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녀와 야수 
13:00  l  COMFORT 10관
BEAUTY AND THE BEAST
129MINS

노트르담 드 파리 
13:00  l  COMFORT 10관
NOTRE DAME DE PARIS 
130MINS

시네마천국 
13:00  l  SCREEN A
CINEMA PARADISO
124MINS

엘리스 헤지나 
13:00  l  COMFORT 10관
ELIS 
115MINS

장고 인 멜로디  
13:00  l  COMFORT 10관
DJANGO IN MELODY
117MINS

시네마천국 
13:30  l  SCREEN A
CINEMA PARADISO
124MINS

엘리스 헤지나 
13:30  l  SCREEN A
ELIS 
115MINS

슈퍼소닉 
13:30  l  COMFORT 10관
SUPERSONIC
122MINS

할리우드 인 비엔나-
영화음악가 알렉상드르 데스플라 
13:30  l  SCREEN A
100MINS

할리우드 인 비엔나-
영화음악가 제임스 뉴튼 하워드 
13:30  l  SCREEN A
100MINS

프랭크 
16:00   l  SCREEN A
FRANK
95MINS

할리우드 인 비엔나-
영화음악가 알렉상드르 데스플라 
16:00  l  COMFORT 10관
100MINS

에이미 
15:30  l  SCREEN A
AMY
128MINS

 음악 듣는 영화관

바지선에서 바흐를 with 이보 얀센 
14:00  l  COMFORT 8관
BACH & BARGE, 114MINS

엘리엇 스미스의 유산 
15:30  l  SCREEN A
HEAVEN ADORES YOU 
105MINS

기적의 오케스트라 - 엘 시스테마 
16:00  l  COMFORT 10관
EL SISTEMA
104MINS

니나 시몬, 다큐멘터리 
16:30  l  SCREEN A
THE AMAZING NINA SIMONE 
105MINS

할리우드 인 비엔나-
영화음악가 제임스 뉴튼 하워드 
16:00  l  COMFORT 10관
100MINS

기억된 시간: 빌 에반스 
15:30  l  SCREEN A
BILL EVANS TIME REMEMBERED
86MINS

조 카커: 광기의 소울 
15:30  l  COMFORT 10관
JOE COCKER : MAD DOG WITH SOUL
90MINS

지휘자를 위한 1분 
18:00   l  SCREEN A
ONE MINUTE FOR CONDUCTORS
91MINS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8:30  l  COMFORT 10관
GONE WITH THE WIND 
232MINS

기억된 시간: 빌 에반스 
18:00  l  SCREEN A
BILL EVANS TIME REMEMBERED
86MINS

프랭크 
15:30  l  COMFORT 10관
FRANK
95MINS

뮤직 토크

덩케르크 with 김세윤 
17:00  l  MX관
DUNKIRK, 166MINS

덩케르크 
18:00  l  MX관
DUNKIRK
106MINS

타이타닉 
19:00  l  SCREEN A
TITANIC 
195MINS

메탈리카 스루 더 네버 
18:00   l  MX관
METALLICA THROUGH THE NEVER
93MINS

서칭 포 슈가맨 
17:30  l  SCREEN A
SEARCHING FOR SUGAR MAN
86MINS

니나 시몬, 다큐멘터리 
17:30  l  COMFORT 10관
THE AMAZING NINA SIMONE 
105MINS

서칭 포 슈가맨 
18:30  l  COMFORT 10관
SEARCHING FOR SUGAR MAN
86MINS

라라랜드 
20:00  l  MX관
LA LA LAND 
128MINS

바지선에서 바흐를 
18:30  l  COMFORT 10관
BACH & BARGE
54MINS

엘리엇 스미스의 유산 
17:30  l  COMFORT 10관
HEAVEN ADORES YOU 
105MINS

기적의 오케스트라 - 엘 시스테마 
18:00  l  SCREEN A
EL SISTEMA
104MINS

치코와 리타 
20:00  l  SCREEN A
CHICO & RITA
93MINS

 이야기가 있는 영화관

8월의 크리스마스 
with 허진호, 조성우 
20:00  l  COMFORT 8관
CHRISTMAS IN AUGUST  
157MINS

조 카커: 광기의 소울 
20:00  l  SCREEN A
JOE COCKER: MAD DOG WITH SOUL
90MINS

라라랜드 
18:00  l  MX관
LA LA LAND 
128MINS

치코와 리타 
20:00  l  COMFORT 10관
CHICO & RITA
93MINS

에이미 
20:30  l  COMFORT 10관
AMY
128MINS

 음악 듣는 영화관

장고 인 멜로디 with 박윤우 퀄텟 
20:00  l  COMFORT 8관
DJANGO IN MELODY, 157MINS

 시네마 콘서트

항해자 with 신나는 섬 
18:30  l  COMFORT 8관
THE NAVIGATOR, 79MINS

지휘자를 위한 1분 
20:30  l  SCREEN A
ONE MINUTE FOR CONDUCTORS
91MINS

 EVENT

노트르담 드 파리 
20:30  l  MX관
NOTRE DAME DE PARIS 
130MINS

위 아 엑스 
20:00  l  MX관
WE ARE X 
94MINS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9:30  l  SCREEN A
GONE WITH THE WIND 
232MINS

메탈리카 스루 더 네버 
20:30   l  MX관
METALLICA THROUGH THE NEVER
92MINS

미녀와 야수 
20:30  l  COMFORT 10관
BEAUTY AND THE BEAST
129MINS

타이타닉 
20:00  l  COMFORT 10관
TITANIC 
195MINS

슈퍼소닉 
20:30   l  MX관
SUPERSONIC  
122MINS

SCREENING 
PROGRAM

선율로 기억되는 어떤 영화들, 그리고 그 영화들로 채워지는 순간들. 
인생에서 느낀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 그리고 추억과 다짐까지  
음악영화를 통해 마주합니다. 심장을 타고 온몸을 울리던 콘서트의  
열기와, 거리를 걸으며 들었던 버스킹 음악의  작은 떨림이 다시  
살아난 영화관에서, 인생의 음악들을 직접 만나 보세요.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함께,
내 인생의 영화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소개합니다. 

주최 

 공동주관 

 후원  제천시 

· 기획 상영인 관계로 각종 할인 (통신사, 제휴사, 마티네요금제 등) 및 
관람권, 멤버십포인트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 GV 프로그램은 일반 영화상영작과 티켓 가격이 동일합니다. 
· GV 및 공연 프로그램은 온라인 당일 환불이 불가하며, 

현장은 당일 20분 전까지 할인 가능합니다.
· 필름, 클래식 소사이어티 멤버십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 APP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WWW.MEGABOX.CO.KR, 1544-0070)

·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 불가 
· 영화 상영은 메가박스 코엑스 MX관, COMFORT 8관, COMFORT 10관, SCREEN A에서 진행됩니다.
· 상영작 및 일정은 배급사 및 게스트 이슈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2(목) 18:00시 MX관에서 특별 상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TICKET 일반 소사이어티  
멤버십

청소년

MX 관 11,000 10,000 9,000

COMFORT 10관 10,000 9,000 8,000

SCREEN A 8,000 7,000 6,000

COMFORT 8관 (공연 포함) 30,000 25,000 20,000

주제와 변주 “뮤지션의 초상”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대표 섹션 ‘주제와 변주‘의 
2017년 주제, “뮤지션의 초상”을 통해 
세상을 떠난 뮤지션을 추억합니다. 
<조 카커: 광기의 소울>  <기억된 시간: 빌 에반스>  
<니나 시몬, 다큐멘터리>  <엘리스 헤지나> 
<엘리엇 스미스의 유산>  <에이미>

사운드 매니아
좋은 음악영화에게 필요한 더 좋은 사운드, 
사운드 특화관 MX관에서 최고의 음향으로 
사운드 매니아들을 초대합니다. 
<라라랜드>  <위 아 엑스>  <메탈리카 스루 더 네버>
<슈퍼소닉>  <노트르담 드 파리>

JIMFF 리플레이
JIMFF가 음악영화라는 장르를 처음 국내에 소개한  
것처럼, 필름소사이어티에서 당신의 인생 영화가 될 
JIMFF의 역대 화제작을 소개합니다.
<기적의 오케스트라 – 엘 시스테마>  <서칭포슈가맨>  
<프랭크>  <치코와 리타>  <지휘자를 위한 1분>

영화 상영 프로그램
음악으로 인생 영화를 만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화제작과 여운이 남아 있는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영화를 기억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감각인  
음악으로 영화를 듣고, 음악을 스크린에서 만나 보세요.

마스터피스
음악을 통해 생명력을 얻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살아있는  
거장 음악감독들의 명작을 만나 봅니다.
제임스 호너 <타이타닉>   엔니오 모리꼬네 <시네마 천국> 
한스 짐머 <덩케르크>   앨런 멩컨 <미녀와 야수>
맥스 스타이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필름 오케스트라 “할리우드 인 비엔나“
영화음악을 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통해 
만나는 시간. 교향악단의 섬세한 연주를 통해 
한 편의 영화 같은 공연을 관람하세요. 
<할리우드 인 비엔나 - 영화음악가 알렉상드르 데스플라> 
<할리우드 인 비엔나 - 영화음악가 제임스 뉴튼 하워드>

11.1 WED 11.2 THU 11.3 FRI 11.4 SAT 11.5 SUNMEGABOX
MUSIC
THEATER

with 
jim

ff

11.1(수)-11.5(일) 
메가박스 코엑스

기억된 시간: 빌 에반스



TALK 토크 프로그램
영화와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영화감독과  
음악감독에 대해서, 혹은 그들과 직접 만나 영화에 담긴  
메시지와 그를 풀어낸 음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영화관 

<8월의 크리스마스> 
with 허진호 감독, 조성우 음악감독
(진행 : 이무영 감독)
담백하고 아름다운, 한국 특유의 서정적인  
멜로영화로 자리잡은 <8월의 크리스마스>의  
허진호 감독과 조성우 음악감독을 함께 만나 영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봅니다. 

11.2 THU  l  20:00  l  COMFORT 8관  l  157MINS  

뮤직 토크 

<덩케르크> with 김세윤 칼럼니스트
20세기에는 존 윌리암스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한스 짐머가 있다는 말처럼 한스 짐머는  
영화음악으로서의 존재감을 절묘하고 묵직하게  
만들어내는 감독입니다. 거장 음악감독의 마스터피스,  
<덩케르크>를 칼럼니스트 김세윤 작가와 함께  
보고 듣고 이야기합니다. 

11.5 SUN  l  17:00  l  MX관  l  166MINS  

PERFORMANCE 영화 상영과 함께 즐기는 라이브 공연
인생의 영화, 그리고 그 음악을 영화관에서 직접 만나는 시간.  
가장 특별한 공연이 아티스트의 라이브 연주로 펼쳐집니다. 
영화와 함께 음악을 들으며, 그 속에 담긴 인생의 모든 순간을  
만나 보세요. 

음악 들려주는 영화관

<장고 인 멜로디> + 박윤우 퀄텟 공연
박윤우 퀄텟은 희대의 기타리스트이자,  
2017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한  
<장고 인 멜로디>의 주인공 ‘장고 라인하르트’를  
오마주하는 밴드입니다. 장고 라인하르트의  
명곡을 개성과 조화로 멋지게 재해석하는  
공연을 만나 보세요.

11.3 FRI  l  20:00  l  COMFORT 8관  l  157MINS  

<바지선에서 바흐를> + 피아니스트 이보 얀센 공연,  
감독 호크제 호이프 GV 
암스테르담 운하에 있는 바지선 갑판에서  
그의 공연장을 만드는 네덜란드 피아니스트 이보 얀센,  
그는 손이 점점 수축되는 병을 앓고 있지만  
끈질기게 음악을 연주하며 자신의 공연장을 만듭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인 이보 얀센을 직접 만나  
바지선 위의 피아니스트, 그의 바흐를 듣습니다.

11.4 SAT  l  14:00  l  COMFORT 8관  l  114MINS  

시네마 콘서트

버스터 키튼의 <항해자> + 신나는 섬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시네마 콘서트는 무성영화 상영과 함께 현장에서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영화의 원초적인 형태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버스터 키튼의  
유쾌한 코미디를 어쿠스틱 밴드 ‘신나는 섬’의  
다채로운 라이브 공연으로 함께 만나 보세요. 

11.4 SAT  l  18:30  l  COMFORT 8관  l  79MINS  

EXHIBITION

BUSKING

아트웍 전시
필름 소사이어티 라운지가 특별한 공간이 됩니다.  
아티스트들의 개성 있는 음악영화 테마 전시, 선별된  
상영작 OST, 그리고 음악영화관을 기념할 수 있는 굿즈가 있는  
필름 소사이어티 라운지 (코엑스 B2층) 로 놀러 오세요.

버스킹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이어오고 있는 뮤지션 발굴,  
관객 소통 프로그램인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이  
코엑스 로비 라운지를 찾아갑니다. 역대 특별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팀들의 버스킹 공연을 만나 보세요. 

영화관 옆 미술관
음악영화를 각자의 테마로 담아낸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필름 소사이어티 라운지에서 만나 보세요. 
짤 JJAL  instagram.com/jjal
쏘리 SORRY  instagram.com/sawmoon_
달콤 아티스트 유유 DALKOM ARTIST YUYU  dalkomartist.com
정지은 JIEUN JUNG  instagram.com/stopmesilver  
정희정 JUNGJUNG  instagram.com/jungjung.hee
※  <메가박스 음악영화관 with JIMFF> 일정 동안만 전시됩니다.
 

나우플레잉 
필름 소사이어티 라운지만의 특별한 영화 듣기. 
음악영화관 상영작 OST를 라운지에서 감상하세요. 

참여 아티스트  
느루, 나쁜오빠, 오가람쿼텟, 바겐 바이러스

11.3 FRI 19:20~19:50 오가람쿼텟

11.4 SAT 13:20~13:50 나쁜오빠

15:20~15:50 느루

17:20~17:50 바겐 바이러스

장소 메가박스 코엑스 B2층 로비 라운지 (메가스테어 앞) 
※ 아티스트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메가박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017 메가박스 음악영화관 with JIMFF        

        
 11.1 WED-11.5 SUN        

        
  @MEGABOX COEX

megabox
music

theater
with jimff

박윤우 퀄텟 피아니스트 이보 얀센 어쿠스틱 밴드 신나는 섬 허진호 감독 조성우 음악감독 느루 바겐 바이러스

나쁜오빠오가람쿼텟

덩케르크, 2017

짤

정지은 정희정

쏘리 달콤 아티스트 유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