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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박기용입니다.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정상진 집행위원장님 이하 영화제 관계자분들, 그리고 자원활동가를 비롯해 영화
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힘써 주시는 많은 분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K-무비는 올해 다양한 국제영화제 수상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기
회가 앞으로도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내 영화제에서부터 다양한 영화들이 소개되
어야 합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국내외 다큐멘터리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입니다. 관객분들도 올해 슬로건처럼 ‘다큐멘터리로 세상을 연결하는’ 
경험을 마음껏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작품을 소개할 수 있도록 영
화진흥위원회도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진흥위원장 박기용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입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영화제를 위해 애쓰신 김동연 조직위원장님과 정상진 집행위원장님을 비롯
한 영화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화제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국
내외 영화인들과 특히 다큐멘터리를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께도 환영의 인사를 전
합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국내외의 다양한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다큐 축제입니다. 올해는 영화제의 정체성인 ‘평화, 생
명, 소통’을 주제로 한 53개국 총 137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최신 경향을 제시하고 다큐멘터리의 가치를 부각하는 작품들
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우수한 작품들도 이번 기회에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다큐멘터리로 세상을 연결하다”입니다. 다큐멘터리는 
가공된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실재의 현실을 기록합니다. 와이즈먼의 직접 영화
(다이렉트 시네마)는 관찰과 기록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장루슈의 진실 영화(시네
마 베리테)는 대상과 소통하며 타자에 대한 통찰을 추구합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삶의 진실에 다가가고자 하는 이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세상을 한 뼘 더 이해하고 내가 속하지 않은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합니다.
특별하지만 보편적인 스크린 속 이야기들이 창작자와 관객, 세상과 세상을 연결하
는 매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문화(케이-컬처)의 놀라운 성취에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는 한국문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문
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한국영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진흥하는 데 노력하겠
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입지를 굳혀온 DMZ국제다큐멘
터리영화제에도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영화제를 정성껏 준비해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관객
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더욱발전하는 영화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축사  인사말  

다큐멘터리는 참 매력적인 장르입니다. 영화처럼 극적인 각본은 없지만 가공되지 
않은 일상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담겨있습니다. 또한 화면을 넘어 관객과 시대에 
강력한 파장과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매년 고양과 파주에서는 다양한 일상의 단편이 펼쳐지고, 작품이 담은 메시지들은 
우리 사회에 반향을 불러옵니다. 바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큐영화제 ‘DMZ 국제
다큐멘터리영화제’입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지난 10년 고양과 함께 하며 다큐의 매력을 알리
고, 영상 인재들을 발굴해 왔습니다.
긴 코로나19를 딛고 개최되는 올해 영화제는 참신한 시도를 통해 더 새롭게 도약
합니다. 최근 선보인 온라인 상영서비스 ‘VoDA’와 더불어, 주 상영관을 2개소로 
늘리고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야외상영회를 개최해 시민속으로 더 깊숙이 다가
가고자 합니다.
53개국 총 137편의 수작이 본 영화제에 올랐습니다. 길게는 수 년 간 카메라에 담
은 삶의 순간들을 펼쳐주신 제작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큐멘터리로 세상을 
연결하다’는 올해 슬로건처럼, 현 시대의 이슈에 대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양시는 방송·영상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글로벌 한류 콘
텐츠 거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세상을 비추는 창이라면, 고양시
는 ‘다큐를 비추는 크고 넓은 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
화제와 힘차게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조직위원장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반갑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조직위원장, 경기도지사 김동연입니다.
국내외의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해 온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이제 국
내를 넘어 아시아, 그리고 세계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37편의 상영작이 관객 여러분과 만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창작자
들은 영화 제작과 관객과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도민들은 이웃과 단절된 힘든 
상황 속에서 ‘다큐멘터리로 세상을 연결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
고자 합니다. 도민들께서 더 가까이에서 쉽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DMZ-
다큐상영’을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
서나 문화를 즐기고 교육의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의 온라인 상영관인 ‘보다(VoDA)’를 통해 다큐멘터리를 상영하고 다큐멘터리 연
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금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영화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 덕분입니다. 다큐멘터리의 공공성과 사회적 역할 확대
를 위해 우리 경기도는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독립예술영화의발전을 위해 더욱 노
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위원장 경기도지사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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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조직위원장 파주시장 김경일입니다.
‘평화, 소통, 생명’의 의미와 가치를 다큐멘터리 영상매체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올해 14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창작자 및 관계자 여러분, 특히 영화제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으
로 이 자리를 빛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DMZ국제다
큐멘터리영화제  의 개막식은 미래지향 평화도시, 파주시에 위치한 임진각 평화누
리공원에서 열립니다. 영화제의 가장 상징적인 행사를 파주시에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DMZ의 현장을 소개하는 ‘DMZ 다큐로드’,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캠프그리브
스 내 ‘갤러리 그리브스 특별상영’을 통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의 의미를 
되짚어보며,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간이 전하는 ‘평화, 소통, 생명’의 메시지를 나누
고자 합니다.
미래지향 평화도시 파주시는 앞으로도 문화·예술 창작자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
로 이어가며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화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조직위원장 파주시장 김경일

안녕하십니까, 집행위원장 정상진입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올해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진행됩니다. 
다큐멘터리 창작자를 지원하는 플랫폼 DMZ Docs 인더스트리는 이보다 앞선 9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는 총 137편의 최신 다큐멘터리가 소개됩니다. 다큐멘터리를 사랑하는 여러
분들에게 최고의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것이라 자부합니다. 다큐멘터리 창작자 지
원 플랫폼 DMZ Docs 인더스트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척박해진 문화예술 지
원 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축소 운영되었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올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해 신설한 다큐멘터리 전문 OTT, VoDA(보다)
는 올해 온라인 상영관으로 활용합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 주시는 다큐멘터리 창
작자 분들, 그리고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고양시와 파주시
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매년 잊지 않고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를 찾아 주시는 관객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위원장 정상진

인사말  영화제 소개 

미션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로서 한국과 아시아 다큐멘터리 창작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다큐멘터리로 관객과 영화인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비전 :  평화, 생명, 소통
분단의 비극을 넘어 화해와 공존의 희망을 찾고, 금지된 땅이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다시 태어난 이곳에서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만나는 다큐멘터리 영화 

축제의 장을 만든다.

페스티벌 아이덴티티
다큐멘터리 장르 특유의 ‘현실적(Realistic)’이미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삶 속에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다. DMZ Docs의 로고는 단순한 사각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지만, 다양한 도형과의 
조합을 통해 새로운 형상으로 태어나고 결합하며 DMZ Docs를 상징하는 그래픽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간다. 

또한, 편안하고 직관적인 도형의 형태를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주는 진중한 이미지를 넘어 더 많은 
관객과 함께하고자 하는 DMZ Docs의 의지 역시 로고에 담겨 있다.

평화

생명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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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조직위원회 & 집행위원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매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작품을 메인 포스터로 제작하여 영화제의 아이덴
티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제주도를 기반으로 사진 작업을 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김흥구의 작품에서 영
감을 얻어 메인 포스터 이미지로 선정했다. 포스터에 사용된 김흥구의 작품은 제주도 강정 마을 해안에서 본 무
인도 ‘범섬’과 주변 경관을 모티프로 한다. 과거 역사의 현장이었던 범섬이 환경적 이슈와 역사적 상징, 동시대
의 의제와 연계된 의미를 획득한다. 다큐멘터리라는 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창작자의 시선, 사회적 약자들
과 연대하고자 하는 다양한 다큐멘터리를 국내외 관객에게 꾸준히 소개해 온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방
향성과 그 의미를 같이한다.
디자인 스튜디오 ‘물질과 비물질’에서 작업한 그래픽 포스터는 타원, 사각형, 삼각형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된 
도형을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프레임으로 표현했으며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상을 연결’하고자 하는 ‘DMZ 
Docs’가 그 뒤로 자리하고 있다.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조직위원장

김동연_경기도지사
 

부조직위원장
이동환_고양특례시장

김경일_파주시장

조직위원 (영화계)
김동원_다큐멘터리 감독
김옥영_다큐멘터리 감독

이광기_방송인, 배우
  

조직위원 (협력/유관기관)
강헌_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권영기_고양상공회의소 회장

김현수_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오창희_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이영봉_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정상진_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재왈_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진모영_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최창의_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장

정상진_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
진모영_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집행위원

김선아_DMZ Docs 인더스트리 총괄 프로듀서
김지영_다큐멘터리 감독

김형기_고양시 전략산업과장
문정현_다큐멘터리 감독

변성찬_영화평론가
유운성_영화평론가

이귀순_파주시 문화예술과장
이승준_다큐멘터리 감독

장우일_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
전규찬_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조지훈_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래머
허은광_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사무국장

형건_EBS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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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자원활동가 

사무국

상영

행정지원

사무국장
	 허은광
	
수석 프로그래머
	 장병원

프로그래머	
	 강진석
	 채희숙

프로그램 전문위원
	 변성찬
	 김소혜

DMZ Docs 인더스트리 
총괄 프로듀서
	 김선아
	
대외협력 전문위원
	 서용우

경영지원팀
	 박지영
	 김영란
	 박동현

산업팀
	 심윤정
	 김근영
	 김현주
	 남우희
	 박차현
	 서영선
	 우진솔
	 이은혜

포스트코로나 콘텐츠기획단
	 최여정
	 김범연
	 김재영
	 김정은
	 김진하
	 배강범

행사운영팀
	 송희준
	 강두혁

	 김라은
	 김태정
	 박지현
	 어민
	 우승연
	 전민경
	 장원준
	 최하나
	 태은솔

홍보마케팅팀
	 왕나연
	 고지은
	 김하윤
	 박소영
	 배민화
	 정현진	

프로그램팀
	 최민아
	 권혁구
	 김맑음
	 박민지
	 심지윤
	 옥우진
	 유선아
	 이동훈
	 이원민
	 이지후
	 정석영
	 조정옥
	 최정현
	 한혜신

진미디어
	 김종헌
	 김혜원
	 문희상
	 박종효
	 박찬진
	 배선희
	 손정예
	 양희찬
	 오예리
	 유리
	 유한나
	 최수훈

경기도청 콘텐츠정책과	
	 이윤선_팀장 
	 오금실_주무관 

고양시청 방송영상팀	
	 유성민_팀장 
	 장수영_주무관 

파주시청 문화산업팀	
	 간은영_팀장 
	 윤수진_주무관 	

자막/번역
스튜디오210

산업팀	
	 남윤우
	 박재니
	 이기재
	 이수경
	 이현지
	 전세라
	 허지원

상영관/티켓팀	
	 고유진
	 권주빈
	 김민경
	 김보현
	 김서현
	 김정인
	 김찬오
	 도혜린
	 방지현
	 서준영
	 손장희
	 신비아
	 신주원
	 이가연
	 이상헌
	 장희진
	 조하은
	 지하늘
	 최윤아
	 최정민
	
초청팀	
	 김민수
	 김용덕
	 김종선
	 문기웅
	 박민설
	 박민아
	 박혜준
	 서세민
	 유도시
	 이서현
	 이혜인
	 조예희

포스트코로나 콘텐츠기획단	
	 양정연
	 오지혜
	 윤서영
	 이유솔
	 하희주

프로그램팀	
	 고준희
	 김아인
	 마지희
	 박창희
	 유호정
	 윤비슬
	 이도연
	 이재원
	 임우솔
	 조예설
	 조해령
	 차수현
	 최소영

행사운영팀	
	 곽은샘
	 김나영
	 김소희
	 김수빈
	 김윤하
	 김현지
	 김희연
	 배상현
	 배인영
	 백준흠
	 서윤정
	 서주연
	 손은주
	 손효재
	 윤태호
	 이서희
	 이은서
	 이정연
	 정소영
	 천서진
	 추예솔
	 한규리
	 한민
	 한준구

홍보마케팅팀 	
	 강수민
	 고은지
	 김경민
	 김유진
	 방승현
	 석보규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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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내역 심사위원  : 국제 경쟁 

양영희 
YANG Yong-hi 
오사카에서 태어난 재일코리안 2세. 감독 데뷔작 〈디어 평양〉(2005)은 베를린국제
영화제NETPAC 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굿바이, 평양〉(2009)를 제작하였고 
첫 극영화 〈가족의 나라〉(2012)로 국내외 영화제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다. 
저서로는 논픽션  『가족의 나라』(2013), 소설 『조선대학교 이야기』(2018) 등이 있다.

서동진 
SEO Dongjin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부교수. 현재 〈맑스코뮤날레〉 집행위원장, 

‘비판사회학회’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연구’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기도 하다. 저서로는 『동시대 이후: 기억-경험-이미지』(2018), 

『변증법의 낮잠: 적대와 정치』(2014),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2009), 
『디자인 멜랑콜리아』(2009) 등이 있다.

조단 크롱크 
Jordan CRONK
영화 평론가이자 로스앤젤레스에서 아크로폴리스 시네마 시리즈의 설립자이며 
로스앤젤레스 영화 비평가 협회의 회원. 그의 비평은 『아트 포럼』, 『시네마 스코프』,

『로스앤젤레스 리뷰 오브 북스』, 『사이트앤사운드』그리고 다양한 출판물에 
소개되었다. 

국
제

 경
쟁 대상 

국제경쟁 상영작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20,000,000원을 수여한다.

심사위원 특별상 

국제경쟁 상영작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아
시

아
 

경
쟁

 
한

국
 경

쟁

대상  

아시아경쟁 상영작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15,000,000원을 수여한다.

대상  

한국경쟁 상영작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15,000,000원을 수여한다.
*부상 : 전문가용 LG모니터

특
별

상
 

무한상상  

유스 닥스 상영작 중 무한한 창의력을 보여준 
작품 1편에 상장과 상금 1,000,000원을 수여한다.

상상이상  

유스 닥스 상영작 중 기대되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 1편에 상장과 상금 1,000,000원을 수여한다.

자유연상  

유스 닥스 상영작 중 자유로운 시각을 돋보이는 
작품들(4~5편)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신진 감독상 (후원회상)  

한국 장편 상영작(경쟁 및 비경쟁 부문) 중 
신진감독(장편 2편 이내)의 우수 작품에 상장과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용감한 기러기상  

한국 장편 상영작(경쟁 및 비경쟁 부문) 중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날카로운 비판이 돋보이는 
작품에 상장과 상금 7,000,000원을 수여한다. 
*부상 : 전문가용 LG모니터

관객상  

장편 경쟁(국제경쟁·아시아경쟁·한국경쟁) 상영작 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객들의 투표에 따라 
최고 관객 평점을 받은 작품에 상장과 
상금 5,000,000원을 수여한다.

아름다운 기러기상

한국 장편 상영작(경쟁 및 비경쟁 부문) 중 미학적 
실험 및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에 상금 7,000,000원
을 수여한다. *부상 : 전문가용 LG모니터

넥스트상  

경기영화학교연합이 구성한 학생심사단이 아시아 경쟁 
상영작 중 한 편의 작품을 선정하며, 성결대학교 창의문화
공작소의 후원으로 상금 1,000,000원을 수여한다.

단
편

 경
쟁

 
유

스
 닥

스

대상  

단편경쟁 상영작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심사위원 특별상  

단편경쟁 상영작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7,000,000원을 수여한다.



018                                                                                                                                                                        019

심사위원  : 아시아 경쟁 심사위원  : 한국 경쟁 

사카모토 준지 
SAKAMOTO Junji
1989년 복서의 이야기를 그린 〈넉 다운!〉으로 감독으로 데뷔한다.
 〈KT〉(2002), 〈어둠의 아이들〉(2008),〈자토이치 더 라스트〉(2010)를 포함하여 
25편 이상의 영화를 제작하였다. 일본 내 전설적인 야쿠자 영화인 후카사쿠 긴지의 
  〈의리없는 전쟁〉(1973)을 리메이크한 〈신 의리없는 전쟁〉(2000)을 제작하였다. 
또한, 2000년도에 발표한 〈얼굴〉은 산세바스티안영화제 경쟁 부문 후보로 
올랐으며 일본 아카데미 최우수감독상을 비롯해 다수의 상을 수상한다.

안스가 포크트 
Ansgar VOGT
독일의 훔볼트 대학, 영국의 골드스미스 대학 그리고 뉴욕대학교 티쉬예술대학에서
공부했다. 2004년부터 15년 간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2019년부터는 카타르헤나국제영화제(콜롬비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으며 
동시에 프로듀서, 콘텐츠 개발자,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 중이다. 
2007년에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영화 분석과 시나리오 개발을 가르쳤다.

조은 
CHO Uhn
사회학자로 학문의 경계와 장르간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을 해왔다. 
다큐멘터리  〈사당동 더하기22〉(2009),  〈사당동 더하기 33〉(2020)를 
제작 감독하였다. 4대에 걸친 장편 다큐 연작이다. 『사당동 더하기 25』라는 
문화기술지를 출간했고 소설 『침묵으로 지은 집』(2003)을 냈다.

파비엔느 모리스 
Fabienne MORIS
파리에서 금융학을 공부한 후, 브뤼셀에서 프리랜서 프로덕션 매니저로 드라마, 
광고, 영화까지 다양한 회사들과 협업하였다. 2002년, FID 마르세유에 입사하였고 
FIDLab을 창설한 2009년부터 총괄을 담당하고있다. 현재는 FID마르세유 위원회 
소속이며 다큐멘터리 스테이션 워크숍의 선정 위원이다. 

이일하 
LEE Il-ha
2000년 일본으로 건너가 미대 졸업 후 하라 카즈오 감독 아래서 다큐멘터리 
박사과정을 밟았다. 2003년 첫 다큐멘터리 작품 〈당신의 행진곡〉을 시작으로 
 〈라테지수〉(2006), 〈로드맨터리〉(2008)를 만들었고, 2010년에는 극영화 
 〈금붕어 그리고 면도날〉을 연출하였다. 주요작품으로 장편 다큐멘터리 〈울보 권투부〉
(2014), 〈카운터스〉(2017), 〈모어〉(2021)가 있다. 락음악을 창작의 모티브로, 
인권을 테마로 하여,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다양한 영상 작업을 하고 있다.

이도훈 
LEE Dohoon
영상학과 문화연구를 공부했다. 거리영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립영화, 에세이영화, 포스트-시네마, 디지털 시각효과 등에 관한 논문을 썼다. 
현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회원,  영상비평 전문 계간지 『오큘로』
편집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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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 단편 경쟁 심사위원  : 특별상 

멜리사 드 라프 
Melissa DE RAAF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2004년부터 독일에서 거주중이다. 카를스루에 예술 디자인 
대학에서 미술 이론과 철학을 공부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제작자, 
영화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며 현재 쾰른 미디어 예술 아카데미에서 
연극/영화 스토리텔링을 위한 의장직을 맡고있다. 
또한, 2020년 오버하우젠국제단편영화제 위원회의 일원이 되었다.

변규리 
BYUN Gyuri 
2016년부터 연분홍치마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첫 장편 연출작인 통신설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팟캐스트 방송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Play On〉(2017)을 
연출했다. 두 번째 장편으로 “성소수자 부모”라는 정체성을 마주한 
두 여성의 성장 서사를 그린   〈너에게 가는 길〉(2021)을 연출했다. 

박소현 
PARK Sohyun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영화를 전공 〈야근 대신 뜨개질〉(2015),

〈구르는 돌처럼〉(2018),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2019), 〈애프터 미투〉(2021), 
〈빨래〉(2021)등을 연출했다. 2016 아시아여성영화제네트워크가 선정하는

NAWFF상을 수상하고 20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작품상, 
15회 EBS국제다큐영화제에서 관객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7 다큐멘터리 부문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수상했다.

윤아랑 
YOON Arang 
비평가. 2020년 부산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공식적으로 평론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지은 책으로 『뭔가 배 속에서 부글거리는 기분』(민음사, 2022)가 있다.

김수연
KIM Sooyun
2007년부터 서울독립영화제 홍보팀에서 근무했다. 2010년부터 
한국독립영화협회에서 일했으며 이후 인디다큐페스티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일해왔다. 
2016년부터 사단법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정지혜 
JEONG Jihye
영화평론가. 서울독립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 일했고 
인디다큐페스티발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다.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카메라 앞에서
연기한다는 것-영화 〈해피 아워〉연출 노트와 각본집』(2022) 한국어판에 글을 썼고,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아카입』의 기획 및 필진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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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목 
KIM Seok-mok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사를 10년 하며, 영화 제작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전국영화교육연구회 부회장으로 있으며, 학생들과 함께하는 
영화제작 및 영화읽기수업을 해왔다. 학생들과 함께 만드는 작품외에도 단편과 
장편 개인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제2,3회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부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영화사 스튜디오설의 대표로 있다. 
올해는 제주 4.3.과 르완다 제노사이드 관련 다큐멘터리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김상목 
KIM Sang-mok
2010년부터 대구사회복지영화제를 진행하고 있다. 로컬 커뮤니티 중심 
소규모 주제 영화제의 진로에 고민이 많다. 현재 주간경향, 아주로앤피, 뉴스민, 
뉴스풀, 오마이뉴스 등에 독립‧예술영화와 지역영화, 영화의 교육적 활용 등에 
집중해 기고활동 중이다.

이유미 LEE Yumi
영화연구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상이론과, 일본 교토대학 인간환경학연구과, 
싱가포르국립대학 아시아문화연구과에서 수학했으며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동시대 동아시아 영화사 및 영화이론을 바탕으로 지역 내 관객성과 문화 번역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중이다. 

백종관 PAIK Jongkwan
중앙대 심리학과와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화전공을 졸업했고 리서치와 아카이빙을 
기반으로 한 실험적인 다큐멘터리 제작과 이미지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응시에 응답한다〉(2021), 〈거의 새로운 인간〉(2021), 〈추방자들〉(2018), 
〈순환하는 밤〉(2016), 〈이빨, 다리, 깃발, 폭탄〉(2012) 등의 영화를 만들었고, 
극장 상영, 전시 설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작품을 발표 해 왔다.

송아름 SONG A-Rum
영화평론가, 영화사 연구자. 2014년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신인평론상을 받으며 등단, 다양한 지면
에 평론을 기고하였고 현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시네마 크리티크의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문과에서 극을 전공하며 2019년 1970년대의 한국영화 검열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에서 연극·영화와 관련한 강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영화사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학 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재직하면서 장르 영화와 검열의 상관 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장윤미 JANG Yunmi
그동안 5편의 단편과 3편의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산업화 세대의 노동자를 다룬

〈공사의 희로애락〉(2018)으로 제10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을, 
민주노조에 대한 〈깃발, 창공, 파티〉(2019)로 제23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박남옥상을 수상했다.

경희대	
	 김다연 KIM Dayeon
	 김남지 KIM Namji

단국대	
	 김혜영 KIM Hyeyoung
	 이소연 LEE Soyeon

대진대	
	 박선민 PARK Sunmin
	 윤설 YOON Seol

동아방송대	
	 이승미 LEE Seungmi
	 김주원 KIM Juwon

이병현 LEE ByeongHyeon 
2019 부산일보 신춘문예 공모에서 ‘0과 1이 된 링컨과 릴리안 기쉬: 〈혹성탈출: 종의 전쟁〉에 
스며든 초기 영화 이미지’로 당선된 이후 영화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잡지 『한편 3호』, 

『쏜살같이』 등에 글을 실었고, 유튜브 채널 ‘크리틱스 컷’에 영상비평을 게재하고 있다.

심사위원 : 유스 닥스

심사위원: 학생심사위원단

심사위원 : 예심 

해외장편 예심

경기영화학교연합이 구성한 학생심사단이 아시아 경쟁 상영작 중 한 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넥스트상을 수여한다.
국내장편 예심

명지대 	
	 박선영 PARK Sunyoung
	 김정은 KIM Jungeun

서울예술대
	 최영환 CHOI Younghwan
	 박재민 PARK Jaemin

성결대  	
	 남수경 NAM Sookyung
	 최재서 CHOI Jaeseo

수원대 	
	 정하은 JUNG Haeun
	 이예원 LEE Yewon

용인대 	
	 아라희 A Lahee
	 신정윤 SHIN Jungyun  

경기예술고등학교  	
	 강건 KANG Gun        
	 김다인 KIM Dain  

계원예술고등학교  	
	 서형운 SEO Hyungwoon  
	 정경섭 CHUNG Kyungsub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고수민 GO Sumin
	 이채은 LEE Chae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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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년 KIM Bo-nyun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상이론과 예술사를 졸업했으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에서 근무 중이다. 현재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다.

손시내 SON Sinae
영화평론가. 『REVERSE』 고정 필진이며, 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에서 
공부하고 활동한다.

심사위원 : 예심 

단편 예심

고한벌 KO Hanbul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전문사에서 다큐멘터리 공부를 했다. 
첫 장편 영화로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2021)을 연출했다.

양철진 YANG Cheol Jin
경기도 교육청 소속 교사이며 세계시민교육 연구개발공동체 ‘느루’ 대표교사이다. 
미디어교육을 학교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면서 미디어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저서 집필 및 연구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최근에는
Doc School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미디어와 시민교육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스 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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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 맵 페스티벌 맵 

공간 운영
주상영관: 고양터미널(메가박스 백석), 벨라시타(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
공식 숙소: 소노캄 고양,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 
인더스트리: 소노캄 고양,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EBS 스페이스 공감,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
특별행사장: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고양꽃전시관(오픈 시어터)

인포메이션 9월 23일(금) 9:00 – 마지막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9월 24일(토) – 9월 29일(목) 9:30 – 마지막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현장매표소 9월 23일(금) 9:00 – 마지막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9월 24일(토) – 9월 29일(목) 9:30 – 마지막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기념품샵 9월 23일(금) – 9월 28일(수) 9:30 – 20:00
9월 29일 (목) 09:30 – 14:00

배지데스크
9월 23일(금) 9:00 – 20:00
9월 24일(토) – 9월 28일(수) 9:30 – 20:00
9월 29일(목) 9:30 – 14:00

게스트라운지 9월 23일(금) – 9월 28일(수) 9:00 – 21:00 / 쉬는시간 18:00 – 19:00
9월 29일(목) 09:00 – 14:00

DMZ café 9월 23일(금) – 9월 28일(수) 9:00 – 18:00
9월 29일(목) 09:00 – 14:00

고양종합터미널 (메가박스 백석)_5층

프레스센터 9월 23일(금) – 9월 28일(수) 10:00 – 19:00
9월 29일(목) 10:00 – 16:00비디오룸

고양종합터미널 (메가박스 백석)_4층

현장매표소
9월 23일(금) 9:00 – 마지막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9월 24일(토) – 9월 28일(수) 9:30 – 마지막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벨라시타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 _2층

현장매표소
9월 23일(금) 9:00 – 마지막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9월 24일(토) – 9월 28일(수) 9:30 – 마지막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벨라시타 게스트라운지_TEALEE(2층)

*게스트라운지
장소: DMZ 옥상정원(5층)
대상: 영화제 배지 소지자 (페스티벌, 게스트, 인더스트리, 프레스 배지)

*DMZ Cafe
장소: 메가박스 백석,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
대상: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음료쿠폰 소지자
운영: 하루 1인 1잔 제공 / 아메리카노 혹은 탄산음료 중 선택 가능

전시 9월 23일(금) – 9월 28일(수) 10:00 – 21:00 9월 29일(목) 10:00 – 14:00

DMZ 스퀘어 (야외 컨테이너)_1층

*《고양시×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청소년 38초 다큐 공모전 ‘고양이를 부탁해’영상 전시》및《한국 경쟁 감독 얼굴전》이 진행됩니다

버스 운행 순서 : 백석역 – 소노캄 고양 –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 – 백석역 – 소노캄 

3

대화역대화역

정발산역정발산역

GTX-A(운정동탄)

GTX-A(운정동탄)

3

3

백석역백석역

메가박스 
백석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소노캄 
고양

고양꽃전시관
(오픈 시어터)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

EBS스페이스 
공감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DMZ 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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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안내 개/폐막식 안내

특별행사

1. 개막식

일시
9월 22일 (목) 18:30
*리셉션 16:30
*포토월 및 블루카펫 18:00

장소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

개막작 킵 스텝핑 (루크 코니시, 2022)

개막공연

1. 트레일러 상영 및 공연 : 모어×이랑 합동 퍼포먼스
2. 개막 축하공연 : 강산에
3. 개막작 특별 공연  : 〈브레이킹심포닉〉×〈킵스텝핑〉 합동 퍼포먼스
출연자: 댄서 패트리샤, 윤조현/ 밴드 브레이킹심포닉

사회자 배우 예지원, 아나운서 임현주

2. 폐막식

일시 9월 29일 (목) 19:00

장소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 4관

운영 영화제 관계자 초청 운영

폐막작 국제 경쟁 대상 수상작 상영

셔틀버스 Shuttle Bus

승차장  

일산노선   

1. 메가박스 백석 
고양버스터미널 1층 버스 하차장

2. 소노캄 호텔 
EAST타워 입구

3. 케이트리 호텔 
호텔 주자창 입구 앞

메가박스 백석 케이트리 호텔 소노캄 호텔 메가박스 백석

-

-

-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2:00

09:00

09:30

10:00

10:30

11:00

11:30

12:00

12:30

13:00

 

14:30

15:30

16:30

17:30

18:30

19:30

20:30

22:30

09:10

09:40

10:10

10:40

11:10

11:40

12:10

12:40

13:10

14:40

15:40

16:40

17:40

18:40

19:40

20:40

22:40

09:30

10:10

10:40

11:10

11:40

12:10

12:40

13:10

13:40

15:10

16:10

17:10

18:10

19:10

20:10

메가박스 백석 출발 13:00/ 케이트리호텔 13:30/소노캄호텔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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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안내 

예매 유의사항
* 한 영화당(1회) 1인 4매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온라인, 현장 동일)
* 현장 예매는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해 휴대폰 번호,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티켓 대리수령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예매 시, 모바일 티켓으로 발권됩니다.  
* 캡처 이미지는 티켓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종이티켓 필요 시, 온라인 예매인 경우 상영종료 후 발권이 가능합니다. 
* 개인 사정에 의한 티켓 재발권은 불가합니다. (분실, 훼손, 시간 착오 등)

예매방법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공식 홈페이지(www.dmzdocs.com) 개인정보 입력 후 예매 

예매기간 9월 15일(목) 14:00 – 09월 29일(목) 13:00

결제수단 신용/체크 카드, 휴대폰 결제, (단체 관람 시) 계좌이체 가능

수령방법 현장 매표소에서 예매번호(SMS, 예매내역 페이지) 확인 후 발권 또는 모바일 티켓 확인

예매 안내/온라인 예매

대상 가격 내용

고양/파주시민 4,000원 신분증 지참 시 고양/파주시민 50% 할인

어린이/청소년 4,000원 19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50% 할인

장애인/국가유공자 4,000원 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0% 할인

단체 *사전문의 3,000원 10인 이상 단체(Docs on STAGE - House는 할인 불가합니다.)

경로(만 65세 이상) 무료
신분증 지참 시 만 65세 이상 경로 할인
(Docs on STAGE - House는 제외)

* 할인은 현장 매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예매 시 할인 불가)
* 해당 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시에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할인 안내

티켓 안내 

취소 가능 시간 영화 상영 시작 1시간 전까지 가능

취소 수수료

상영 당일 취소 시 취소 수수료 장당 1,000원
* 예매 후 발권된 티켓은 현장 매표소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해당 티켓 및 결제한 카드 반드시 지참)
* 티켓 수량/상영작/좌석/결제수단 등의 변경을 위한 취소라도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부분 취소는 불가합니다. 
(3매 중 2매를 취소할 경우, 3매를 모두 취소한 후 1매를 다시 예매)
* 티켓 교환권, 배지로 발권한 티켓은 교환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결제수단, 취소 시기, 카드(은행)사, 통신사 등에 따라 환불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영화제 사정에 의해 환불을 공지한 경우, 영화제 기간 동안 현장 매표소에서 환불이 가능합
니다. (해당 티켓과 결제 카드 반드시 지참)
* 개인 사정에 의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분실, 훼손, 시간 착오, 지각 등)

취소 및 환불

상영관 운영기간 운영시간 결제수단

메가박스 백석 

9월 23일(금) 
9:00 – 마지막 상영작 시작 후 
10분까지

현금, 신용/체크카드,
티켓교환권, 다큐패스, 배지

9월 24일(토) – 
9월 29일(목) 

9:30 – 마지막 상영작 시작 후 
10분까지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

9월 23일(금)
9:00 – 마지막 상영작 시작 후 
10분까지

9월 24일(토) – 
9월 28일(수)

9:30 – 마지막 상영작 시작 후 
10분까지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9월 23일(금) 18:00 – 19:10
현금, 신용/체크카드,
티켓교환권, 다큐패스, 배지9월 24일(토) – 

9월 25일(일)
14:00 – 15:10

예매 안내/현장 예매

* 경기지역화폐, 문화상품권 등 기타 결제수단 사용 불가

가격 안내

구분 가격 장소

일반상영 8,000원 메가박스 백석,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

Docs on STAGE
House 8,000원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Blooming 무료 고양 꽃 전시관 오픈 시어터

* Docs on STAGE - Blooming의 경우, DMZ국제다큐멘터리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및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선착순 500명)
* Docs on STAGE - House 사전신청일정 : 9월 15일
* Docs on STAGE - Blooming  사전신청일정 : 9월 13일

수령 장소 일시 종류

빛마루방송지원센터 5층
9월 21일(수) – 9월 22일(목) 09:30-16:00

*이후에는 고양종합버스터미널 배지데스크에서 수령
INDUSTRY

고양종합버스터미널(메가
박스 백석) 5층 배지데스크

9월 23일(금) 9:00-20:00
9월 24일(토) – 9월28일(수) 9:30-20:00

9월 29일(목) 9:30-14:00

FESTIVAL, GUEST, 
PRESS, DOCUPASS

배지 혜택
* 영화제 기간 1일 4매 티켓 발권 (1회차 당 1인 1매)
배지 유의사항
* 온라인 매진작을 제외한 일반 상영작에 한해 현장 발권 가능합니다.
* 배지석 매진일 경우, 티켓 발권이 불가합니다. (다큐패스 제외)
* 배지로 발권한 티켓은 교환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 배지 분실 및 훼손 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배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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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안내 

정시 상영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영 시작 10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상영 시작 15분 후부터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단편 섹션의 경우 첫번째 혹은 두번째 상영작 종료 후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 상영 후 입장 시 지정 좌석 착석 불가

티켓 소지
모든 관람객은 티켓을 소지해야만 상영관 입장 및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예매 시 모바일 티켓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캡처 이미지로는 입장 불가)
* 티켓 교환권, 배지 소지 시 현장 매표소에서 반드시 티켓으로 교환 후 입장 가능합니다.

등급 엄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영화 관람 등급을 준수합니다.
5세미만(2019년 이후 출생)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시에도 상영관 입장이 제한됩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티켓 소지와 보호자 동반에 관계없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은 
입장이 불가합니다. (연령 조건을 만족해도 고등학교 재학생은 관람 불가)
*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관람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상영관 
음식물 반입 

제한

안전한 영화관람을 위해 상영관 내 음료(주류, 뚜껑 없는 음료 제외)만 취식 가능합니다.
* 음료 섭취 외에는 마스크 착용

촬영 금지
카메라 등 녹화 장비 반입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영화 상영 중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기타 모두의 편안한 영화 관람을 위해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상영관 입장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제한
행사 공간 출입 시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COVID-19 예방수칙

메가박스 백석

메가박스 전용 주차장 이용(지상 3F~5F)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관람 시 3시간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지하 3층 이하 주차시 영화관람 고객 주차할인 적용 불가
* 2편을 보시는 경우 최대 5시간까지 가능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

요진Y시티 내 벨라시타 상가 주차장 이용(B2F~B4F) (고양터미널 맞은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입차시간 기준, 기본 무료 주차시간 포함 5시간 무료주차 가능합니다. 
(기본 무료 주차 2시간 포함)

주차안내

상영시간표 가이드 

상영관

코드번호 상영시간

상영작 제목(국문) / 등급

상영작 제목(영문)

러닝타임

WP 세계 최초 상영

IP 해외 최초 상영

AP 아시아 최초 상영

KP 한국 최초 상영

상영시간표 보는 법 

상영관

등급

프리미어

G
모든 관객이 관람할 수 있는 
등급

12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등급

15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등급

18
18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등급

MB1 메가박스 백석 1관

MB2 메가박스 백석 2관

MB3 메가박스 백석 3관

MBC4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 4관

MBC6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 6관

MB7 메가박스 백석 7관

MB8 메가박스 백석 8관

MIB101 메가박스 일산 벨라시타 101호

MIB102 메가박스 일산 벨라시타 102호

MIB103 메가박스 일산 벨라시타 103호

SH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OT 고양꽃전시관(오픈 시어터)

OC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

GV

마스터클래스

아카데미클래스

독스토크

독설(說)

포럼

강연

관객과의 대화

무대인사

상영이벤트 및 부대행사 



034                                                                                                                                                                        035

상영시간표  9.23 (Fri)VoDA

VoDA(Vision of Documentary Archive)   
다큐멘터리 전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VoDA(Vision of Documentary Archive)가 새롭게 관객과 만
난다.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막과 함께 리뉴얼된 플랫폼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
이며,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VoDA로 영화제 기간 동안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온라인 상영작을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 ‘다큐멘터리의 비전을 담은 아카이브’라는 의미처럼 VoDA는 다큐멘터리 창작자의 작
품을 존중하고 다큐멘터리 관객의 저변을 확대하는 공익형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모델을 지향한다. 영화제 
온라인 상영작 외에도 국내외 다큐멘터리 영화 전문 아카이빙과 독스쿨 프로그램, 오프라인 이벤트와 동시에 
진행하는 공개 상영 기획 등 다양한 편성 서비스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온라인 상영작 스트리밍 서비스
• 일시 : 2022.9.22.(목)-10.2.(일)
• 내용 : 10월 2일(일) 24시 결제 시 10월 4일(화) 24시까지 시청 가능

다큐보다(docuVoDA)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 일시 : 2022.09.19.(월) 
* 어플리케이션 심사 일정에 따라 서비스 공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내용 : iOS 앱 마켓 | 구글 안드로이드 플레이 마켓 내 무료 공개

국내외 다큐멘터리 스트리밍 서비스
• 일시 : 상시 서비스
• 내용 : VoDA 회원 대상 유료·무료 공개
*작품별 대여료 상이(창작자 직접 책정 방식)

독 스쿨(Doc School) 프로그램 및 공개 상영 기획 편성
• 일시 : 상시 서비스(독 스쿨) | 한시 서비스(공개 상영 기획 편성)
• 내용 : VoDA 회원 대상 무료 공개

웹사이트 http://voda.dmzdocs.com

상영기간 9월 22일(목) 18시 ~ 10월 2일(일) 24시

관람대상
VoDA 가입 회원 대상, 대한민국 내 결제 및 감상 가능
* 대한민국 외 국가/지역 결제 및 감상 미지원 (사이트 접속 가능)

관람시간
결제 후 48시간 이내(만 2일) 관람 가능
* 10월 2일(일) 24시 결제 시 10월 4일(화) 24시까지 관람 가능

관람료
장편 4,000원 | 단편 2,000원
*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 지원

관람인원
작품별 최대 200명
* 관람료 결제 기준

취소/환불
관람(사용) 내역 없을 시, 결제 후 48시간(만 2일) 이내 신청 가능 
* 10월 2일(일) 24시 결제 시 10월 4일(화) 24시까지 환불 가능

[107] 11:00 -12:17
아틀란티스의 황제
Kaiser of Atlantis
77 min ・12 p.138

[116] 14:00-15:46
키이우 재판 
The Kiev Trial 
106 min・12 p.120

[125] 17:00-18:26
불 속의 연인: 카티아와 모리스 
크래프트를 위한 진혼곡
The Fire... 86 min・12  p.121

[137] 20:00-21:39
대리석 오디세이 
A Marble Travelogue
99 min・12  p.109

[101] 10:30-12:03
단편 경쟁 4
Shorts Competition 4
93 min ・12・GV p.83

[111] 13:30-15:14 
단편 경쟁 3
Shorts Competition 3
104min ・12・GV p.82

[121] 16:30-18:07
단편 경쟁 1
Shorts Competition 1
97min・12・GV P.78

[131] 19:30-21:22
마리우폴리스 2 
Mariupolis 2
112 min・15 p.113

[108] 11:00-12:14
숨겨진 편지, 그리고 사랑
Ultraviolette and the ...
74 min・12・GV p.54

[117] 14:00-15:29
세컨 챈스 
2nd Chance
89 min・12 p.102

[126] 17:00-18:17
마스터즈 단편
Masters Shorts
77 min・12 p.130

[138] 20:00-21:44
작은 섬 
Like an Island
104 min・G・GV p.100

[102] 10:30-11:41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땐 박물관
을 만들어 For Your Peace of...
71 min・G・GV p.56

[112] 13:30-14:59
죽음의 무도 
Danse Macabre
89 min・15・GV p.143

[122] 16:30-18:06
동물 해방의 길 어딘가에서+
골칫덩어리 곰 Just Animals... 
96 min・12 p.115

[132] 19:30-21:32
로힝야
Rohingya
122 min・G・GV p.128

[103] 10:30-11:54
크리미아의 유물
The Treasures of Crimea
84 min・12 p.55

[118] 14:00-19:00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DMZ Youth Documentary ...
300min

[133] 19:30-20:34
악토퍼스 
Octopus
64 min・G p.144

[109] 11:00-12:45
제자리에 없는 물질
Matter out of Place 
105 min・12 p.103

[119] 14:00-15:30
바다의 극장 
Theater of the Sea
90 min・12 p.127

[127] 17:00-20:24
불안정한 사물들 2
The Unstable Object 2
204 min・12・GV p.124

[104] 10:30-12:13
압살의 숲 
The Oppressed Students
103 min・12 p.156

[113] 13:30-15:04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The Teachers : Pink...
94 min・G・GV p.96

[129] 17:30-18:24
POV 1 - 단편 2
POV 1 - Shorts 2
54 min・12 p.148

[134] 19:30-21:18
나는 코미디언이다 
I am a Comedian
108 min・12 p.140

[105] 10:30-12:24
어느 유대인의 삶 
A Jewish Life
114 min・12 p.110

[114] 13:30-14:44
홈그라운드 
Home Ground
74 min・12・GV p.72

[123] 16:30-17:30
비상구 있는 집 
Home with the Exit
60 min・G・GV p.76

[135] 19:30-20:39
뼈 
The Bone
69 min・12・GV p.75

[106] 10:30-12:10
무첸바허 
Mutzenbacher
100 min・15 p.45

[115] 13:30-15:03
안개 속의 아이들 
Children of the Mist 
93 min・12・GV p.46

[124] 16:30-17:55
에아미
Eami 
85 min・G p.48

[136] 19:30-20:31
노 웨이 아웃 
No Way Out
61 min・12・GV p.94

[110] 11:00-12:38
참배 
Worship
98 min・12 p.64

[120] 14:00-15:34
델리카도 
Delikado
94 min・15・GV p.60

[128] 17:00-18:47
백 년과 희망 One Hundred 
Years and Hope
107 min・12・GV p.63

[139]  20:00-20:30
POV 2 - 단편 2
POV 2 - Shorts 2
30 min・15 p.155

[130] 19:00-20:19
고장난 악기로 만든 오케스트
라 That Orchestra with...
79 min・G 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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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11:00-12:12
도망친 사람이 유령이다 
The One Who Runs ...
72 min・G p.108

[214] 14:00-15:38
에브리씽 윌 비 오케이
Everything will be OK
98 min・15 p.119

[220] 16:30-18:04 GV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우간다
Once Upon a Time...
94 min・12 p.106

[234] 20:00-21:35
킵 스텝핑 
Keep Stepping 
95 min・G・GV p.134

[201] 10:30-12:14
단편 경쟁 7
Shorts Competition 7
104min・12・GV P.88

[210] 13:30-15:16
단편 경쟁 2
Shorts Competition 2
106min・15 p.80

[221] 16:30-19:54
불안정한 사물들 2 
The Unstable Object 2
204 min・12・GV p.124

[207] 11:00-12:17 
우리의 심장박동은 폭발하는 
별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All of... 77 min・12・GV p.99

[218] 14:30-15:40
멜팅 아이스크림 
Melting Icecream
70 min・12・GV p.93

[226] 17:00-19:36
2차 송환 
The 2nd Repatriation
156 min・12・GV p.126

[202] 10:30-12:00
기억은 우리 것
Our Memory Belongs to Us
90 min・15 p.145

[211] 13:30-14:30
아침이슬-‘세뇌’라는 스티그마 
朝露 Morning Dew The...
60 min・15・GV p. 150

[222] 16:30-18:47
그러면 중국은? 
What about China?
137 min・G・GV p.122

[203] 10:30-13:30
아시아청년다큐멘터리공동제작
Asian Docs Co-Production... 
180min

[215] 14:00-15:10
홈메이드 스토리 
Homemade Stories
70 min・12 p.146

[223] 16:30-18:04
델리카도 
Delikado
94 min・15・GV p.60

[230] 19:30-20:29
써야할 곡이 없을 때, 그리고 다
른 로마 이야기들 When There 
is ... 59 min・12 p.125

[208] 11:00-12:12
타국의 하늘 
Foreign Sky
72 min・15・GV p.151

[216] 14:00-15:10
애프터썬
Aftersun
70 min・15・GV p.104

[227] 17:00-18:45
일본해방전선, 산리즈카의 
여름 Summer in Narita
105 min・12・GV p.157

[204] 10:30-12:02
해체: 바다의 몸 
The Body of the Sea
92 min・G ・GV p.73

[212] 13:30-14:55
엄마, 영순 
A Mother, Youngsoon
85 min・12・GV p.74

[224] 16:30-17:47
다섯 번째 방 
Her 5th Room
77 min・12・GV p.71

[231] 19:30-20:47
바람은 국경을 무너뜨린다
The Wind Blows the Border
77 min・12・GV p.105

[232] 19:30-21:05
레이테 드림 
Leyte Dream
95 min・15・GV p.152

[205] 10:30-11:55
나심 
Nasim
85 min・12・GV p.50

[213] 13:30-14:52
우리 이름은 학생 
We, Students!
82 min・12 p.49

[225] 16:30-18:02
자본주의에 대처하는 연인들을 
위한 안내서 A Guide to...
92 min・12・GV p.51

[233] 19:30-21:12
느티나무 아래 
Under Zelkoba
102 min・G・GV p.95

[209] 11:00-12:32 
에틸라트로즈: 아프간의 기자
Etilaat Roz  
92 min・12・GV p.62

[217] 14:00-15:15
땅에 닿지 않는 비 
Vigra
75 min・12・GV p.67

[228] 17:00-18:41
녹색 감옥 
Green Jail
101 min・12・GV p.66

[235] 20:00-21:02
POV 1 - 단편 1
POV 1 - Shorts 1 
62 min・12 p.147

[219] 15:00-16:25
라스 브리사스의 아이들 
Children of Las Brisas
85 min・12 p.137

[229] 18:00-19:29
다정한 마음 
Kind Hearts
89 min・G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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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상영시간표  9.25 (Sun)9.24 (Sat)

[307] 11:00-12:44
작은 섬 
Like an Island
104 min・G・GV p.100

[316] 14:00-15:38
틱톡커의 해피엔딩 
Girl Gang
98 min・12 p.111

[325] 17:00-19:02
로힝야 
Rohingya
122 min・G・GV p.128

[301] 10:30-12:06
단편 경쟁 6
Shorts Competition 6
96min・12・GV p.87

[311] 13:30-15:17
단편 경쟁 5 
Shorts Competition 5 
107 min・12 p.85 

[321] 16:30-17:59
죽음의 무도 
Danse Macabre
89 min・15・GV p.143

[330] 19:30-21:03
단편 경쟁 4
Shorts Competition 4
93min・12・GV p.83

[308] 11:00-12:36
프리메라
Primera
96 min・12 p.142

[317] 14:00-14:48
POV 2 - 단편 1
POV 2 - Shorts 1
48 min・15・GV p.154

[326] 17:00-18:00
매장
Burial
60 min・G・GV p.101

[334] 20:00-22:17
그러면 중국은?
What about China?
137 min・G・GV p.122

[302] 10:30-12:17
유스 닥스
Youth Docs 
107 min・G・GV p.166

[312] 13:30-15:23
봄바람 프로젝트 - 여기, 우리가 
있다 Spring Wind Project...
113 min・12・GV p.97

[327] 17:00-18:37
장기자랑 
The Talent Show
97 min・G・GV p.92

[335] 20:00-21:33
안개 속의 아이들
Children of the Mist
93 min・12・GV p.46

[303] 10:30-11:47
마스터즈 단편 
Masters Shorts 
77 min・12 p.130

[313] 13:30-15:00
바다의 극장 
Theater of the Sea
90 min・12 p.127

[322] 16:30-18:18
나는 코미디언이다 
I am a Comedian
108 min・12 p.140

[331] 19:30-20:56
불 속의 연인: 카티아와 모리
스 크래프트를 위한 진혼곡 
The... 86 min・12 p.121

[309] 11:00-12:01
노 웨이 아웃 
No Way Out
61 min・12・GV p.94

[318] 14:00-15:40
발코니 무비 
The Balcony Movie
100 min・15・GV p.123

[336] 20:00-21:47
백 년과 희망 
One Hundred Years...
107 min・12・GV p.63

[304] 10:30-11:47
우리의 심장박동은 폭발하는 
별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All ... 77 min・12・GV p.99

[314] 13:30-14:30
비상구 있는 집 
Home with the Exit
60 min・G・GV p.76

[323] 16:30-17:44
홈 그라운드 
Home Ground
74 min・12・GV p.72

[332] 19:30-21:04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The Teachers : Pink...
94 min・G・GV p.96

[305] 10:30-12:09
씨앗의 시간 
Time of Seeds
99 min・G・GV p.69

[333] 19:30-21:10
돌들이 말할 때까지 
Until the Stones Speak
100 min・12・GV p.70

[306] 10:30-11:45
나의 자리를 찾아서
A Steady Job
75 min・12・GV p.52

[315] 13:30-14:42
비극이 잠든 땅 
Disturbed Earth 
72 min・12・GV p.53

[324] 16:30-19:34
보라색 집에 관한 이야기
Tales of the Purple House
184 min・12 p.47

[338] 20:30-21:34
부부 
A Couple
64 min・12 p.118

[310] 11:00-12:45
H2: 점령 실험 
H2: The Occupation Lab
105 min・12・GV p.61

[319] 14:00-15:12
그 땅의 잔디는 더 푸르리라 
The Grass is Greener...
72 min・12・GV p.65

[328] 17:00-18:40
거대한 균열: 항손둥 동굴 이야
기 A Crack in the Mountain
100 min・12・GV p.59

[337] 20:00-20:30
POV 2 - 단편 2
POV 2 - Shorts 2
30 min・15・GV p.155

[320] 15:00-16:30
그래도 나는 노래하리 
And Still I Sing
90 min・G・GV p.135

[329] 18:00-19:35
킵 스텝핑 
Keep Stepping 
95 min・G・GV p.134

M
B1

M
B2

M
B3

M
BC4

M
BC6

M
B7

M
B8

M
IB101

M
IB102

M
IB103

SH
O

T



038                                                                                                                                                                        039

상영시간표 상영시간표 9.27 (Tue)9.26 (Mon)

[407] 11:00-12:45
제자리에 없는 물질 
Matter out of Place
105 min・12 p.103

[417] 14:00-17:42
마기노 마을의 전설
Magino Village
222 min・12 p.164

[435] 20:00-21:29
세컨 챈스 
2nd Chance
89 min・12 p.102

[402] 10:30-12:09
대리석 오디세이
A Marble Travelogue
99 min・12 p.109

[411] 13:30-14:51
산리즈카: 오월의 하늘 
Narita: The Sky of May
81 min・12 p.163

[421] 16:30-17:47
바람은 국경을 무너뜨린다
The Wind Blows the Border
77 min・12・GV p.105

[430] 19:30-21:00
그래도 나는 노래하리
And Still I Sing
90 min・G・GV p.135

[408] 11:00-13:23
일본해방전선, 산리즈카의 
겨울 Winter in Narita
143 min・12 p.158

[418] 14:00-15:10
애프터썬 
Aftersun
70 min・15・GV p.104

[427] 17:00-18:12
비극이 잠든 땅
Disturbed Earth
72 min・12・GV p.53

[436] 20:00-21:37
단편 경쟁 1
Shorts Competition 1
97min・12・GV p.78

[401] 10:00-10:27
얼레벌레 곤충소비생활
Fudge Consumption Bug Life
27 min・G

[412] 13:30-15:08
에브리씽 윌 비 오케이 
Everything will be OK
98 min・15 p.119

[422] 16:30-19:06
2차 송환 
The 2nd Repatriation
156 min・G・12 p.126

[437] 20:00-21:04
부부 
A Couple
64 min・12 p.118

[403] 10:30-12:10
무첸바허 
Mutzenbacher
100 min・15 p.45

[413] 13:30-14:55
에아미 
Eami
85 min・G p.48

[423] 16:30-17:18
POV 2 - 단편 1 
POV 2 - Shorts 1
48 min・15 p.154

[431] 19:30-21:00
기억은 우리 것 
Our Memory Belongs to Us
90 min・15 p.145

[409] 11:00-12:46
키이우 재판 
The Kiev Trial 
106 min・12 p.120

[419] 14:00-15:25
나심 
Nasim
85 min・12・GV p.50

[428] 17:00-18:35
킵 스텝핑 
Keep Stepping
95 min・G・GV p.134

[439] 20:30-21:54
작은 새들 
Fledglings
84 min・G p.112

[404] 10:30-12:15
일본해방전선, 산리즈카의 
여름 Summer in Narita
105 min・12 p.157

[414] 13:30-14:47
다섯 번째 방 
Her 5th Room
77 min・12・GV p.71

[424] 16:30-18:02
자본주의에 대처하는 연인들을 
위한 안내서 A Guide to...
92 min・12・GV p.51

[432] 19:30-20:55
영화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 Against the War...
85 min・12・GV  p.114

[405] 10:30-11:55
엄마, 영순 
A Mother, Youngsoon
85 min・12 p.74

[415] 13:30-14:55
산리즈카: 이와야마에 철탑이 
세워지다 Narita: The ...
85 min・12 p.161

[425] 16:30-18:12
느티나무 아래 
Under Zelkoba
102 min・G・GV p.95

[433] 19:30-21:53
산리즈카: 제2요새의 사람들
Narita: Peasants...
143 min・12 p.160

[406] 10:30-12:56
산리즈카: 헤타 마을 
Narita: Heta Village
146 min ・12 p.162

[416] 13:30-14:54
크리미아의 유물 
The Treasures of Crimea
84 min・12 p.55

[426] 16:30-17:44
숨겨진 편지, 그리고 사랑 
Ultraviolette and the...
74 min・12・GV p.54 

[434] 19:30-20:41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땐 박물
관을 만들어 For Your Peace 
of... 71 min・G・GV p.56

[410] 11:00-12:31
미얀마의 산파들 
Midwives
91 min・15・GV p.58

[420] 14:00-14:48
산리즈카: 제3차 강제측량저지
투쟁 Three Day War in...
48 min・12  p.159

[429] 17:00-18:09
뼈 
The Bone
69 min・12・GV p.75

[438] 20:00-21:41
녹색 감옥 
Green Jail
101 min・12・GV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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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11:00-12:38
에브리씽 윌 비 오케이 
Everything will be OK
98 min・15 p.119

 [516] 14:00-15:40
돌들이 말할 때까지 
Until the Stones Speak
100 min・12・GV p.70

[526] 17:00-18:40
발코니 무비 
The Balcony Movie
100 min・15・GV p.123

[535] 20:00-21:26
불 속의 연인: 카티아와 모리스 
크래프트를 위한 진혼곡 
The Fire ... 86 min・12 p.121

[501] 10:30-12:22
마리우폴리스 2 
Mariupolis 2 
112 min・15 p.113

[511] 13:30-15:24
어느 유대인의 삶 
A Jewish Life
114 min・12 p.110

[521] 16:30-18:00
바다의 극장 
Theater of the Sea
90 min・12・GV p.127

[531] 19:30-20:47
마스터즈 단편 
Masters Shorts 
77 min・12 p.130

[508] 11:00-12:35
레이테 드림 
Leyte Dream
95 min・15 p.152

[517] 14:00-15:36
동물 해방의 길 어딘가에서+
골칫덩어리 곰 Just Animals...
96 min・12 p.115

[527] 17:00-18:15
나의 자리를 찾아서 
A Steady Job
75 min・12・GV p.52

[536] 20:00-23:04
보라색 집에 관한 이야기 
Tales of the Purple House 
184 min・12 p.47

[502] 10:30-12:07
장기자랑
The Talent Show
97 min・G p.92

[512] 13:30-14:34
악토퍼스 
Octopus
64 min・G p.144

[522] 16:30-17:30
아침이슬-‘세뇌’라는 스티그마
朝露 Morning Dew...
60 min・15 p.150

[532] 19:30-20:45
땅에 닿지 않는 비 
Vigra 
75 min・12・GV p.67

[503] 10:30-13:30
평평한 삶
The Plains
180 min・12 p.107

[518] 14:00-17:24
불안정한 사물들 2 
Unstable Objects 2
204 min・12 p.124

[530] 19:00-21:00
청소년 38초 다큐공모전
38 Seconds Documentary... 
120min

[509] 11:00-12:12
도망친 사람이 유령이다
The One Who Runs Away...
72 min・G p.108

[519] 14:00-14:59
써야할 곡이 없을 때, 그리고 다
른 로마 이야기들 When There 
is No... 59 min・12 p.125

[528] 17:00-18:43
압살의 숲 
The Oppressed Students
103 min・12 p.156

[537] 20:00-21:00
매장 
Burial
60 min・G・GV p.101

[504] 10:30-11:55
산리즈카: 이와야마에 철탑이 
세워지다 Narita: The...
85 min・12 p.161

[513] 13:30-14:51
산리즈카: 오월의 하늘 
Narita: The Sky of May
81 min・12 p.163

[523] 16:30-17:54
크리미아의 유물 
The Treasures of Crimea
84 min・12・GV p.55

[533] 19:30-20:52
우리 이름은 학생 
We, Students!
82 min・12 p.49

[505] 10:30-12:53
일본해방전선, 산리즈카의 겨울 
Winter in Narita
143 min・12 p.158

[514] 13:30-14:42
그 땅의 잔디는 더 푸르리라 
The Grass is Greener on...
72 min・12・GV  p.65

[524] 16:30-18:06
프리메라 
Primera
96 min・12・GV p.142

[506] 10:30-11:55
라스 브리사스의 아이들 
Children of Las Brisas
85 min・12 p.137

[515] 13:30-14:59
다정한 마음 
Kind Hearts 
89 min・G p.139

[525] 16:30-18:09
씨앗의 시간 
Time of Seeds
99 min・G・GV p.69

[534] 19:30-21:02
해체: 바다의 몸 
The Body of the Sea
92 min・G・GV p.73

[510] 11:00-12:02
POV 1 - 단편 1
POV 1 - Shorts  1 
62 min・12  p.147

[520] 14:00-14:54
POV 1 - 단편 2
POV 1 - Shorts 2
54 min・12 p.148

[529] 17:00-18:37 
장기자랑 
The Talent Show
97 min・G p.92 

[538] 20:00-22:17
그러면 중국은? 
What about China?
137 min・G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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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상영시간표9.28 (Wed) 9.29 (Thu)

[607] 11:00-12:40
거대한 균열: 항손둥 동굴 
이야기 A Crack in the...
100 min・12 ・GV p.59

[617] 14:00-15:40
무첸바허 
Mutzenbacher
100 min・15 p.45

[625] 17:00-18:14
홈그라운드 
Home Ground
74 min・12・GV p.72

[635] 20:00-21:10
멜팅 아이스크림 
Melting Icecream
70 min・12・GV p.93

[601] 10:30-12:02
에틸라트로즈: 아프간의 기자
들 Etilaat Roz
92 min・12・GV p.62

[611] 13:30-14:44
숨겨진 편지, 그리고 사랑 
Ultraviolette and the...
74 min・12・GV p.54

[620] 16:30-17:42
비극이 잠든 땅 
Disturbed Earth
72 min・12・GV p.53

[630] 19:30-21:01
미얀마의 산파들 
Midwives
91 min・15・GV p.58

[608] 11:00-13:36
2차 송환 
The 2nd Repatriation
156 min・12  p.126

[619] 14:30-16:03
안개 속의 아이들
Children of the Mist 
93 min・12・GV p.46

[629] 17:30-19:02
자본주의에 대처하는 연인들을 
위한 안내서 A Guide to ... 
92 min・12・GV p.51

[638] 20:30-22:15
H2: 점령 실험
H2: The Occupation Lab
105 min・12・GV p.61

[602] 10:30-11:30
비상구 있는 집 
Home with the Exit
60 min・G GV p.76

[612] 13:30-14:47
다섯 번째 방 
Her 5th Room
77 min・12・GV p.71

[621] 16:30-18:04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우간다 
Once Upon a Time in...
94 min・12 p.106

[631] 19:30-20:34
부부 
A Couple
64 min・12  p.118

[603] 10:30-11:55
엄마, 영순 
A Mother, Youngsoon
85 min・12 p.74

[613] 13:30-15:08
참배 
Worship
98 min・12  p.64

[622] 16:30-19:09
액트 오브 킬링 
The Act of Killing 
159 min・15・GV  p.129

[609] 11:00-12:09
뼈
The Bone
69 min・12 p.75

[618] 14:00-15:25
나심 
Nasim
85 min・12・GV p.50

[626] 17:00-18:40
돌들이 말할 때까지 
Until the Stones Speak
100 min・12・GV p.70

[636]  20:00-21:11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땐 
박물관을 만들어 For Your...
71 min・G・GV p.56

[604] 10:30-12:16
키이우 재판 
The Kiev Trial 
106 min・12 p.120

[614] 13:30-15:23
봄바람 프로젝트 - 여기, 
우리가 있다 Spring Wind ...
113 min・12・GV  p.97

[627] 17:00-18:38
에브리씽 윌 비 오케이 
Everything will be OK
98 min・15 p.119

[632] 19:30-20:55
영화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 Against the War...
85 min・12・GV p.114

[605] 10:30-11:47
아틀란티스의 황제
Kaiser of Atlantis
77 min・12 p.138

[615] 13:30-15:06
단편 경쟁 6
Shorts Competition 6
96min・12・GV p.87

[623] 16:30-18:14
단편 경쟁 7
Shorts Competition 7
104min・12・GV P.88

[633] 19:30-21:14
단편 경쟁 3
Shorts Competition 3
104min・12・GV p.82

[606] 10:30-11:49
고장난 악기로 만든 오케스트
라 That Orchestra with ...
79 min・G  p.136

[616] 13:30-14:40
홈메이드 스토리 
Homemade Stories
70 min・12  p.146

[624] 16:30-17:42
타국의 하늘 
Foreign Sky
72 min・15  p.151

[634] 19:30-21:56
산리즈카: 헤타 마을 
Narita: Heta Village
146 min・12  p.162

[610] 11:00-14:42
마기노 마을의 전설 
Magino Village
222 min・12  p.164

[628] 17:00-18:34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The Teachers : Pink...
94 min・G p.96

[637] 20:00-22:23
산리즈카: 제2요새의 사람들 
Narita: Peasants of ...
143 min・12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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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11:00-12:25
에아미 
Eami
85 min・G  p.48

[708] 13:30-15:08
틱톡커의 해피엔딩
Girl Gang
98 min・12  p.111

[701] 10:30-12:17
단편 경쟁 5 
Shorts Competition 5 
107 min・12  p.85

[709] 13:30-16:30
평평한 삶
The Plains
180 min・12  p.107

[705] 11:00-12:40
발코니 무비
The Balcony Movie
100 min・15  p.123

[713] 14:00-15:39
씨앗의 시간
Time of Seeds
99 min・G  p.69

[706] 11:00-11:27
얼레벌레 곤충소비생활 
Fudge Consumption Bug Life
27 min・G

[710] 13:30-14:18
산리즈카: 제3차 강제측량저지
투쟁 Three Day War in Narita
48 min・12  p.159

[715] 19:00-22:00
폐막식
Closing Ceremony
180min

[702] 10:30-11:52
우리 이름은 학생 
We, Students!
82 min・12  p.49

[711] 13:30-16:34
보라색 집에 관한 이야기 
Tales of the Purple House
184 min・12  p.49

[707] 11:00-12:24
작은 새들 
Fledglings
84 min・G p.112

[714] 14:00-15:15
나의 자리를 찾아서 
A Steady Job
75 min・12 ・ GV p.52

[703] 10:30-12:02
해체: 바다의 몸 
The Body of the Sea
92 min・G p.73

[712] 13:30-15:16
단편 경쟁 2
Shorts Competition 2
106 min・12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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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거리의 춤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킵 스텝핑〉은 호주 최대의 스트리트 댄스 경
연 행사인 ‘Destructive Steps’의 조직과 이 이벤트에 참여한 댄서들의 경쟁을 
축으로 진행된다. 댄스의 카테고리에 따라 부문별로 진행되는 컨테스트를 따라가
는데, 두 경연 참가자의 스토리가 서사의 몸체를 이룬다. 둘 모두 이민자 여성들인
데, 칠레-뉴질랜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여성 가비와 루마니아에서 온 브레
이크 댄서 패트리샤가 그들이다. 여성, 이민자, 비주류, 청년 세대를 의제화한 영
화는 스트리트 댄스라는 서브 컬처의 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정 어린 
경쟁을 통해 그 자신을 단련해나가는 사람들의 조용한 노력을 감동적으로 묘사
한다. 설립자인 한국계 청년 조 원(Jo One)과 스태프들, 원근각지에서 온 스트리
트 댄서들은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쟁과 공
존의 방식을 보여준다. 최근 한국에서는 〈킵 스텝핑〉에 등장하는 가비, 패트리샤 
같은 여성 스트리트 댄서들을 조명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Street Woman Fighter’가 거대한 신드롬을 일으킨 바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등장했던, 왁킹 댄스의 대가로 알려진 립 제이가 ‘Destructive Steps’의 심사위
원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Keep Stepping’이라는 제목은 불우한 환경과 멸시, 
인내의 기나긴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멈추지 말고 가라고 독려하는 주문처럼 
들린다. 실질적인 주인공인 가비가 자신의 카테고리에서 우승한 뒤 쇼케이스 자
리에서 추는 마지막 춤은 꿈과 고뇌, 에너지, 멋, 열정이 가득한 여성의 이야기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분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바꾼다.  

루크 코니시 
Luke CORNISH
다수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이다. 
Amazon Prime의 6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집필, 
제작 및 편집했고 첫 장편 
다큐멘테리 〈킵 스텝핑〉을
 완성했다.     〈킵 스텝핑〉은 
시드니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관객상을 받았다. 

킵 스텝핑  
Keep Stepping

Australia | 2022 | 95min | Color | DCP | IP | G

001 OC 9/22 19:55
234 MB1 9/24 20:00 GV
329 OT 9/25 18:00 GV
428 MB7 9/26 17:00 GV

개막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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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국제 경쟁

오래된 공장을 개조한 스튜디오에 일군의 남성들이 들어온다. 열 여섯에서 
아흔아홉 살 남성을 대상으로, 포르노그래피 소설 『요세피네 무첸바허, 혹
은 어느 비엔나 매춘부의 자서전』을 다룬 영화의 캐스팅을 연다는 광고를 
보고 온 사람들이다. 〈무첸바허〉의 감독 루스 베커만은 1906년 발표된 작
자 미상의 유명 소설에서 몇몇 대목을 발췌하여 이들에게 낭독하게 한다. 일
인칭 시점으로 쓰인 매춘부의 회고는 여러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흥미
와 호기심부터 정색과 역겨움까지. 소설이 십 대 소녀의 적극적인 섹스를 그
리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남성들 저마다의 성에 관한 경험과 
감각,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루스 베커만은 그 다양한 층위를 활보하며, 
성을 둘러싼 권력의 중심과 위치를 바꾸는 지적인 곡예를 선보인다. 소녀의 
회고를 읽고, 연기하는 남성들. 화면 바깥, 외화면에 머물며 목소리로 이를 
지시하는 여성 감독. 그 끊임없는 역전, 자리바꿈은 영화적 장치를 통해 시선
의 쾌락과 권력에 도전하는 여성주의 영화의 유쾌한 성취라고 부를 법하다. 

루스 베커만 
Ruth BECKERMANN
작가이자 영화감독. 주요 작품으로

〈페이퍼 브릿지〉(1987), 
〈전쟁의 동쪽〉(1996) 등이 있으며 
〈무첸바허〉는 2022년 베를린국제
영화제 인카운터스 부문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으며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무첸바허  
Mutzenbacher

Austria | 2022 | 100min | DCP | Color | KP | 15

106 MIB102 9/23 10:30
403 MBC6  9/26 10:30
617 MB1 9/28 14:00

‘국제 경쟁’에서는 예심을 거쳐 선정된 12편의 장편이 상영된다.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주, 아프리카의 작품들이 고루 포진하여, 현재 세계 다큐멘
터리의 흐름과 지형을 보여준다. 역사적 문제부터 시의성 높은 이슈까지 다채로
운 소재를 다루는 동시에, 새로운 영화적 접근을 고민하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감독들 역시 주목할 만한 데뷔작을 선보인 신진 감독부터 꾸준하게 활동 중인 중견 감
독까지 다양하다. 루스 베커만의 〈무첸바허〉는 논쟁적인 포르노그래피 소설을 남성들에게 
낭독하게 함으로써 성에 관한 복잡한 경험과 감각을 여성주의적 시선으로 탐구한다. 압바스 
파델은 〈보라색 집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위기를 맞은 레바논 사회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면
모를 예술가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술과 영화의 역할을 성찰한다. 신부 납치 풍습이 잔존하
는 베트남의 소수민족 몽족 마을을 다룬 〈안개 속의 아이들〉, 산림 파괴로 자신들의 세계를 
상실한 파라과이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에아미〉, 분노와 좌절, 희망을 동시에 안고 미
래를 고민하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대학생들의 초상을 그린 〈우리 이름은 학생〉은 각국
의 영화제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화제작이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여성의 여정을 다룬 〈나심〉과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노년의 사회학자 부
부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자본주의에 대처하는 연인들을 위한 안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이탈리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길에 함께하는 〈나의 자리를 찾아서〉, 전시가 끝
난 크림반도 유물들의 반환처를 놓고 고심하는 네덜란드 박물관의 이야기를 그린 〈크리미아
의 유물〉을 통해 지금 현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다. 대규모 학살
의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는 보스니아 스레브레니차를 다룬 〈비극이 잠든 땅〉, 돌아가신 할머
니가 숨겨온 편지를 통해 1920년대 소녀들의 열정적이고 도발적인 삶을 재구성한 〈숨겨진 
편지, 그리고 사랑〉, 파나마의 한 무명 예술가가 남긴 작품들에 담긴 숭고함을 영화적으로 복
원하는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땐 박물관을 만들어〉 또한 다큐멘터리의 미덕과 가치를 오롯
하게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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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쟁 국제 경쟁

베트남 북부 산간 지역의 한 마을. 어린 소녀가 가파른 언덕을 오른다. 감독
의 내레이션이 이어지고, “3년 동안 촬영하며 항상 어떤 결말로 귀결될까 두
려웠어”라는 말과 함께 짙은 안개가 마을을 둘러싼다. 감독은 무엇이 두려
웠던 것일까? 지엠 하 레는 데뷔작 〈안개 속의 아이들〉을 위해 오지의 몽족 
마을을 찾아, 십 대 소녀 디와 친해진다. 그리고 그녀와 자매애라고 불러도 
좋을 법한 유대감을 쌓는다. 하지만 설 명절을 지내던 어느 날 밤, 디가 동년
배 소년에게 신부로 “납치”되면서 감독의 불안은 현실이 된다. 디가 속한 몽
족은 여전히 신부 납치 풍습을 하나의 “전통”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안개 속의 아이들〉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 사이의 긴장을 담아
내는 동시에, 타인의 삶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 데 수반되는 윤리를 고민한
다. 그 끝에서 젊은 감독이 찾은 해법은 우정. 차가운 관찰자도, 오만한 구원
자도 아닌 진정한 친구 되기다. 그 우정은 다큐멘터리가 인물들과 함께 구성
하는 윤리적, 정치적 관계들에 대한 책임을 일깨운다.

안개 속의 아이들  
Children of the Mist

지엠 하 레 
Diem HA LE
베트남 소수민족인 따이(Tay)족으로 
태어났다. 선댄스인스티튜트 
다큐멘터리영화프로그램 지원을 
받았다. 〈안개 속의 아이들〉은 
첫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Vietnam | 2021 | 93min | DCP | Color | KP | 12

115 MIB102 9/23 13:30 GV
335 MBC4 9/25 20:00 GV
619 MB3 9/28 14:30 GV

 〈이라크 영년〉(2015)으로 7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대상을 수
상한 압바스 파델의 신작이다. 감독의 아내이자 비주얼 아티스트인 누르 발
에 루크의 행적과 상념, 일상을 따라가는 내러티브는 예술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전통적인 주제를 다룬다. 생활의 실감을 전하는 예술가 부
부의 사적 기록, 외부세계의 동향에 아랑곳하지 않고 흘러가는 이웃의 일상, 
레바논의 정치적 상황, 보라색 집 주변을 배회하는 고양이, 시끄러운 세상
의 흐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생을 사는 아이들, 세계의 고통을 바라보
는 예술가의 자의식 등이 다양한 계열의 이미지들로 엮인다. 이 성찰적 다큐
멘터리의 형식을 주관하는 핵심 모티프는 프레임의 다층성이다. 다큐멘터
리를 촬영하는 카메라의 프레임, 화가인 누르의 캔버스가 만들어내는 프레
임,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와 영화 등이 상연되는 모니터의 프레임 따위가 다
층적인 맥락을 형성한다. 삶과 죽음, 희망과 비탄이 쏟아지는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이미지의 힘에 대한 단단한 믿음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압바스 파델 
Abbas FAHDEL
이라크 바빌론 출신. 프랑스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이라크에서 
세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이라크 영년〉(2015)으로 수많은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2017년부터는 
레바논에 정착하여 영화를 
제작하고있다.

보라색 집에 관한 이야기
Tales of the Purple House 

Iraq, France, Lebanon | 2022 | 184min | DCP | Color | AP | 12

324 MIB102 9/25 16:30
536 MB3 9/27 20:00
711 MBC6 9/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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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아미”는 파라과이 원주민, 아요레오 토토비에고소데 부족의 말로 숲, 그
리고 세계를 뜻한다. 즉, 그들에게 있어 숲은 곧 세계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파라과이의 평원은 지난 수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급속한 산림 파
괴가 진행 중이다. 〈에아미〉는 말 그대로 세계의 종말을 경험하고 있는 야오
레오족의 이야기를 중남미 고유의 마술적 리얼리즘 영상과 서사로 표현한 
하이브리드 다큐멘터리다. 감독인 파즈 엔시나는 이 작품을 위해 파괴되어 
가는 야요레오족의 터전을 여행하며, 그들의 신화와 역사를 수집한다. 그리
고 이를 바탕으로 파괴된 마을을 뒤로하고 황폐한 평원을 배회하는 소녀, 에
아미를 창조한다. 파괴되는 숲과 원주민들의 문화를 표현한 시각적 재현도 
인상적이지만, 음향의 다층적 배치 역시 주목할 만하다. 평원의 바람 소리 
위에 샤먼의 영창과 숲이 파괴되는 소리, 허구적 인물들의 대사, 야요레오족
의 인터뷰가 중첩되며 만들어내는 울림. 〈에아미〉는 파괴되는 세계를 애도
하고, 회복을 갈구하는 영화적 의식이라 부를 법하다. 

에아미  
Eami

파즈 엔시나 
Paz ENCINA
파라과이 아순시온 출신. 2016년,
실렌시오랩을 설립하여 
젊은 예술가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파라과이 감독 최초로 할리우드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으로 
등록되었다.

Paraguay, Argentina, Mexico, US, Germany, France, Netherlands | 2022 | 85min | DCP | Color | 
AP | G

124 MIB102 9/23 16:30
413 MBC6 9/26 13:30
704 MB1 9/29 11:00

국제 경쟁 국제 경쟁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방기(Bangui)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왜 현재의 자
신들이 빈곤한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지,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물론 그 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
다. 자신들이 결코 선택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국母國의 부패와 
무능이 그 이유이기 때문이다. 감독은 자신과 친구들의 솔직한 일상을 카메
라에 담으며, 외부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내밀하게 개인에게 틈
입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기대를, 나의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꿈꾸기 힘
든 상황을 쉽사리 내 탓으로 돌리지 않으며 이 수렁에서 벗어날 방법을 치열
하게 고민하고 생각한다. 현재의 청년 세대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낯선 
풍경 속에서도 충분히 지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외치고 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세대일지라도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라고.

라피키 파리알라 
Rafiki FARIALA 
콩고인 부모님과 전쟁을 피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주하였다. 
2013년 RAFIKI-RH20이라는 
예명으로 ‘왜 전쟁하는가?’를 
녹음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우리 이름은 학생〉은 
그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우리 이름은 학생
We, Students! 

Central African Republic , Franc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Saudi Arabia | 2022 | 82min | 
DCP | Color | AP | 12

213 MIB102 9/24 13:30
533 MB8 9/27 19:30
702 MBC6 9/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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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심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이란을 거쳐 2020년 현재 그리스의 난민 캠프
에 머물고 있다. 전쟁, 차별, 빈곤으로 ‘소속될 권리’를 박탈당한 채 부유하는 
처지에도 카메라에 담긴 그녀는 꽤 차분하다. 하지만 종종 프레임 밖에서 들
려오는 소음은 그것이 반복된 절망과 해소되지 않는 불안으로 초래된 정체
停滯임을 암시하고, 이를 방증하듯 나심은 이혼을 소망하면서도 결심하지는 
못한다. 공교롭게도 사태는 캠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변화한다. 비명
과 오열이 난무하는 순간, 영화는 인공의 사운드와 더불어 교차 편집을 전개
한다. 적극적 개입 없이 관망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나심은 캠프를 빠져
나가는데, 머지않아 길이 봉쇄되고 영화는 다시 일전의 태도로 복귀한다. 그
러자 나심이 돌연 뒤따라오던 카메라를 응시하고 숏이 중단된다. 일종의 역
전이자 라포의 재확인이다. 이제 그녀가 남성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든 난
민 집회에 참가해 자유를 촉구하든 심지어 히잡 위에 스냅백을 쓰든 크게 놀
랍지 않다. 나심은 나아갔다. 카메라의 위치도 바뀌었다. 

나심 
Nasim

Germany | 2022 | 85min | DCP | Color | KP | 12

205 MIB102 9/24 10:30 GV
419 MB7 9/26 14:00 GV
618 MB7 9/28 14:00 GV

올레 야콥스 
Ole JACOBS
올레 야콥스는 배우이자 감독으로

〈블랙팬서〉(2014), 〈나의 춤은 
지구를 흔든다〉(2020), 

〈나심〉(2022) 에 출연하고 제작하였다. 

아르네 뷔트너 
Arne BUTTNER
아르네 뷔트너는 2017년부터 
프리랜서 촬영감독으로 
활동중이다. 야콥스와 공동 제작한 

〈나심〉은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국제 경쟁 국제 경쟁

카메라는 노년의 사회학자 부부의 일상을 편견 없이 쫓는다. 이 다큐멘터리
에는 따로 셋업된 인터뷰나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이 없다. 모든 장면들은 별
도의 연출 없이, 감독이 그의 카메라로 길어 올린 두 사회학자의 삶의 모습
들로 채워져 있다.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두 사람의 말과 행동은 
책상 앞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 ‘투쟁’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성실하게 기록하
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50년이 넘는 결혼 생활과, 그보다 더 오래 함께 사
회학 연구를 해 온 두 사람이지만 여전히 다른 학자를 만나 그들의 견해를 점
검하고, 노동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충을 듣고, 때로는 그들이 그토록 비판
하는 ‘부자’ 계층의 친구를 만나 귀를 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영화는 교
조적이지 않고, 그들의 주장은 자주 살가운 독설에 부딪친다. 멀리서 폭발음
이 들려오고 달려오는 시민들이 물대포를 조심하라며 친절하게 경고할 때 
노부부가 농담처럼 주고받는 ‘죽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들에게 그리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다. 앙드레 고르의 책이 언급되는 짧은 장면에 여운이 길게 
남는다.

바실 카레-아고스티니 
Basile CARRÉ-AGOSTINI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프로듀서. 
일란 클리퍼의 〈성안나 정신병원〉과
이브 뒤슈망의 〈성년〉과 같이 
동시대와 사회 문제를 다루는
TV영화 작업을 했으며 〈자본주의에 
대처하는 연인들을 위한 안내서〉는 
첫 장편 영화이다.

자본주의에 대처하는 연인들을 위한 안내서 
A Guide to Love and Fighting Capitalism 

France | 2022 | 76min | DCP | Color | AP | 12

225 MIB102 9/24 16:30 GV
424 MB8 9/26 16:30 GV
629 MB3 9/28 17: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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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투고(Bus To Go)는 안정된 일자리를 갈망하며 장시간의 이동을 마다치 
않는 공시公試수험생들에게 야간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운영자 라
파엘레는 본인의 경험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영업을 시작한바, 그 배경
에 실업을 비롯하여 저임금 비정규 노동이 보건 의료 부문까지 잠식해 버린 
이탈리아 내 고용 상황과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있다. 하지만 유망한 듯 보였
던 사업이 팬데믹으로 휘청이고 라파엘레가 다시 수험생 신분이 되었을 때, 
‘포장’(to go)되는 것은 버스가 아니라 사람이다. 버스, 정류장과 휴게소, 고
사장 같은 대표적 비장소뿐만 아니라 사업장마저 지속을 담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수험생들의 긴장 및 당면한 경제 환경과 더불어 극도의 불안을 
야기한다. 감독은 시네마스코프 화면에 시청각적 요소들을 깔끔하게 배치
하고 정돈된 편집과 극영화적 보호막을 통해 불안을 상쇄하면서도, 차창으
로 언뜻언뜻 카메라가 비치거나 인물들이 카메라를 바라보는 숏을 배제하
지 않음으로써 현실의 감각을 놓치지 않는다. 

나의 자리를 찾아서 
A Steady Job

마티아 콜롬보 
Mattia COLOMBO
이탈리아 출신 작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장편 다큐멘터리 

〈패스〉(2016)는 비전뒤릴에 초청, 
상영되었다.

지안루카 마타레세 
Gianluca MATARRESE
프랑스 방송계에서 작가, 리포터, 
예술 코디네이터로 일을 시작했으며, 
수상작을 포함한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고 있다.

Italy, France | 2022 | 93min | DCP | Color | AP | 12 

306 MIB102 9/25 10:30 GV
527 MB3 9/27 17:00 GV
714 MB7 9/29 14:00 GV

국제 경쟁 국제 경쟁

영화가 시작되면 거대한 트럭 한 대와 그 뒤를 따르는 몇 대의 자동차
가 아주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다가온다. 마치 비현실적인 장면처럼 느
끼게 만드는 운구 행렬의 그 느린 속도는 그보다 더 비현실적이고 잔인
했던 실제 사건 때문에 촉발된 것이다. 1995년 7월, 내전 중이던 보스
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접경도시 스레브레니차(Srebrenica)에서 무려 
8,37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다. 학살의 진상이 
밝혀지는 데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5년이 
되어서야 발굴된 유해들의 제대로 된 매장이 이루어진다.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했던 그 행사로부터 〈비극이 잠든 
땅〉는 과거를 더듬고, 살아남은 이들의 현재를 마주하는 여정에 오른
다. 형언하기도 힘든 사건을 겪은 이들의 삶을 담았지만, 영화는 격정
과 분노의 나열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한 이들의 침묵과 그들이 딛고 
사는 자연의 강인함을 신중하게 병치한다. 함께 제시되는 아카이브 이
미지들은 그 고요함에 무게를 더한다.  

Bosnia and Herzegovina, Spain, North Macedonia | 2021 | 72min | DCP | Color | AP | 12 

315 MIB102 9/25 13:30 GV
427 MB3 9/26 17:00 GV
620 MB2 9/28 16:30 GV

비극이 잠든 땅
Disturbed Earth

쿰야나 노바코바 
Kumjana NOVAKOVA 
영화, 예술계에서 활동중이다. 사라예보에서 
프라보류드스키영화제를 공동 설립하고 
수석 큐레이터 및 예술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현재 바르셀로나의 카탈루냐영화및시청각학교
에서 논픽션 학부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기예르모 카레라스-칸디 
Guillermo CARRERAS-CANDI 
바르셀로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제작자이자 
독립 영화 창작자. 졸업 작품인 영화
 〈흔적〉(2010)을 비롯해 비디오 전시 

「메아리 추적」(2011), 〈SK 2014〉(2014)와 
〈구름이 폭발할 때〉(2014) 등을 만들었다.

* 본 작품의 상영은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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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마와 마르셀이 한 학교에서 만난 것은 1920년대였다. 두 소녀는 사랑했
지만 마르셀의 결핵으로 긴 이별을 해야 했고, 마르셀은 요양원에서 생활하
며 엠마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다. 약 100년 후 이 편지들은 엠마의 딸과 손
자에게 발견되어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아니 오랫동안 편지 속에서 들끓
고 있는 생명력이 이제야 발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숨겨진 편지, 그리고 사
랑〉은 원제에서 느껴지는 단어들의 강렬함 만큼이나 감각적이고 시적인 표
현을 중심에 둔다. 마르셀이 요양원에서 만난 세 명의 여성들, 그리고 그들
의 반항적인 몸짓들은 마르셀의 편지에서 튀어나와 다양한 아카이브 영상
과 절제되지 않은 음악 속에서 대담함을 발산한다. 영상과 사진에 남은 시간
의 흔적들은 거친 질감으로 당시 소녀들의 감정을 대변하고, 이와 같은 무질
서함은 소녀들의 열정적이고 대담했던 삶을 현재로 옮기기에 충분하다. 지
금에야 도착한 그들의 도발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

숨겨진 편지, 그리고 사랑 
Ultraviolette and the Blood-Spitters Gang

로뱅 훈징어 
Robin HUNZINGER
역사, 전쟁, 기억의 흔적,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마주한 인간, 자연 등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왔다. 
대표작으로 〈우리 연인들은 
어디에〉(2007), 〈구름의 숲을 
향하여〉(2019) 등이 있으며 
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다. 

France | 2021 | 74min | DCP | B&W, Color | KP | 12

108 MB3 9/23 11:00 GV
426 MIB102 9/26 16:30 GV
611 MB2 9/28 13:30 GV

국제 경쟁 국제 경쟁

한 나라의 탐욕은 전쟁을 부른다. 죽음을 수반하는 탐욕, 이 잔인한 탐욕이 
죄가 되는 이유일 것이다. 2022년 한 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공했고, 명분 없
는 공격에 전 세계가 흔들렸다. 사실 탐욕만으로는 간단하게 정리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죄는 종종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까지 손을 뻗는
다. 이 작품은 탐욕의 여파가 어디에서 누구를, 그리고 어떤 것까지를 어떻
게 파괴하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흥미롭게 보여준다. 2014년 네덜
란드의 알라드 피어슨 박물관은 기원전 4세기 크림반도에서 발굴된 유물들
을 전시했고, 전시 후 이 유물을 돌려줄 곳을 잃어버렸다. 전시 중 러시아가 
강제로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크림반도에 돌려주는 것은 과거와 다른 이
에게 주는 것이 되었고, 우크라이나에 돌려주는 것은 과거와 다른 곳에 주는 
것이 되어버린 탓이다. 이 유물들의 유랑, 그리고 이를 둘러싼 많은 이들의 
반목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문제는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우카 후겐데이크 
Oeke HOOGENDIJK 
주로 예술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창작자. 1990년 
위트레흐트 예술대학에서 
무대 연출을 공부했으며, 데뷔작 

〈구원받은 자들〉(1998)로 
네덜란드의 아카데미상인 
황금 동상을 수상했다.

Netherlands | 2021 | 84min | DCP | Color | KP | 12

103 MBC6 9/23 10:30
416 MIB102 9/26 13:30
523 MB8 9/27 16:30 GV

크리미아의 유물
The Treasures of Cri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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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의 한 작은 마을에 살았던 세노비아(Senobia)라는 이름의 여성은 
낡고 부서진 기계들, 버려진 각종 물건 등을 끊임없이 수집하고 조심스럽게 
정리하여 그녀가 직접 뜨개질한 장식품들과 함께 생활공간 이곳저곳에 배
치해 놓았다. 그녀는 노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공간은 영원히 유폐되지 않
는 박물관으로 남았다. 고난한 삶 자체를 자양분으로 독특하고 유머러스하
고 창의적인 관점으로 사물들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었던 세노비아는, 그
녀와 함께 생활했던 이웃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 스크린에 소환된다. 예술
을 따로 배운 적도 없고, 예술가를 자인한 적도 없었지만 세노비아가 스스
로 즐거움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작품들은 그 어떤 예술품보다도 예술적
이다. 두 명의 감독은 마치 세노비아가 그랬던 것처럼 시적이면서도 실험적
인 연출을 통해, 단지 순수한 열정으로 구성된 결과물들이 어떻게 품격과 숭
고함을 갖출 수 있었는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구습에 대한 저항으로 기능할 
수 있었는지를 되묻는다.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땐 박물관을 만들어 
For Your Peace of Mind Make Your Own Museum

Panama | 2021 | 71min | DCP | Color | KP | G

102 MBC4 9/23 10:30 GV
434 MIB102 9/26 19:30 GV
636 MB7 9/28 20:00 GV

아나 엔다라 미슬로브 
Ana Endara MISLOV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사회과학 
학사를 졸업하고 쿠바의 국제영화
텔레비전학교 에서 영화 제작을 
전공했다.

필라르 모레노 
Pilar MORENO
시각예술가이며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땐 박물관을 만들어〉는 
첫 장편 다큐멘터리이며 〈더 조이 
오브 사운드〉(2016)의 각본을 쓰고 
 〈여왕들〉(2013) 을 제작했다.

국제 경쟁 국제 경쟁

‘아시아 경쟁’은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지역적 경향과 주목받는 신작들
을 만날 수 있는 섹션으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10편을 선
정하여 상영한다. 올해에는 동시대 아시아의 첨예한 지정학적,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작품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미얀마에서 발생하
고 있는 인종 차별과 국가 폭력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다룬 〈미얀마
의 산파들〉과 탈레반의 폭압에 저항하는 기자들의 용기와 수난을 따라
가는 〈에틸라트로즈: 아프간의 기자들〉, 민주주의와 자유를 찾아 영국
행을 선택하는 홍콩인들의 고뇌와 혼란을 담은 〈그 땅의 잔디는 더 푸
르리라〉, 아시아 각국의 미등록 아동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주 노동의 
그늘을 다루는 〈땅에 닿지 않는 비〉가 대표적이다. 
베트남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 동굴 개발을 둘러싸고 드러
나는 사회적 균열을 조명하는 〈거대한 균열: 항손둥 동굴 이야기〉, 필
리핀 관광지의 생태를 지키기 위해 정부와 결탁한 불법 개발업자들에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이야기인 〈델리카도〉는 아시아의 환경, 경제, 인
권 문제의 근원에 정치가 있음을 역설한다. 팔레스타인 자치구 헤르본 
내의 이스라엘 점령 구역의 역사적 긴장을 다룬 〈H2: 점령 실험〉, 백 년
의 역사를 지닌 일본공산당 청년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백 년과 
희망〉, 가난에 시달리는 태국 민중들과 종교적 의례의 관계를 자기민
족지적으로 탐구하는 〈참배〉, 식민 시기 강제 징용으로 악명 높았던 탄
광이 있는 오키나와의 섬에 사는 노인을 통해, 대만과 일본 양국의 역
사에서 배제된 주변인의 이야기를 복원하는 〈녹색 감옥〉 또한 아시아
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는 통찰을 열어주는 작품들이다.

아시아 경쟁
Asian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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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경쟁

차별을 편 가르기 정도로 단순화하는 것은 그 극단에 무엇까지가 놓일 수 있
는지를 눈 감는 일이다. 누군가는 차별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
실이 이 단순화 속에서 쉽게 사라지는 탓이다. 미얀마의 소수 민족인 로힝야
족의 삶은 차별과 배제의 위험성을 잔인할 만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로힝
야족은 이슬람교도들로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으며,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작품은 그들을 향한 공격이 얼마
나 일상적인 것인지를 천천히 훑어간다. 그들을 혐오하는 이들이 놓은 불길
이나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앗아가는 것은 결국 그들의 죽음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 공포 속에서 함께 헤쳐가는 두 여성은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적어도 누군가가 쉽게 죽어서는 안 된
다는 당연하지만 (그곳에서는) 위험한 사실을 굳게 믿는다. 그들의 도전은 
누군가를 살리면서 또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는 처절한 손짓이다.

미얀마의 산파들 
Midwives

스노우 흐닌 아이 흘라잉 
Snow Hnin Ei HLAING
미얀마와 독일에서 영화학교를
졸업한 후, 2006년부터 
프리랜서로 영화를 만들어왔다. 
단편 다큐멘터리    〈버마의 나비〉
(2011)를 연출하였고  〈미얀마의
산파들〉은 장편 다큐멘터리
데뷔작이다.

Myanmar, Germany, Canada | 2022 | 91min | DCP | Color | KP | 15

410 MIB103 9/26 11:00 GV
630 MB2 9/28 19:30 GV

아시아 경쟁

세계에서 가장 큰 동굴로 알려진 베트남의 항손둥 동굴은 크기만큼이나 경
이롭고, 마치 전에 없던 풍광이 탄생한 것처럼 신비롭다. 이다지도 숭고한 
동굴을 그 모습 그대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이 동굴을 눈에 담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의무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기에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
여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베트남 정부의 계획에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
은 그리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이 동굴을 지켜야겠다
고 주장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항손둥 동굴 주변 원주민들의 빈곤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인가? 원주민들의 관광 수익에 대한 기대가 넘치는 부
가 아닌 자신들보다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는 이들인가? 이 작품은 자연의 절경에 얽혀 있는 서로 다른 기대
가 얼마나 다른 경제·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세워졌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는 당연하다는 명목 하에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모두에
게 당연한 것은 과연 존재하는가?

Hong Kong | 2021 | 100min | DCP | Color | AP | 12

거대한 균열: 항손둥 동굴 이야기
A Crack in the Mountain

앨라스터 에반스 
Alastair EVANS 
일본 도쿄에 거주 중인 프로듀서이자 
감독. 〈거대한 균열: 항손등 동굴 
이야기〉는 에반스의 장편
데뷔작으로 2022년 
세도나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국제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328 MIB103 9/25 17:00 GV
607 MB1 9/28 11: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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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리카도〉는 필리핀에서 사용되는 타갈로그어 어휘로서 ‘아름다운’이라는 
뜻과 ‘위험한’이라는 뜻을 모두 의미하는 단어다. 영화의 주요 무대인 팔라
완 섬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다양한 열대 우림이 펼쳐져 있는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으로서, 영화의 제목과 같이 치명적으로 아름다우면서 그만
큼 위험한 공간임이 드러난다. 필리핀 정부의 묵인 하에 진행되는 불법 벌목
과 어업, 파괴적인 관광 산업의 확장을 막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는 이들
이 있고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살해를 당하기도 한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환경운동의 최전선에서, NGO 구성원들이 그 불법을 적발하는 벌목꾼과 어
부들은 그런데 진짜 악당이 아니다. 영화를 만든 칼 말라쿠나스 감독은 그들
이 단지 생계를 유지할 다른 기회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일뿐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팔라완의 자연을 착취하는 배후세력은 누구일까? 팔라완을 지키
기 위해 각자의 소명을 다하는 이들을 소중히 담는 카메라는 필요한 순간마
다 부패한 정치 세력과 자본의 논리를 대변하는 이들을 겨냥한다. 

델리카도 
Delikado

칼 말라쿠나스 
Karl MALAKUNAS
아시아에 기반하여 환경문제, 갈등, 
자연재해와 정치적 격변을 다루며 
이십 년 째 작업해 온 영화감독이자 
기자이며 홍콩에 위치한 
AFP통신사의 동아시아지부 
총책임편집자이다.

US, Philippines, UK, Australia, Hong Kong | 2022 | 94min | DCP | Color | KP | 15

120 MIB103 9/23 14:00 GV
223 MBC6 9/24 16:30 GV

아시아 경쟁아시아 경쟁

일상의 감시와 폭력의 끝은 무엇일까. 거닐 자유조차 박탈당했을 때 나 스스
로 무엇까지 검열하게 될까. 왜 그래야 하는지, 이것으로 쌓인 분노가 어디
를 향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들의 삶이 헤르본의 한 지역에 자리한다. 헤
르본은 중동의 요르단강 서안지구 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팔레스타인의 자
치 구역이다. 그러나 이 중 한 구역, 이 작품의 제목 속 H2 구역은 이스라엘
의 관리 하에 놓여 있다. H2 구역에는 늘 기관총을 멘 이스라엘군이 주둔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주시하고 구별한다. 이곳을 지나기 위해서 누군가는 
내가 이곳에 존재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H2 구역에서의 
존재 증명은 곧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에 찰나의 순간에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영화는 이 긴장의 순간들이 명확하게 포착된 아카이브 영상들로 누군
가의 일상이 분쟁의 축소판이자 물리적인 폭력 속에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
고 묻고 있다.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불안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
이냐고.

Israel, Canada | 2022 | 105min | DCP | Color | IP | 12

H2: 점령 실험
H2: The Occupation Lab

이디트 아브라하미 
Idit AVRAHAMI 
다큐멘터리 시리즈 「바르노아르」를 
시작으로 〈공포로 인해 죽은 소년〉
(2008), 〈구조적 납치〉(2019) 등을 
작업했다. 현재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가르치고 있다.

놈 시자프 
Noam SHEIZAF 
정치 저널리즘과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해오고 있다. 누리트 키다르 
감독의 작품〈리버만〉(2019) 각본가이자
잡지 『마리브』의 연구 편집자이자 
총책임편집자로 근무중이다.

310 MIB103 9/25 11:00 GV
638 MB3 9/28 20: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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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틸라트로즈』는 탈레반과 아프간 정부 양쪽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온 카
불의 주요 일간지다. 영화는 2021년 8월 탈레반의 카불 함락과 동시에 신
문 발행이 중단되고 이후 조직이 해체되기까지 약 2개월 간의 경위를 특별
한 기교 없이 날짜별로 기록한다. 그런데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도시
인의 직장 풍경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이중의 철문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사옥 구조가 외부에서 벌어지는 테러, 폭력, 탄압으로부터 내부의 동시대성
을 보호하는 것이다. 카메라 역시 사옥 안에 머물면서, 국외 탈출이 봉쇄된 
이래 활동 재개라는 ‘도박’이 벌어진 연유를 납득시켜 준다. 하지만 탈레반
에게 언론의 사명 따위는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며, 그 치하에서 
생계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는 사실이 곧 재확인될 뿐
이다. 요새와도 같던 사옥은 더 이상 의미를 잃고, 역설적으로 이중 철문이 
열리는 순간 에틸라트로즈는 문을 닫는다. 카메라도 비로소 밖으로 나간다. 
그렇게 영화는 급박하고 비통한 현실을 ‘보도’해 내는 데 성공한다. 

에틸라트로즈: 아프간의 기자들 
Etilaat Roz

압바스 리자이 
Abbas REZAIE
작가이자 기자,시인,다큐멘터리 
감독.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기 
전후로 아프가니스탄에서 
5편의 영화를 제작했다.
현재 탈레반에 의해 학습권을 
금지당한 아프가니스탄 소녀들에 
관한 영화를 제작중이다.

Afghanistan | 2022 | 92min | DCP | Color | WP | 12

아시아 경쟁아시아 경쟁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오가며 동시대 일본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려온 감
독, 니시하라 다카시는 〈백년과 희망〉에서 정당 활동에 투신한 사람들을 만
난다. 중의원으로 젠더 다양성과 차별 반대에 목소리를 높여온 이케우치 사
오리. 도쿄도의회 의원으로 학생 인권 증진에 힘써온 이케가와 유이치. 두 
정치인을 비롯하여 그가 만난 청년들은 모두 일본공산당 소속이다. 일본공
산당은 그 이념을 둘러싼 역사적 파고와 자민당의 유례없는 장기 집권 체제
속에서도 버텨왔으며, 창립 백 주년을 앞두고 있다. 정당의 정치 활동을 다
루면서도 〈백년과 희망〉은 정치 공학적 분석이나 수권 정당에 대한 비판에 
그리 많은 분량을 할애하지 않는다. 대신 최하위 수준의 성평등 지수, 만성
화된 경제적 불평등에 시달리는 일본에서 다른 세계를 만들려는 이들의 진
정성을 포착하는 데 주력한다. 고민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나아가는 청년 활
동가들의 모습 속에서,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치열하고 성실하
게 추구해 온 니시하라 다카시 감독의 초상 또한 발견할 수 있다.

Japan | 2022 | 107min | DCP | Color | IP | 12

백년과 희망
One Hudred Years and Hope

니시하라 다카시 
NISHIHARA Takashi 
1983년 일본 도야마현 출생. 
첫 장편인 〈스타팅 오버〉(2014)는 
도쿄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었으며
첫 장편 다큐멘터리 〈나의 자유에
 관하여: SEALDs〉(2016)는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초청받았다. 

209 MIB103 9/24 11:00 GV
601 MB2 9/28 10:30 GV

128 MIB103 9/23 17:00 GV
336 MB7 9/25 20: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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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배〉는 국제 영화 단체들과 태국 문화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화로, 태
국 곳곳의 풍경과 더불어 불교를 비롯한 각종 종교 행사의 세속화 양상을 포
착하는 동시에 극영화적 장면들을 삽입하여 세속으로부터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단독자를 묘사한다. 이는 단독자와의 동일시를 유도함으써 비극非劇

으로 제시된 양상들과 비판적 거리를 두게 만드는바, 기실 이미 시장 경제에 
편입된 종교를 지지하기란 쉽지 않다. 여기서 화폐와 교환되고 대량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정형화된 종교는 차라리 상품에 가깝다. 그런데 영화 후
반, 이 세속적 양상에 몰입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스텝 프린팅 및 슬로 
모션이 현란한 가운데 현장음이 제거되고 배경 음악이 고조되면서 이미지
의 강도가 비판적 거리를 압도해 버리는 것이다. 이 순간 피가 흐르고 연기
로 가득 찬 종교 행사는 (태국의) 시위 현장을 방불케 하며 세속의 다른 가능
성을 환기하고, 셀프-오리엔탈리즘과 이분법적 구조에 기반하여 단순한 메
시지를 전달하는 줄로만 보였던 영화는 일종의 대항적 자기민속지가 된다. 

참배 
Worship

우루퐁 락사사드 
Uruphong RAKSASAD
농민과 시골 사람들의 삶과 
고난 주제로 작품을 만든다. 〈농경 
유토피아〉(2009)는 100개가 넘는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최근작으로는 “쌀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쌀의 노래〉
(2014)가 있다.

Thailand | 2021 | 98min | DCP | Color | KP | 12

아시아 경쟁아시아 경쟁

2019년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둘러싼 시위 이후, 많은 이들이 홍콩을 떠
난다.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이 훼손되어 가는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
치적 자유와 미래의 희망을 찾기 위해서다. 익히 알려졌듯, 그들 중 대다수
가 향하는 곳은 영국이다. 홍콩 출신의 저널리스트이자 감독인 크리스탈 웡
은 한때 홍콩을 떠나 공부했지만, 2019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치열한 시
위 현장을 기록한다. 이어서 영국으로 망명을 결정한 이들의 여정을 따라가
며, 그들이 공유하는 불안과 의문을 포착한다.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고 자유
를 찾으면, 그들은 스스로를 홍콩인이라 부를 수 있을까? 이대로 홍콩이 지
명에 불과한 곳으로 남는다면, 홍콩인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20세기 홍콩 영화가 오랫동안 품어온 불안정하고 부유하는 듯한 감각은 이
렇게 21세기에도 이어진다. 극영화가 아닌 다큐멘터리에서도. 〈그 땅의 잔
디는 더 푸르리라〉는 21세기의 새로운 디아스포라, 망명 홍콩인에 대한 가
장 절절한 기록이다.

Hong Kong,UK | 2022 | 72min | DCP | Color | KP | 12

그 땅의 잔디는 더 푸르리라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크리스탈 웡 
Crystal WONG 
홍콩 반환기의 혼란속에서 태어났다. 
첫 장편 다큐멘터리 〈그 땅의 잔디는 
더 푸르리라〉을 작업하며 홍콩인과 
홍콩 디아스포라의 변화하는 
정체성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 작업의 주요 주제로 삼고 있다.

110 MIB103 9/23 11:00
613 MBC6 9/28 13:30

319 MIB103 9/25 14:00 GV
514 MIB101 9/27 13: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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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이리오모테섬에는 오래전 폐쇄된 탄광이 있다. 식민 시기 대만과 
조선에서 강제 징용된 광부들이 고된 노동과 말라리아로 고통받은 이곳에
는 “녹색 감옥”이라는 악명이 뒤따랐다. 〈녹색 감옥〉은 황 인위 감독이 이곳
에 사는 하시마 할머니의 말년을 4년 동안 함께하며 그녀의 기억과 섬의 역
사를 직조하여 만든 다큐멘터리다. 낡은 목조 주택에 사는 하시마 할머니는 
일상에 들어온 감독에게 자신의 기억을 들려준다. 열 살이 되던 해 대만에서 
이주해 온 일부터 친부에 의해 버림받고 양가족과 함께 살게 된 일, 전쟁이 
끝나고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일, 그 이후의 삶까지. 하시마 할머니와 
가족의 이야기는 대만과 일본 어디에도 오롯이 속하지 못하는, 역사가 만들
어낸 주변부 삶의 이야기다. 황 인위 감독은 그 이야기를 빽빽한 역사적 맥
락에 손쉽게 용해하지 않는다. 울창한 열대 풍광 속에 고독한 노인의 일상이 
자리 잡고 있듯, 그녀의 기억은 그 고유한 결 그대로 관객에게 전달된다. 
 〈녹색 감옥〉은 잊히고 배제된 삶에 바치는 지극히 섬세하고 정서적인 헌사다.

녹색 감옥 
Green Jail

황 인위 
HUANG Yin-Yu
오키나와를 기반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타이완 출신 창작자. 
이흘라바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선정한 ‘2020년의 떠오르는 프로듀서’ 
중 타이완 대표로 선정되었으며 
시네마앳씨이시가키국제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을 맡고있다.

Taiwan, Japan, France | 2021 | 101min | DCP | Color | KP | 12

아시아 경쟁아시아 경쟁

불법체류인으로 일컬어지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를 미등록 이주 아
동이라 부른다. 미등록 이주 아동들은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서류상에
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다. 〈땅에 닿지 않는 비〉는 중국 제작사와 함께 4
년에 걸쳐 아시아 곳곳의 미등록 이주 아동 7명의 이야기를 담았다. 아이들
은 여느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활기차게 뛰고 신나게 웃지만 다음 장면에서 
그런 활력은 금세 현실의 벽에 부딪히곤 한다. 계속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이상 아이들의 고통이 지속되리라는 것을 아는 관객들은 아이들이 웃는 것
을 보면서도, 언제고 그들을 좌절시킬 일들이 벌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예감
하게 된다. “부모님이 불법사람이니까, (저를) 등록하면 쫓겨날까봐...”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존재 자체를 부정 당한다. 영화는 아이들의 일상을 밀접하게 지켜보면서 지
금까지 지워졌던 그들의 삶을 조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South Korea | 2022 | 75min | DCP | Color | WP | 12

땅에 닿지 않는 비
Vigra 

원호연 WON Hoyeon 
방송에서 휴먼 다큐멘터리를 연출하다 

〈강선장〉(2012)을 시작으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다. 

〈한창나이 선녀님〉(2021) 등 
삶에 대한 진지한 관찰자적 시점을 
유지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있다.

정태경 JUNG Taekyoung 
20여 년간 방송에서 다큐멘터리 및 
단편 드라마를 연출했다. 〈한창나이 
선녀님〉(2021) 제작에 참여하였으며 

〈땅에 닿지 않는 비〉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228 MIB103 9/24 17:00 GV
438 MIB103 9/26 20:00 GV

217 MIB103 9/24 14:00 GV
532 MBC4 9/27 19: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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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쟁

올해 한국 경쟁 부문에는 총 54편의 작품이 출품됐고 이중 예비 심사를 통과한 8편의 작품이 
영화제에서 선보인다. 올해 출품작에는 매력 있고 흥미로운 인물이나 집단이 걸어온 궤적을 
따라 구성된 작품이 많이 보였다. 무엇보다 코로나19 국면으로 상당수 작품의 제작 일정이 더
뎌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올해 출품작을 확인하면서 이야기될 것들은 이야기되고
야 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영화평론가 이병현, 영화감독 장윤미로 구성된 한
국 경쟁 심사위원단이 “소중한 대상과 오랜 시간 호흡하면서 기록의 자세를 만들고 그 내용을 
소개하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는 소회를 밝힌 것과 같이 중요한 것들을 기록해내기 위한 다
큐멘터리의 고군분투는 계속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제14회 DMZ Docs의 한국 경쟁 부문에서는 제주 4.3을 여성 구술자의 생생한 증언으로 담아
낸 김경만 감독의 신작 〈돌들이 말할 때까지〉, 일제강점기 강제노동과 관련된 인물을 다룬 신
나리 감독의 〈뼈〉와 같이 과거를 짊어진 개인들의 기억과 함께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작
품부터, 올해 장애를 테마로 한 출품작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장주영 감독의 〈비상구 
있는 집〉, 탈북 모자 관계를 통해 탈북자들의 복합적인 사회 환경을 그린 〈엄마, 영순〉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조명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또한 그간 단편 영화를 통해 자신의 주제를 꾸준히 탐구해 온 감독들의 장편 데뷔작들도 다수 
있다. 영화제 프로그래머로 활동하면서 재기 넘치는 단편 실험영화를 만들어 온 설경숙 감독
의  〈씨앗의 시간〉, 퀴어, 노동, 위안부 등 첨예한 주제를 다뤄온 권아람 감독이 한국 최초의 레
즈비언 클럽 ‘레스보스’를 통해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역사를 그려낸 〈홈그라운드〉, 감독 자신
의 가족 관계를 솔직하게 풀어낸 전찬영 감독의 〈다섯번째 방〉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아울
러 박군제 감독의 신작 〈해체: 바다의 몸〉에 감독의 주된 테마였던 인공 건축물과 동물을 하나
의 주제 의식으로 모아내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한국 경쟁
Korean Competition

한국 경쟁

입춘, 우수, 경칩…. 〈씨앗의 시간〉은 사계절도 충분히 누리기 어려운 현대
인들을 촘촘한 24절기로 끌고 가는 영화다. 여기에는 수십 년간 자신의 씨
앗을 받고 심어온 윤균상, 장귀덕 두 농부와 이들의 노동이 지켜온 토종 씨
앗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땅에 가까워진 몸으로 농사를 짓는 늙
은 농부들, 이들에게서 받은 토종 씨앗을 심는 젊은 농부들, 그리고 제비콩
과 호박씨, 새들의 소리를 분간하는 감각, 얼었다 녹는 땅의 풍경을 카메라
는 가만히 지켜본다. 종종 농부들 뒤로 KTX가 빠르게 지나가고 초고층 아파
트가 지어지는데, 이는 윤균상, 장귀덕의 노동을 지켜보는 것이 곧 “한 시대
의 마지막을 보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조용히 호소하는 듯하다. 영화의 말
미에 농부가 아닌 씨앗이, 운동하는 존재로서, 사라지지 않고 끝내 살아남으
려는 씨앗이 진정 영화의 시간을 이끌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다. 말 
그대로 ‘씨앗의 시간’. 〈씨앗의 시간〉은 이 소중한 자연의 감각을 회복하려
는 영화다.

South Korea | 2022 | 99min | DCP | Color | WP | G

씨앗의 시간
Time of Seeds 

설경숙 
SEOL Suan  
영국 골드스미스대학에서 다큐멘터리 
이론 및 제작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불편한 식사〉(2007),  
  〈공부 차〉(2017), 〈불편〉(2019) 
등의 단편 다큐멘터리를 연출했고
  〈씨앗의 시간〉은 첫 장편 연출작이다.

305 MIB101 9/25 10:30 GV
525 MIB102 9/27 16:30 GV
713 MB3 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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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이 넘는 사람이 대강당에 모여 있다. 이윽고 군사재판이 시작된다. 어
떤 죄로 재판을 받는지 설명도 듣지 못했고, 변론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지
만, 피고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고 이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 육지에 
있는 형무소에 도착해서야 자신의 형량을 알게 된 사람들은, 수감생활이 끝
난 뒤에도 합당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카프카의「소송」보다 더 부조리한 도
입부지만 이것은 소설이 아닌 현실이다. 〈돌들이 말할 때까지〉는 4.3에 휘
말려 침묵을 지켜야 했던 다섯 명의 할머니가 증언하는 과정을 차분히 따라
간다. 제주도의 파도치는 해변과 아름다운 설산이 증언 위에 겹쳐지는 가운
데, 때로는 증언과 맞아떨어지는 장소가 제시되기도 한다. 평범한 골목, 집
의 앞마당, 불에 타 폐허가 된 집의 잔해. 이들은 자료화면이 아닌 일상적 풍
경으로 다가오면서도, 역사적 더께가 덧씌워진 목격자로서 관객들을 지켜
보기도 한다. 이 단순한 구성방식은 영화가 4.3의 핵심에 접근하는 세심한 
방법론 그 자체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돌들이 말할 때까지
Until the Stones Speak

김경만 
KIM Kyungman 
2000년부터 독립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단편 다큐멘터리

〈각하의 만수무강〉(2002)을 시작으로 
〈골리앗의 구조〉(2006), 〈미국의 

바람과 불〉(2011), 〈지나가는 
사람들〉(2014)을 제작하였다. 

South Korea | 2022 | 100min | DCP | Color | WP | 12

333 MIB101 9/25 19:30 GV
516 MB1 9/27 14:00 GV
626 MB7 9/28 17:00 GV

한국 경쟁 한국 경쟁

쾅쾅쾅. 술 취한 남편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여자는 ‘자기만의 방’이 생겼
지만 여전히 편하지가 않다. 〈다섯 번째 방〉은 프리랜서 상담가인 효정이 시
댁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만의 방을 가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다. 효
정에게 방이 생긴 건 그가 경제적인 가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자는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도 밀린 설거지를 하고 무능한 남편의 잔소리를 들어
야 한다. 〈다섯 번째 방〉의 흥미로운 점은 효정이 가정 폭력에 대해 상담하
고 교육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효정은 자신의 배움
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인식하고 이 차이를 좁혀가고자 성장하고 또 투쟁한
다. 효정의 삶은 어떻게 나아갈까? 이 모든 과정을 〈다섯 번째 방〉은 딸의 시
점에서 흔들리는 마음으로 지켜본다. ‘가족 일을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보여
줘도 될까’ 싶은 걱정을 불식시킬 만큼, 우리 주위에도 흔할 이러한 가족의 
이야기가 불러일으킬 큰 공감과 용기가 기대되는 영화다.

South Korea | 2022 | 77min | DCP | Color | WP | 12

다섯 번째 방
Her 5th Room

전찬영 
CHUN Chanyoung   
부산에서 여성주의 관점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다. 
두편의 단편부터 장편까지 
꾸준히 본인의 가족을 
다큐멘터리에 담아오고 있다. 

224 MB8 9/24 16:30 GV
414 MB8 9/26 13:30 GV
612 MBC4 9/28 13: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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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한국 최초의 레즈비언 바 ‘레스보스’가 오픈한다. 2019년 재개업 
한 이곳을 운영하는 ‘명우’는 코로나 위기에 맞서 힘겹게 레스보스를 지키고 
있다. 영화는 재연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 레스보스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
던 세 공간을 반추한다. 1970년대 레즈비언들은 명동에 있었던 여성 전용 
다방 ‘샤넬’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시간이 지난 2000년대 초반, 10대 레
즈비언들은 ‘신촌공원’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했다. 명우는 ‘샤넬’의 손님으
로, 그리고 ‘신촌공원’ 건너편 바 ‘레스보스’를 운영하는 주인으로 70년대부
터 현재까지 레즈비언 전용 공간의 곡절을 체험한 장본인이다. 시대와 장소
는 달라도, 방문객들은 이러한 공간을 마음이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하게 해준 소중한 해방구로 기억하고 있다. 〈홈그라운드〉는 
시대를 뛰어넘은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필요성과 자생력을 가감없이 보여주
는 영화다.

홈그라운드
Home Ground

권아람 
KWON Aram  
도시 이면에 놓인 소수자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2의 증명〉(2012)을 공통 연출하였고 

〈퀴어의 방〉(2018), 〈463 - Poem 
of the lost〉(2018) 를 연출하였다.

South Korea | 2022 | 74min | DCP | B&W,Color | WP | 12

114 MIB101 9/23 13:30 GV
323 MB8 9/25 16:30 GV
625 MB1 9/28 17:00 GV

한국 경쟁 한국 경쟁

어느 바닷가의 한 터전. 해체된 배 주위로 고양이들이 돌아다니고, 이 고양
이들을 돌보는 부부가 있다. 이 부부는 한 척의 배를 온전히 그들의 힘으로 
해체한 사람들이다. 〈해체: 바다의 몸〉은 여성 구술자를 통해 배, 고양이, 인
간 사이를 파도처럼 드나들며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딛고 “좋은 배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직접 해부를 해보기로” 결심한 부부는 
설계도면을 보면서 역순으로 배를 해체한다. 고양이 미미, 못난이, 판박이, 
까미 4대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배는 온전히 해체되고, 그중 일부는 쓰임
을 달리해 부부와 고양이들의 집이 되었다.  〈해체: 바다의 몸〉은 이미지, 말
과 침묵을 조율해가며 만물의 순환과 삶의 풍요로운 감각을 담아내고 있다. 
이 힘이 전해지는 건 무엇보다 “먹을 것을 찾기 위해 2미터 담장을 올라가는 
아기 고양이를 외면할 수 없던” 연민과 배려, 그리고 긴 시간 망망대해를 누
볐을 한 척의 배를 존중하는 인간의 마음 덕분이다. 

South Korea | 2022 | 92min | DCP | Color | WP | G

204 MB8 9/24 10:30 GV
534 MIB102 9/27 19:30 GV
703 MB8 9/29 10:30

해체: 바다의 몸
The Body of the Sea

박군제 
PARK Koonje    
단편 〈내동공간來同空間, 남동공단〉
(2015)에서 장편 〈모자母子란 기억〉
(2016)으로 이어지는 연작을 
만들었다. 최근작으로 〈거대 
생명체들의 도시〉(2018)와 〈건설 
유니버스의 어떤 오류〉(2020)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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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탈북한 두 모자는 함께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같은 집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진 않는다. 낯선 땅에 끌려왔다고 생각하는 아
들은 엄마를 원망하고 있다. 엄마는 기회를 붙잡지 않는 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엄마는 아들이 남한 땅에 삶의 기반을 마련하길 원하는 마음에 펜션
을 사주지만,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된다. ‘영순’과 아들 ‘소사’는 서로에게 속
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다. 자살한 남편(아빠)과 북한에서 행방불명된 큰 아
들(형)의 존재는 모자의 삶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지만, 영화상에서 
두 사람이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여주진 않는다. 언뜻 보기에 
의연하고 꿋꿋해 보이는 두 사람의 언행이 깊은 상처에서 비롯되었음을 영
화는 다른 방식을 통해 넌지시 일러준다. 그저 평범한 삶을 바라는 모자에게 
남한은 과연 기회의 땅이 맞을까? 〈엄마, 영순〉은 영순과 소사라는 두 인물
을 통해 탈북자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개인사를 넘어서 공공성
에 대한 물음에까지 가 닿는다.

엄마, 영순
A Mother Youngsoon

이창준 
LEE Changjun  
다큐멘터리 감독. 〈왕초와 용가리〉
(2015), 〈테이크 미 홈〉(2018)을 
제작하였고 최근 탈북한 모자의 
이야기를 담은 〈엄마, 영순〉을 
발표하였다.

South Korea | 2022 | 85min | DCP | Color | WP | 12

한국 경쟁 한국 경쟁

일본 혼슈 북부 아키타 지역, 다자와 호수 옆에 히메관음상이 하나 서있다. 
1939년 건립되었다는 히메관음상에는 괴사한 토종 물고기를 추모한다는 
문구만 적혀 있었다. 관음상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라 짐작한 재일조선인 
하정웅은 1990년, 인근 사찰에서 발견된 ‘히메관음상 건립 취의서’를 통해 
관음상 건립의 당초 취지가 도수로 공사 중 숨진 조선인을 기리기 위함이었
음을 밝힌다. 한편 아키타 지방에서 공동체 문화마을을 일궈온 일본 비주류 
사학자 차타니 쥬로쿠는 40년 가까이 아키타 지역 조선인 강제연행 문제를 
연구해 왔다.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1944년 하나오카 광산 갱도 붕괴 사건
으로, 일본 정부는 다른 갱도를 채굴하기 위해 갱도에 고립된 22명의 노동
자(조선인 11명, 일본인 11명)를 생매장했다. 영화는 이 모든 비극을 지켜
본 히메관음상을 중심으로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 사건들을 조명한다. 매년 
관음상 앞에서 치르는 위령제를 통해 〈뼈〉는 추모와 화해가 지속될 수 있으
리란 희망을 던진다.

South Korea | 2022 | 69min | DCP | Color | WP | 12

뼈
The Bone

신나리 
SEEN Nari   
장편 데뷔작 〈녹〉(2018)을 통해 
부산 기장 지역과 일본 닛코 지방의 
일광 광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으며 이를 확장하여 
강제동원자의 역사를 추적하면서 
두 번째 작품   〈뼈〉를 
제작하게 되었다.

212 MB8 9/24 13:30 GV
405 MIB101 9/26 10:30
603 MBC6 9/28 10:30

135 MIB101 9/23 19:30 GV
429 MIB103 9/26 17:00 GV
609 MB7 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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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영화 속 말을 빌리자면 장애인 ‘수용시설’에는 비상구가 
있다. 〈비상구 있는 집〉은 시설에서 대피해 나의 집을 갖게 된 두 발달장애인
에 관한 영화다. 영화는 이용찬, 채민식의 자립 생활과 인터뷰, 탈시설을 도
운 사회복지사들과 활동가들의 인터뷰로 구성돼 있다. 발달장애인의 인터
뷰는 종종 채 마무리되기 전에 사회복지사의 설명으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편집은 발달장애인의 언어만으로 소통이 어려운(어렵다고 느끼는) 영화와 
현실의 한계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의 자립은 온전한 홀로서기가 아니라 제
도와 지역사회, 이웃의 도움으로 가능하다는 걸 반증한다. 탈시설이 장애인
의 권리임을 차근차근 설득해나가는 영화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아
간다. 인간을 노동력으로만 보는 사회에서 장애인은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
되기 쉬운데, 그렇다면 그 노동이란 무엇인가? 생산성 있는 노동만이 노동
인가? 〈비상구 있는 집〉은 탈시설한 발달장애인의 존재가 소위 생산성을 노
동의 ‘합당한’ 기준으로 삼는 인식을 흔들 수 있다고 말한다.

비상구 있는 집
Home with the Exit

장주영 
JANG Juyeong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영상을 
전공했다. 무용하다 여겨지는 
가치들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현재는 협의적으로 시대의 규정에서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새로운 스크리닝 방법과
비주얼라이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outh Korea | 2022 | 60min | DCP | Color | WP | G

한국 경쟁 단편 경쟁
Shorts Competition

한국 및 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단편 경쟁 부문에 올해 출품된 작품은 총 294편으로, 그중 26
편의 작품이 최종 선정되었다. 단편 부문에서는 어느 섹션보다 다양한 수준의 많은 작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도 수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긴급한 문제들이 전해져왔다. 그 모든 것들
을 공유할 수 없어 아쉽지만, 최종 선정된 작품을 통해 현대사회에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 중요

한 문제들을 논할 기회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올해 출품 경향에서 두드러진 점은 한
국 작품들에서 유독 디지털 매체를 대상으로 주제를 발전시킨 작품이 많았다는 점이다. 우선 디

지털 매체 사용 환경이 잘 구축된 사회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온라인을 기반
에 둔 사회관계가 급속히 일반화되어 가는 데에 따르는 문제들을 한국 작품들이 빠르게 감각하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꿈을 뒤덮은 먼지〉, 〈아랄쿰〉, 〈핫/스턱/데드〉, 〈사막의 요새지〉에서는 기술 환경의 변화로 왜곡되거

나 사라지고 파괴되는 공간을 목격하는 한편 그 가운데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고 이어 나가려는 노력
을 확인할 수 있다. 〈쿠르드어를 지키는 사람들〉, 〈파티 포스터〉, 〈나는 그게 좋아〉, 〈카트만두 몬
순〉에서는 지역성 및 지정학적 문제들이 흥미로운 관찰 작업 속에서 드러난다. 〈릴 전쟁: 샬랄〉, 

〈상실의 집〉, 〈선 댄스〉에서는 분쟁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신중한 시도들이 진행되며, 〈채를 
찾아서〉, 〈페이오프〉, 〈국수한관이산이넘어갔네〉, 〈나라 없는 길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민족 정체성을 둘러싼 각종 여정이 펼쳐진다. 〈성스러운 암소〉, 〈바다로 가는 종이배〉, 

〈별 아래 파도 위의 집〉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의 문제
를, 〈레이가 사고 싶어〉, 〈씨티백〉, 〈여공들의 기숙사〉는 21세기 청년세대의 
노동 문제를 마음에 각인시킨다. 〈이것은 보이는 것과 다르다〉, 〈더 보
이즈 클럽〉, 〈로봇이 아닙니다.〉, 〈네임리스 신드롬〉, 〈나는 기억한
다〉에서는 사회적 소수자를 재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체와 그가 처한 사회구조가 함께 표
현된다.

123 MIB101 9/23 16:30 GV
314 MB8 9/25 13:30 GV
602 MBC4 9/28 10: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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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뒤덮은 먼지   
From Dreams to Dust

아랄쿰 
Aralkum

8분 길이의 짧은 다큐멘터리 〈꿈을 뒤덮은 먼지〉는 
주류 미디어가 보여주지 않는 현실, 그리고 우리가 
굳이 찾아보지 않는 현실의 민낯을 정면으로 포착
한 작품이다. 그 현실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
산으로 감독은 폐허가 된 광산을 찍고, 그곳에서 목
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기본적인 연
출만으로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강렬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니켈을 캐기 위해서는 땅을 뒤엎어야 
하며, 그후에는 곧 산사태가 일어나고 바다가 오염
된다. 또한 그 땅에서는 앞으로 누구도 살아갈 수 없
다.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외치며 전기차를 비
롯한 배터리 산업 전반에 희망을 거는 동안 누군가
의, 특히 가난한 국가의 삶의 터전은 회복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진정으로 지속 가
능한 미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모두에게 관람을 
권하고 싶은 작품이다.

비극의 시작은 물이 없어지는 것이다. 물이 마르면 
물고기가 사라지고, 물고기가 사라지면 새가 사라
지고, 다음에는 육지의 여우가 사라진다. 그렇게 되
고 나면 사람은 과연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아랄
쿰〉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거대한 호수였지만 지
금은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으로 바뀐 땅의 모습을 기
록한 다큐멘터리다. 만약 사전 정보 없이 이 모습을 
보면 언뜻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고운 모래의 언덕 위에는 낡은 배
가 버려져 있고, 그 배에는 그물이 걸려있다. 그러나 
관객은 이곳이 한때 어부들이 살아가던 삶의 터전
이었다는 사실을 곧 알고 망연자실해질 것이다. 참
고로 영화의 제목인 ‘아랄쿰’은 아랄해(Aral Sea)가 
사막으로 바뀐 뒤 이 땅을 지시하기 위해 새로 만든 
말이다. 원래 존재해서는 안 될 말이었던 것이다.

Indonesia, US | 2022 | 9min | DCP | Color | 
WP | 12

Uzbekistan, Germany | 2022 | 13min | DCP | 
Color | AP | G

단편 경쟁 1

핫/스턱/데드   
HOT/STUCK/DEAD

사막의 요새지 
Surviving Fortress

 〈핫/스턱/데드〉는 디스플레이 속에 재생되는 이미
지가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 자체에 관한 탐구다. 출
발은 화자가 광장의 커다란 LED 스크린에서 기이하
게 튀어나온 손을 본 일이다. 전체 중 일부, 그러니
까 패널 하나가 고장 나자 평소엔 생각지 않던 광경
이 시야에 들어온다.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관리하
는 것이 다름 아닌 복잡하고 다양한 손이라는 사실
을 화자는 상기한다. 영화는 그 손들을 찾아가 보는 
한편, 액정에 관해 더 고민해 본다. 액체와 크리스털
의 성질을 동시에 지닌다는 ‘액정’ 물질에 관한 전문
가의 설명은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사이키델
릭한 디지털 스크린 이미지가 실제로 액정의 화학
적 원리, 액정 물질의 성질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핫/스턱/데드〉는 고장이라는 예외 상황
을 통해 전체를 새로이 인식하는 흥미로운 학습의 
영화다. 

〈사막의 요새지〉는 황량하고 드넓은 땅을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인 모르테자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버
석한 땅을 비옥한 농지와 푸른 목초지로 바꾸는 일
을 해왔다. 그는 이란의 전통적인 관개 시스템을 따
라 지하의 운하를 정비하고, 땅속 깊은 곳의 물을 지
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땅을 경작했다. 그렇
게 이곳은 농작물이 무럭무럭 자라고, 가축들도 살
아갈 수 있는 땅이 됐다. 그 오랜 세월의 끄트머리에
서 노인을 발견한 감독은 아직도 하루하루 묵묵히 
일하는 끈질긴 인간의 모습을 때로 가까이서 때로
는 멀찍이서 촬영한다. 카메라는 종종 극단적인 부
감으로 지상의 광경을 담아내는데, 인간을 지워버
릴 정도로 압도적인 자연의 위용을 전달하면서도 
그 중심에 한 인간의 끈기가 있다는 점을 한눈에 보
여준다는 점이 흥미롭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
한 매우 인상적인 탐구. 

스테파니 탕킬리산 Stephanie TANGKILISAN
인도네시아 출신 영화감독. 첫 단편 〈문제는 당신을 따라다닌다〉는 
영국아카데미영화상 최우수학생단편다큐멘터리상 후보에 올랐다.

무하마드 파드리 Muhammad FADLI
자카르타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이자 프로듀서. 
세계적인 언론 매체에 직접 촬영한 사진을 게재한 경력이 있다. 

다니엘 아사디 파에지 Daniel Asadi FAEZI
1993년 독일 출신으로 대학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했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한다.

밀라 주룩텐코 Mila ZHLUKTENKO
우크라이나 키이우 출신으로 뉴욕 현대미술관(MoMA)과 
유수 영화제에서 작품을 상영한 경력이 있다. 

이은희 LEE Eunhee
한 개인이 다중의 이미지로 변형되거나 기술 산업 시스템의 일부로 
치환되는 현상을 포착하고 이를 사유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파샤드 파다이안 Farshad FADAIAN
이란 바볼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사진작가이다. 

〈돌, 고요한 어머니〉(1988)로 작품활동을 시작하였다.

South Korea | 2021 | 21min | DCP | B&W, 
Color | 12

Iran | 2021 | 52min | DCP | Color | AP | G

121 MB2 9/23 16:30 GV
436 MB3 9/26 20: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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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드어를 지키는 사람들   
Mother Tongue

파티 포스터 
Party Poster

 〈쿠르드어를 지키는 사람들〉은 이란에서 활동하는 
쿠르드어 교사들을 그린 작품이다. 이란의 쿠르드
인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음에도 정치적 
문제 때문에 정규 교육 기관이나 교육 과정을 만들 
수 없다. 이에 뜻을 모은 사람들은 쿠르드인의 언어
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 가는 이동 
수업을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남녀노소 다양
한 사람들이 모인다. 관객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이
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작품이다. 중동의 정치에 관
심이 많은 관객은 이란과 쿠르드족의 깊은 갈등을 
볼 수 있으며, 교육에 관심이 많은 관객은 언어 교
육의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다. 또한 이슬람 문화의 
여성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면 이 작품은 어떤 작
품보다 뭉클한 감동을 안겨줄 것이다. 쿠르드 민족
의 현실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꼼꼼하게 기록한 
귀중한 다큐멘터리다.

인도에는 화려한 대형 포스터를 만드는 독특한 문
화가 있다. 유명인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얼굴을 
크게 확대한 포스터를 벽이나 나무에 경쟁하듯 걸
고, 이제는 여기에 ‘평범한’ 사람들도 합세한다. 〈파
티 포스터〉는 ‘세탁공’으로 잘 알려진 인도의 노동
자들이 자신들만의 포스터를 정성껏 만드는 모습을 
유머러스하게 그린 작품이다. 세탁공들의 생생한 
일상, 코로나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근심도 이 영
화의 중요한 장면이지만, 무엇보다 깊은 인상을 남
기는 건 포스터 내의 이미지 배치와 수정을 통해 자
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하려는 과정이다. 이를
테면 세탁공들은 서로 자신의 얼굴을 더 키우려하
고, 심지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인위적으로 만들
어낸다. 이때 현실과 이미지는 복잡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관객은 동시대 이미지의 특권적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Iran | 2022 | 46min | DCP | Color | WP | G India | 2021 | 20min | DCP | Color | KP | 12

단편 경쟁 2

나는 그게 좋아   
How I Like It

카트만두 몬순 
Kathmandu Monsoon

파키스탄 여성들의 섹스에 관한 솔직한 고백을 담은
    〈나는 그게 좋아〉는 도발적이고 유머러스하다는 첫 
인상을 준다. 여전히 여성의 성욕이 죄악처럼 여겨
지는 여성혐오 문화 내에서 자신이 섹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떤 섹스를 제일 좋아하는지 자유롭게 
말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유쾌한 해방감을 
준다. 여기에 감독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남성성’을 
뽐내는 남자들의 과장된 행동은 여성들의 말과 미묘
한 불일치를 만들며 웃음을 선사한다.
그러나 이 영화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 웃음 대신 답
답한 예감과 어두운 두려움이 다가온다. 결국 섹스
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여성은 영화 안에서 철저하
게 익명으로 남아야 하며 자신의 존재를 당당히 드
러낼 수 없다. 영화 속 공공장소에는 오직 남자들만 
존재할 수 있으며, ‘나는 그게 좋아’라고 말하는 여
성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 한다.

처음은 가랑비로 시작한다. 사람들은 강아지와 놀
고, 무지개는 하늘을 장식한다. 그러나 비가 점차 거
세지기 시작하더니 거리는 곧 물에 잠긴다. 카트만
두를 찾은 사람들은 엎드려 절을 할 수 없으며, 사람
들은 흙탕물을 퍼내느라 바쁘다. 폭우가 바꾼 일상
의 풍경이다. 〈카트만두 몬순〉은 어떤 나레이션이
나 자막도 없이 카트만두의 비오는 풍경을 기록한
다. 이 이미지만으로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읽는 건 
쉽지 않다. 대다수의 장면들은 잔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촬영됐으며, 비가 많이 내리는 것도 
네팔 우기의 평범한 풍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최근의 기후 변화로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국
가가 바로 네팔이라는 점을 떠올리면 이 ‘일상적인’ 
모습은 점차 심각해질 어떤 위기의 신호처럼 보이
기도 한다. 우리가 본 건 일상의 평온이 아니라 파국
의 예고였을지 모른다.

사르코 메스가리 Sarkew MESGARI
이란 출신의 영화감독. 어린시절부터, 카메라 렌즈가 세상을 담아내는 
방식과 이미지에 매료되어 왔다. 2004년 힐라지 영화학교에 
입학하여 디지털 시네마토그래피를 전공했다. 

리시 찬드나 Rishi CHANDNA
단편 다큐멘터리 데뷔작 〈툰그루스〉(2018)는 150개가 넘는 
해외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2019년 슬램댄스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아카데미상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에 출품할 자격을 얻었다. 

니다 메붑 Nida  MEHBOOB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활동 중인 사진작가이자 영화감독.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며 여러 해외 펠로우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2020년 베를린국제영화제탤런트에 선정되었다.

니마 겔루 셰르파 Ngima Gelu SHERPA
사진작가 출신의 작가이며 감독 겸 프로듀서. 단편 다큐멘터리 데뷔작인
   〈홈〉(2021)은 에큐메니컬심사위원상 특별언급을 수상했다. 
현재 장편 다큐멘터리 데뷔작을 작업 중이다.

Pakistan | 2021 | 19min | DCP | Color | KP | 15Nepal | 2022 | 18min | DCP | Color | WP | G

210 MB2 9/24 13:30
712 MB8 9/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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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전쟁: 샬랄  
A Reel War: Shalal

상실의 집 
The House of Loss

감독이 말하듯, 아카이브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보
여지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여기에 정
치와 권력이 개입하면 당연한 명제는 논쟁의 대상
이 된다. 〈릴 전쟁: 샬랄〉은 수천개의 필름릴을 보관
한 이스라엘의 아카이브에서 시작한다. 그런데 이 
중에는 20세기 중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이 
담긴 자료가 있었고,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이 자료
의 공개를 제한한다. 시민들의 일상을 기록한 단순
한 영상도 그들에게는 불편했던 것이다.
 〈릴 전쟁: 샬랄〉은 이 필름을 찾으려는 아키비스트
의 노력을 보여주는 한편, 언뜻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단순한 영상의 존재 유무가 왜 그렇게 논쟁적
인 문제가 됐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영상 아카이브
의 최초 생산 이후 이를 보존하고 다시 재생하는 작
업이 그 자체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사적 실천임을 상기시킨다.

  〈상실의 집〉은 애니메이션이다. 그림 그려진 기록
이다. 영화는 요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했던 주인공의 기억을 다루는데, 그 기억 속에는 주
인공이 제대로 마주 보지 못해 윤곽만 간신히 남은 
얼굴들이 있다. 그들은 전쟁을 겪은 노인들로, 많은 
것이 잊히고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전쟁의 
시간을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무서운 속
도로 달려가는 도시에서 무너지고 잠기는 또 다른 
시간 속의 젊은 남자, 영화의 화자가 있다. 〈상실의 
집〉은 날카롭고도 아슬아슬한 터치의 드로잉으로 
소외된 곳에 웅크린 고통과 역사의 상흔을 그려낸
다. 영화 속에 그려진 요양원의 노인들은 한숨 한 번
에 몸과 마음이 부서져 버릴 정도로 연약해져 있지
만, 〈상실의 집〉은 우리에게 아직 그들의 형형한 눈
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Israel | 2021 | 55min | DCP | B&W, Color | IP | 12 South Korea, Japan | 2022 | 9min | DCP | 
Color | 12

단편 경쟁 3

선 댄스  
Sun Dance

채를 찾아서 
Finding CHAE

 〈선 댄스〉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에서 시작됐다. 
화자가 어린 시절부터 살았던 이곳은 과거 서울올
림픽을 맞아 선수와 기자들의 숙소 제공을 위해 건
설된 대규모 단지형 건물이다. 기념의 공간이자, 일
반 시민들의 거주 공간이다. 〈선 댄스〉는 이곳에 대
한 개인적 경험이나 감정적 애착을 말하는 영화는 
아니다. 영화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출발해 자유로
운 연상과 꼼꼼한 자료 조사를 엮어가며 아파트가 
놓인 역사적 맥락을 짚어나간다. 태양과 주거의 관
계는 한국의 80년대 도시 재구성으로, 올림픽 경기
의 과녁 이미지는 원형 바코드의 발명으로 이어지
며, 전개는 바코드의 국내 도입과 올림픽 아파트의 
방사형 배열로까지 나아간다. 어머니의 그림과 올
림픽 기간 철거됐던 판자촌 이야기는 모든 곳을 밝
게 비추는 햇볕조차도 결코 모두의 삶의 공간을 균
일하게 밝히지 못한다는 점을 알려준다.

‘채’는 주인공의 할머니다. 더 정확히는 그녀의 성씨
다. 〈채를 찾아서〉는 말년에 점차 기억을 잃어갔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다가 소천한 할머니를 
애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마유미의 여정을 담
는다. 1921년생인 채옥순은 젊은 시절 일본으로 건
너가 강인한 생명력으로 온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
며 살았다. 재일 교포 3세인 마유미는 할머니의 가
족묘와 그녀의 역사를 찾고,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해
보고 싶다. 마유미와 한국의 친구들이 함께하는 길
은 할아버지의 가족이 살던 마을과 두꺼운 족보를 
거쳐 결국 채가의 묘로 이어진다. 마유미의 말처럼 
이는 ‘부분적 성공’이지만, 그 사이에 겹겹이 쌓인 
복잡한 마음과 그늘진 여성의 역사는 못내 서글픔
을 남긴다. 〈채를 찾아서〉는 한 여성의 삶을 감싼 껍
데기를 두드려보는 애틋한 마음의 영화다.

카르니 만델 Karnit MANDEL
영화감독이자 중동 지역과 역사에 관한 영상 자료를 전문으로 다루는 
시각 연구자다. 텔아비브대학교 영화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으며 
유명 이스라엘 다큐멘터리 작업들에 사진 연구자 및 자문으로 참여했다.

전진규 JEON Jinkyu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다. 이후 스튜디오 쉘터에서
애니메이터로 근무하였고 2018년에 도쿄예술대학교 애니메이션과 
대학원과정에 입학하여 2022년 졸업하였다.

김하연 KIM Hayon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기술이 사회적으로 매개되는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굴절된 관계들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사회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분기되고 전파되는 물질, 매체, 인프라 등의 사회적 
매개물이 어떻게 개인적 차원에서 현상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박가영 PARK Ka-Young
1998년생.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이 아닌 곳에서 자라왔다. 
현재는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한다.

South Korea | 2022 | 37min | DCP | B&W, Color  
| WP | 12

South Korea | 2022 | 29min | DCP | Color | 12

단편 경쟁 4

111 MB2 9/23 13:30 GV
633 MIB101 9/28 19: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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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오프  
Pay Off

국수한관이산이넘어갔네
A Box of Noodles Goes over the Mountain

 〈김군〉(2018)을 만든 강상우 감독이 40주년을 맞은 
사계절출판사의 의뢰를 받아 벽초 홍명희의 소설 
   「임꺽정」의 스토리를 훑어간 단편 다큐멘터리이다. 
이 기념비적 소설이 기획되어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
으로 스테디셀러가 되고, 북에 있는 작가의 유족들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래하는 과정이 수록
되어 있다. 저작자의 승인을 얻지 않은 도용에 대한 우
려와 달리 북에 있는 유족들의 반응이 동포애를 느낄
만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영화의 주제를 모두 말해주
진 않는다. 예컨대 강상우는 남의 출판사 관계자들과 
북의 유족들이 만나고 협의하는 과정을 소설책 「임꺽
정」의 물성(책의 표지와 내지 이미지)과 나란히 놓고, 
기계적인 사운드 몽타주를 덧붙여 상상적으로 기술
한다. 〈페이 오프〉는 미처 ‘갚지(pay off)’ 못한 저작
권료를 매개로 하여 해결되지 않은 채 표랑하는 정치, 
비즈니스, 문화적 관계를 이야기한다.  

 〈국수한관이산이넘어갔네〉는 감독이 전해 들은 외
가의 이야기와 레밍의 전설을 병치해보는 작품이
다. 집단을 이뤄 생활하다가 단체로 바다에 뛰어든
다는 ‘낙하하는 쥐’ 레밍. 영화의 한 축은 그들에 덧
씌워진 각종 이미지와 집단 투신을 설명하는 허구
적 의견으로 채워지는데, 이는 따지고 보면 인간 관
점의 추측이거나, ‘어리석고 맹목적인’ 이미지를 만
들어내기 위한 주장이다. 한편, 평생을 “등에서 하
둑내가 나도록” 일하고도 마을 잔치를 위해 빌린 국
수 한 관의 이자를 다 갚지 못했다는 외할머니, 그리
고 죽을 때까지 죽어라 일했다는 외삼촌의 이야기
는 인간종에게 덧붙여지는 구슬픈 헌신의 서사를 
지시한다. 감독은 조각배에 몸을 싣고 누명과 가설
과 오역과 신화의 바다를 건너보려 한다. 영화는 그
리하여 개체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하는 
길을 마련한다.

South Korea | 2022 | 19min | DCP | Color | 
WP | 12

South Korea | 2021 | 15min | DCP | Color | 12

나라 없는 길에 관한 이야기   
Tales of the Lane

일제 강점기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과 중국으로 이
주한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시기, 약 
3,000명의 한국인들이 대만으로 이주했으며 그중 
일부는 광복 이후에도 대만에 남는 쪽을 택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나라 없는 길에 관
한 이야기〉는 그렇게 지금까지 대만에 살고 있는 여
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이 영화에서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이제 ‘할머니’가 
된 여성들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들이다. 대만어, 
일본어, 그리고 간간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30분의 러닝타임에 다 담을 수 없는 복잡한 사연으
로 우리가 모르고 있던 역사를 재구성하고 상상하
게 이끈다. 한 여성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티
셔츠를 입고 김치를 담그며 대만어로 옛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는 우리가 아직 몰랐던 '우리의 이야
기'가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된다.

Taiwan | 2022 | 29min | DCP | B&W, Color |
IP | 12

단편 경쟁 5

별 아래 파도 위의 집
Between the Stars and Waves

구글맵이 ‘섬’으로 분류한, 물 위의 집들로 이루어진 
말레이시아의 작은 마을. 이 마을에도 어린이들이 
살고 있고, 이들은 빈곤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학교
에 간다. 영화는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어
린이들의 천진한 모습과 초롱초롱한 눈빛을 따뜻한 
시선으로 조심스럽게 기록한다.
 〈별 아래 파도 위의 집〉에서 빛나는 부분 중 하나는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리쳐 주장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 영화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야 
하며,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게 교육받아야 하며, 국
가와 사회의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
을 자막이나 내레이션으로 직접 전달하는 대신 교
실 풍경을 길게 보여주는 쪽을, 어린이들이 재밌게
(그러나 위험하게) 노는 모습을 길게 보여주는 쪽을 
택한다. 이때 만들어지는 이미지는 몇 마디 말보다 
훨씬 강력한 감정적 설득력을 발휘한다.

강상우 KANG Sang-woo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오가며 활동중이다. 첫 장편 다큐멘터리 
 〈김군〉(2018)으로 제44회 서울독립영화제 경쟁 대상, 
제7회 무주산골영화제 관객상 등을 수상했다.

김병찬 KIM Byungchan 
번역을 매개로 하여 복수의 서사를 병치시켜 만들어내는 미시서사에 
주목하고, 이들을 영상매체와 설치미술의 언어로 조형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웨이성 황 Wei-Sheng HUANG
사람과 땅의 관계에 주목한 작업을 오랫동안 선보여왔다. 
여러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내외 영화제들에 소개되었다.

아웅 묘 Aung MYO
미얀마-중국계 영화감독으로 다큐멘터리 및 단편 극영화를 만든다. 
현재 미얀마의 모습과 타이완으로 이주한 미얀마인들에 대한 
작업을 해오고있다. 

라우 켁 후앗 Kek-Huat LAU
타이완에서 활동하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영화감독. 데뷔작 〈잭푸르트〉
(2019)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고 〈무단외출〉(2016)과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기억한다〉(2019)는 현재도 검열 문제를 겪고 있다.

Taiwan, Malaysia | 2022 | 53min | DCP | Color | 
IP | 12

101 MB2 9/23 10:30 GV
330  MB2 9/25 19: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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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로 가는 종이배  
A Boat on the Sea

한 남자가 거친 물살을 헤치며 강을 가로지른다. 건너
편에 외로이 버티고 선 알록달록한 컨테이너에 도달
하기 위해서다. 눈을 떼기 어려운 롱테이크로 시작하
는 〈바다로 가는 종이배〉는 곧 강 건너에 사는 소녀들
이 공부하고 꿈꾸는 이야기로 나아간다. 강을 건넌 이
는 소녀들의 선생님으로, 수업은 주로 함께 페르시아
어를 읽고, 눈사람을 만들며, 종이배를 접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다. 꿈 많은 아이들의 눈은 바다처럼 반짝
이는데, 그들을 둘러싼 조건은 너무나 열악해 공부를 
계속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영화는 그러한 상
황을 비극적으로 강조하는 대신 아이들의 즐거운 시
간을 관찰하며 수줍은 얼굴을 차곡차곡 담아보려 한
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차를 선물로 받고 싶다는 목소
리, 강에 띄워 멀어지는 종이배를 바라보는 뒷모습은 
그 자체로 또렷한 메시지가 된다.

Iran | 2022 | 30min | DCP | Color | AP | G

레이가 사고 싶어   
What I Ever Wanted was “Ray”

남편은 어느 날 아내에게 새 차를 사고 싶다고 말한
다. ‘레이’라는 이름의 차다. 그 꿈을 위해 선택한 것
은 가상화폐 투자. 신기하게도 그래프는 계속 오르
고, 미래는 가까이 온 것처럼 느껴진다. 〈레이가 사
고 싶어〉는 아내와 남편, 두 명의 화자를 통해 아주 
조금 특별했던 그 여름날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연
달아 기적이 일어나자 남편은 부푼 마음에 마치 전
문가라도 된 듯 투자에 관해 논하지만, 기적은 딱 거
기까지였다. 돈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비로소 손
에 잡힌 현실은 동료들을 돌아보게 한다. 저마다 투
자한다는 동료들의 꿈은 무엇일까? 여기 그리 거창
한 이야기는 없다. 이들은 수업료를 내거나, 색 보정
을 할 도구를 사거나, 조금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은 
정도의 꿈을 꿀 따름이다. 영화는 간결한 화면과 재
치 있는 형식을 통해 우리의 조건을 묻고 또 끌어안
는다. 

South Korea | 2021 | 10min | DCP | B&W, 
Color | 12

단편 경쟁 6

성스러운 암소 
Holy Cowboys

 〈성스러운 암소〉가 다루는 건, 현대 인도에서 발생
하고 있는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소 보호’ 자경단 활
동이지만, 그러한 활동의 단순한 기록물은 아니다. 
여기엔 선하고 순수한 소년과 그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혐오의 세계가 있다. 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힌
두교의 율법과 “단결하고 종교를 수호하라”는 민족
주의 정치의 외침에 따라 자경단원들은 무슬림에 대
한 적대를 강하게 표출하며 폭력 사태까지 불사한
다. 송아지를 돌보던 소년은 점차 그러한 위험한 에
너지 속에서 얼굴을 잃어간다. 〈성스러운 암소〉는 
이미 일종의 허구적 논리에 사로잡혀있는 그룹을 조
명하면서, 그에 적합한 방식인 극영화의 문법을 적
극적으로 차용한다. 〈성스러운 암소〉는 시선과 내
러티브의 운용, 집단 풍경의 묘사 등이 적절히 어우
러진 장르 영화로서, 그 자체로 현실의 강력한 지시
물이 된다.

India, US, UK | 2021 | 24min | DCP | Color | 
KP | 12

여공들의 기숙사  
Dorm

기숙사는 언제나 밤처럼 어둡다. 3교대 근무로 인
해 늘 누군가는 자고 있기 때문이다. 〈여공들의 기숙
사〉는 어두컴컴한 기숙사를 배경으로 베트남 여성 노
동자들의 모습을 담는다. 그런데 이 기숙사는 좀 이상
하다. 전체적으론 잡동사니로 만든 동굴 같고, 중앙에
는 괴이한 생명체 비슷한 것도 있다. 이곳에서 노동자
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과 고된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
며 파업을 준비한다. 정확히는 그런 내용의 퍼포먼스
를 벌인다. 그들은 대사를 연습하고 상황을 재현한다. 
하지만 이 퍼포먼스의 목적이 그럴듯한 연극을 만드
는 데 있지는 않아 보인다. 기숙사는 멀끔한 연극 무대
가 아니라, 개별적인 대화, 일상적인 몸짓, 엇갈리는 
시선, 터져 나오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공동의 공간
이다. 이주노동자 워크숍을 통해 만들어진 영화로, 후
반부의 쏟아지는 빛이 깊은 감흥을 남긴다. 

아르만 골리푸르 다쉬타키 
Arman Gholipour DASHTAKI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1990년 이란 출생의 다큐멘터리 감독. 이란과 
주변 지역의 이슈들로 10편 이상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왔다.

권희수 KWON Heesue
이미지와 신체성에 관심을 갖고 영화와 퍼포먼스의 접점에서 작품활동
을 한다. 최근에는 권력을 재배치하는 매개로서 신체적 언어에 주목한다. 

이병기 LEE Byung-Ki
기록영화제작소 다큐이야기 소속으로, 2014년부터 극과 다큐멘터리, 
실험의 경계를 넘나들며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임정이 LAM ChingYi
홍콩 출신으로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영화 석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자본주의의 노예로 살고 있다.

바룬 초프라 Varun CHOPRA
인도와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으로, 선댄스인스티튜트의 
‘이그나이트 펠로우십’에 선정되었다. 
다양한 브랜드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고있다. 

소요헨 SO Yo-hen
영화 제작 과정의 현장 조사, 창작 워크숍, 예측 불가능한 환경과 
다양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유연한 각본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Taiwan | 2021 | 54min | DCP | Color | KP | 12

311 MB2 9/25 13:30
701 MB2 9/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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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보이는 것과 다르다
This isn't What It Appears

 〈이것은 보이는 것과 다르다〉에서 우리가 듣는 건, 
카메라와 리얼리티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사진의 독특성은 셔터를 누른 사람이 아니
라 셔터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리얼리티가 렌즈를 
뚫고 필름에 기록된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한편, 영화에서 우리가 보는 건 다양하게 중첩
되는 프레임이다. 오래된 사진, 그 사진을 보는 사
람, 그 사람이 찍힌 화면, 그 화면을 담은 모니터가 
계속해서 제시된다.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만나는 지점에, 전쟁 시기 익명의 카메라맨에 
의해 찍힌 사진이 있다. 흥미롭게도 그 뒷면에는 사
진에 담긴 것이 허구라는 취지로 ‘이것은 보이는 것
과 다르다’는 문구가 쓰여 있다. 영화는 여러 자료의 
제시와 그 혼합을 통해 카메라에 담기는 것이 결국 
리얼리티라는 구성물임을 알려준다. 

South Korea,US | 2022 | 19min | DCP | Color | 
WP | 12

단편 경쟁 7

로봇이 아닙니다.
I'm not a Robot.

‘로봇이 아닙니다’는 우리의 무자비한 디지털 세계
에서 웹 사이트 접속 시에 필요한 소극적 자기 증명
의 표현이다. 〈로봇이 아닙니다.〉는 그로부터 식
별, 분류, 인식 등의 테마를 끌어낸 다음, 사망 사고
를 낸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례와 엮어 내용을 구성
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탑승자의 손을 자
유롭게 만들어줬다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대체 무슨 
이유로 전방의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고까지 
낸 것일까? 영화는 그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세상의 
모든 눈을 지배하는 절대 눈, 예컨대 더 선명한 위
성 카메라와 더 촘촘한 감시 체계를 만들어내고 싶
어 하는 시스템의 욕망을 뒤쫓는다. 또한 매우 객관
적으로 보이는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다양한 편향을 
추적한다. 〈로봇이 아닙니다.〉는 다양한 이미지와 
푸티지의 배치를 통해 인공 지능 역시 현실의 반영
물임을 드러낸다.

South Korea | 2022 | 20min | DCP | Color | 12

씨티백
CITI-100

“명랑하고 밝고 분위기 메이커인, 멋있는 사람이
죠.” 출연자 중 한 명인 십대 소년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다. 쑥스러운 미소를 짓던 그는 소개를 이어
나간다. “배달만 하면서 살아요.” 출연자들은 차례
로 오토바이를 타는 재미와 사고의 아찔한 순간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감독은 오래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친구를 함께 기억한다. 황선영 감독의 〈씨티
백〉은 오토바이 배달일을 하는 청소년들과 함께 만
든 영화다. 출연자들의 기억 속에는 위험한 행동도 
있고 명백한 불법도 있다. 어쩌면 우리도 한 번쯤 그
들을 길에서 보고 얼굴을 찌푸렸을지 모른다. 하지
만 영화는 이들의 삶을 쉽게 판단하는 대신 우리가, 
즉 어른들이 왜 저들의 사연을 귀기울여 듣지 않았
는지, 왜 무관심으로 저들을 더 위험하게 했는지 되
묻는다. 청소년들의 밝은 웃음 앞에서 부끄러워지
는 건 결국 우리들이다.

South Korea | 2021 | 29min | DCP | B&W, 
Color | 12 

나는 기억한다
I am Trying to Remember

감독은 기억한다. ‘골람’이란 이름의,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가족들을 찍던, 항상 담배 냄새가 배어있던, 
미군 야상이 잘 어울리던, 1978년 이란 이슬람 혁
명 당시 거리에 나섰던, 그리고 지금은 만날 수 없는 
남자를 기억한다. 감독이 꺼낸 사진은 훼손되어 있
으며, 골람을 기억하는 목소리에는 담담한 슬픔이 
묻어있다. 감독의 사적 기억과 이란 사회의 공적 기
억을 동시에 다루는 〈나는 기억한다〉는 일차적으로 
고발의 성격을 지닌다. 이 영화는 정치범들에게 사
형을 집행한 이란 정부의 만행을 용감히 고발한다. 
한편으로 이 영화는 기억의 성격을 사유한다. 광학
적 기록 매체의 시대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억이 실은 얼마나 다양한 외부 요
인에 의해 간섭받고 교란되는 것인지, 과거를 제대
로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분
하게 되묻는다.

최희현 CHOI Heehyun 
로스앤젤레스와 서울을 기반으로 실험영화를 만든다. 영화 형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이미지의 물질성과 가상성을 다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 

강예솔 KANG Yesol 
개인의 일상적인 행위와 사회 현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 최근에는 이미지가 현실을 초과하는 현상에 대해 
관심을 두고 이를 시각언어를 통해 풀어나가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황선영 HWANG Sunyoung 
1992 출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를 졸업하였고 
 〈씨티백〉은 국내 다수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페가 아항가라니 Pegah AHANGARANI
이란 출신.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고 배우로도 활동한다. 
출연작과 연출작은 베를린국제영화제, 
토론토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Czech Republic, Iran | 2021 | 15min | DCP | 
Color | 12

301 MB2 9/25 10:30 GV
615 MIB101 9/28 13: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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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리스 신드롬  
Nameless Syndrome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유발하여 인간을 병들게 하
는 익명의 질환을 추적한 〈네임리스 신드롬〉은 젊은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미술관 ‘리움’
의 ‘아트스펙트럼’에서 전시되어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서사의 구성은 5개의 소제목이 붙
은 챕터들로 이루어지는데, 개별 챕터들은 앞의 것이 
뒤에 오는 것을 불러내거나, 이어받고, 또는 벗어나는 
인상을 준다. 모든 인물들은 여성이고, 그중 한 명이 
내레이터 역할을 맡아 해설과 주석, 질문을 던지며, 
작가의 조사와 인터뷰에 기초한 재연 장면들이 포함
되어 있다. 전편을 주재하는 시청각적 모티프는 반사
와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울과 창문, 물의 표면 
위에서 이미지들이 서로를 비추고 반영하거나 마주
본다. 인과의 논리로부터 벗어나 물리적, 사회적, 정
치적으로 고통받아온 여성들에 대한 메타포를 텍스
트와 이미지의 플레이를 통해 형상화한 작품이다. 

South Korea | 2022 | 24min | DCP | Color | 
KP | 12

올해 코리안 쇼케이스는 지속적인 작품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감독의 주목할 만한 신작을 소개한다.
이소현의 〈장기자랑〉은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이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과정을 담는다. 아이들을 
주목하는 데서 나아가 부모 각각의 열정과 욕심이 부딪히면서 서로 반목하는 과정을 중심에 둔 결정
은 여러 인물의 욕망을 들여다보고 조율한 전작의 시선을 다시 보여준다.
홍진훤의〈멜팅 아이스크림〉은 수해로 손상된 필름을 복원하는 과정과 함께 사회적 기억을 복구하
려는 시도다. 사진, 홈페이지 구축을 이용한 수행 프로젝트, 영화 등 매체 각각의 속성을 탐구하고 지
배적인 시각성과 싸우는 작가의 행보가 인상적이다.

〈노 웨이 아웃〉은 이주노동자 문제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 섹 알 마문 감독의 신작으로, 담담히 
내용을 전하는 이주노동자의 목소리, 격앙되고 신경질적인 사업주의 육성, 전문가의 법리 설명, 투
쟁 현장 등을 기록하며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정공법으로 성실하게 전한다.

코리안 쇼케이스
Korean Docs Showcase

〈느티나무 아래〉에서 전통 농가는 미각마저도 적응해버
린 대량생산 체제에 대항하는 대상이다. 위태롭고 갈팡
질팡하고 갈 곳 잃은 모습이어도 그 대상의 가치를 놓지 
않으려는 카메라를 통해, 전작에 이어 농업으로 현대사
회를 문제 삼는 오정훈의 작품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의 황다은과 박홍열은 소
위 주류와 독립 영화계를 넘나들며 활동하는 부지런한 
영화인이다. 감독들과 그의 주인공들은 자신이 믿는 방
식을 꿋꿋하게 밀고 나가면서 주류사회에 균열을 내는 
면모를 이어간다.

〈봄바람 프로젝트 - 여기, 우리가 있다〉라는 옴니버스 작
품으로는 여러 반가운 독립영화 감독을 만날 수 있다. 전
국의 투쟁 현장에 있는 독립영화의 카메라와 함께, 사회 
연대를 꿈꾸는 영화의 일을 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보이즈 클럽   
The Boys Club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는 감독은 다큐멘터리 촬영 
도중 스태프에게 성추행을 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납품’을 위해서라도 영화를 
완성해야했던 감독은 가해자와 계속 같은 현장에 
있어야 했고, 그러는 동안 반복적인 2차 가해를 당
했다. 결국 감독은 영화를 인질로 잡힌 채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 영화의 제목인 ‘더 보이즈 클
럽’이 암시하듯, 감독은 사태의 원인을 단순히 가해
자 한 명에게만 돌리는 대신 사회의 문제 인식 자체
를 고발한다. ‘모두’를 위해 일을 키우지 말라는 제
작사 대표의 조언이 그 적나라한 단면이다. 자신이 
겪은 수 년 간의 괴로운 기억을 용기내어 들려준 감
독 덕분에 관객은 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인식이 어
떻게 개인과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 다시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올해의 가장 용감한 
장면과 마주하게 된다.

차재민 CHA Jeamin 
합성 이미지가 아닌 촬영한 영상을 사용해 시각 예술과 다큐멘터리의 
가능성과 무력함에 대해 질문한다. 현장 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개인들의 현실에 접근하고, 그 개인들의 삶 안에 사회가 어떻게 
스며 있는지를 주목한다.

이웬 첸 Yihwen CHEN
말레이시아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저널리스트. 현재 말레이시아 
내의 주변화된 집단들을 다루는 〈쉿, 닥쳐!〉를 작업 중이다.

Malaysia | 2021 | 23min | DCP | Color | 12 

201 MB2 9/24 10:30 GV
623 MIB101 9/28 16: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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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쇼케이스

 〈장기자랑〉은 세월호 가족 어머니들로 구성된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이 
연극 ‘장기자랑’을 무대에 올리고 순회공연을 다니는 과정을 좇는 영화이
다. 이 프로젝트의 맥락은 아이들의 꿈과 실현되지 못했던 열망의 대리제로
서 엄마들의 퍼포먼스를 가시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실질은 피해자 서사
의 클리셰를 초극하여 비탄과 애통의 뒤에 놓인 중년 여성들의 열망을 솔직
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는, 인정욕구에 시달리는 여성들. 이들은 수학여행 장기자랑을 연습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되어 아이들의 꿈을 복원하고 그녀 자신의 열망을 투사한
다. 어디까지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그 자신을 위한 것인가? 
  〈할머니의 먼집〉(2015)에 이어 이소현 감독은 생활의 실감과 극중 연기가 
인상적으로 조화하는 장면들에서 ‘가족’으로 호명되는 것 이상의 여성을 묘
사하고자 했다. 세월호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여러 차례 만들어졌고, 또 다양
한 관점에서 다뤄져 왔지만 익숙한 피해자 서사를 넘어 애도와 극복의 의미
를 곱씹게 하는 작품이다. 

이소현 
LEE Sohyun 
정수기 판매원, 광고 프로듀서, 
NGO 활동가, 동시 녹음 기사로 
일했다. 우연히 팔레스타인에 
다녀온 후, 다큐멘터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장기자랑  
The Talent Show

South Korea | 2022 | 97min | DCP | Color | G

327 MBC4 9/25 17:00 GV
502 MBC4 9/27 10:30
529 MIB103 9/27 17:00

코리안 쇼케이스

필름의 손상이 자연재해에 기인한다면 기억의 손상은 억압된 역사에 기인
하기에 이 둘의 복원 작업은 질적으로 다르겠으나, 필름의 손상으로 인해 왜
곡된 이미지가 사회적 기억을 환기하고 복원된 필름의 내용이 역사적 기억
의 위상에 아이러니를 만든다. 수해를 입고 붙은 사진을 분리하기 위해 물에 
넣으면 복원은커녕 이미지를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유제면이 녹아버릴 수도 
있기에, 붙어버린 사진 그대로를 투명도만 높여서 스캔하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이 영화에서 기억의 복원에는 두 방법 모두가 사용된다. 1980년대 투
쟁 현장을 찍던 이들의 인터뷰, ‘참세상’에 아카이브 된  2000년대 비정규직
화 반대 투쟁 동영상, 작가가 촬영한 장면들은 훼손을 각오한 각각의 모습으
로 도달한다. 그러나 이들은 마치 서로 붙은 채로 투명도가 높아진 사진처럼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단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되기도 한다. 엔딩크레딧의 
카운트다운이 0을 가리키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생산된 위계, 그 실패한 
시간의 기억이 종료되어 우리는 그 실패에 더 이상 잠길 수 없다. 영화의 종
료를 향해 가는 카운트다운은 단호하게 우리를 시작의 시간으로 데려간다.

멜팅 아이스크림  
Melting Icecream

홍진훤
HONG Jinhwon 
여섯 번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동료들과 공간을 
함께 운영하며 이런 저런 전시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때로는 
프로그래밍을 하며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가끔은 글을 쓰고 요리를 
한다. 아. 이젠 영화도 만든다.

South Korea | 2021 | 70min | DCP | B&W | 12

218 MB3 9/24 14:30 GV
635 MB1 9/28 20:00 GV

* 9월 27일 3회차 상영은 ‘베리어 프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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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쇼케이스코리안 쇼케이스

한국에 가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는 막연한 꿈을 안고 1998년 방글
라데시에서 건너온 섹 알 마문 감독은 2001년 퇴직금 문제로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노조 운동에 눈을 떴다. 2009년에는 결혼하고 한국 국
적도 취득했다. 방글라데시 출신 한국인 감독으로서 그의 작품은 한국의 노
동 현실과 다문화적 감수성을 진단하는 소중한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
는 바로 이전 작품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다룬 극영화를 내놓기도 했으나, 이 
작품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옥죄는 고용허가제의 문제를 말하는 방식으로 정
면 돌파를 택했다. 이주노동자의 인터뷰가 경험의 영역에서, 전문가 인터뷰
가 논리의 영역에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한 사업장의 사장이 
밝히기로 이주노동자가 일터를 옮기게 되면 이전 사업장에는 감점이 주어
지는 것이 현실이라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도 같이 현 제도의 문제를 
말해야 한다는 답이 제시된다. 그러나 관련 시위들에 사업주가 있는 것 같지
는 않다. 섹 알 마문의 영화는 계속 바삐 이어지고 더 많이 공유되어야 한다.

노 웨이 아웃  
No Way Out

섹 알 마문
Al Mamun SHEKH     
방글라데시 다카 출생이며 한국에서 
활동 중인 감독. 2001년부터 
이주노동자 인권운동에 투신하였고 
2012년부터 단편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South Korea | 2022 | 61min | DCP | Color | WP | 12

느티나무 아랫마을에 깊은 연륜을 지닌 늙은 농부가 있다. 그리고 일을 배워
갈수록 저마다의 문제의식을 키워가는 젊은 농부들이 있다. 그들은 전통 농
가를 지키겠다는 목표와 열정을 공유하지만, 저마다의 사정과 생각에 따라 
그 방법을 찾아가는 길이 달라지면서 서로 멀어져간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막막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저마다의 길을 내어가는 사람들. 이들이 답 없는 
삽질 중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들이 지키려는 농업은 대량생산 체제
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생태계 전체의 대응력과 면역력이 떨어지
는 일과 깊게 관련된다. 그러니 그들이 점점 더 다양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또한 우리 농가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들의 시
간을 지켜주기 위해서 바로 느티나무의 지긋한 시선이 필요하다. 오랜 역사
를 품고 있는 느티나무의 눈으로 헤아리는 지혜를 우리 사회가 익힌다면, 그 
속에서 농부들의 암중모색은 언젠가 모두가 아는 쉬운 맛의 밥과는 또 다른, 
어렵지만 재미있게 배워가는 맛을 가진 밥을 되찾아 주고야 말 것이다.

오정훈 
OH Junghun   
1994년 푸른영상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시작하여, 다수의 작품을 
제작하였다. 〈벼꽃〉(2017)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 경쟁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 농사와 농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느티나무 아래
Under Zelkoba

South Korea | 2022 | 102min | DCP | Color | WP | G

136 MIB102 9/23 19:30 GV
309 MB7 9/25 11:00 GV

233 MIB102 9/24 19:30 GV
425 MIB101 9/26 16: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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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는 성산동 도토리 마을 방과후 교실에 
관한 기록이다. 여러 영화에서 촬영감독으로 두터운 경력을 쌓은 박홍
열이 연출한 다큐멘터리는 방과후 교사들의 일상과 역할, 코로나 시대
에 무너진 교육, 학교와 교사의 기능, 열악한 노동 조건, 아이들의 놀이
나 터전에 대한 묘사 따위를 담고 있다. 서사를 추진하는 주된 동력은 
방과후 교사들, 학부모들과의 토론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다. 지역 사
회와 교사, 아이들의 관계는 특별한 논평 없이 살아있는 경험의 관찰을 
우선시하는 방법론을 활용하여 형상화된다. 관객들을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는가를 목격하는 증인의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카메
라는 세심하고 사려 깊은 과정으로 방과후 교실의 이모저모를 바라보
게 한다. 일상생활의 일부를 풍부하게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가
는 말하는 내용, 장면의 취택, 형식적 맥락에 따른 위치를 결정하는 작
업을 수행한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를 자문하는 교사의 내
레이션은 교육과 돌봄 사이에 있는 이들을 감싼 문제를 환기한다.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The Teachers : Pink, Nature trail, Ridge between rice  
paddies, Plum

South Korea | 2022 | 94min | DCP | Color | G

113 MB8 9/23 13:30 GV
332 MB8 9/25 19:30 GV
628 MIB103 9/28 17:00 

312 MBC4 9/25 13:30 GV
614 MB8 9/28 13:30 GV

박홍열 
PARK Hong-Yeol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촬영감독. 
대표작으로 〈간신〉(2014),〈당신, 거기 
있어줄래요〉(2016) 등이 있고 최근에는 

〈심장소리〉(2022)와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 〈사이버 지옥〉(2022)을 촬영하였다. 

황다은 
HWANG Da-Eun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시나리오&드라마
 작가. 〈작업의 정석〉(2005),  〈봄의 왈츠〉
(2006),〈부암동 복수자들〉(2017) 등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집필했다.

2022년 3월 15일 제주, ‘길 위의 신부’라고 불리는 문정현 신부가 중심이 된 
‘봄바람 순례단’이 길을 떠난다. 제주 해군기지를 출발하여 뭍으로 떠나는 
그들의 행선지는 전국 방방곡곡의 투쟁 현장이다. 전쟁을 반대하고, 환경 파
괴를 저지하고, 차별 철폐를 부르짖으며, 난민과 연대하고,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옴니버스 〈봄바람 프로젝트 - 여기, 우리가 있다〉는 40일
에 걸친 그 여정에 미디어 활동가들이 합류하여 만든 결과물이다. 크게 ‘기
후위기의 시대’, ‘빼앗긴 노동’, ‘있다, 잇다’, ‘기억투쟁’, ‘평화연습’, 다섯 가
지 테마로 나뉘는 18편의 작품에는 한국 사회의 민낯과 다른 세상에 대한 
의지가 동시에 담겨있다. 현장 미디어 프로젝트 ‘봄바람’이라는 이름으로 참
여한 21명의 미디어 활동가들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겨 온 감독들이기도 하다. ‘봄바람 순례단’의 현장은 곧 한국 다큐멘터리
의 현장이라는 말이다.

봄바람 프로젝트 - 여기, 우리가 있다 
Spring Wind Project - We are here

현장 미디어 프로젝트
‘봄바람’
현장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활동가 
21명이 공동제작에 참여했다. 

South Korea | 2022 | 113min | DCP | Color | 12

* 9월 28일 3회차 상영은 ‘베리어 프리’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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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전
Global Vision

‘글로벌 비전’은 동시대 
다큐멘터리의 다양한 트렌드
를 소개하는 섹션이다. 올해 ‘글
로벌 비전’은 다큐멘터리의 확장 경
향을 증거하는데, 시각 예술이나 극영
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감독들의 작
품들이 많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쓰나미
가 일본과 하와이에 남긴 흔적을 추적하며 인간과 
자연, 세계의 연결을 사색하는 〈우리의 심장박동은 
폭발하는 별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를 시작으로, 미국
적 세계관에 너무나도 충실했던 한 사업가의 부상과 몰락을 
추적한 〈세컨 챈스〉, 리투아니아 이그날리나 원전 해체 작업을 
SF영화의 비주얼과 신화적 상상력으로 보여주는 〈매장〉,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동물 해방 운동가 자매의 
이야기를 그린 〈동물 해방의 길 어딘가에서〉, 전자상가를 배경으로 무한

한 감수성과 상상력을 펼쳐내는 아이들의 세계를 담아낸 〈도망친 사
람이 유령이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픽션과 다큐멘터리 양식을 결합하는 최근 경향을 반영한 작품
들도 눈에 띈다. 스위스 로잔의 작은 강과 그곳을 지키는 두 

명의 남자, 그리고 주민의 일상을 하나의 우화로 표현한
    〈작은 섬〉, 동일한 경로로 출퇴근하는 남자의 반복되

는 일상을 고정된 카메라와 느슨한 극적 연출로 
재구성한 〈평평한 삶〉, 실종 사건을 중심으로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흐리는 〈애프터
썬〉은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 밖에도 공동체, 환경, 
역사, 인권, 전쟁 등 세계가 당면

하고 있는 이슈들을 다루는 
작품들을 통해 비판과 통

찰의 경험을 할 수 있
을 것이다. 

글로벌 비전

비주얼 아티스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제니퍼 레인스포드의 데뷔작은 
2011년 일본을 덮친 쓰나미로 비탄과 상실감에 빠진 사람들의 사연으로 열
린다. 일본의 쓰나미 생존자들은 이곳에서 4,000마일 이상 떨어진 하와이 
해변에서 쓰레기를 줍는 자원봉사자들과 나란히 놓인다. 쓰나미로 인해 바
다로 흘러간 어망, 플라스틱, 밧줄, 그물은 수년간 부서지지 않고 떠다니다 
하와이의 해변에 도달하였다. 쓰나미가 매개한 일본과 하와이의 관계는 이
것이 다일까? 이 길고 시적인 제목의 영화는 이처럼 인간과 사물, 생물, 환경
을 잇는 보이지 않는 선들을 추적하고자 한다. 재난으로 아내를 잃은 중년의 
일본 남자가 바다 속으로 몸을 담그면서 사색적인 서사는 에세이 형식으로 
전환한다. 시각 예술가의 참신한 눈으로 레인스포드 감독은 해파리와 문어, 
새우, 프랑크톤 등 바다 생물들의 생생한 이미지와 재난의 생리적 영향, 인
간의 슬픔을 연결한다. 〈우리의 심장박동은 폭발하는 별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인간과 자연, 슬픔과 신체 작용, 나와 세계 사이의 연결을 만들고자 
하는 우주적인 다큐멘터리이다.

우리의 심장박동은 폭발하는 별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All of Our Heartbeats are Connected Through Exploding Stars

제니퍼 레인스포드 
Jennifer RAINSFORD 
스톡홀름 출신의 시각 예술가이자
감독이다. 단편영화와 설치 작품은 
베를린영화제를 비롯한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상영 및 설치되었다.
     〈우리의 심장박동은 폭발하는
별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첫 장편 연출작이다. 

Sweden | 2022 | 77min | DCP | B&W, Color | AP | 12 

207 MB3 9/24 11:00 GV
304 MB8 9/25 10: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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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전 글로벌 비전

스위스 로잔, 숲이 우거진 얕은 강기슭에 두 명의 남자가 있다. 선배 격의 남
자가 젊은 남자에게 말한다. “우리의 임무는 명확해, 지켜보는 거지! (...) 우
리는 그저 사람들이 강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돼.” 그가 말하는 사람들이
란 근처에 사는 은퇴한 노인이나 이주민들이다.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
어지는 것일까? 마을 아이들의 말대로 마약이라도 만드는 것일까? 티치안 
부치 감독은 다큐멘터리적 관찰과 환상적 서사를 모호하게 결합하여 이 미
스터리한 이야기를 끌고 나간다. 모호함은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다. 두 주인공의 일은 강기슭을, 보다 정확히는 마을 사람들을 감시하는 것
이지만, 그 대상들 역시 두 사람을 본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았다고 생각하
는 것을 서로 공유한다. 그 개개의 기억은 집합적 기억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그렇게 감시와 관심, 참견과 유대 사이의 모호한 경계가 영화를 끊
임없이 가로지른다. 일상의 관계와 공간을 성찰하는데 이 이상 재치 있고 섬
세한 우화가 또 있을까? 

Switzerland | 2022 | 104min | DCP | Color | AP | G 

138 MB3 9/23 20:00 GV
307 MB1 9/25 11:00 GV작은 섬

Like an Island

티치안 부치 
Tizian BÜCHI 
취리히 소재의 배급회사인 룩 
나우!에서 근무 중이고이다. 또한, 
제네바에 있는 헤드(HEAD)의 
영화과에서 조교로, 여러 영화제의 
프로그래머를 겸임하고 있다. 

〈작은 섬〉은 그의 첫 장편영화이다. 

  〈매장〉은 미술과 영화를 오가며 인간과 과학, 자연의 상호 관계를 사유하는 
작품을 발표해 온 에밀리아 슈카르눌리테 감독의 신작이다. SF영화의 비주
얼과 신화적 상상력을 결합한 이 작품은 1983년 건설된 리투아니아 이그날
리나 원전의 해체를 다룬다. 이그날리나 원전은 한때 동구권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였지만, 체르노빌 원전과 쌍둥이 기종이라는 것을 
우려한 유럽 국가들은 리투아니아의 EU가입 조건으로 폐쇄를 요구하였다. 
영화는 해체 작업 중인 이그날리나 원전과 원전 폐기물에 관한 연구가 진행
되는 500미터 지하 시설, 그리고 물속에 가라앉은 이탈리아 바이아의 고대 
도시를 차례로 탐사한다. 영화에는 천문학적인 시간을 살아낼 방사능을 은
유하는 거대한 뱀이 등장하여 강렬한 시각적 잔상을 남기며, 질문을 던진다. 
인간이 정말로 이 괴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원전의 안
전까지 휘말리는 유럽뿐만 아니라, 원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도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매장
Burial

에밀리아 슈카르눌리테 
Emilija ŠŠKARNULYTĖĖ   
예술가이자 영화제작자. 우주, 
지질학, 생태학 및 정치학까지 이르는 
폭넓은 설치예술에 대한 작품활동을 
해왔으며  폴라 필름 랩의 설립자이자 
공동 감독이며 아티스트 듀오로
활동중이다. 

Lithuania, Norway | 2022 | 60min | DCP | Color | AP | G 

326 MB3 9/25 17:00 GV
537 MB7 9/27 20: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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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복부에 192발의 총알을 쏜 남자. 리처드 데이비스의 삶은 저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된다. 〈세컨 챈스〉는 1969년 자신이 운영하는 피자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든 공격 이후 현대식 방탄조끼 개발에 몰두하여 수천 명의 생
명을 구한 뒤 ‘2nd Chance’라는 회사를 설립한 데이비스의 인생유전을 소
재로 한 다큐멘터리이다. 데이비스는 방탄조끼를 개발하기 위해 나일론 두
루마리를 소재로 조끼를 디자인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 배에 총을 쐈고, 급기야 영웅적인 경찰관이 등장하는 B급 액션 영화들
을 연출하며 영화감독이 되기에 이른다. 천부적인 비즈니스 맨이자 마케팅
의 달인 또는 강박적인 쇼맨인 이 사내의 스토리는 어두운 비밀과 유머, 정
치적 각성이 담긴 거짓말 같은 우화이다. 여러 편의 극영화로 명성을 얻은 
작가 라민 바라니의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로 망상에 가까운 호전적인 세
계관에 기초하여, 오늘날의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여 왔는가에 대한 
유머러스하고, 음울한 우화이다. 2022년 선댄스국제영화제를 유쾌한 공포
에 몰아넣은 화제작이다. 

US | 2021 | 89min | DCP | Color | KP | 12

세컨 챈스
2nd Chance

라민 바라니
Ramin BAHRANI
미국에서 활동하는 이란 출신의 
작가이자 감독, 영화 제작자. 
그가 제작한 일부 작품들은 
뉴욕현대미술관(MoMA)에 
영구 소장품으로 보관되어 있다.

글로벌 비전 글로벌 비전

  〈제자리에 없는 물질〉은 대도시와 해변, 평야, 설산, 심해 등 전 세계 구석구
석을 흘러다니고 있는 쓰레기의 수집과 폐기 경로를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이다. 쓰레기는 애초에 그곳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인간에 의해 옮겨져 지
구를 오염시키는 물질로 다뤄진다. 정녕 쓰레기는 사라질 수 있는가? 쓰레
기의 쓰나미로 인한 부조화의 풍경을 추적하는 이 영화의 시각적 아이디어
는 대조와 불일치이다. 케이블카에 매달린 트럭, 쓰레기 더미와 나란히 놓
인 산, 목가적인 리조트 해변을 잠식한 쓰레기의 물결, 네바다의 사막에 흩
뿌려진 오물들, 깜박이는 ‘Fucking’과 ‘Love’, 맑은 하늘과 회색 땅 등 인간, 
기계와 쓰레기, 자연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모든 대조의 이미지들은 
인간이 더 이상 풍경을 구성하는 프레임을 통해 살 수 없거나 공존할 수 없는 
네트워킹의 장소들을 보여준다. 니콜라우스 가이어할터 감독은 숨은 진실
을 드러내고 기억하는 다큐멘터리의 기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잊
고 싶은 현실에 대한 서늘한 각성을 준다. 

제자리에 없는 물질
Matter out of Place 

니콜라우스 가이어할터 
Nikolaus GEYRHALTER 
비엔나 출신의 영화감독이자 
프로듀서. 1994년 다큐멘터리와
아마추어 픽션 영화를 위한 
“니콜라우스 가이어할터 
필름프로덕션”을 설립하였다.

Austria | 2022 | 105min | DCP | Color | KP | 12

117 MB3 9/23 14:00
435 MB1 9/26 20:00

109 MB7 9/23 11:00
407 MB1 9/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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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프터썬〉은 느슨한 플롯을 가진 판타지 영화다. 1980년대 불가사의하게 
사라진 한 소년의 전설이 회자되는 마을에서 또 다른 실종이 발생하자 일군
의 소녀들이 이 미스터리를 탐험하기로 한다. 유이스 갈테르 감독은 4년의 
여름휴가 기간 동안 소수의 촬영팀을 대동하고 해변과 습지, 캠프 등의 공간
에서 산발적으로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갈테르 감독은 야영지 공간과 인접
한 자연 경관을 찍었지만 플롯의 개요를 디자인한 것은 3년째 여름이 되어서
부터였다. 등장인물들 역시 휴가를 온 소녀들이 무작위적으로 선택되었고 
이미지들을 특정 순서로 구성하는 편집에 의해 의미와 맥락이 만들어졌다. 
 〈애프터썬〉은 현실과 환상, 기록, 전설 등 여러 수준에서 작동하는 이야기이
다. 구름 뒤에 숨겨진 달, 새의 울음소리와 갈대의 움직임, 방갈로를 배회하
는 박제 동물, 오두막에서 잠든 아이, 갑자기 멈추는 자동차 등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이미지의 배열이 스토리를 만든다. 현실과 환상, 생물과 박
제, 어린이와 성인의 경계에 있는 것들이 리얼리티의 새로운 차원을 드러내
는 유니크한 작품이다. 

Spain | 2022 | 70min | DCP | Color | KP | 15  

애프터썬
Aftersun

유이스 갈테르 
Lluis GALTER 
스페인 카탈루나 출신의 감독. 
베니스 영화제에서 첫 작품

〈카라크레마다〉(2010)를 
상영하였고 두번째 장편 다큐멘터리 

〈실체〉(2016)는 비전뒤릴에서 
상영하였다. 

글로벌 비전 글로벌 비전

과라니인이 수백 년간 살아왔던 터전은 현 남미국가들의 접경지대에 퍼져있
다. 이 영화는 브라질의 대농장주가 소유권을 행사하는 땅의 사용 문제를 테
마로 한다. 과라니인의 투쟁을 이끄는 토착민 활동가, 농장의 상속인이기도 
한 변호사, 이 두 여성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입장이 번갈아 소개되는데, 그
것이 누가 땅을 ‘소유’할 것인가를 둘러싼 대립이라고 한다면 정확치 않다. 
이들은 ‘소유권이 판명되는 땅’과 ‘소유가 불가능한 땅’이라는 양립 불가능한 
가치를 두고 경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누리는 부농에게 땅은 소
유권의 문제로, 상속인은 법원에서 호소한다. 반면 과라니인에게 땅은 신의 
관대함의 표현인데, 현대의 기업형 농경은 땅을 파괴하고 신이 인류에게 내
린 터전을 박탈한다. 토착민은 독일의 문화박물관에서 사회연대를 요청한
다. 상속인에게는 지도가, 토착민에게는 농장주의 총에 맞은 동료의 장례 영
상이 증거가 된다. 땅에 대한 두 입장이 각각 어떤 이미지와 함께 나타나는지 
그 차이를 식별함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를 읽고 판명할 수 있을 것이다.

바람은 국경을 무너뜨린다
The Wind Blows the Border

로라 파에르만 
Laura FAERMAN  
상파울루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한 
영화 연구자, 연출가 및 편집자. 또한, 
브라질 농업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취재하는 
인터넷 언론 매체의 시청각 
편집부에서 근무 중이다. 

마리나 바이스 
Marina WEIS  
상파울루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
하고 쿠바에 있는 국제 텔레비전 영화
학교에서 촬영을 전공했으며 단편 
다큐멘터리, 장편 영화 및 드라마 
연출을 했다. 현재 바이스 감독은 
독일 베를린에 거주 중이다. 

Brazil | 2022 | 77min | DCP | Color | AP | 12 

216 MB7 9/24 14:00 GV
418 MB3 9/26 14:00 GV

231 MB8 9/24 19:30 GV
421 MB2 9/26 16: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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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의 수도에 있는 와칼리가 게토에는 ‘라몬 필름 프로덕션’, 일명 와칼
리우드가 있다. 그 거리는 배우들이 훈련을 받는 액션 스쿨이고, 제작 스튜
디오며, 세트를 제작하는 작업실이기도 하다. 이곳을 만든 아이잭 감독은 벽
돌 제작 노동자로 일하며 캠코더를 샀고, 제작을 위해 필요한 것이 없으면 
만들어서 쓴다. 와칼리우드는 주로 액션물을 제작하는데, 반드시 재미있어
야 한다. 그래서 공포물에도 코미디가 있다. 유튜브에서 이들을 본 미국의 
영화학도 앨런은 무작정 와칼리우드를 찾아간다. 와칼리우드의 스펙타클에
는 때깔을 넘어서는, 영화의 정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간다에서 백인은 ‘무
준구muzungu’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무준구 빌런 배우가 돼서 두들겨 맞
는다. 물론 그는 국제 배급을 담당하는 프로듀서로서 아이잭의 둘도 없는 파
트너이기도 하다. 와칼리우드 영화에는 변사가 있는데 그가 말한다. 이는 영
화를 사랑하는 많은 이도 함께 외칠 말이다. “와칼리가는 우리의 집이다. 우
리는 이곳을 와칼리우드라고 부른다. 이곳은 우리의 할리우드로, 할리우드
보다 좋다!”

US, Uganda | 2021 | 94min | DCP | Color | AP | 12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우간다
Once Upon a Time in Uganda

캐스린 추벡 
Cathryne CZUBEK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감독이자 
프로듀서.  2012 뉴욕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소녀와 총〉을 상영하였다.

글로벌 비전 글로벌 비전

 〈평평한 삶〉은 반복되는 일상을 독특한 형식으로 재구성한 하이브리드 영
화다. 데이비드 이스틸 감독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50대 후반의 변호사 
앤드루가 멜버른 외곽에서 퇴근하는 과정을 찍어 인상적인 장편 데뷔작을 
만들었다. 대담하게도 세 시간의 러닝타임을 구성하는 열 개가 조금 넘는 쇼
트는 거의 모두 앤드루의 자동차 뒷좌석에 고정된 카메라로 촬영되었다. 앤
드루는 홀로, 때로는 감독인 데이비드를 조수석에 태우고 매일 같은 길을 퇴
근한다. 앤드루의 뒷모습과 반복되는 풍경을 따라가며 전화 통화와 혼잣말
과 동료 데이비드와의 대화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의 일과 사적인 삶, 내
적인 갈등까지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순간을 맞는다.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가〈텐〉(2002)에서 그랬던 것처럼, 〈평평한 삶〉이 보여주는 카메라 장치의 
활용은 영화가 리얼리티를 구성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불
현듯 삽입된, 앤드루가 촬영한 드론 쇼트는 놀라울 정도의 해방감을 선사한
다. 다큐멘터리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영화적 경험이다. 

평평한 삶
The Plains

데이비드 이스틸 
David EASTEAL  
멜버른 출신 영화감독. 2015년 
멜버른국제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받았고 2022년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그의 첫 장편작인

〈평평한 삶〉을 처음 선보였다. 

Australia | 2022 | 180min | DCP | Color | KP | 12 

220 MB1 9/24 16:30 GV
621 MBC4 9/28 16:30 

503 MBC6 9/27 10:30
709 MB2 9/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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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친 사람이 유령이다〉는 다큐멘터리의 무한한 잠재력을 증거한다. 유년
기를 중국 선전의 전자상가에서 보낸 감독 친위안 레이는 사적인 기억을 현
재화하는 마술적 형식을 개발하였다. 그 자신의 경험을 투사하기 위해 레이
는 선전의 전자상가를 배회하는 두 자매 하오하오(다섯 살)와 주주(여덟 살)
를 따라다닌다. 레이는 이 아이들과 어떤 인연도 없지만 자매의 일상은 레이
의 기억인 것처럼 묘사된다. 어른들의 세계와 유리된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
게 작동하는지를 담아내는 장면들을 획득한 레이의 카메라는 저들이 숨참
기 놀이를 할 때, 유령이 매복해있는 것 같은 복도를 배회할 때, 자질구레한 
전기제품들의 잔해물 속에 파묻혀 있을 때를 경이로운 근접성을 가지고 담
아내었다. 레이는 아이들의 모험에 음성 해설을 제공하면서 유년기의 유령
을 찾고 동시에 관객들이 자신들이 사는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남루한 환경을 놀이터로 활용하는 아이들의 감수성, 일상의 작은 세계를 신
비하고 광대한 우주로 바꾸는 상상력은 이 매력적인 다큐멘터리를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만든다.

Germany, China | 2021 | 72min | Color | DCP | AP | G

도망친 사람이 유령이다
The One Who Runs Away Is The Ghost

친위안 레이 
Qinyuan LEI
연구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현재 중국 선전 시 남방과학기술
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의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도망친 사람이
유령이다〉는 장편 데뷔작이다.

글로벌 비전 글로벌 비전

대리석 산업은 그리스 경제를 이끄는 동력 중 하나다. 통계에 따르면 그리스
에서 생산된 대리석의 가장 주된 행선지는 바로 중국이다. 〈대리석 오디세
이〉는 그리스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다시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리석의 길고 
복잡한 여정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다. 션 왕 감독은 그리스의 광산을 사들
인 중국인 사업가를 만난 이후, 대리석이 만들어낸 전지구적인 연결고리를 
알게 된다. 세계의 공장인 동시에 세계의 큰손이 된 중국으로 들어온 대리석
은 높은 구매력을 자랑하는 중산층에 소비되거나, 새롭게 가공되어 다시 유
럽으로 수출된다. 〈대리석 오디세이〉는 이 산업적 순환을 거시적으로 분석
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면면을 밀착하여 보여준다. 종
잡을 수 없는 글로벌 패권 다툼이 벌어지는 지금, 동서양 사이를 떠도는 듯한 
대리석의 여정은 잘 짜인 블랙코미디라고 부를 법하다. 세련된 촬영과 편집
으로 세공된 영상은   이 작품이 주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대리석 오디세이
A Marble Travelogue

션 왕 
Sean WANG  
북경에 거주 중인 회회족 출신 
영화감독. 중국 전매대학에서 
연출 학사를, 북경 영화학교에서 
각본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첫 장편 다큐멘터리 〈항구의 연인〉
(2017)은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
리영화제(IDFA)에서 첫 상영을 했다.

Netherlands, Hong Kong, France, Greece | 2021 | 99min | DCP | Color | KP | 12 

206 MB1 9/24 11:00
509 MB7 9/27 11:00

137 MB1 9/23 20:00
402 MB2 9/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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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비전 글로벌비전

 〈어느 유대인의 삶〉은 괴벨스의 비서이자 속기사였던 브
룬힐데 폼셀을 다룬 〈어느 독일인의 삶〉(2016)의 후속작
이다. 이번에는 홀로코스트 생존 유대인, 마르코 파인골
드가 주인공이다. 파인골드는 1939년 아우슈비츠에 강
제 수용되었다가 1945년 풀려난 이후에는 홀로코스트
의 참상을 고발하는 활동을 해왔다. 네 명의 공동감독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105세가 된 주인공을 미디엄부터 클
로즈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이즈로 촬영한다. 검은 배경
에 흑백으로 촬영된 인터뷰는 주인공의 표정과 목소리, 
제스처에 극도로 집중하게 한다. 그 사이로 그의 말을 보
충할 아카이브 푸티지들이 삽입된다. 파인골드의 분노와 
비판은 히틀러와 나치만을 향하지 않는다. 그는 당시 오
스트리아인들이 어떻게 나치에 공모하고 부역하였는지
를 고발해 왔고, 그로 인해 공격과 협박의 표적이 되어야 
했다. 비극의 역사를 전 생애에 걸쳐 고스란히 안고 살아
온 그의 목소리와 눈빛은 오늘날 세계가 반드시 경청하
고 대면해야 할 준엄한 충고다.

Austria | 2021 | 114min | DCP | B&W | KP | 12 

어느 유대인의 삶
A Jewish Life

크리스티안 케머 
Christian KERMER
유명 제작사와 TV 프로그램
의 촬영감독으로 활동하였다. 
2014년부터 블랙박스 
필름의 촬영감독이자 
에디터로 활동 중이다.

크리스티안 크로네스 
Christian KRÖNES
블랙박스 필름을 결성하여 
3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전무 겸 
제작자로 활동하고 있다.

롤란트 슈로트호퍼 
Roland
  SCHROTTHOFER
 〈어느 독일인의 삶〉(2016)을 
제작하였고 현재는 
블랙박스필름에서 제작 
매니저로 활동 중이다. 

플로리안 위겐세이머 
Florian
WEIGENSAMER
 〈어느 독일인의 삶〉(2016)을 
제작하였고 현재는 
블랙박스 필름에서
제작 매니저로 활동 중이다. 

글로벌 비전 글로벌 비전

SNS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막대하다. 레오니는 열네 살에 이미 오십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가 됐다. 가족이 달려들어 열심히 일하
는 덕분에 반짝반짝 화려하게 빛나는 콘텐츠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
만, 막상 이 가족의 집은 점점 더 적막한 모노톤에 잠겨가는 것 같다. SNS에
서 반짝이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에너지와 주의를 작은 모바일 화
면에 내주고 열심히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SNS에서 레오니가 인기를 더해
가는 것과 함께 현실 속 그녀의 찌푸린 미간도 깊어져 간다. 그러나 그녀에
게 몰두하는 소녀 팬 멜라니는 레오니에게서 완벽한 삶을 본다. 개인의 매력
적인 모습과 생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마케팅 요소인 인플루언서의 삶은 현
대 사회의 동화가 되었다. 백설 공주의 해피엔딩에는 마녀의 거울 대신 왕자
님 판타지가 필요했다면, 현대 동화에서 공주들의 해피엔딩에는 자신을 모
두에게 비추는 거울의 판타지가 있어야 하는 듯 보인다.

틱톡커의 해피엔딩
Girl Gang

수잔 레지나 모이레스 
Susanne Regina
  MEURES  
독일/스위스 출신 영화감독. 
첫 장편 연출작 〈테크노 전사들의 
이란 탈출〉(2016)은 베를린영화제, 
핫독스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포함한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었고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Switzerland | 2022 | 98min | DCP | Color | AP | 12

105 MIB101 9/23 10:30
511 MB2 9/27 13:30

316 MB1 9/25 14:00
708 MB1 9/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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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손에 이끌린 세 명의 아이가 시각장애 기숙학교에 입학한다. 강인한 
성격의 조시아와 예민하고 감수성의 풍부한 오스카, 독립적이지만 수줍음
이 많은 킹가. 집을 떠나기에는 어린 이 아이들은 더 나은 삶으로 전진하기 
위해 부모와의 힘든 이별에 직면해야 한다. 〈작은 새들〉은 나를 둘러싼 세계
가 산산이 부서지는 상황 속에서 타인에게 의지하면서 어떻게 고난을 버텨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부서질 것 같이 연약해 보이는 작은 새들
이 어미 새들로부터 놓아졌을 때 그들은 우정과 공감을 바탕으로 서로의 버
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아이들의 내면과 감성, 예술적 표현
에 근접하기 위해 리디아 두다 감독의 카메라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낮은 위치에서 작은 새의 움직임과 같은 몸짓과 표정, 제스처를 경이적인 세
밀함으로 잡아낸다. 다큐멘터리의 밀착성과 금욕적인 흑백 이미지는 아이
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묘사하기에 더없이 어울린다. 이 작은 새들이 기숙학
교를 떠나는 순간, 관객들은 처음에 상처를 주었던 상황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Poland | 2022 | 84min | DCP | B&W | KP | G 

작은 새들
Fledglings

리디아 두다 
Lidia DUDA
시나리오 작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헤라클레스〉(2005),

〈얽힌〉(2012)을 연출하였고 
현재는 폴란드 영화제작자 협회, 
폴란드 영화 아카데미 및 폴란드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조합의
 일원으로 활동중이다. 

글로벌 비전 글로벌 비전

“지옥 속의 천국, 나풀대며 서로에게 다가가는 연약한 나비의 날개, 날것으
로 존재하는 죽음의 향기. 그것은 삶의 박동이었다.”-촬영 노트 중-
 〈마리우폴리스〉(2016)의 감독 만타스 크베다라비치우스는 우크라이나 전
쟁의 최전선, 마리우폴에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간다. 전작에 이어 전쟁의 참
화를 기록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곳에서 러시아군에 살해당한다. 남겨진 
촬영본을 수습한 것은 현장에 함께한 연인, 한나 빌로브로바. 그녀는 포화와 
총성이 끊이지 않는 마리우폴과 그곳에서 살아간 사람들을 기록한 영상을 
연결하여, 〈마리우폴리스 2〉를 완성한다. 폐허 속에서 사람들은 폭격을 피
하고, 잔해를 치우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개를 돌보고, 음식을 먹는다. 지옥
과도 같은 비극의 풍경이지만, 삶이 이어진다. 그렇게 감독이 남긴 그 메시지
의 잔해는 결국 우리 앞에 가장 날것의 상태로 당도했다. 역사도 미래도 사라
진 현실의 파편을 이어 공명을 만드는 것. 그 과업이야말로 다큐멘터리의 본
질에 가까운 어떤 것이며, 스크린 앞에 앉은 자들의 몫이기도 하다.

마리우폴리스 2
Mariupolis 2 

만타스 크베다라비치우스 
Mantas  KVEDARAVIČIUS 
리투아니아 출신의 영화 감독. 
첫 작품 〈바르자크〉(2011)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수상했고 

〈마리우폴리스〉(2016),
  〈마리우폴리스 2〉를 제작하였다. 

Lithuania, France, Germany | 2022 | 112min | DCP | Color | KP | 15

439 MB7 9/26 20:30
707 MB7 9/29 11:00

131 MB2 9/23 19:30
501 MB2 9/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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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키 쯔엉은 누군가의 흔적이 쌓인 방의 영상 위에, 알렉세이 가리포브의 
시 ‘교육의 목표’를 보여준다. 탄 탄은 〈전함 포템킨〉(1925)의 오데사 계단 
시퀀스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상을 교차 편집한다. 요시노리 사토는 일본
의 충킹 대공습에서 살아남은 세 명을 인터뷰한다. 자오 슈는 주방에서 요
리를 준비하다 측은심을 느낀 한 남자의 모습을 그린다. 홍이린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남자의 만남을 그린다. 이수정은 자신의 페이스북 뉴스 피드에 
올라온 친구들의 포스팅을 읽는다. 지징루 감독은 존 레논의 ‘이매진’을 연
주하며 노래하는 한 여성을 정면으로 촬영한다. 선홍얀은 옛 전쟁으로 잃어
버린 아들을 애도하는 한 할머니를 그린다. 우 티안후이는 고향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상실과 트라우마, 사랑을 주제로 한 에세이를 만들고, 후아 젠이는 
전쟁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질문한다. 굴리고 지아는 베이징의 우크라
이나 학생을 만나 사연을 듣고, 왕 웨이는 빵과 치즈로 샌드위치를 만든다. 
열두 명의 아시아 감독들이 전하는 반전의 메시지다.

China, Japan, South Korea, Vietnam, Singapore | 2022 | 85min | DCP | B&W, Color | IP | 12

영화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
Against the War, in the Name of Cinema

뉴아시안필름메이커스
콜렉티브
New Asian Filmmakers
Collective
뉴아시안필름메이커스콜렉티브
(NAFC)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200명 이상의 영화인들이 아시아의 
정체성과 문화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는 그룹이다.

글로벌 비전 글로벌 비전

사일라는 공장식 축산업 농가를 몰래 촬영해서 영상을 공개하고 그 실
상을 알리는 급진적인 동물 해방운동을 전개해온 활동가다. 그러나 점
차 운동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한편, 학대받는 생명을 보고만 있게 
되는 세월에 지쳐간다. 위험을 무릅쓴 고발이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
치기보단 농가와의 싸움에 그칠 때, 동물들이 놓인 끔찍한 환경과 죽음
을 목격하고 그것을 알리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녀는 사육장
의 동물을 향해 들었던 카메라를 이제 동물권 보장이라는 자신의 운동 
자체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도 든다. 그리고 내적 고민을 털어놓는 한
편, 가까이에서 흔들림 없이 고군분투하는 두 인물을 담는다. 한쪽에는 
동물 사육 현장을 고발하는 행동주의 활동가가 있고, 다른 쪽에는 정당 
정치를 통해 동물권 보장의 길을 모색하는 언니가 있다. 사일라는 계속
해서 어떻게 동물권을 위한 마음이 지속되고 어떻게 동물 환경이 달라
질 수 있는지 묻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고, 본다면 느낄 수 있
고, 느낀다면 행동할 수 있을까?

동물 해방의 길 어딘가에서
Just Animals

사일라 키벨래 
Saila KIVELÄ  
사일라 키벨레는 헬싱키 대학교에서 정치 및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졸업했다. 키벨레 감독은 
기자로 활동하며 문화에 관한 영상을 
끊임없이 제작했다. 대중들에게 키벨레는
동물권 운동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동물 
해방을 위한 길 어딘가에서〉는 그녀가 시나리오
작가와 감독으로 데뷔하는 작품이다. 

베사 쿠오스마넨 
Vesa KUOSMANEN  
헬싱키에 기반을 둔 시나리오 작가이자 
영화감독이다. 장편 영화 〈계속되는 밤〉(2015)과 
여러 단편 영화를 연출했으며 비건 문화공간을 
공동 설립하고 여러 이벤트를 기획했다. 

Finland | 2022 | 82min | DCP | Color | KP | 12

432 MB8 9/26 19:30 GV
632 MB8 9/28 19: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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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비전

골칫덩어리 곰  
Nuisance Bear

캐나다 북부 매니토바주의 작은 마을, 처칠. 천명 남
짓한 주민이 사는 이곳은 가을이 되면 만 명이 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일대에 서식하는 북극곰들을 보
기 위해서다. 〈골칫덩어리 곰〉은 거리를 활보하는 북
극곰이 일상이 된 처칠 마을의 풍경을 다룬다. 이 단
편은 야생의 동물을 바라보는 자연 다큐멘터리의 시
선을 유쾌하게 전복한다. 관광객들과 촬영팀들은 마
을에 내려와 쓰레기통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북극곰
을 야생에 있는 것처럼 촬영하느라 분주하다. 잭 바이
즈먼 감독은 고속촬영 트레킹 쇼트를 이용하여 북극
곰과 인간을 하나의 풍경 속에 묶고, 양자를 동일하게 
볼거리로 만든다. 또한 북극곰의 발자국과 숨소리, 
그리고 처칠 마을의 다양한 현장음을 정밀하게 녹음
하고 중첩시켜 만든 사운드 스케이프는 상당한 몰입
감을 만든다. 〈골칫덩어리 곰〉이 짧은 러닝타임 속에 
담아낸 시각적, 청각적 복잡성은 북극곰을 보러 온 관
광객들에 의존하면서도, 북극곰의 존재를 위협으로 
여기고 쫓아내는데 애써야 하는 처칠 마을의 역설을 
절묘하게 반영한다. 

*〈골칫덩어리 곰〉은  〈동물 해방의 길 어딘가에서〉와
함께 묶음상영됩니다.

잭 바이즈먼
Jack WEISMAN
선댄스영화제, 셰필드다큐멘터리 수상한 촬영감독. 선댄스에서 상영하고 
수상한 〈아마존 최후의 숲〉(2022)의 책임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가브리엘라 오시오 반덴
Gabriela Osio VANDEN
가브리엘라는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이다. 최근, 잭 바이즈먼과 
제작한 〈골칫덩어리 곰〉으로 토론토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Canada | 2021 | 14min | DCP | Color | KP | G

마스터즈
Masters

‘마스터즈’ 섹션은 작년에 신설
하여 글로벌 비전 안에 포함되었

던 것에서 벗어나 독립 섹션으로 편성
하여 한층 강화된 라인업을 선보인다. 위

대한 다큐멘터리 예술가의 행적을 좇는데 초
점을 둔 이 섹션은 올해 프레더릭 와이즈먼, 리티 

판, 베르너 헤어조크, 세르게이 로즈니차, 트린 T. 민
하, 다니엘 아이젠버그, 김동원, 김응수, 에릭 보들레르, 

장-클로드 루소, 벤 리버스, 벤 러셀 등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작가의 신작들을 대거 초청하였다. 프레더릭 와이즈먼의 〈부부〉

는 문학 작품을 영화로 번안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2차 세계
대전 직후 열린 전범 재판의 아카이브 푸티지를 활용한 로즈니차의 〈키이

우 재판〉은 학살의 역사와 후과를 재구성함으로써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반복되고 있는 비극에 대해 논평한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수상작인 

리티 판의 〈에브리씽 윌 비 오케이〉는 동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조지 오웰의 세계관에 
대한 상상적 재구성을 보여주고, 장-클로드 루소의 단편 〈웰컴〉, 〈카프카의 무덤〉은 이미

지의 정지와 운동, 변주를 모티프로 한 실험적인 작품이다. 올해 마스터즈에서 가장 주목해
야 할 영화인 〈불안정한 사물들2〉는 다니엘 아이젠버그의 야심찬 연작물로 인간의 노동과 신체 

기관, 상품의 관계를 3시간을 상회하는 지속 관찰의 양식으로 묘사한다. 김동원의 〈2차 송환〉 이 한
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거장이 오랜 시간 천착해 온 주제의 종착지를 보여주고, 김응수의 〈바다의 극

장〉은 자신만의 제작과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온 김응수의 독자적인 세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실험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온 벤 리버스, 벤 러셀의 최근 작업들도 기대를 부풀린다.           

122 MBC4 9/23 16:30
517 MB3 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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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즈

프레더릭 와이즈먼의 〈부부〉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부인이었
던 소피아 톨스토이의 단편을 원작으로 했다. 원작의 내용은 말년의 소피아
가 톨스토이에게 보내는 회고적 편지의 형식을 띄고 있다. 와이즈먼은 여기
서 문학 작품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은 영화적 번안은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2002년작 〈마지막 편지〉에서 한 여인이 자신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재연
한 바 있는 와이즈먼은 풍부한 뉘앙스가 담긴 원작 텍스트를 영화로 옮겨내
기 위해 배우를 고용하였고 재연을 도입한다. 그러나 내러티브인가 비-내러
티브인가를 시비하는 것은 이 영화의 진가를 판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 〈부부〉는 텍스트를 질료로 한 기록물이며, 문자 텍스트를 이미지 텍스트
로 번역할 때 그 어조, 감정 및 뉘앙스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는가에 대한 탐
구이기 때문이다. 연못 덤불과 파도에 잠긴 바위, 나무를 오르는 개미, 새와 
꽃과 같은 자연의 사물들과 병치되는 소피아의 편지는 배우 나탈리에 부테
푸에 의해 암송된다. 각색의 과정에서 ‘충실성’은 완전히 새로운 허구영화, 
또 다른 의미의 기록영화를 보여준다.

부부
A Couple

프레더릭 와이즈먼
Frederick WISEMAN
1960년대 초부터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하였다.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다큐멘터리 감독 중 하나로 꼽히며 
2016년 아카데미에서 평생 공로상을 
받았다. 대표작으로는    〈티티컷 
풍자극〉(1967), 〈월페어〉(1975),

〈내셔널 갤러리〉(2014)등이 있다. 

France, US | 2022 | 64min | DCP | Color | AP | 12

338 MIB102 9/25 20:00
437 MBC4 9/26 20:00
631 MBC4 9/28 19:30

마스터즈

 〈에브리씽 윌 비 오케이〉는 아카이브 영화, 클레이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
식을 통해 정치적 폭압과 공포의 기억을 다루어 온 리티 판 감독의 궤적을 집
대성한 에세이 필름이다. 이 정치적 우화는 동물들이 주인이 된 디스토피아
적 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지도자인 멧돼지를 비롯한 유인원, 곰, 사자
들은 한때 인간이 그랬던 것처럼 혁명을 일으키고, 인간을 지배하고 노예로 
부린다. 그리고 동물들은 인간이 이전 시대에 만든 다종다양한 영상들을 본
다. 멜리에스와 베르토프의 영화부터, 전쟁과 학살의 영상, 그리고 가장 최
근의 것으로는 “Everything Will Be OK”라는 메세지가 쓰인 티셔츠를 입은 
채 희생된 미얀마 시위 참가자의 사진까지. 화면 속 화면과 분할 화면으로 
끊임없이 제시되는 비극적인 이미지들은 이제는 정말 어리석은 반복에서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 때가 도래했음을 통렬하게 제시한다.   〈2001: 스
페이스 오디세이〉(1968)와 〈혹성탈출〉(2001)을 잇는, 인류세와 문명에 대
한 영화적 성찰의 가장 흥미롭고 우아한 예다. 

에브리씽 윌 비 오케이
Everything will be OK

리티 판 
Rithy PANH 
파리에서 활동 중인 캄보디아 출신 
감독. 〈잃어버린 사진〉(2013)으로 
캄보디아 작품으로는 최초로 
아카데미시상식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랐고 〈피폭의 연대〉(2020)로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France, Cambodia | 2021 | 98min | DCP | B&W, Color | KP | 15

214 MB1 9/24 14:00
412 MBC4 9/26 13:30
507 MB1 9/27 11:00
627 MB8 9/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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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1월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는 전쟁 기간 이곳에서 자행된 홀로코
스트에 대한 전범 재판이 열렸다. 12명의 전직 독일 군인들이 소환되어 재
판을 받았으며 그들 모두에게 교수형이 언도되었다. 키이우의 재판은 우리
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사건으로, 이 분야의 대가인 세르게이 로
즈니차는 필름 보관소에서 발굴한 생생한 아카이브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
교하게 편집된 풍부한 이야기를 제공한다. 전작 〈바비 야르 협곡〉(2021)에 
이어 로즈니차는 우크라이나의 홀로코스트를 소환하여 현재 그곳에서 자행
되고 있는 학살을 암시하고자 한다. 비극의 기억을 다루고, 이해하고, 보존
하는 다큐멘터리의 사명을 다하는 〈키이우 재판〉은 아카이브 푸티지의 논
리적 배열을 통해 잘 연출된 법정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생생함을 전한다. 
카메라가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관객들은 마치 배심원석에 앉아 학살
자들과 생존자, 목격자들의 증언을 청취하는 것 같은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전범 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결말도 사뭇 충격적이다.

키이우 재판
The Kiev Trial

세르게이 로즈니차 
Sergei LOZNITSA 
우크라이나 키이우 출신의 감독.
1996년부터 작품활동을 
시작하였고 〈아르텔〉 (2007),

〈안개 속에서〉(2012),〈어 젠틀 
크리쳐〉(2018) 등을 제작했다.

Netherlands, Ukraine | 2022 | 106min | DCP | Color | AP | 12

베르너 헤어조크 감독이 천착하는 중요한 소재 중의 하나는 광기다. 그가 그
려온 여러 갈래의 영화 궤적 중 한 축은 자본과 권력의 통치 시스템에 의해 
비정상으로 간주되는 광기에 담긴 숭고를 통해, 문명을 성찰하고 인간의 실
존적 본질을 찾는 여정이다. 헤어조크의 신작   〈불 속의 연인: 카티아와 모리
스 크래프트를 위한 진혼곡〉은 바로 그 궤적 위에 위치한다. 2016년 헤어조
크 감독은 프랑스의 화산학자 부부인 카티아와 모리스 크래프트를 알게 된
다. 그들은 화산 폭발 현장을 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담은 사진과 영상으로 
유명했다. 폭발하는 마그마를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이미지는 영화의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매혹을 상기시킨다. 결국 그들은 1991년 일본에서 일어
난 운젠 화산 폭발로 목숨을 잃지만, 그들이 남긴 200시간 분량의 영상과 사
진은 헤어조크의 신작으로 이어진다.  〈불 속의 연인: 카티아와 모리스 크래
프트를 위한 진혼곡〉은 두 사람의 광기 어린 열정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
랑에 바치는 아름다운 찬가이다.

France, UK, Switzerland, US | 2022 | 86min | DCP | Color | KP | 12

불 속의 연인: 카티아와 모리스 크래프트를 위한 진혼곡
The Fire Within: A Requiem for Katia and Maurice Krafft

베르너 헤어조크
Werner HERZOG
독일의 배우이자 작가,감독. 
1961년 〈헤라클레스〉 제작을 
시작으로 〈세상 끝과의 조우〉(2007),

〈심연 속으로〉(2011)등 60편이 넘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했다. 

116 MB1 9/23 14:00
409 MB7 9/26 11:00
604 MB8 9/28 10:30

125 MB1 9/23 17:00
331 MBC6 9/25 19:30
535 MB1 9/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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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린 T. 민하는 영화와 저술, 설치 미술을 오가는 작업들을 통해 재현의 정치
학을 탈식민주의와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탐구해 온 감독이다. 기존의 민족
지적 관습을 비판하는 그녀의 작업은 많은 예술가와 연구자들이 대항 민족
지를 고민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중국은?〉은 감독이 1990년대 
초반 촬영한 비디오와 사진에 담긴 중국의 전통 건축물과 거기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미지를 토대로, 대규모 이주와 그로 인해 사라지는 시골의 문화
에 대해 이야기한다. 트린 T. 민하의 말처럼 이 영화는 “진정한” 중국의 모습
을 찾는데 노력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러면 중국은?”이라는 질문
을 던지며 미디어의 묘사와 공적 재현을 통해 당연하게 여기게 된 중국 이미
지의 표면 아래에 있는 것을 탐사한다. 그리고 중국, 보다 정확하게는 지금은 
사라진 중국의 풍경 속에 있던 여성과 아이들, 가족이 품었을 가능성을 영화
적으로 되살려낸다. 사운드와 이미지를 다층적으로 배열한 몽타주와 시적 
텍스트들의 가능성에 오랫동안 천착해 온 거장이 내놓은 새로운 성취다.

US, China | 2022 | 137min | DCP | Color | KP | G

그러면 중국은?
What about China?

트린 T. 민하
TRINH T. Minh-ha 
영화감독, 교수, 작가 겸 작곡가. 
9편의 장편 영화와 대규모 
멀티미디어 설치작품을 만들었으며,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현재는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영화, 예술, 
페미니즘, 문화정치학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년 반의 시간 동안 1천여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 촬영하여 완성한 〈발코니 
무비〉는 번득이는 통찰의 영화다. 폴란드의 다큐멘터리 감독 파벨 로진스키
는 그 자신의 집 발코니에서 건물 안뜰과 포장도로 사이의 울타리를 지나가
는 사람들을 찍기로 결정한다. 이웃과 가족, 낯선 행인들에게 카메라를 비추
고 문답을 하는 단출한 컨셉트로 전개된다. 이 아이디어의 특이성은 통상의 
다큐멘터리가 인물을 선택하고 좇는 것과 달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카메라
가 설치된 프레임 안으로 스스로 걸어들어 온다는 것이다.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카메라를 불편해 하는 것이고, 다
른 하나는 카메라와 기꺼이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10여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낸 미망인, 잔디 깎는 기계를 사용하는 노부인, 과거를 후회하는 중년의 
전과자 등의 사연이 느슨하게 연결된다. 영화는 사계절을 담았고 카메라는 
움직이지 않으며 가파른 수직의 앵글을 유지한다. 제작 기간 동안 창궐한 코
로나19로 촬영은 끝이 났지만 비대면이 일상화된 조건은 이 영화에 기대하
지 않았던 의미를 부여한다.

발코니 무비
The Balcony Movie

파벨 로진스키 
Pawel LOZINSKI 
폴란드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 
촬영감독 겸 프로듀서. 20편 이상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수상했다. 
촬영 대상이 된 이들의 친밀한 면모를 
담아내는 독창적이고 서정적인 
영화를 주로 만든다. 

Poland | 2021 | 100min | DCP | Color | AP | 15

222 MBC4 9/24 16:30 GV
334 MB3 9/25 20:00 GV
538 MIB103 9/27 20:00

318 MB7 9/25 14:00 GV
526 MB1 9/27 17:00 GV
705 MB3 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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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정한 사물들 2〉는 2011년 발표한 〈불안정한 사물들 1〉에 이은 다니엘 
아이젠버그의 연작이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상이한 작업 방식을 보여주는 
세 곳을 오가는 삼각 구조가 반복된다. 의수를 제작하는 독일의 공장과 프랑
스 남부의 장갑 제작 공장, 터키 이스탄불의 청바지 공장. 이들을 관통하는 
테마는 노동의 도구로 사용되는 인간의 손과 기계, 작업과 재료의 관계이다. 
이미지 수사학의 차원에서 〈불안정한 사물들 2〉는 손과 다리에 관한 영화라
고 할 수 있다. 의수와 장갑, 청바지는 숙련된 노동자의 민첩한 손놀림으로 
제작된다. 신체의 활동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유사 수족手足들은 노동의 속성
에 대해 묻는다. 고 퀄리티의 장갑, 튼튼한 청바지를 만드는 노동자와 그들
의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무엇인가? 아이젠버그는 그 자신
이 신봉하는 지속 관찰의 양식을 엄격히 유지하면서 일체의 대화나 논평, 내
러티브 후크를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의 성격이 근원적으로 개량되는 세계
를 이해하기 위해 카메라의 끈기로 모든 것을 지탱하면서 관찰과 숙고를 위
한 기회를 제공한다.

US | 2022 | 204min | DCP | Color  | AP | 12

불안정한 사물들 2
The Unstable Object 2

다니엘 아이젠버그
Daniel EISENBERG 
35년 이상 다큐멘터리 미디어와 
실험 미디어 사이의 경계에서 영화와 
비디오를 제작해온 감독. 그의 영화는 
미국 전역에서 상영되었고 
뉴욕, 브륏셀 등 다양한 국가에서 
단독 전시회를 열었다.

시각 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인 에릭 보들레르의 신작은 의미를 추정하기 힘
든 긴 제목에, 세 개의 소제목이 붙은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들은 ‘네 개
의 평평한 타이어들(Four Flat Tires)’과 ‘잃어버린 노래(The Lost Score)’, 
‘써야 할 곡이 없을 때(When There Is No More Music to Write)’라는 짧
고, 독립된 이야기이다. 이 모두는 1960년대 중반 로마에 정착한 미국의 아
방가르드 사운드 아티스트 앨빈 쿠란이 ‘뮤지카 엘레트로니카 비바’라는 집
단에서 창작한 작품들과 관계가 있다. 저마다 기원이 다르기 때문에 삼부작
으로 묶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쿠란의 즉흥 연주에서 영감을 받은 보들레
르는 여기에 1960년대와 1970년대 이탈리아와 미국에서 발발한 급진적 
투쟁들을 병치한다. 폭력적인 가두시위와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붉은 
사막〉(1964)에서 발췌한 아카이브 이미지, 1960년대 중반 이탈리아에서 
쿠란의 삶과 경력에 대한 회상이 어지럽게 콜라주된다. 아카이브와 발견된 
이미지, 사운드의 혼란한 조합은 역사적 혼란상 속에서 급진적 투쟁 행위로
서 음악의 의미를 재조명한다.  

써야할 곡이 없을 때, 그리고 다른 로마 이야기들
When There is No More Music to Write,  
and Other Roman Stories

에릭 보들레르 
Eric BAUDELAIRE 
파리에 기반을 둔 예술가이자 
영화제작자. 그는 판화, 사진, 
동영상 등 여러 매체에서 
연구 기반을 근거로 작업을 하는 
시각 예술가로 자리매김했다. 

France | 2022 | 59min | DCP | B&W / Color | KP | 12

127 MB7 9/23 17:00 GV
221 MB2 9/24 16:30 GV
518 MBC6 9/27 14:00

230 MBC6 9/24 19:30
519 MB7 9/27 14:00



126                                                                                                                                                                        127

마스터즈마스터즈

신념이 남아있기에 계속되는 역사가 있는 것일까, 역사가 계속되기에 신념
이 남아있는 것일까? 전향했으나 이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이들의 ‘송환’은
  〈2차 송환〉에서 과거를 위한 마지막 과업을 넘어서는 문제로 다가온다. 송
환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조차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념을 지킨 이들의 
북송은 지켜져야 마땅한 일이나 그들이 도착할 땅이 그 자체로 분단을 낳은 
냉전 역사의 끝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송환의 포기라는 끝도 받아들일 수
는 없다. 그들이 남한 땅에 있는 자체로 그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과
거에서 현재로 또 알 수 없는 미래까지 이어지고 있는, 송환되지 못한 이들
의 세월은 이 영화에서 올곧게 쌓아 올려진 또 다른 신념의 역사를 드러내는
지도 모르겠다. 주인공의 인간적인 모습에 끌렸다는 감독의 고백이 있지만, 
이 영화는 한 인간이 지킨 신념보다도 그만이 지고 가서는 결코 안 되는 짐을 
잊지 않는다. 따라서 이 영화가 끝내 부여잡고 있는 신념이란 역사를 지고 
가는 인간을 잊은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outh Korea | 2022 | 156min | DCP | Color | 12

2차 송환
The 2nd Repatriation

김동원
KIM Dongwon 
1991년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집단 
푸른영상을 창립하고 30년간 
활동해오고 있다. 
2003년 비전향장기수를 다룬 〈송환〉을 
발표했고, 2022년 송환되지 못한 
전향 장기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2차 송환〉을 발표했다.

김응수의 작품은 매우 추상적인데 동시에 직접적이다. 구체적인 법은 없지
만, 간접적인 법도 없어 보인다. 〈바다의 극장〉에서 역시 바다는 직접적으로 
사이버 세계를 지칭하지만, 그 경험은 추상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때 무
한히 열린 개방적 공간인 바다는 계속 움직이지만, 영화의 프레임 안에 갇혀 
있어 무한히 폐쇄적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개방과 폐쇄라는 두 반대되는 성
격은 김응수의 작업 전반에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다. 그는 자기 세계를 굳
건히 하여 닫아두지만, 그 속에서 바깥을 내다보고 한 발 딛고, 그 발이 디뎌
진 곳에 또 자신만의 성을 쌓은 뒤 또 한 발 바깥을 내디딘다. 그 모습이 제멋
대로인데, 그것이 바로 그가 작품을 계속 완성해내고 독자적으로 소통하는 
힘이 된다. 제멋대로 다가선 사이버 세계와의 만남과 이에서 도달한 기억에 
관한 문제 제기가 그의 작품만이 지닌 독특한 성찰이 되어 다가오는지 관객 
또한 제멋대로 다가서서 시험해볼 일이다.

바다의 극장
Theater of the Sea

김응수 
KIM Eungsu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1996),  
    〈물속의 도시〉(2015),  〈스크린 
너머로〉(2019) 등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으며, 
한 청년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픽션『나쁜 교육』(사가, 2022) 등 
다수의 저서를 집필했다.

South Korea | 2022 | 90min | DCP | B&W, Color | WP | 12

226 MB3 9/24 17:00 GV
422 MBC4 9/26 16:30
608 MB3 9/28 11:00

119 MB7 9/23 14:00
313 MBC6 9/25 13:30
521 MB2 9/27 16: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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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즈마스터즈

국가 폭력과 난민 문제 등을 다룬 작품들을 발표하며 예술의 사회적 실
천을 강조하는 아이 웨이웨이가 방글라데시의 도시, 콕스바자르에 들
어간다. 미얀마에서 박해를 피해 이주한 로힝야족 난민들의 캠프가 있
는 곳이다. 아이 웨이웨이가 기록한 난민 캠프의 일상은 분명 열악하지
만, 고통과 수난이 전경화되지 않는다. 대나무로 지어진 임시 주거지들
이 빼곡하게 늘어선 이곳에서도 뛰어노는 아이들이 있고, 밥을 짓는 사
람들이 있고,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벌어지고, 누군가가 태어나고 죽
는다. 고유한 교육과 풍속과 의식도 있다. 정적인 카메라로 촬영된, 2
시간여의 러닝 타임 동안 이어지는 이 이미지들은 시급하기보다는 일
상적이며, 처절하기보다는 평온하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정치적이다. 
그 평온한 일상이 바로 이들이 난민이 되기 전에 영위하였을 것이기 때
문이다. 〈로힝야〉는 난민 캠프의 거주자들을 관습적인 재현의 대상물
로 전락시키지 않고, 그들이 난민이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을지 환기한
다. 그 어떤 통계나 논평보다도 강렬한 메시지다.

Germany | 2021 | 122min | DCP | Color | G   

로힝야
Rohingya

아이 웨이웨이
AI Weiwei
중국의 현대 예술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회화, 영화,공공미술 등 전 방위적으로 
활동하며 1990년대부터 표현의 자유와 
난민의 삶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발표해 
오고 있다.  

닐스 안데르센
Niels Pagh ANDERSEN
250편 이상의 영화에 편집자로 참여했다. 
북유럽과 독일, 미국 등에서 일했는데, 피르조 
혼카살로의  〈콘크리트 나이트〉(2013),
조슈아 오펜하이머의  〈액트 오브 킬링〉(2012), 
아이 웨이웨이의  〈유랑하는 사람들〉(2017)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닐스 안데르센
Niels Pagh ANDERSEN
250편 이상의 영화에 편집자로 참여했다. 
북유럽과 독일, 미국 등에서 일했는데, 피르조 
혼카살로의  〈콘크리트 나이트〉(2013),
조슈아 오펜하이머의  〈액트 오브 킬링〉(2012), 
아이 웨이웨이의  〈유랑하는 사람들〉(2017) 
등이 포함되어 있다. 

1965년 인도네시아 군부는 공산주의자 색출을 명분으로 학살을 자행
한다. 백만 명의 희생자를 낸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지금도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당당하게 살고 있다. 조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은 학살
자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을 영화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담아〈액트 오브 킬링〉을 완성했다. 사형 집행자 안와르 콩고와 
주변 인물들의 과장되고 부조리한 자기 정당화를 고스란히 담은 이 영
화는 필연적으로 혼란과 거부감을 자아낸다.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들
의 목소리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에 수반되는 윤리적 딜레마를 극복
하기 위해, 영화는 다소 위험한 전략을 취한다. 가해자를 악마가 아닌 
인간으로 그리는 것이다. 이제 안와르 콩고는 악인이지만 악몽에 시달
리고, 권력자지만 더 큰 구조의 톱니바퀴에 불과하며, 결국 자신의 환상
을 실현하는 데 실패하는 인물이다. 편집자인 닐스 안데르센의 표현을 
빌리자면, 〈액트 오브 킬링〉은 그렇게 “스토리텔링에 관한 이야기”이
자, “이야기를 만들고 전달할 때 도사리는 위험에 관한 영화”가 된다.

액트 오브 킬링
The Act of Killing

조슈아 오펜하이머 
Joshua OPPENHEIMER
인도네시아 대학살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 
가해자들을 추적하여 촬영을 감행한 
첫 연출작 〈액트 오브 킬링〉으로 전 세계 
70개 이상의 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영화계가
주목하는 감독으로 부상하였다.

UK, Norway, Denmark | 2012 | 159min | DCP | Color | 15

*〈로힝야〉, 〈액트 오브 킬링〉은 닐스 안데르센 편집감독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습니다. 

132 MBC4 9/23 19:30 GV
325 MB1 9/25 17:00 GV

622 MBC6 9/28 16: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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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즈 단편

카프카의 무덤 
The Tomb of Kafka

장-클로드 루소의 필모그래피는 가장 순수한 이미
지, 그 자체를 보려는 완고한 노력의 궤적이다. 다수
의 전작들에서처럼 〈카프카의 무덤〉에서 장 클로드 
루소는 카메라 앞, 어떤 공간에 앉아 있다. 이번에는 
프라하의 한 호텔 방이다. 커다란 창문과 단출한 가
구가 전부인 곳이다. 그는 방안을 오가거나, 창을 열
고 닫거나, 소파나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낸다. 제목
과 시놉시스가 제시하듯, 이 실험영화의 거장은 소
설가 카프카의 조언을 따르고 있다. 무엇도 하지 않
고, 그저 조용히, 홀로 있을 것. 그렇게 세상이 스스
로의 모습을 드러내게 할 것. 사건 혹은 이미지의 변
화를 기다리는 사이, 우리는 불현듯 깨닫는다. 장 클
로드 루소 자신이 이미지의 일부이며, 그 사이의 경
계선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그곳은 그가 오랫동안 
찾아온 가장 정확한 프레임의 세계다.

France | 2021 | 14min | DCP | Color | KP | G

시간을 거슬러   
Against Time

이젠/런던 
IJEN/ LONDON

  〈시간을 거슬러〉는 이미지와 사운드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지속해 온 벤 러셀의 관심사를 반복한다. 붉
은색과 푸른 색, 불꽃놀이의 덧없는 궤적을 따라가
는 영화는 사운드와 이미지의 역동적인 변환을 통
해 시지각을 흔든다. 푸른 불꽃들이 소용돌이치는 
콘서트 무대에서 마르세유의 터널까지, 이 긴 밤의 
여행에서 나타나는 것은 시간에 대한 감각의 상실
이다. 하나의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전환이 시청
각적으로 신호되는 러셀의 영화에서 콜라주는 이미
지 사이의 이동을 생성하는 요소들을 작동시킨다. 
이미지들이 서로를 쫓고, 밀치고, 끌어안고, 부딪히
고, 끌어당기는 와중에 음악은 이들을 망치질하는 
리듬으로 작용한다.     〈시간을 거슬러〉는 이 두 가지 
지각적 움직임을 시간의 속성에 대항하는 실험으로 
인식한다. 운동성과 전환의 활성화된 리듬을 보여
주기 위해 러셀의 다른 영화들처럼 16미리 필름으
로 촬영했다.

  〈이젠/런던〉은 인도네시아의 이젠 화산 분화구에
서 촬영한 풍경 이미지들로 구성되었다. 푸른색 화
염이 피어오르는 분화구,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연
기, 회백색 화산재에 뒤덮인 바위들은 노랑과 파랑, 
주황으로 필터링된 이미지들로 재현된다. 〈이젠/런
던〉의 무대가 되는 화산은 도시 외곽의 산업단지에
서 볼 수 있는 암울한 경관들에 대한 비유이다. 뜨거
운 황폐함 안에서 벤 리버스는 수백 년 후 런던이 어
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암시를 찾는다. 영화의 말미
에는 영국 시인 허버트 리드의 시 ‘세상의 가을 The 
Autumn of the World’이 저음의 나레이션으로 
깔린다. 16mm 필름의 대가인 리버스는 화산 분화
구에서 피어오르는 유독가스를 통해 불투명한 미래
를 암시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도 삶의 흔적이 
있을 것임을 이야기한다. 제한된 색상 팔레트에도 
불구하고 강한 인상을 주는 단편이다. 

US | 2022 | 23min | DCP | B&W, Color | KP | 12 UK | 2022 | 6min | DCP | Color |  B&W, Color | KP | 12                       

웰컴   
Welcome

뉴욕의 어느 아파트, 방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카메
라는 창밖을 정면으로 향한다. 맞은편 건물의 벽에
는 규칙적으로 창이 나있다. 바람이 불면 간헐적으
로 종이가 펄럭이며 창문에 부딪혔다 사라진다. 그
뿐이다. 길게나 짧게 이어지는 동일한 프레임 속에
서, 바람과 빛이 변화를 가져온다. 저녁이 되고 창밖
의 빛이 사라지면, 창밖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반사
된 작가의 모습이 대신 떠오른다. 〈웰컴〉은 무엇인
가를 말하기 위한 이미지를 만들지도, 그것들을 연
결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미장센도, 몽타주도 추
구하지 않는다. 정확한 프레임과 지속이 만들어 낸 
이미지를 발견할 뿐이다. 장-클로드 루소는 이제 영
화를 재현의 굴레에서 해방한다. 남은 것은 발견하
고 본다는 행위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이 촉발하는 상
상과 사유뿐이다.

장-클로드 루소
Jean-Claude ROUSSEAU 
뉴욕에서 언더그라운드 시네마와 오즈 야스지로의 작품들을 
발견해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많은 영화제에서 회고전을 
진행했다. 〈카프카의 무덤〉은 시네마 뒤 릴에 선정되었다. 

벤 러셀
Ben RUSSELL 
미국 출신의 예술가, 영화감독 겸 큐레이터. 민족지학과 사이키델릭 
아트의 교차 지점에서 주로 작업한다. 파리 퐁피두센터, 뉴욕 현대미술관, 
런던 테이트모던, 베니스국제영화제 등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벤 리버스
Ben RIVERS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실험영화 제작자. 

〈하늘은 흔들리고〉(2015),〈크라비 섬〉(2019)처럼 다큐멘터리와 
픽션 사이를 넘나드는 작품을 제작한다. 

장-클로드 루소
Jean-Claude ROUSSEAU 
뉴욕에서 언더그라운드 시네마와 오즈 야스지로의 작품들을 
발견해냈다. 전주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많은 영화제에서 회고전을 
진행했다.  〈웰컴〉은 마르세유국제영화제에 선정되었다.

France | 2022 | 18min | DCP | Color | KP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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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 워크  
After Work

  〈애프터 워크〉는 2019년 사우스 런던 갤러리가 아
티스트 셀린 콘도렐리에게 의뢰한 ‘상상을 위한 도
구’라는 이름의 놀이터 제작 프로젝트에서 출발한 
기획이다. 노동계급의 거주지에 놀이터를 만드는 
과정은 일과 여가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문화 생산
의 뒤에 숨겨진 노동의 의미를 살핀다. 따라서 표제
의 핵심 단어인 ‘work’라는 단어는 작품과 놀이, 업
무, 노동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영국 동요
로 시작하여, 하나의 카메라에서 다른 카메라로, 놀
이에서 제작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목표는 놀
이터가 우리에게 말하는 어린 시절, 거리, 놀이에 대
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화면에서 우리는 땅을 
파고, 용접하고, 연마하여 기구들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를 본다. 벤 리버스는 시와 이미지 사이, 일과 
놀이, 도시와 어른의 세계와 어린이의 세계 사이에 
만남을 통해 작업에서 발생하는 작은 제스처를 탐
구한다. 

벤 리버스
Ben RIVERS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실험영화 제작자. 
 〈하늘은 흔들리고〉(2015), 〈크라비 섬〉(2019)처럼 다큐멘터리와 
픽션 사이를 넘나드는 작품을 제작한다. 

UK | 2022 | 13min | DCP | Color | KP | 12

‘오픈 시네마’는 다양한 관객들이 참여하여 다큐멘터리 영화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섹션이다. 특히 야외 상영 무대를 활용하여 상영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우선 개막작인 〈킵 스텝핑〉이 눈에 띈다. 이주민 출신 여성 댄서들의 도전
을 그린 이 작품은 스트리트 댄스의 강렬한 에너지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분투
하는 젊은이들의 감동적인 연대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작품이다. 
영화 상영과 무대 공연을 결합한 ‘독스 온 스테이지’ 프로그램도 ‘오픈 시네마’ 섹션
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억압적인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 여성이 노래하고 꿈꿀 권
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팝가수와 가수 지망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래도 나는 
노래하리〉, 고장 난 악기들로 세상에 다시 없을 화음을 만들어내려는 100명의 음악
가들의 여정을 따라가는 〈고장난 악기로 만든 오케스트라〉, 무너져가는 베네수엘라 
사회에서 음악을 유일한 희망으로 여기는 세 청소년의 이야기 〈라스 브리사스의 아
이들〉이 특별 공연과 함께 관객들을 만난다. 나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작곡된 한 
오페라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는 〈아틀란티스의 황제〉, 대학 진학을 앞둔 십 대 
연인을 통해 오늘날 Z세대의 사랑과 불안, 고민을 들려주는 〈다정한 마음〉, 거듭되
는 좌절을 겪으면서도 코미디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는 코미디
언의 여정을 따라가는 〈나는 코미디언이다〉는 다큐멘터리만의 색다른 재미와 감동
을 선사하는 작품들이다.

오픈 시네마
Open Cinema

126 MB3 9/23 17:00
303 MBC6 9/25 10:30
531 MB2 9/27 19:30

*마스터즈 단편 5편은 묶음상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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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시네마오픈 시네마

 〈킵 스텝핑〉은 호주 최대의 스트리트 댄스 경연 행사인 ‘Destructive Steps’
의 조직과 이 이벤트에 참여한 댄서들의 경쟁을 축으로 진행된다. 스트리트 
댄스의 범주 구분에 따라 진행되는 컨테스트의 경과를 추적하는 영화는 두 
경연 참가자의 스토리가 서사의 몸체를 이룬다. 칠레-뉴질랜드 부모 사이에
서 태어난 혼혈 여성 가비와 루마니아에서 온 브레이크 댄서 패트리샤가 그
들이다. 여성, 이민자, 비주류, 청년 세대를 의제화한 영화는 스트리트 댄스
라는 서브 컬처의 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정 어린 경쟁을 통해 그 
자신을 단련해나가는 사람들의 조용한 노력을 감동적으로 묘사한다. 설립
자인 한국계 청년 조 원(Jo One)과 스태프들, 원근각지에서 온 스트리트 댄
서들은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쟁과 공
존의 방식을 보여준다. 실질적인 주인공인 가비가 프리 스타일 부문에서 우
승한 뒤 쇼케이스 자리에서 추는 마지막 춤은 꿈과 고뇌, 에너지, 멋, 열정이 
가득한 여성의 이야기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분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바꾼다.  

킵 스텝핑
Keep Stepping

루크 코니시
Luke CORNISH
다수의 수상 경력에 빛나는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자이다. 
Amazon Prime의 6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집필, 제작 및 편집했고 
첫 장편 다큐멘테리 〈킵 스텝핑〉을 
완성했다. 〈킵 스텝핑〉은 
호주 다큐멘터리상 및 
최우수 관객상을 받았다. 

Australia | 2022 | 95min | DCP | Color | IP | G  

 〈그래도 나는 노래하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아메리칸 아이돌’이라 할 수 있
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세 여성의 이야기다. 그 중심에는 유명 팝
스타이자 ‘아프간 스타’의 심사위원, 아리아나 사이에드가 있다.  아프간 여
성의 권리 신장에 목소리를 높여온 그녀는 원리주의자들로부터 살해 위협
에 시달리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는다. 이야기의 또 다른 한 축에는 “아프간 
스타”에 도전한 두 명의 가수 지망생, 자흐라와 사디가가 있다. 두 젊은 여성
들은 경연을 거치며 우정을 쌓고, 자신들의 재능을 증명해 나간다. 하지만 그 
사이 공세의 수위를 높이던 탈레반이 정권을 재탈환하면서, 세 여성의 노력
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다. 점점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 속에서, 파질라 
아미리 감독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잃지 않는 여성들의 숭고하고 감
동적인 연대를 보여준다. 그리고 어떤 극단주의적 믿음과 이데올로기로도 
지울 수 없는 목소리를 담아낸다. 세 명의 주인공, 그리고 지금도 지구 곳곳
에서 낮은 목소리를 내는 모든 아프간 여성들의 노래다.

파질라 아미리 
Fazila AMIRI  
토론토에 거주 중인 아프가니스탄계 
캐나다인 작가이자 감독이다.  
첫 장편 연출작인 〈그래도 나는
노래하리〉는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셰필드다큐멘터리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었다.

그래도 나는 노래하리
And Still I Sing

Canada | 2022 | 90min | DCP | Color | KP | G    

320 SH 9/25 15:00 GV
430 MB2 9/26 19:30 GV

001 OF 9/22 19:55
234 MB1 9/24 20:00 GV
329 OT 9/25 18:00 GV
428 MB7 9/26 17: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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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어느 강당. 일군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들의 손
에는 악기가 들려있다. 특이한 점 하나는 모든 악기가 부러지고, 끊어
지고, 녹슨 상태라는 것이다. 음악 경력, 나이, 성별, 인종, 언어가 천차
만별인 백 명의 음악가는 고장난 악기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열린 
한 축제에 올릴 공연을 준비한다. 이스라엘 출신 감독 유발 하메이리
와 미할 바크닌의   〈고장난 악기로 만든 오케스트라〉는 그 과정을 기록
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연주자와 작곡가들, 지휘자가 고장난 악기를 수
집하고 강당에 한데 모여 리허설에 몰두하는 현장은 갈등과 충돌로 얼
룩진 예루살렘의 축소판이다. 임시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서로의 출신과 배경과 생각을 묻지 않고, 오로지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각자의 악기로 소리를 만든다. 단 한 번으로 끝날 공연을 위한 조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어떤 음조차도 자신의 자리가 있다면, 도시의 
그 어떤 존재도 마찬가지일 테다. 불협화음의 도시 예루살렘에 예술이 
제시하는 대안이다. 

고장난 악기로 만든 오케스트라
That Orchestra with Broken Instruments

유발 하메이리 
Yuval HAMEIRI
이스라엘 하이파 출신으로 영화, 연극, 
공연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이다.
오브제 극장과 다큐멘터리 영화, 무대와 
스크린, 유머와 고통을 결합한 결과물을 
작품에 담아내고 일상의 시학, 물질과 
의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Israel | 2021 | 79min | DCP | Color | KP | G      

오픈 시네마오픈 시네마

미할 바크닌
Michal VAKNIN
예루살렘 출신의 예술가이자 예술감독. 
2018년부터 2년간 메쿠데셰츠 페스티벌에서 
예술 감독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이스라엘 페스티벌의 공동 예술 감독이다.

2009년, 마리아넬라 말도나도 감독은 베네수엘라의 고향에서 세 명의 음
악가 지망생들을 만난다. 도시의 가장 위험한 구역인 라스 브리사스에 살며, 
유명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 엘 시스테마에 참여하고 있는 세 명의 십 대, 에
디손, 디산드라, 윌리다. 그리고 십 년이 흐른다. 감독은 그 기간 동안, 세 청
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하지만 〈라스 브리사스의 아
이들〉의 현실에는 거대한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파
탄과 정치 혼란이 그것이다. 무너진 국가 시스템, 파행으로 치닫는 교육 프
로그램은 세 명의 주인공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에디손은 가족의 생계를 위
해 군대에 입대하고, 디산드라는 음악가로 살 길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지만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한다. 윌리는 무자비한 진압에 희생된 동료를 기리
기 위해 바이올린을 들고 시위 현장에 나간다. 꿈꾸던 음악가의 삶으로 이어
지지는 않았지만, 음악에 대한 애정을 아직 버리지 않은 이들의 삶은 계속된
다. 절망적인 사회에서 예술의 역할을 묻는다면, 그것 이상의 답이 있을까?

마리아넬라 말도나도 
Marianela MALDONADO  
칸 영화제에서 프리미어 상영을 한
     〈탈출〉(2004)을 비롯해 여러 단편 
영화를 집필하고 연출했다. 
대표작으로 〈스무살의 침대〉(2009), 

〈플라잉 머신 3D〉(2013) 그리고 
뉴욕 영화제에 초청된 

〈매직 피아노〉(2011)가 있다. 

라스 브리사스의 아이들
Children of Las Brisas

Venezuela, US, France, UK | 2022 | 85min | DCP | Color | IP | 12                         

130 SH 9/23 19:00
606 MIB102 9/28 10:30

219 SH 9/24 15:00
506 MIB102 9/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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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버알(Überall, 전체) 황제 치하의 아틀란티스에서 전쟁이 벌어진다. 전쟁
의 끝이 보이지 않자, 죽음은 자신의 역할을 거부한다. 모두가 절멸한다면,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유대인 작곡가 빅토르 울만이 1943
년, 체코의 테레진 강제수용소에서 동료들과 함께 작곡한 오페라 ‘아틀란티
스의 황제’의 서두다. 빅토르 울만은 결국 오페라가 초연되는 것을 보지 못
하고, 나치에게 죽임을 당한다. 〈아틀란티스의 황제〉는 울만이 강제수용소
에서 작곡을 한 과정을 추적하는 한편, 마드리드에서 이 작품의 공연을 준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엮은 작품이다. 공연의 연출가가 울리히 울만이 
남긴 강렬한 윤리적 문제의식을 고민하고 몰두하는 것처럼, 세바스티안 알
피 감독 역시 아무런 시각적 기록이 남지 않은 울만을 재현하는 방식을 놓고 
고심한다. 그 결과물 중 하나는 영화 속에 삽입된 애니메이션 시퀀스들로, 
강제수용소의 동료가 남긴 몇 장의 그림들을 토대로 제작했다. 공들여 발췌
한 오페라의 음악과 발굴된 진실, 세련된 재현 방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
품이다.

아틀란티스의 황제
Kaiser of Atlantis

세바스티안 알피
Sebastián ALFIE     
스스로를 감독으로 정의하지만
프로듀서, 각본가로도 활동했다.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에서 찍은 
첫 세 개의 단편 작품들로 자국 및 
국제 영화계에서 수상했다.

Argentina, Spain | 2022 | 77min | DCP | Color | KP | 12                 

오픈 시네마오픈 시네마

 〈다정한 마음〉은 십대들의 사랑과 고민을 다큐멘터리와 극적 연출을 결
합하여 들려주는 작품이다. 공동 감독들은 벨기에의 한 고등학교에서 
빌리와 루카스를 만나, 그들이 일상에서 나누는 관계들을 관찰한 다음 
극적으로 재연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두 청소년 연인에게 있
어 가장 중요한 화두는 학창 시절의 마지막 여름 이후에 펼쳐질 삶이다. 
성인이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혹
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보다 중요하게는, 그때도 두 사람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을 것인가?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혼합한 방식은 그 모든 불
확실성을 앞에 둔 두 연인이 공유하는 감정의 파고를 표현하는데 탁월
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정한 마음〉의 또 다른 성취는 현재 Z세대 청소
년들의 초상을 바로 그들의 시선과 목소리로 보여준다는 점이다. 많은 
청춘 영화를 장식하는, 이제는 어른이 되어버린 이들의 노스탤지어는 
이 영화에 없다. 다만 가장 담백한 현실과 미지의 미래만 있을 뿐이다.

다정한 마음
Kind Hearts

Belgium | 2022 | 89min | DCP | Color | KP | G        

제라드-장 클라스 
Gerard-Jan CLAES  
온라인 영화잡지 『Sabzian』 과  『Avila』의 
공동창업자이자 예술감독,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올리비아 로세트와 〈비〉(2012), 

〈다정한 마음〉등을 공동 제작했다. 2009년부터 
안무가 안느 테레사 드케이르스마커와 
작업 해오고 있다. 

올리비아 로셰트 
Olivia ROCHETTE  
온라인 영화잡지 『Sabzian』 과  『Avila』의
공동 창립자이자 감독이자 촬영감독이다.
제라드-장 클라스와   〈비〉(2012),
 〈다정한 마음〉등을 공동 제작했다.
2009년부터 안무가 안느 테레사 드 
케이르스마커와 함께 작업해오고 있다. 

107 MB1 9/23 11:00
605 MIB101 9/28 10:30

229 OT 9/24 18:00
515 MIB102 9/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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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코미디언이다〉는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한 코미디언의 험난하지만 
감동적인 여정을 따라가는 다큐멘터리다. 다이스케 무라모토는 코미디 경
연대회에서 우승하고 큰 인기를 구가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TV에서 사라진
다. 후쿠시마 원전, 재일조선인, 위안부와 같은 민감한 이슈들을 쇼의 소재
로 삼으면서 방송사들이 그의 출연을 꺼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스탠드업 본
고장 미국의 소규모 무대에 서는 도전을 이어가고, 일본에서도 큰 실황 공연
의 기회가 찾아오지만, 또 한 번 위기가 찾아온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미
국행과 공연이 모두 무산된 것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계속 앞으로 나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코미디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다. 그 믿음은 무라모토가 좌절을 반복하면서도 한 발 성장하게 만든다. 절망
과 슬픔마저 누군가의 웃음을 위한 불씨로 내어놓는 코미디언. 당신들이 자
신을 살아 있게 해 주었다고 관객들에게 감사하는 코미디언. 그의 무대는 혐
오와 단절, 배척으로 얼룩진 세계에 가장 아름답고 처절한 희망을 선사한다.

나는 코미디언이다
I am a Comedian

휴가 후미아리
HYUGA Fumiari    
도쿄 출신의 다큐멘터리 감독. 
2006년 독립 TV 제작사 다큐멘터리 
재팬에 입사하여 여러 편의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고

〈도쿄의 쿠르드 청년〉(2018)는
다수의 국내외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Japan, South Korea | 2022 | 109min | DCP | Color | WP | 12

오픈 시네마 DMZ-POV

다큐멘터리 영화의 문제 및 경향을 소개해온 DMZ-POV는 올해 세 개의 기획전을 선보인다. 
‘저항의 도시: 다른 도시를 만드는 방식들’은 전 세계 도시의 거리에서 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 및 이 시대의 지배방식을 문제 삼아온 흐름에 주목하여 현대 도시가 재현되는 바를 살펴본다. 
다양한 영화들에서 지배적인 도시에 반대하여 도시를 다르게 사유하고 욕망하며 더 나은 곳으로 만
들려는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 팬데믹 기간에 사회관계가 상당히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이전하
였지만, 영화 속의 도시들은 여전히 무수한 네트워크 속에서 그 꿈틀거리는 에너지를 표현한다.  
‘금선희: 일본을 넘어 경계를 묻는 재일조선인의 체현 예술’에서는 제3세 재일조선인 예술가 금선
희를 소개한다. 금선희는 디아스포라 재현이 식민지와 냉전 경험 속에서 형성된 배타적 민족주
의의 시선에 상당 부분 갇혀 있음을 문제로 다룬다.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면서 또 다른 디아스

포라 재현을 모색하는 금선희의 작품들은 재일조선인 재현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경유하여 
현대사회의 각종 위계를 새로이 묻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가와 신스케: 다큐멘터리가 수확한 것들’에서는 일본 다큐멘터리 영화사를 대표하
는 감독 중 한 명인 오가와 신스케의 ‘산리즈카 7부작’ 전작을 포함해서 총 아홉 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그는 대상과 온전히 함께하는 카메라를 통해 ‘일본 농민의 영원
한 영화 동지’로서 일본을 넘어서 한국과 많은 아시아 영화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오가와 신스케 영화의 역사성 및 현재적 의의를 되짚어보며 다큐
멘터리 카메라에 요청되는 대상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더불어 DMZ-POV에는 강연, 포럼, 독스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

램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다. 이들과 함께 기획전의 영화 
및 그 담론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34 MB8 9/23 19:30
322 MBC6 9/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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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 1-저항의 도시: 다른 도시를 만드는 방식들

2019년 10월 18일 칠레의 대규모 시위는 2020년 10월 25일 약 80%의 
헌법 개정 찬성을 낳은 국민투표와 제헌의회 구성을 이끈 시민 투쟁의 시작
이었다. 그 시위의 구체적인 이유는 정부의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반대였으나, 그것이 불러일으킨 반향은 오랜 기간 누적된 불평등과 부패에 
기인한다. “30페소는 30년간의 억압”이었던 것이다. 가두 투쟁의 선두에 
선, 작품의 부제이기도 한 ‘칠레의 제1방어선’에 선 사람들은 그것이 미래, 
존엄, 더 좋은 ‘사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요구는 거리가 멈췄을 
때 더 명백해진다. 2020년 코로나19 봉쇄로 거리를 잃자, 가두 투쟁은 국가 
시스템이 닿지 않는 곳에 음식을 나눠주고 도시를 소독하는 등의 보급 투쟁
이 된다. 칠레의 시민은 거리에 있기를 넘어 거리를 만드는 투쟁을 했고, 그 
거리는 헌법을 제정하는 길로 향했다. 제헌의회의 새 헌법 최종안에 대한 국
민투표가 2022년 9월 4일에 진행된다. 그 결과가 어떻든 그로부터 도모되
는 또 다른 거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비 브라보
Vee BRAVO
지난 25년 동안 힙합, 라틴 문화, 
칠레의 정치를 촬영해왔다. 
PBS 다큐멘터리 〈에스틸로 힙합〉
(2009)을 공동 프로듀싱하였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트라이
베카 영화 연구소에서 
교육 부총장을 지냈다.

프리메라
Primera

US, Chile | 2021 | 96min | DCP | Color | KP | 12

308 MB3 9/25 11:00
524 MIB101 9/27 16:30 GV

POV 1

태국에서는 정권에 반하거나 도덕적 품위에 어긋나는 영화가 금지되
고, 군부의 쿠데타를 승인한 왕권을 비판하면 15년 이상의 형을 받는
다. 그곳에서 수없는 죽음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기이한 이야기로 남아 
잊혀졌다. 강간, 자살, 살인 등으로 인한 죽음에는 뿌리 깊은 관습적 사
회관계가, 의심스러운 공적 시스템이, 아직 파악되지 못한 고통이 우글
거리고, 그러한 죽음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빌미로 기차역에 억류된 
채 방치된 이주노동자들로, 미얀마와 태국의 경계에 있는 산에 토막토
막 버려진 뼈들로 이어진다. 정치·사회·역사에서 사라져간 그 기이한 
죽음들은 퀴어한 유혹의 무도를 통해 통제될 수 없는 욕망의 대상으로 
되살아난다. 심지어 왕가에도 퀴어가, 또 기이한 죽음이 스며있다. 영
화제목이기도 한 이 ‘죽음의 무도’는 도덕 너머에 존재하는 강렬한 욕
망의 이미지로 태국의 죽음들을 무대에 올림으로써, 사회적 죽음들을 
미스터리로 해소하려는 권력의 이미지를 전복한다.

죽음의 무도 
Danse Macabre

Thailand, Germany | 2021 | 89min | DCP | Color | KP | 15

툰스카 빤시티보라꿀
Thunska PANSITTIVORAKUL
장편 다큐멘터리〈해피 베리〉(2004)로 
타이완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2007년에는 
현대예술문화부에서 매해 가장 뛰어난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실파톤상을  수상했다.

파사라윈 꿀솜분
Phassarawin KULSOMBOON
TV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영화의 
촬영감독으로 활동했다. 현재 스리파툼대학
교 디지털미디어학과 내 애니메이션과 
영상효과 수업의 강사로 재직 중이다.

112 MBC4 9/23 13:30 GV
321 MB2 9/25 16: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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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4일 레바논의 베이루트 항구에서 엄청난 규모의 폭발 사고가 
일어났고, 시민들은 레바논의 경제 위기에 이어 폭발 사고에까지 이어진 무
책임한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 영화의 감독은 사고 전
날 베이루트에 도착해서 호텔에 있다가 이 사고를 겪었다. 그는 폭발의 여파
와 분노한 민심으로 들끓는 베이루트를 ‘침묵’ 속에 담기로 결정했고, 이 영
화의 침묵은 말로 미처 다 설명할 수 없는 도시의 에너지를 분출한다. 조용
한 도시는 좌절·체념·분노·저항 등등의 그 어느 한 마디로만 설명되지 않는
다. 간간이 미디어에서 흘러나오는 사고 소식과 재건에의 의지를 담은 말들
은 도시의 침묵 속에 무력하게 흩어질 뿐이지만, 묵묵히 지속되는 시민들의 
행동과 표정은 폐허가 된 도시를 지탱한다. 더 이상 미디어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도시의 침묵은 사라진 이들과 그들이 남긴 공간을 잊지 않고, 그 기억
이 어떤 도시를 만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카림 카셈 
Karim KASSEM
베이루트 출생.미국과 레바논을 
주로 오가며 영화, 뮤직비디오, 
광고를 제작하는 영화감독.  
첫 장편작 〈오직 바람만이〉(2020)
는 로테르담국제영화제와 
비종뒤릴에 선정되었다.

악토퍼스
Octopus

Lebanon, Qatar | 2021 | 64min | DCP | Color | AP | G

아랍혁명을 함께 겪은 세 명의 시리아 활동가가 무대에 서서 혁명 당시 영상
을 보고 기억을 나눈다. 혁명의 거리에 가득한 열정과 설렘이 무대 위의 얼
굴에도 발그레한 기쁨을 만든다. 그러나 곧이어 그 얼굴에는 붉은 피의 기억
이 깃든다. 무대의 이들은 눈앞에 있는 영상에서 시리아 독재정권을 상징하
는 동상을 제거하고 있는 네 명의 젊은이를 보며 그들이 이후 저격당해 죽었
다고 전한다. 총소리, 피, 죽음의 이미지가 강화된다. 많은 이들이 위험을 무
릅쓰고 남겨놓은 영상, 그 공동 기록이 활동가들의 기억과 함께 무대에 오른
다. 혁명을 열망하는 이들이 공유하는 기쁨, 동료의 죽음 앞에 차오르는 분
노, 죽음보다도 두려운 어떤 상실 앞에 흘리는 눈물, 번갈아 서로를 쓰다듬
고 어깨동무하는 제스처. 그 정동이 무대에 올랐을 때 기록은 내전이 아니라 
혁명의 맥락 속에 바로 선다. 그 무대는 또한, 기억의 퍼포먼스란 그럴듯한 
표현을 구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지나갔다고 여겨지는 것을 향한 사랑과 갈
망을 멈추지 않는 시간 자체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일깨운다.

기억은 우리 것
Our Memory Belongs to Us

Denmark, France, Syria, Palestine | 2021 | 90min | DCP | Color | KP | 15

라미 파라
Rami FARAH
시리아 출신의 댄서이자 연기자, 
영화감독. 소속감과 탈장소를 
주제로 작업하며 첫 장편 다큐멘터
리로 〈시리아 비극 속의 코미디언〉
(2019)을 연출하였다.

133 MBC6 9/23 19:30
512 MBC4 9/27 13:30

202 MBC4 9/24 10:30
431 MBC6 9/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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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 1 단편-1POV 1

‘홈메이드’는 공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감독의 상황을 드러낸다. 아랍혁
명 이후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는 제작지원을 받는 데 실패했고 강사직
도 잃었다. 또 ‘홈메이드’는 공통 경험으로서의 영화를 잃은 상황을 반영한
다. 시리아와 이집트의 많은 영화관이 문을 닫거나 파괴됐다. 이처럼 그는 
공동의 공간을 잃고 ‘홈’에 갇혔다. 반면 ‘홈메이드’는 ‘홈’을 만드는 일이기
도 하다. 쉽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은 감독은 임시 주거지를 ‘홈’
으로 꾸민다. 또 ‘홈메이드’는 그가 이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기록영상으로 
영화를 만드는 일, 중단된 영화와는 또 다른 영화를 만드는 일이다. 그는 ‘홈
메이드’를 멈추지 않는다. 감독의 인생에서 두 ‘홈’이 된 가족과 영화의 공간
을 잃은 이후에 시작된 이 다큐멘터리는 영화를 잃는다는 것이 지닌 물음 속
에서 아랍혁명 이후 사회의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응시한다. 그 가운데 영화
는 상실한 것 사이를 하염없이 부유할 뿐이기도 하며, 눈앞에 없어도 명백한 
‘홈’을 전해주기도 한다.

니달 뎁스 
Nidal DEBS
시리아 출생으로 조각가이자 
감독이다. 장편 〈천장 아래〉(2005)는 
몬트리올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검은돌〉(2006)은 로카르노
영화제에 공식 선정되었다.

홈메이드 스토리
Homemade Stories

Syria, Egypt | 2021 | 70min | DCP | Color | KP | 12

어반 솔루션즈   
Urban Solutions

감독들에 따르면 제목 ‘어반 솔루션즈’는 브라질의 
한 경비업체 이름에서 따온 것이며, 그 이름은 사회
적 불평등의 심화로 증가하는 위협에 대한 하나의/
자본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란 거리의 혼돈에서 기
득권 세력의 재산을 보호하는 경계선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경비원 또는 보안요원은 이러한 
경계를 지키는 노동자로서, 자신이 놓인 억압적 사
회관계를 스스로 보호하는 모순적 위치에 선다. 식
민지 시기 남미 정글 여행에 지친 부르주아 예술가
의 기행문과 현대 경비 노동자의 사회적 통찰을 병
치하는 내레이션, 위계 속에서 구획된 제자리를 교
란하는 극 등을 실험하는 영화적 노력은, 지배적인 
방식의 ‘어반 솔루션즈’를 뒤엎어, 경계를 무력하게 
만들고 혼돈을 되찾는 것을 또 하나의 도시 해결책
으로 제시한다.

아르네 헥터 Arne HECTOR
민저 투머샤이트 Minze TUMMESCHEIT
아르네 헥터와 민저 투머샤이트는 ‘시네마코팡’이란 이름으로 활동 중이다.
실험적인 다큐멘터리 작업을 통해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다룬다. 
여러 예술 분야의 학제간 연구에 기반해, 전통적인 장르의 경계를 뛰어
넘는 작품들을 만든다.

비니시우스 로페즈 Vinícius LOPES
루치아나 마체토 Luciana MAZETO
비니시우스 로페즈는 루치아나 마체토와 ‘파티우바지우’의 
공동 설립자다. 역사적, 사회적 연구 주제를 담은 장‧단편 영화를 통해 
허구적 내러티브와 다큐멘터리 에세이를 섞는 작업을 주로 한다.

Germany | 2022 | 30min | DCP | Color | AP | 12

게티이미지로 만드는 세계사   
A History of the World According to 
Getty Images

게티이미지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 이미지를 
보유한 회사다. 4분가량 진행되는 현대사회의 다종
다양한 영상을 위해 게티이미지에 지불해야 하는 돈
이 최소 4만 천 달러다. 퍼블릭 도메인을 지니고 있
는 무수한 이미지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게티이미지
에서 판매될 수 있고 심지어 이 회사를 통해서만 일
반에 공개된 조건에서 위 비용은 4분 현대사의 최소 
비용인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의 목적은 지식의 확
대 혹은 독점의 고발에 머물지 않는다. 감독들은 이 
영화 이미지를 어떠한 저작권도 부여하지 않고 공개
함으로써 게티이미지로 만든 세계사를 더 이상 게티
이미지의 것으로 남겨두지 않는다. 이렇게 공유된 
이미지들은 어디든 사용될 수 있다. 작품의 완성은 
이 공유 행위를 통해 완성된다. 그러므로 이 영화의 
끝에서 그 제목은 ‘게티이미지에서 해방된 세계사’
로 다시 쓰여야 할 것이다.

리처드 미섹 Richard MISEK
영화감독이자 조교수. 현재 영국의 예술인문학연구자문단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예술문화에 대한 디지털 접근성에 관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Norway, UK | 2021 | 19min | DCP | B&W | AP | 12

215 MBC6 9/24 14:00
616 MIB102 9/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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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의 편지 
Letter to San Zaw Htway   

2021년 2월 1일 미얀마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
권을 장악하자, 각지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었고 전 
세계에서 그 운동을 지지했다. 이 영화는 ‘산 저 퉤’
라는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로 2021년 미얀마에서 
1999년 미얀마의 저항을 기억한다. 그는 1999년 
사상범으로 체포되어 2012년까지 복역하면서 비
닐봉지나 음식물 포장지 등으로 콜라주를 만들었
다. 그는 쓰레기 조합에서 예술을 만듦으로써, 즉 쓰
레기를 규정하는 시선에 반대함으로써 기득권에 불
복했다. 2021년의 여러 목소리가 산 저 퉤의 밝은 
눈과 웃음, 열정을 기억하고 그가 증오나 원망이 자
신에게 깃들지 않게 함으로써 권력에 저항했음을 
이해한다. 2021년 미얀마의 운동은 군부를 반복하
지 않으려 했던 자기 역사를 기억할 때 절대 패하지 
않을 것이다.

Netherlands, Norway | 2021 | 26min | DCP | Color | 
KP | 12

움직이는 모래들   

Shifting Sands

‘마 눼 인 윈’은 17살 나이에 기후변화로 황폐해가
는 농촌을 떠나 양곤에 왔다. 그리고 그녀는 도시의 
공장에서 또 다른 황폐함을 겪는다. 황량한 사막, 그
리고 온종일 일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로 빽빽한 
도시. 대조적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두 종
류의 황폐한 광경이다. 그녀는 노동조합 활동을 통
해 도시 노동자의 황폐한 환경에 저항한다. 덕분에 
그녀는 해고되어 더 이상 고향에 돈을 부치지 못하
지만, 여전히 침착한 눈빛과 정갈한 모습으로 씻고, 
밥 짓고, 컴퓨터를 하고, 농사를 돕고, 그리고 파업 
현장에서 빨간 머리띠를 묶는다. 도시의 파업 장면
이 가뭄으로 갈라진 고향 땅으로 이어진다. 고향이 
그립지만, 노조  활동은 그녀의 소명이다. 공장을 바
꿔내는 파업과 갈라진 땅을 비옥하게 하는 일은 더 
좋은 삶을 위해 자기를 조직하는 마 눼 인 원에게서 
마주쳐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Myanmar | 2021 | 17min | Color | DCP | G 

벨 리버: 강의 일부가 된 마을이야기 
Belle River

대홍수로 인해 루이지애나주 피에르파트는 마치 
얕은 강 위에 세워진 마을처럼 돼버렸다. 집의 일부
가 물에 잠겼고 차는 물 찬 도로를 가른다. 미시시피
강 수위가 더 올라 큰 도시가 위험에 처하면 근처 방
수로 수문이 열리고 이곳은 완전히 물에 잠길 것이
다. 그러나 정부의 도움은 닿지 않는다. 대부분이 가
난한 노령인 주민들은 기후 위기와 대도시만을 위
한 기술이 초래할 파괴에 기발하게 대응한다. 그들
은 강과 함께 변화해 강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
제 인간과 새로운 거주자 동식물이 한 풍경 속에 있
는 마을이 보인다. ‘벨 리버’는 강 이름일 수도, 아름
다운 강의 섭리를 이르는 말일 수도 있겠다. 반면 인
재를 극복하고 지혜가 익어가는 시간이 무색하게도 
방수로는 여전히 마을을 휩쓸어버릴 어리석고 위압
적인 자태로 버티고 있다.

Canada | 2022 | 11min | DCP | Color | KP | G

모두를 위한 일! 

Jobs for All!

라벨의       ‘볼레로’는 짧고 단순한 리듬이 일정하게 반복
되고 그 리듬에 여러 악기가 점점 더해지면서 처음부
터 끝까지 크레셴도(점점 크게)로 진행되는 음악이
다. 이 음악에 몸을 실은 파운드 푸티지는 인류의 첫 
영화 중 하나인 〈공장을 나서는 노동자들〉(1895)로 
시작된다. 영화는 공장과 함께 탄생했고 공장의 역사
를 간직하고 있다. 하나의 리듬이 점점 더 큰 규모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모든 악기가 복무하는 것과 맞물
려, 전 세계 빈곤 지역으로 공장이 이전되는 글로벌 경
제체제, 그리고 모든 가치가 숫자로 추상화되는 금융 
경제체제의 스펙터클이 이어진다.     ‘볼레로’는 모두 모
인 악기들의 변주로 끝맺음  되는데, 이 영화에서 변주
는 쓰레기더미와 그 위에 선 아이들이다. 하나로 향하
는 다수의 노동, 1%를 위한 99%의 일을 낳는 공장의 
시대에 관한 아이러니한 뮤직비디오다.

페트르 롬 Petr LOM
프라하 출생으로 캐나다에서 성장했고 현재 네덜란드에서 활동 중이다. 
2003년부터 인권을 다루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며
선댄스, IDFA를 포함한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받았다. 

메이 틴 치 May Thyn KYI 
양곤 출신 감독.  레인폴 페미니스트 기관의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움직이는 모래들〉은 첫 다큐멘터리 연출작이다. 

기욤 푸니에 Guillame FOURNIER 
퀘벡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각본가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여러편의 장‧단편 영화 제작에 참여하였고 〈다른 곳〉(2017)으로 
첫 장편 영화를 선보였다.  

사뮈엘 마토 Samuel MATTEAU
퀘벡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감독이다. 〈고요한 전투〉(2012), 

〈다른 곳〉(2017)을 비롯하여 단편 영화들을 제작했다.

야닉 놀랑 Yannick NOLIN
2009년, 캐나다 퀘벡에 키노마다를 설립하였다. 
단편 〈아카디아나〉(2019)를 비롯하여 다수의 영화 제작에 참여했다.

막시밀리앙 반 에어트릭 Maximilien VAN AERTRYCK
2013년부터 악셀 다니엘슨과 공동 제작 및 연출을 하고 있다.
그들의 작품은 베를린국제영화제, 칸 영화제 등의 공식 경쟁부문에서 
프리미어 상영되었다.

악셀 다니엘슨 Axel DANIELSON
2013년부터 막시밀리앙 반 에어트릭과 공동 제작 및 연출을 하고 있다. 
그들의 작품은 베를린국제영화제, 칸 영화제 등의 공식 경쟁부문에서 
프리미어 상영되었다.

Sweden | 2021 | 13min | DCP | Color | AP | 12   

235 MIB103 9/24 20:00
510 MIB103 9/27 11:00

129 MB8 9/23 17:30
520 MIB103 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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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 2-금선희: 일본을 넘어 경계를 묻는 재일조선인의 체현 예술

금선희의 최근작 〈아침이슬–‘세뇌’라는 스티그마〉(이하 〈아침이슬〉)는 가
와무라 예술문화재단의 기금으로 진행된 ‘아침이슬’ 프로젝트의 한 작품으
로, 1959년에서 1984년까지 인도주의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재일조선인의 
북한행 ‘귀국 사업’을 응시한다. 대부분 한반도 남쪽 출신이었던 약 9만 명의 
재일조선인들은 일본 사회의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조국’으로 떠났다. 가족과 친척을 북으로 보낸 많은 재일조선인들은 남과 
북, 두 개의 조국 사이에서 인질처럼 살았고, 이 역사는 양영희를 비롯한 여
러 재일조선인의 영화에서 중요한 주제로 그려졌다. 〈아침이슬〉은 귀국 사
업을 통해 북으로 갔다가 탈출하여 일본으로 돌아온 재일조선인들의 삶을 3
채널 비디오 작업을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숙고한다. 작가는 모순적이
면서도 충돌적인, 폭력의 역사의 씨실과 날실을 통해 이야기를 청한다. 식
민, 냉전, 분단의 소용돌이를 거치며 살아남은 재일조선인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생각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금선희
Soni KUM
영화와 비디오, 설치,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멀티미디어 예술가.
아시아를 비롯해 브라질, 독일,
영국까지 다양한 예술 공간과
영화제에서 상영한 이력이 있다.

아침이슬–‘세뇌’라는 스티그마
朝露 Morning Dew The Stigma of being "Brainwashed" 

Japan | 2020 | 60min | DCP | Color | KP | 15

211 MBC4 9/24 13:30 GV
522 MBC4 9/27 16:30

208 MB7 9/24 11:00 GV
624 MIB102 9/28 16:30

POV 2

  〈타국의 하늘〉은 금선희 작가가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에 재학하던 당시 만
들었던 작품으로 〈비스트 오브 미〉와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보다 긴 러닝타
임 동안 여러 실험적인 형식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영화는 일본, 
미국, 남한, 북한 등의 국민국가의 공식적인 역사에서 삭제되었던 총련계 재
일조선인의 역사, 그리고 그 공동체의 역사 안에서도 침묵당했던 자신의 이
야기, 그 역사와 이야기들의 틈새를 파고든다. 다양한 기록영화와 극영화의 
푸티지들과 내레이션을 통해 영화는 역사의 폭력 사이에서 미끄러지고 침
묵당하고 사라져 온 생명들을 바라볼 것을 요청한다. 특히 유대계 여성의 몸
과 표정 위에 영사되는 오시마 나기사의 1968년 영화 〈교사형〉의 장면은, 
재일조선인 서사에서 타자화되어왔던 여성의 몸을 전복적으로 표면화시키
며, 역사와 재현, 몸과 정동의 충돌을 포착한다.

타국의 하늘 
Foreign Sky

US, Japan |  2005 | 72min | DCP | Color  | KP | 15

금선희
Soni KUM
영화와 비디오, 설치,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멀티미디어 예술가.
아시아를 비롯해 브라질, 독일,
영국까지 다양한 예술 공간과
영화제에서 상영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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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 2

필리핀의 레이테섬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전
이 벌어졌던 곳이다. 1944년 맥아더 장군을 중심으로 한 미군은, 섬을 점령
하고 있는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필리핀 지역의 게릴라들과 공동작전을 
펼쳤다.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군의 90퍼센트가 사살당하거나 기아로 사망
했고, 일본은 치욕적으로 패배했다. 영화 〈레이테 드림〉은 승자와 패자의 이
야기로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역사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태평양 전쟁 
당시, 작가의 친할아버지는 일본제국군으로 징병되어 필리핀으로 배치되었
다. 그리고 레이테만 전투를 기억하는 필리핀인들은 조선인 군인들이 일본
인들보다 잔혹했다고 증언한다. 영화는 자신과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아시
아로 확장하며, 흐릿해진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위에 놓인 자신의 위치를 바
라본다.

레이테 드림
Leyte Dream

Philippines, Japan | 2010 | 95min | DCP | Color | KP | 15 

금선희
Soni KUM
영화와 비디오, 설치,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멀티미디어 예술가.
아시아를 비롯해 브라질, 독일,
영국까지 다양한 예술 공간과
영화제에서 상영한 이력이 있다.

232 MIB101 9/24 19:30 GV
508 MB3 9/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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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트 오브 미 

Beast of Me  
7개의 배를 바치다   
Offering, Seven Boats

단편〈비스트 오브 미〉는 〈타국의 하늘〉과 함께 만
들어진 한 쌍의 텍스트이면서, 또한 여러 겹의 겹쳐
진 이미지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포개놓는 이미지
와 사운드의 콜라주를 보여준다. 제목 〈비스트 오
브 미〉는 유치환의 시 ‘송가’(1939)의 구절 “짐승이 
되어선들”의 영어 번역인데, 흥미로운 지점은 이 시
의 일부가 일본어로 번역되어 오시마 나기사의 영화  
 〈교사형〉(1968)에서 조선인 ‘누이’의 대사로 등장
한 것을, 영어 번역본으로 작가가 본 후, 그 부분을 
이 영화의 내레이션으로 다시 가지고 왔다는 점이
다. 이와 같이 영화는 인용과 번역의 여러 과정을 숨
기지 않고 드러내며, 서로 다른 언어, 역사, 이미지의 
겹침 속에서, 하나의 이미지와 언어로 단일하게 표
상될 수 없는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몸을 바라본다.

본 영상은 2015년 금선희 작가가 임진강에서 진행
했던 퍼포먼스 작업을 기록한 영상이다. 금선희 작
가는 이번 기획전에서 소개되는 비디오 작업 이외
에도 다양한 퍼포먼스 작업을 통해 자신의 작품세
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여러 퍼포먼스 작업 
중 〈7개의 배를 바치다〉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
화제와 가장 가까이 맞닿은 작품이다. 작가는 남한
과 북한을 흐르는 강에서 1990년대 기아로 사망한 
수많은 북한 어린이들의 영혼을 위해 7개의 배를 띄
웠다. 그리고 이어지는 베를린에서의 전시 장면을 
통해, 남북 분단의 직접적 공간에서의 퍼포먼스를 
자신의 몸을 통해 어떻게 확장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금선희 Soni KUM
영화와 비디오, 설치,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멀티미디어 예술가. 아시아를 비롯해 브라질, 독일,영국까지 
다양한 예술 공간과 영화제에서 상영한 이력이 있다.

금선희 Soni KUM
영화와 비디오, 설치,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멀티미디어 예술가. 아시아를 비롯해 브라질, 독일,영국까지 
다양한 예술 공간과 영화제에서 상영한 이력이 있다.

US, Japan  | 2005 | 18min | DCP | Color | KP | 15 South Korea | 2015 | 12min | DCP | Color | KP | 
15 

POV 2 단편-2

디어 디어   
Dear Dear

증언   
証言 Testimony

금선희의 2018년 작품 〈디어 디어〉는 탈북 재일조
선인들을 통해 전달받은 소설에 대한 작가의 시적
인 화답을 영상으로 담아낸다. 영화는 손편지의 형
식을 빌려, 당시 인도에 거주하던 작가가 서울에 있
는 탈북 귀국자에게 받은 소설을 읽는 것으로 시작
한다. 일본 사회는 열광적인 선전 열풍 속에서 북으
로 향했던 재일조선인들을 쉽게 망각해버렸지만, 
그곳에서 삶을 이어가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가
느다란 끈으로 연결되어 작가에게 전해진다. 그리
고 작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과 죽
음을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애도
하는 답장을 영상으로 전한다. 〈디어 디어〉는 함께 
상영되는 〈증언〉과 나란히 놓고 볼 때, 타인의 고통
과 증언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화답을 보여준다.

트랜스내셔널한 시각으로 동아시아의 탈식민주의
에 대해 탐구해 온 야마모토 히로키와 다카가와 카
즈야는 ‘아침이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탈북 재일
조선인의 증언을 기록한다. 일본의 차별 속에서 총
련과 일본의 미디어가 그려낸 지상낙원이라는 꿈을 
따라 북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탈출하여 일본으로 
돌아온 남자. 영화는 인터뷰를 통해 남자의 ‘증언’을 
기록하지만, 동시에 ‘증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
복하며 시작한다. 그것은 바로 꿈에 대한 ‘증언’을 듣
기를 요청하는 것이다. 인터뷰 당사자는 꿈에 대한 
것이 증언이 될 수 있는지 반문하지만, 그가 이상하
게 생생했던 꿈을 최대한 정확하게 묘사하는 동안, 
‘귀국사업’을 둘러싼 여러 겹의 꿈과 겹쳐진 현실을 
살아왔던 그의 삶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야마모토 히로키 YAMAMOTO Hiroki
야마모토는 2018년 런던 예술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부터 한국과 홍콩, 일본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가나자와 예술
대학에서 강사로 근무중이다.  

다카가와 카즈야 TAKAGAWA Kazuya
다카가와는 도쿄 예술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영상 작
업을 통해 일본과 해외에서 활발히 전시 활동을 하고있다. 

금선희 Soni KUM
영화와 비디오, 설치,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멀티미디어 예술가. 아시아를 비롯해 브라질, 독일,영국까지 
다양한 예술 공간과 영화제에서 상영한 이력이 있다.

India, Japan  | 2018 | 24min | DCP | Color | KP | 15  Japan | 2020 | 24min | DCP | Color | KP | 15 

POV 2 단편-1 POV 2 단편-2

317 MB3 9/25 14:00 GV
423 MBC6 9/26 16:30

139 MIB103 9/23 20:00
337 MIB103 9/25 20:0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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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 3-오가와 신스케: 다큐멘터리가 수확한 것들 

1960년대, 기성 질서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투쟁은 전 세계적 조류였다. 일
본 역시 미일상호안보조약 체결과 평화헌법 훼손 등의 문제 불거지며, 대학
생을 중심으로한 청년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었다. 〈청년의 바다〉로 일본 
대학 제도의 문제에 저항하는 청년들을 다룬 오가와 신스케 감독은 〈압살의 
숲〉에서는 다카사키 경제대학에서 벌어진 점거 투쟁을 1년 동안 기록한다. 
학생들은 학내에 만연한 입시 부정과 지방 정부와의 유착을 비판하고, 학생
들의 자주화와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는다. 오가와 신스케 감독과 자주상영
조직회自主上映組織の會의 동료들은 학생들이 바리케이트를 쌓은 농성 현장에 
들어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현장에 있는 모두가 카메라 앞에서 아
무것도 감추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일체감을 획득하고, 그 성취
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과 투쟁에 관한 열띤 논쟁을 지근거리
에서 담아낸다. 카메라의 위치, 시선의 방향을 가장 중시하는 오가와 신스케
의 영화 제작 방식이 시작된 작품이다.

오가와 신스케
OGAWA Shinsuke
일본 출신의 다큐멘터리 거장.
 〈산리즈카 7부작〉을 포함한 그의 
작품들은 일본의 참여 다큐멘터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야마가타로 
이주하여 〈마기노 시리즈〉를 만들며 
일본 민중들의 문화를 조명하였다.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창립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압살의 숲
The Oppressed Students 

Japan | 1967 | 103min | DCP | B&W | 12

104 MB8 9/23 10:30
528 MB7 9/27 17:00

POV 3

1968년 초, 오가와 신스케는 동료들과 함께 오가와 프로덕션을 설립한다. 이
후 그들이 찾은 곳은 지바현 나리타시의 산리즈카. 일방적으로 진행된 신공
항 건설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저항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었다. 오가와 프로
덕션은 이곳의 농민들, 그리고 전국에서 모여든 학생, 청년 조직들과 함께 시
간을 보내며 〈일본해방전선, 산리즈카의 여름〉을 만든다. 이후 약 8년의 시
간 동안 6편의 작품이 더 만들어져 산리즈카 7부작이 된다. “대하소설”을 쓰
듯, 농민들의 반복되는 사계를 따라가며 그들이 변화하고 자신들만의 철학을 
확립해 나가는 것이 오가와 신스케의 구상이었다. 그는 〈압살의 숲〉에서 시
도한 바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대상과의 일체화를 추구하면서 그들의 
시선으로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을 확립해 나간다. 그 자체로 저항의 수단이 
된 오가와 신스케의 다큐멘터리는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뿐만 아
니라, 영화가 담지하는 시선의 권력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실천이 된다.

일본해방전선, 산리즈카의 여름  
Summer in Narita

Japan | 1968 | 105min | DCP | B&W | 12

227 MB7 9/24 17:00 GV
404 MB8 9/26 10:30

오가와 신스케
OGAWA Shinsuke
일본 출신의 다큐멘터리 거장.
 〈산리즈카 7부작〉을 포함한 그의 
작품들은 일본의 참여 다큐멘터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야마가타로 
이주하여 〈마기노 시리즈〉를 만들며 
일본 민중들의 문화를 조명하였다.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창립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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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방전선, 산리즈카의 겨울
Winter in Narita

Japan | 1970 | 143min | DCP | Color | 12 

산리즈카 시리즈 제작이 장기화되면서, 오가와 프로덕션의 구성원들은 산
리즈카 지역의 헤타 부락에 자리를 잡는다. 헤타 부락민들 대부분은 공항 공
단에 땅을 팔지 않고, 항상 싸움의 최전선에 서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이웃
하는 코마이노 부락의 상황은 달랐다. 대부분이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는 조
건파로 돌아섰다. 〈일본해방전선, 산리즈카의 겨울〉은 계속되는 투쟁을 담
는 동시에, 오랫동안 유지된 지역의 공동체가 분열하면서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를 포착한다. 오가와 프로덕션의 첫 번째 컬러 영화에는 찬성파로 돌아
선 형제자매에 관해 이야기하는 농민의 회한과 고민, 그리고 더는 공유물로 
기능하지 못하는 신사나 공동 회관 등의 풍경이 생생하게 담겨있다. 영화 속
에 등장하는, “낡은 관계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한 농민의 말은 오가와 프로덕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새로운 관계
가 투쟁을 통해 형성된다면, 그 현장에 뛰어든 다큐멘터리스트들 역시 당사
자이기 때문이다. 오가와 신스케와 동료들에게 많은 과제와 고민거리를 던
져 준 작품이다.

  〈산리즈카: 제3차 강제측량저지투쟁〉은 〈일본해방전선, 산리즈카의 겨울〉이
후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표된 50여분 분량의 중편이다. 이 작품이 전
작들에 비해 짧은 분량으로, 신속하게 완성된 까닭은 공항 건설 저지 투쟁의 
분기점이라고 할만한 시급한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1970년, 공항 공
단은 공사를 위한 대규모 측량반 투입을 강행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기동대
와 불도저, 헬리콥터를 앞세운 측량반의 진입을 농민들이 격렬하게 가로막
고, 결국 일주일로 예정된 측량이 3일 만에 종료된다. 이 급박한 상황을 기
록하려 최전선에 뛰어든 오가와 프로덕션의 구성원들이 추구한 것은 탄환
처럼 빠르게 상대를 가격할 수 있는, “탄환 영화”였다. 실제로〈일본해방전
선, 산리즈카의 겨울〉는 일본과 해외에서 산리즈카의 근황을 알리는 속보성 
영화로 배포되었다. 당시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저항 그룹 및 
영화인들과 오가와 프로덕션이 나누었던 긴밀한 교류의 흔적을 보여주는 
제작과 배급 방식이다.

산리즈카: 제3차 강제측량저지투쟁  
Three Day War in Narita

Japan | 1970 | 48min | DCP | B&W | 12 

오가와 신스케
OGAWA Shinsuke
일본 출신의 다큐멘터리 거장.
 〈산리즈카 7부작〉을 포함한 그의 
작품들은 일본의 참여 다큐멘터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야마가타로 
이주하여 〈마기노 시리즈〉를 만들며 
일본 민중들의 문화를 조명하였다.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창립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오가와 신스케
OGAWA Shinsuke
일본 출신의 다큐멘터리 거장.
 〈산리즈카 7부작〉을 포함한 그의 
작품들은 일본의 참여 다큐멘터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야마가타로 
이주하여 〈마기노 시리즈〉를 만들며 
일본 민중들의 문화를 조명하였다.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창립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408 MB3 9/26 11:00
505 MIB101 9/27 10:30

420 MIB103 9/26 14:00
710 MBC4 9/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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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리즈카: 제 2요새의 사람들〉은 1971년 2월 22일부터 3주 동안 전개된 
첫 번째 강제 집행과 그에 대한 저항을 기록한다. 공항 공단과 경찰의 대규
모 공세에 대비하여, 농민들을 비롯한 “반대 동맹”은 여섯 개의 지점에 굴을 
파고 요새를 짓는다. 바리케이드에 쇠사슬로 몸을 결박하고 기동대를 막아
서는 여성들을 비롯한 반대 동맹의 치열한 게릴라전 묘사와 함께, 산리즈카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투쟁 사이에 이루어지는 농민
들의 대화나 행동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롱테이크 쇼트들이다. 전작들에서 
농민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려 했다면, 이제 오가와 
프로덕션의 카메라는 머뭇거림, 한숨과 침묵, 반복과 같은 무의식적 표현에 
담긴 농민들의 감정과 정서를 포착한다. 그리고 농민들 역시 투쟁을 계속하
면서 쌓인 속내를 더욱 진솔하게 드러낸다. 4년 간 농민들과 함께 투쟁하며 
쌓은 견고한 유대가 그들에 대한 섬세한 접근과 기록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산리즈카: 제2요새의 사람들
Narita: Peasants of the Second Fortress

Japan | 1971 | 143min | DCP | B&W | 12

오가와 신스케
OGAWA Shinsuke
일본 출신의 다큐멘터리 거장.
 〈산리즈카 7부작〉을 포함한 그의 
작품들은 일본의 참여 다큐멘터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야마가타로 
이주하여 〈마기노 시리즈〉를 만들며 
일본 민중들의 문화를 조명하였다.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창립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산리즈카 시리즈의 다섯 번째 작품인   〈산리즈카: 이와야마에 철탑이 세워지
다〉는 1972년 새로운 국면을 맞은 산리즈카 투쟁을 기록한다. 신공항 부지 
근처에 있는 반대 동맹 소유의 땅에 높은 철탑을 세워 활주로의 비행 심사를 
방해하는 계획이 논의된다. 항공법을 어기는 행위이기에 반대 동맹 내부에
서 격렬한 토론이 벌어진다. 영화의 초반, 한 청년이 지금껏 묵혀온 감정들, 
그가 느낀 압박감을 털어놓는다. 여러 차례 토론 현장을 왕복으로 패닝 하며 
담아낸 이 20분에 달하는 롱테이크는 이어지는 철탑 건설 과정의 속도감과 
역동성을 부각한다. 전국에서 모인 학생과 농민, 그리고 장인들은 보름 만에 
60미터 높이의 철탑을 쌓아 올린다. 오가와 프로덕션은 상당한 위험이 수반
되는 철탑의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아낸다. 사람들은 이 과정에 각
자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철탑을 자신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은 투쟁과 노동
의 산물로 만든다. 철탑 건설은 그렇게 농민들이 오랫동안 산리즈카의 땅과 
맺어온 관계를 되살리는 실천이 된다.

산리즈카: 이와야마에 철탑이 세워지다  
Narita: The Building of Iwayama Tower

Japan | 1972 | 85min | DCP | B&W | 12 

오가와 신스케
OGAWA Shinsuke
일본 출신의 다큐멘터리 거장.
 〈산리즈카 7부작〉을 포함한 그의 
작품들은 일본의 참여 다큐멘터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야마가타로 
이주하여 〈마기노 시리즈〉를 만들며 
일본 민중들의 문화를 조명하였다.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창립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433 MIB101 9/26 19:30
637 MIB103 9/28 20:00

415 MIB101 9/26 13:30
504 MB8 9/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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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에 접어들며 산리즈카의 투쟁에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한다. 1971
년 마을 청년 한 명이 유서를 쓰고 자살한 데 이어, 2차 강제집행으로 인한 
충돌 중에 경찰 세 명이 목숨을 잃는다. 이로 인해 청년 구성원들이 체포된 
헤타 부락은 옆 마을과의 연대를 끊으려는 공항 공단의 공작이 더해지며 또 
한 번 위기를 맞는다. 이런 상황에서 오가와 프로덕션은 자신들이 자리 잡은 
헤타 마을을 차분하게 탐구하기 시작한다. 긴박하고 격렬한 충돌이 아닌, 마
을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 온 역사와 풍속을 담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다섯 편의 작품에서와는 다른 호흡과 문법이 도출된다. 변화는 마
을의 전통과 오가와 프로덕션과 주민들의 관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의식과 행사에서 여성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또한 이제는 헤타 마을의 완전한 구성원이 된 오가와 프로덕
션은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일치하는 영화 만들기의 방식을 찾는다. 6년에 
걸친 투쟁이 빚어낸 변화다.

산리즈카: 헤타 마을
Narita: Heta Village

Japan | 1973 | 146min | DCP | B&W | 12 

오가와 신스케
OGAWA Shinsuke
일본 출신의 다큐멘터리 거장.
 〈산리즈카 7부작〉을 포함한 그의 
작품들은 일본의 참여 다큐멘터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야마가타로 
이주하여 〈마기노 시리즈〉를 만들며 
일본 민중들의 문화를 조명하였다.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창립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산리즈카: 오월의 하늘〉은 1974년 야마가타현으로 이주했던 오가와 프로
덕션이 3년 만에 산리즈카로 돌아와 만든 작품이다. 오가와 프로덕션의 당
초 계획은 야마가타에서 농사를 배우고 지은 것을 바탕으로, 산리즈카 농민
들이 작물을 심고, 기르고, 수확하는 과정을 모두 담아내는 것이었다. 하지
만 그해 5월, 경찰이 철탑을 무너트리는 작전을 강행하면서 계획은 전면 수
정된다. 강제 철탑 철거부터 최루 가스에 목숨을 잃은 반대 동맹 소속 청년 
히가시야마 카오루의 장례까지, 5월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알리는 방
식으로 작품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오가와 프로적션은 사건의 기록
에 머물지 않고, 농민들이 더는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 산리즈카 땅에 대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그 속에 녹아있는, 농민들과 땅이 함께 
만들어 온 역사, 관계, 의미를 포착하는데 주력한다. 산리즈카 시리즈의 마
지막 작품이다.

산리즈카: 오월의 하늘  
Narita: The Sky of May

Japan | 1977 | 81min | DCP | Color | 12 

오가와 신스케
OGAWA Shinsuke
일본 출신의 다큐멘터리 거장.
 〈산리즈카 7부작〉을 포함한 그의 
작품들은 일본의 참여 다큐멘터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야마가타로 
이주하여 〈마기노 시리즈〉를 만들며 
일본 민중들의 문화를 조명하였다.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창립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411 MB2 9/26 13:30
513 MB8 9/27 13:30

406 MIB102 9/26 10:30
634 MIB102 9/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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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오가와 프로덕션은 산리즈카에서 야마가타현의 마기노 마을로 이
주한다. 그리고 1987년, “마기노 마을에서 우리들은 벼를 키우며 13년간 살
았습니다”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마기노 마을의 전설〉을 완성한다. 
“천년이 새겨진 해시계”라는 부제가 붙은 이 기념비적인 작품은 인터뷰부터 
민족지적 참여 관찰, 고고학적 탐구, 극적 재현에 이르는 다양한 방법을 집대
성하여 제작되었다. 오가와 신스케는 농사를 자연 혹은 과학 다큐멘터리의 
방식으로 기록하는 동시에, 마을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마을에 구전되는 ‘호리키리 관음 이야기’와 ‘이츠츠토
모에 신사의 유래’라는 설화를 극으로 재현한 부분에서는 전문 배우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13년에 걸쳐 제작된 다양한 종류의 장
면들을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 배열함으로써 오가와 신스케는 마을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비선형적이고 다층적인 시간성을 창조한다. 현재의 객관
적 기록을 넘어서는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연 작품이다.  

마기노 마을의 전설
Magino Village

Japan | 1987 | 222min | DCP | Color | 12 

오가와 신스케
OGAWA Shinsuke
일본 출신의 다큐멘터리 거장.
 〈산리즈카 7부작〉을 포함한 그의 
작품들은 일본의 참여 다큐멘터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 야마가타로 
이주하여 〈마기노 시리즈〉를 만들며 
일본 민중들의 문화를 조명하였다.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창립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유스 닥스
Youth Docs

‘유스 닥스’는 청소년 다큐멘터리스트들의 솔직하고 재기발랄한 시선을 느끼고, 한
국 다큐멘터리의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섹션이다. 올해에는 젠더, 가족, 환경, 역사 

등 한국 사회의 다양한 소재를 청소년들만의 언어로 풀어낸 여섯 작품이 선정
되었다. 상영작들에는 무한상상, 상상이상, 자유연상이 수여된다.

417 MB1 9/26 14:00
610 MIB103 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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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 닥스 유스 닥스

두 유 노 벡델? 
Do You Know Bechdel? 

이것 또한 사랑이라면   
If This is Love, 

감독은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벡델 테스트”
에 대해 질문하고 다양한 데이터와 자료들을 통해 
“벡델 테스트”의 뜻과 사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 성차별에 대한 성찰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 작
품은 대화체의 형식을 가져와 비대면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만드는 독창적인 방식을 채택한다. 감독
은 생소한 용어에 대한 궁금증의 유발을 통해 주제
에 대한 호기심과 동기유발의 과정만으로 계속적인 
영상에 대한 몰입으로 이끈다. “벡델 테스트”에 대
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감독은 일상 속에서 
제기될 수 있는 사회의 문제 상황에 대해 ‘영화’라는 
대중적인 관심이 담긴 소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이끌면서도 ‘성평등’에 대한 생각의 깊이를 
지속적인 논의의 중심으로 안내한다.

경남 산청에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
는 감독은 ‘덕질’을 주제로 3학년 친구들에게 인터
뷰를 하여 덕질의 방법이나 덕질을 하면서 얻는 것, 
덕질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 덕질과 학생들의 삶
의 모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다. 실상 학생들의 
팬덤문화와 유사한 작품은 이전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주제이지만 이 작품은 인간의 욕구와 욕망, 
행복 추구 등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기숙형 학교
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결핍의 문제를 떠오르게 
하기도 한다. 이 작품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 
속에서의 삶과 앎을 연결하려는 시도가 인상적이었
고 대한민국의 고3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South Korea | 2022 | 9min | DCP | Color | WP | G          South Korea | 2022 | 17min | DCP | Color | WP | G 

슈퍼우먼   
Superwoman

굿바이, 무궁화호 
Goodbye, Mugunghwa-Ho  

자신의 어머니를 슈퍼우먼으로 빗대어 표현한 이 
영화는 제사라는 문화 속에서 감독 본인의 어머니
가 겪고 있는 어려운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제사
는 칼같이 지켜야 한다고 말하던 할아버지는 촬영
이 시작되자 제사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
다고 말이 바뀐다. 이러한 할아버지와 제사를 묵묵
히 준비하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영화는 시작된다. 
엄마와 할아버지에게 며느리의 역할과 제사의 의미
에 대해 번갈아 묻던 감독의 목소리는 중간쯤 사라
지고, 제사의 풍경을 오랜 시간 동안 보여준다. 조용
히 제사 음식을 먹고 있는 남성들과 부엌에서 분주
히 움직여야 하는 여성들의 모습들, 정성스럽게 만
들어진 음식과 제사라는 문화가 우리에게 남긴 것
들은 무엇일지 고민하게 만든다.

2030년이면 사라지게 될 예정이라는 무궁화호의 
소식을 전하며 영화는 시작된다. 무궁화호와 승객
들, 그리고 무궁화호에 비친 풍경들을 담은 영화는 
감독과 친구들의 대화를 배경 삼아 진행된다. 무궁
화호와 처음 만났던 기억들, 무궁화호와 관련된 추
억들, 그리고 무궁화호의 자세한 외관과 노선에 따
른 각각의 풍경들에 대해서도 들려준다. 이러한 이
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느새 무궁화호에 담겼던 각
자만의 애틋한 기억과 추억들이 떠오르게 된다. 모
든 것이 빠르고 획일화되는, 영화에서 말하는 ‘낭만’
이 사라지는 시대에 감독과 친구들은 이 낭만을 잃
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빠른 것만이 최고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당신만의 속도와 감성은 무
엇인지 영화는 무궁화호에 담긴 이야기를 통해 에
둘러 묻는다. 

박소은 PARK Soeun 
덕질을 하며 살아가는 19살이다. 현재 지리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좌우명은 ‘덕질 is my life.’ 공부보단 친구들과 덕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한다.

민주홍 MIN Juhong
용인외대부고 3학년 재학 중이며, 영상 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살 때부터 소설을 써왔고,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탐색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진섭 HAN Jinseop 
여행을 좋아하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백지윤 BAEK Jiyoon 
부여여자고등학교 3학년. 첫 단편 다큐멘터리 〈슈퍼우먼〉을 
제작하였다.

South Korea | 2022 | 9min | DCP | Color | WP | G          South Korea | 2022 | 17min | DCP | Color | WP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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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 파더   
Bad Father

얼레벌레 곤충소비생활   
Fudge Consumption Bug Life

박윤성 감독은 본인이 겪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고민을 하기도 하고, 
본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무언가를 알아갈
수록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복잡한 여건들을 마주
하게 된다. 감독은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개인의 이
야기를 담담하고 용기 있게 표현해내며, 이를 사회
적 담론으로 넓게 확장시킨다. 감독은 이 영화를 어
린 시절 쓰던 편지처럼 고이 적어 세상으로 보낸다.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본인만의 양식을 통해 세상에 
편지를 보낸 박윤성 감독이 과연 누구로부터 어떤 
답장을 받게 될지 기대하고 응원하게 된다. 

제작진은 곤충을 먹지 않는 원인인 부정적 인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식용곤충 농장의 대표, 식
용곤충 연구가, 곤충요리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사육, 수요, 위생 식용곤충의 장점, 안전성, 전망 등
에 대해 살펴보고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는 곤충쿠
키 실험 등을 진행한다. 이 작품은 전문적인 기초자
료 조사와 더불어 다양한 인터뷰 내용과 영상의 앞
뒤에 배치한 실험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작품 
제작을 위한 푸티지와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또
한, 하나의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자세와 주제
를 관통하는 진지한 참여자세도 확인할 수 있다. 무
엇보다도 다큐멘터리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를 
적절한 장치를 설정하여 다양한 방향에서 설득적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인상적이다.

원희주 WON Heejoo 
중학교 2학년때 영화에 관심이 생겨 직접 내가 영상물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입시를 거쳐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영상연출과를 진학하여 
다양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박윤성 PARK Yoonsung
안양예술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때 학교 영화 수업의 일환으로 
가족의 여행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이후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영화를 통해 내 이야기를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좋아한다.

South Korea | 2022 | 24min | DCP | Color | WP | G             South Korea | 2021 | 27min | DCP | Color | WP | G         

유스 닥스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s

302 MBC4 9/25 10:30 G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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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벤트

마스터 클래스
다큐멘터리 영화 미학의 혁신을 이끌어 온 거장들의 철학과 세계관, 창작의 비밀을 들어볼 수 있는 클래스 프로
그램이다. 14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는 다니엘 아이젠버그, 트린 T. 민하 감독, 닐스 안데르센 편집
감독의 마스터클래스를 만날 수 있다. 영화 상영 후 90분 동안 진행된다. 

독스 토크(Docs Talk)
논쟁적인 이슈나 주제를 다룬 영화 또는 주목할만한 활동을 보여주는 감독을 조명하는 스페셜 토크 프로그램이
다. 영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오가는 시간으로 영화 상영 후 60분 동안 진행된다.  

아카데미 클래스
국내 영화·영상 관련 대학, 인문학 전공 대학생, 대학원생, 영화제 기획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올해 신설된 아카데
미 배지 소지자들에게 제공되는 스페셜 클래스 프로그램이다. 아카데미 클래스는 다큐멘터리 제작, 미학, 트렌
드에 대한 영화학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주제로 기획되었다. 영화 상영 후 60분 ~ 90분 동안 진행된다. 

1. 다니엘 아이젠버그 마스터 클래스
• 주제 :  ‘지속 관찰’ 양식의 효능 
• 게스트 : 다니엘 아이젠버그(영화감독)
• 일시 :    9월 23일(금) 17:00 〈불안정한 사물들 2〉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7관 

2. 트린 T.민하 마스터 클래스 
• 주제 : 여성주의의 눈으로 바라 본 아시아 
• 게스트 : 트린 T. 민하(영화감독)
• 일시 :    9월 24일(토) 16:30 〈그러면 중국은?〉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4관

3. 닐스 안데르센 마스터 클래스
• 주제 : 다큐멘터리 편집과 스토리텔링
• 게스트 : 닐스 안데르센(편집감독)
• 일시 :    9월 25일(일) 17:00 〈로힝야〉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1관

 1. 〈발코니 무비〉
• 주제 : 900일의 시간, 1000명의 사람들과 인터뷰하며 영화 찍기
• 게스트 : 파벨 로진스키(영화감독) 
• 일시 :    9월 25일(일) 14:00 〈발코니 무비〉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7관

2. 〈나는 방과후 마을 교사입니다〉
• 주제 : 다큐멘터리 촬영의 윤리
• 게스트 : 박홍열(촬영감독 & 영화감독)
• 일시 :    9월 23일(금) 13:30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8관

3. 〈우리의 심장박동은 폭발하는 별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 주제 : 에세이 다큐멘터리라는 매혹적 세계 
• 게스트 : 제니퍼 레인스포드(영화감독)
• 일시 :    9월 24일(토) 11:00 〈우리의 심장박동은 폭발하는 별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3관

  〈2차 송환〉
• 주제 : 김동원의 영화적 선택
• 게스트 : 김동원(영화감독), 정지혜(영화평론가)
• 일시 :    9월 24일(토) 17:00 〈2차 송환〉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3관

  〈바다의 극장〉
• 주제 : 개방성과 폐쇄성의 기이한 동거, 김응수의 영화
• 게스트 : 김응수(영화감독), 김보년(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
• 일시 :    9월 27일(화) 16:30 〈바다의 극장〉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2관

  〈애프터썬〉
• 주제 : 현실과 판타지의 경계를 도발하는 논쟁적 영화 
• 게스트 : 유이스 갈테르(영화감독)
• 일시 :    9월 24일(토) 14:00  〈애프터썬〉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7관

  〈봄바람 프로젝트-여기, 우리가 있다〉
• 주제 : 디지털 시대의 한국 다큐멘터리스트 액티비즘 
• 게스트 : 문정현(신부), 현장 미디어 프로젝트 ‘봄바람’
• 일시 :    9월 25일(일) 13:30 〈봄바람 프로젝트-여기, 우리가 있다〉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4관

 〈죽음의 무도〉
• 주제 : 정치적 영화를 논하다 
• 게스트 : 툰스카 빤시티보라꿀(영화감독), 김동령(영화감독)
• 일시 :     9월 25일(일) 16:30 〈죽음의 무도〉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2관

 〈POV 2 : 단편 1〉
• 주제 : ‘아침이슬’ 프로젝트의 디아스포라 재현
• 게스트 : 금선희(영화감독), 야마모토 히로키(영화감독), 
	  김소혜(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연구교수)
• 일시 :     9월 25일(일) 14:00 〈POV 2 - 단편 1〉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3관

 〈바람은 국경을 무너뜨린다〉
• 주제 : 기업 농경의 질서에 맞서는 토착민의 삶
• 게스트 : 로라 파에르만(영화감독), 마리나 바이스(영화감독), 설경숙(영화감독)
• 일시 :     9월 26일(월) 16:30 〈바람은 국경을 무너뜨린다〉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2관

프로그램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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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벤트 프로그램 이벤트

독설(Tea for Docs) 
대중문화 분야에 종사하는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다큐멘터리에 대한 다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흥
미진진한 토크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만의 경험을 쌓은 특별 게스트들이 참여하여 14회 DMZ국
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상영작 한 편을 관람하고 이슈, 주제, 논점을 특정하여 '썰(說)'을 푼다. 영화 상영 후 60
분간 진행된다.

포럼  
다큐멘터리 담론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DMZ-POV 섹션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포럼이다. 다큐멘터
리 창작자, 연구자, 축제 기획자로 구성된 패널들과 함께 진행되는 라운드 테이블. 90분간 진행된다.

강연  
다큐멘터리 담론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DMZ-POV 섹션의 주제에 정통한 학자, 비평가, 연구자의 강연 프로그
램이다. 올해의 기획전 중 ‘저항의 도시: 다른 도시를 만드는 방식들’과 ‘오가와 신스케: 다큐멘터리가 수확한 것
들’ 각각과 연계된 강연이 기획된다. 영화 상영 후 90분간 진행된다.  

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제 라운드 테이블
• 주제 : 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생산적 협력관계 만들기 
• 게스트 : 후지오카 아사코(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이사), 천완링(타이완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오정훈(영화감독, 전 인디다큐페스티발 집행위원장), 강진석(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 일시 : 9월 23일(금) 13:00 
• 장소 : 일산 벨라시타 일 살롱

금선희: 재일(在日)을 넘어, 다큐멘터리와 몸의 매체성을 생각하다 
• 주제 : 경계/위계에 관한 담론에서 금선희의 의미
• 게스트 : 금선희(영화감독), 오가와 쇼타(나고야대학교 인문학대학원 부교수), 야마모토 히로키(영화감독), 
	  안민화(동의대학교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김소혜(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연구교수)
• 일시 :     9월 24일(토) 13:30 〈아침이슬–‘세뇌’라는 스티그마〉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4관

오가와 신스케 작가론
• 주제 : 오가와 신스케: 다큐멘터리의 힘, 윤리, 그리고 대안  
• 게스트 : 강태웅(광운대학교 교수)  
• 일시 :    9월 24일(토) 17:00 〈일본해방전선, 산리즈카의 여름〉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7관 

다큐멘터리의 작도법: 세계화 이후의 도시와 저항, 그리고 이미지  
• 주제 : 도시화 이후 사회적, 역사적 재현의 딜레마를 다큐멘터리로 살펴보기
• 게스트 : 서동진(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학과 부교수)
• 일시 :    9월 27일(화) 16:30 〈프리메라〉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일산 벨라시타 101호

  〈킵 스텝핑〉
• 주제 : 스트리트 댄스와 서브 컬처의 힘
• 게스트 : 서혜미(B-girl), 조 원(댄서, Destructive Steps 기획자)
• 일시 :    9월 26일(월) 17:00 〈킵 스텝핑〉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7관

  〈크리미아의 유물〉
• 주제 : 박물관의 최전선
• 게스트 : 박찬희(큐레이터)
• 일시 :    9월 27일(화) 16:30 〈크리미아의 유물〉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8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우간다〉
• 주제 : 사는 동안 즐겁게 예술 놀이/일
• 게스트 : 이랑(뮤지션), 진명현(무브먼트 대표)
• 일시 :    9월 24일(토) 16:30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우간다〉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1관

  〈비상구 있는 집〉
• 주제 : 비상구가 있는 집은 집이 아니다
• 게스트 : 장혜영(영화감독, 국회의원)
• 일시 :    9월 23일(금) 16:30 〈비상구 있는 집〉 상영 후
• 장소 :    메가박스 일산 벨라시타 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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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다큐로드부대행사
Events 운영안내   	

임진각평화누리공원, 임진각평화곤돌라, 갤러리 그리브스 상영관을 포함한 파주시 소재 DMZ 일대를
탐방하는 무료 DMZ다큐로드 투어를 영화제 참가자들을 위해 운영한다. 
※ 탐방장소와 DMZ다큐로드 투어 운영 상세안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영화제 홈페이지(www.dmzdocs.com)을 통해 별도 공지 예정

 

운영개요
• 일정 : 9월 23일(금) – 9월 28일(수) 13:00 – 18:40 / 1일 1회, 총 6일간
• 장소 : 경기도 지역 민통선 일대
• 참가자 : 영화제 참가자 1일 최대 80명, 총 480명
• 방문지 : 도라산전망대, 갤러리그리브스(다큐영화상영), 덕진산성(고구려산성)
 

특별상영회
• 일정 : 9월 15일(목) – 9월 30일(금)
• 장소 : 갤러리 그리브스 상영관
• 기획 의도 : DMZ다큐로드의 일환으로, 민통선 내의 옛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의 공간을 활용한 
특별상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분단으로 인해 불가능한 한반도 종단을 구글 어스를 비롯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 시도하면서 경계의 의미를 되묻는 김보용 감독의   〈반도 투어〉,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 고’와 아카이브 푸티지, SNS 영상을 활용하여 용산 미군기지에 관한 새로운 역사 쓰기를
시도하는 정여름 감독의   〈그라이아이: 주둔하는 신〉이 상영된다. 독창적인 시선과 사유가 담긴 
이 작품들을 보면 DMZ에서 분단과 냉전이라는 고정된 의미가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찾게 될 것이다.
 

상영작 소개
   〈반도투어〉 김보용 | 한국 | 2020 | 30min
  〈반도투어〉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대륙으로 이어진 육로를 탐색하며 시작된다. 항공과 육로, 가상과 현실, 
오래된/새로운 테크놀러지를 오가며 세계의 불/연속성을 탐색하는 이 투어는 북한을 여행한
 독일인과의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이어진다. 유사한 역사를 경험한 타인을 통해 오늘을 반추하고, 
자유와 통합, 세계화에 내재된 위선과 기만을 마주한다.

  〈그라이아이: 주둔하는 신〉 정여름 | 한국 | 2020 | 35min
우리 동네에는 미군 기지가 있다. 이 장소는 보이지 않는다. 내가 동네를 돌며 하는 증강현실 게임에는
나와 같은 모습을한 군사들이 있다. 군사들은 길도, 울타리도 없는 곳에서 폭력의 상징을 기준 삼아 주류한다.
이 장소는 실재를 바탕으로보이는 것이지만 실재는 아니다. 분명 무언가 있음 직하다. 무언가 보이고자 한다. 
보이는 만큼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작업은 자기충족적인 예언에 기댄 미국과 미군의 공중누각을 
관음하는 데서 출발하여 한 장소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은밀함을 조망한다. 
새들의 소리 없는 비상이 기류를 알려 주듯 어떠한 징조는 보이는 것을 앞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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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스 온 스테이지 - 하우스 독스 온 스테이지 - 블루밍

Docs on STAGE-House Docs on STAGE-Blooming

일시 9월 23일 (금) 19: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상영작 〈고장난 악기로 만든 오케스트라〉
클래식 공연 박창수 (피아니스트)

일시 9월 24일 (토) 18:00
장소 고양꽃전시관 오픈시어터
상영작  다정한 마음
공연 카더가든(가수)

일시 9월 25일 (일) 18:00
장소 고양꽃전시관 오픈시어터
상영작 킵 스텝핑
공연 이디오테잎(일렉트로닉연주가)

일시 9월 24일 (토) 15: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상영작 〈라스브리사스의 아이들〉
클래식 공연 김광민 (피아니스트)

일시 9월 25일 (일) 15: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상영작 〈그래도 나는 노래하리〉
클래식 공연 전영랑 (국악인), 
고희안 (프렐류드 피아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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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인더스트리
DMZ Docs Industry

DMZ Docs 인더스트리

DMZ Docs 인더스트리 본행사     

2022년 사업 소개 

DMZ Docs 펀드
DMZ Docs Fund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위해 진행해온 기존의 ‘DMZ 제작지
원’ 사업을 확장 개편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재발굴 단계, 기획개발 단계와 후반작업 단계에 있는 다큐
멘터리 프로젝트 중에서 선정하며, 제작지원금과 현물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 프로젝트 완성과 공개를 
지원합니다.

소재발굴지원 
(구. 인큐베이팅펀드) 기획개발지원 후반작업지원

선정 편수 한국 20편 내외 한국/아시아 총 12편 한국 2편

대상
본격적인 기획개발 단계 
이전의 소재 발굴 조사
활동 단계 프로젝트

기획개발 및 초기 제작 
단계로, 제작 30% 미만 

프로젝트

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출품작으로 촬영 및 편집 
완료된 후반작업 예정작

혜택
소재 조사 지원금 
각 2,000,000원

제작지원금 
각 10,000,000원

지정 업체를 통해 현물 지원 
(D.I., 사운드 믹싱, DCP패키징 1편 / 

D.I., DCP패키징 1편)

일시 	 2022년 9월 20일(화) – 9월 25일(일)

장소	 빛마루방송지원센터, 소노캄 고양,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 외 (고양시 일대) 

행사 내용

9.20 (화)  	 DMZ Docs 인더스트리 개막식 + 환영 리셉션 

9.21 (수) – 9.25 (일)	 DMZ Docs 피치 – 프로젝트 피치

	 K-Doc 중단편 피치

	 DMZ Docs 인더스트리 패널 토크 

	 DMZ Docs 매치 (비즈니스 미팅) 

9.25 (일)	 DMZ Docs인더스트리 폐막식 +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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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인더스트리 선정 프로젝트DMZ Docs 인더스트리

DMZ Docs 피치
DMZ Docs Pitch는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에 공동제작과 투자, 배급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마련된 전문 플랫폼입
니다. 현재 제작 중인 프로젝트와 일차 편집이 마무리된 러프컷 단계의 프로젝트들이 방송사, 배급사, 영화제 등 국내외 다큐
멘터리 산업 관계자들 앞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피치 행사를 마련합니다.
또한,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림은 물론이고 피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본 행사에 앞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사전 워크숍 
독스랩(DMZ Docs Lab)을 진행합니다. DMZ Docs 인더스트리 본 행사 기간에는 피치 경쟁을 통해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 제
작비와 현물 등 실질적인 프로젝트 완성의 추진 동력이자 공동 제작, 투자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줄 추가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
다. 또한, 피치행사와 연계해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다큐멘터리 산업 관계자들과 프로젝트 팀 간의 일대일 미팅(비즈매치)을 
주선합니다. 이러한 미팅을 통해 공동제작, 선판매, 해외 마켓 진출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들이 가능해집니다. 

K-Doc 중단편 피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DMZ Docs)와 EBS국제다큐영화제(EIDF)가 주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 후원하는 
‘K-Doc 중단편 피치’가 2022년부터 DMZ Docs 인더스트리의 한 섹션으로 열립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신진 작가의 중단편
(50분 이내 길이)을 대상으로, 기획 개발 단계에 있거나 초기 제작 단계의 작품 15편에 피치 기회를 부여합니다. DMZ Docs 인
더스트리 기간 중 피치 심사를 진행하여, 총 지원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차등지원하게 됩니다. 

DMZ Docs 매치
DMZ Docs Match는 프로젝트 관계자와 구매결정권자(Decision Maker) 간 적극적인 교류, 선판매, 공동제작 파트너 및 세일
즈 에이전트 유치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다큐멘터리 
산업 정보 파악이 쉽지 않은 참가자들을 위해, 아시아 다큐멘터리 창작자와 다큐멘터리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네트워킹 경험
이 풍부한 전문가를 비즈매치 어드바이저로 위촉하여 매칭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와의 1:1 미팅을 주선합니다.

프로덕션 피치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선정 편수 한국/아시아 총 16편 한국/아시아 총 7편

대상
‧제작 30-70% 단계 프로젝트

‧한국/아시아 혹은 30% 이상의 아시아 지역권 
투자가 이루어진 국제 협업 프로젝트

‧러프컷 편집 단계로 아직 후반작업을 
시작하지 않은 프로젝트

‧미개봉, 미방영작 

소개 형식 공개 피치 15분 (발표 7분 + Q&A 8분) 공개 프레젠테이션 25분 (발표 20분 + Q&A 5분)

혜택

‧창작 준비 지원금 2,000,000원 
‧2022 DMZ Docs Lab (사전 워크숍) 참가

‧2022 DMZ Docs 인더스트리 참가
‧2022 DMZ Docs BizMatch
(비즈니스 미팅 서비스) 제공

‧2022 DMZ Docs 인더스트리 어워드 후보 

‧창작 준비 지원금 2,000,000원 
‧2022 DMZ Docs 인더스트리 참가

‧일대일 편집 컨설팅(30분) 제공
‧2022 DMZ Docs BizMatch
(비즈니스 미팅 서비스) 제공

‧2022 DMZ Docs 인더스트리 어워드 후보

K-Doc Short Pitch

선정 편수 한국 15편 내외

대상
‧제작 30% 미만 단계 프로젝트 (기획개발 및 초기 제작 단계)

‧중단편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50분 이내)
‧순 제작비 5천만원 이하의 프로젝트로 2023년 6월까지 완성 가능한 작품

혜택
‧기획개발금 지원

‧15편 내외, 총 1억 5천만 원 (피치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2022 DMZ Docs Lab (워크숍) 부분참가 기회 및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배지 제공

DMZ Docs 펀드 - 소재발굴지원

DMZ Docs 펀드 - 기획개발지원

DMZ Docs 펀드 - 후반작업지원

한국
작품명 감독
2분 뒤 정수은

나에게로의 여행 조성규
내가 틴더한 남자들 서아현

내일의 내 일 임혜림
러브데스도그(가제) 권세정, 권동현
박물관에 사는 얼굴 최이다

부유세대(가제) 고나리
샛바람 문고 (부제: 존재만으로 위안이 되는 작은 서점) 이원식

쉘터브레이크 조은솔
에이미 리, 조선의 마지막 왕녀 신서연

여성병역거부자들(가제) 김환태
음성, 환대의 경계 도시 허윤

절개 이후 김보람
파랑(가제) 장민경

풋치블루스(가제) 한솔
한국마을, 하띵 강경태

혹등고래의 노래(가제) 이창민
Imperfect Green 성임은

한국
작품명 감독 제작국가

극우의 표적 이일하 한국
레드 다이어리 임대청 한국

매듭 류형석 한국
애프터 라이프 김정근 한국

어른이 되는 시간 이희원 한국
우리의 몸 이길보라 한국, 네덜란드

아시아
작품명 감독 제작국가

브레이킹 더 월 웨이차오 쉬 중국
아버지, 아들, 그리고 손녀 판카지 조하르 인도

코크캐시 나질라 아마디 아프가니스탄
마그네틱 편지 데미 댕글라 필리핀

텐스 어크로스 더 보더스 시-웨이 찬 싱가포르, 필리핀, 영국
마을과 미덕 멍 한 중국

한국
작품명 감독 제작국가

돌들이 말할 때까지 김경만 한국
씨앗의 시간 설경숙 한국



182                                                                                                                                                                        183

DMZ Docs 인더스트리 선정 프로젝트 포스트코로나 콘텐츠기획단
Content Planning Task Force TeamDMZ Docs 피치 - 프로덕션 피치 

K-Doc 중단편 피치

DMZ Docs 피치 -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한국

작품명 감독 제작국가

1997 태준식 한국

돈 다큐 선호빈 한국

바람의 빛깔(가제) 이여진 한국

별의 순간 장효봉 한국

소리없이 나빌레라 현진식 한국

손님노동자 이산하 한국, 독일

착지연습 마민지 한국

청와대 건너 붉은 벽돌집 안소연 한국

아시아

작품명 감독 제작국가

데비 수비나 
슈레스타 네팔

밤하늘의 꿈 안몰 티쿠 인도

전래동화 담기 나즈물 후다 방글라데시

아우어 훌록스 라기니 나스, 
친모이 소노왈 인도

타퉁: 이승과 저승 사이 이스마일 파
흐미 루비스 인도네시아

이 다리로 걸을 거야  허버트 헝거 일본

와일드 스트리트 루시 황 중국

여인의 길 마르잔 코스
라비 이란 

한국

작품명 감독 제작국가

가끔은 여정이 
아름답기도 하다(가제) 고한벌 한국

경마장 가는 길 나바루 한국

내 몸이 증거다 유혜민 한국

미스터리 F파일 홍여진 한국

미토콘드리아 송민경 한국

미트 파파 주화 한국

부재중 통화(가제) 손영 한국

서신교환: 우리의 자리 이은지 한국

순자와 나  김이향 한국

이름의 자리 양은경 한국, 캄보디아, 
이탈리아

일기 수집가 정윤지 한국

종갓집 아씨들 서미현 한국

침묵의 소리 윤주영 한국

파기상접 임지수 한국

휴게소 김보미 한국

한국

작품명 감독 제작국가

양양 양주연 한국

어쩌다 활동가 박마리솔 한국

아시아

작품명 감독 제작국가

알 아우다 제이슨 수 이탈리아, 
싱가포르

유해 발굴자 가쓰야 
오쿠마 일본, 대만

콘크리트 랜드 아스마한 
브케랏 요르단

이니나와 아르판 
사브란 인도네시아

행복한 골목길로 스리모이 싱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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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스쿨(Doc School)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독 스쿨(Doc School)  
‘독 스쿨’(Doc School)은 다큐멘터리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여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교육 주제
로 선별된 다큐멘터리 영화 시청 후 워크시트(활동지)를 바탕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큐멘터리 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은 독 스쿨은 2020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약 11만 명
이 참여하는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24편의 교육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
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해외 비영리 OTT WaterBear와의 협약을 통해 환경기후위기·다양성 등 주제를 담은 콘
텐츠를 공개할 예정이다. 무료로 제공되는 다큐멘터리 영상과 현직 교사 및 교육 전문가가 함께 개발한 워크시
트는 다큐멘터리 OTT VoDA(http://voda.dmzdoc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기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청소년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고 미래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와 협
업으로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익산공공영상
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수원미디어센터 5개 기관이 참여한다. 총 41명의 학생들이 제작한 수료작은 
제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상영된다.
  
12기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수료작 발표회
• 일시 : 9월 23일(금) 14:00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 6관
• 내용 : 12기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수료작 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

2022 독 스쿨 작품 목록 (VoDA에서 무료 서비스 중)

고래와 나 매튜 하머│ 네덜란드│ 2021│ 12min

나무를 지켜라: 아마존 구하기 톰 자란코-카버│ 네덜란드│ 2021│ 9min

나와 함께 춤을 엘레노어 처치, 크리스 스트롱│ 네덜란드│ 2021│ 19min

Nowhere man 김정근│ 한국│ 2017│ 16min

디지털 이민자 노버트 코트만, 데니스 스타우퍼│ 스위스│ 2016│ 21min

어떤 사람들 박마리솔│ 한국│ 2020│ 24min

엄마의 상자 허윤│ 한국│ 2016│ 13min

태권도 통일을 꿈꾸다 서민원│ 한국│ 2018│ 23min

할아버지에 대하여 사진영│ 한국│ 2019│ 20min

굿바이 섹 알 마문│ 한국│ 2014│ 21min

꿈꾸는 인스타 미리암 마르크스│ 네덜란드│ 2016│ 18min

나의 낮은 몸 높은 마음 배연우, 안수빈│ 한국│ 2017│ 21min

더 팬 정호은│ 한국│ 2018│ 8min

듣기 싫어도 끝까지 들어야 하는 노래 강호규, 레이젤 빌라란다, 황윤주│ 한국│ 2012│ 4min

마흔 일곱 모우에 히로꼬│ 한국│ 2013│ 21min

목따르마마 로빈 쉬엑, 김은석│ 한국│ 2016│ 16min

미아 김중엽│ 한국│ 2014│ 28min

세컨드 홈 섹 알 마문│ 한국│ 2018│ 26min

아무것도 아닌 것들 양소리│한국│ 2020│ 22min

어게인 마리오 파이퍼│ 독일, 미국│ 2019│ 39min

우리들의 첫 이야기 이용정│한국│ 2019│ 7min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X WaterBear

2022

2020~ 2021

유카타 소고 나미에│ 한국│ 2011│ 19min

친구들 김민서, 김남주, 이성재│ 한국│ 2019│ 12min

하루, 발자국 김희준│ 한국│ 2018│ 21min

한발짝 허나경│ 한국│ 2016│ 10min

혜나, 라힐맘 로빈 쉬엑│ 한국│ 2019│ 40min

히잡과 축구공 아르만 골리푸르 다쉬타키│ 이란│ 2018│ 18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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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청년다큐멘터리공동제작

4기 아시아청년다큐멘터리공동제작  
2015년 시작되어 올해 4기를 맞이한 ‘아시아청년다큐멘터리공동제작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지난 2년간 온라인으로 협업한 결과물 4편을 영화제 기간 중 선보인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세대학
교, 중국 윈난대학교, 윈난예술대학교, 대만 타이난국립예술대학교, 일본 고마자와대학교, 싱가포르 난양공과
대학교 등 아시아 5개국 7개 대학에서 모인 젊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참여했다. ‘팬데믹 시대 아시아의 삶과 
이야기’를 주제로 아시아의 문화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언어의 벽을 넘은 진정한 공동제작의 의미를 발
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4기 아시아청년다큐멘터리공동제작 프로젝트 포럼  
• 일시 : 9월 24일(토) 14:30
• 내용 : 교수진 발제 및 참가자 라운드테이블
• 주제 : 다국적 다큐멘터리 제작교육의 가능성: DMZ아시아다큐공동제작의 케이스를 중심으로
• 참여 :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김진혁(한국예술종합학교), 서현석(연세대학교), 허철(난양공과대학교)

4기 아시아청년다큐멘터리공동제작 프로젝트 공개발표회
4기 아시아청년다큐멘터리공동제작 프로젝트에 참가한 4
개 팀의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공개발표회에서는 ‘팬데믹 
시대 아시아의 삶과 이야기’를 공통분모로 환경과 생태계, 
배달산업, 페미니즘, 일상의 소소한 행복 등 개성 넘치는 프
로젝트를 만나볼 수 있다.

• 일시 : 9월 24일(토) 10:30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 6관
• 진행 :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 내용  : 4기 아시아청년다큐멘터리공동제작 작품 상영 및 관
객과의 대화

구구구 Pigeons are Talking
대한민국(연세대학교), 싱가포르(난양공과대학교), 

대만(타이난국립예술대학교)
라이더스 Riders

싱가포르(난양공과대학교), 중국(윈난대학교)

순간이동 Teleporting

대한민국(한국예술종합학교), 일본(고마자와대학교)

소확행 Little Happiness

대만(타이난국립예술대학교), 중국(윈난예술대학교)

고양시 X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고양시×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청소년 38초 다큐 공모전 ‘고양이를 부탁해’  
고양시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공동 주최하는 ‘청소년 38초 다큐 공모전’은 다큐멘터리 창작의 문턱
을 낮추고 다큐 대중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전국의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공모전 주제는 ‘나와 함께 
하는 반려동물의 일상을 38초로 담아보세요’로 진행되어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이기도 하다. 제 14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청소년 38초 다큐 공모전 수상작 상영 및 시상식이 개최
된다.  또한, 영화제 기간 중 DMZ스퀘어에서 《고양시×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청소년 38초 다큐 공모전 
‘고양이를 부탁해’영상 전시》가 진행됩니다. 

청소년 38초 다큐 공모전 수상작 상영 및 시상
• 일시 : 9월 27일(화) 19:30
• 장소 :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 6관
• 내용 : 청소년 38초 다큐공모전 수상 상영 및 시상

고양다큐감상교실 ‘다큐보다@’
다큐멘터리의 일상적 상영을 통해 감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고양다큐감상교실 ‘다큐보다@’은 인문학
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다큐멘터리 교육프로그램이다. 다큐멘터리 OTT VoDA에서 자유롭게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현장에서 강연을 듣는 온오프라인 연계 강연을 통해 보다 쉽게 다큐멘터리에 접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고양다큐감상교실 ‘다큐보다@’
 고양시 관내 문화예술기관, 독립서점, 도서관 등에서 운영



188                                                                                                                                                                        189

도움주신분들 및 필름제공처
Aknowledgements & Print Sources 

도움주신분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황대호
임광현
김성수
강웅철
곽미숙 
김철진
박진영
김정호
윤충식
유종상
이경혜
이석균
이한국
조미자
최승용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전문위원실 
이민재
남상구
정소영
최상인
김지혜
김현기
유상민
심지연
홍요셉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최영진
이지섭
이지혜
전소라

영화진흥위원회
권태은
박희성
김조은

경기문화재단
강헌
송창진
김진희
홍철욱
최기영
유상호
전상규
박꽃비
최장근
노채린
임채은
김세임
양연정

김지호
심지윤

고양국제꽃박람회	
홍영태

고양기획	
김승원
김정화

고양아람누리
탁연재

고양상공회의소	
권영기 
정재욱

그림아트	
지덕환

나무사이로	
박상현 
배준선

다날엔터테인먼트	
허유미
윤은영

다이어그램	
심규선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조윤영

더진미디어	
이강희

더콘텐츠온
신문철
문선영

두루두루컴퍼니	
최재원

디오시네마
한동희
박민주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권아름

마노엔터테인먼트
오미선
이지현

메가박스	
조주미

메가박스중앙(주)경기서부그룹	
이종복
조주미

물질과 비물질	
김종소리

뮤직웰	
우현정
박규상

미디액트	
장은경
선환영
김세영

미디어버스	
임경용

밝은상표	
장진호

벨라시타	
최성규
황대환 
김로원 
지민수

빛마루방송지원센터	
이홍표
강예준
정지은
이상욱

새벽한시
표하늘
김홍
김예림
서강혁
전용주
김진경
백수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황미요조

서울산업진흥원	
함종민
이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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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신분들 도움주신분들

성결대학교	
정민아
홍승기
서용화

성결대학교 창의문화공작소	
전윤경
김정웅

소노캄 고양	
민병소
유태완
김현철

수원미디어센터	
김다정

스튜디오210
하성철	

스튜디오35
한선택
이선권
김영재
박동현
박동준

시네마달	
진솔아
김일권
신지원

씨네몽땅	

씨앗	
전윤하

아시아발전재단
조남철
정은지
조은혜
김진영

아시아콘텐츠&필름마켓	
김형래
박가린

아이쿱생협 자연드림	
김미연 
정한나래

아트원	
김정주

알티캐스트	
이요한
유현종
원민지
장유미
이지희
안수민

앨리캣	
서유진
남유경
함지혜

에무시네마	
김상민
양수미

엑세스 아이씨티	
서재두
이권우
정진성
최희지

엠에프비컴퍼니	
권보라

엣나인 필름	
주희
박혜진
강진권

여명808	
장필재

영화제 총회 회원	
김신영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원동은

이오노이 디자인 스튜디오	
박소영
김경안
이선영
신건호
박지선 
조민주
김소미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조현지

인디플러그	
조재영
김형동
한지수

자연공유	
오나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김예은
정윤영

전주국제영화제	
이가원
김성준

주식회사 뉴신일관광	
이대호
신경수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박예솔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이하진 
허은경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	
박우숙

주한 프랑스 대사관	
Ludovic GUILLOT 
Jean-Romain MICOL 
양지영

중부대학교	
임지아

지지향	
이근영

카테노이드	
박솔
석푸름

콘텐츠판다	
윤수비
정현목
정지은
강전욱
차효은

킨텍스 바이 케이트리	
최우성
박상진

투리빙	
엄익언

투아이드필름	
임진평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	
김유미

판씨네마	
신영주

퍼플레이	
김하나

페리에	
장성민 
나은주

펨코이엔티	
주병문 
백승경

포쉬프로젝트	
임준영

푸른영상
강세진

필름다빈
백다빈
문입생

한국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박경은

한국철도공사
최문건 
이지신

한국콘텐츠진흥원	
전예진

CJ올리브네트웍스 
김현진
임선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후원회	
김교원
이종화
이마리아

EBS국제다큐영화제
박소현
이원일
장은진

Filmotor	
Michaela CAJKOVA

LG전자 모니터마케팅팀
황정석
김한철
Racoon.C
박주영

Synergetic Film	
Anatol CHAVEZ

Tabor Production
Alina GORLOVA
Eugene RACHKOVSKY

VOSTOK PRESS
김현호

트로피 디자인
정현

영화제 포스터 사진 제공 작가
김흥구

(주)스팩토리
남채린

(주)투게더클럽항공여행사
김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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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제공처 필름제공처

2nd Chance
	 VESPUCCI
	 Min Dai
	 dmleila8@gmail.com

A Boat on the Sea
	 Arman gholipurdashtaki
	 98 91 39 81 25 98
	 armangholipourdashtaki
	 @gmail.com

A Box of Noodles Goes over the 
Mountain
	 Byungchan KIM
	 whosthebk@gmail.com

A Couple 
	 Zipporah Films
	 Erica Hill
	 info@zipporah.com     
	
A Crack in the Mountain
	 Alastair EVANS
	 81 80 41 43 32 76
	 acpevans84@gmail.com

A Guide to Love and Fighting Capitalism
	 THE PARTY FILM SALES
	 Théo Lionel
	 33 1 76 21 51 77
	 theo.lionel@thepartysales.com

A History of the World According to 
Getty Images
	 Richard Misek
	 47 96 68 53 09
	 richardmisek@gmail.com

A Jewish Life
	 Cinephil
	 Olivier Tournaud
	 972 3 566 4129
	 olivier@cinephil.com

A Marble Travelogue
	 Yaoting Zhang
	 86 13 02 10 96 190
	 yaoting@rediancefilms.com

A Mother Youngsoon
	 Changjun LEE
	 docujun@naver.com
	
A Reel War: Shalal
	 Costanza Film Distribution
	 Asaf Yecheskel
	 972 528 386492
	 asaf@costanza-films.com

A Steady Job
	 Amarena Film
	 Raffaella Pontarelli
	 39 32 89 25 03 01
	 raffaellapontarelli@gmail.com

After Work
	 LUX Distribution
	 44 20 31 41 29 60
	 distribution@lux.org.uk

Aftersun
	 Cinephil
	 Lluís Galter
	 34 65 40 60 615
	 lluis.galter@gmail.com

Against the War, in the Name of Cinema
	 New Asian Filmmakers
	 Collective
	 86 13 91 17 83 410
	 info@nafc.org.cn

Against Time
	 Ben Russell
	 br@dimeshow.com

All of Our Heartbeats are Connected 
Through Exploding Stars
	 Taskovski Films Ltd
	 Zvjezdana TEINOVIC
	 festivals@taskovskifilms.com

And Still I Sing
	 Fazila Amiri
	 fazila.amiri15@gmail.com

Aralkum
	 Daniel Asadi Faezi
	 49 15 78 84 72 393
	 contact@asadifaezi.com

Bad Father
	 YoonSung PARK
	 brown_051019@naver.com

Beast of Me 
	 Soni Kum
	 sonikkum@gmail.com

Belle River
	 Robin Miranda DAS NEVES
	 1 41 85 23 12 75
	 developpemen@spira.quebec

Between the Stars and Waves
	 HUMMINGBIRD PRODUCTION
	 LAU Kek-Huat
	 886 98 38 56 52
	 darllau27@gmail.com

Burial
	 Daniele Kuncinaite
	 daniele@justamoment.lt

Children of Las Brisas
	 Point du Jour International
	 Doris WEITZEL
	 33 1 75 44 80 88
	 d.weitzel@pointdujour.fr

Children of the Mist
	 Cat&docs
	 Maëlle Guenegues
	 maelle@catndocs.com

CITI-100
	 FILM DABIN
	 Dabin BAEK
	 82 10 9930 4753
	 film_dabin@daum.net

Danse Macabre
	 Jürgen Brüning Filmproduktion 
	 Jürgen Brüning
	 66 85 32 31 328
	 thunska@gmail.com

Dear Dear
	 Soni Kum
	 sonikkum@gmail.com

Delikado
	 Met Film Sales
	 Ella PHAM
	 44 77 09 82 33 29
	 ella@metfilm.co.uk

Disturbed Earth
	 Atzucac Films
	 Sofia Tocar
	 420 77 41 40 530
	 tocar@dokweb.net

Do You know Bechdel?
	 Juhong MIN
	 juhongamy@gmail.com

Dorm
	 Your Bros. Filmmaking Group CO.
	 Tien Zong-Yuan
	 886 91 99 86 008
	 tienzongyuan@gmail.com

Eami
	 MPM Premium
	 Natalia Isotta
	 33 68 43 18 209
	 natalia@mpmpremium.com

Etilaat Roz
	 Abbas REZAIE
	 abbasraana@gmail.com

Everything will be OK
	 Playtime
	 Pauline Savestre
	 pauline@playtime.group

Finding CHAE
	 Ka-Young PARK
	 ka6618@naver.com

Fledglings
	 Ada Rędzia
	 ada@aurafilms.pl

For Your Peace of Mind Make Your Own 
Museum
	 Taskovski Films Ltd
	 Petar Mitric
	 381 63 59 76 44
	 fest@taskovskifilms.com

Foreign Sky
	 Soni Kum
	 sonikkum@gmail.com

From Dreams to Dust
	 Syarifah Sa'diyah
	 syarifah@estmedia.com

Fudge Consumption Bug Life
	 HUIJU WON
	 wonxhj0405@naver.com

Girl Gang
	 Rise And Shine World Sales
	 Anja Dziersk
	 49 30 47 37 29 80
	 anja.dziersk
	 @riseandshine-berlin.de

Goodbye, Mugunghwa-Ho
	 Jinseop HAN
	 inseng13@naver.com

Green Jail
	 Moolin Films, Ltd.
	 Wen-chun LIN
	 81 98 99 62 898
	 info@moolinfilms.com

H2: The Occupation Lab
	 Met Film Sales
	 Ella PHAM
	 44 77 09 82 33 29
	 ella@metfilm.co.uk

Her 5th Room
	 Chan yound JEON
	 ryung5241@naver.com

Holy Cowboys
	 Varun Chopra
	 91 96 50 05 40 71
	 varun0693@gmail.com

Homemade Stories
	 Seen Films
	 Mostafa Youssef
	 mostafa@seenfilms.com

Home with the Exit
	 JUYEONG JANG
	 jaojuoy22@naver.com

HOT/STUCK/DEAD
	 Eunhee LEE
	 82 10 9985 1497
	 dududadaduda@gmail.com

How I Like It
	 Nida Mehboob
	 92 32 24 64 61 66
	 nida.mehboob@gmail.com

I am a Comedian
	 ARTicle Films
	 Emi UEYAMA
	 81 90 66 65 11 29
	 emi@articlefilms.com

I am Trying to Remember
	 Europe Media Nest s.r.o.
	 Gabriela Daniels
	 42 07 32 83 04 11
	 gabriela.daniels@medianest.net

I'm not a Robot.
	 FILM DABIN
	 Dabin BAEK
	 82 10 9930 4753
	 film_dabin@daum.net

If This is Love,
	 Soeun PARK
	 swp2004@naver.com

IJEN/ LONDON
	 LUX Distribution
	 44 20 31 41 29 60
	 distribution@lux.org.uk

Jobs for All!
	 Plattform Produktion
	 Maximilien Van Aertryck
	 max@plattform
	 produktion.se

Just Animals
	 Finnish Film Foundation
	 Arttu Manninen
	 arttu.manninen@ses.fi

Kaiser of Atlantis
	 Freak Films
	 Vanesa Toca
	 internacional@agenciafreak.com

Kathmandu Monsoon
	 Ama dablam pictures
	 Ngima Gelu Sherpa
	 977 98 08 86 90 12
	 amadablampictures@gmail.com

Keep Stepping
	 Philip Busfield
	 philip.busfield
	 @googlemail.com

Kind Hearts
	 Avila
	 Ruben Desiere
	 rubendesiere@gmail.com

Letter to San Zaw Htway
	 ZINDOC
	 Corinne van Egeraat
	 31 62 48 73 171
	 corinne@zindoc.nl
	 cvegeraat@gmail.com

Leyte Dream
	 Soni Kum
	 sonikkum@gmail.com

Like an Island
	 Filmotor s.r.o.
	 Michaela Cajkova
	 42 07 21 00 64 21
	 michaela@filmotor.com

Magino Village
	 Athénée Français Cultural Center
	 Ikuko TAKASAKI
	 takasaki@athenee.net
	 ikukotakasaki@gmail.com

Mariupolis 2 
	 Valentina Bronzini
	 valentina.bronzini
	 @matchfactory.de

Matter out of Place 
	 Austrian Film Commission
	 Emilie Dauptain
	 emilie.dauptain@afc.at

Melting Icecream
	 Cinema Dal
	 Sol Ah JIN
	 82 2 337 2135
	 sol@cinemad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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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wives
	 Dogwoof
	 Noor Daldoul
	 noor@dogwoof.com

Morning Dew The Stigma of being 
“Brainwashed”
	 Soni Kum
	 sonikkum@gmail.com
	
Mother Tongue
	 Rêtaw Film Distribution
	 Zanyar Muhammadineko
	 98 90 35 45 89 84
	 retawfilm@gmail.com

Mutzenbacher
	 Austrian Film Commission
	 Emilie Dauptain
	 emilie.dauptain@afc.at

Nameless Syndrome
	 Jeamin CHA
	 jeaminchaemail@gmail.com

Narita: Heta Village
	 Athénée Français Cultural Center
	 Ikuko TAKASAKI
	 takasaki@athenee.net
	 ikukotakasaki@gmail.com

Narita: Peasants of the Second Fortress
	 Athénée Français Cultural Center
	 Ikuko TAKASAKI
	 takasaki@athenee.net
	 ikukotakasaki@gmail.com

Narita: The Building of Iwayama Tower
	 Athénée Français Cultural Center
	 Ikuko TAKASAKI
	 takasaki@athenee.net
	 ikukotakasaki@gmail.com

Narita: The Sky of May
	 Athénée Français Cultural Center
	 Ikuko TAKASAKI
	 takasaki@athenee.net
	 ikukotakasaki@gmail.com
	
Nasim
	 Arne Büttner
	 arnebuettner@aol.com

No Way Out
	 Al Mamun SHEKH
	 82 10 4662 0821
	 mamun97@naver.com

Nuisance Bear
	 Jack Weisman
	 weisman.jack@gmail.com

Octopus
	 Screen Productions
	 Karim KASSEM
	 1 91 77 94 81 51
	 kassem.karim6@gmail.com

Offering, Seven Boats
	 Soni Kum
	 sonikkum@gmail.com
	
Once Upon a Time in Uganda
	 Blue Finch Films
	 Alex Osben
	 alex@bluefinchfilms.com

One Hundred Years and Hope         
	 Takashi Nishihara
	 tk.nishihara@gmail.com

Our Memory Belongs to Us
	 Final Cut for Real
	 Maria Kristensen
	 45 40 62 66 90
	 maria@final-cut.dk

Party Poster
	 Rishi Chandna
	 91 96 19 05 83 39
	 fishychandna@gmail.com

Pay Off
	 EMUcinema
	 Sumi Yang
	 emucinema.smy@gmail.com

Primera
	 Jack MacColl
	 maccoll.jack@gmail.com

Rohingya
	 Kimberly Sung
	 49 30 4737 4532
	 aiweiwei.films@gmail.com

Shifting Sands
	 Yangon Film School
	 Aye Mya Hlaing
	 95 92 50 36 97 39
	 festival@yangonfilmschool.org

Spring Wind Project - We are here
	 Hwan Tae KIM
	 fantast21@gmail.com

Summer in Narita
	 Athénée Français 	 	
	 Cultural Center
	 Ikuko TAKASAKI
	 takasaki@athenee.net
	 ikukotakasaki@gmail.com

Sun Dance
	 Hayon KIM
	 82 10 2683 6952
	 llojjdd55@gmail.com

Superwoman
	 Jiyoon BAEK
	 bjy041206@naver.com

Surviving Fortress
	 ELI Image
	 Elaheh Nobakht
	 98 91 25 37 41 39
	 eliimage18@gmail.com

Tales of the Lane
	 Mirror TV Inc.
	 mirrordoc@mnews.tw

Tales of the Purple House 
	 Abbas Fahdel
	 nourballouk@hotmail.com
	
Testimony
	 Soni Kum
	 sonikkum@gmail.com
	
The 2nd Repatriation
	 Cinema DAL
	 Sol Ah JIN
	 82 2 337 2135
	 sol@cinemadal.com

The Act of Killing
	 Atnine Film Co., Ltd.
	 Jinkwon Kang
	 82 70 7017 4525
	 jkkang@at9film.com

The Balcony Movie
	 KFF Sales & Promotion
	 Anna Waszczuk
	 anna.waszczuk@kff.com.pl

The Body of the Sea
	 Koonje PARK
	 koonje@naver.com

The Bone
	 Cinema Dal
	 Sol Ah JIN
	 82 2 337 2135
	 sol@cinemadal.com

The Boys Club
	 Yihwen CHEN
	 chen.yihwen@gmail.com

The Fire Within: A Requiem for Katia 
and Maurice Krafft        
	 Abacus Media Rights
	 Fran Del Pizzo
	 44 07 92 83 36 809
	 fran@abacusmediarights.com

The Grass is Greener on the Other 
Side 
	 Peter Yam
	 peteryam@ymail.com

The House of Loss
	 AniSEED
	 Yoonha JEON
	 82 70 4322 2255
	 kaniseed@kiafa.org

The Kiev Trial
	 ATOMS & VOID
	 Maya Kasterine
	 maya.kasterine
	 @atomsvoid.com

The One Who Runs Away is The Ghost
	 Seesaw Pictures
	 Jimmy Jung
	 sales@seesawpics.com

The Oppressed Students
	 Athénée Français Cultural Center
	 Ikuko TAKASAKI
	 takasaki@athenee.net
	 ikukotakasaki@gmail.com

That Orchestra with Broken 
Instruments
	 Go2Films
	 Nur Hadas
	 972 25 83 13 71
	 sales@go2films.com

The Plains
	 Pascale Ramonda
	 336 62 01 32 41
	 pascale@pascaleramonda.com

The Talent Show
	 Pencil Pictures
	 SOHYUN LEE
	 filmchef@gmail.com

The Teachers : Pink, Nature trail, 
Ridge between rice paddies, Plum
	 D.O. cinema
	 docinema.kr@gmail.com

The Tomb of Kafka
	 Rousseau Films
	 Jean-Claude Rousseau
	 33 01 11 77 42 30
	 jeanclauderousseau
	 @laposte.net

The Treasures of Crimea
	 Reservoir Docs
	 Tanguy Milin
	 33 06 52 28 72 84
	 tanguy@reservoirdocs.net

The Unstable Object 2
	 Daniel Eisenberg
	 1 77 39 87 97 76
	 deisen@saic.edu

The Wind Blows the Border
	 Utopia Docs
	 Renato Manganello
	 55 11 99 60 09 210
	 renato@utopiadocs.net

Theater of the Sea
	 Eungsu KIM
	 eungsu_k@daum.net

This isn't What It Appears
	 Heehyun CHOI
	 1 661 993 8556
	 heehyunchoiart@gmail.com

Three Day War in Narita
	 Athénée Français Cultural Center
	 Ikuko TAKASAKI
	 takasaki@athenee.net
	 ikukotakasaki@gmail.com

Time of Seeds
	 Suan Seol
	 suanseol@gmail.com

Ultraviolette and the Blood-Spitters 
Gang
	 Lightdox
	 Nevena Milasinovic
	 387 65 37 32 61
	 nevena@lightdox.com

Under Zelkoba
	 Jung Hun OH
	 adocu@hanmail.net

Until the Stones Speak
	 Kyungman KIM
	 zadoz99@gmail.com

Urban Solutions
	 cinéma copains
	 Minze Tummescheit
	 49 15 20 44 24 599
	 copine@cinemacopains.org

Vigra
	 BIGFISH MEDIA
	 Hoyeon WON
	 why245@gmail.com

We, Students!
	 THE PARTY FILM SALES
	 Théo Lionel
	 33 1 76 21 51 77
	 theo.lionel@thepartysales.com

Welcome
	 Rousseau Films
	 Jean-Claude Rousseau
	 33 01 46 28 97 35
	 jeanclauderousseau@laposte.net

What about China?
	 TRINH T. Minh-Ha
	 1 51 05 27 40 28
	 trinh@berkeley.edu

What I Ever Wanted was “Ray”
	 Byung-Ki LEE
	 dokidokidocu@naver.com

When There is No More Music to Write, 
and Other Roman Stories
	 Poulet-Malassis
	 Lou Jomaron
	 33 61 33 21 217
	 lou@pouletmalassis.com

Winter in Narita
	 Athénée Français Cultural Center
	 Ikuko TAKASAKI
	 takasaki@athenee.net
	 ikukotakasaki@gmail.com

Worship
	 Patitta Jittanont
	 festivals@diversion-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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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2차 송환	 	 	 126
	 7개의 배를 바치다	 	 155

ㄱ	 H2: 점령 실험	 	 61
	 거대한 균열: 항손둥 동굴 이야기	 59
	 게티이미지로 만드는 세계사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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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무궁화호	 	 167
	 그 땅의 잔디는 더 푸르리라	 65
	 그래도 나는 노래하리	 	 135
	 그러면 중국은?	 	 122
	 기억은 우리 것	 	 145
	 꿈을 뒤덮은 먼지	 	 78
	
ㄴ	 나는 그게 좋아	 	 81
	 나는 기억한다	 	 89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	 96
	 나는 코미디언이다	 	 140
	 나라 없는 길에 관한 이야기	 84
	 나심	 	 	 50
	 나의 자리를 찾아서	 	 52
	 네임리스 신드롬	 	 90
	 노 웨이 아웃	 	 94
	 녹색 감옥	 	 	 66
	 느티나무 아래	 	 95

ㄷ	 다섯 번째 방	 	 71
	 다정한 마음	 	 139
	 대리석 오디세이        	 	 109
	 더 보이즈 클럽	 	 90
	 델리카도	 	 	 60
	 도망친 사람이 유령이다        	 108
	 돌들이 말할 때까지	 	 70
	 동물 해방의 길 어딘가에서        	 115
	 두 유 노 벡델?	 	 166
	 디어 디어	 	 	 154
	 땅에 닿지 않는 비	 	 67

ㄹ	 라스 브리사스의 아이들	 	 137
	 레이가 사고싶어	 	 87
	 레이테 드림	 	 152
	 로봇이 아닙니다	 	 89
	 로힝야	 	 	 128
	 릴 전쟁: 샬랄	 	 82

ㅁ	 마기노 마을의 전설	 	 164
	 마리우폴리스 2        	 	 113
	 마음의 평화가 필요할 땐 박물관을 만들어	 56
	 매장        	 	 	 101
	 멜팅 아이스크림	 	 93
	 모두를 위한 일!	 	 148
	 무첸바허	 	 	 45
	 미얀마의 산파들	 	 58

	 미얀마의 편지	 	 148
	
ㅂ	 바다로 가는 종이배	 	 86
	 바다의 극장	 	 127
	 바람은 국경을 무너뜨린다        	 105
	 발코니 무비	 	 123
	 배드 파더	 	 	 168
	 백 년과 희망	 	 63
	 벨 리버: 강의 일부가 된 마을 이야기	 149
	 별 아래 파도 위의 집	 	 85
	 보라색 집에 관한 이야기	 	 47
	 봄바람 프로젝트 - 여기, 우리가 있다	 97
	 부부	 	 	 118
	 불 속의 연인: 카티아와 모리스         	 121
	 크래프트를 위한 진혼곡
	 불안정한 사물들2	 	 124
	 비극이 잠든 땅	 	 53
	 비상구 있는 집	 	 76
	 비스트 오브 미	 	 155
	 뼈	 	 	 75

ㅅ	 사막의 요새지	 	 78
	 산리즈카 : 제 3차 강제측량저지투쟁	 159
	 산리즈카: 오월의 하늘	 	 163
	 산리즈카: 이와야마에 철탑이 세워지다	 161
	 산리즈카: 제 2요새의 사람들	 160
	 산리즈카: 헤타 마을	 	 162
	 상실의 집	 	 	 82
	 선 댄스	 	 	 83
	 성스러운 암소	 	 86
	 세컨 챈스	 	 	 102
	 숨겨진 편지, 그리고 사랑	 	 54
	 슈퍼우먼	 	 	 167
	 시간을 거슬러	 	 131
	 써야할 곡이 없을 때,  	 	 125
	 그리고 다른 로마 이야기들
	 씨앗의 시간	 	 69
	 씨티백	 	 	 88
	
ㅇ	 아랄쿰	 	 	 79
	 아침이슬 - 세뇌라는 스티그마	 150
	 아틀란티스의 황제	 	 138
	 악토퍼스	 	 	 144
	 안개 속의 아이들	 	 46
	 압살의 숲	 	 	 156
	 애프터 워크	 	 132
	 애프터썬        	 	 104
	 액트 오브 킬링	 	 129
	 어느 유대인의 삶        	 	 110
	 어반 솔루션즈	 	 147
	 얼레벌레 곤충소비생활	 	 168
	 엄마, 영순		 	 74
	 에브리씽 윌 비 오케이	 	 119
	 에아미	 	 	 48
	 에틸라트로즈: 아프간의 기자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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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공들의 기숙사	 	 87
	 영화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한다        	 114
	 우리 이름은 학생	 	 49
	 우리의 심장박동은 폭발하는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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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런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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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한 안내서
	
ㅈ	 작은 새들        	 	 112
	 작은 섬	 	 	 100
	 장기자랑	 	 	 92
	 제자리에 없는 물질	 	 103
	 죽음의 무도	 	 143
	 증언	 	 	 154
	
ㅊ	 참배	 	 	 64
	 채를 찾아서	 	 83
	
ㅋ	 카트만두 몬순	 	 80
	 카프카의 무덤	 	 130
	 쿠르드어를 지키는 사람들	 80
	 크리미아의 유물	 	 55
	 키이우 재판	 	 120
	 킵 스텝핑	 	 	 43, 134
	
ㅌ	 타국의 하늘	 	 151
	 틱톡커의 해피엔딩	 	 111
	
ㅍ	 파티 포스터	 	 81
	 페이오프	 	 	 85
	 평평한 삶	 	 	 107
	 프리메라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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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넬라 말도나도	 	 137
	 마티아 콜롬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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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 틴 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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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비지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기업이 만드는 행복한 고양시 지역경제의 미래

고양상공회의소가 함께 합니다.

주요사업
정책 및 규제개혁·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운영, BSI등 경제동향 조사, CEO아카데미 
운영, 제조물 책임보험(PL)공제사업, 유망중소기업 선정 및 정부포상 등 추천, FTA원산지증명 등 
무역인증서 발급, 공인인증서 발급·갱신 서비스,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상설시험장 운영), 기업지원 
정보포털 올댓비즈 운영, 신년인사회, 세미나, 간담회, 조찬 강연, 회원사 직무능력 향상 교육

031-969-5817  l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5번길 38-31

종합경제단체
모든 업종(농·수산업 등 
1차 산업은 제외)의 대·중소기업을 
총망라하여 상공업자 모두를 회원
으로 하는 종합 경제단체로서 
경제계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설립목적
상공업의 종합적인 개선 발전과 
국민경제 그리고 지역사회의 
균형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상공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변기관으로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공공경제단체
138년의 역사를 가진 
경제단체로서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법률 제 274호)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법정 
민간경제단체 입니다.

[청년일자리지원]
청년내일채움공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신규 채용
청년지원금 2년후 1,200만원 +α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측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전문인력양성 과정 지원]
물류·창고관리 현장 전문가 양성
물류시스템, 지게차 운전 자격증 취득
중장비사용 안전교육 등 부터 취업까지

디자인·영상 콘텐츠 제작 인력 양성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이용한 영상
제작에 필요한 준비 및 제작, 영상편집 등
필수 프로그램 교육, 취업 알선까지 

 

[중장년·시니어 일자리지원]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만 40세 이상)
구인구직상담 및 채용박람회 개최
생애경력재설계·재도양 프로그램 운영
물류창고관리 양성과정 운영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 신규 채용시
기업지원금 최대 6개월 240만원

[시니어 기업지원단 지원]
만 50세 이상 시니어 전문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 사업
경영전반(전략·기획 등), 무역(수출·입),
공장혁신(생산기술, 품질관리, 자동화
시스템 등), IT정보화, 마케팅·홍보 등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