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프로그램 소개

합천 수려한영화제의 프로그램은 경쟁부문과
초청부문으로 구분된다.
경쟁부문은 총 1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섹션으로 국내 및 경남지역의 작품들을 공모받아
선정된 영화들을 경쟁작으로 상영한다. 올해
경쟁부문 출품작은 총 925편으로 그 중 총 38편
(국내 29편 / 경남지역 9편)이 본선에 올랐다. 시상
부문은 대상과 우수상 외에 배우상, 관객심사단이
선정하는 관객상 등이 있다.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가 선보이는 초청영화
프로그램은 ‘세계가 주목한 한국 고전영화’이다.
최근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윤여정 배우의
<미나리> 아카데미 수상에 이어 올해 칸
영화제에서도 박찬욱 감독과 송강호 배우가 감독
및 배우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속에서 한국영화의
열기가 몹시 뜨겁다. 바야흐로 한국 컨텐츠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갑자기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한국영화가 지금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한참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선구적인 작품들과 배우들이 있었다. 한국인 최초
제11회 베를린 국제영화제 특별은곰상 수상작인
강대진 감독의 <마부, 1961>,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의 칸 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작인 임권택
감독의 <춘향뎐, 2000>, 그리고 1987년 제44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첫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한국 영화배우의 존재감을 알린
고 강수연 배우의 대표작 <경마장 가는 길> 등이
상영된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에 활동한 한국
여성 영화감독 홍은원 감독의 작품 <여판사>의
필름을 복원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여정을 그린
신수원 감독의 최신작이자 <기생충>의 배우 이정은
주연의 <오마주>가 함께 상영된다. 한국 영화의
현재가 있기까지 과거의 발자취 속에 각인된 한국
영화의 모습을 되새겨 볼 좋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1관 단성사

2관 대흥극장

3관 합천시네마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경쟁부문 단편영화
를 주로 상영하며, 관객과의 대화(GV)가 이루
어집니다.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경쟁부문 장편영화
를 주로 상영하며, 관객과의 대화(GV)가 이루
어집니다.

합천시네마는 2016년 7월에 설립한 공공영화
관입니다.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초청작이
주로 상영됩니다.

합천군내 및 서대구역 셔틀버스 운행 안내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셔틀버스 운행안내

KTX 이용 시
서대구역 구간, 서대구역 - 합천영상테마파크
개·폐막일에는 하루 1회 운행하며, 21일~23일에는 하루 2회 운행합니다.
평균 소요 시간은 1시간입니다.

버스 이용 시
합천시외버스터미널 구간, 이화예식장 - 합천군보건소 - 합천영상테마파크
개·폐막일에는 하루 2회 운행하며, 21일~23일에는 하루 5회 운행합니다.
이화예식장(합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합천영상테마파크까지 평균 소요 시간은 20분입니다.

승차장 주소
서대구역 주차장 : 대구 서구 이현동 262-5
이화예식장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 894
합천군보건소 :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자세한 시간표는 홈페이지와 SNS 및 각 승차장 셔틀버스 배너를 확인해주세요.

3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 시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 포스터 이미지
메이킹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스터 소개
합천 수려한영화제의 메인 공간인 ‘합천영상
테마파크’는 영화의 창작부터 상영까지의 모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영화를 찍고
있는 현장으로부터 만들어진 영화를 상영하고,
본 영화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관광지이기도
하다. 화폭에는 영화 만들기의 시작부터 관객들이
영화를 만나고, 다른 이들과 영화에서 받은
감동을 나누는 모습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
커다란 캔버스에 밑그림도 없이 작가의 거침없는
상상력으로, ‘영화’와 함께하는 커다란 ‘합’의 장을
표현해보았다.

포스터 그림 : 장권호







합천영상테마파크 주차장
-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주차장에는 셔틀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가호역 – 게스트용 ID카드, 기념품패키지 수령처
- 주차장 정면 좌측에 위치.
- 작품명과 성함을 말씀해주시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수령을 도와드릴게요.
- 아참, ID카드를 수령하신 이후에는 셔틀버스 기사님께 ID카드를 보여드리는 센스!

물품보관함
- 혹시 영화제를 위해 급하게 오시느라 미처 숙소에 들르지 못하셨거나,
짐이 많으신 분은 가호역 좌측의 물품보관함을 이용해주세요.

합천영상테마파크 입구






- 이제 진짜 영화제를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 입장료는 성인은 5,000원, 어린이는 3,000원, 합천군민은 무료!
- 게스트용 ID카드 소지자는 무료입장이니 ID카드를 꼭! 착용해주세요.

반도호텔 – 게스트라운지, 분실물센터
- 입구를 지나 영화 ‘택시운전사’ 포토존에서 좌측으로 꺾어서 좌측에 위치.
- 영화제 기간 언제든 들르셔서 저희가 준비한 다과를 즐겨주세요.
- 상영을 기다리시거나 휴게공간 혹은 만남의 광장으로 이용해주세요.
- 물건을 분실하셨거나 습득하신 분들은 반도호텔 게스트라운지로 와주세요.

단성사 – <1관>
- 반도호텔 우측으로 ‘의상체험실’ 지나 경성역을 정면으로 우측에 위치.
- 단성사는 경쟁작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곳이에요.

대흥극장 – <2관>
- 반도호텔 건너편 ‘카페 체리‘의 좌측 골목으로 꺾어서 우측에 위치.
- 대흥극장은 경쟁작 상영과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곳이에요.
- 대흥극장에는 화장실이 없으니 화장실을 미리 들러주세요.

사무국 사무실
- 반도호텔 좌측으로 10m 이동 후 우측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좌측에 위치.

화장실
- 주차장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주차장 좌측에 위치.
- 반도호텔 정면으로 20m 이동 후 좌측에 위치.
- 단성사 좌측으로 5m 이동 후 좌측에 위치.
- 단성사 우측 골목으로 두 블럭 직진 후 ‘국도극장’과 ‘철도전시장’ 사이에 위치.

 흡연구역

- 주차장 화장실 좌측에 위치.
- 단성사 우측에 위치.
- 주차장 내에 있는 편의점 우측에 위치.

합천 수려한영화제는 국내 최고의 특화된 시대물
세트장이며, 지역 영상의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합천영상테마파크를 중심으로 전국의 우수
독립영화를 소개하고,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과
영화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 축제의 장이다.

INFORMATION 합천 수려한영화제
제3회 합천 수려한영화제의 슬로건은 ‘합 - 함께 나와 보자’다.

Address 경남 합천군 용주면 합천호수로 757
Website www.bhiff.co.kr
E-mail
bhiff2020@daum.net
Facebook www.facebook.com/BHIFF2020
Instagram www.instagram.com/bhiff_official

‘합’천과 ‘合(더할 합)’을 담은 ‘합’은 영화인들과 관객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영화제라는 축제 안에서 다함께 ‘합’을 도모하자는 포부를 담았다. ‘함께 나와
보자’는 ‘나와 함께’의 의미도 있지만, ‘나와서 보자’의 의미로,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새로운 출발을 함께하자는 합천 수려한영화제의 다짐이자 응원이다.

2022. 10. 20.(목) ~ 10. 24.(월) /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극장, 작은 영화관 합천시네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