(E)

아스트리드 Astrid

점심식사 Eating Lunch

반항아들 Unruly 

동그라미 소녀 I am Round

작은 영웅들 Heroes 

장난꾸러기 칼레아저씨 Kalle Kran 

우리가 최고야 We are the Best!

아스트리드 Astrid

점심식사 Eating Lunch

반항아들 Unruly 

아스트리드 Astrid  

점심식사 Eating Lunch

반항아들 Unruly 

사랑과 레몬 Love and Lemons

우리가 최고야 We are the Best!

라이프 오브 시몬 Simon and the Oaks

브로큰 힐 블루스 Broken Hill Blues

상영시간표 

동그라미 소녀 I am Round

작은 영웅들 Heroes 

장난꾸러기 칼레아저씨 Kalle Kran 

아스트리드 Astrid

점심식사 Eating Lunch

반항아들 Unruly 

아스트리드 Astrid

점심식사 Eating Lunch

반항아들 Unruly 

브로큰 힐 블루스 Broken Hill Blues

러닝타임  l  등급  l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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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 소녀 I am Round

작은 영웅들 Heroes 

장난꾸러기 칼레아저씨 Kalle Kran 

동그라미 소녀 I am Round

작은 영웅들 Heroes 

장난꾸러기 칼레아저씨 Kalle Kran 

단편모음 2  l  SHORTS PROGRAM 2
35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2  l  SHORTS PROGRAM 2
35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1:30

3:00 102min  l  전체  l  국문(K),영문(E)우리가 최고야 We are the Best!

8.1  금 Fri

8.2  토 Sat

8.3  일 Sun

7:00

1:30

3:30

7:00

3:00 라이프 오브 시몬 Simon and the Oaks

브로큰 힐 블루스 Broken Hill Blues 80min  l  12세  l  국문(K)

122min  l  18세  l  국문(K)

96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99min  l  7세  l  국문(K),영문(E)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and take care of each other

사랑과 레몬 Love and Lemons

SCREENING SCHEDULE

8.6  수 Wed

8.7  목 Thu

8.8  금 Fri

1:30

1:30

1:00

4:30

6:30

2:30

2:30

3:30

6:00

단편모음 3  l  SHORTS PROGRAM 3
43min  l  15세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2  l  SHORTS PROGRAM 2
35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3  l  SHORTS PROGRAM 3
43min  l  15세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3  l  SHORTS PROGRAM 3
43min  l  15세  l 국문(K),영문(E)

122min  l  18세  l  국문(K)

단편모음 1  l  SHORTS PROGRAM 1
64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102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80min  l  12세  l  국문(K),영문(E)

122min  l  18세  l  국문(K)

브로큰 힐 블루스 Broken Hill Blues

라이프 오브 시몬 Simon and the Oaks

아스트리드 Astrid

점심식사 Eating Lunch

반항아들 Unruly 

동그라미 소녀 I am Round

작은 영웅들 Heroes 

장난꾸러기 칼레아저씨 Kalle Kran 

아스트리드 Astrid

점심식사 Eating Lunch

반항아들 Unruly 

아스트리드 Astrid

점심식사 Eating Lunch

반항아들 Unruly 

라이프 오브 시몬 Simon and the Oaks

동물친구들 Animal Friends 

아스톤의 선물 Aston's Presents 

스웨덴 미트볼 The Swedish Meatballs 

트럭과 미트볼 Truck and Meatballs 

내 친구 부우 Booo

우리가 최고야 We are the Best!

Duration  l  Rating  l  Subtitle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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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영화관

8.9  토 Sat

8.10  일 Sun

3:00

1:30

1:30

7:00

동그라미 소녀 I am Round

작은 영웅들 Heroes 

장난꾸러기 칼레아저씨 Kalle Kran 

단편모음 2  l  SHORTS PROGRAM 2
35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1  l  SHORTS PROGRAM 1
64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1  l  SHORTS PROGRAM 1
64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99min  l  7세  l  국문(K),영문(E)

동물친구들 Animal Friends 

아스톤의 선물 Aston's Presents 

스웨덴 미트볼 The Swedish Meatballs 

트럭과 미트볼 Truck and Meatballs 

내 친구 부우 Booo

동물친구들 Animal Friends 

아스톤의 선물 Aston's Presents 

스웨덴 미트볼 The Swedish Meatballs 

트럭과 미트볼 Truck and Meatballs 

내 친구 부우 Booo

사랑과 레몬 Love and Lemons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and take care of each other 96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2:30 단편모음 2  l  SHORTS PROGRAM 2
35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동그라미 소녀 I am Round

작은 영웅들 Heroes 

장난꾸러기 칼레아저씨 Kalle Kran 

8.16  토 Sat

4:00

7:00

1:00 동물친구들 Animal Friends 

아스톤의 선물 Aston's Presents 

스웨덴 미트볼 The Swedish Meatballs 

트럭과 미트볼 Truck and Meatballs 

내 친구 부우 Booo

아스트리드 Astrid

점심식사 Eating Lunch

반항아들 Unruly 

단편모음 3  l  SHORTS PROGRAM 3
43min  l  15세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1  l  SHORTS PROGRAM 1
64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8.13  수 Wed

8.14  목 Thu

8.15  금 Fri

1:30

3:00

1:00

3:30

3:30

7:00

6:30

3:00

6:30

단편모음 3  l  SHORTS PROGRAM 3
43min  l  15세  l 국문(K),영문(E)

99min  l  7세  l  국문(K),영문(E)

96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99min  l  7세  l  국문(K),영문(E)

96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96min  l  15세  l  국문(K)

122min  l  18세  l  국문(K)

80min  l  12세  l  국문(K),영문(E)

122min  l  18세  l  국문(K)

사랑과 레몬 Love and Lemons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and take care of each other

Upstream Color 
2014 국제현대미술특별기획전
 <매트릭스:수학-순수에의 동경과 심연> 특별상영작

라이프 오브 시몬 Simon and the Oaks

브로큰 힐 블루스 Broken Hill Blues

라이프 오브 시몬 Simon and the Oaks

아스트리드 Astrid

점심식사 Eating Lunch

반항아들 Unruly 

사랑과 레몬 Love and Lemons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and take care of each other

러닝타임  l  등급  l  자막



05

MMCA FILM AND VIDEO

8.17  일 Sun 1:00

3:30

80min  l  12세  l  국문(K),영문(E)

102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브로큰 힐 블루스 Broken Hill Blues

우리가 최고야 We are the Best!

8.20  수 Wed

8.21  목 Thu

8.22  금 Fri

8.23  토 Sat

8.24  일 Sun

1:30

3:00

3:30

1:30

1:30

3:30

6:30

6:30

7:00

3:30

3:30

7:00

단편모음 1  l  SHORTS PROGRAM 1
64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1  l  SHORTS PROGRAM 1
64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99min  l  7세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1  l  SHORTS PROGRAM 1
64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1  l  SHORTS PROGRAM 1
64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단편모음 2  l  SHORTS PROGRAM 2
35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99min  l  7세  l  국문(K),영문(E)

122min  l  18세  l  국문(K)

102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96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102min  l  전체  l  국문(K),영문(E)

80min  l  12세  l  국문(K)

동그라미 소녀 I am Round

작은 영웅들 Heroes 

장난꾸러기 칼레아저씨 Kalle Kran 

사랑과 레몬 Love and Lemons

라이프 오브 시몬 Simon and the Oaks

우리가 최고야 We are the Best!

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and take care of each other

우리가 최고야 We are the Best!

브로큰 힐 블루스 Broken Hill Blues

동물친구들 Animal Friends 

아스톤의 선물 Aston's Presents 

스웨덴 미트볼 The Swedish Meatballs 

트럭과 미트볼 Truck and Meatballs 

내 친구 부우 Booo

동물친구들 Animal Friends 

아스톤의 선물 Aston's Presents 

스웨덴 미트볼 The Swedish Meatballs 

트럭과 미트볼 Truck and Meatballs 

내 친구 부우 Booo

사랑과 레몬 Love and Lemons

동물친구들 Animal Friends 

아스톤의 선물 Aston's Presents 

스웨덴 미트볼 The Swedish Meatballs 

트럭과 미트볼 Truck and Meatballs 

내 친구 부우 Booo

동물친구들 Animal Friends 

아스톤의 선물 Aston's Presents 

스웨덴 미트볼 The Swedish Meatballs 

트럭과 미트볼 Truck and Meatballs 

내 친구 부우 Booo

Duration  l  Rating  l  Subtitle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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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을 빕니다 
GOOD LUCK AND TAKE CARE OF EACH OTHER

알바는 가상의 기억을 만들어가면서 자신의 죄책감을 
감추려는 노령의 연금수령자이다. 우연히 사회성이 
부족하고 고집이 센 십대 소녀 미리암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친구가 된다. 낙담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대중적 예술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우정은 깊어간다. 자신을 찾기 위한 어떤 정점의 
순간 그들은 위기를 만난다. 

옌스 회그렌
옌스 회그렌은 <격주 Every Other Week>(2006), 
<어른스러운 행동 Adult Behavior>(1999)에서 
배우로 출연한 후 <행운을 빕니다>를 만들었다. 
요리사로 일했던 그는 요식업계의 경쟁적 분위기에 
염증을 느껴 일을 그만두고 광고영상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TV호스트로 일하면서 오로지 
로맨틱슬로우댄스곡만 틀어주는 스톡홀름의 거대한 
클럽에서 호스트로 일하기도 했다. <행운을 빕니다>는 
부조리한 삶을 반영하는 코미디이지만 그는 영화 속 
인물들을 조롱하지 않는다. 라디오서비스를 위해 
그가 만든 광고(깐느 광고페스티벌에서 동사자상을 
수상)처럼 그들의 따뜻한 감성과 인간미를 
보여주는데 주력한다. 

Alvar is a pensioner who hides his guilt by 
"constructing" fictitious memoirs. By chance he meets 
Miriam, a socially tone deaf and obstinate teenager, 
and they become friends. Their friendship deepens 
when they begin to inspire downhearted people with 
public art, and comes to a head when they themselves 
have to blossom.

Jens Sjögren
Jens Sjögren is an actor and director, known for 
Varannan vecka (2006), Vuxna människor (1999) and 
Lycka till och ta hand om varandra (2012). 
Jens used to work as a chef but got tired of the 
competitive attitude in the kitchen and instead turned 
his attention to directing commercials. He has worked 
as a TV-host, is an avid hunter and hosts an immensely 
popular club in Stockholm playing only romantic slow 
dance songs.
Through his own brand of comedy, Jens highlights 
the absurdities of life. But he doesn’t mock his cast 
of characters some would see as strange; instead 
he showcases their warmth and humanity, seen for 
example in his Cannes Bronze Lion winning spot for 
Radiotjänsten.

스웨덴(SWEDEN)  l  2012  l  96MIN
DCP  l  COLOR  l  전체 관람가(ALLOWED FOR ALL)

개막작 
OPENING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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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최고야
WE ARE THE BEST!

1982년 스톡홀름. 보보, 클라라, 헤드빅에 관한 영화. 
거리를 배회하는 당돌하지만 연약하고, 혼란스럽고 이상해 
보이는 이 13세 소녀들은 일찌감치 자립심을 키워왔다.
한 소녀는 어머니가 술집에서 노닥거릴 때 혼자서 
피시핑거를 토스터에 구워 먹는다. 
소녀들은 악기도 없이 펑크 음악을 시작한다. 
모두가 펑크음악은 죽었다고 말하는 때에.

루카스 무디손
루카스 모디손은 다섯 편의 장편 <쇼우 미 러브 Fucking 
Åmål> (1998), <동거 Together>(2000), <천상의 
릴리아 Lilya 4-Ever>(2002), <상처 A Hole In My Heart> 
(2004), <컨테이너 Container>(2006)을 연출했다. 
그의 작품들은 평단의 호평을 받았고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개봉되었다. 스웨덴 TV드라마 시리즈 수상작인 
<새로운 나라 The New Country>(2000)와 다큐멘터리 
<테러리스트 Terrorists>(2003)의 공동작가이며 
여러 편의 시집과 소설을 발표했다.

Stockholm 1982. A film about Bobo, Klara and Hedvig. 
Three 13-year old girls who roam the streets. Who are 
brave and tough and strong and weak and confused 
and weird. Who have to take care of themselves way 
too early. Who heat fish fingers in the toaster when 
mom is at the pub. Who start a punk band without any 
instruments, even though everybody says that punk is 
dead.

Lukas Moodysson
Lukas Moodysson has previously directed five feature 
films; Fucking Åmål (1998), Together (2000), 
Lilya 4-Ever (2002), A Hole In My Heart (2004) and 
Container (2006). Moodysson´s films have been 
critically acclaimed and received theatrical distribution 
in most territories worldwide. Lukas Moodysson was 
also co-writer of the award-winning Swedish TV series 
The New Country (2000) and co-director (with Stefan 
Jarl) of the documentary Terrorists (2003). He has also 
published several books of poetry and a novel. 

스웨덴(SWEDEN)  l  2013  l  102MIN
DCP  l  COLOR  l  전체 관람가(ALLOWED FOR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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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레몬>은 사랑, 우정, 꿈을 좇는 용기에 관한 
로맨틱코미디다. 좋은 직장, 자신을 사랑해주는 연인, 항상 
곁에 있어주는 절친까지 있는 아그네스의 평온한 삶에 
변화가 찾아온다. 직장에서 해고되고 남자친구에게서마저 
버림받은 그녀에게 친구들이 동업을 제안한다. 
친구들과 함께 식당 운영에 참여하게 된 그녀는 우연히 
만난 이웃집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모든 일이 
힘들게 꼬여만 간다.

테레사 파빅
2001년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한 단편 영화<마지막 
왈츠The Last Waltz>로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하였다. 
2004년에 개봉된 첫 장편 <케첩효과 The Ketchup 
Effect>로 스웨덴에서 30만 관객을 동원했다. 이 작품은 
노르웨이 아만다어워즈에서 베스트 노르딕 신인감독상, 
카날 플러스 어워즈, 예테보리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을 
비롯해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2009년 가을에 
개봉한 두 번째 장편<마야 주연 Starring Maja>은 
로마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되었다.

Love and Lemons is a romantic comedy about love, 
friendship and the courage to follow your dreams. 
Agnes is a chef with a good job, a boyfriend who loves 
her and a best friend who is always there for her. One 
day she is both fired and dumped by her boyfriend 
and has nothing to do when a friend asks her to be part 
owner in and open up a new restaurant. At the same 
time she falls in love with the one person who cannot 
know who she really is.

Teresa Fabik 
In 2001, she wrote and directed the short film 
En sista vals/The Last Waltz that received a number of 
awards at various film festivals. In 2004, Teresa’s 
first feature film, Hip Hip Hora!/The Ketchup Effect 
premiered in Sweden and was seen by over 300 000 
moviegoers. The film also received a number of awards, 
including Norway’s Amanda Award for Best Nordic Film 
Debut, the Canal + Award, and the Nordic Debutant 
Award at the Göteborg Film Festival. Prinsessa/Starring 
Maja, Teresa’s second feature, was released in the fall 
of 2009 and had its international premiere at the Rom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사랑과 레몬 
LOVE AND LEMONS 

스웨덴(SWEDEN)  l  2013  l  99MIN
DCP  l  COLOR  l  7세 이상(ALLOWED FROM AG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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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큰 힐 블루스 
BROKEN HILL BLUES 

스웨덴 북부 탄광 부근의 작은 공동체. 추운 겨울부터 
신록의 여름까지 몇 명의 십대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위해 
자기 자신과 그들 주변 세계에 맞서 싸우며 삶과 사랑, 
꿈에 대해 배운다. 한편 마을은 탄광 폭발로 인해 
이주해야만 하는 변화의 시기에 놓인다.

소피아 노를린
스톡홀름과 파리의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한 후 파리에서 
수년간 영화와 연극 일에 종사했다. 2005년에 프랑스에서 
만든 단편영화 <더 커런츠 The Currents>로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온유 The Tenderness>는 
그녀의 첫 번째 장편이다.

In Northern Sweden, a small community built around a 
mine. From the winter cold to summer greenery, some 
teenagers, about to take the leap in the adultage, fight 
with themselves and the world around them, learning 
to live, love and dream – while the city also is in a 
time of change, forced to move due to the explosions 
mining the ground.

Sofia Norlin
Sofia Norlin born in 1974, is a Swedish Director with 
a master education in film from the universities in 
Stockholm and Paris. She has been working with film 
and theatre for many years in Paris. 
In 2005 she directed the French short film The Currents 
that was awarded at several international festivals. 
The Tenderness is her feature film debut.
  

스웨덴(SWEDEN)  l  2013  l  80MIN
DCP  l  COLOR  l  12세 이상(ALLOWED FROM AG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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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오브 시몬 
SIMON AND THE OAKS 

갈색머리에 독서를 좋아하는 작은 소년 시몬은 
스웨덴의 목가적인 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다. 
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유럽을 덮고 있던 때이다. 
사랑이 충만하고 자존심이 강한 노동자 가정 안에서 
자라면서 시몬은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는다.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애쓴다. 이 영화는 마리안느 
프레드릭손의 동명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한 작품이다.

리사 올린
뉴욕대학에서 예술학 석사를 마친 후 그녀는 TV드라마, 
광고, 단편영화 등을 연출했다. 장편 <테너를 기다리며 
Waiting for the Tenor>(1998), 로맨틱코미디 <임시 
아내를 찾습니다 Seeking Temporary Wife>(2003), 
<섹스, 희망 그리고 사랑 Sex, Hope & Love>(2005)으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Simon, a small, dark-haired and bookish young 
boy, enjoys an idyllic rural childhood in Sweden, as 
the shadow of World War II descends over Europe. 
Although raised by loving and principled working class 
parents, he feels that he is different. When he finds 
out that he is adopted, he starts a search for his true 
self. Simon and the Oaks is based on renown author 
Marianne Fredriksson´s best seller with the same title.
 
Lisa Ohlin
Lisa Ohlin was educated in New York and has a Masters 
of Art in Film from New York University. She has 
directed TV dramas, commercials, short films and the 
critically acclaimed feature film Waiting for the Tenor 
(1998), the romantic comedy Seeking Temporary Wife 
(2003), Sex, Hope & Love (2005). Her most recent film 
is Simon and the Oaks (2011).

스웨덴(SWEDEN), 노르웨이(NORWAY), 덴마크(DENMARK), 독일(GERMANY), 네덜란드(NETHERLANDS)  l  2011  l  122MIN
DCP  l  COLOR  l  18세 이상(ALLOWED FROM AG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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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친구들 
ANIMAL FRIENDS 

숲 속에선 떠나는 갈망, 무언가에 대한 갈망을 이야기한다. 
떠나고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에 대해. 혹은 라게의 
경우처럼 사람들에게 올빼미처럼 나는 법을 가르친다. 
영화는 같은 테마로 연결된 세 파트로 구성된다. 
주인공들은 독자적인 길을 고집한다.

에바 린드스트룀
에바 린드스트룀은 국립예술디자인대학을 졸업한 후
애니메이션 작가이자 연출가, 아동도서의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일하고 있다.

In Woods and Fields tells about longing away, longing 
for something else. To leave and then finally find the 
way home again. Or, as in Lage´s case to teach people 
how to fly like owls. The three parts are connected by 
the same theme; the main characters assertion of their 
own way. 

Ewa Lindström
Eva Lindström was born in Västerås. She studied at 
the National Collage of Art and Design and works as 
an animator, author and illustrator of children's books.

스웨덴(SWEDEN)  l  2013  l  36MIN
DCP  l  COLOR  l  ANIMATION  l  전체관람가(ALLOWED FOR ALL)

단편모음 1
SHORTS PROGRAM 1

3세~7세 미취학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FOR CHILDREN BETWEEN 
THE AGE OF 3 TO 7 WHO HAVE 
NOT  YET LEARNT  TO 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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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톤의 선물 
ASTON‘S PRESENT 

초조하게 자신의 생일을 기다리는 아스톤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선물로 포장한다. 
때론 가장 좋은 물건이 곧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건 아니다.

우지 예펜블라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1986년 스웨덴으로 이주하기 
전까진 직업적인 호른 연주자로 일했다. 스웨덴으로 
이주한 초기엔 거리의 악사, 바의 피아니스트, 청소부로 
일했다. 스톡홀름대학에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아동문화를 
연구했고 1988년부터 영화업에 종사했다. 1991년부터 
애니메이션 제작에 참여했는데 처음엔 영화음악 작곡을 
담당했다가 이후 각본과 편집을 맡게 된다. 

로타 예펜블라드
1982년 스톡홀름으로 이주하면서 디자인을 공부한 
로타는 우지 예펜블라드와 결혼해 두 아이를 낳는다. 
1985년부터 애니메이션 작업을 시작했고 다른 작가들과의 
협업을 자주 한다. 우지와의 협업으로 단편 <살구 
Aprocots>(1996), <가시/살구에 둘러싸여 Among the 
Thorns/Apricots>(2005)를 제작했고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일본과 한국에도 출판된 아동도서의 작가이기도 
하다.

In his anxious waiting for his birthday Aston is creating 
packages of anything that gets on his way. Sometimes 
the real present is not the best one.

Uzi Geffenblad
Born in Israel. He worked as a professional horn player 
before moving to Sweden in 1986. The first years in 
Sweden Uzi worked as a street musician, bar pianist and as
a cleaner. He began studying Swedish and later psychology 
and children's culture at the Stockholm University. Since 
1988 he has worked with films and since 1991 mainly in 
animation. Uzi's first work in film was as composer and 
musician and then moved on to screenwriting and editing. 
Eventually he started working as a director/producer. 

Lotta Geffenblad
Born in Lund, Sweden. She moved to Stockholm in 1982 
to study design. Lotta is married to Uzi Geffenblad and 
has two children. Since 1985 she has mainly worked 
with animation, often in collaboration with other artists 
and animators. Her work with Uzi has resulted in the 
shorts Aprikoser (1996) and Bland Tistlar (2005). The 
films have won several international prizes. She has 
made several children's books that have been published 
in, among other countries, Japan and South Korea.

스웨덴(SWEDEN)  l  2012  l  9MIN
DCP  l  ANIMATION  l  전체관람가(ALLOWED FOR ALL) 

단편모음 1
SHORTS PROGRA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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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미트볼이 그의 가족과 함께 세상을 배워나가는 
과정을 단순하고 극적인 형태로 표현한 이 애니메이션은 
인간의 가치와 정서에 관한 중요한 주제를 다룬다.

요한 하겔벡
스톡홀롬에서 태어나 예술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배우고 스톡홀름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한 후 런던과 
암스테르담에서 아트디렉터로 일했다. 70년대부터 
그 자신의 아이디어로 어린이를 위한 단편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단편들은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자신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1992년부터 
요구르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개구리소리를 완벽하게 흉내 낸다.

An animated film for children about a young meatball 
who discovers the world with his family in a simple and 
dramatic form, bringing up important issues about 
human values and emotions.

Johan Hagelbäck
Born in Stockholm. Educated at the School of Art, 
department for graphic design 1964-1968. Studied 
film at the University of Stockholm. Worked as Art 
Director in London and Amsterdam after completed 
studies. Joined GK Film AB in the beginning of the 
70’s where he made some shorts for children based 
on his own original ideas. These shorts won prizes 
internationally. After this he began producing his own 
films. In 1992 Johan Hagelbäck started to paint in 
sour-milk (yougurt). He can also sound like a real frog.

스웨덴 미트볼 
THE SWEDISH MEATBALLS 

스웨덴(SWEDEN)  l  2010  l  7MIN
BLU-RAY  l  COLOR  l  ANIMATION  l  전체관람가(ALLOWED FOR ALL)

단편모음 1
SHORTS PROGRA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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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슬픈 미트볼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 우연성을 
탐색하는 영화. 모습과 색깔이 정말 문제일까? 
어쨌든 가장 재미있는 일은 당신이 함께 즐길 때 일어난다.

요한 하겔벡
스톡홀롬에서 태어나 예술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배우고 스톡홀름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한 후 런던과 
암스테르담에서 아트디렉터로 일했다. 70년대부터 
그 자신의 아이디어로 어린이를 위한 단편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단편들은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자신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1992년부터 
요구르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개구리소리를 완벽하게 흉내 낸다.

This film is about seeking contingency, trying to 
impress and to comfort little sad meatballs. Does 
appearance and colour really matter?
Anyhow, the most fun happens when you're playing 
together.

Johan Hagelbäck
Born in Stockholm. Educated at the School of Art, 
department for graphic design 1964-1968. Studied 
film at the University of Stockholm. Worked as Art 
Director in London and Amsterdam after completed 
studies. Joined GK Film AB in the beginning of the 
70’s where he made some shorts for children based 
on his own original ideas. These shorts won prizes 
internationally. After this he began producing his own 
films. In 1992 Johan Hagelbäck started to paint in 
sour-milk (yougurt). He can also sound like a real frog.

트럭과 미트볼 
TRUCKS AND MEATBALLS 

스웨덴(SWEDEN)  l  2011  l  5MIN
BLU-RAY  l  COLOR  l  ANIMATION  l  전체관람가(ALLOWED FOR ALL)

단편모음 1
SHORTS PROGRA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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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부우 
BOOO 

외롭지만 행복한 부우가 세 명의 위험한 토끼친구를 만난다. 
세 명의 위험한 토끼는 어리석고 대담한 일들을 벌인다. 
부우는 그만의 방식으로 일을 벌인다. 
세 토끼는 그를 비웃는다. 그러나 그들이 개를 만나 
곤경에 처했을 때 부우가 그들을 구한다.

알리샤 비요르크 야보르스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난 알리샤는 건축을 
공부하고 1981년부터 1년간 애니메이션스튜디오에서 
일했다. 1983년 스웨덴으로 이주한 후 1985년부터 
팬필름스튜디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장편애니메이션<멜로니아 여행 The Journey to 
Melonia>(1989)에 애니메이터로 참여했고 이후 여러 
영화에 참여했다. 팬필름스튜디오의 ABC시리즈에서 세 
개의 단편을 연출했다.

The lonely but happy rabbit Booo meets three daring 
rabbit friends. The three daring rabbits make foolish 
things daring. And Booo does it in his own prudent 
way. The three rabbits laugh at him. But when they get 
in trouble with a dog Booo solves it.

Alicja Björk Jaworski
Born in Warsaw, Poland. Studied architecture in 
Warsaw 1975-1979. Studied and worked at an 
animation studio in Warsaw 1981-1982. Moved to 
Sweden in 1983. Started working at PennFilm Studio 
in 1985. Worked as an animator on the feature film 
The Journey to Melonia / Resan till Melonia (1989). 
Since then she has worked as an animator and 
background animator on several projects. Directed 
three shorts in PennFilm Studio's ABC-series.

스웨덴(SWEDEN)  l  2009  l  7MIN
BLU-RAY  l  COLOR  l  ANIMATION  l  전체관람가(ALLOWED FOR ALL)

단편모음 1
SHORTS PROGRA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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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 소녀 
I AM ROUND 

다른 사람들처럼 마틸다는 둥글게 태어난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녀는 네모가 되고 싶지 않다. 
그녀는 성장하면서 네모가 되려고 노력한다. 

마리오 아담손
스웨덴 어머니와 그리스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마리오는 스톡홀름영화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스톡홀름종합예술원에서 영화사운드를 공부했다. 
1999년 메두사프로덕션을 설립하고 그때부터 프리랜서 
사운드디자이너, 동시녹음기사, 작곡가로서 다수의 
장편영화와 다큐멘터리, 단편영화에 참여했다.

Like everyone else Mathilda is born round. 
Unlike everyone else she can´t/won´t become quadratic. 
Once she grows up, she tries to adapt to the quadratic 
standards. But without success. 
One day at her boring work she finally meets Alex.
He is just like she is. Round.

Mario Adamsson
Mario Adamson was born in 1976 in Stockholm. 
His roots are in two cultures, due to his Swedish mother 
and Greek father. He has studied film at Stockholm Film 
School and sound for film at Dramatiska Institutet in 
Stockholm. In 1999 Mario started Medusa Productions 
and has since then worked primarily as a freelance 
sound designer/ field recordist/ composer on a great 
number of features, documentaries and shorts. 

스웨덴(SWEDEN)  l  2011  l  14MIN
BLU-RAY  l  COLOR  l  ANIMATION  l  전체관람가(ALLOWED FOR ALL)

단편모음 2
SHORTS PROGRAM 2

5세 ~12세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FOR CHILDREN BETWEEN 
THE AGE OF 5 T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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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영웅들 
HEROES 

고속도로와 전력선 사이에서 영웅의 이야기는 
스톡홀름 교외의 어느 마구간에서 일어난다. 
두 명의 어린 주인공 리네아와 제니는 
그들 세대의 양식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카롤리나 헬스고르드
L.A의 Cal Arts와 베를린에서 영화연출과 
시나리오를 공부한 카롤리나는 스톡홀름과 베를린에서 
시나리오작가이자 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2006년부터 그녀는 여러 편의 단편영화를 만들었고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 

Caught between freeways and powerlines, the story 
of Heroes takes place in one of Stockholm's suburban 
stables. The two young protagonists, Linnea and Jenny, 
try to come to terms with the new demands of teenage 
life. Their friendship becomes plagued with rivalry and 
competition as they leave the stable world behind.
A film about horses, female friendships and power 
struggles.

Carolina Hellsgård
Works as a writer and director in Stockholm and Berlin. 
Studies in film directing and screenwriting in Berlin 
and at Cal Arts, in Los Angeles. Since 2006 she has 
made several short films which have been shown and 
awarded by numer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스웨덴(SWEDEN)  l  2012  l  15MIN
DCP  l  COLOR  l  전체관람가(ALLOWED FOR ALL)

단편모음 2
SHORTS PROGRAM 2

상영작 정보 INFO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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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꾸러기 칼레아저씨 
KALLE KRAN 

칼레 크란은 높은 빌딩 위에서 크레인을 움직이는 일을 한다.
그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 멋진 크레인을 갖고 있는 
이 멋진 아저씨는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로 잡으려고 한다. 
칼레가 움직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

요한 하겔벡
스톡홀롬에서 태어나 예술학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배우고 스톡홀름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한 후 런던과 
암스테르담에서 아트디렉터로 일했다. 70년대부터 
그 자신의 아이디어로 어린이를 위한 단편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이 단편들은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자신의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이후 1992년부터 
요구르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개구리소리를 완벽하게 흉내 낸다.

Kalle Kran works high above our heads in one of 
those building cranes. He sees almost everything, 
is a really nice guy and has a really strong crane. 
What a wonderful combination. When things are 
wrong, he puts them right. There's no limit to
what Kalle can fix.

Johan Hagelbäck
Born in Stockholm. Educated at the School of Art, 
department for graphic design 1964-1968. Studied 
film at the University of Stockholm. Worked as Art 
Director in London and Amsterdam after completed 
studies. Joined GK Film AB in the beginning of the 
70’s where he made some shorts for children based 
on his own original ideas. These shorts won prizes 
internationally. After this he began producing his own 
films. In 1992 Johan Hagelbäck started to paint in 
sour-milk (yougurt). He can also sound like a real frog.

스웨덴(SWEDEN)  l  2014  l  6MIN
DCP  l  COLOR  l  ANIMATION  l  전체관람가(ALLOWED FOR ALL)

단편모음 2
SHORTS PROGRA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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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리드 
ASTRID 

이제 11살인 아스트리드는 자신의 길을 가려 하지만 
어머니는 그녀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한다. 

피요나 요누지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피요나는 
룬드와 스톡홀름 대학에서 문학과 영화사를 공부했다. 
영화연출학교와 예테보리대학에서 연출공부를 했다. 

11-year-old Astrid wants to do things her way, but her 
mother thinks she's too young. Astrid rebels and slips 
away for an afternoon in town with her friends. High on 
freedom, she ends up out of her depth, and as the day 
draws to a close she has a problem she needs to deal 
with.

Fijona Jonuzi
Born in Sweden to Macedonian-Albanian parents. 
Raised in Eslöv in southern Sweden. Studied, among 
other subjects, literature and film history at the 
universities of Lund and Stockholm. Studied film 
directing at the School of Film Directing, the University 
of Göteborg.

스웨덴(SWEDEN)  l  2012  l  15MIN
BLU-RAY  l  COLOR  l  15세 이상(ALLOWED FROM AGE 15)

단편모음 3
SHORTS PROGRAM 3

15세 이상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FOR TEENAGERS
15~19 YEARS OF AGE

상영작 정보 INFOMATION



20 스웨덴가족영화특별전 SWEDEN FAMILY FILM SPECIAL SCREENINGS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영화관

점심식사 
EATING LUNCH 

15세 클라라와 네명의 소녀, 그리고 같은 나이의 소년들이 
식이장애자들을 위한 센터에서 간호사들의 감독아래 
점심식사를 한다. 이들은 30분 만에 음식을 다 먹어야만 
한다. 

산나 렌켄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태어난 산나는 영화업계에서 
일하기 전에 말뫼와 런던의 극장에서 일하면서 공부했다. 
스톡홀름종합예술원에서 여러 장편영화의 조감독으로 
일한 후에 드라마연구소에서 연출을 공부했다. 
이후 스웨덴공영방송 SVT 두벨리브 TV시리즈의 
단편 <요구르트>를 연출했다.

15-year-old Klara and four girls and boys of the same 
age are to eat lunch under the supervision of nurses at 
a centre for eating disorders. They have just 30 minutes 
to eat up.

Sanna Lenken
Sanna Lenken was born in Gothenburg, Sweden. 
Studied and worked with theatre in London and Malmö 
before starting working with film. After working as 
second and first AD on various feature films she went 
on to study directing at Dramatiska Institutet (2005-

2008). Since then she directed the short Yoghurt as 
well as the TV-series Dubelliv for Sveriges Television 
(SVT).

스웨덴(SWEDEN)  l  2012  l  13MIN
BLU-RAY   l  COLOR  l  15세 이상(ALLOWED FROM AGE 15)

단편모음 3
SHORTS PROGRA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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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항아들 
UNRULY 

1999년 예테보리, 여름 방학의 마지막 날. 
15세 소년 미칸과 그의 친구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돈다. 
어른들로부터 떨어진 세계에서 미칸은 섹스, 사랑, 우정, 
사회적 계급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파니 메텔리우스
파니 메텔리우스는 <트라베뮌 시간표Travemünde 
Trelleborg >(2009)에선 촬영감독으로 참여했고 
<성적인 독백 The Sexual Monologues>(2011)에선 
배우로 출연했다. <반항아들>은 그녀가 직접 각본을 
쓰고 제작, 연출한 작품이다.

Gothenburg 1999. The last days of the summer 
holidays. Thongs, weird drinks and tracksuit bottoms. 
15-year-old Mickan and her friends are out and about 
round the clock. In a world without away from adults, 
Mickan struggles to come to terms with sex, love, 
friendship and social hierarchies. Who's a slut and 
who's a player? Who decides when the game gets 
serious? Who backs you up and who chickens out?

Fanni Metelius
Fanni Metelius is a director and actor, known for 
Banga inte (2011), Travemünde Trelleborg (2009) 
and The Sexual Monologues (2011).

스웨덴(SWEDEN)  l  2011  l  15MIN
BLU-RAY  l  COLOR  l  15세 이상(ALLOWED FROM AGE 15)

단편모음 3
SHORTS PROGRAM 3

상영작 정보 INFO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