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여성영화제 (Asian Women�s Film Festival) 
 
재독한국여성모임이 오는 9월 19일(수)부터 23일(일)까지 베를린 아시아태평양주간 (Asien-Pazifik-Wochen Berlin) 행사의 
하나로 <아시아여성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독일사회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정치, 사회,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재독한국여성모임은, �아시아-태평양: 세계를 변화시키자�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되는 이 대규모 행사에서 <아시아여성 
영화제>의 개최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한편으로, 여성문화의 미래지형을 바꿔나가며 
글로벌 여성문화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아시아 8개국에서 제작된 30여편의 영화들이 소개됩니다. 현대사회, 여성, 이주, 노동 및 세계화 등과 
같은 주제를 아시아여성의 시각에서 다룬 영화들이 주로 상영되며, 이를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영화인이 서로 교류하는 
장을 만들고 양자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여성영화제에서 소개되었던 
한국영화들을 선정,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상영 함으로써 유럽의 관객들에게도 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독일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한국영화의 발전사를 소개하기 위해,  한국의 고전영화 중 �여성의 성�, 
�근대화속에서의 여성� 등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보여주는 �회고전�도 마련을 했습니다. 부디 많이들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7년 9월 19일(수) � 23일(일) 
장소: 아르제날 극장  
        (Kino Arsenal / Potsdamer Str. 2 / 10785 Berlin) 
주최: 사단법인 재독한국여성모임 베를린 
후원: 주독 대한민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등등 

협력단체: 서울여성영화제 
홈페이지: www.asianwomensfilm.de 
행사문의: 유정숙 / 전화 030-6110-7109 /  
              이메일 yoo.jung-sook@freenet.de 
입장료:    일반 6.50 유로 / 회원 4.50 유로 /  
              전체 관람권 40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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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수) 

  17:00, Foyer  
개막식 축원굿: 사단법인 

황해도 한뜻께 보존회 

19:00, Kino 1, 개막영화 

거미 나리꽃  (대만 2006) 

21:30, Kino 2 
길게 째진 눈 

 (말레이지아 2004) 
19:00, Kino 1 
기초 걸음  (홍콩 2005) / 

여성 50분 (중국 2006) 

21:30, Kino 1 
사랑은 모든 걸 극복한다  

(말레이지아 2006) 

9월 20일 
(목) 

  17:00, Kino 2 
자유부인 (한국 1956) 

19:30, Kino 2 
희망의 철도 (중국 2001) / 

가리베가스 (한국 2005) 

21:15, Kino 2 
한국 단편영화 3편 

19:00, Kino 1 
침묵의 신부  

(베트남 2005) 

21:30, Kino 1 
쇼킹 패밀리 (한국 2006) 

9월 21일 
(금) 

 15:30, Kino 2 
우리는 정의파다 

(한국 2006) 

17:30, Kino 2 
갯마을 (한국 1965) 

19:30, Kino 2 
한국 단편영화 3편 

22:00, Kino 2 
샤라 (일본 2003) 

15:00, Kino 1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한국 1961) 

17:00, Kino 1 
고추 말리기 (한국 2000) / 

아름다운 생존 (한국 2001) 

21:30, Kino 2 
방황의 날들 (미국 2005) 

9월 22일 
(토) 

 

15:15, Kino 2 
디어 평양  

(일본 2005) 

17:30, Kino 2 
지옥화 (한국 1958) 

19:15, Kino 1 
심포지움 

�아시아에서 영화를 

만들기 위한 여성들의 

생존 가이드� 

22:00, Kino 1 
무화과 나무의 얼굴 

(일본 2006) 
15:00, Kino 1 
김약국의 딸들 

(한국 1963) 

17:00, Kino 1 
물고기와 코끼리 

(중국 2001) 

9월 23일 
(일) 

13:00, Kino 2 
하룻밤 남편 

(태국 2003) 
15:30, Kino 2 
노가다  

(한국/일본 2005) 

17:30, Kino 2 
여름이 가기 전에 

(한국 2006) 

19:15, Kino 1, 폐막영화 

와이키키 브러더스 

(한국 2001) 

 
�베를린 아시아태평양 

주간�은 독일 베를린 

클라센로터리 

재단(DKLB)이 후원하는 

행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