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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다큐멘터리들과 인더스트리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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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s Greetings축사 축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입니다.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영화제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분들과 영화인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사랑해주시는 관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그동안 좋은 작품들을 꾸준하게 국내에 소개하는 한편 다큐멘터리를 

대중화하고 그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올해도 39개국, 126편의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 

작품이 영화제를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진 참여라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해주신 모든 다큐멘터리 창작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로 지친 국내외 많은 분들이 이번 영화제 작품들이 선사하는 재미와 감동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올해 영화제의 개막을 축하드리며, 모두가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영화제 개최를 위해 열정을 쏟은 모든 영화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관객과 영화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를 배경으로, 다큐멘터리 장르를 통한 평화·

생명·소통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만의 특색은 많은 영화인과 

관객들이 영화제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앞으로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고유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며 관객들과 더욱 가까이 

호흡하는 축제로 성장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역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함께 한국 다큐멘터리 산업의 저변이 넓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통해 해마다 소개되는 다양한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한국 다큐멘터리의 현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출품작들이 전 세계에 소개 될 수 

있도록 영화진흥위원회도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대와 영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더욱 다양한 영화를 품어 오래도록 한국영화의 

다양성에 기여하길 기원합니다.

Greetings to you all! This is Hwang He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 want to begin by congratulating the Opening of the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I am grateful for all festival staff, filmmakers as well as all the 
audience who love documentaries.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have always introduced great films locally 
and worked hard on familiarizing the genre to the public. On top of that, the festival also 
makes great effort on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Documentaries. This year, 
more than 126 outstanding films from 39 different countries had come to us. I think it’s 
more meaningful this year with COVID-19 extending to such a level.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send my gratitude to all the documentary filmmakers. 
I hope this festival can bring joy and happiness to all the audience both locally and 
internationally and to heal all the pain from the pandemic.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ll give its best effort to prevent the 
infections of COVID-19 and to support all the artists to continue their work of creation. 
We will also try our best to overcome the crisis and make Korea a cultural powerhouse.
Again, congratulations to the opening of the festival and I hope everyone can comply 
with the prevention guidelines to make a healthier, happier festival. Lastly, I wis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ill achieve tremendous success. 

Congratulations to the opening of the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I want to send my gratitude to all the festival staffs and filmmakers working their best 
efforts in making this festival happen amongst the unprecedented times of COVID-19. 
And above all, to all the audience showing their affection and interest in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is the one and only festival running in 
demilitarized zone aiming to promote peace, coexistence, and life as a message. This 
distinct characteristic is the reason for all the attention drawn from the filmmakers all 
around the world. 
I hope the festival will continue to play its role and to move closely with its audience. The 
Korean Film Council will also try our best to expand the documentary industry. 
It is a pleasure watching all the Korean documentaries being introduced annually throug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The Korean Film Council will also stand 
alongside to help promote Korean documentaries to the world. We promise to provide 
diversity in Korean filmmaking and the livelihood of the industry. We hope there will be 
more acceptance and contribution to the wide range of Korean films in the future.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WANG Hee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영진

Chairman of Korean Film Council, KIM You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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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찾아주신 모든 관객, 영화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영화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정상진 집행위원장님과 모든 영화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애정을 갖고 영화제에 참여해주신 자원활동가 여러분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DMZ는 천혜의 생태 공간이면서, 동시에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는 비극의 공간입니다.  분단과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DMZ를 전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와 공존의 상징으로 만들어 가는 일은 

접경지역 경기도에 주어진 소임일 것입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평화·소통·생명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영화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을 진실하게 바라보는 다큐멘터리의 

힘으로 DMZ가 축제와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올해 영화제에는 지난 해보다 53편 많은 총 975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그 중 엄선된 126편의 

국내외 다큐멘터리가 관객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많은 

분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이번 영화제가 우수한 창작자와 그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더 많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경기도 역시 다큐멘터리를 비롯한 독립·예술영화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올해로 영화제가 제13회를 맞았습니다. 모두 관객과 영화인 여러분의 애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관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영화제로 발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좋은 작품들로 영화제를 

촘촘히 채워주신 창작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큐는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입니다. 제각기 다양한 모습을 지닌 사람들을 

카메라는 편견 없이 담아내고, 보다 ‘넓은 품’으로 끌어안습니다. 이 넓은 품 안에서 우리 일상의 

영역은 넓어집니다.

고양시 역시 방송영상을 한 해 한 해 더 넓은 품으로 끌어안고 있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방송영상밸리, 

독립영화전용관 등 곳곳에 자리잡게 될 방송영상 인프라들이 대한민국 미디어산업 중심지를 향한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 사무국을 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개최 그 자체만으로도 방송영상산업의 빛나는 

미래를 꿈꾸는 고양시에게, 그리고 창작자 분들에게 매우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하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단순히 다큐를 소개하는 행사를 넘어 

아시아의 다큐멘터리 산업을 이끌어가는 종합 플랫폼입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아시아의 

다큐를 잇고, 방송영상산업을 하나로 잇는 끈이 되기를 바라며 고양시도 더욱 열심히 돕겠습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모두 고단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세계 각국의 우수한 다큐가 한 자리에 모인 

이번 영화제를 통해 관객 분들께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행복한 상상으로 일상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to all the audiences and film professionals who came to the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This is Lee Jae Myeong, governor of Gyeonggi-do. 
I would like to show my gratitude to the Festival Director Jung Sang Jin and all the festival 
staffs for their hard work. I would also like to send my word of encouragement to all the 
volunteers’ participation in such a difficult time of COVID-19. 
DMZ not only is a gift of nature, but also is a tragic location with the wounds of war. It is our, 
the Gyeonggi-do’s responsibility to make such a divided territory into a land of peace and 
coexistenc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has become one of the leading film festivals 
in Asia, aiming to promote peace, coexistence and life as a message. We also made our 
best effort in changing DMZ into a more peaceful environment by using the power of 
documentaries: sincerely overlooking at the routine of everyday life.
This year’s film festival featured a total of 975 films, 53 more submissions compared to last 
year. Among them, 126 domestic and foreign films are waiting to meet with the audience. 
This was possible because a lot of filmmakers worked hard to produce such an amoun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e hope this occasion will attract more audience and great 
creators to have enriched communication.

Gyeonggi-do will also support the development of independent and artistic films, including 
documentaries. Gyeonggi-do would like to show my gratitude toward all the filmmakers and 
audience for the 13-years of continued support and passion.

Thank you for coming to the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Thank 
you also to the creators who filled the festival with a lot of wonderful work.
Documentaries give a warm gaze towards the world we live in. The camera captures 
people with different faces without prejudice and welcomes them into their wide open 
arms. In such wide open arms, the realm of our daily life expands.
Goyang City also welcomes broadcasting industry into its arms that get wider every 
single year.  Broadcasting infrastructure including major broadcasters, Broadcasting 
Valley, and independent movie theaters located in various places, is accompanying the 
road towards the center of the Korean media industry.
The opening of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ith its office in Goyang, 
has been a great help to creators and Goyang City, which dreams of a bright future for 
the broadcasting industry.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hich celebrates its 13th anniversary 
this year, is a comprehensive platform that not only introduces documentaries, but leads 
the documentary industry in Asia. It is my wish that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ill become a bond that unites Asian documentaries and the broadcasting 
industry. Goyang City will do its best to support alongside. 
Everyone is having a difficult time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As this film festival 
presents excellent documentaries from all over the world, I sincerely hope that you will 
find comfort here for a while and fill your days with happy imaginations. Thank you.

조직위원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LEE Jaemyung

부조직위원장, 고양시장 이재준 

Vice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Mayor of Goyang City LEE Jaejun

Message Message인사말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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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화제와 파주시를 찾아주신 모든 

관객 및 영화인 여러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남북 접경을 품고 있는 파주시는 영화제의 정체성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파주시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첫 발을 뗀 2009년부터 인연을 맺어오며 다큐멘터리를 통해 

‘평화, 소통, 생명’의 메시지를 관객과 지역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꾸준히 다양한 주제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국내에 소개해왔고, 이는 

관객들에게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화적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올해 영화제를 찾은 

모든 분들에게도 다큐멘터리 장르만이 줄 수 있는 재미와 감동이 전달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영화제를 준비해온 모든 분들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더욱 세계적인 영화제로 거듭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창작자 및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행위원장 정상진입니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변함없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제작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다큐멘터리 영화는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역시 ‘좋은 작품을 관객들에게 

소개한다.’는 영화제 본연의 역할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고심 끝에 온-오프라인 방식의 개최를 채택했습니다. 영화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오프라인 극장 상영은 이어가되 안전한 상영 환경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영화제가 자체 개발한 스트리밍 서비스 VoDA(보다)를 통해 온라인 

상영을 병행해 관객 분들이 편하게 영화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영화제 이후에는 국내외를 

아우르는 다큐멘터리 전문 OTT로 VoDA를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영화제가 영화 상영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산업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여 다양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될 수 있도록 돕고, 영화제의 산업 프로그램인 DMZ

인더스트리 역시 변함없이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관객과 다큐멘터리 창작자의 

만남을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앞으로도 경기도민들이 사랑하고, 영화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영화제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영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다큐멘터리 영화인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고양시와 파주시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영화제를 위해 고생한 모든 스태프와 자원활동가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from 
the bottom of my heart. Dear audience and filmmakers, welcome to the festival and city 
of Paju.
Paju, which embraces the border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s the closest region 
to the identity of the film festival. Paju and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have been together since the festival’s very first step in 2009. Ever since then, 
we have worked together to deliver the message of “peace, communication, and life” to 
the audience and local citizens through documentaries.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has consistently introduced 
documentaries on various topics in Korea, providing the audience with a cinematic 
experience that allows them to see the world from a broader perspective. I hope that 
everyone who visits this year’s film festival will be entertained and moved in a way that 
only documentaries can make us feel. 
Lastly, I would like to encourage and cheer for everyone who has made the film festival 
possible despite such difficult circumstances. It is my wish for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to expand even more into the world. Thank you.

Greetings to all the documentary filmmakers, film professionals and all the audience who 
loves documentaries. This is Jung Sang Jin, the Festival Director. 
The world is going through a difficult time due to COVID-19 but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has a role to fulfill invariably. Despite all the tight budgets in 
the industry, great films are still produced around the world. Therefore, we want to pick 
up our natural role of “introducing great films” to the audience. 
After much consideration, we reached a conclusion to open both online and offline 
screenings. We will maintain the foundation of a film festival - the offline screening with 
great caution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distancing and preventive measures. At the 
same time, we will launch our own online streaming service VoDA to include those who 
can’t make it in person. The service will continue running as an OTT platform specialized 
in documentaries even after the festival.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puts equal values in screening and in the 
role as a business platform. We will extend our support funds to assist the production of 
diverse documentaries and will continue our program DMZ Industry nevertheless. This is 
our way of providing a helping hand to the audience and to the filmmakers.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ill continue to love our Gyeonggi-do 
residents and will make our best effort for all the filmmakers to be proud of. We would 
like to show our gratitude to all the filmmakers, audience, Gyeonggi-do, Korean Film 
Council, Goyang city and Paju City in helping this event. Last but not least, I sincerely 
thank all the festival staffs and volunteers for their hard work. 

부조직위원장, 파주시장 최종환 

Vice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Mayor of Paju City, CHOI Jonghwan

집행위원장, 정상진

Festival Director JUNG Sangjin

Message Message인사말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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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이하 DMZ Docs)는 2009년 출범 이후로 전 

세계의 우수한 다큐멘터리 작품을 국내에 꾸준하게 소개해왔다. 이를 

통해 관객과 영화인들의 지지를 얻으며 국내 최대의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13회째를 맞은 올해는 9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영화제를 개최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DMZ Docs는 영화제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모색한다. 좋은 작품을 관객에게 소개한다는 영화제 본연의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하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하게 영화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해는 더 

많은 관객과 만나길 희망하며 힘차게 열세 번째 영화 축제를 선보인다.

또한 다큐멘터리 창작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등 영화인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 역시 이어간다. DMZ인더스트리를 통해 유능한 창작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아시아 다큐멘터리 산업 전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우수한 작품을 해외에 소개해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현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 관계자가 함께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DMZ Docs는 다양한 다큐멘터리 관련 사업과 포럼을 진행하며 

다큐멘터리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능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DMZ Docs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관객들이 다큐멘터리를 친숙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우며 다큐멘터리 장르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는 영화제로 관객, 

영화인들과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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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VERVIEW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DMZ Docs) is a 
Korean film festival for documentaries, jointly presented by Goyang 
and Paju in Gyeonggi Province. The festival is welcoming its 13th 
edition and will be held from 9th to 16th September 2021 for 8 days.
Gyeonggi Province, the host of the DMZ Docs, is home to the world’s 
only demilitarized zone. Just as the DMZ developed into a symbol of 
peace after years of national division, DMZ Docs is also looking for 
ways of making a better society through the power of documentaries. 
After its launch in 2009, DMZ Docs has been introducing 
documentaries from all over the world, receiving great reviews from 
the audience. It has also grown to be a leading film festival for the art 
form in Asia under lots of support from the film industry.
DMZ Docs is both Asia’s largest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nd an industrial platform. DMZ Docs aims to be the window 
for the film community and the audience alike for encountering 
important works of contemporary documentary, focusing especially 
the ones from Asia. DMZ Docs also hosts DMZ Industry to support 
documentary filmmakers from both Korea and the wider Asian region 
to discover promising works and projects and present them to the 
world. By organizing various business meetings and forums, we aim 
to establish a community of Asian documentary filmmakers (and 
representatives) where they can interact and grow together.
In addition, DMZ Docs is working to expand the crucial roles that 
documentary plays in the society through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s and hosting online screenings. DMZ Docs strives to 
become a leadi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o build a greater 
audience for important works of documentary from Korea and the 
Asian region.

MISSION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s one of 
the leading documentary film festivals in Asia, aim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growing to Korean and Asian documentary 
filmmakers and to give a field that cineastes and audience together 
celebrate the festival through the documentary.

VISION: PEACE, LIFE, COMMUNICATION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creates a 
documentary film festival field,
Peace: to look for the hope of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overcoming the tragedy of the division
Life: in the zone where the forbidden area is born again as a treasure 
trove of natural wildlife,
Communication: and to let all over the world people meet through the 
documentary films.

평화

생명 소통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매년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메인 포스터를 제작함으로써 영화제의 아이덴티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분단 현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단면을 예리하게 포착해 온 노순택 작가의 

작품을 메인 포스터 이미지로 선정했다. 

포스터에 사용된 작품 ‘백기완의 주먹’은 올 2월 타계한 사회운동가 백기완 

선생의 불끈 쥔 주먹을 담은 사진이다. 약자와 소수자가 있는 곳에서 함께 

투쟁하고 활동한 백기완 선생의 모습처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역시 

관객·영화인과 함께하며 다큐멘터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진실하게 비춰갈 

것을 다짐하는 포스터이다. 포스터 그래픽 디자인은 서울 패션위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더웍스’에서 진행했다.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continues its identity 
as a documentary film festival by introducing main posters using works 
of documentary photographers every year. NOH Suntag’s work, which 
acutely captures the different aspects of our society in the realities of a 
divided nation, was chosen as this year’s main poster image.
The image used in the poster, “Baek Gi-Wan’s Fist,” is a picture of 
Baek Gi-Wan’s tightly-clenched fists. He was a social activist who 
fought for minorities and the weak, passed away in February this year. 
The poster reflects his spirit and is a pledge by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to create an accurate picture of our society 
through documentaries with our audiences and filmmakers. Graphic 
design of the poster was created by ‘ThE WORX,’ a design studio 
that has years of experience in various projects across different fields 
related to culture and art under its belt, including Seoul Fashion Week.

Noh Suntag explores the ways in which Korean War, which ended a long time ago, still lives on in today’s Korean society. He looks intently 
the gap in the ‘power of division’ that oftentimes interprets things to its own advantage as it includes war and division in the fixed chapter of 
history. The power of division is a monster of present operating and malfunctioning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Taking all those oozing 
from that monster – Spit and Thick Blood, Madness and Silence, Benefit and Damage, Burst of Laughter and Cynical Smile, and Stop and Flow 
– in the form of image and words, he lets them slide by. With such disruption holding up that monster dreaming permanent state of exception, 
he tries to reveal politics of today. 

Mission & Vision Poster영화제 소개 포스터

노순택 작가는 오래 전 끝났을 것만 같은 한국전쟁이 오늘의 한반도에서 어떻게 살아 숨 쉬는지 탐색해 왔다. 전쟁과 분단을 경직된 역사의 장에 편입시킨 

채 시시때때로 아전인수식 해석잔치를 벌여온 ‘분단권력’의 빈틈을 째려보려는 것이다. 분단체제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작동하는 동시에 오작동해 왔다. 

분단은 자물쇠인 동시에 열쇠였다. 남북은 적이자 친구였으며, 서로의 극장이자 거울이기도 했다. 그의 작업은 분단이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어 있으며, 

사회와 개인의 삶을 왜곡시켜 왔음을 체감케 한다.

『분단의 향기』, 『얄읏한 공』, 『붉은 틀』, 『좋은 살인』, 『비상국가』, 『망각기계』 등의 국내외 개인전을 열었고, 같은 이름의 사진집을 펴냈다. 구본주예술상

(2016),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2014), 동강사진상(2012), 올해의 독일사진집 은상(2009)을 받았다. 

노순택 작가 | NOH Sun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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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 Identity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페스티벌 아이덴티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13회를 맞아 새로이 개발한 타이포그래픽을 활용해 로고를 리뉴얼했다.

다큐멘터리 장르 특유의 ‘현실적(Realistic)’이미지는 결국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삶 속에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다. 새로운 로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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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은 서울패션위크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더웍스’에서 진행했다.

The new logo, released as part of the 13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DMZ Docs), was created using typography specially 
designed for the festival. The realistic tone and manner given off by the documentary genre is ultimately based on various stories found in 
our everyday lives. The new logo started off as a simple quadrilateral shape but was recreated by combining other shapes. This was then all 
combined into an image that represents the DMZ Docs. The logo also expresses the DMZ Docs’ intention of going beyond the seriousness 
often imagined by many when it comes to documentaries, towards a wider range of audience through its relaxing but intuitive design. The work 
was created by ‘ThE WORX,’ a design studio that has years of experience in various projects across different fields related to culture and art 
under its belt, including Seoul Fashion Week.

LOGO TYPE

SYM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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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조직위원장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조직위원 (영화계)

김동원 다큐멘터리 감독

김옥영 다큐멘터리 감독

이광기 방송인, 배우

조직위원 (협력/유관기관)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권영기 고양상공회의소 회장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오창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이우종 경기아트센터 사장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지성규 하나은행 은행장

진모영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최만식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Chairman

LEE Jaemyeong Governor, Gyeonggi-do 

Vice Chairman

LEE Jaejun Mayor, Goyang City 

CHOI Jong-hwan Mayor, Paju City

Member (Film Industry)

KIM Dong-won Documentary Director

KIM Ockyeong Documentary Director

LEE Gwang-gi Broadcaster/Actor

Member (Partner Institutions / Related Organization)

KANG Heon Presiden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KWON Young-gi Chairman, Goyang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IM Jengi Director General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ureau, Gyeonggi-do

OH Changhee President, Goyang Industry Promotion Agency

LEE Woojong President, Gyeonggi Arts Center

JUNG Sangjin Festival Director,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JUNG Jaewal President, The Goyang Cultural Foundation 

JI Sungkyoo CEO, Hana Bank

JIN Moyoung Deputy Director,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CHOI Manshick Chairman,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of 
Gyeonggi-do Assembly

CHOI Chang-ui President, Happy Edu Forum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집행위원장

정상진 엣나인필름 대표이사

부집행위원장

진모영 다큐멘터리 감독

집행위원

허은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사무국장

장우일 경기도 콘텐츠정책과장

윤건상 고양시 전략산업과장

이귀순 파주시 문화예술과장

김선아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김지영 다큐멘터리 감독

문정현 다큐멘터리 감독

박병철 벨라시타 이사

변성찬 영화평론가

설경숙 다큐멘터리 감독

유운성 영화평론가

이승준 다큐멘터리 감독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조지훈 무주산골영화제 프로그래머

형건 EBS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Festival Director 

JUNG Sangjin CEO, ATNINE Film

Deputy Director

JIN Moyoung Documentary Director

Member

HUH Eunkwang Secretary General,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JANG Woo-il Director, Content Policy Division, Gyeonggi-do

YOON Geonsang Director, Strategy Industry Division, Goyang City

LEE Kwisoon Director, Culture and Arts Division, Paju City

KIM Sun-ah Documentary Producer

KIM Jiyoung Documentary Director

MUN Jeonghyun Documentary Director

PARK Byoungchul Director, Bella Citta

BYUN Sungchan Film Critic

SEOL Suan Documentary Director

YOO Unseong Film Critic

YI Seungjun Documentary Director

JEON Gyuchan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JO Jihoon Programmer, Muju Film Festival

Gunny HYOUNG Executive Director,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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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허은광

프로그래머 김영우    강진석

프로그램 전문위원 변성찬    유운성    김소혜

인더스트리 프로듀서 조영란

경영지원팀 박지영    김희선    심윤정    최우리

산업팀
김태림    김근영    김명주    이소연

이해찬    정재욱    최소망    하혜정

포스트코로나 

콘텐츠기획단
서용우    최여정    김진하    배강범

프로그램팀

조효진    김나영    김명우    문희상

신다혜    안아현    이성희    이승혜

장유진    정석영    차익선    최지은

최지현    최지호    한혜신

행사운영팀
김기정    강두혁    유재원    박지현

김성진    이은진    이현진    이하영

홍보마케팅팀
김명진    박병훈    강혜정    김한나

이유진    전소현

경기도청 콘텐츠정책과
팀장

주무관 한성희    주무관 김나윤

고양시청 방송영상팀
팀장 최경임

주무관 최가영

파주시청 문화산업팀
팀장 간은영

주무관 이채현

상영 진미디어
김종헌    김혜원    박종효    박찬진

손정예    유리       이지원    최수훈

자막번역 스튜디오210

강수지    김나영    김영혜    김은아

김지원    김진경    김하은    박결

서영지    송민정    여은선    여은정

임재훈    정원       정혜영    조미연

차샘이나              하성철    한송이    

황미현

Secretary General HUH Eunkwang

Programmer KIM Youngwoo    KANG Jinseok

Festival Adviser
BYUN Sungchan  YOO Unseong   

KIM Sohye

Head of Industry Ellie JO

Management Support 
Team

PARK Jiyoung    KIM Heesun    Mika SHIM

CHOI Woori   

Industry Team

KIM Taelim    KIM Keun-young    MJ KIM

LEE Soyeon    LEE Haechan    Jimmy JUNG

CHOI Somang    HA Hyejeong

Content Planning Task 
Force

SEO Yongwoo    CHOI Yeojeong    KIM Jinha

BAE Kangbom

Program Team

CHO Hyojin    KIM Na-young    KIM Myungwoo    

MOON Heesang    Navi SHIN    AHN Ah-hyun

LEE Seong-hee    LEE Seung-hye    JANG Yujin 

JUNG Seok-young    CHA Ikseon    CHOI Ji-eun         

CHOI Jihyun    CHOI Jiho    HAN Hyeshin

Event Planning Team

KIM Kijeong    KANG Duhyuk    Eloise YOO

PARK Jihyun    KIM Seongjin    LEE Eunjin

Blair LEE    LEE Hayoung

Public Relations & 
Marketing Team

KIM Myungjin    PAK Byeonghun    

KANG Hyejeong    KIM Hanna    LEE Yujin    

JEON Sohyeon

Gyeonggi Provincial 
Government / 
Contents Policy Division

Team Manager

HAN Seonghee   KIM Nayoon

Goyang City / 
Broadcasting and 
Media Team

Team Manager, CHOI Kyoung-im

CHOI Ga-young

Paju City / 
Culture Industry Team

Team Manager, KAN Eunyoung

LEE Chaehyun

Screening JINMEDIA

KIM Jongheon    KIM Hyewon    PARK Jonghyo

PARK Chanjin    SON Jeongye    YU Ri

Eve LEE    CHOI Soohoon

Subtitle/Translation 
STUDIO210

KANG Suji    KIM Nayoung    KIM Younghye

KIM Eun-ah    KIM Jiwon    KIM Jinkyung

KIM Haeun    PARK Kyeol    SEO Youngji

SONG Minjung    Rau YEO    Billie YEA

LIM Jaehoon    JEONG Won    Positive JUNG

CHO Miyeon    CHA Saemyina    Jake HA

HAN Songyi    HWANG Mihyun

Volunteers자원활동가

행사운영팀

강건해 오지연 송예준

김민하 이지섭 양윤석

김우영 이지수 정희진

도승현 장종원 조수진

박하연 정혜경 천지현

신지원 나리나

산업팀

김애린 김재희 최지승

김유진 김지원 홍예은

김윤서 문갑주

프로그램팀

권규린 서윤정 유채림

김예원 심현정 이서영

노을 오현정

박도훈 유나경

상영관/티켓

구나은 방지현 전유림

구명진 서보근 정지원

김은영 이성민 최송이

김찬은 이승규 홍민영

김채원 이연정

박예람 이하진

박지윤 임혜정

홍보마케팅팀

이한솔 김동영 이래희

이현영 이상제

온라인 기자단 

고지수 배은비 이연주

김혜인 심지수 이영민

남현수 안미진 이예지

맹진선 양현욱 이진석

박세현 유수빈 이채현

박유빈 이동주

박혜린 이선민

Event Team

KANG Geonhae Oh Jiyeon SONG Yejun

KIM Minha LEE Jiseob YANG Yoonseok

KIM Wooyeong LEE Jisu JUNG Heejin

DO Seunghyun JANG Jongwon JO Sujin

PARK Hayeon JEONG Hyegyeong CHUN Jihyun

SHIN Jiwon NA Rina

Industry Team

KIM Aerin KIM Jaehee CHOI Jiseung

KIM Yujin KIM Jiwon HONG Ye-eun

KIM Yunseo MUN Gapju

Program Team

KWON Gyurin SEO Yoonjung YOO Chaerim

KIM Yewon SHIM Hyunjung LEE Seoyoung

NO Eul OH Hyunjung

PARK Dohoon YU Nakyung

Theater/Ticket Management

GU Naeun BANG Jihyun JEON Yoorim

GU Myungjin SEO Bogeun JUNG Jiwon

KIM Eunyoung LEE Seongmin CHOI Songyi

KIM Chan-eun LEE Seungkyu HONG Minyoung

KIM Chaewon LEE Yeonjung

PARK Yeram LEE Hajin

PARK Jiwon LIM Hyejung

Pubilc Ralations&Marketing Team

LEE Hansol KIM Dongyoung LEE Raehee

LEE Hyunyoung LEE Sangje

Online Press

GO Jisu BAE Eunbee LEE Yeonjoo

KIM Hyein SIM Jisoo LEE Youngmin

NAM Hyunsoo AN Mijin LEE Yeji

MAENG Jinsun YANG Hyunwook LEE Jinseok

PARK Sehyun YU Subin LEE Chaehyun

PARK Yubin LEE Dongju

PARK Hyerin LEE Seon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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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상 Special Awards

무한상상

Infinite Imagination

Award

한국 장편 상영작(경쟁 및 비경쟁 부문) 중 한국의 

문화와 다문화 사회를 주제로 한 우수 작품에 

트로피와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prize of KRW 10,000,000 and a trophy 
will be given to a Korean feature documentary 
which deals with Korean culture, values and 

multi-cultural society.

한국 장편 상영작(경쟁 및 비경쟁 부문) 중 

미학적 실험 및 영상미가 돋보이는 작품에 

트로피와 상금 7,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prize of KRW 7,000,000 and a trophy 
will be given to a Korean feature documentary 

which displays aesthetic experiments and 
achievements on visual languages. 

청소년 섹션 상영작 중 무한한 창의력을 

보여준 작품 1편에 상장과 상금 1,000,000

원을 수여한다.

A cash prize of KRW 1,000,000 and 
a certificate will be given to a youth 
documentary that shows power of 

imagination.

아시아발전재단상

Asia Development

Foundation Award

아름다운 기러기상

Beautiful

New Docs Award

용감한 기러기상

Brave New Docs

Award

관객상

Audience

Award

자유연상

Young Perspective

Award

한국 장편 상영작(경쟁 및 비경쟁 부문) 중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날카로운 비판이 

돋보이는 작품에 트로피와 상금 7,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prize of KRW 7,000,000 and a 
trophy will be given to a Korean feature 
documentary which shows passionate 

engagements with social justice and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society.

장편 경쟁(국제경쟁·아시아경쟁·한국경쟁) 

상영작 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객들의 투표에 따라 최고 관객 평점을 받은 

작품에 트로피와 상금 5,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prize of KRW 5,000,000 and a trophy 
will be given to the highest scoring feature 

documentary in competition sections by the 
audience voting.

청소년 섹션 상영작 중 자유로운 시각을 

돋보이는 작품들(4~5편)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Prizes worthy of of KRW 1,000,000 in 
total and certificates will be given to 

youth documentaries that capture the 
spirits of youth generation.

신진감독상

(후원회상)

Emerging

Documentary

Filmmaker

Award

예술공헌상

Arts Contribution

Award

상상이상

Beyond Creativity

Award

한국 장편 상영작(경쟁 및 비경쟁 부문) 중 

신진감독(장편 2편 이내)의 우수 작품에 

트로피와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prize of KRW 10,000,000 and a 
trophy will be given to a Korean feature 
documentary that is a first or second 

feature by an emerging filmmaker.

한국 장편 상영작(경쟁 및 비경쟁 부문) 중 

영화적, 미학적, 기술적 성취를 보여준 한국

영화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아티스트에게 

트로피와 상금 5,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prize of KRW 5,000,000 and a 
trophy will be given to a Korean artist who 

participated in a Korean feature 
documentary and showed cinemato-graphic, 

aesthetic, or technical achieve-ments, 
inspiring fellow filmmakers. 

청소년 섹션 상영작 중 기대되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 1편에 상장과 상금 1,000,000

원을 수여한다.

A cash prize of KRW 1,000,000 and 
a certificate will be given to a youth 
documentary that shows power of 

imagination.

청소년 섹션 Youth Docs Showcase

Awards시상내역

한국경쟁 상영작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15,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prize of KRW 15,000,000 and a 
trophy will be given to the best film in 

the Korean Competition.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단편경쟁 상영작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prize of KRW 10,000,000 and a 
trophy will be given to the best film in 

the Shorts Competition.

단편경쟁 상영작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7,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prize of KRW 7,000,000 and a 
trophy will be given to the second best 

film in the Shorts Competition.

단편경쟁 Shorts Competition

흰기러기상

White Goose

Award

국제경쟁 상영작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20,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prize of KRW 20,000,000 and a 
trophy will be given to the best film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아시아의 시선상

Asian Perspective

Award

아시아경쟁 상영작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15,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prize of KRW 15,000,000 and a 
trophy will be given to the best film in 

the Asian Competition.

심사위원 특별상

Special Jury

Award

국제경쟁 상영작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prize of KRW 10,000,000 and a 
trophy will be given to the second best 
film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넥스트상

Next

Award

경기영화학교연합과의 협업에 의해 구성된 

학생심사단이 아시아경쟁 상영작 중 한 편의 작품을 

선정하여 트로피와 상금 3,000,000원을 수여한다.

A special award established in collaboration with 
Gyeonggi Film School Association. A cash prize 
of KRW 3,000,000 and a trophy will be given to a 

selected film by the students jury panel.

최우수

단편다큐멘터리상

Best Short

Documentary

Award

심사위원 특별상

Special Jury

Award 

최우수

한국다큐멘터리상

Best Korean

Documentary

Award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아시아경쟁 Asian Competition

Awards시상내역

Aw
ar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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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기  | RA Jegy
1999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문화부에서 주로 영화를 취재하고 영화에 대한 글을 써왔다. 엔터테인먼트팀

장과 문화부장, 신문국 에디터를 거쳐 영화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다. 칼럼 ‘라제기의 슛 & 숏’, 뉴스레터 

‘라제기의 영화로운’ 등을 쓰고 있다. 영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영국 서식스대학에서 영화학을 전

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질문하는 영화들』 등이 있다.

Ra Jegy is a film journalist since 1999. He built his career working as a cultural journalist, the 
Deputy manager of the cultural affairs team, the chief manager of the entertainment office and 
as the Editor-in-Chief in the Korea Times. He now writes columns and newsletters. He graduated 
from Sussex University with a MFA degree in Film Studies. He's also the writer of "Films that Pose 
Questions."

민병훈 | MIN Byung-hun 
러시아국립영화대학을 졸업했으며 1998년 <벌이 날다>, 2001년 <괜찮아, 울지마>, 2006년 <포도나무를 

베어라>로 토리노국제영화제 대상, 카를로비바리국제영화제 비평가상, 테살로니키국제영화제 은상 등

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하였다. <터치>(2013)로 다수의 수상 및 한국영상자료원 올해의 영화로 선정

되었다. <사랑이 이긴다>(2015)와 <펑정지에는 펑정지에다>는 다수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되었다.현재 

생명에 관한 장편 3부작인 <황제>(2018)와 <기적>(2020), <팬텀>(2021)을 완성하였으며, 제주도에서 휴먼 

다큐멘터리 <약속>을 촬영 중에 있다.

Min Byung-hun graduated from VGIK. With The Flight of the Bee (1998), Let’s Not Cry (2001), 
Pruning the Grapevine (2007), he won at Torino Film Festival, Karlovy Vary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ssalonik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ouch (2013) was chosen as the Movie 
of the Year by the Korean Film Archive and won many awards. He is now working on Promise 
which is a human documentary project based in Jeju Island, after completing the trilogy about 
life, The Emperor (2018), Miracle (2020), and Phantom (2021).

정혜윤 | JEONG Hye-yun 
CBS 라디오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다. 마술적 저널리즘을 꿈꾸며 라디오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오고 있

다. 2019년 <남겨진 이들의 선물>로 한국방송대상 작품상을, <자살율의 비밀>로 한국PD대상 라디오부

문 작품상을 수상했고, 2020년에는 <조선인 전범 75년 동안의 고독>으로 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했다. 

As a CBS radio producer, Jeong Hye-yun dreams of magical journalism and has been making 
radio documentaries. In 2019, she won the Best Show at the Korea Broadcasting Awards for 
The Gift of Those Left behind, the Best Show in the Radio Category at the Korea Producer 
Awards for Secrets of Suicide Rate, and in 2020, the Best Show at the Korea Broadcasting 
Awards for A Korean War Criminal’s 75 Years of Solitude. 

박문칠  | Emmanuel Moonchil PARK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2013년 사적 다큐멘터리 <마이 플레이스>를 시작으로 

<파란나비효과>(2017), <퀴어053>(2019), <보드랍게>(2020) 등의 작품을 연출했으며,  캐나다 핫독스(Hot 

Docs) 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작품을 상영한 바 있

다. 사회 속의 개인, 개인의 삶 속에 깃든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Emmanuel Moonchil Park is a documentary director. His features My Place (2013), Blue Butterfly 
Effect (2017), Queer053 (2019), Comfort (2020) played in Hot Docs in Canada, DMZ Docs, Jeonju 
IFF and more. He continues his career discussing the topics of the individual’s role in a society 
and vice versa.

이수정 | LEE Soojung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하고 80년대말 독립영화 운동을 하였으며, 90년대 이후 방송 다큐 연출, 

극영화 프로듀서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2년 첫 장편다큐 <깔깔깔 희망버스>를 시작으로 노동과 자본, 

예술의 관계를 살펴보는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를 꾸준히 연출, 제작하고 있다. <시 읽는 시간>(2016)

은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 초청을 비롯, 유럽, 남미, 중동의 영화제에 초청되어 호평을 받았으며 

<재춘언니>(2020)는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메세나상과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Lee Soojung graduated from KAFA. She participated in the Democratic Independent Film
Movement in the late 80s and continued her career as a TV and feature film producer in the 90s. 
Since her first documentary feature Jinsuk & Me (2012), she has directed and produced numerous 
independent films about the relationships of labor, money and art.
Sister J(2020) won Mecenat Award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Special Film 
Committee Award at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통케이위 | THONG Kay Wee 
통케이위는 싱가포르에서 주로 활동하는 영상 큐레이터다. 그는 현재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서

(SGIFF)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고있다. 그는 2014년부터 2021

년까지 아시아필름아카이브(Asian Film Archive, AFA) 에서 프로그램 파트너십 및 2019년에 신규 

런칭된 시네마테크 사업을 담당했다.  

Thong Kay Wee is a cultural worker and moving image curator based in Singapore. He is 
currently the Programme Director at the Singapor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GIFF), where he 
is responsible for the festival’s overall programming strategy. He was previously the Programmes 
and Outreach Officer at the Asian Film Archive (AFA) from 2014 to 2021, in charge of overseeing 
partnerships and AFA’s regular film programmes at its new dedicated cinematheque sinc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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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가람  | KANGYU Garam
<문화기획집단 영희야놀자> 결성을 함께하며, 여성국극을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왕자가 된 소녀들>의 

조연출, 배급 프로듀서로 활동했다. 한국 사회의 가족주의와 부동산 문제를 다룬 중편 다큐멘터리 <모

래>(2011)를 연출, 제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기지촌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과 공간의 변화를 다룬 장편 다큐멘터리 <이태원>(2016)으로 들꽃영화상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했으며, 박근혜정권 퇴진 정국에서 페미니스트의 목소리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국페미>(2017)

를 연출했다. 2019년 <우리는 매일매일>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한국경쟁부문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다. 

여성의 역사와 공간의 변화를 기록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Kangyu Garam was the assistant director and a distributor for the feature film documentary The 
Girl Princes (2012). The director won the 3rd DMZ Docs Award for her film My Father’s House 
(2011). She also won at Wildflower Film Awards Korea for her feature Itaewon (2016). Candle 
Wave Feminists (2017) follows feminist movement during the impeachment of the previous Kore-
an president Park Keunhye. In 2019, Us, Day by Day received an award in SIWFF. She is contin-
uing her work on transition of women’s space and history.

이란희 | LEE Ranhee
1996년부터 8년간 ‘극단 한강’에서 배우와 기획자로 활동했다. <어떤 시선>(2012), <낮술>(2008), <뇌절

개술>(2005) 등 다수의 영화에 출연했다. 단편영화 <파마>(2009), <결혼전야>(2014), <천막>(2016), 장편

영화 <휴가>(2020)를 연출했으며 <휴가>로 서울독립영화제(2021) 장편대상과 독불장군상 등을 수상했

다. 인천에서 ‘작업장-봄’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며 연극과 영화를 통해 이웃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다.

Lee Ranhee was an actress and a planner in the theatre company “Hangang” for eight years 
since 1996. She performed as an actress in If I were You 6 (2012), Daytime Dreaming (2008) and 
Geo-lobotomy (2005). She directed numerous shorts including A Perm (2009), A Night Before 
Wedding (2014) and A Tent (2016). Her feature film A Leave (2020) won the Grand Feature Award 
and Special Award in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2021. 

제인 진 카이젠 | Jane Jin KAISEN 
시각예술가이자 실험영화 감독으로 일하며, 덴마크왕립미술아카데미 미디어아트 대학의 교수로 일하

고 있다. 시각적으로 인상적이고 다층적이며, 표현적이고 시적인 페미니즘 성향의 작품들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제58회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별의 공동체>(2019) 설

치 작품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Jane Jin Kaisen is a visual artist, experimental filmmaker, and Professor at the School of Media 
Arts,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She is known for her visually striking, multilay-
ered, performative, poetic, and multi-voiced feminist works through which past and present are 
brought into relation. Kaisen represented Korea at the 58th Venice Biennale in 2019 with the film 
installation Community of Parting (2019).

김정인  | KIM Jung-in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예술사, 전문사 과정을 통해 다큐멘터리를 공부했다. 월드비전에

서 5년간 근무하며 공적개발원조(ODA) 및 국제개발관련 정책 및 캠페인 업무를 진행하기도 했다. 제작

한 작품으로는 <하늘연어>(2009), <내사랑 한옥마을>(2016), <학교가는 길>(2020) 등이 있다.

Kim Jung-in studied documentary in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programs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chool of Film, TV & Multimedia. He also worked on official develop-
ment assistance (ODA)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related projects at World Vision for five 
years.  He has produced films including Heavenly Salmon (2009), Dearest, Hanok Village (2016), 
and A Long Way to School (2020).

손경화 | SON Kyung-hwa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영상집단 반이다에서 활동했다. <개청춘>(2009,공동연출), <그 자식이 

대통령 되던 날>(2011), <의자가 되는 법>(2014)을 연출했으며, <자,이제 댄스타임>(2014)과 <우리는 

매일매일>(2021) 등을 촬영했다. 무너지지 않고 나아가는 힘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다.

From 2007 to 2012, Son Kyung-hwa took part in the women’s video production group “Vaneda.” 
She directed The Blossom of Youth? (2009, co-director), The Day that Bastard Became President 
(2011), How to Become a Chair (2014), and worked on Let’s Dance (2014) and Us, Day by Day 
(2021) as a cinematographer. She is working with an interest in power that keeps people going 
without breaking them into parts.

안소현 | AHN Sohyun 
부산 출생. <낮은 목소리 3- 숨결>(1999), <밀애>(2002), <발레교습소>(2004)에 스크립터로 참여했다. 영

화사 마케팅팀, 기획 연출팀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부터 국내 최초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

서 사무국 일을 하고 있다.

Born in Busan, Ahn Sohyun participated as a continuity supervisor for My Own Breathing (1999), 
Ardor (2002), and Flying Boys (2004). She also worked in the marketing and planning departments 
of film companies, and since 2015, she has been working for Indie Space, the first independent 
film theater in Korea.

Jury: 
Korean Competition 

Jury: 
Shorts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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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태  | KIM Hwantae
김환태는 다큐이야기 소속 감독으로, 반전•평화•소수자 인권 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총을 들

지 않는 사람들>(2003), <원폭 60년, 그리고...>(2005), <708호, 이등병의 편지>(2004), <핵마피아>(2016), 

<세월 오적(五賊)-망각과 기억2 中>(2017) 등을 제작해 왔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2- 금기에 도전>(2020) 으로 제12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최우수한국다큐

멘터리상을 수상했다.  

Kim Hwantae is a filmmaker working in a documentary group “Docu Story,” who has a steady 
interest in anti-war, peace, and minority human rights issues. He has made People Who Don’t 
Take Up Arms (2003), 60 Years of Atomic Bomb, And...(2006), Room 708, The Letter from a 
Private (2004), The Nuclear Mafia (2016), and Sewol oJeok (2017). He won the Best Korean 
Documentary Award at the 12th DMZ Docs for Men Who Won’t Pick Up Guns 2: Breaking a 
Taboo (2020).

문석 | MOON Seok
『중앙일보』 문화부를 거쳐, 영화 전문 주간지 『씨네 21』에서 약 15년간 취재 기자와 편집장을 지냈다. 

영화수입배급사 씨네룩스에서 크라우드 펀딩 사업인 ‘펀딩 21’을 관리했고 수입 작품을 선정했다. 2017

년에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산업 프로그래머를 담당했다. 지금은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

머로 일하고 있다.

Moon Seok spent 15 years as a film journalist at JoongAng Daily and an editor at film magazine 
Cine 21. He also managed “Funding 21” project at Cine Lux, a Korean distribution company. 
He served as the industry programmer at Bucheon Fantastic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7. 
Currently, he is one of the Programmers for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윤성은 | YOUN Sung-eun 
2010년 한양대 영화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듬해 영평상 신인평론상을 받으며 본격적인 평론활동을 

시작했다. 방송,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영화인과 관객을 만나왔으며 『영상의 이해』, 『이야

기, 트랜스포머가 되다』, 『세 도시 이야기』 등을 공동집필했다. 2020년에 ‘복층엔터테인먼트(주)’를 설립

해 콘텐츠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Youn Sung-eun is a film critic. She started working professionally after finishing the Film Studies 
Ph.D. program at Hanyang University in 2010 and winning the new Film Critic Award the fol-
lowing year. She has met filmmakers and audiences through various mediums, TV, newspapers 
and magazines. She co-wrote “Understanding Videos,” “Story, Be the Transformer,” and “Tale of 
Three Cities”. She started a new production studio BokCheung Entertainment in 2020.

안현준  | AHN Hyunjun
대학에서 영상학을 전공 후, 장편 다큐멘터리 <멀리 있는 그대와 가까이 있는 당신에게>(2017)를 연출했

다. 이후, <임신한 나무와 도깨비>(2019)의 촬영과 조연출로 참여하였다. 현재 촬영부로 활동하고 있다.

After studying visual arts at university, he directed the feature documentary Dear, My family 
(2017). He was also involved in filming and assistant directing of The Pregnant Tree and the 
Goblin (2019) and is currently working as a cinematographer at a film production site. 

홍다예 | HONG Da-ye
DMZ청소년다큐제작워크샵 3, 4기 수료생이며, <시발.>(2014)는 제7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청소

년경쟁에 초청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She completed the 3rd and 4th DMZ Youth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Her Start Point 
(2014) was invited to the youth competition section of the 7th DMZ Docs and won the grand 
prize.

Jury: 
Special Awards 

Jury: 
Youth Docs Show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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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 KIM Byeong-gyu
대학교 영화과에 재학 중이다.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KIM Byeong-gyu is a film student and a film critic.

김숙현 | KIM Sukyun

『프레시안무비』에서 영화기자로 일하며 영화 글을 썼고, 영화제 상영작들을 번역했다. 2011년부터 시네

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램팀에서 일하고 있다.

Kim Sukyun has written articles about films as a film reporter for Pressian Movie and has trans-
lated films for multiple film festivals. She has been working on the programming team at Cine-
matheque Seoul Art Cinema since 2011. 

나원정 | NA Wonjeong 
나원정은 영화 잡지 『스크린』, 『무비위크』, 『맥스무비 매거진』, 『매거진M』 기자를 거쳐 지금은 중앙일보 

영화 담당 기자로 일하고 있다. 팟캐스트 ‘듣똑라’ ‘배우 언니’, KBS 라디오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영화 

리뷰와 산업 기획 기사를 전한다. 영화제와 영화 행사 모더레이터로 관객과도 만나고 있다.

As a film journalist, Na Wonjeong built her career in movie magazines such as Screen, Moview-
eek, Maxmovie, Magazine M, and now works for Joongang Daily News. She is also on KBS radio 
and podcasts as a film reviewer, meets audience through film festivals and events.

남다은 | NAM Da-eun 
2004년 『씨네21』 영화평론상으로 데뷔했다. 현재 영화비평잡지 『매거진 필로』 편집장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 평론집 『감정과 욕망의 시간: 영화를 살다』(강 출판사)가 있다.

Nam Da-eun made her debut with her winning of Film Criticism Award by Cine 21 in 2004. She 
is the editor-in-chief at Magazine Filo. Her books include "The Time of Feelings and Desires" 
(Publisher: Gang).

박군제 | PARK Koonje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 후 영상을 만들어오고 있다. 작은 이야기와 소재를 바탕으로, 바래고 변형된 

기억의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노력 중이다. 최근작으로는 <건설 유니버스의 어떤 오

류>(2020)가 있다.

Park Koonje graduated from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nd continues to make films. 
His main interests lie on everyday stories expressed through the faded and distorted images of 
memory. His most recent work includes Some Errors of the Construction-universe (2020). 

배주연 | BAE Juyeon 
서강대학교 트랜스내셔널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 시네미디어 기억연구

자. 동아시아영화에서의 젠더, 제노사이드, 디아스포라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Research professor at the Critical Global Studies of Sogang University; Committee member of 
the Seoul Women’s Film Festival; Memory studies scholar in films and media. Her research inter-
ests include gender, genocide and diaspora in East Asian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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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현 | MOON Chang-hyeon 
2011년 부산에서 다큐멘터리 창작공동체 오지필름을 만들었다. 영화활동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

하고 있으며, 주요 연출작으로 20대 후반, 흔들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나와 나의 거리>, 영주댐으

로 수몰되는 할머니 집을 기록한 <기프실>이 있다. <구미의 딸들>, <#with you>를 연출중이며, 다큐멘터

리제작 외에도 상영기획,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She created Ozifilm, a documentary activist community in Busan in 2011, and is working as a 
film activist. In her late twenties, she directed Between Me and I (2013), which tells her own story 
as a documentarist who is confused in her social reality, and Gipeusil (2018), which documents 
her grandmother’s house submerged in Yeongju Dam. She is currently producing Daughters of 
Gumi and #with you, and she is also engaged in various other activities such as organizing film 
screenings and media education. 

송아름 | SONG Arum 
영화평론가, 영화사 연구자. 2014년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신인평론상을 받으며 등단, 다양한 지면에 평

론을 기고하였고 현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시네마 크리티크의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문과에

서 극을 전공하며 2019년 1970년대의 한국영화 검열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학에서 연극·영

화와 관련한 강의를 진행 중이다. 

Song Arum is a film critic and a film researcher. She debuted as a winner of the New Film Critic 
Awards sponsored by Korea Film Critic Association in 2014. She now writes for Le Mond Diplo-
matique. She graduated with a Ph.D. in Korean literature; now teaches film and theater in several 
univers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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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션 노트

가족을 그린 다큐멘터리를 만들고자 결심하고 작은 카메라를 손에 든 것이 1995년. 데뷔작인

<디어 평양>(2005)을 발표한 다음, 작품에 대한 사과문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 입국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굿바이, 평양>(2009)을 발표한 해에는 평양에서 

큰오빠가 죽고 오사카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와 형제의 성묘도 하지 못한 채, 첫 번째 

극영화 <가족의 나라>(2012)에 도전했다. '북'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우려하면서 창작 활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루하루란, 만약 '북'에 있는 가족이 처벌을 받는다면? 이라는 

자문자답의 반복이었다. 실재하는 인물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및 논픽션이 내포하는 폭력성에 

대한 자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26년 동안 정신적으로 타격이 컸다.

이제 다시 다큐멘터리를 찍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무렵, 어머니가 지금까지 

접하지 못한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일본에 있는 유일한 가족으로서 노모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릴 것 같았던 나는 어머니의 말을 기록한다는 명목 아래 친정으로 향했다. 

가치관도 성격도 정반대라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어머니를 인터뷰어로서 접했다. 어머니의 

기억은 한국의 역사에 직결되어 있었고, 그녀가 18살 때 경험한 ‘제주 4.3’이라는 비극을 발굴해 

내기에 이르렀다. 개인의 기억과 거대한 역사를 오가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분단되기 전에 태어난 

‘남쪽’이 고향이면서도 ‘북쪽’을 조국으로 선택하여 충성을 맹세한 부모님의 배경을 현미경으로 

응시하는 시간이었다.

1948년부터 일어난 ‘제주 4.3’에 대한 나의 지식은 막연한 것이었다. 제주도 태생인 아버지가 

일본으로 건너간 해가 1942년이었고 어머니는 일본에서 태어났으므로, 먼 친척이나 아버지 

소꿉친구 중에 희생자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도였다. 설마 18세의 어머니가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었을 줄은….

기억을 죽이고 살아온 어머니는 마음속 깊이 묻어둔 악몽을 불러일으키면서 때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뻔뻔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첫사랑에 대해서는 수줍어하면서도 그리워했다. 3명의 

아들을 북한에 보낸 일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하는가 하면, “그럼 뒷일은 부탁할게”라고 하듯이 

알츠하이머를 앓으면서 기억을 잃어갔다. 나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맡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데뷔작인 <디어 평양>의 마지막 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본작에서는 처음으로 내 가족과 ‘남쪽’

과의 관계를 그렸다. <수프와 이데올로기>라는 제목은 사상이나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같이 밥을 

먹자, 서로 죽이지 말고 함께 살자는 마음을 담았다. 고작 한 편의 영화가 전할 수 있는 이야기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한 편의 영화가 세상에 대한 이해와 사람 사이의 화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다. 내 작품이 많은 사람에게 긍정적인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다큐멘터리 3부작이 완성되었다.

2021년 8월, 양영희

Soup 
and Ideology

수프와 이데올로기

Japan, South Korea | 2021 | 118min | DCP | Color | WP | Ⓖ

STAFF

WORLD SALES

PRODUCER ARAI Kaoru
CINEMATOGRAPHER KATO Takanobu
EDITOR Baekho JJ
MUSIC CHO Young-wuk

Yeni IN
inyenis@gmail.com

양영희

YANG Yong-hi

가족의 나라 Our Homeland (2012)
굿바이, 평양 Sona, the Other Myself (2009)
디어 평양 Dear Pyongyang (2005)

Production Note

In 1995, I decided to make a documentary about my family and took a small camera out. After 
releasing my debut work Dear Pyongyang (2005), I was denied permission to enter North Ko-
rea and unable to see my family because I did not write an apology regarding the film. In the 
year Goodbye, Pyongyang (2009) was released, my eldest brother died in Pyongyang and my 
father died in Osaka. Without even visiting my father’s and brother’s graves, I tried to make 
my first feature film, Our Homeland (2012). Every day I struggled not to give up my creative 
activities while concerned about the safety of my family in “North,” and I just repeated myself 
answering to the question of what to do if the family in “North” is punished. With a serious 
awareness that documentaries and non-fiction dealing with real people can potentially in-
volve violence, I have suffered a great deal of psychological damage over the past 26 years.

Around the time I began to think that I would never make a documentary again, my mother 
started talking about an experience I had never seen before. As my mother’s only family in 
Japan, I felt overwhelmed by my responsibilities towards her, so I headed to her home under 
the pretext of recording her mother’s words. As an interviewer, I met my mother, whom I 
had always quarreled with because I was the exact opposite of her in terms of values and 
personality. Her mother’s memories were directly linked to Korean history, leading to digging 
up a tragedy called “Jeju Uprising” that she experienced when she was 18. In the process of 
traversing personal memories and huge history, I was able to observe in detail the situations 
of my parents who were born in “The South” befor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who chose “North Korea” as their homeland and swore allegiance to it. 

I only vaguely knew about “Jeju Uprising,” which started in 1948. My father, who was born 
in Jeju Island, moved to Japan in 1942 and my mother was born in Japan, so I thought that 
there might be victims among their distant relatives or father’s childhood friends. But I had no 
idea that my mother, who was then 18, was in the midst of the chaos.

My mother, who had lived with suppressed memories, evoked a nightmare deep in her heart, 
sometimes suffering because of them and sometimes brazenly telling the story. She talked 
shyly about her first love and missed him, and she plainly explains the sending of her three 
sons to North Korea. And then as if saying, “I will leave the rest up to you,” she suffered from 
Alzheimer’s and gradually lost her memory. It occurred to me that I had taken on my mother’s 
story, not “heard” it. 

This documentary, which can be said to be the last part of my debut Dear Pyongyang, deals 
with my family and my relationship with the “South” Korea for the first time. The title of Soup 
and Ideology contains the message “Even if we have different ideas and values, let’s eat 
together, don’t kill each other, let’s live together”. Just one film will not be able to convey 
great things. However, I want to believe that a single film will lead to an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reconciliation between people. I hope that my work will work as a catalyst for 
positive change for many people. Unbeknownst to me, my family documentary trilogy was 
completed.

August, 2021, Yang Yong-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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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S.Leo CHIANG, Richard LIANG
CINEMATOGRAPHER XUE Ming, FAN Jian
EDITOR Isabella ZANG, Matthieu LACLAU
SOUND Isabella ZANG, LI Danfeng

FIRST 2021
DMZ Industry 2019

CAT & Docs
Maëlle GUENEGUES
maelle@catndocs.com

판지안 

FAN Jian

Still Tomorrow (2016)
Wu Tu: My Land (2015)
The Next Life (2011)

The great earthquake that occurred in Sichuan, China, on May 12, 2008, is still remembered as 
a national trauma. Instead of a destroyed city, the camera angle heads to two families that the 
disaster left damages. Both homes lost their only child in the earthquake, and after the disaster, 
they welcome their new child in different ways. Zhu and Ye have a son through IVF to fill the void 
of their 8-year-old daughter. But Zhu, who desperately wanted a daughter, is not very happy with 
his son, Chuanchuan, and Ye also forces her son to remember his deceased sister, whom he 
has never seen before. The couple may have expected Chuanchuan’s role as a substitute for the 
perfect re-creation of their lost daughter. Yeowu and Gao’s situation is a little different. They bring 
back their daughter, Ranran, who was classified as an "unauthorized childbirth" due to China’s 
"One-child policy" and was inevitably sent to another family to avoid a hefty fine. As Ranran is "re-
adopted" by her biological parents, she has to face unfamiliar people and space again. Although 
13 years have passed, the "aftershock of people's minds" continues. The violence of the remnant, 
who cannot forget the deceased, is directed towards innocent newcomers. The film raises a 
fundamental skepticism about the widespread belief that the passage of time is the best medicine. 
It also makes us think that this tragedy could be a predicted incident created by both the sudden 
disaster and the country that forced birth control. (Park Dongchan)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지금도 여전히 국가적 트라우마로 상기되고 

있다. 카메라 앵글은 파괴된 도시 대신 재난이 할퀴고 간, 파괴된 두 가정을 향한다. 그들은 모두 

지진에서 유일한 아이를 잃었고, 재난 후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아이를 맞이한다. 쭈와 

예 부부는 8살 딸아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험관 시술로 아들을 얻는다. 하지만 딸을 간절히 

원했던 아버지 쭈는 아들 촨촨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어머니 예 역시 촨촨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미 세상을 떠나간 누나를 기억하도록 강요한다. 부부는 어쩌면 떠난 딸아이를 완벽히 재현해줄 

대체재로서의 촨촨의 역할을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여우와 가오 부부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이들은 출산 없이 기존에 있던 여자아이 란란을 데리고 온다. 중국의 ‘계획출산’, 1가구 1자녀 

정책 때문에 ‘초과 출산’에 해당했던 란란은 고액의 벌금을 피하고자 부득이하게 다른 가정으로 

보내졌다. 그런 란란이 친부모에 의해 ‘재입양’되면서 다시 낯선 사람과 공간을 마주한다. 1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인심(人心)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떠난 자를 잊지 못하는, 남은 자의 폭력은 

애꿎은 새로이 온 자를 향하고 만다. 영화는 ‘시간의 흐름이 곧 양약(良藥)’이라는 세간의 통념에 

대해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비극은 산아 제한을 밀어붙인 국가와 불시에 

닥친 재난의 결합이 빚어낸 예견된 일이 아닐까 하는 데까지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간다. (박동찬)

China｜2021｜104min｜DCP｜Color/B&W｜IP｜Ⓖ

International 
Competition

International Competition introduces various trends in 
documentary and new films from around the world, including 
Asia and Korea. Selected titles in the section echoes the 
values DMZ Docs promotes—peace, communication, and 
life. The White Goose Award (KRW 20,000,000) and the 
Special Jury Award (KRW 10,000,000) will be given to each 
of the best film and the second-best film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세계 각국의 다양한 다큐멘터리의 경향과 신작들을 소개하는 섹션. 한국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만들어진 평화, 소통, 생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작품을 선정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흰기러기상(상금 20,000,000원)과 심사위원 특별상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국제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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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Geneviève DE BAUW
CINEMATOGRAPHER Vincent PINCKAERS
EDITOR Simon ARAZI
SOUND Laszlo UMBREIT

빈센트 미슨 

Vincent MEESSEN

Ultramarine (2018)
One.Two.Three (2015)
Clinamen Cinema (2013)
Vita Nova (2009)

What approach should a documentary take toward an object left absent? Among the competition 
of invisible traces, vague memories and words, and conflicting images, what can guarantee the 
authenticity of a documentary to represent the physical reality? In Just a Movement, Vincent 
Meesen’s camera tracks the life and death of Omar Blondin Diop, a Senegalese Marxist 
revolutionary and anti-colonial writer, who died at the age of 27. Diop, once appeared in a small 
role in Jean-Luc Godard’s The Chinese Woman, was expelled from France for taking part in 
protests in March 1968, and died in a prison in Dakar, Senegal. The film is divided into a multi-
layered structure, listening to the testimony of his surviving colleagues and family, intersecting 
footage images taken in the past with those of the locations in the present, and presenting a 
mosaic of images of a crowd dancing or watching a movie. Its amorphous form, repeatedly varied, 
emphasizes that there is no objective and universal form that encompasses the complex network 
of relationships engraved on a person’s life-long trajectory. It can be said that it is closer to the 
result of the camera accepting the inevitable contradictions in politics and cinema as they are, 
rather than the result of aesthetic choices that simply blur the boundaries of style. Like Citizen Kane 
by Orson Welles, the documentary by Vincent Meesen also examines the political power of cinema 
from the position of a failed detective who are exploring the absence. (Kim Byeong-gyu)

부재로 남겨진 대상에 접근할 때 다큐멘터리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 비가시적 흔적, 

불투명한 기억과 진술, 서로 다른 이미지의 충돌이 경합하는 가운데 물리적 현실을 비추는 

다큐멘터리의 진실성은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 <저스트 어 무브먼트>에서 빈센트 미센의 

카메라는 27살의 나이로 사망한 세네갈의 혁명가이자 작가 오마르 디오프의 궤적을 뒤따른다. 

고다르의 <중국 여인>에 작은 역할로 출연한 바 있는 그는 68년 3월 시위에 연루된 뒤 프랑스에서 

추방되어 세네갈 다카르의 감옥에서 죽음을 맞았다. 영화는 그의 생애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여러 

겹의 형식으로 분화하는데, 살아남은 그의 동료와 가족의 증언을 듣고, 과거에 촬영된 푸티지 

이미지와 현재의 장소를 교차시키며, 영화를 보거나 춤을 추는 군중들을 모자이크하는 식이다. 

거듭해서 변모하는 무정형의 형식은 한 인물의 궤적에 새겨진 복잡한 관계망을 관통하는 공통된 

객관으로서의 형식이 존재하지 않음을 역설한다. 이는 정치와 영화에 감도는 필연적인 모순을 

카메라가 그대로 수용한 결과일 것이다. <시민 케인>이 그러하듯, 미센의 다큐멘터리 역시 부재를 

탐사하는 데 실패한 탐정의 자리에서 영화의 정치적 역량을 가늠한다. (김병규)

FESTIVAL/AWARD FESTIVAL/AWARD

WORLD SALES

DMZ Industry 2020, 2019 Berlinale 2021
CPH:DOX 2021
Sheffield DocFest 2021
Hot Docs 2021

M-Line Distribution
Jin PARK
sales@mline-distribution.com

이일하 

LEE Ilha The boy, who wanted to become a ballerina instead of a ballerino, became a drag queen artist 
with 20 years of experience and now performs his own ballet. This is because he was invited to a 
performance to mark the 50th anniversary of the Stonewall inn riots at New York’s historic theater 
where famous actors such as Robert De Niro and Al Pacino worked. John Cameron Mitchell of 
Hedwig and The Angry Inch, who visited Korea for a performance, was fascinated by More’s show 
and even promised to meet him in New York. “More” Mo Jimin, the star of the drag show club 
“Trans” in Itaewon, Korea. The documentary I am More begins with an image on the backstage of 
him, who calls himself a “hairy fish”. On his way to work in the evening, his expressionless face in 
heavy stage makeup is revealed under the lights of the subway. The man with peacock feather-like 
eyebrows in the gray basement of Seoul. It seems as if he is a being who was forced to settle by 
crash landing on this earth from space. Having overcome his dark days of swallowing sleeping pills 
by counting them, he created his own beauty. In his lip sync music video scenes disposed between 
his everyday scenes, this documentary looks like a great performance More demonstrates his 
presence in the world. On the streets of Seoul and New York, in the snowy forests, and on the tiller 
his father drives, sometimes like a gorgeous queen, sometimes without her make-up on, More 
becomes an art by his very existence. Director Lee Ilha, who has seen through the attraction of 
human beings in a rough life, and his point of view stands out. (Na Wonjeong)

발레리노가 아니라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던 소년은 20여 년 차 드랙퀸 아티스트가 되어 자기만의 

발레 무대를 펼친다. 로버트 드 니로, 알 파치노 등 명배우가 거쳐 간 뉴욕 유서 깊은 극장의 

스톤월 항쟁 50주년 기념 공연에 초청되면서다. 공연차 한국을 방문한 ‘헤드윅’의 존 카메론 

미첼은 모어의 쇼에 반해 뉴욕에서 만나자는 약속까지 한다. 이태원 드랙쇼 클럽 ‘트랜스’의 

스타 ‘모어’ 모지민. 다큐멘터리 <모어>는 자신을 ‘털 난 물고기(毛魚‧모어)’라 부르는 그의 무대 

뒤 모습으로 문을 연다. 저녁 출근길, 지하철 형광등 아래 짙은 무대 분장의 무표정한 얼굴이 

드러난다. 서울의 잿빛 지하에서 공작새 깃털 같은 눈썹을 붙인 그는 마치 우주에서 이 땅에 

불시착해 어쩔 수 없이 적응한 존재 같다. 한때 수면제 알을 세며 삼킨 어두운 날들에 지지 않고 

그는 자기만의 아름다움을 자아냈다. 일상 장면 사이사이를 메우는 그의 립싱크 뮤직비디오 

장면에선 이 작품이 모어가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선언하는 거대한 퍼포먼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서울과 뉴욕 거리, 눈 쌓인 숲, 아버지가 끄는 경운기 위에서 화려한 여왕처럼, 때론 

맨얼굴로 자신을 표현하는 모어는 존재 자체로 예술이 된다. 투박한 삶의 현장에서 인간 본연의 

매혹을 꿰뚫어 봐온 이일하 감독의 시선이 돋보인다. (나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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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gium, France｜2021｜110min｜DCP｜Color｜AP｜ⒼSouth Korea｜2021｜90min｜DCP｜Color/B&W｜WP｜⑮

CBA
François RAPAILLE
zoe.brichau@insas.be 

Just a MovementI am More
저스트 어 무브먼트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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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기온 영하 5.3도, 겨울의 한복판에는 영하 50도까지도 내려가는 네이멍구자치구 건허

(根河)시. 그 혹독한 추위 때문에 ‘중국냉극’(中國冷極)이라 불리는 고장이다. 영화는 건허시 

아마추어 체육학교에서 마라톤 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의 성장기를 다룬다. 1년 365일 중 360일을 

달리는, 달려야만 하는 그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것은 운동에 대한 애착만이 아니다. 직업체육인이 

아닌 중고등학생인 그들이 쉬지 않고 달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른바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에 예체능 특기생 신분으로 응시하기 위해서다. 특기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중국의 가오카오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농촌 출신이 도회지로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인식되고 있다. 체육 코치는 더 많은 제자가 시골 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한다. 제자들 또한 타향에서 농민공(農民工)으로 살아가는 부모세대의 삶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목표대학을 설정하고 가혹한 훈련을 감내한다. 그들의 부모 역시 모든 

희망을 자녀에게 기탁한 채 도시에서 만들어내는 영세한 수입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영화는 그런 

세 주체의 욕망이 미묘하게 뒤섞이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욕망은 때로는 하나가 

되어 소소한 성취로 감동을 전해준다. (박동찬)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Diogo PEREIRA
CINEMATOGRAPHER Diogo PEREIRA
EDITOR Diogo PEREIRA
MUSIC Diogo PEREIRA 
SOUND Diogo PEREIRA

Doclisboa 2020

Diogo PEREIRA
diogo_filipe_pereira@hotmail.com

디오고 페레이라 

Diogo PEREIRA

Espadim (2017)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ZHANG Chong, LI li
CINEMATOGRAPHER ZHU Mai, SUN Geting
EDITOR HAN Xiaoling
SOUND CHEN Chen

TDF 2021

Fortissimo Films
Jane YAO
Jane@fortissimofilms.com

쑨거팅 

SUN Geting

The Forbidden City 100 (2012) Genhe City, Inner Mongolia, has an average annual temperature of minus 5.3 degrees Celsius, and 
it goes down to minus 50 degrees Celsius in winter. Because of the harsh weather, the place is 
called the Chinese Cold Pole. The film depicts the story of teenagers who are training for marathons 
at the GenHe City Amateur Sports School. Their passion for exercise is not the only thing that 
sustains the daily life of running 360 days out of 365 days a year. The reason why they run non-stop 
a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not vocational sportsmen, is apparent. It is to take the so-
called GaoKao, the university entrance exam in China, as an exceptional talent in arts and sports. 
The students with special skills in sports are allowed to enter good universities with relatively lower 
scores than regular students. This system is recognized as the only remaining ladder of social 
class elevation, where the poor can change their fates, and the rural people can advance into the 
city. The coach says he wants to help more students get out of their poor countryside hometowns. 
The students also endure harsh training in hopes of not repeating the life of their parents, who 
live as rural migrants in cities far away from home. Their parents, too, lay all their hopes to their 
children and enthusiastically invest all the small incomes they make in the city. The film shows how 
the desires of these three parties are subtly mixed and conflicted. And sometimes those desires 
become one and convey deep emotions coming from small achievements. (Park Dongchan)

A couple from Cape Verde, Poeta and Belinha, have long lived in the outskirts of Lisbon, in the 
Barruncho area of Odivelas. The house they currently live in is scheduled to be demolished, and its 
surroundings have already been demolished and are full of rubble and garbage. The foundations of 
their lives and their communities themselves are in danger of dismantlement. Their attitude to the 
life, however, seems to have nothing to do with anxiety or despair about their future. They live the 
here and now life, slowly cleaning here and there with an uncomfortable body, caring for chickens, 
goats, and dogs, and retrieving recyclables from the rubble of neighboring houses. 
They miss their hometown but remain faithful to their daily life here. Neither do they know how long 
their "life in common" will last. However, it seems that they are the only owners of these spaces, 
although it is their lives that are threatened. Their lives and existence take root here surprisingly, 
with their labor and efforts that they indifferently repeat every day and their care for pets. We can 
feel the weight of invisible time in all the spaces in the film. This film overwhelms the audiences in 
big cities who are accustomed to the crazy sense of speed, making them rethink the tempo and 
attitude of life. (Kim Suk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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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ugal, Bosnia and Herzegovina｜2020｜76min｜DCP｜Color｜IP｜ⒼChina｜2021｜90min｜DCP｜Color｜AP｜Ⓖ

Life in CommonKeep Running 
공동의 삶달려라 소년

카보베르데 출신인 포에타와 벨리냐 커플은 리스본의 외곽, 오디벨라스의 바룬초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이제 철거가 예정돼 있고, 주변은 이미 철거가 

진행되어 잔해와 쓰레기들로 가득하다. 삶의 기반이, 공동체 자체가 해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태도는 미래의 불안이나 절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거동 불편한 몸으로 

느릿하게 걸으며 이곳저곳을 쓸고 닦고, 닭과 염소와 개들을 돌보고, 이웃의 잔해더미에서 

재활용할 만한 것들을 건져올리며 바로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간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지금 이곳의 일상에 충실한 그들의 ‘공동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위협받는 건 분명 그들의 삶인데도, 이 공간들은 자신의 유일한 주인은 

그들이라고 굳건하게 외치는 것 같다. 무심하게 반복하는 일상의 노동과 노력들이, 반려동물들을 

돌보는 손길이, 가늠할 수 없는 깊이까지 그들의 삶과 존재의 뿌리를 내린 듯하다. 보이지 않는 

시간의 무게가 온 공간에서 느껴진다. 그렇게 미친 속도에 길들여진 대도시의 관객들을 압도하며 

삶의 속도와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김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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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마샬 맥루한이 ‘지구촌’이라는 말을 통해 예언한 것처럼, 인터넷과 미디어, 다양한 

화상기술의 발달은 고향을 떠난 이주민들에게 고향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 독일에 

사는 감독의 부모 역시 베트남 가족들과 30여 년의 시간 동안 비디오 영상, 스카이프, 다양한 화상 

채팅 앱을 이용해 활발하게 연락을 이어간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들의 외부 활동은 모두가 퇴근한 

뒤, 혹은 아무도 출근하기 전 텅 빈 사무실을 청소하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이들에게 온라인은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통로처럼 보인다. 이들은 고향의 집이 태풍으로 무너지자 화상 앱을 통해 

복구 작업을 하나하나 지시하고, 가족의 장례식을 독일의 아파트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기도 

하지만, 스크린 너머의 공간은 경제적 이유로 이들에게 허락되지 않는다. 그 마저도 불안정한 

네트워크로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언젠가 베트남으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감독의 아버지는 

독일에서의 삶에 대해 외로움을 호소하지만, 어머니는 독일어를 배우며 독일 사회에 정착할 

준비를 해 나간다. 영화는 이들을 통해 오늘날 현실에서의 ‘이주’와 네트워크상의 ‘정주’ 속에서 

소속감과 고향의 의미를 질문한다. 그리고 팬데믹 시기, 비대면이 일상화된 우리에게 이들이 

느끼는 고립과 고독의 감각은 또 다른 의미를 시사한다. (배주연)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Joslyn BARNES
CINEMATOGRAPHER Henrik IPSEN
EDITOR Jeppe BØDSKOV
MUSIC Jonas COLSTRUP
SOUND Matias FROYSTAD

Sundance 2021
CPH:DOX 2021
TDF 2021
DOK.fest Munich 2021

Cinephil
Shoshi KORMAN
shoshi@cinephil.com

카밀라 닐손 

Camilla NIELSSON

Democrats (2014)
We Will Be Strong in Our Weakness (2011)
Cities on Speed: Mumbai Disconnected (2009)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Leopold PAPE
CINEMATOGRAPHER Tim ELLRICH
EDITOR Tobias WILHELMER
SOUND Marco SCHNEBEL, Volker ARMBRUSTER

Hot Docs 2021
DOK.fest Munich 2021

Filmakademie Baden-Württemberg
Leopold PAPE
leopold.pape@filmakademie.de

히안 마이 Hien MAI    
팀 엘리치 Tim ELLRICH

The Quiet Zone (2019)
Sara the Dancer (2017)
Two Windows (2016)
Die Badewanne (2016)

As Marshall McLuhan predicted in 1988 with the expression “global village,”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media and various imaging technologies has played a role in reducing the sense of 
distance from their hometown for migrants who have left their hometown. The director’s parents, 
who live in Germany, have also been in touch with their family in Vietnam for over 30 years, using 
video footage, Skype, and various other video chat apps. However, their activities in the real world 
are all about cleaning an empty office after everyone leaves or before everyone goes to work. 
Therefore, for them, the online seems to be the only connection with the real world. When their 
home in their hometown is destroyed by a typhoon, they direct the restoration work through a video 
app, and they watch a relative’s funeral in real-time from their apartment in Germany. However, 
the space beyond the screen is not allowed for them for economic reasons. Also, even such an 
online system is sometimes not easy for them due to an unstable network. The director’s father, 
who dreams of returning to Vietnam someday, complains about the loneliness of life in Germany, 
while his mother learns German and prepares to settle down in German society. Through these 
situations, the film questions the meaning of belonging and hometown in relation to “migration” in 
the real world and “settlement” in the network. And for us who have come to accept non-face-to-
face as a normal thing during the pandemic, their isolation and solitude suggest another meaning. 
(Bae Juyeon)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ahead in 2018, the people of Zimbabwe have great expectations 
and hopes unlike the past 37 years. For a long time, the presidential election for them was a 
formality that never led to any change, accompanied by fear that brought death. But this time, 
people are overtaken by the hope that something can and should be changed. In 2017, President 
Robert Mugabe was overthrown, after 37 years of undermining the country's democracy and 
people's lives. Then people sought to find their future under the young politician Nelson Chamisa, 
Mugabe's opponent. But Mugabe’s succeeding candidate Emmerson Mnangagwa continues to 
counterattack in his own way, and the election date is getting closer. President rhythmically depicts 
the 2018 Zimbabwe presidential election by following the Chamisa camp. When the camera stops 
at people's face for a moment, the audience can follow or interpret their emotions and understand 
their situation, where they go back and forth between despair and joy. The close-ups of the faces 
and their attitude will remind the Korean audience of the years 1987 and 2017. (Song Arum)

201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짐바브웨 국민들은 지난 37년과는 다르게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있다. 오랫동안 그들에게 대통령 선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형식적인 것이자 죽음까지 

불러들인 공포와 맞닿아 있었지만, 적어도 이번에는 무엇인가가 바뀔 수 있을 것이며 바뀌어야 

한다는 열망이 국민들 사이를 넘실댄다. 2017년, 37년의 장기 집권으로 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국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린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축출되었고, 국민들은 무가베 대통령과 

대립해 온 젊은 정치인 넬슨 카미사에게서 자신들의 미래를 찾고자 했다. 그러나 무가베를 잇는 

상대 후보 에머슨 음낭가과는 ‘나름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반격을 가하고 대선 날짜는 점점 

다가온다. 

<프레지던트>는 카미사 진영을 따라가며 2018년 짐바브웨의 대선 풍경을 리드미컬하게 그려낸다. 

잠시 카메라가 호흡을 고르며 누군가의 얼굴에 멈추었을 때 관객들은 인물들의 얼굴에 떠오른 

감정을 따라가며 혹은 해석하며 절망과 희열을 오가는 그곳의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프레지던트>가 클로즈업으로 잡아낸 얼굴들과 그들의 태도는 1987년과 2017년을 지나온 한국 

관객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것이다. (송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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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mark, US, Norway, Zimbabwe｜2021｜116min｜DCP｜Color｜AP | ⒼGermany, Austria｜2020｜70min｜DCP｜Color｜AP｜Ⓖ

My Vietnam
마이 베트남

President
프레지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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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팔라 시스템은 중동 국가들이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고수해온 제도다. 이 제도는 

고용인에게 권력을 일임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자유는 물론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해온 중동의 

치부다. 이 영화는 레바논의 카팔라 시스템하에서 노예와 다름없는 삶을 견디는 입주 가사 

도우미들의 현실을 응시한다. 상류층 가정의 가장 작고 창문도 없는 방이 그들이 몸을 누일 

유일한 장소다.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에서 가난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건너온 여성들은 집안의 

온갖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고 아이까지 돌보지만, 고용인의 학대와 착취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다. 영화는 열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그들의 노동과 그 노동을 향유하는 고용인의 무심한 

일상적 풍경을 찍으며 한 공간 속, 완전히 다른 계급 현실의 민낯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이 여성들 

각각의 목소리를 담으며 그들을 그저 ‘가사 도우미’ 집단으로서가 아니라, 개별 서사를 지닌 

노동자로서 바라본다. 침착하고 꼼꼼한 시선으로 카팔라 시스템의 위선과 폭력, 불합리한 노동에 

병든 여성 노동자들의 얼굴과 몸을 짚어낸 영화다. (남다은)

코로나 시대의 영화는 무엇과의 접촉으로 스크린에 맺힐 수 있을까. 카메라의 눈은 여전히 진행 

중인 죽음의 시간에서 생의 시간을 어떻게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 2020년, 양쯔강 유역, 우한의 

풍경이 펼쳐진다. 한 자리에서 그 풍경을 쳐다보는 카메라에는 새로운 건축 현장, 폐허가 된 집들, 

범람한 강, 그 강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구경하는 사람들, 산책 나온 반려견들, 한가로운 자연 

등 우한의 평온한 현재가 담긴다. 그러나 그 평범한 풍경이 실은 어떤 죽음의 시간을 끌어안고 

가까스로 지탱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감독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때늦은 후회와 미련을 

일기체의 자막으로 풍경 위에 꾹꾹 눌러쓰듯 화면에 새겨둔다. 그때, 그 풍경은 더는 평범한 

일상의 장면이 아니라, 소중한 존재들이 영원히 사라진 자리, 그런데도 다시 시작된 세계의 

시간으로 감각된다. 이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기억하는, 그것들이 묻힌 시간의 풍경. <강은 

흐르고, 굽이치고, 지우고, 되비춘다>는 그 풍경의 기억에 영화의 마음이 접촉해서 만들어낸 

애도의 시다. (남다은)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Florian KLÄGER, Ana CATALÁ
CINEMATOGRAPHER Alfonso MORAL, Roser CORELLA
EDITOR Ginés OLIVARES
MUSIC Paul FRICK
SOUND Roser CORELLA

CPH:DOX 2021
Hot Docs 2021
TDF 2021
Krakow FF 2021

Moving Mountains Films / Filmdelights
Ana CATALA, Christa AUDERLITZKY
auderlitzky@filmdelights.com / contact@movingm.com

로저 코렐라 Roser CORELLA

Grab and Run (2017)
Prisoners of Kanun (2014)
Machine Man (2011)

The Kafala system is a system that Middle Eastern countries have stuck to manage migrant 
workers. This system has entrusted employers with full powers and deprived migrant workers 
of their basic rights as well as their freedoms, and it is a disgrace to the Middle East. This film 
depicts the reality of resident housekeepers who endure life as slaves under the Kafala system 
in Lebanon. The smallest, windowless room in an upper-class family’s house is the only place 
they can lie down. The women, who came from Africa and Southeast Asia to support their poor 
families, do all sorts of domestic chores, and even take care of children, but they suffer physically 
and mentally from abuse and exploitation by their employers. The film captures their labor in poor 
conditions and the indifferent daily of their employers who enjoy it and shows the completely 
different realities of those classes occurred in one space. Above all, it records the voices of each of 
these women, observing them as workers with their own individual narratives, not just as a group 
of “housekeepers.” It is a documentary that examines the faces and bodies of female workers 
sick from the hypocrisy, violence, and unreasonable labor of the Kafala system with a calm and 
meticulous gaze. (Nam Da-eun)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YANG Zhengfan, ZHU Shengze
CINEMATOGRAPHER YANG Zhengfan, ZHU Shengze
EDITOR ZHU Shengze
SOUND Aymeric DUPAS

Berlinale 2021

Pascale Ramonda SAS
Pascale RAMONDA
pascale@pascaleramonda.com

주성저 ZHU Shengze

Present. Perfect (2019)
Another Year (2016)
Out of Focus (2014)

In the Corona era, what do films survive on screen by? How can the camera’s eye rediscover 
the time of life in the time of death that is still going on? The film takes a view of the scenery of 
Wuhan on the banks of the Yangtze River in 2020. Its camera, set in one place and looking at 
the landscape, captures the peaceful present of Wuhan, such as new construction sites, ruined 
houses, overflowing rivers, people swimming in the river, dogs out for a walk, and serene nature. 
However, we know that the ordinary scenery is holding someone’s death and barely supporting it. 
The director leaves the sadness and regret of losing his family in the landscape, while writing his 
diary subtitled on the screen. At that moment, the landscape is no longer a scene of ordinary daily 
life but is perceived as a place where precious beings have disappeared forever and, nevertheless, 
as a time of the world where everything begins again. A landscape of time that remembers things 
we cannot see now, and in which they are buried. A River Runs, Turns, Erases, Replaces is a 
mourning poetry about the memory of the scenery with “the heart of the fim." (Nam Da-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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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ia, Germany｜2020｜73min｜DCP｜Color｜KP｜⑮US｜2021｜87min｜DCP｜Color｜AP｜Ⓖ

A River Runs, Turns, 
Erases, Replaces

강은 흐르고, 굽이치고, 지우고, 되비춘다

Room without a 
View

창문 없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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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혼란스러운 내전을 겪던 페루에는 센데로 루미노소와 같은 무장 조직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폭력을 저지른 것은 바로 국가, 군대, 군인들이었다. 

총칼을 앞세운 그들은 수천 명의 안데스 여성들의 미래를 앗아갔다. 권력과 폭력, 그 부정한 

힘 아래,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었다. 많은 꿈이 순식간에 부서졌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자 

고향을 떠나서도 그 기억은 사라질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새겨지게 되었다. 영화는 피해자들의 

상흔을 시각적으로 목도시키는 대신 아름다운 풍경과 마을에 남아있는 낡은 흔적들, 그리고 

살아내고, 이어가는 여러 사람을 끊임없이 보여준다. 오버랩 된 소리엔 피해자의 기억뿐 아니라, 

그들을 힐난하고 멸시하는 목소리도 담겨있다. 이러한 소리의 풍경은 사건들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고 재판으로 마무리될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 그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한 마그다의 여정을 함께하며, 폭력이 남긴 상흔의 지속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고통받은 이들이 빛나는 길을 걷기를 응원하면서. (박군제)

조지프 콘라드의 식민지 정치 소설 『노스트라모』에서 시작된 기획, 시네마스코프 화면에 새겨진 

장대하고 매혹적인 이미지, 양식적인 조형미를 발산하는 건축적 공간과 풍경. <잿빛 하늘 

아래에서>는 보편적인 다큐멘터리에서 보기 드문 강렬한 시청각적 세공으로 관객을 끌어당긴다. 

소비에트의 영화감독 미하일 칼로토조프와 그의 촬영감독 세르게이 우르세프스키가 구현한 

이미지를 참고했다고 밝힌 감독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과 자본주의 내 민족 정체성이라는 

문제에 접근하면서 화염과 해양, 그리고 대지와 구름의 건조한 형상을 전면에 배치한다. 

다큐멘터리의 카메라는 이러한 외관의 기록들을 탐구하면서 국가와 물질, 군중과 사물이 

맺는 구조적 관계를 그려낸다. 그런 점에서 이 다큐멘터리는 화면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에서뿐만 아니라 주제적인 면모에서도 소비에트 영화의 이상에 다가간다. 어두운 

밤거리의 풍경 위로 신원이 주어지지 않은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라디오 뉴스로 들려오는 

초반부의 사운드 몽타주 장면은 특히 인상적이다. 국가의 풍경이 그저 아름다운 풍경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풍경에 침입하는 복수의 목소리와 겹쳐져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스트라우브-위예, 

90년대의 샹탈 애커만의 카메라가 시도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의 지질학적 

관계를 전경화하는 역사적 몽타주의 한 사례다. (김병규)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Laura SOLANO
CINEMATOGRAPHER Mauricio REYES SERRANO, Alvaro 
F. PULPEIRO
EDITOR Martin AMEZAGA
SOUND Sergio GUTIERREZ ZULUAGA
SOUND Tomas BLAZUKAS

CPH:DOX 2021

Syndicado Film Sales
Jasmina VIGNJEVIC
dmin@syndicado.com

알바로 F. 풀페이로 

Alvaro F. PULPEIRO

The Young-Girl Doesn’t Age. She Decomposes (2019)
Nocturno : Ghosts of the Sea in Port (2017)
Sol Mihi Semper Lucet (2015)

A project that began with a colonial political novel Nostromo by Joseph Conrad. Magnificent and 
fascinating images on the cinemascope screen. An architectural space and landscape that exudes 
the beauty in stylistic form. So Foul a Sky attracts the audience with intense audiovisual work that 
is rare in a typical documentary. Alvaro F. Pulpeiro, who said he was referring to images embodied 
by Soviet film director Mikhail Kalatozov and his cinematographer Sergei Urusevski, approaches 
the issue of national identity within the oil business and capitalism in Venezuela, and disposes the 
dry images of fire and ocean, earth, and clouds in the foreground. As the camera explores the 
records of these externals, it depicts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material, crowd, 
and object. In that respect, this documentary pursues the ideal of Soviet cinema not only in the 
elements visible on the screen, but also in the thematic aspect. In the beginning of the film, the 
sound montage scene in which numerous anonymous voices are heard from radio news on the 
image of dark night street is particularly impressive. It implies that the appearance of the country 
is not just represented as a beautiful landscape but overlaps with the plural voices invading the 
landscape. It is an example of a historical montage that foregrounds the ge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as attempted by Straub-Huillet or Chantal Akerman in the 
90s. (Kim Byeong-gyu)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Jenny VELAPATIÑO NEYRA
CINEMATOGRAPHER Lino ANCHI
EDITOR Antolín PRIETO
MUSIC Daniel WILLIS
SOUND David “Cobra” ZÙÑIGA

VLAFF 2021

Transversal Films S.A.C.
Roberto BARBA 
roberto.barba@transversalfilms.pe

패트리샤 비세 리소 

Patricia WIESSE RISSO

Todos Somos Estrellas (2018)

In Peru, chaotic by civil war in the 1980s, there were armed groups such as Sendero Luminoso. 
But this film is not about them. It was the state, the army, and the soldi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violence at that time. With their arms, they stole the future of thousands of Andean women. 
Under power, violence and dishonest authority, terrible things have happened. Many people 
were disappointed of their dream and left their hometowns to forget painful memories. But those 
memories were engraved on them with deep scars that could not be erased. Instead of visually 
revealing the wounds of the victims, the film continuously shows the beautiful scenery, the old 
traces left in the village, and the many survivors. The sound heard in the voice over contains 
not only the memories of the victims, but also the voices that criticize and despise them. This 
landscape of sound makes us realize that the affairs are not simply things that happened in the 
past and would be concluded with a trial, but also that they are still taking place around the world. 
As we follow Magda’s journey to regain her lost dignity, we can think again about the wounds left 
by violence. Hope everything comes up roses for those who have suffered. (Park Koo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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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u｜2020｜83min｜DCP｜Color｜AP｜⑮Colombia, Spain, UK｜2021｜83min｜DCP｜Color｜AP｜Ⓖ

So Foul a Sky
잿빛 하늘 아래에서

Soldier's Woman
페루의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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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집을 돌본다. 어느 날 병석에 누운 어머니는 자신을 돌보는 

딸에게 평생 숨죽여 간직한 옛이야기를 들려준다. 열여덟 살에 경험한 제주 4.3 사건을, 목숨을 

걸고 일본으로 건너온 이야기를. 그리고 딸은 다시 카메라를 들고 알츠하이머로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의 회고를 조용히 기록한다.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가족의 나라> 등 가족사를 다룬 작품을 발표해 온 양영희 감독의 

이야기다. 그동안 영화를 매개로 북한과 일본의 경계를 오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조정해 온 

감독은 자신의 영화적 여정의 토대가 된 가족사를 남한과의 관계로 확장한다. 그것은 곧 식민과 

분단, 냉전이 중첩된 경계에서 살아가는 재일조선인들의 역사적 맥락이 확장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그렇게 <디어 평양>에서 시작된 여정의 종착지이자 

새로운 시작이 된다. 양영희 감독의 어머니가 끓이던 닭고기 수프 레시피가 이어지는 것처럼. 

(강진석)

STAFF

WORLD SALES

PRODUCER ARAI Kaoru
CINEMATOGRAPHER KATO Takanobu
EDITOR Baekho JJ
MUSIC CHO Young-wuk

Yeni IN
inyenis@gmail.com

양영희 YANG Yong-hi

가족의 나라 Our Homeland (2012)

굿바이, 평양 Sona, the Other Myself (2009)

디어 평양 Dear Pyongyang (2005)

After her father passed away, her mother takes care of the household. One day, lying in her 
sickbed, the mother tells her hidden life stories to her daughter, who's been taking care of her. The 
stories were about the Jeju Uprising incident she experienced when she was eighteen and how 
she came to Japan at the risk of her life. And the daughter picks up her camera again and quietly 
films the memories of her mother, who is losing her memories with Alzheimer's.
It is the story of director Yang Yong-hi. She has presented works about her family history, including 
her famed documentaries, Dear Pyongyang, Goodbye Pyongyang, and Our Homeland. The 
director has been re-adjusting her identity by contemplating her relationships with North Korea 
and Japan through her films. Now, she expands her family history, the foundation of her cinematic 
journey, to her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It also means expanding historical context for 
Zainichi Koreans living on the edge where colonization, division, and the Cold War are overlapped. 
That is how Soup and Ideology becomes the final destination and a new beginning to continue the 
journey that the director began in Dear Pyongyang. Just like the chicken soup recipe that director 
Yang Yong-hi's mother cooked continues to console her. (Kang Jin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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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South Korea｜2021｜118min｜DCP｜Color｜WP｜Ⓖ | N

Asian Competition presents the face of Asian documentary 
now. This section introduces the latest films and the notable 
artists from Asia. Asian Perspective Award is granted to the 
best documentary in the section with cash prize of KRW 
15,000,000. As part of the joint program with Gyeonggi Film 
School Association, a panel of youth jury members will grant 
Next Award to an attention-deserving documentary with a 
cash prize of KRW 3,000,000.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현재를 만날 수 있는 섹션. 아시아의 최신작과 주목받는 

작가들의 신작들을 소개하는 부문으로, 아시아의 시선상을 선정하여 상금 15,000,000

원을 수여한다. 경기영화학교연합(GFSA)과의 공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성된 

학생심사단은 학생들의 시선으로 꼽은 의미 있는 작품 한 편을 선정하여 넥스트상과 

상금 3,000,000원을 수여한다.

Asian
Competition
아시아경쟁

Soup and Ideology
수프와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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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KOMORI Haruka, SEO Natsumi
CINEMATOGRAPHER KOMORI Haruka, FUKU-
HARA Yusuke
EDITOR KOMORI Haruka, FUKUHARA Yusuke
SOUND FUKUHARA Yusuke

Sheffield DocFest 2021

ARTicle Films
Emi UEYAMA
emi@articlefilms.com

고모리 하루카 KOMORI Haruka
세오 나츠미 SEO Natsumi

Listen to the Air (2019)
Trace of Breath (2017)

Rikuzentakata, a city in Iwate Prefecture, Japan, was the area most affected by the tsunami 
during the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In 2018, four young people visit there and 
spend two weeks with the locals. 
In Rikuzentakata, construction is underway to raise the ground level with soil in case of an 
unpredictable tsunami. The appearance of the village before the earthquake disappears, and 
a new village will be created on top of it. It seems that the memories of the past will disappear 
with it, so the residents are confused. As a project to retain those memories through the eyes 
of young people from other regions, this film was produced by two women authors who had 
documented the landscapes and people of earthquake-affected areas. 
The film shows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villagers and the young people, but its main 
scenes are the young people telling the stories they heard from the villagers in front of the 
camera. One young man confesses, “I couldn’t ask a villager about his son who died in the 
earthquake.” His confession that he could not even ask the question also represents the 
feelings of the bereaved family. 
These young people tell stories of the future set in Rikuzentakata in 2031, along with what 
they actually saw and heard. Hoping people will remember the lost village even in 2031···. 
(Narikawa Aya)

일본 이와테현 리쿠젠타카타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가 가장 심했던 지역이다. 

2018년, 4명의 젊은이가 그곳을 찾아가 2주 동안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낸다. 

리쿠젠타카타에서는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쓰나미를 대비해 흙으로 지반을 높이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진 이전의 마을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위에 새로운 마을이 생기는 셈이다. 이전의 

기억이 함께 사라질 것만 같은 복잡한 심경의 주민들. 그 기억을 다른 지역에서 온 젊은이들을 

통해 계승하자는 기획으로 지진 피해 지역의 풍경과 그곳 사람들을 기록해 온 두 여성 작가가 

제작했다. 영화는 주민과 젊은이가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지만, 젊은이들이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메인이다. 한 젊은이는 “지진 때 죽은 아들에 대해 

물어볼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질문조차 할 수 없었다는 그 고백 또한 유족들의 심정을 대변해 

준다.

젊은이들은 실제로 보고 들은 이야기와 함께 2031년의 리쿠젠타카타를 무대로 한 미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2031년에도 사라진 마을에 대해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기를 바라며. (나리카와 아야)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Tooraj ASLANI
CINEMATOGRAPHER Mohammad NOORI, Mohammad 
FAKOURI, Mehdi AZADI, Salah KARIMI
EDITOR Amir ADIBPARVAR
MUSIC Sadegh AZMAND
SOUND Mahmoud KHORSAND

Hot Docs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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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 Image
Elaheh NOBAKHT
nobakht.e@gmail.com

라힘 자비히 Rahim ZABIHI

I Will Burn Until the Fire Is (2011)
I’m the Victim since there’s a Blade (2009)
A Tombstone for My Martyred Brother (2009)
A Pomegranate Tree didn’t Chock by the Wind (2007)
Herman (2006)

Koolbar is a term for Kurd living in the Northwest side of Iran who transport goods in and out of the 
country. They carry items that weigh 20-30 kilograms; like clothes, cigarettes, refrigerators, TVs, 
and other electronic goods for 6-7 hours crossing the border of Iran and Iraq. Holy Bread follows 
their brutal life. The movie begins with the news about four death cases of Koolbars. Then, it is 
followed by an image of a horse corpse deteriorating due to the heavy sunlight and then a car that 
flipped over, climbing the steep mountain. 
Why do they have to be at the edge of life and death? The residential area of Kurd has a very high 
unemployment rate and faces a lot of financial difficulties, therefore, forcing them to the extreme. 
Iran already passed the engagement policy to accept the Kurd but they still are in question. This 
movie not only consists of interviews of Koolbars risking their lives to feed their family but also 
deals with great amounts of deaths caused by the overuse of guns by the Iranian border guards. 
The story is fierce, it is not afraid of criticizing the Government of Iran. (Kim Seonmyeong)

쿠르드어로 쿨바르는 주로 이란 서북부 쿠르드족 거주 지역에서 국경을 오가며 물건을 나르는 

이들을 말한다. 이들은 옷과 담배부터 냉장고, TV 등의 가전제품까지 2~30kg에 달하는 짐을 이고 

6~7시간을 걸어 이란-이라크 국경을 넘는다. <성스러운 빵>은 이들의 가혹한 삶을 따라간다. 첫 

장면부터 눈사태에 휩쓸려 목숨을 잃은 4명의 소식이 전해지고, 작렬하는 태양에 뼈가 앙상히 

드러난 말의 사체, 전복된 자동차의 이미지가 가파른 산을 등반하는 쿨바르의 여정 내내 유령처럼 

달라붙는다. 

왜 이들은 매 순간 생과 사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길을 떠날 수밖에 없나. 이란 쿠르드족 

거주 지역의 심한 경제난과 실업률은 이들을 국경의 험난한 산악 지대로 내몰았다. 이란은 

쿠르드족에 포용 정책을 펴왔지만, 경계와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영화는 

변변치 않은 보수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나귀와 다름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쿨바르들의 

인터뷰는 물론, 이란 국경수비대의 무자비한 총격에 의한 사망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며 이란 

정부를 향한 비난을 감추지 않는다. (김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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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ing a Song to R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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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는 지루한 자기 자랑에 불과한 수사인 ‘산전수전’을, 이 영화의 주인공 이베르 자말은 

바라삭 섬에서 진정으로 겪었다. 이 지역의 원주민인 그는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의 악명 

높은 실책인 ‘메가 라이스’의 희생자 중 하나이며, 지금은 팜유 농장을 세우려는 자본가들로부터 

숲의 생태계를 지키고자 하는 헌신적인 투사이다. 숲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 소유권을 획득하려 

강가를 관찰하거나 이웃들을 찾아가고, 숲에 난 불을 거의 맨몸으로 진화하는 등 노구를 이끌고 

고군분투하는 그의 모습에 ‘헌신’이란 표현을 쓰는 건 무리가 아닐 테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작품에서 보는 것은 ‘어려운 투쟁’이 아니라, ‘투쟁의 어려움’이라 해야 한다. 그가 숲의 

생태계 속에서 가능할 삶을 위해 절박하게 싸우면 싸울수록 현재의 삶은 그를 고독하게 만들고 

욕보인다는 잔인한 역설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식과 이웃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바라삭 섬을 덮치려는 듯한 산불의 기세. 영화가 말 없을 때의 자말을 극히 고독해 보이도록 찍는 

데엔 그런 이유가 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숲에 대한 정부의 지지, 

그리고 손자의 관심이라는 희망적인 결론을 마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결론은 작은 승리 중 

하나일 뿐, 모든 투쟁의 끝은 아니라는 걸 명심하자.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가 마치 숲의 고독한 

수호신처럼 등장하는 오프닝 시퀀스에서 일말의 과장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윤아랑)

필리핀 외딴 어촌 마을의 열두 살 소년 레이보이는 열대어와 함께 푸른 바다를 헤엄치고 

바닷바람을 닮은 휘파람으로 소라게를 불러내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이 여름이 지나면 

소년은 도시로 유학을 떠나야 한다. 기후 변화로 인해 갈수록 거세지는 폭풍우가 마을의 전통적 

삶의 방식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베니스 아티엔사 감독의 이 장편 다큐멘터리 

데뷔작은 바다의 일부처럼 살아온 소년이 곧 잃어버릴 아름다운 유년기를 대자연 풍광 속에 

새겨낸다. 새는 구름까지 날 수 있을까. 목성에는 어떤 생명체가 살까. 카메라는 소년의 천진한 

호기심을 날개 삼아 깊은 바다로, 우주로 뻗어간다. 물결에 일렁이는 하늘빛, 밤바다가 철썩이는 

소리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탐미적인 카메라 시선엔 소년의 추억 속에서나마 이 순간이 퇴색하지 

않길 바라는 감독의 강한 염원이 묻어난다. 도시의 학교가 제공할지 모를 ‘더 나은 미래’와 

맞바꾼 것은 소년의 눈부신 유년기뿐 아니라, 자연이란 신화에 속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 

자체다. 천혜의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이미지들은 그러한 본능적 그리움을 자극한다. 2021년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K 플러스 부문에 초청됐다. (나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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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 아티엔사 

Venice ATIENZA
In a remote fishing village in the Philippines, a 12-year-old boy, Reyboy, spends each day 
swimming in the blue sea with tropical fish and calling out hermit crabs with his whistle like the 
sea breeze. But after this summer, the boy has to go to the city to study. The storms, which are 
getting stronger due to climate change, are endangering the village’s traditional way of life. The 
debut feature documentary directed by Venice Atienza engraves a soon-to-be-disappeared 
beautiful childhood of a boy who lived like a part of the sea into a natural landscape. Can a bird 
fly to the clouds? What kind of creatures live on Jupiter? Using the boy’s innocent curiosity as 
wings, the camera reaches the deep sea and outer space. The director’s strong wish that this 
moment does not fade even in the boy’s memory is reflected in the aesthetic camera’s gaze, 
which does not want to miss the shimmering light of the sky and even the sound of the roaring 
night sea. It is not only his wonderful childhood that he exchanges for the unknown “better 
future” he will get at the city school, but human himself as a being in the myth of nature. The 
images, in which the natural beauty and humans are harmonized, evoke such instinctive long-
ing for the natural world. The film was invited to the Generation Kplus section of the Berlinale 
2021. (Na Wo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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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Gita FARA
CINEMATOGRAPHER Ishak ISKANDAR
EDITOR Aline JUSRIA
MUSIC Elwin HENDRIJANTO
SOUND Hadrianus EKO

Visions du Réel 2021

Cineria Films
Gita FARA
gita.fara@gmail.com

아르판 사브란 

Arfan SABRAN

Rabiah and Mini (2021)
Silent Blues of the Ocean (2016)
Paotere (2009)
Floating Nurse (2006)

The main character of this film, Iber Djamal, who has gone through all sorts of hardships on the 
island of Barasak , is one of the victims of the “Mega Rice Project,” the infamous mistake of the 
Soeharto regime in Indonesia, and now a fighter dedicated to protecting the forest ecosystem 
from the capitalists who are trying to set up palm oil plantations. It would not be unreasonable 
to use the expression “devotion” for him who struggled despite his old age, observing rivers, 
visiting neighbors to protect the forest by acquiring forest ownership, and extinguishing forest 
fires himself. However, what we should pay attention to in this work is not the “difficult struggle,” 
but the “difficulty of the struggle.” The more desperately he fights for a possible life in the forest 
ecosystem, the more brutally and paradoxically his current life makes him lonely and exhausted. 
The uncooperative attitude of his children and neighbors, a forest fire that is likely to strike the entire 
island. It is precisely because of these that the film captures Djamal in silence looking extremely 
lonely. Fortunately, amidst these difficulties, he saw hope in the government support for the forest 
and his grandson’s interest in it. However, keep in mind that his hope is just one small victory and 
not the end of all struggles. After watching the film, the audience won’t think that the opening 
sequence, in which he appears like a lone guardian deity of the forest, is exaggerated. (Yoon A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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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소비에트 연방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절정에 달하던 무렵, 타치의 가족들은 전쟁을 

피해 이란으로 향한다. 그러나 이란에서 망명자 신분으로 체류하게 된 이들은 완전한 시민권을 

누릴 수 없다. 타치를 비롯해 망명 이후 이란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 역시 교육에서 차별받고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물론 전쟁과 테러로 일상이 붕괴한 아프가니스탄의 풍경과는 달리 

가족사진을 찍고, 전통 요리를 만들고, 가족 사업을 이어가는 타치 가족의 일상은 겉보기엔 

평화롭고 안전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일상은 시민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영위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 부모 세대와 타치 세대의 갈등이 있다. 타치는 자신의 정체성과 기회를 찾아 한 번도 

가 본 적 없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려고 한다. 일상이 전쟁터가 돼버린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려는 타치를 염려하는 가족의 시선과 타치의 선택 사이에 카메라는 불안하게 서 있다. 영화는 

타치의 남자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서사를 중심으로 망명 가족이 겪는 곤경을 보여주지만, 

그로 인해 여성의 목소리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간중간 개입하는 타치의 여동생 

자하라의 조용한 응시는 망명 가족인 동시에 가부장적 위계가 강한 타치 가족 내의 침묵 된 

여성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듯하다. (배주연)

로셀리니에서부터 고다르와 키아로스타미에 이르기까지 교육학은 영화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주제이지만, 일관되고 정합적인 진실을 포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오늘날에도 

교육학적 다큐멘터리의 유효성을 순진하게 신뢰하기란 쉽지 않다. <마니석 돌담>에서 궈헝치는 

산간 마을에 세워진 텐트 학교의 임시적 공동체를 주시한다. 학교를 세운 불교 수녀와 두 명의 

교사, 학생과 주민들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충돌과 격차, 이해와 실패를 그려내는 것이다. 

다큐멘터리에서의 교육학이란 단순히 교육을 소재로 사용한다거나 더 다양한 지식을 갖춘 

스승이 무지한 제자에게 가르침을 전수하는 사태를 뜻하지 않는다. 진정한 영화적 교육이란 

하나의 임의적 시공간이 형성되고 해체될 때까지 예기치 않은 상황과 결과를 산출하는 작업에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다큐멘터리는 근본적으로 교육학과 접점을 이루는 측면이 있다. 

궈헝치의 다큐멘터리는 그러한 교육학적 공동체를 간단히 전유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신실한 시선으로 탐색한다. 외부자의 시선이면서 또한 내부자의 활동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는 시간 속에서 교육적 

진실의 이미지를 발견하려는 힘을 놓치지 않는 이 작업은 다큐멘터리의 불확실성, 의심과 실패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성취해낸다. (김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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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GUO Hengqi
CINEMATOGRAPHER GUO Hengqi
EDITOR GUO Hengqi
MUSIC LIANG Yiyuan
SOUND LU Yang

궈헝치 GUO Hengqi

The Temple (2013)
New Castle (2010)

From Rossellini to Godard and Kiarostami, education is a subject that has been closely related 
to cinema, but it is not easy to naively trust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al documentary even 
today when it is difficult to capture the consistent and coherent truth. In The Mani Stone Wall, 
Guo Hengqi observes a temporary community of a tent school built in a mountain village. He 
depicts the conflicts, gaps, understanding and failures that aris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 Buddhist nun, who founded the school, two teachers, students, and residents. Education 
in documentary does not mean simply using it as a material for a film or a situation where a 
teacher with more knowledge teaches an ignorant student. True education in cinema will be 
in the work of producing unexpected situations and results until an arbitrary time-space is 
formed and dismantled. It is at this point that documentary fundamentally meet education. The 
documentary film by Guo Hengqi does not simply appropriate such a educational community, 
but faithfully explores the process carrying out procedures in the community. There, the gaze 
of the outsider and the activity of the insider occur simultaneously. While tracing the time when 
a community is created and disappears, and not losing the power to discover the image of 
educational truth, the film fulfils the documentary’s attitude, not afraid of uncertainty, doubt 
and the consequences of failure. (Kim Byeong-gyu)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Jewel MARANAN, Afsaneh SALARI
CINEMATOGRAPHER Afsaneh SALARI
EDITOR Gilles GARDNER
MUSIC Shida SHAHABI
SOUND Jewel MARANAN

Visions du Réel 2020

아프사네 살라리 

Afsaneh SALARI

No Man’s Land (2016)
Conversion: The Guide of Skin Allergy Treatment (2015)
The Room (2014)
Rendezvous (2013)

At the height of the Soviet invasion in Afghanistan in 1982, Taghi’s family flees from the war to 
Iran. However, those who stay in Iran as refugees cannot enjoy full citizenship. Those generations 
of Afghan descent who were born and raised in Iran after exile, including Taghi, are discriminated 
against in education and deprived of employment opportunities. Of course, unlike in Afghanistan, 
where daily life has been disrupted by war and terrorism, the daily lives of the Taghi family, such 
as taking family photos, making traditional dishes, and running a family business, seem peaceful 
and safe. However, their daily life is only possible when they give up their civil rights. Beside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parent generation and Taghi’s generation. Taghi decides to go to 
Afghanistan, which he has never been to before, in search of his identity and opportunities.  The 
camera stands anxiously between Taghi’s choice and his family’s concern for him who is about to 
leave for Afghanistan, where war has become an everyday occurrence. The film revolves around 
the stories of Taghi’s father and brothers, showing the struggles of an exiled family, but with little 
women’s voices being addressed. However, the silent gaze of Taghi’s sister Zahara, which often 
intervenes in the film, seems to replace the voice of women who is forced to remain silent within 
Taghi’s family in exile and a strong patriarchal hierarchy. (Bae Ju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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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Philipines｜2020｜80min｜DCP｜Color｜KP｜ⒼHong Kong, China｜2021｜107min｜DCP｜Color｜IP｜Ⓖ

GUO Hengqi
guohengqi@yeah.net

Cinema Is Incomplete
Jewel MARANAN
jewelmaranan@gmail.com

The Mani Stone 
Wall

마니석 돌담

The Silhouettes 
실루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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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라키현 우시쿠 시의 동일본 입국 관리센터에는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감금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 자국을 탈출한 사람들이지만, 

난민 인정에 인색한 일본 정부에 의해 불법 체류자로 낙인찍혀 이곳에 갇혀 다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법의 테두리에서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은 채, 이민자들에 대한 폭력과 반인권적인 행위를 

지속하는 우시쿠 ‘수용소’ 내부에 이 영화의 카메라가 잠입한다. 그래봤자 찍을 수 있는 건 비좁은 

면회실 장면뿐이며, 카메라와 인터뷰에 응한 이민자 사이에는 투명한 막이 놓여 있다. 감독에게 

숨겨진 카메라는 한자리에서 움직임 없이 맞은편 이민자를 조악하고 흐릿한 화면에 겨우 담을 수 

있을 뿐이다. 감독과 그들의 통화 장면은 검은 화면 위의 목소리로만 노출된다. 바깥으로 나올 수 

없는 끔찍한 안, 감독과 그가 찍는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이고 육체적이고 계급적인 거리. 이러한 

물리적 한계는 어느 시점부터 이 영화의 필연적인 형식으로 체감된다. 움직임이 허락되지 않은 

사각의 조악한 틀은 이민자들의 현재 삶의 조건 그 자체로 느껴지며 어떤 장치를 동원하지 않고도 

그들 각각의 역사와 감정과 결기를 보는 이에게 전달한다. (남다은)

조드(зуд) 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겨울에 한파와 폭설이 오면 눈이 얼어붙고, 가축들이 풀을 

먹을 수 없게 되는 재해를 뜻하는 몽골어라고 한다. 조드가 발생하면 속절없이 수많은 가축이 

죽어 나가는 것이다. 영화 <굴레>는 급격하게 도시화한 몽골인의 삶에 찾아온 심리적인 차원의 

조드를 다루고 있다. 수도 울란바토르를 중심으로 점점 비대해져 가는 도시 아래, 사람들은 앓기 

시작했다.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의 감정, 안정된 삶은 단단한 얼음 밑에 갇혀 닿지 않는 

먼 존재처럼 되어버렸다. 이곳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상상하던 그런 몽골의 삶은 더는 

없었다.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그러안은 현재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내버리는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는 유명한 

문장처럼,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이유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그 고통의 깊이까지 다를까. 

그래서 이 영화는 출연자들의 목소리를 빌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모든 이들에게, 

경의와 위로의 말과 행동이 온당하게 돌아가기를. (박군제)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Krakow FF 2021
IDFA 2020

노민 르크바수렌 

Nomin LKHAGVASUREN

Have you ever heard of “Zud(зуд)”? It is a Mongolian word for a disaster in which the world 
freezes and the livestock cannot eat grass when cold spell and heavy snow come in winter. 
When Zud occurs, many livestock will die without help. The Wheel deals with Zud in the 
psychological dimension that has come to Mongolian life due to rapid urbanization. In the 
urban area increasingly expanding around the capital Ulaanbaatar, people began to get sick. 
The feelings of happiness and stable life that human beings should naturally enjoy have 
become as far away as being trapped under solid ice. The Mongolian life that people knew 
well and imagined was no longer here, and at present, only the psychological wounds of the 
Mongols remain. Like the famous saying that unhappy families have their own reasons, those 
who attempt suicide have different reasons. However, this film seems to use the voices of the 
characters to tell people: the depth of someone’s pain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s. May the 
words of consolation be delivered properly to everyone. (Park Koonje)

STAFF

WORLD SALES

토마스 애쉬 Thomas ASH

Boys for Sale (2017)
-1287 (2014) 
A2-B-C (2013)
In the Grey Zone (2012)

Immigrants from the Middle East, Southeast Asia, Africa and elsewhere are detained at the East 
Japan Immigration Control Center located in Ushiku, Ibaraki Prefecture, Japan. Most of them fled 
their homeland to escape death threats, but they are fighting again to survive after being locked 
up as illegal immigrants by the Japanese government due to Japan’s strict refugee recognition 
system. The camera infiltrates the “refugee camp” in Ushiku, where violence and inhumane acts 
against immigrants continue without being properly publicized at the legal level. However, all it can 
capture is scenes of the confined interview rooms, and moreover, the migrants interviewed, and 
the camera are separated by a transparent plate. The scenes of their phone conversation with the 
director are only exposed in a voice-over on black screen. A terrible interior world that prevents 
people from coming out to the outside. The psychological, physical, and hierarchical distance 
between the director and the characters he records. These physical limitations are recognized 
as an inevitable form of the film at some point. The crude square frame that does not allow even 
people’s movements appears to be the current living conditions of immigrants, and it conveys 
their respective histories, emotions, and struggles to the audience without the use of any device. 
(Nam Da-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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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2021｜87min｜DCP｜Color｜AP｜⑮Mongolia｜2020｜53min｜DCP｜Color｜AP｜⑮

PRODUCER Nomin LKHAGVASUREN
CINEMATOGRAPHER Batbileg ZOLJARGAL, Turmanlai 
MANALJAV
EDITOR Ikhbayar URCHUUD
MUSIC Shinetsog-Geni DORJNYAM
SOUND Batkhuu GANKHUU

PRODUCER Thomas ASH
CINEMATOGRAPHER Thomas ASH
EDITOR Thomas ASH
MUSIC Komitetsu JACK
SOUND Thomas ASH

C&Co
Catherine CHEVASSU
contact@c-and-co.com

Thomas ASH
documentingian@gmail.com

The Wheel
굴레

Ushiku 
우시쿠

13th D
M

Z International D
ocum

entary Film
 Festival



5958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쏘다>는 인도의 최하위 계층에 속하는 달리트 여성들이 운영하는 인도 

유일의 여성 신문사에 대한 매우 강력한 다큐멘터리이다. 2002년에 설립된 카바 라하리야에서 

여성 기자들은 지역 경찰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계급적이고 젠더적인 폭력의 희생자들 곁에 서서 

이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오랫동안 굳어져 온 부정의한 관행에 맞서 싸운다. 최하층 여성들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대해 실패할 거라고 본 주변의 예상과 달리 다른 미디어가 관심 두지 않는 

이슈들을 발굴, 수사, 폭로하는 이들의 기사는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고, 신문사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디지털 뉴스 미디어로 전환한다.

이제 여성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사건 현장에서 영상을 찍고 뉴스를 직접 리포트한다. 불기소된 

강간과 살인사건, 마피아의 불법적인 광산 채굴로 인한 빈곤 지역의 착취와 새롭게 발흥하는 힌두 

민족주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두려움 없는 여성들이 다루는 주제는 넓어져 가고, 견고한 

성차별과 편견, 협박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녀들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카메라를 들고 미디어를 통해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부정의에 맞서는 놀라운 여성들을 만날 

것이다. (홍소인)

대만 성소수자 운동의 선구적 존재인 치차웨이의 활동을 다룬 다큐멘터리 <여명을 기다리며>는 

에이즈 공포와 성소수자 혐오가 극에 달했던 1980년대부터 2017년 대만의 동성결혼 합법화 투쟁에 

이르기까지 치차웨이의 활동의 궤적을 그린다. 치차웨이는 에이즈 위기가 불어 닥친 1980년대에 

거리에서 특이한 차림으로 콘돔을 나눠주며 에이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이로 인해 미디어의 관심을 끌어 기자회견을 열었고 게이로 커밍아웃하며 

대만의 첫 성소수자로, 공적 관심과 혐오의 표적이 된다.

이후 그는 에이즈 환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지만, 30년에 걸친 그의 

독자적인 활동은 많은 논란과 함께 미디어에서의 폄훼를 경험하기도 한다. 2017년 동성결혼 

합법화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치차웨이는 다시 한번 LGBTQIA+ 인권운동의 상징적 존재가 되어 

레인보우 깃발을 들고 거리로 나선다. 비교적 전통적인 다큐멘터리 방식으로 따라가는 이 영화는 

치차웨이 자신과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 관찰자적인 카메라, 아카이브 사진과 뉴스 클립 등을 

통해 그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홍소인)

STAFF

WORLD SALES

PRODUCER YANG Zihsyan
CINEMATOGRAPHER ZHANG Hongjie
EDITOR LIU Wenyao
MUSIC Foguenne THOMAS
SOUND CHIANG Chentao, HSU Lanting

ZHANG Hongjie
j8712124@gmail.com

장홍지에 ZHANG Hongjie

The Rescuer (2014)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Sushmit GHOSH, Rintu THOMAS
CINEMATOGRAPHER 
Sushmit GHOSH, Karan THAPLIYA
EDITOR Sushmit GHOSH, Rintu THOMAS
MUSIC Taidar JUNAID
SOUND Susmit BOB NATH, Janne LAINE

Sundance 2021
Krakow FF 2021

린투 토마스 Rintu THOMAS
수쉬미트 고쉬 Sushmit GHOSH Writing with Fire is a powerful documentary about India's only newspaper run by Dalit women, the 

lowest caste in India. Founded in Kava Lahariya in 2002, female journalists stand by and tell the 
stories of victims of social class and gender violence that local police are not interested in, fighting 
long-established injustices. Contrary to the expectations of those who thought that the newspaper 
run by the lowest-caste women would fail, the articles of those who discover, investigate, and 
expose issues that are out of interest for other media attract the public's attention. Then to go 
along with the trend, the newspaper switches to digital news media.  
Now, the women take their smartphones to record videos of the incidents and report the news. 
From unindicted rape and murder, to the exploitation of poor areas by the mafia's illegal mining, 
and to the problems of the emerging Hindu nationalism, these fearless women's topics only get 
broader. Despite the staunchly gender discrimination, prejudice, and threats, they keep fighting for 
truth and justice. The film introduces to us these amazing women who are dismantling patriarchy 
and fighting injustice through the media with their cameras in hand. (Hong Soin)

When the Dawn Comes is a documentary about the activities of Chi Chia-wei, a pioneer of the 
LGBTQIA+ movement in Taiwan. It draws the trajectory of his activities from the 1980s, when the 
fear for AIDS and hatred for sexual minorities reached their peak, to the struggle to legalize same-
sex marriage in Taiwan in 2017. When the AIDS crisis struck in 1980s, Chi Cha-wei independently 
started to distribute condoms in unusual outfits on the streets to deliver accurate information 
about AIDS. He attracted the media, held a press conference, came out of the closet, and became 
Taiwan's first sexual minority—hence, he became a target of public interest and hatred.
Since then, he has continued his activities including providing a shelter for AIDS patients, but 
his independent activities over the past 30 years have experienced many controversies and 
denigration in the media. As the struggle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raged in 2017, Chi Cha-wei 
once again became a symbol of the LGBTQIA+ rights movement and took to the streets a rainbow 
flag. With a relatively traditional documentary method, the film attempts a multifaceted approach 
to him through interviews of himself and the people around him, observational cameras, archive 
photos and news clips. (Hong S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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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2021｜93min｜DCP｜Color｜KP｜ⒼTaiwan｜2021｜59min｜DCP｜Color｜AP｜Ⓖ

Autlook Filmsales
Stephanie FUCHS
stephanie@autlookfilms.com

When the Dawn 
Comes

여명을 기다리며

Writing with Fire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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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베를린, 서울 Now>는 한국에 사는 독일 출신의 안드레아스, 마크, 소냐를 통해 재한 

독일인들이 경험한 독일 통일의 생생한 기억과 한국 통일에 관한 이들의 생각을 들려준다. 

우연이 겹쳐져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독일의 통일은 서독인과 동독인 모두에게 놀랍고 가슴 

뛰는 기억으로 남아 있지만, “자유, 평화, 화합”과 같은 말들은 실제 장벽이 무너지고 교류가 

시작되자 허울 좋은 말들이 되었다. 서독 출신의 안드레아스에게도, 동독 출신으로 차별을 경험한 

마크에게도 통일은 막연한 이상으로만 남을 수 없는 문제들을 가져왔다. 독일 통일 30년이 지난 

2019년, 한국에선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지만, 전 

세계의 높은 관심과는 달리 한국인의 반응은 오히려 냉담하다. 남한 출신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북한 출신 남한 거주자에게도 통일의 의미는 퇴색되어가는 듯이 보인다. 영화는 통일에 대한 

이분법적 논리로 귀결되지 않으면서도, 과거 독일의 통일 경험과 현재 한국의 통일에 대한 논의를 

통해 오늘날의 ‘통일’ 그리고 ‘평화’의 의미를 되짚는다. 이를 통해 막연한 생각과 이상이 아닌 

구체적인 맥락에서 오늘날 남과 북의 관계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준다. (배주연)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HA Sinae
CINEMATOGRAPHER PARK Byungro, CHOI Woo-
young
EDITOR HA Sinae
SOUND PYO Yongsoo

DMZ Industry 2021, 2019

최우영 CHOI Woo-young 

공부의 나라 Reach for the Sky (2015)

내일도 꼭, 엉클조 Here Comes Uncle Joe (2013)

In 1989 Berlin, Seoul Now, Andres, Mark, and Sonja from Germany living in South Korea 
share vivid memories of German unification and their thoughts o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sudden reunification of Germany as a result of accidental events remains 
a surprising and dramatic memory for both West and East Germans. However, when the 
Berlin Wall collapsed and East-West exchanges began, the words such as “freedom, peace, 
harmony” became good-looking but deceptive words. For Andres from West Germany and 
for Mark, who experienced discrimination because he was from East Germany, the unification 
caused problems that made it no longer just a vague ideal. The meaning of unification seems 
to be fading for both South Koreans and South Korean residents from North Korea. The film 
does not conclude with a dichotomous logic about unification, but it reexamines the meaning 
of today’s “unification” and “peace” by discussing Germany’s past unification experiences 
and Korea’s current unification. Through this,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day in a specific context rather than a vague 
idea or ideal. (Bae Juyeon)

South Korea｜2021｜89min｜DCP｜Color｜WP｜Ⓖ

Boda Media Group
HA Sinae
lilyyapd@gmail.com

Korean Competition introduces the latest outstanding 
documentary films from Korea, examining the Korean society 
in various aspects: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Best Korean 
Documentary Award (KRW 15,000,000) will be given to the 
best film in the section.

한국 다큐멘터리의 최신 우수작을 만날 수 있는 섹션. 한국 사회 곳곳을 짚어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장으로, 정치 사회 문화를 총망라하는 장. 가장 뛰어난 한 작품에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상금 15,000,000원)을 수여한다.

Korean
Competition
한국경쟁

1989 Berlin, Seoul 
Now

1989 베를린, 서울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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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을 돌이켜보면 화나는 일이 없을까마는 임선녀는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다. 그는 그저 

담담하게 해오던 일을 한다. 소를 기르고, 감을 따고, 자식들에게 매년 나눠주던 찬거리를 

준비하는 모습은 능숙하고 정갈하다. 그리고 그 모습과 비슷하게 선녀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나는 낡은 집을 비우고 새 집을 짓는 일이다. 선녀는 남편 생전에 번듯한 집을 지어서 

살아보자고 졸라 보았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집을 짓기 시작한다. 또 

하나는 글을 배우는 일이다. 배우지 못해서 생각 없이 살아간다 말해왔던 선녀는 먼 길 택시를 

타고 오가며 뒤늦은 공부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자기 꿈을 발견하고 실천해가는 시간이 무작정 

설레는 것만은 아니다. 그 시간은 익숙하고 소중한 것들과의 작별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선녀는 

소 기르는 일이 힘들어져서 소들을 딴 곳으로 보내는데, 그의 눈빛에는 우는 법이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눈물이 맺힌다. 선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오면서 익힌 부지런하고 꾸준한 태도로 

과거와 미래 모두를 대한다. 그리고 다 지은 집 앞에서 찍은 사진에서 선녀는 ‘花(꽃 화)’라는 

말이 어울리는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선녀는 계절이 바뀌는 영화 속 풍경처럼 자연스럽고 큰 

모습으로 작별과 꿈의 시간을 품는다. (채희숙)

<바운더리>는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직후 결성된 페미니스트 그룹 ‘불꽃페미액션’의 지난 4년 

간의 활동의 궤적을 스스로 짚어내는 다큐멘터리다. 불꽃페미액션의 멤버들 인터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의 지난 시간이 교차된다. 그러나 <바운더리>는 한 조직의 역사를 중간정리하는 

‘내부용’ 영화에 머물지 않는다. 언제나 ‘젊은 여성’들의 목소리와 행위가 그러했듯 이들의 

활동은 열렬한 지지뿐 아니라 적극적인 오해와 악의의 비난에 직면하기도 하고, 뜨거운 연대와 

단단한 결속으로 고양될 뿐 아니라 불화와 갈등, 회의와 의심으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한다. 

그러나 스스로의 성취와 시행착오를, 성장과 치기를, 도전과 미숙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직시하는 이들을 통해 영화는 쉬운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대신 빛나는 ‘성장 영화’로서의 서사를 

성취해낸다.

<바운더리>에는 말하자면 ‘잉여’라 부를 수 있는 장면들이 종종 등장한다. 여타의 영화라면 

편집에서 컷 되거나 버려질 법하지만, 이 컷들과 신들이야말로 <바운더리>에 반짝이는 생동감을 

불어넣는 원천이 된다. 이 생기와 활기가 화면을 뚫고 나와 관객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한 위로를 

준다. (김숙현)

Boundary: Flaming Feminist Action is a documentary that traces the activities of the feminist group 
Flaming Feminist Action, formed right after the Gangnam Station Toilet Murder Case in 2016, over 
the past four years. The film intersects interviews with members of the group and records of their 
past time. But it’s not just an “internal use” movie that examines the history of an organization. 
As has always been the voice and activity of "young women," their activities receive not only 
ardent support, but also accusations based on misunderstandings and malice. They, therefore, are 
united in strong solidarity, but they also hurt each other through discord and conflict, skepticism 
and suspicion. However, through those who frankly revealing and facing their own achievements 
and mistakes, growth and naivety, challenges and immaturity, the film achieves the narrative as a 
brilliant “growth film” without falling into easy narcissism.
In Boundary: Flaming Feminist Action there are often scenes that can be called “surplus”. In any 
other film, they would be cut or thrown away during the editing stage, but these cuts and scenes 
are the source of adding freshness and dynamism to the film. Its freshness and dynamism break 
through the screen and give the audience a deep consolation. (Kim Sukyun)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MA Minji, LEE Nayeon
CINEMATOGRAPHER YUN Gahyun
EDITOR YUN Gahyun

DMZ Docs Fund 2017

YUN Gahyun
hyoniyam@gmail.com

윤가현 YUN Gahyun

가현이들 The Part-Time Workers’ Union (2016)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KIM Sun-young
MUSIC HYUN Jinsik, YOU Jongho

DMZ Industry 2020
DMZ Docs Fund 2018

WON Ho-yeon
why245@gmail.com

원호연 WON Ho-yeon 

선두 SUN (2016)

강선장 Captain Kang (2012)

Looking back on the past, there are always moments of rage, but not for Lim Seonn-yeo, she 
never raises her voice. She works calmly and skillfully, raising her cow, picking persimmons, 
preparing food for her children. With a similar look, she is also marching towards her dreams 
– building a new house. She wanted to do this a long time ago, but her husband was never on 
the same page, now that he passed away, she is doing all the construction by herself. Another 
dream of her is to learn how to be literate. Lim Seonn-yeo never received proper education, 
now that she has a chance, she takes the cab for commuting to school. But for her, achieving 
dreams also means saying goodbye to old customs, like giving up her cows because it was too 
much work for her. Lim Seonn-yeo’s eyes were teary, not exactly matching her own description 
as “dye-eyed.” Lim Seonn-yeo treats her past and her future with a diligent attitude. After all, 
she is finally able to take a picture in front of her newly built house with her most beautiful 
smile, like her name “flower.” Lim Seonn-yeo lives her dream and moves on from her past like 
seasonal change on landscapes in a movie. (Chai Hee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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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2021｜83min｜DCP｜Color｜WP｜ⒼSouth Korea｜2021｜102min｜DCP｜Color｜WP｜Ⓖ

Boundary: Flaming 
Feminist Action

바운더리

Burning Flower 
한창나이 선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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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에는 크게 세 차원의 투쟁이 교차한다. 첫 번째는 법적 투쟁이다. 이는 일본 정책의 

모순과 허점을 드러내고 정책의 변화를 도모한다. 두 번째는 역사적 투쟁이다. 조선학교는 

역사를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위해서 언어와 문화를 지켜낸 투쟁의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왔다. 세 번째는 사회문화적 투쟁이다. 조선학교의 변호인단에 속한 한 일본인 

변호사는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국가의 통제를 언급하면서 변호인의 문제와 조선학교의 문제를 

연대의 관점에서 연결한다. 조선학교의 투쟁은 차별과 혐오를 허용하는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투쟁으로서 기존 사회의 한계를 지적하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조선학교를 배제하는 논리는 일본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차별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는 것임이 공유된다면, 투쟁은 더 크게 열리고 다양하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문화 및 역사를 배우면서 지혜를 익히는 일은 한 사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즐거운 

교류 속에서 배움을 나누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 조선학교는 이 일을 외면한 

일본에 대항하여 자립적으로 형성된 하나의 대안적인 문화이기도 하다. 교육이 공동체를 겪고 

운영해가는 과정 속에 놓이게 하는 조선학교는 사회를 풍부하게 가꾸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서 

지켜져야 할 역사이자 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채희숙)

WORLD SALES

KIM Jiwoon
jioon@hanmail.net

STAFF

PRODUCER KIM Jiwoon
CINEMATOGRAPHER KIM Jiwoon, KIM Dohee
EDITOR KIM Jiwoon, KIM Dohee
MUSIC LEE Sa-young, LEE Youngchul 
SOUND LEEM Kyung-rog

김지운 KIM Jiwoon
김도희 KIM Dohee
나는 우토로를 기억합니다 I Remember Utoro (2020)

항로-제주, 조선, 오사카 Course-Jeju, Cho-seon, 

Osaka (2015)

Discrimination fights three struggles, the first one legal dispute. This action promotes a change and 
exposes the contradiction and weakness of the Japanese legislative system. Second, a historical 
battle. Chosun School knows the importance of history, hence keeping and fighting for the Korean 
language and its culture. The third, cultural and social dispute. One of the attorneys defending 
Chosun School pointed out the restriction they are facing fighting the whole country. The fight of 
Chosun School is all about criticizing the limits of the existing discriminating, hateful society and 
changing it to a more acceptable, healthier environment. If the bald appearance of the constant 
discrimination against Chosun School is exposed to Japanese society, their struggle will gain more 
power. The competence of society is raised by learning different histories and cultures. Chosun 
School is considered an independent and alternative sub-culture conflicting with the avoidance of 
the Japanese. Chosun School is an important historical and cultural asset to protect in order to 
enrich social education as a community. (Chai Heesuk)

STAFF

WORLD SALES

PRODUCER SHIN Jinyoung
CINEMATOGRAPHER PAIK Jongkwan, YI Jaejin
EDITOR PAIK Jongkwan
MUSIC Mattef KUHLMEY
SOUND LEE Sujin

Eurythmia
PAIK Jongkwan
tubisto@hanmail.net

백종관 PAIK Jongkwan

검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How to Riot’ Tips and Tactics (2020)

추방자들 Deportees (2018)

순환하는 밤 Cyclical (2016)

극장전개 Unfold the Theater (2014)

In a time of disaster where physical activity and contact with others are limited and the arts are 
viewed as secondary issues, dancers, especially students, face the most direct restrictions, 
yet they receive little social attention. In dance classes which are held online, people can only 
check the silhouette of others’ body movement through the small split screen in the monitor. 
They, however, do their best to find the next best solution within the given limits. They also take 
theory classes to reflect on themselves, explor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rediscover 
the meaning of their own dance. They try to communicate in different ways and find their way. 
Their efforts and struggles, to connect each individual’s divided/isolated time and space, 
join through small monitors. The concerns of professors, who are also senior dancers and 
educators, are aiming for a new dimension. In the preparations for performance that began 
around the time when social distancing restriction were relaxed, their concerns and efforts are 
more revealed in detail. 
Even before the corona issue, the world was changing rapidly, but due to the corona, it is 
impossible to properly forecast the direction and mode of its change.  It’s just that we all do 
our best to find the next best solution in our respective places. In this film that calmly shows 
them, not only them but all of us seem to be transforming into “almost new human beings” as 
the title of the film suggests. (Kim Sukyun)

신체 활동과 접촉 범위부터 제약받고 예술은 나중의 문제가 돼 버린 재난의 시대에, 춤을 추는 

이들, 더욱이 학생들은 가장 직접적인 제한에 처하면서도 부차화된다.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무용 수업은 상대의 몸의 움직임을 모니터 속 분절된 작은 화면을 통해 실루엣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주어진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차선을 모색한다. 이론 수업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환경 자체를 탐구하고, 자신의 춤의 의미를 재정의한다. 다른 방식의 소통을 

시도한다. 길을 찾는다.

각자의 분절/고립된 시간과 공간을 잇고자 하는 노력과 몸부림은 그렇게 조금씩 작은 화면을 

통해서나마 연결된다. 선배 무용가이자 교육자이기도 한 교수들의 고민도 새로운 차원을 향한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즈음 준비를 시작한 공연을 통해 이들의 고민과 노력은 더욱 구체화된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세상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변화의 방향과 양태를 

구체적으로 전망할 수 없게 되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차선을 찾아낼 뿐. 이들의 

모습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영화 속에서, 그들, 아니 우리 모두가 영화의 제목대로 ‘거의 새로운 

인간’으로 변모 중인 것 같다. (김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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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2021｜62min｜DCP｜Color｜WP｜ⒼSouth Korea｜2021｜84min｜DCP｜Color｜WP｜Ⓖ

Discrimination
차별

Homo Quasi Novus
거의 새로운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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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 별 헤는 밤의 첫 말처럼, 영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은 그렇게 무언가를 헤아리려는 듯 달이 쫓아오는 길을 굽이굽이 헤매며 

시작한다. 덕산초등학교의 열다섯 아이는 학교 곳곳을 활발하게 누빈다. 6년째 다니고 있는 

학교는 아이들에게 있어 선생님들보다도 훨씬 속속들이 알고 있는, 편안한 공간처럼 보인다. 

새로 부임한 담임 선생님은 학교 곳곳을 천천히 거닌다. 새로이 시작한 삶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그에게 이 학교는 편치 않은, 아직은 그저 일하는 장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예측 불가능하게 

떠돌아다니는 아이들을 담아내는 카메라는 그와 반대로 좀처럼 움직이는 법이 없다. 그저 

학교라는 장소, 교실이라는 공간을 오가는 사람들을 거리를 두고 지켜본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드나들고 어른은 묵직하게 한곳에 머문다. 학교를 벗어나 집과 동네에 다다라서도 그 시선은 

억지를 부리려 드는 기색이 없다. 그 서늘한 거리감은 역설적이게도 되레 편안한 따스함을 

보내온다. 지나가는 하늘, 흘러가는 시간처럼 학교의 아이들은 머무를 수 없다. 새로이 졸업하고 

입학한다. 계절처럼 떠나가는 아이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누가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박군제)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RYU Hyungseok
CINEMATOGRAPHER KO Hanbul, KIM Bomi, RYU 
Hyungseok
EDITOR KO Hanbul
MUSIC LIM Mihyun
SOUND KO Hanbul

DMZ Industry 2021

KO Hanbul
jokoh123@naver.com

고한벌 KO Hanbul 

어느날 교실을 나오면서 Out of the Classroom (2017)

“In the sky where seasons pass by, Autumn fills the air.” Like the first words of the poem “Counting 
the stars at night,” the film In the Sky Where Seasons Pass By begins by wandering the path the 
moon follows, as if counting something. Fifteen children briskly roam around Deoksan Elementary 
School. The school the children have attended for 6 years seems like a comfortable place for them 
who know it better than the teachers. And the new teacher walks slowly around the school. For 
him, who is trying to adjust to his new life, this school is not yet a comfortable and may be just a 
place to work. Contrary to children running around unpredictably, the cameras filming them hardly 
move. It simply observes the space of school and classroom and the people passing by, from 
a distance. There, the children move in and out freely, and the adults calmly stay in one place. 
Even when the camera leaves school and approaches the houses in the village, there is no sign 
of compulsion in its gaze. Paradoxically, the cool distance of the camera provides comfort and 
kindness. Like the sky where seasons pass and the time passing by, the children can’t stay in 
school. They graduate and re-enter the school. What fills the hearts of children who leave like the 
seasons? Who can read the hearts of children? (Park Koonje)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JOO Hyunsook
CINEMATOGRAPHER JANG Minkyung, OH Jisoo
EDITOR JANG Minkyung
MUSIC Flowing 
SOUND JANG Minkyung

DMZ Industry 2019

JANG Minkyung
redbigbean@gmail.com

장민경 JANG Minkyung

안녕들하십니까 How are You (2014)

How do those who lost their family in social disasters live “the life after that” in the absence of 
their loved ones? Yoo Kyung-geun, who lost his daughter in the Sewol ferry disaster, hosts a 
podcast and invites those who lost their children in social disasters. Bae Eunsim, who lost her 
son Lee Hanyeol in 1987, Ko Seok, who lost two children in the 1999 Sealand fire disaster, and 
Hwang Myung-ae, who lost her daughter in the 2003 Daegu subway fire disaster, they fight 
against the contradictions and absurdities of society and try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for 
the deaths of children.  The truth and regret they learned after the absence of loved ones, the 
sadness that comes from the empty space they left behind, and those who nevertheless want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for the death of their loved ones. Although their stories have differ-
ent backgrounds of events, they resonate like a single story. In the podcast, Yoo Kyung-geun 
asks them questions that go beyond any other interviewers’ interest in them. He listens to their 
stories and delivers a message of empathy as a person who shares a similar pain with them, 
but the message he delivers is the answer he desperately wants to find. However, this film can 
only show one aspect of their efforts to ask many questions and find answers. This is because 
they will continue to ask questionseven after the film is over. If so, the answer is now up to the 
audience. How will we live our lives after the social disaster? (Bae Juyeon)

사회적 참사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재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세월호 참사로 딸을 잃은 유경근은 팟캐스트를 열고, 사회적 참사로 아이들을 잃은 

이들을 초대한다. 1987년 아들 이한열을 떠나보낸 배은심, 1999년 씨랜드 화재 참사로 두 아이를 

잃은 고석,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딸을 잃은 황명애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며 아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부재 이후에 알게 된 진실과 후회, 사랑하는 사람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에서 오는 슬픔,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이들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의 이야기처럼 울려 퍼진다. 팟캐스트를 통해 유경근이 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느 인터뷰이가 가지는 관심을 넘어선다. 그는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아픔을 공유한 

자로서 공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유경근이 던지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가 절실하게 찾고 싶은 

답이기도 하다. 그러나 영화는 수없이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려는 이들의 노력의 한 단면을 

보여줄 뿐이다. 영화가 끝난 후에도 이들의 질문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응답은 관객의 몫이다. 사회적 참사 이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배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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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ky Where 
Seasons Pass By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Life Goes On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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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Clarisse TUPIN, KIM Young, Martine KIM
CINEMAPTOGRAPHER Oan KIM, Brigitte BOUILLOT
EDITOR Oan KIM, Brigitte BOUILLOT, Nassime GORD-
JI-TEHRANI
MUSIC Oan KIM
SOUND Jules WYSOCKI

Hot Docs 2021
Krakow FF 2021

Miru Pictures
KIM Young
eyewitness@naver.com

오안 킴 Oan KIM
브리지트 부이오 Brigitte BOUILLOT A child who stubbornly clings to his ideas, a Sphinx rather than a Santa Claus... The Man Who 

Paints Water Drops presents an expression that people did not think easily about the master of 
Korean abstract art, Kim Tschang-Yeul. Its words come from Oan Kim, the second son of the 
painter and his French wife Martine Jillon. His son, a photographer, started this first documentary 
about his father before his death. As the artist passed away on January 5th, 2021, this film became 
a documentary of his last appearance. It is a biography and portrait of an artist’s father’s 92 years 
of life compressed into an abstract painting by his son, an artist. In the 1970s, in a stable in Paris, 
France, where any water had not come out, Kim met water drops on an empty canvas and painted 
only water drops for the rest of his life. Director Oan Kim superimposes sound and images of 
water, such as rain, the sea, swimming pools, water drop hanging on a faucet, and falling snow, in 
every scene of his father. Following the traces of the shadow on a water drop, he sees the solitude 
beyond his father’s silentness. He stares at the tears of a man who survived alone in a pile of 
corpses during the Korean War. It’s like a mystery film walking in the fog. “Father, if you could turn 
your life into a film, what would be the first scene?” “A baby. In the second scene, a man comes 
with a box in all white snow. There is a secret in the box.” A father and his son's low-pitched 
conversation in French leads the audience to the secret in the box of “The Water Drop Painter.” 
(Na Wonjeong)

고집스러운 생각을 가진 어린아이, 산타클로스보다는 스핑크스….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는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창열 화백을 두고 생각지 못한 표현들을 제시한다. 그 언어는 화백과 

프랑스인 아내 마르틴 질롱의 둘째아들 오안 킴에게서 흘러나온다. 사진작가인 그는 김 화백 

생전에 아버지를 주제로 한 이 첫 다큐멘터리를 시작했다. 2021년 1월 5일 화백이 별세하면서, 

이 작품은 그의 마지막 다큐멘터리가 됐다. 예술가 아들이 예술가 아버지의 아흔두 해 생을 

추상화처럼 압축해낸 전기이자 초상화다. 1970년대 프랑스 파리의 물도 나오지 않는 마구간에서 

빈 캔버스에 맺힌 물방울과 만난 김 화백은 남은 평생 물방울만 그렸다. 오안 킴 감독은 아버지를 

담은 장면마다 비, 바다, 수영장, 수도꼭지에 맺힌 물, 흩날리는 눈 등 물의 이미지와 소리를 

겹쳐낸다. 물방울에 진 그림자의 자취를 좇아, 아버지의 고요함 너머 고독을 본다. 한국전쟁 때 

시체의 바다에서 혼자 살아남은 자의 눈물을 응시한다. 마치 안개속을 걷는 미스터리 영화처럼. “

아버지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첫 장면은 뭘까요.” “아기. 두 번째 장면은 전부 하얗게 흰 눈으로 

한 남자가 상자를 들고 와. 상자안에는 비밀이 있지.” 아들과 아버지의 나지막한 불어 대화가 ‘

물방울 화가’의 상자 속 비밀로 관객을 이끈다. (나원정)

STAFF

WORLD SALES

PRODUCER KIM Myoung-yoon
CINEMATOGRAPHER KIM Myoung-yoon
EDITOR FURUIE Wataru
SOUND KIM Myoung-yoon

KIM Myoung-yoon
myungyoon2@gmail.com

김명윤 KIM Myoung-yoon Oshikamura (大鹿村), its Chinese character means the village of large deers. In Japanese my-
thology, there is a legend that a god discovered this village while hunting deer. Oshikamura is a 
village located deep in the mountains where large deer would not be awkward to run and play. 
Although it is a small town with a population of less than 1,000, it is also a place overflowing 
with vitality and surrounded by the sprit of the mountain. Then, one day, a tree hundreds of 
years old is cut down, and the peaceful atmosphere in the film begins to stir rapidly.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tunnel for the high-speed train, the opinions of residents are ignored, and 
the media is silent. As if it were natural, the workers make holes everywhere and try to build 
something. What is happening in Oshikamura is all too familiar to us. In Korea and Japan, as 
well as in other countries, the repeated construction process of national projects works in the 
manner of "management from the top". Even the villagers may not all be of the same opinion. 
Some people are trying to protect nature, and some are willing to endure the construction like 
accepting the trials of nature. Nevertheless, these people who have chosen to live with the 
mountain god despite many difficulties will go on to the end, thinking that the process is more 
important than the result. This film has the same gentle yet strong power as them. 
(Park Koonje)

오시카무라(大鹿村) 한자를 읽어보면 대록촌이 된다. 큰 사슴의 마을이다. 일본 신화 속 어느 신이 

사슴사냥을 하다가 발견했다는 전설도 있다. 큰 사슴이 뛰어노는 것이 어색하지 여겨지지 않을 

만큼, 오시카무라는 깊은 산 속에 존재하는 마을이다. 인구가 천명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산의 기운이 넘치는, 생명력이 맥동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느 날 수백 년의 수명을 가졌던 

나무가 베어지면서 평화로웠던 영화의 분위기는 급격히 술렁이기 시작한다. 고속전철을 위한 

터널 공사가 이어지는 동안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미디어는 침묵한다. 당연한 듯 곳곳에 

구멍을 내고 무언가를 세우려 든다. 오시카무라에서 벌어지는 과정은 너무나도 낯익은 것들이다.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건설 과정엔 논리적인 상명하달 

외에 개입의 여지없이 밀어부쳐진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자연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도, 자연이 주는 시련을 받아들이듯 감내하려는 사람도 있을 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산신과 사는 길을 택한 이 사람들은, 분명 결과보다 중요한 

과정을 믿으며 끝까지 나아갈 것이다. 그러한 부드러운 강인함이 이 영화에 있다. (박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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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 Who 
Paints Water Drops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Oshika-Winds of 
Change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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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여파로 빠르게 쇠락한 인천의 원도심은 도시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낳았다. 원도심 

재개발의 방향성을 두고 자본이 주도하는 전면 재개발과 장소의 역사성을 보존하려는 도시 재생 

간 대립이 첨예하다. 내항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과 10년 넘게 답보 상태인 경동의 재개발은 

복잡하게 얽힌 욕망의 매듭을 푸는 과정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내항과 경동이 자리한 중구는 

일제 강점기 근대 건축물들을 간직한 개항장 거리와 차이나타운이 있어 역사,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그만큼 거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곳을 개발하려는 자본의 압력이 거센 

곳이기도 하다.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는 몇몇 유명한 유적지나 관광지를 중심으로 원도심을 되살리려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의 길을 모색하는 중구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 

다큐멘터리를 기획한 이의중 건축가와 오석근 작가는 켜켜이 쌓인 시간의 힘을 믿는다. 밖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 안으로 들어가 오래된 건물을 현대적 기술로 하나하나 공들여 

되살린다. 다큐멘터리가 소개하는 중구의 여러 멋진 공간들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가꿔지는 

중이다. 이제 우리가 그곳을 방문할 차례다. (김선명)

STAFF

WORLD SALES

PRODUCER JO Eunsung
CINEMATOGRAPHER NA Huisuk
EDITOR BAEK Sunwoo
MUSIC HWANG Haesook

JO Eunsung
jo7248@gmail.com

조은성 JO Eunsung 

낭만적 공장 Punch Drunk Love (2021)

선샤인러브 Sunshine Love (2015)

The development of downtown Incheon is causing major imbalance issues in the city. The 
conflict between complete development led by the capital and historical preservation led by the 
Urban Restoration division is sharp. The struggle of the redevelopment of the inland port and 
the redevelopment of Geyong-dong, a standstill city seems uneasy to untie its 10-year desire. 
Jung-gu, where the inland port and Gyeong-dong is located has great value both historically and 
culturally because China Town and the construction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preserved to this day. Nevertheless, despite all the protests from the inhabitants, it is also a place 
with great capital pressure. 
A Tale of Old Cities talks about the inhabitants in the Jung-gu area trying to work on its independent 
urban restoration instead of focusing on the historical site and tourism. Lee Euijoong and Oh 
Seokgeun, the architect and the writer who helped starting this film believe in the layer of time. 
Instead of changing everything at once, they prefer diving into the old constructions and revive 
them with modern technology. The sites shown in the documentary are restored in such a matter. 
Now, it’s time for us to pay a visit. (Kim Seonm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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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2021｜82min｜DCP｜Color｜WP｜Ⓖ

Shorts
Competition

Shorts Competition focuses on the documentaries that 
explore the aesthetics of short form and its various 
possibilities through the latest short documentary films from 
Asia and Korea. The Best Short Documentary Award (KRW 
10,000,000) and the Special Jury Award (KRW 7,000,000) 
will be given to the best and the second-best short 
documentaries in the section.

아시아와 한국의 최신 우수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는 섹션. 단편의 미학과 다양한 

형식적 미학을 소개하는 장. 두 편을 선정하여 각각 최우수단편다큐멘터리상(상금 

10,000,000원)과 심사위원 특별상(상금 7,000,000원)을 수여한다.

단편경쟁

A Tale of Old Cities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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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Canvas

A Cat May Look at a King Days of Love

Dance for Life
검은 캔버스

고양이도 왕을 볼 수 있다 어떤 사랑에 관한 기억

춤, 생명을 위하여

The trees drawn on the canvas look peaceful but the man painting it looks 
sad because he seems to be trapped on the other side of the thick fence. 
Ironically, the man wishes to stay there, more precisely, he will only 
"survive" safely by being held. The man arduously moved to Germany 
with the trauma from his homeland. Now, his life depends on how "another 
country" is able to "accept" a "foreigner" "no differently." Which is  
ridiculous. Why should the man rely on being "accepted" when his basic 
human rights were persecuted? (Song Arum)

나무들이 들어선 캔버스 속 풍경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남성의 

얼굴엔 슬픔이 서려 있다. 아마도 촘촘한 펜스 앞에 앉아 있는 그가 어디엔가 갇혀 

있는 듯 보여서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펜스가 둘러싸인 바로 그곳에 남겨지길 

바란다. 아니 그곳에 남겨져야만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다. 어렵사리 독일로 건너온 

그의 기억 속엔 모국(母國)에서 겪었던 끔찍한 장면들이 가득하다. 이제 그의 생존은 

‘다른 국가’가 ‘다른 국가의 사람’을 ‘다르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에 달린 

듯하다. 그러나 이는 우스운 일이다. 박해로부터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의 

권리가 왜 ‘포용력’을 바라야 하는가? (송아름)

Shirin EKHLASI
shirin.ekhlase@gmail.com

시린 에클라시 

Shirin EKHLASI

Gombie (2020)
Trap (2018) 

STAFF

WORLD SALES

PRODUCER Shirin EKHLASI
CINEMATOGRAPHER Farid 
TAHMASEBI
EDITOR Hanieh BABADI
MUSIC Benjamin TISSOT
SOUND Mohammad-Mehdi 
JAVAHERIZADEH

"A Cat May Look at a King" is an English proverb meaning even a person 
of low status has rights. The film begins with the scenery of Tamsui, a 
city near Taipei. The sight of gentle waves and the crops swaying in 
the wind soon lead to the high-rise buildings that stood proudly in the 
distance, then a man appears. The man delivers gas cylinders during 
the day and moonlights as a volunteer firefighter at night. He is also 
an artist who draws cats in his unique colors throughout the city. The 
film tells the story of things hidden behind the surface of a busy city 
while following the man’s work routine, who values life and even treats 
a tiny bug like a human. As you watch his life, sometimes eccentric and 
sometimes serious, you will fall in love with him by the end of the film. 
(Moon Chang-hyeon)

"고양이도 왕을 볼 수 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살아 있음으로 인해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다는 영어 속담이다. 영화는 타이베이 주변 도시인 탐수이의 풍경으로 시작된다. 

잔잔한 파도와 바람에 흔들리는 작물의 모습은 곧 저 멀리 위엄을 뽐내며 서 있던 고

층 건물 사이로 이어지고 한 남성이 등장한다. 낮에는 가스통 배달 일을 하고 밤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자원 활동을 하는 이 남성은 도시 곳곳에 자신만의 색깔로 고양이

를 그래피티 하는 작가이기도 하다. 영화는 작은 벌레도 인간을 대하듯 생명을 중시

하는 이 인물의 노동일과를 따라다니며 가속화되는 도시의 모습 뒤에 새겨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때로는 괴짜인 듯, 때로는 진중한 모습을 한 그의 삶을 보고 있노라

면 영화가 다 끝날 쯤엔 모두가 그를 애정하고 있을 것이다. (문창현)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Lulu CHIEN 
sineadchien@pts.org.tw

Taipei FF 2020
Kaosiung FF 2020

정즈밍 

CHENG Chih-ming

STAFF

WORLD SALESFESTIVAL/AWARD

PRODUCER LIN Mo-fan
CINEMATOGRAPHER CHENG 
Chih-ming
EDITOR CHENG Chih-ming
MUSIC CHENG Ke-chun 
SOUND TSAI En-li

Angeli Salazar was sentenced to death for murdering a man who raped 
her friend. The only thing that comforts her, who has nothing else to lose, 
is her dance that has been with her since her childhood. For her, dance 
is a friend who has helped her survive 25 years of imprisonment, and a 
means of expressing and proving herself. Dance for Life portrays how 
an isolated person in prison continues her life through arts. In this short 
documentary consisting only of dance and statements about the past, 
dance connects the inside and out of the prison, individuals and groups, 
and past and present, reminding us of the meaning of life. Then it leads 
up to a strong woman who is protecting herself between trembling voice 
and soft dance moves. (Chin Vitnam)

자신의 친구를 강간한 남성을 살해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안젤리 살라자르. 더 

잃을 것이 없는 그녀를 곁에서 위로해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춤 뿐이다. 

그녀에게 춤은 25년간의 수감생활을 버티게 해준 친구이자, 자신을 표현하고 

증명하는 수단이다. <춤, 생명을 위하여>는 감옥 안에서 격리된 인물이 예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과거에 대한 진술과 춤을 추는 

몸짓만으로 구성된 이 짧은 다큐멘터리 안에서 춤은 감옥의 안과 밖, 개인과 집단,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주고 삶의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와 부드러운 춤사위 사이에서 자신을 지켜내고 있는 단단한 여성을 발견하게 

만든다. (진빛남)

Voyage Studios
Chuck GUTIERREZ
cgutierrez@voyagefilm.com

베이비 루스 빌라라마 

Baby Ruth VILLARAMA

The Boy with No Shoes 
(2019)
Sunday Beauty Queen 
(2016)
Little Azkals (2014)
Jazz in Love (2013)

STAFF

WORLD SALES

PRODUCER Ria LIMJAP
CINEMATOGRAPHER Dexter 
DELA PENA
EDITOR Chuck GUTIERREZ
MUSIC Emerzon TEXON
SOUND Adrea IDIOMA

Family is the closest-yet sometimes the furthest-thing to anyone. What 
does it mean to film a family? Days of Love begins the film with a gaze 
towards the family, especially the father. Within a sense of distance 
that everyone seems to have to some extent, the director traces her 
family memories. But such attempts are blocked soon and they head 
elsewhere. Even there, thoughts about her father continue to rise, and 
as time passes, the camera passes through her father again onto her 
own reflection, holding the camera. This seemingly natural consequence 
reveals the trauma of an individual that is unexpectedly imprinted in 
childhood memories. The director's personal confession about the 
unresolved wounds and mysteries of family and love. (Chin Vitnam)

누구보다 친밀한,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것이 가족이다. 그런 가족을 

촬영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사랑에 관한 기억>은 가족, 그 중에서도 

아버지를 향한 시선으로 영화를 시작한다. 서로 어긋나 쉽사리 다가가기 힘든,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법한 거리감 안에서 감독은 가족과 관련된 기억을 더듬는다. 

하지만 금세 시도는 차단되고, 다른 곳을 향한다. 그곳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시간이 지나 카메라는 다시금 아버지를 거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자신을 비추기에 이른다.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이 귀결은 뜻하지 않게 어린 

시절 기억 속에 각인된 개인의 트라우마를 드러낸다. 가족과 사랑에 관한 풀리지 않을 

상처와 미스터리에 관한 감독의 개인적인 고백. (진빛남)

SU Yueqin
17429609@life.hkbu.edu.hk

쑤웨친 SU Yueqin

STAFF

WORLD SALES

PRODUCER SU Yueqin
CINEMATOGRAPHER SU 
Yueqin, ZHAI Xinyu
EDITOR SU Yueqin
MUSIC TONG Ngai 
SOUND SU Yueqin, TONG Ng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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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 Germany｜2020｜17min｜DCP｜Color｜WP｜Ⓖ

Taiwan｜2020｜24min｜DCP｜Color｜IP｜Ⓖ Hong Kong｜2021｜23min｜DCP｜Color｜WP｜Ⓖ

Philippines｜2021｜11min｜DCP｜Color｜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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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has brought lockdown upon a dormitory building in Germany. 
While everything has stopped, the gaze of the left-alone faces outward. But 
his gaze is blocked by a huge fabric covering the building. The building was 
temporarily left unfinished with incomplete repair work. The director records the 
scenery outside the building with this fabric in between, as if the fabric has a 
substantialized disconnection.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outside world seen 
through the fabric as its outline is blurred. The camera, looking out through the 
hole, cannot follow the moving subject and loses direction. Within the screen, 
this gigantic fabric gradually brags its presence and exhibits a strange duality 
penetrating between openness and disconnection. Light penetrates through the 
fabric, and the sound of fluttering in the wind fills the room. Finally, the camera 
stops observing out and begins to look at the wall of severance with the fabric 
placed in front of it. (Chin Vitnam)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락다운이 시작된 독일의 한 기숙사 건물.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속에서 홀로 남겨진 자의 시선은 밖을 향한다. 하지만 그 시선은 건물을 덮고 있

는 거대한 천 앞에 가로막힌다. 보수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건물이 임시로 남겨

진 것이다. 마치 단절이 실체화된 것 같은 이 천을 사이에 두고 감독은 건물 밖의 풍

경들을 기록해본다. 천을 통해서 바라본 바깥세상은 윤곽이 흐릿해 구분하기 어렵다. 

구멍을 통해 밖을 바라보던 카메라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지 못하고 방향을 잃

는다. 스크린 안에서 이 거대한 천은 점차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개방과 단절 사

이를 관통하는 기이한 이중성을 발휘한다. 천을 관통하며 빛은 안으로 새어들고, 바

람에 펄럭이는 소리는 사방을 메운다. 마침내 카메라는 밖을 관찰하기를 멈추고 자신

의 앞에 놓인 그 천을 단절의 벽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진빛남)

Iman BEHROUZI
iman_behrouzi@yahoo.com

이만 베로우지 

Iman BEHROUZI

Love in Close-Up (2019)
Amour du Réel (2017)
A Movie for You (2015)
Window into Tehran 
(2013)

STAFF

WORLD SALES

PRODUCER Iman BEHROUZI
CINEMATOGRAPHER Iman 
BEHROUZI
EDITOR Mehdi BAGHERI
SOUND Ehsan AFSHARIAN

If there are those who still think that the struggle must always be carried out 
in visible activism, or there is no need for struggle in a community where 
conservatives prevail, they will have to watch The Geshema is Born sometime. 
In 2016, when, for the first time in about 2,000 years of Tibetan Buddhist 
history, the highest degree “Geshe” was granted to women, including the 
monk Namdol Phuntsok, and then the new position of “Geshema” was 
actually created, director Malati Rao meticulously traces its process and 
impact at the site. He also discreetly tells us why the existence of “Geshema” 
is important within the Buddhist community and even within the network of 
struggles related to identity. Looking at Namdol Phuntsok who continues the 
small but persistent struggle, as if contemplating, inside the order of one 
religion, we can imagine different ways of fighting than now. (Yoon Arang)

투쟁은 항상 가시적인 액티비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거나, 보수적 성질이 거의 

굳어진 공동체에서 투쟁은 전개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아직 있다면 

〈게시마: 티벳 여승 이야기〉을 한 번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말라티 라오 감독은 

지난 2016년, 티베트 불교 역사 약 2000년 동안 처음으로 최고 학위인 ‘게시’가 남돌 

푼속 스님을 비롯한 여성들에게도 부여되어 ‘게시마’라는 직책이 비로소 실질적으로 

성립되었을 때의 현장에서 그 과정과 영향을 세심히 쫓는다. 그러면서 ‘게시마’라는 

존재가 전반적인 불교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 정체성에 관련한 투쟁의 네트워크 

안에서 어째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사려 깊게 일러준다. 종교의 질서 안에서 작지만 

끈질긴 투쟁을, 거의 사색적으로 이어가는 남돌 푼속을 보며, 우리는 지금과 다른 

투쟁의 방식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윤아랑)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rust
Malati RAO 
malati.rao@gmail.com

Mumbai IFF 2020

말라티 라오 

Malati RAO

STAFF

WORLD SALESFESTIVAL/AWARD

PRODUCER Rajiv MEHROTRA
CINEMATOGRAPHER Paromita 
DHAR, Shanker RAMAN, Tarun 
RAKESIYA, Shefali JAMWAL
EDITOR Shefali JAMWAL
MUSIC Naren CHANDAVARKAR
SOUND Vinod SUBRAMANIAM

Born Behind Bars (2017)
Handmade in India 
(2014)
Free and Compulsory 
(2012)  

As if it is the beginning of a ritual, a woman in a white robe puts out candles 
with all her sincerity. A black screen follows with scribbled subtitles, and 
soon appear black-and-white photographs. The film is about Cha Hak-
kyung, a female artist born in Korea and who worked in the United States. 
A performance reinterpreting Cha’s works is presented from the start, 
followed by captions and narrations questioning the "beginning." The 
beginning of Cha leads to the director’s own beginning, and at the root 
is the love of her parents. That love is fully passed onto the director and 
then onto others. The director’s message of love to the artist, who does 
not exist anymore, summons the past works of Cha to the present and 
makes us aware of the artist’s existence. This film may be her tribute to 
the artist and the director’s declaration that she would inherit Cha’s life as 
an artist. (Moon Chang-hyeon)

하얀 소복을 입은 여성이 곧 의식을 시작하는 듯 정성을 다해 초를 끈다. 검은 화면에 

휘갈긴 자막이 흐르고 곧이어 흑백의 사진이 나열된다. 영화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한 여성 예술가 차학경의 예술작품을 다룬다. 첫 장면부터 그녀의 

작품을 재해석한 퍼포먼스로 시작되어 ‘시작’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감독의 독백과 

같은 자막과 내레이션이 이어진다. 차학경의 시작은 감독 자신의 시작으로 이어지고 

그 근원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은 고스란히 자신에게로 전해져 다른 이를 

향한다. 실재하지 않는 그녀에게 보내는 감독의 사랑의 메시지는 과거 작품을 현재로 

소환하고 우리에게 그녀의 존재를 의식하게 한다. 이 영화는 예술가 차학경에 대한 

헌사이자 그녀의 삶을 이어내려는 감독의 선언일지도 모르겠다. (문창현)

Film Dabin
BAEK Dabin
film_dabin@daum.net

김희진 KIM Heejin

STAFF

WORLD SALES

PRODUCER KIM Sumi
CINEMATOGRAPHER LEE 
Soonjun
EDITOR KIM Heejin, BYUN 
Jisun
MUSIC LEE Kiseon
SOUND Studio in Bloom

In 1990, a couple got married. After 15 years of marriage, the couple has 
decided to part ways. They are the director’s parents. The film has an exciting 
start with the director throwing a cheeky proposal to her mom, who has been 
divorced for 15 years, to give a party to celebrate her divorce anniversary. 
The director enthusiastically prepares her mother’s divorce party with her 
sister, but she goes through a tough time due to the circumstances around 
her. Although the plan was for her mother, it extends to the troubles of 
mother and daughters. The party is held after twists and turns, and what a 
delightful divorce party! If you watch this Happyhappy Divorceparty, you will 
find yourself feeling present at the party. At the same time, you will be asking 
fundamental questions about forms and meanings of “ordinary” family in 
Korea. The lively music is another element you will enjoy in the film. (Moon 
Chang-hyeon)

1990년, 한 커플의 결혼식이 열린다. 15년의 결혼생활 후 각자의 인생을 살기로 한 

이 커플은 감독의 부모이다. 영화는 이혼한 지 15년이 된 엄마에게 이혼 파티를 열고 

싶다는 발칙한 제안과 함께 시작을 알린다. 감독은 동생과 함께 엄마의 이혼 파티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하지만, 쉽게 닿지 못한다. 엄마를 중심에 두었던 계획은 

세 모녀의 고민으로 확장되고, 우여곡절 끝에 파티는 열린다. 이토록 유쾌한 이혼 

파티가 있을까? <해피해피 이혼파티>를 보고 있으면 어느새 파티 참가자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한국사회의 정상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과 가족이란 형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이다. 영화 속 발랄한 축하 음악도 영화를 즐기는 또 

하나의 요소다. (문창현)

Film Dabin
BAEK Dabin
film_dabin@daum.net

남순아 NAM Soona

STAFF

WORLD SALES

PRODUCER NAM Soona
CINEMATOGRAPHER NAM 
Soona
EDITOR BAEK Seunghwa, NAM 
Soona
MUSIC NAM Soona, BAEK 
Seunghwa 
SOUND CHOI Jiyeoung

유산 The Daughter (2021)

추석 연휴 쉽니다 Full 

Moon (2020)

흔적 The Trace (2015)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떡

하지? Papa, please don’t 

leave (2014)

Iran, Germany｜2021｜14min｜DCP｜Color｜AP｜Ⓖ

India, Nepal｜2020｜56min｜DCP｜Color｜KP｜Ⓖ South Korea｜2021｜24min｜DCP｜Color｜Ⓖ

South Korea｜2021｜23min｜DCP｜Color/B&W｜WP｜Ⓖ

The Fabric

The Geshema is Born Happyhappy Divorceparty

Hak Kyung
패브릭

게시마: 티벳 여승 이야기 해피해피 이혼파티

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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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n thinks of a girl he met where used to live as a child. Then he brings 
out the memories of the place while he thinks of her, thinks wouldn’t 
remember him. When the oil development of the town was in full swing, 
he thought it was the center of the universe. Then, the oil had run out, 
people left, and she disappeared, too. As if displaying scenes in a dream, 
the film shows images, creating the illusion of being somewhere between 
fiction and non-fiction. The man says that might have imagined a place 
where is not so sure of its existence anymore. Then it leads to the scene 
of the man wandering through the ruined space. And as time changes, 
the imaginary place is acknowledged as the existing place. Like the song 
lyrics in the film, when the wave rises and the wind blows, it gives the 
nostalgic feeling about what used to be someone’s life we could have 
drifted together. (Moon Chang-hyeon)

어릴 적 살았던 곳에서 만났던 한 여자아이를 떠올리는 남자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할 

거라는 그녀를 떠올리다 그 공간의 기억을 꺼낸다. 석유개발이 한창일 때, 세상의 

중심인 줄 알았던 그곳은 석유가 고갈되면서 사람들이 떠났고, 그녀도 사라졌다. 

영화는 꿈속의 장면을 나열하듯 낡은 정지영상과 현재의 동영상이 교차하며 픽션과 

논픽션 사이 어딘가에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존재조차 희미해진 그곳이 

어쩌면 상상의 공간일 수도 있다는 남자의 말은 폐허의 공간을 배회하는 한 남자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낮에서 밤, 다시 낮이 되는 시간동안 상상 속에 있던 공간을 

존재의 공간으로 인식시킨다. 영화 속 노래가사처럼 파도가 일고 바람이 불면 함께 

표류할 누군가의 삶이 있었을 그곳이 벌써부터 아련하다. (문창현)

Factory Gate Films
Elaine CHENG
chengyingli@gongchangdamen.
com

Visions du Réel 2021

자준 오스카 장 Jiajun Oscar ZHANG
변희영 PYUN Hee-young

밤의 언어 The Language 

of the Night (2020)

공백에서 

In the Blacks (2015)

STAFF

WORLD SALESFESTIVAL/AWARD

PRODUCER HUANG Xufeng, 
LIANG Ying
CINEMATOGRAPHER Peter 
PAN
EDITOR PYUN Hee-young, 
Jiajun Oscar ZHANG
SOUND Keenen YONG

After the coming-out, sexual minority filmmaker Minki now dreams of marrying 
his partner "Max." But would it even be possible in Korean society? The film has a 
similar setting to the interface and adventure narrative of RPG games. And Minki 
boards a bus to undertake the quest called "marriage." During the journey, Minki 
meets his family and acquaintances, a counselor from a matchmaking company, 
and Max, asking their thoughts on queer and same-sex marriage. Although he 
gets a little comfort from his family, as they say, "times have changed." Still, 
Minki clearly understands that such comfort is "happiness in disguise" from 
his parents' reaction, not giving up their expectations for their son's "natural 
healing." So, just like any day, "Magic Princess Minki" gets on the subway to 
go to the dungeon called "Gwanghwamun," as the actual reality that Minki has 
to face every day in a Korean society filled with hatred still lies there like a huge 
hateful monster. (Nam Kiwoong)

커밍아웃한 성소수자 영화감독 ‘민키’는 자신의 파트너 ‘맥스’와의 결혼을 꿈꾼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사회에서 가능한 꿈일까? RPG 게임의 인터페이스와 모험 서사를 

닮은 이 영화에서, 민키는 ‘혼사’라는 퀘스트를 수행하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싣는다. 

그리고 민키는 본격적인 여정에서 가족과 지인, 결혼중개업체의 상담원, 맥스 등을 

마주하며 퀴어(queer)와 동성혼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묻는다. ‘시대가 달라졌다’

는 가족들의 말에서 작은 위안을 얻기도 하지만, ‘자연치유’에 대한 기대를 내심 

접지 않은 부모의 반응 속에서 민키는 그러한 위안이 가장된 ‘행복’임을 분명히 

안다. 그래서 오늘도 ‘요술공주 민키’는 ‘광화문’이라는 던전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에 

올라탄다. 여전히 혐오로 가득한 한국사회에서 민키가 매일 당면하는 진짜 현실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남기웅)

HONG Minki 
kmes424@gmail.com

홍민키 HONG Minki

STAFF

WORLD SALES

PRODUCER HONG Minki
CINEMATOGRAPHER HONG 
Minki
EDITOR HONG Minki
MUSIC LEE Munhwan, HAN 
Jungin(Cosmos Superstar) 
SOUND HWANG Hwi

리얼 서바이벌 가이드 공중

도시 Real Survival Guide 

Gongjung Dosi (2019)

NCP 튜토리얼 NCP 

Tutorial (2017)

Should traditions be passed on for years? Who’s responsible for 
keeping them and when should they be terminated? These questions 
are challenging to answer especially when one’s life is dependent on 
the culture. The Last Hope follows a boy who carries the heavyweight 
of preserving old customs. As a child, he used to watch the woolly flock 
in his father’s arms under the snow. Time has passed and now he’s the 
father, his entire family relies on him. However, instead of keeping the 
tradition, his hopes and dreams are solely on books and education. Will 
he be able to pursue his long-drifted dream or follow his father’s path? 
(Song Arum)

전통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가? 전통의 유지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으레 

그래야 할 것을 멈추는 순간은 언제여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답을 내놓는 일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의 생계까지 짊어진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마지막 희망>은 전통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짊어진 한 소년의 뒤를 따른다. 눈 

속에서 아버지에게 안겨 양 떼를 바라보던 아이는 이제 그때의 아버지의 역할이 자신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족들의 눈은 그를 좇고, 그의 눈은 들판이 아닌 

학교에, 양 떼가 아닌 책에 머물러 있다. 자신의 바람과도 앞으로의 전망과도 멀어져 

버린 이 전통 앞에서 소년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송아름)

Ryhana Productions
Raja Shabir Mohd KHAN
rajashabir@gmail.com

라자 샤비르 모하마드 칸

Raja Shabir Mohd KHAN 

Line of Control (2016) 
Vanishing Glacier (2015)
Delhi-Fear and Freedom 
(2013) 
Shepherds of Paradise 
(2011) 

STAFF

WORLD SALES

PRODUCER Raja Shabir Mohd 
KHAN
CINEMATOGRAPHER 
Raja Shabir Mohd KHAN
EDITOR Raja Shabir Mohd KHAN
MUSIC Ghulam Mohammad 
KHAN
SOUND Sakanta MAJUMDAR

Brecht said a long time ago that no matter how objectively we try to reproduce 
reality if that reproduction can only represent less than we would like, we will 
have to add something to it. The Long Hole looks like an extension of this 
issue. Someone suddenly throws themselves into Camp Long, the now-
vacated USFK base, and explores the empty base. There isn't much to see 
here, and we can't even figure out what is the camera-eyes that run around. 
The conversations between the AI detective and his colleague, and the stories 
of fictional characters, revolving around the ATM in Camp Long, related to the 
ideology that occupied the place even after the disappearance of Camp Long. 
If we can provide any stories in the first sequence and view the place, only 
present the story and not represent the place where it took place. The film 
explores why, when one disappears and the other appears to remain, what 
disappeared still exists as a "non-existence" or "nothing" in itself. (Lee Minho)

오래전 브레히트는 현실을 아무리 객관적으로 재현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더 적은 것 

만을 재현할 수 있다면 무언가가 그에 덧붙여져야만 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긴 복도>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연장하는 작업처럼 보인다. 누군가가 이제는 

철수한 주한미군기지 캠프 롱에 갑자기 내던져진 채 기지 내부를 탐사한다. 이곳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볼 것이 많지 않으며, 우리는 헐레벌떡 뛰고 있는 카메라-시선의 

정체를 알 수도 없다. 이어 등장하는 캠프 롱 ATM을 둘러싼 AI 탐정과 동료의 대화 및 

가상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캠프 롱이 사라진 이후에도 여전히 그곳을 점령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흔적과 관계된다. 첫 시퀀스에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도 부여받지 못한 

채 그곳을 볼 수만 있었다면, 이후에는 이야기만이 있을 뿐 이야기가 벌어진 그곳이 

재현되지 않는다. 영화는 하나가 사라지고 다른 하나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때 사라진 

것이 왜 ‘없는 것’ 또는 ‘무(無)’ 그 자체로 여전히 잔존하는지 탐구한다. (이민호)

JEONG Yeoreum
summerjeo@gmail.com

정여름 JEONG Yeoreum

STAFF

WORLD SALES

CINEMATOGRAPHER AHN 
Jeehwan, JEONG Yeoreum, 
Andrew LEE
EDITOR AHN Yeseul, JEONG 
Yeoreum
MUSIC AHN Yeseul

그라이아이: 주둔하는 신 

Graeae: A Stationed 

Idea (2020)

China｜2020｜18min｜DCP｜Color｜AP｜Ⓖ

South Korea｜2021｜40min｜DCP｜Color｜Ⓖ South Korea｜2021｜36min｜DCP｜Color｜WP｜Ⓖ

India｜2020｜50min｜DCP｜Color｜KP｜Ⓖ

If You See Her, Say Hello

I Smell Wedding Bells The Long Hole

The Last Hope
그때는 그녀에게 안부 전해줘

들랑날랑 혼삿길 긴 복도

마지막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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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am Lien has a shipyard on the tranquil lake-like sea that builds ships 
using traditional methods. This business has been run by three generations 
but it is now at the risk of disappearing. Once, this place was flourished with 
more than fifty workers but now left only a few, they too are passed on for 
generations. With the transition of time, everything is turning into dust. Lien 
looks at the beach with nostalgia since this place will be developed into 
luxurious retreats. She insisted on staying here to take care of the workers 
and their families even when her brothers and sisters all moved out to other 
countries. Looking at the reflection of the setting sun over the horizon, Lien’s 
memory of denied confession passes her face. (Kim Seonmyeong)

호수처럼 고요한 바닷가에 전통 방식으로 배를 건조하는 리엔 아주머니의 조선소가 

있다. 3대에 걸쳐 가족 사업으로 이어온 이곳이 사라질 예정이다. 한때는 50명 가까이 

있던 인부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 역시 대를 이어 이곳에서 일했지만, 

강물이 흐르듯 돌이킬 수 없는 시간속에 모든 것이 재와 먼지로 흩어지려 한다. 

고급 휴양지로 개발될 해안가를 바라보며 리엔 아주머니는 지난 세월을 돌이킨다. 

형제자매들을 외국으로 떠나 보내면서도 끝내 여기에 남아 조선소를 지키고, 

인부들과 그 가족들까지 건사해낸 고난과 영광의 시간이다. 저물어가는 석양빛이 

물가를 물들일 때면, 받을 수 없었던 사랑 고백의 기억이 그녀의 얼굴을 스친다. 

(김선명)

Varan Vietnam
Chloé HUITRIC
communication@ateliersvaran.
com

응우옌 투 흐엉 

NGUYEN Thu huong

Immortal Angel (2016)

STAFF

WORLD SALES

PRODUCER TRAN Phuong 
Thao
CINEMATOGRAPHER 
NGUYEN Thu Huong
EDITOR PHAM Thi Hao
MUSIC TRAN THI Thanh Nhan
SOUND TRAN LAM Anh Cuong, 
PHAN THI Huynh Nhi, NGUYEN 
NGOC Thao Ly, HO Thuc An, 
PHAM Duc Thang

1976, when Mao Zedong passed away and the Cultural Revolution came to 
an end. Five teenage girls accidentally picked up 2 Chinese Yuans on the 
street and come up with an ingenious plan: they would meet every 10 years 
to buy ice cream and take a picture together. 40 years have passed, and 
they are now middle-aged, and looking at the photos they took together, 
they look back on the past years. In the strata of that time, the memories of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traces of life after that are still vibrating and 
piled up thickly and in different ways. Thus, the portraits of the five women 
in Mao’s Ice Cream become a prism that illuminates Chinese society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Gang Ginseok)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문화혁명이 막을 내린 1976년. 다섯 명의 십 대 소녀가 길거리에서 

주운 2위안으로 기발한 계획을 세운다. 10년마다 모여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이다. 40년이 흐른 지금, 중년이 된 그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을 펼쳐보며 지난 세월을 회고한다. 그 시간의 지층 속에서는 여전히 

진동하고 있는 문화혁명의 기억과 그 이후의 삶의 궤적들이 두텁고도 다채롭게 쌓여 

있다. 그렇게 <마오와 아이스크림>이 그려낸 다섯 여성의 초상은 문화혁명 이후 중국 

사회를 비추는 프리즘이 된다. (강진석)

Brindusa Ioana NASTASA
contact.brindusa@gmail.com

Krakow FF 2021

애나벨라 스티렌 Annabella STIEREN
브린두사 로아나 나스타사 

Brindusa Ioana NASTASA
장자루  ZHANG Jialu

STAFF

WORLD SALESFESTIVAL/AWARD

PRODUCER Annabella STIER-
EN, ZHANG Jialu, Brindusa 
NASTASA
CINEMATOGRAPHER Brindusa 
NASTASA
EDITOR Annabella STIEREN, 
ZHANG Jialu, Brindusa 
NASTASA 
SOUND Kasper KOUDENBURG

Blue Banks (2019) 
Burqa Bikini Wax (2018) 
From Kurdistan with 
Love (2018)
The Voice of the Favela 
(2018) 

Some people believe the testimony’s credibility is inversely related to time 
transition. Therefore, questioning the reason people hold on to their bad 
memories instead of forgetting them. Of course, this idea comes from the 
people who are indifferent, who doesn’t understand why it’s so important for 
others to consciously keep their mind fresh. May•JEJU•Day sketches the 
unresolved Jeju Uprising with the voices and the visuals of the witnesses 
testifying the tragic event. The continuous appearance of guns, blood and 
fire in the picture depicts how negligence was a fatal mistake. (Song Arum)

누군가는 특정 사건에 대한 증언의 신빙성과 사건으로부터의 시간의 경과가 

반비례한다고 믿는 듯하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잊어야 하지 않느냐고, 

굳이 그 고통에 갇혀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쉽게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당연히 

이 말은 누군가에겐 절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기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산이다. <메이•제주•데이>는 제주 4.3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이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증언으로 살아나는 그림을 통해 치유되지 않은 

역사가 분명한 현재임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이 그림들에 자주 등장하는 총과 피와 

불 등은 망각을 운운하는 이들의 무지가 얼마나 큰 과오인지를 새삼스레 확인시킨다. 

(송아름)

KIAFA AniSEED
AN Jihye
kaniseed@kiafa.org

DMZ Industry 2020

 강희진 Jude KANG

꽃피는 편지 A Letter that 

Bloom Flowers (2016)

할망바다 Grandma’s 

Diving Spot (2012)

STAFF

WORLD SALESFESTIVAL/AWARD

PRODUCER Jude KANG
CINEMATOGRAPHER Jude 
KANG
EDITOR Jude KANG
MUSIC Jeju Soriwat
SOUND Jude KANG

There is a woman’s voice over the black screen. She talks about not being 
able to fall asleep because of the sounds of someone knocking on the door 
or sounds of unknown origin. Another woman talks about the pains she 
feels during her sleep and how she was diagnosed with depression. The 
third voice says she doesn’t know why her personality became an illness, 
just because she’s an introvert and likes to be alone. While the three 
voices tell the story of the pains they are experiencing, and the paintings 
and music reminding us those pains fill the screen and make us perceive 
them. With the three voices, the film makes us ponder why the process 
of bringing out our inner selves become illness and why the process of 
finding ways to live with ourselves gets unnecessary attention. Then the 
voices connect with ourselves. Maybe this film is for us who live on the 
border of depression. (Moon Chang-hyeon)

검은 화면 위로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디서 

들려오는지 모를 소리에 잠들지 못하는 공포를 털어놓는다. 이어 또 한 명의 목소리가 

잠을 잘 때 몰려오는 고통을 이야기하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다른 목소리는 내성적이고 혼자 있길 좋아하는 자신 자체가 왜 병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한다. 이 세 목소리는 자신이 안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고통을 연상케 하는 그림과 음악이 화면을 채우며 우리에게 그것을 

감각하게 한다. 영화는 이 세 목소리를 통해 깊은 내면의 나를 끄집어내는 과정이 

왜 병이 되는지, 나와 같이 사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왜 시선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하고, 그 목소리는 나에게로 이어진다. 우울의 경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화가 아닐까. (문창현)

Indiestory Inc.
PARK Nuri
qu24356@gmail.com 

김윤정 KIM Younjeong

STAFF

WORLD SALES

PRODUCER JANG Wonhyok
EDITOR LEE Jinju
SOUND YUN Suhee

Vietnam｜2020｜32min｜DCP｜Color｜WP｜Ⓖ

China, Germany｜2020｜28min｜DCP｜Color｜AP｜Ⓖ South Korea｜2021｜13min｜DCP｜Color｜Ⓖ

South Korea｜2021｜14min｜DCP｜Color/B&W｜Ⓖ

Madame Lien’s Factory

Mao's Ice Cream Melody

May•JEJU•Day
리엔 아주머니의 오래된 조선소

마오와 아이스크림 선율

메이•제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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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ittle girl who’s small enough to fit in an egg does not know where 
she’s going. She also doesn’t understand why there is a heavy workload 
waiting upon her arrival. The child did not take the ordinary path where 
everyone else does but at the same time she had to go through things 
that were unorthodox. The child later learns that everything she’s been 
through is related to a marriage followed by an old custom. "T'ung-yang-
hsi," a tradition named abuse shook a woman’s life. My grandmother is 
an Egg is a slow animation sketching this woman’s life. The animation 
plays out as if the old customs and her life never existed in the real world. 
(Song Arum)

알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은 아이는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어딘가에 도착했을 때 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일이 쌓여 있는지 

역시 알지 못했다. 아이는 그 나이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해야 했다. 아이는 나중에야 이 모든 것이 오랜 풍습이라는 

것을, 그것에 따른 결혼이라는 것을 알았다. '퉁양시(T'ung-yang-hsi)'라 불리던 

풍습이란 이름의 학대는 그렇게 한 여성의 삶을 함부로 흔들어 놓았다. <할머니=달걀>

은 그의 삶을 차분히 진행되는 애니메이션 속에 담아 놓았다. 마치 그런 풍습과 그런 

삶이 현실에 존재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처럼. (송아름)

CHANG Wuching
acochangart@gmail.com

Hot Docs 2021

장우징 CHANG Wuching

Bird (2019)
The Impermanent Sea 
(2019)
Transform (2019)
Mother (2014)

STAFF

WORLD SALESFESTIVAL/AWARD

PRODUCER CHANG Wuching
CINEMATOGRAPHER CHANG 
Wuching
EDITOR CHANG Wuching
MUSIC Nahum STRICKLAND, 
CHEN Jenshuo, Alston HSU, 
Markus ANDREAS
SOUND CHANG Wuching, LIN 
Jinde, LIN Chuanchi, CHEN 
Shuyu

Guangzhou, China. There are people who walk down the street holding 
each other’s shoulders. They are members of a band made up of blind 
people, named “Mind Music Club.” My Voice My Music closely follows 
the journey of musicians to present music with all their hearts. It captures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they encounter in their daily lives, along 
with the preparation process for the performance. Those who live by 
using all other senses instead of a sense of sight. The resonance of the 
sound they make comes to us not only as a physical one, but also as a 
social, political, and effective one. (Kang Jinseok)

중국 광저우, 서로의 어깨를 잡고 길을 나선 사람들이 있다. 시각 장애인으로 구성된 

밴드, 이름하여 '마인드 뮤직 클럽(Mind Music Club)'의 멤버들. <나의 목소리, 나의 

음악>은 마음을 담은 음악을 선사하려는 음악가들의 여정을 밀착하여 따라간다. 

무대에 오르기 위한 준비 과정과 함께, 그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편견과 차별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시각 대신 다른 모든 감각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 그들이 

만들어 내는 소리의 울림은 물리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정동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강진석)

CHAN Yawen
164625169@qq.com

찬야웬 CHAN Yawen

STAFF

WORLD SALES

PRODUCER CHAN Yawen
CINEMATOGRAPHER CHAN 
Yawen
EDITOR CHAN Yawen
MUSIC LUO Weijun 
SOUND CHAN Yawen

Dolsan village, located in Munhyeon-dong, Nam-gu, Busan was formed 
by the poor and displaced people. It became a tourist attraction in 2008 
after murals were drawn as a Public Art Projects of Busan City. However, 
due to all the unlicensed buildings, the place was designated as a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District. In June last year, the city 
decided to build a town of apartments with 8 buildings, 1072 households, 
3 floors underground, and 28 floors up. Almost everybody moved out 
from Nowhere to Go, the village is now surrounded by skyscrapers, 
apartments, and destroyed walls. The leftovers gather to have a drink in a 
dark house reminiscing the past. (Kim Seonmyeong)

부산 남구 문현동 돌산마을은 공동묘지였던 산비탈에 철거민과 빈민들이 모여들어 

형성되었다. 2008년 부산시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마을 곳곳에 벽화가 그려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로 이루어진 이곳을 부산시는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 결국 작년 6월, 1072세대(지하 3층, 지상 28층 

8개 동)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이 결정되었다. 대다수의 주민이 이주한 <산 23-1, 

X> 속 돌산마을은 수많은 고층빌딩과 아파트로 둘러싸인 채, 철거를 알리는 빨간 

페인트만이 벽화를 조롱하듯 벽을 채우고 있다. 이제 곧 뿔뿔이 흩어질 마을 사람들은 

옛 추억을 되새기며 어두운 집에 모여 술잔을 기울인다. (김선명)

LEE Minho
g_kr_lmh@naver.com

이민호 LEE Minho

망향 Nostalgia (2021)

메소드 Method (2020)

STAFF

WORLD SALES

PRODUCER LEE Hwa-yong
CINEMATOGRAPHER KIM 
Jieun, JEOUNG Hyo-eun
EDITOR KIM Chaewon
SOUND GU Hyeo-nuk

The film Our Home, which begins with a graphic picture of the plan, 
recalls the director’s Mother’s House. The depth of the plan may make 
the movie dull, but it is only when animation and past video shooting 
are added that the depth of the movie is created. The director’s quest 
is not to recall the past. The narration of the movie shows the extent to 
which the short film can be extended as soon as it meets the audience’s 
memories. The conversation between the director and her daughter, who 
are no longer living at home, calls out the intersection of the beginning 
and the end through a space called “home.” (Yoon Nari)

평면도가 펼쳐진 그래픽화면으로 시작되는 영화는 감독 어머니의 집을 회상한다. 

평면도가 자칫 영화를 밋밋하게 만들지 몰라도, 애니메이션 화면과 과거의 영상 

촬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영화의 깊이가 만들어진다. 감독의 집요한 탐구는 과거를 

불러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내레이션으로 층위를 쌓아가는 이 영화는 관객 

저마다의 기억의 집과 만나는 순간, 짧은 단편 영화가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집에 더 이상 살지 않는 어머니와 어머니가 된 감독과 딸의 대화는 ‘집’

이라고 부르는 공간을 통해 시작과 끝이 교차하는 지점을 불러낸다. (윤나리)

LEE Oh-eun 
mementoelee@gmail.com

이오은 LEE Oh-eun

STAFF

WORLD SALES

SOUND CARTIER Christian

4월 Sawol (2015)

받지 못한 전화 

Appel Manquant (2010)

세상의 중심 A Center of 

the World (2009)

방 A Room (2008)

Taiwan, UK｜2021｜9min｜DCP｜Color｜AP｜Ⓖ

China｜2021｜20min｜DCP｜Color｜KP｜Ⓖ France, South Korea｜2020｜11min｜DCP｜Color｜Ⓖ

South Korea｜2021｜14min｜DCP｜Color｜Ⓖ

My Grandmother is an Egg

My Voice My Music Our Home

Nowhere to Go
할머니=달걀

나의 목소리, 나의 음악 우리집

산 23-1,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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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past when I was washing by the river to the present when a 
laundromat. Is “washing” labor? “Pallae” which premiered in 1993, will 
meet with new dancers in 2021 and talk about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laundry. Like a camera moving back and forth between 
a practice room, a private room, and a stage, interviews with dancers 
combine the meaning of “how to use time” between rhythmic music and 
movement with labor.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and the 
dancer is expanded through washing, I remember the caption “What have 
you waited for?” at the beginning of the movie. The relationship between 
waiting and labor is more deeply rooted in everyday life. The dancer’s 
words, “Traces are rituals that save time,” make the present a new sign 
again. (Yoon Nari)

강가에서 빨래하던 과거에서 빨래방이 생긴 현재까지. ‘빨래’는 과연 노동일까? 1993년 

초연된 「빨래」는 2021년의 익숙하고 새로운 무용수들과 만나 빨래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연습실과 개인 공간, 무대를 넘나드는 카메라처럼 무용수들의 

인터뷰는 리드미컬한 음악과 움직임 사이에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의 의미를 

노동과 접목시킨다. 작품과 무용수의 관계가 빨래를 통해 확장될 때 

‘무언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는가’라는 영화 초반의 자막이 상기된다. 기다림과 노동의 

관계는 일상 속에 보다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흔적은 시간을 살려내는 의식’이라는 

무용수의 말은 십여 년이 지난 현재를 다시 새로운 흔적으로 만들고 있다. (윤나리)

PARK Sohyun
cinest98@gmail.com

박소현 PARK Sohyun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Let’s Peace! (2019)

구르는 돌처럼 Like a 

Rolling Stone (2018)

야근 대신 뜨개질 The 

Knitting Club (2015)

STAFF

WORLD SALES

CINEMATOGRAPHER WON 
Soon-ae
EDITOR PARK Sohyun, KOO 
Daehee
MUSIC PARK Sungsun
SOUND PARK Sungsun, 
Haku YEO

From the past when people washed clothes by the river to the present 
when there are laundromats everywhere. Has "doing laundry" been a 
type of labor? But when millions of these candles gather to become 
something bigger, there is a sense of hope. Paraffin Dream follows the 
path of these protests posing a different question. What would be the 
next challenge after the nonviolent resistance? Will we be able to face 
another issue after this action? The question in Paraffin Dream implies 
that the new generation has different perspectives towards a society 
which contradicts the viewpoint of the older. (Song Arum)

대한민국에서 촛불을 들고 나선 이들은 어떤 꿈을 꾸는가? 쉽게 사그라드는 불빛에, 

너무도 나약해 보이는 그 빛에 사람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우리의 건강을, 그리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걸고 모여들었다. 수많은 촛불이 거대한 흐름을 만들 때, 사람들은 

그곳에서 분명 희망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로를 훑어가는 <농몽>은 조금 

다른 생각에 잠긴 듯하다. 과연 이 평화적인 투쟁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대면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나 또 다른 싸움을 할 수 있을까? <농몽>

이 던지는 질문들은 이제 다른 세대가 다른 방식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이 어떤 세대의 맘에는 들지 않을지라도. 

(송아름)

Post Fin
KWON Soyeon 
soyeon@postfin.co.kr

권순현 KWON Soonhyeon

STAFF

WORLD SALES

PRODUCER KWON Soonhyeon
CINEMATOGRAPHER KWON 
Soonhyeon, KO Eunyang
EDITOR KWON Soonhyeon
MUSIC Godmode

례 Courtesy(2018)

골목의 이야기 An Alley’s 

Strory (2016)

피와 재 

Blood and Ashes (2016)

Sad Film is a film that records the courageous activities and hopeless 
sorrow of citizens against the Myanmar’s military coup. Since the coup 
d’état of February 1, 2021, more than 700 citizens have been killed and 
more than 3,000 have been arrested. And now the number may have 
increased. In that context, this 12-minute documentary film can be 
regarded as the most urgent and immediate reaction of the citizens of 
Myanmar at present. Many of the shots were shot at an oblique angle and 
in low-definition quality, and the faces of citizens including the director 
are blurred and unrecognizable. Some scenes even appear to have been 
filmed secretly. As a result, the audience cannot fully understand what is 
going on in the film, but paradoxically, the current situation in Myanmar 
asks for our immediate attention and active help. (Kim Bonyeon)

<새드 필름>은 미얀마군의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용감한 활동과 그 안에서 

느끼는 막막한 슬픔을 기록한 작품이다. 2021년 2월 1일의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 700명 이상이 사망했고, 3,000명 이상이 체포당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그 

숫자가 더 늘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이 12분 길이의 다큐멘터리는 현재 미얀마 

시민들의 가장 다급하고 즉각적인 반응으로 읽을 수 있다. 많은 숏은 비스듬한 구도로 

촬영됐으며 화질은 낮고, 감독을 포함한 시민들의 얼굴은 모자이크로 알아볼 수 없다. 

심지어 몇몇 장면은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결국, 영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객은 자세히 파악할 수 없지만, 역설적으로 미얀마의 현재 상황이 

그만큼 우리의 즉각적 관심과 행동을 요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김보년)

SND Films
Sydney NETER
cvegeraat@gmail.com

Venice Film Festival 2021

바실리 Vasili

STAFF

WORLD SALESFESTIVAL/AWARD

PRODUCER Corinne VAN 
EGEGAAT
CINEMATOGRAPHER Vasili
EDITOR Petr LOM
SOUND Olmo VAN STRAALEN

The Snow Calls begins with a superb view of the snowfield, also shows 
the weight of life. This film depicts the conflict caused by Iran’s nomadic 
bakhtiari tradition. Mina, who has three daughters, has to have a baby 
boy. Otherwise, her husband has to marry another woman to have a 
son. Mina’s concern, which is left to God’s will and does not conduct 
ultrasound tests, turns into a factor that keeps her nervous until the 
end of the documentary. Cameras looking at their families from the 
observer’s point of view sometimes enter between them and increase 
the audience’s concentration. Snow may be familiar, but livestock sex 
and human Gender are not natural every day by day. It starts in winter 
and arrives in the sunny spring. We don’t know if Mina’s family will be 
exposed to the sunshine. (Yoon Nari)

설원의 절경을 보여주며 시작되는 영화는 삶의 무거움도 동시에 담아낸다. 

<창밖에는 눈이 쌓이고>는 이란의 유목민족 박티아리 전통이 주는 갈등을 다룬다. 

딸을 셋이나 낳은 미나는 이제 남자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편이 아들을 

갖기 위해 다른 여자와 결혼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의 의지에 맡긴 채 초음파 검사도 

하지 않는 미나의 근심은 다큐멘터리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변모한다. 관찰자의 위치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카메라는 이따금 그들 사이에 

개입하여 관객의 집중도를 높인다. 계절의 자연스러움처럼 눈의 부름은 익숙한 

변화일지 몰라도, 가축의 성(sex)과 인간의 성(gender)이 자연스럽지 못한 날들은 

계속되고 있다. 영화는 겨울에서 시작하여 볕이 드는 봄에 도착한다. 미나의 가정에 

볕이 들지는 알 수 없다. (윤나리)

Seven Springs Pictures
Milad KHOSRAVI 
miladpwut@yahoo.com

IDFA 2020

마르얀 코스라비 

Marjan KHOSRAVI

STAFF

WORLD SALESFESTIVAL/AWARD

PRODUCER Mahdieh MEHVAR
CINEMATOGRAPHER Moham-
mad GHOLIPUR
EDITOR Sajad IMANI
MUSIC Sattar ORAKI
SOUND Arash GHASEMI

Vadiar (2020)
Snowy Mother (2019) 
The Price of Blood 
(2018)

South Korea｜2021｜25min｜DCP｜Color｜Ⓖ

South Korea｜2020｜39min｜DCP｜Color｜Ⓖ Iran｜2020｜49min｜DCP｜Color｜AP｜Ⓖ

Myanmar, Netherlands｜2021｜12min｜DCP｜Color｜AP｜Ⓖ

Pallae: Womanhood Story

Paraffin Dream The Snow Calls 

Sad Film
빨래

농몽 창밖에는 눈이 쌓이고

새드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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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women from different spaces are interacting with each other. Their 
stories seem incomparable yet somewhat similar. The Korean artist 
resonates with the Palestinian artist proving that they had resembling 
experiences. Their story is told by visualizing the impact and the effect of 
an agonizing society on an individual. Their voices not only represent an 
individual but also testify as a society. The two women fight to have their 
voices in two different places like their experiment in the film, to question 
and to answer. (Song Arum)

서로 다른 공간의 교차 속에 두 여성이 대화가 오간다. 이들의 이야기는 다른 듯하면

서도 어딘가 닮아있다. 한국의 예술가와 팔레스타인의 예술가가 나누는 대화가 서로

에게 공명을 이끌어 낸 것은 분명 두 사람에게 비슷한 경험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의미

할 테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민케 하는 사회가 그들의 몸에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는 것을 시각화 하면서 그곳에 이야기를 얹어낸다. 이것으로 그들의 목소리는 한 사

회의 경유한 결과가 되며, 결코 개인적인 진술에 머무르지 않는 이야기로 자리한다. 

각자의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고 목소리를 내려 분투하는 두 예술가의 모습은 

그들의 실험이 그러하듯 무수한 질문과 대답을 품고 있다. (송아름)

CHOI Minkyung
minchoi.projects@gmail.com

디나 미미 Dina MIMI

최민경 CHOI Minkyung

STAFF

WORLD SALES

PRODUCER CHOI Minkyung, 
Dina MIMI
CINEMATOGRAPHER CHOI 
Minkyung, Dina MIMI
EDITOR CHOI Minkyung, Dina 
MIMI

The city of Incheon, during the Open Port Era, was a Japanese New city 
displacing all the Chosun people to Baedari Village, the inland of Northern 
Gyeong-in line. A village with such a history was going to disappear 
due to the construction of an industrial road connecting Cheong-ra and 
Songdo city. The residents fought hard for 10 years and changed the half-
constructed road into an ecological park, flourishing in education. Space 
Baedari depicts something that a drone shot with straight lines can never 
express, the meaning of the protest. This resonates with the abandoned 
books becoming a secondhand book store and with the spirit of Chosun 
people making the village on their own terms. (Kim Seonmyeong)

개항기 인천, 일본인 중심의 신시가지로 변모하는 해안가 일대에서 밀려난 

조선인들은 경인선 북쪽 내륙의 배다리 마을에 정착했다. 근대사를 간직한 이 오래된 

마을을 청라와 송도 신도시를 잇기 위한 산업도로가 관통하려 했다. 주민들은 10

년 넘게 투쟁을 계속했고, 공사가 중단된 도로 부지에 날아든 씨앗을 생태공원으로 

가꾸며 교육과 문화의 꽃을 피워냈다. <숨은지혜찾기>는 항공사진에 직선으로 그은 

도로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싸움의 가치에 주목한다. 이는 버려진 

책들이 모여 가난한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던 배다리 헌책방 거리, 나아가 쫓겨난 

조선인들이 자생적으로 이룬 배다리 마을의 역사와도 공명한다. 

(김선명)

LIM Kiwoong
kiwng@hanmail.net

DMZ Industry 2019

임기웅 LIM Kiwoong

STAFF

WORLD SALESFESTIVAL/AWARD

PRODUCER AHN Changkyu
CINEMATOGRAPHER LIM 
Kiwoong
EDITOR LIM Kiwoong

Myanmar's military forces carried out a coup against the results of the 
democratic general election. Then, they imprisoned the people's leader Aung 
San Suu Kyi, and pointed guns at citizens demanding democratization, killing 
hundreds and hauled thousands of people off to jail.
All this happened from February 1, 2021, to the recent days, not in the distant 
past.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struggle of Myanmar citizens has lost 
momentum due to the firm control of the military. But now it seems that the 
emergence of Generation Z, who connected to the world through smartphones 
and social media, has completely changed the game of resistance. They 
launched a "drum revolution" by borrowing Myanmar's indigenous belief that 
hitting a drum or a pot can prevent bad luck. In the process, the demonstration 
becomes a play then elevated to the level of a festival. The film tries to 
persistently document the "here and now" of Myanmar as an eyewitness of the 
times. (Nam Kiwoog)

미얀마의 군부는 민주적으로 치러진 총선 결과에 불복하여 쿠데타를 감행한다. 

민중의 지도자 아웅 산 수 치를 감금한 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총을 

겨눠 수백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수천의 시민을 연행한다. 이 모든 것이 먼 

과거가 아닌, 2021년 2월 1일부터 최근까지 일어난 일들이다. 반세기가 넘는 군부의 

강력한 통제로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은 동력을 잃어왔지만,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세계와 접속한 Z세대의 등장은 저항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듯하다. 이들은 

북이나 냄비를 두드리면 액운을 막을 수 있다는 미얀마의 토속신앙을 현대적으로 

차용하여 ‘드럼 혁명’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시위는 유희가 되고 축제의 차원으로 

고양된다. 그리고 영화는 시대의 목격자로서 미얀마의 ‘지금, 여기’를 끈질기게 

기록하고자 한다. (남기웅)

Sai Kyaw KHAING
sainamshai@gmail.com

사이 초 카잉 

Sai Kyaw KHAING

Click in Fear (2012)
Dose Go Take Side? 
(2010)
Burma and Nargotic 
(2010) 
Cloth of the God (2013)

STAFF

WORLD SALES

PRODUCER Sai Kyaw KHAING
CINEMATOGRAPHER Sai Kyaw 
KHAING
EDITOR Sai Kyaw KHAING
MUSIC Kyaw Sein JAMES
SOUND Sai Kyaw KHAING

The elder who the director refers to as “M” has a simple routine. He 
tends the garden in front of his shop and gathers tree branches to carve 
birds out of wood. He lost his mother on the way back to Chosun after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He changed his name four times 
which reflects his uneasy life. Telltale is not told in an ordinary matter, 
adding interviews and footage of history to his current life. Instead, the 
truth revealing Japanese narration conflicts with his life today. Telltale 
is more focused on the potential traces of his current life rather than on 
consistent memory explaining the present. (Kim Seonmyeong)

감독이 M이라 부르는 노인의 하루는 단출하다.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 앞 

텃밭을 가꾸고, 나무 새를 조각하기 위해 산에서 나뭇가지를 모아 온다. 해방을 맞아 

조선으로 건너오는 배에서 어머니를 잃은 그는 네 번 바꾼 이름만큼이나 굴곡진 삶을 

살았을 것이다. <M의 유래>는 노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영상에 지난 세월에 관한 

인터뷰나 자료 화면을 덧대는 일반적인 방식과 거리를 둔다. 과거를 진술하는 일본어 

내레이션은 노인의 현재를 담은 영상과 대응하는 듯 하다 가도 조금씩 어긋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잉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M의 유래>는 현재의 의미를 규정하는 

일관된 기억이 아닌 현재에 잠재하는 여러 흔적에 주목한다. 

(김선명)

JANG Wonsuk
Jaangwonsuk@gmail.com

장원석 JANG Wonsuk

STAFF

WORLD SALES

CINEMATOGRAPHER JANG 
Wonsuk
EDITOR JANG Wonsuk

South Korea, Palestine｜2021｜39min｜DCP｜Color｜WP｜Ⓖ

South Korea｜2020｜42min｜DCP｜Color｜Ⓖ South Korea｜2021｜38min｜DCP｜Color｜WP｜Ⓖ

Myanmar｜2021｜25min｜DCP｜Color｜KP｜Ⓖ

So Far, Yet Too Close

Space Baedari Telltale

Strike with the Beat
너무나 멀지만 너무도 가까운

숨은지혜찾기 M의 유래

저항의 드럼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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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Kira Simon-KENNEDY, Jessica KINGDON, 
Nathan TRUESDELL
CINEMATOGRAPHER Jessica KINGDON, Nathan TRUESDELL
EDITOR Jessica KINGDON
MUSIC Dan DEACON
SOUND Tarek SHOUKRI

Tribeca 2021

Visit Films
Tarek SHOUKRI
info@visitfilms.com

제시카 킹던 

Jessica KINGDON

It's Coming! (2020)
Routine Island (2019)
Commodity City (2017)

As is well known, today’s market economy in China, colluding with foreign capital investment, 
accounts for a huge proportion of each item produced in the world. Contrary to the common 
preconceived notion that “made in China” is a cheap product, in recent years, China has 
gradually increased its efforts to produce high value-added products. Ascension by Jessica 
Kingdon carefully examine the labor, consumption, and wealth that constitute today’s cutting-
edge Chinese capitalism in the method of direct cinema. The film sequentially shows the 
workers in factories, the middle class, which is the center of the rapidly growing consumer 
culture, and the plutocrats who are completely open to Western culture. There is no absolute 
difference that distinguishes these classes. No matter how closely you look at them, they all 
already form part of an abstracted social landscape. Like the weird sequence in which the 
workers at the sex doll factory caress the breasts and buttocks made of latex regardless of 
what these dolls are used for, or like China’s dream of more wealth, repeated throughout the 
film, this film exposes the world of completely abstracted facts where they naturally say and 
perform what they are expected to do under the social conditions they each live in. (Lee Minho)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해외 자본 투자와 결탁한 중국의 시장경제는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 

품목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산’이라면 저렴한 제품으로 

인식되어온 일반적인 선입견과 달리 근년에 이르러 중국은 점차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에 열을 

올리고는 한다. 제시카 킹던의 <중국몽>은 이러한 오늘날 최첨단의 중국 자본주의를 이루고 있는 

노동과 소비 그리고 부(wealth)를 다이렉트 시네마적인 방식으로 섬세하게 관찰한다. 영화는 

공장의 노동자들에서부터 급증하는 소비문화의 중심이라 할 중산층, 그리고 서구문화에 완전히 

개방적인 재벌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이러한 계급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란 없다. 이들은 

아무리 구체적으로 다가갈지라도 이미 추상화되어 있는 풍경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섹스돌 공장의 인부들이 이 인형들의 목적과 관계없이 라텍스로 만들어진 젖과 엉덩이를 

어루만지는 기괴한 시퀀스처럼 또는 영화 전체에 걸쳐 거듭 들려오는 더 많은 부를 향한 중국의 

꿈처럼 이 영화는 각자가 처한 사회적 조건 아래에서 모두가 할 법한 말과 행동을 자연스레 하고 

또 그를 수행하는 완전히 추상화된 사실들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민호)

US｜2021｜96min｜DCP｜Color | KP｜⑮

Global
Vision

Global Vision introduces the award-winning films at 
prestig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remarkable new 
films from emerging documentary filmmakers. The titles 
invite the audiences to meet the exciting and dynamic works 
made in a year around the globe. In addition, DMZ Docs 
presents five titles from renowned master filmmakers in a 
mini-program called Global Vision – Masters, so these works 
would meet a wider audience in Korea.

해외에서 주목받은 화제작 혹은 다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 및 신진 감독들의 

주목할 만한 작품들을 소개하는 섹션으로, 한 해 동안 세계 각지에서 만들어진 의미 

있는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세계적인 감독들의 신작 5

편을 글로벌비전-마스터즈로 엮어 소개하여, 더 많은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글로벌비전

Ascension
중국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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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Karim EL HAKIM
CINEMATOGRAPHER Samaher ALQADI
EDITOR Gladys JOUJOU
MUSIC Naissam JALAL
SOUND Nassim MOUNABBIH

CPH:DOX 2021
Berlinale 2021

Filmotor
Michaela CAIJKOVA
michaela@filmotor.com

사마허 알카디 

Samaher ALQADI

Raja3’een (2012)
Gamalaat (2008)
Mohamed Bakri (2008)

In 2011, Egyptian dictator Hosni Mubarak was finally expelled by anti-government protests 
demanding his resignation. Two years later, Tahrir Square in Cairo was filled with crowds to 
celebrate the day’s victory, There, a 14-year-old girl was raped by men. Neither the men around 
nor the police take any action to rescue the girl. This film begins on that day, about 8 years ago. 
In the opening part, it looks like a video letter from the director to her deceased mother, looking at 
her pregnant body on black and white screen. But as soon as that part passes, we realize that it 
is not a film that elegantly talks about motherhood, but rather a film that encounters the horrible 
reality that Egyptian women experience every day. As I Want is a road movie. With a camera, it 
stands up to the sarcasm, mockery, and violence of men it encounters everywhere, and runs away 
to avoid their threats. The director’s camera, which reacts desperately to unexpected and urgent 
situations, is an eye for testimony and a secret weapon. This film’s rough rhythm and unorganized 
form seem to be the result of fierce struggles that Egyptian women have been fighting for over the 
past decade. (Nam Da-eun)

2011년, 이집트의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는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로 

마침내 축출된다. 2년 뒤, 카이로의 타히르 광장은 그날을 기억하는 군중들로 가득 차는데 

그곳에서 14살 소녀가 남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다. 주위의 남자들도, 경찰도 소녀를 구해내기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이 영화는 약 8년 전, 그날에서 시작된다. 영화의 초반에는 흑백 

화면 속 감독이 자신의 임신한 몸을 마주하며 세상을 떠난 엄마에게 쓰는 영상 편지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입부가 지나자마자 우리는 이것이 우아하게 모성을 사유하는 영화가 아니라, 이집트 

여성들이 매일매일 당면하는 끔찍한 현실과 부딪치는 영화임을 알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

은 거리의 영화다. 곳곳에서 마주치는 남자들의 비아냥, 조롱, 폭력에 카메라로 맞서고 그들의 

위협에 카메라를 들고 뛴다. 예기치 못한 급박한 상황에 절박하게 반응하는 감독의 카메라는 

증언하는 눈이자, 시퍼런 칼날이다. 거친 리듬과 정돈되지 않은 이 영화의 형식은 이집트 

여성들이 싸워 온 지난 십여 년의 시간에 치열하게 몸을 맡긴 결과로 보인다. (남다은)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LEE Yongchao, YAN Zhimei 
CINEMATOGRAPHER LEE Yongchao
EDITOR LEE Yongchao
MUSIC Thomas FOGUENNE
SOUND CHOU Cheng

Locarno FF 2021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CHEN Yiju
news60105@pts.org.tw

리용자오

LEE Yongchao 

Gold (2019)
Quan Ma He (2018) 
Blood Amber (2017)
Hpakant Jade Life (2015)

Among a group of men living in a 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in Myanmar is a young 
man with an artificial leg. He was sent to an orphanage at two when his father died in a car 
accident, and his family’s financial situation became difficult. He repeatedly ran away from 
the orphanage to get away from his bullying friends, and then he started working in a gold 
mine after learning about his father’s death. He forcibly abused several women he met at the 
gold mine, but he failed to marry the woman he wanted. He was later caught by the Kachin 
Independence Army, fighting against the Myanmar government forces, and trained as a brutal 
murder weapon. One day, he lost one leg to a land mine on the way from killing a subordinate 
who disobeyed him. Surviving the threshold of death, he spent time in a rehabilitation center 
and said now he confessed his sin to God and regrets his past stained with alcoholism, rape, 
and murder. Still, he has no intention of apologizing to his subordinate that he killed and said 
that he only killed a double-digit number of people. Will he be able to truly repent although 
he jokes about his past stained with his evil deeds? The film calmly documents the past of a 
young man who became a "villain" due to various hardships in life while questioning human 
nature. (Kim Jung-un)

미얀마의 어느 약물 중독 재활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무리의 남자 중 의족을 한 청년이 있다. 

그는 두 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보육원에 보내진다. 친구들의 

괴롭힘에 보육원에서 도망쳐 나오기를 반복하던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후 금광에서 

일을 시작한다. 금광에서 만난 여러 여자를 강제로 유린하던 그는 정작 자신이 결혼하고  싶어 

하던 여자를 얻지 못한다. 이후 미얀마 정부군에 대적하던 카친 독립군에 잡힌 그는 잔인한 살인 

병기로 길러지고,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부하를 쏴 죽여 묻고 돌아오다 지뢰에 한쪽 다리를 

잃는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그는 재활 센터에서 생활하며 하느님께 참회하고 알코올 중독, 

강간, 살인 등으로 얼룩진 과거를 후회한다 말한다. 그러면서도 부하에게 사과할 마음은 없고 

자신이 죽인 사람들은 두 자릿수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악행으로 얼룩진 자신의 과거를 

장난처럼 담소하는 그는 과연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을까? 영화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고난으로 

‘악인’이 된 한 청년의 과거를 담담히 기록하며 인간의 본성에 물음을 던진다.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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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2021｜76min｜DCP｜Color｜AP｜⑮Egypt, Palestine, Germany, Norway, France｜2021｜88min｜DCP｜Color/B&W｜AP｜⑮

As I Want
내가 원하는 것

The Bad Man
미얀마의 소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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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Danielle VARGA, Todd CHANDLER
CINEMATOGRAPHER Emily TOPPER
EDITOR Todd CHANDLER, Shannon KENNEDY
MUSIC Troy HERION
SOUND Ryan BILLIA

SXSW 2020
Hot Docs 2020

Todd CHANDLER
toddchandler@gmail.com

토드 챈들러 

Todd CHANDLER

Seeds (2017)
Shorbirds (2015)
Salvage Title (2014)
Flood Tide (2013)

Bulletproof examines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conducted in schools to prevent violent 
incidents that often occur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mass shootings. The film tours the 
United States, presenting new programs such as emergency evacuation drills, firearm training, 
and metal detector testing, in addition to old customary activities performed on and off schools 
such as basketball practice, presentation classes, and parades. Security drills in which teachers 
raise guns at shooting ranges and traditional practices such as basketball and parades, how are 
they connected? It seems that the director is probably trying to relate the two activities rather 
than contrast them. If the problem of violence, such as the use of guns, is inevitable in traditional 
American culture, what should we make of that? Issues such as whether this violence itself 
should be stopped, or whether we need to make a bigger change to prevent this kind of violence 
from becoming a bigger problem, seem like an allegory of how we should respond to capitalist 
violence today. Issues such as whether this violence itself should be stopped, or whether we 
need to make a bigger change to prevent this kind of violence from becoming a bigger problem, 
seem like an allegory of how we should respond to capitalist violence today. The film attempts to 
expand the issue of safety from bullets to the issue of national violence by examining the cultural 
consciousness of America today in detail and macroscopically. (Lee Minho)

<방탄학교>는 집단총기 난사와 같이 미국에서 종종 벌어지는 폭력적인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갖가지 교육과 프로그램을 관찰한다. 영화는 미국 전역을 돌면서 농구 연습, 

발표 수업, 퍼레이드 등 학교 안팎에서 수행되는 오래된 의례적인 관습 외에도 비상 대피 훈련, 

총기훈련, 금속탐지기 검사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교사들이 총을 들고 사격장에 

올라서며 보안 훈련을 하는 상황과 농구나 축제와 같은 전통적인 관습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 

아마도 감독은 둘 사이를 대조하기 보다는 결부시켜서 보는 것처럼 보인다. 요컨대 전통적인 

미국문화 속에서 총기와 같은 폭력의 문제는 필연적이라면 어떨까? 물론 이러한 폭력 자체를 

멈추게 할 것인가 또는 이런 종류의 폭력이 더 문제시되지 않도록 더 커다란 변혁을 꾀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오늘날 자본주의적 폭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알레고리처럼 

보인다. 영화는 오늘날 미국의 문화적 의식을 세밀하게 또 방대하게 살펴봄으로써 총알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문제를 국가적 폭력의 문제로 확장하고자 한다. (이민호)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Ali El ARABI
CINEMATOGRAPHER Mahmoud BASHIR
EDITOR Menna El SHISHINI
MUSIC Konsonant Music
SOUND DB Studios

Sundance 2021
CPH:DOX 2021
Visions du Réel 2021

Dogwoof
Luke BRAWLEY
luke@dogwoof.com

알리 엘 아라비 

Ali EI ARABI Fauzi and Mahmoud from Syria are living with their family in the Zaatari refugee camp in 
Jordan. Despite the harsh environment, the two dream of becoming professional soccer 
players and escaping the camp with their families. Finally, they’re given such opportunity. 
A world-renowned sports academy visits the camp in search of promising young players. 
Eventually, the two boys get a chance to compete in a youth match in Qatar and showcase 
their skills in front of many club officials. In his first feature-length documentary, director 
Ali El Arabi, who has been active in the Middle East, delicately follows the emotions of the 
characters and tells the story of two boys as if it was a well-crafted feature film. Beautiful 
shots and fluid editing create a sharp contrast between a sandy campground and a luxurious 
hotel in Qatar, and the presence of the boys becomes a medium that connects the two places. 
Various problems derived from refugee status keep hovering around the boys, but the boys 
protect their dreams. In these times when everything got so complicated that it feels a bit 
awkward even to talk about dreams and hopes, the story of two boys struggling to seize small 
possibilities for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evokes a fresh and intense impression. 
(Chin Vitnam)

시리아 출신의 파우지와 마흐무드는 가족과 함께 요르단에 위치한 자타리 난민캠프에서 

살고 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두 사람은 언젠가 프로리그의 축구선수로 선발되어 가족과 

함께 캠프를 탈출하리란 꿈을 꾼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온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스포츠 

아카데미에서 유망한 젊은 선수를 찾기 위해 캠프를 방문한 것. 마침내 두 소년은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유소년경기에 출전하고, 많은 구단 관계자들 앞에서 자신의 기량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된다.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감독 알리 엘 아라비는 자신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에서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쫓으며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극영화를 보여주듯 두 소년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아름다운 촬영과 유려한 편집은 모래가 흩날리는 캠프 운동장과 카타르의 호화로운 

호텔을 오가며 날 선 대비를 만들어내고, 소년들의 존재는 두 장소를 하나로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난민의 지위에서 파생된 다양한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고 소년들의 주위를 맴돌지만, 

소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지켜낸다. 모든 것이 복잡해져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는 시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작은 가능성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두 소년의 

이야기는 오히려 신선하고 강렬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진빛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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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ypt｜2021｜73min｜DCP｜Color｜KP｜ⒼUS｜2020｜83min｜DCP｜Color｜AP｜Ⓖ

Bulletproof
방탄학교

Captains of Zaatari
자타리의 축구 선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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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Gábor OSVÁTH, Ildikó SZŰCS
CINEMATOGRAPHER András TÁBOROSI
EDITOR Marianna RUDAS
MUSIC Andor SPERLING
SOUND Tamás BOHÁCS

IDFA 2020

Wide
Matthias ANGOULVANT
ma@widemanagement.com

알렉사 바코니 

Alexa BAKONY

The Referendum (2017)
Homemade Empire (2016)
Family Lunch (2016) 
Charles (2012)

Tobi, a 16-year-old from a small town in Hungary recently came out as transgender, and then 
change his name and decides to undergo medical treatment to be a biological male.
Tobi's family including his mom Eva are shocked at first, but eventually they support the 
decision and try to help Tobi. However, frequent conflicts arise between Tobi, who has suffered 
for a long time struggling with his identity that’s socially unacceptable, and Eva, who tries to 
understand Tobi's struggles. Gradually, Eva becomes more and more confused.
The film depicts Tobi’s journey to find himself, and Eva's baffling journey of her unconditional 
love for her child and her desire to understand what her child is going through.
We can vicariously experience the complexities of Tobi’s journey as they explore the 
boundaries of their identity, come out a few more times, and change his definition. The film 
does not provide an answer to the queer struggle, but by portraying the journey intimately, it
paradoxically shows that there is no correct answer on how to find yourself and that all the
processes were paths leading up to self-discovery. Evidently, Colors of Tobi conveys a deep 
and emotional resonance about belonging and identity. (Hong Soin)

헝가리의 작은 시골 마을, 16살 토비는 최근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한 후 이름을 바꾸고 생물학적 

남성이 되는 의료적 처치를 하기로 결정한다. 토비의 엄마 에바와 가족들은 처음의 충격 이후에 

점차 그의 결정을 지지하고 돕기 위해 애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체성을 

탐색하며 갈등한 긴 시간의 상처를 지닌 토비와 그런 토비의 혼란을 이해하려 애쓰는 에바 사이에 

잦은 갈등이 생기고 에바는 점점 혼란스러워진다.

영화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토비의 여정 뿐만 아니라,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과 아이가 겪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 속에서 혼란에 빠지는 에바의 여정을 함께 그린다. 관객들은 

토비가 정체성의 경계를 탐색하고, 여러 차례 다시 커밍아웃을 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 정의를 

바꿔가는 과정을 함께하며, 그 여정의 복잡한 결들을 경험하게 된다. 영화는 퀴어적 분투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공하지 않지만, 그 여정을 내밀하게 담아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에 

정해진 정답은 없다는 것을, 그 모든 과정들이 길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토비의 선택>은 소속감과 정체성에 대한 매우 깊이 있고, 정서적인 울림을 전달한다. (홍소인)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Alberto GEROSA, Jocelyne ROUCH,  
Andrea GEROSA
CINEMATOGRAPHER Alberto GEROSA
SOUND Johannes Hiroshi NAKAJIMA
EDITOR Johannes Hiroshi NAKAJIMA
MUSIC Dea PANENDRA, Riccardo SPAGNOL
SOUND Alberto GEROSA

Visions du Réel 2020

Pearl CHAN
chan@goodmovemedia.com

알베르토 제로사 

Alberto GEROSA

Chicken Blood (2018)
AZOV (2016)

A young woman from rural Indonesia leaves for Hong Kong. Not for her big dream, as she 
would become a migrant worker to support her family. She lives with a Hong Kong family 
like a "maid" and suffers from low wages, long working hours, discrimination, and sexual 
harassment. Her only consolation is singing, but even singing becomes a luxury at the sudden 
layoff notice and brokerage film’s push for paying back her debt. Will she ever be able to sing 
again?
The protagonist of the story, Dea, is a fictional character created and developed by migrant 
women working in Hong Kong and Macau and director Alberto Gerosa after a nine-month 
workshop. Dea was played by Dea Panendra, who starred in Marlina the Murderer in Four 
Acts (2017). The dramatic representation in this documentary-drama form of Dea is primarily 
a strategy to protect those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film, and at the same time, it 
effectively represents the stories of tens of female migrant workers. Please be sure to watch 
the ending credits. You would think about the origin of documentary truth, hidden beyond the 
surface of the texts. (Kang Jinseok)

가수를 꿈꾸던 인도네시아 시골의 젊은 여성이 홍콩으로 떠난다. 꿈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주 

노동자가 되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다. 그녀는 홍콩의 한 가정에서 ‘하녀’처럼 살며,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 차별과 성추행에 시달린다. 유일한 위안은 노래지만, 갑자기 날아든 해고 통보와 

중개업체의 빚 독촉에 그마저 사치가 된다. 그녀가 다시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는 할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 데아는 알베르토 게로사 감독과 홍콩과 마카오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들이 

9개월에 걸친 워크숍 끝에 만든 허구의 인물로, <살인자 말리나의 4막극>(2017)에 출연한 데아 

판넨드라가 연기했다. <데아>의 다큐-드라마 형식에서 이루어지는 극적 재현은 일차적으로는 

작품에 참여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지만, 동시에 수십 명의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대변한다. 반드시 엔딩 크레딧을 보기를 권한다. 텍스트의 표면을 넘어, 

다큐멘터리적 진실의 원천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다. (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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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 Hong Kong, Indonesia, France｜2021｜74min｜DCP｜Color｜AP｜ⒼHungary｜2021｜81min｜DCP｜Color｜AP｜Ⓖ

Colors of Tobi
토비의 선택

Dea
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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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Eryk ROCHA
CINEMATOGRAPHER Eryk ROCHA
EDITOR Renato VALLONE
MUSIC Guilherme KASTRUP
SOUND Xavier WALDIR

Visions du Reel 2021

Taskovski Films Ltd
Petar MITRIC
fest@taskovskifilms.com

에릭 호샤 Eryk ROCHA

Light in the Tropics (2020)
Burning Night (2019)
Cinema Novo (2016)
Sunday Ball (2015)

The moment you decide to record what you remember will certainly be tainted with traces of 
painful cry. When you can no longer handle hearing your story from someone else, hearing 
now the story of the past, or having several scenes implanted in your memory, that’s when 
you think of vomiting it all out onto a paper. The black-and-white screen, intermittent sound of 
gunshots, and overlapping memories of Edna hint us why he’s constantly writing something. 
The beautiful landscape of the river may only be waves that remind him of the past, yet he 
knows he can only carry on by loving—and not hating—it. But still, his memories of not 
knowing where they were taken to, how long they had to be there, and why it all had happened 
to them keep hunting him. Edna's journal is a constant attempt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about the identity of such anxiety. Just as her hum revealed that the gray bundles were in fact 
yellow flowers, his pain and journal are waiting for their day to be noticed. (Song Arum)

기억하는 것을 기록해야겠다고 결심할 때, 그 순간에는 분명 절규의 흔적이 배어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듣는 나의 이야기, 지금 듣는 그때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기억에 박혀버린 여러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을 때, 그제서야 종이에 토해내는 

것을 떠올리는 까닭이다. 흑백의 스크린, 그 사이 간간히 들려오는 총성, 그리고 이와 겹치는 

에드나의 기억들은 그가 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쓰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아름다운 강의 

풍경이 그에게는 과거의 고통을 떠올리는 물결일 뿐일지라도, 그는 이를 미워하기보다 품고 

사랑하는 것이 자신이 살아갈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들이 끌려간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며, 자신들이 얼마나 그곳에 있어야 하는지도 그리고 그곳에서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살았던 기억들은 도저히 잠재워지지 않는다. 에드나의 기록은 그 불안의 

정체에 대해 세상과 대화하려는 끊임없는 시도이다. 그의 허밍 소리에 속에서 회색의 뭉치들이 

노란 꽃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처럼, 그의 고통의 기록도 언젠가 주목받을 그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송아름)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Luke TO, SHENG Chai, Peter YAM
CINEMATOGRAPHER Jill LI
EDITOR Luke TO, Jill LI, LAU Sze Wai
SOUND CHAN To-Fu

Golden Horse 2020
IDFA 2020 

Golden Scene Company Limited
Candy WONG
candy@goldenscene.com

질 리 Jill LI On September 21, 2011, villagers in the small town of "Wukan Village" in Lufeng City, 
Guangdong Province, China, started protesting and filed complaints to higher-level authorities 
as corrupt officials illegally sold villagers’ lands. Then, some of the uprising group members 
were detained with criminal charges, and the group leader suddenly died and was framed as 
a criminal. Villagers’ distrust of the local government exploded, and conflicts between the two 
sides were temporarily settled, only after the government of Guangdong Province intervened.
The villagers elected new leaders of the village committee by a democratic vote, and the 
new leadership pledged to return the land. However, the uprising, which seemed triumphant 
at first glance, continued to generate further political repercussions. The villagers began to 
distrust the new leadership as the land returns didn’t make much progress. When the new 
leaders of the village committee were arrested one after another for "bribery charges," the 
second uprising finally broke out in 2016. There was bloodshed while confronting police, 
resulting in some villagers being arrested and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centering on 
the key figures of the uprising, the film meticulously documents changes, hopelessness, and 
a sense of loss.  And it reveals the current state of China under the one-party dictatorship 
of the Communist Party through the democratic struggles of the Wukan villagers and their 
frustrations. (Kim Jung-un)

2011년, 9월 21일 중국 광둥성 루펑(陸豐) 시의 작은 마을 ‘우칸촌’(烏坎村) 촌민들은 부패한 

관리들이 토지를 암매도하자 상급 기관에 진정을 넣는 동시에 항쟁을 벌인다. 항쟁을 이끌던 

무리 중 일부가 형사 구류된 와중에 대표가 갑자기 사망하고 범법자로 낙인 찍히게 되자 

지방정부에 대한 촌민들의 불신은 폭발하고, 광둥성 정부가 개입하고서야 양측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된다. 촌민들은 민주적인 투표로 촌민위원회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이들은 

토지 반환을 맹세한다. 얼핏 승리한 듯했던 항쟁은 토지 반환이 별로 진척되지 않자 촌민들이 새 

지도부를 불신하며 갈등하고 그 여파가 몇 년 동안 이어지면서 새로운 정치적 파장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촌민위원회의 새 지도부들이 ‘뇌물 수수죄’로 차례로 연행되자 2016년 결국 2차 항쟁이 

발생하고, 대치하던 경찰과 유혈사태가 벌어지면서 일부 촌민들이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받는다. 

영화는 항쟁의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변화, 막막함, 상실감 등을 충실히 기록하며, 

우칸 촌민들의 민주적 항쟁과 그들이 겪는 좌절을 통해 공산당 일당 독재 하의 중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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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영화가 되었건 다큐멘터리가 되었건 영화는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 영화가 촬영된 그 

시간의 공기, 분위기를 붙잡아 형상화(figuration)하는 데 두각을 보여 왔다. 그러한 형상(figure)

은 구체적이고 단일할지라도 거기엔 공통적이고 집단적인 것이 각인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집단적인 작업을 지속하는 데 커다란 제한이 생겼을 때 

영화는 어떤 모습을 취할 수 있을까? 마리코 테츠야의 <메이데이>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화가 

공통적이고 집단적인 무언가를 매개해줄 수 있을지 숙고한 것처럼 보인다. 영화는 14개의 국가,  

22개의 장소에서 5월 한 달 동안 촬영된 각각의 영상을 날짜별로 보여준다. 물론 이 짧은 영상  

클립이 배치되는 데 있어 특별한 기준은 없으며 그로 인해 특별한 의미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팬데믹에 대응하는 각국의 인물들 사이에서 모종의 ‘공통적인 것(the common)’이 만들어지는 

것은 영화의 후반부에 이르러서이다. 어쩌면 감독은 이 영상들을 편집하다가 뒤늦게야 이들 

모두는 어찌 되었건 무언가를 먹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했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를 공통적인 

것이 가리키는 정치적인 형상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엔 적어도 전 지구적인 집단성을 

감각하고자 하는 강렬한 호소가 담겨있다. (이민호)

STAFF

WORLD SALES

PRODUCER SHU Eisei
CINEMATOGRAPHER 21 cinematographers from 21 cities, 
14 countries
EDITOR HIRATA Ryoma
MUSIC HANNO Yoshihiro
SOUND KANACHI Hiroaki

마리코 테츠야 

MARIKO Tetsuya

Miyamoto (2019)
Destruction Babies (2016)
Ninifuni (2011)
Tomorrow (2011)

Whether it be a fiction film or a documentary, cinema has always, in some way, demonstrated 
its ability to capture and figurate the air and atmosphere of the time a film is shot.  Even if such 
a figure is concrete and singular, something common and collective is bound to be imprinted on 
it. Thus, in the context of the COVID-19 Pandemic, what will cinema be like when we have great 
restrictions on continuing our collective work. Mayday by Mariko Tetsuya ponders whether a film 
can mediate something common and collective in such a situation. It shows each footage taken 
during the month of May in 14 countries and 22 locations by date. There are no special criteria 
for the arrangement of these short video clips, nor does it create any special meaning. It is only 
towards the second half of the film that a certain kind of “the common” is created among the 
characters of each country responding to the Pandemic. The director may have realized later, 
while editing these clips, that they all had to eat something anyway. It cannot be said that this is a 
political figure indicated by the common, but it contains a strong appeal to at least sense global 
collectiveness. (Lee Minho)

STAFF

WORLD SALES

PRODUCER Macarena AGUILÓ MARCHI
CINEMATOGRAPHER Carolina MOSCOSO BRICEÑO
EDITOR Juan EDUARDO MURILLO
MUSIC Camila MORENO
SOUND Mercedes GAVIRIA

카롤리나 모스코소 브리세뇨 

Carolina MOSCOSO BRICEÑO Filled with confusing images that are difficult to put into words, this film is an autobiographical 
essay composed of the memories of rape and the continuous harm and wounds that have 
not ceased since then. What is rape and when does it end? The director asks and leads us 
into the middle of a dark tunnel through various sources such as daily images, investigation 
records, and phone calls that she journaled herself. The behavior of hospitals and investigative 
agencies that do not consider victims’ wounds and the legal system inappropriate to punish 
culprits make it impossible to guess the end of this tunnel. However, this film is not only 
about the secondary harm and trauma experienced by victims of sexual assault. The director 
begins to look into her own actions and inner self, based on the memories and records of 
what happened after the assault. In such process, her voice is parted into several voices, 
repeatedly colliding into each other and reuniting. The incomprehensible is understood, and 
the gaps between events are reclaimed by the array of everyday records. Clear subtitles in the 
dark and images that cannot be distinguished due to over or underexposure dig up the deep-
down, long-held unresolved scars and extract voices that point to different directions. Then 
the voices offset and embrace each other. (Chin Vitnam)

한마디로 규정짓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이미지로 가득한 이 영화는 강간과 그 이후로도 좀처럼 

끊이지 않는 계속되는 가해와 상처의 기억들로 이루어진 자전적 에세이다. “강간이란 진정 

무엇이고, 언제 종결되는가?” 하나의 질문 앞에서 감독은 자신이 직접 기록한 일상의 이미지와 

수사기록, 통화녹음 등 다양한 원천을 통해 어두운 터널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피해자의 

상처를 고려하지 않는 병원과 수사기관의 행태, 가해자를 처벌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법률체계는 

이 터널의 끝을 짐작할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이 영화가 성폭행 피해자가 경험하는 2차 가해와 

트라우마만을 진술하는 것은 아니다. 감독은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의 기억과 기록을 토대로 

자신의 행동과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하나의 목소리는 여럿으로 분할되어 

충돌하고 사라졌다 다시 모이기를 반복한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이해 받고, 사건 사이의 

공백들은 일상적인 삶의 기록들이 배치되어 형태를 되찾는다.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자막, 노출과다 혹은 부족으로 분간할 수 없는 이미지는 긴 시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채 개인의 

마음속에 스며든 상흔을 파헤쳐 서로 다른 방향을 지시하는 목소리를 추출하고, 목소리들을 

서로를 상쇄하며 감싸 안는다. (진빛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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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ushura Inc
YOUN Hee-young
youn.mocushura@gmail.com

Compañía de Cine
Paulina PORTELA
paulina@companiadecine.com

Mayday
메이데이

Night Shot
어둠을 바라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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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디스탄 출신인 호기르 히로리 감독은 이슬람국가(Islam State/IS)를 둘러싼 중동의 비극적 

현실을 그려왔다. 최신작 <사바야>는 ‘사바야’로 불리는 여성 납치 및 성노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슬람국가의 병사들은 주로 소수 민족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감독은 그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한 공동체를 찾아 이들이 펼치는 납치 여성 구출 

작전을 생생하게 기록한다.

폭력에 얼룩진 일상의 이미지, 피해자를 구출하는 극적인 순간, 피해 여성들의 따뜻한 연대 등 

<사바야>에는 강렬하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많다. 그중 가장 주목할 이미지는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쓴 니캅(niqab) 안에 카메라를 숨겨 몰래 찍은 영상들이다. 먼저 구출된 여성들은 

또다른 피해자를 구하기 위해 다시 이슬람국가의 구역으로 용감히 잠입하고, 이때 그들의 유일한 

무기는 핸드폰의 작은 카메라다. 이들이 목숨을 걸고 얻은 이 흐릿한 이미지는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지표이자 전쟁의 참상을 외부에 알리고 고발하는 증거로 쓰인다. 어두운 현실의 최전선에서 

사람을 구하고 세상을 바꾸는 이미지의 존재는 <사바야>에서 가장 소중하고 감동적인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낸다. (김보년)

FESTIVAL/AWARD

WORLD SALES

Sundance 2021
CPH:DOX 2021
DocsBarcelona 2021
HKIFF 2021

Dogwoof
Luke BRAWLEY
luke@dogwoof.com

호기르 히로리 

Hogir HIRORI

The Deminer (2017)
Flickan som räddade mitt liv (2016)
Victims of IS (2014)
Hewa starkast i Sverige (2008)

Director Hogir Hirori, a native of Kurdistan, has dipicted the tragic reality of the Middle East 
surrounding the Islamic State. His new film Sabaya is a documentary that directly deals with 
the abduction and sexual slavery of women called “Sabaya”. Islamic State fighters commit 
horrific crimes against women of ethnic minorities, and the director finds one of the most 
affected communities and graphically records their struggle to rescue kidnapped women.
In Sabaya, there are many images of intense moments such as everyday life stained with 
violence, dramatic moments of rescuing victims, and warm solidarity between women victims. 
Among them, the most impressive images were taken secretly by hiding the camera inside 
the niqab worn by women to cover their faces. The women rescued first bravely infiltrate the 
territory of the Islamic State to save another victim, and their only weapon is a small camera 
on their cell phones. The blurry images they risked their lives for are used as an indicator to 
identify the victims and as evidence to inform and accuse the outside world of the horrors of 
war. The images that rescue people from the forefront of dark reality and changes the world 
creates the most precious and decisive moment in Sabaya. (Kim Bonyeon)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CHEN Dongnan, Violet FENG, ZHAO Qi
CINEMATOGRAPHER LI Jisong
EDITOR Emelie MAHDAVIAN, CHEN Dongnan
MUSIC Chad CANNON
SOUND LI Xiaodan

DMZ Industry 2019

FENG Yutian
tianfengproducing@gmail.com

천동난 CHEN Dongnan

The Trail from Xinjiang (2013)
Tong zhuo jihua (2013)
Sound of Vision (2012)

In Yunnan Province, China, a small Miao village is located in an alpine region surrounded by 
wall-like mountains. Here at the village, villagers converted to Christianity after encountering 
a British missionary several decades ago, and the choir has become a ritual and tradition 
to practice the faith. Director Chen Dongnan has followed ethnic minorities in China such 
as Xinjiang Uyghurs and Yunnan Dai, and this time, she observed the huge changes that 
have come to the village through Singing in the Wilderness. The villagers lived a self-sufficient 
life, but the village quickly became a famous tourist destination after the choir appeared on 
TV, as it is bridged to the outside world. And naturally, the beliefs, identity, and values that 
villagers have maintained are disrupted. At the center of this change are two young Miao. Ping 
left the village and the choir to get married, and a prospective missionary Seng has his faith 
tested in the storm of developments. The story of these two young people and the people of 
the Miao village is a microcosm of modern Chinese society where materialism is prevalent. 
It is a documentary that persistently keeps a delicate and critical gaze against insensitive 
otherization. (Kang Jinseok)

중국 윈난성, 산이 벽처럼 둘러싼 고산지대에 작은 묘족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수십 년 전 영국인 

선교사와 조우한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마을 사람들에게, 성가대는 믿음을 실천하는 의식이자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신장 위구르족, 윈난 다이족 등 중국의 소수 민족을 다루어 온 첸동난 

감독은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를 통해 이 마을에 찾아온 거대한 변화를 따라간다. 성가대가 

방송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마을은 일약 유명 관광지로 변모한다. 자족적인 삶을 지켜오던 

마을은 바깥 세상과 연결되고, 당연한 수순인 양 사람들이 지켜오던 믿음과 정체성, 가치는 

불안하게 흔들린다. 그리고 그 중심에 두 명의 젊은 묘족이 있다. 결혼을 위해 마을과 성가대를 

떠난 핑과 개발의 광풍에서 믿음을 시험당하는 예비 선교사 셍. 두 사람과 묘족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물질주의가 팽배한 현대 중국 사회를 비추는 축소판이 된다. 무감각한 타자화에 맞서 

섬세하면서 비판적인 시선을 시종일관 견지하는 다큐멘터리. (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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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ya
사바야

Singing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STAFF

PRODUCER Antonio Russo MERENDA, Hogir HIRORI
CINEMATOGRAPHER Hogir HIRORI
EDITOR Hogir HIRORI
MUSIC Mohammed ZAKI
SOUND Jens KIH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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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WORLD SALES

PRODUCER CONG Feng
CINEMATOGRAPHER CONG Feng
EDITOR CONG Feng
SOUND CONG Feng

Parallax Films
WANG Shimiao
festival@parallaxchina.com

충펑 CONG Feng

Rooms With Mao’s Images (2015)
Stratum 1: The Visitors (2013)
The Unfinished History of Life (2011)
Doctor Ma’s Country Clinic (2009)

Shamelessly daring and extremely radical, Stratum 2: The Asthenosphere is, in short, a film of 
a grave robber. It fills the screen with a combination of authorized records of film companies, 
images randomly stolen from the video-sharing site Youku, and impersonal images recorded 
by drones and CCTVs, and destroys it. Among them, this film mainly focuses on the records 
of ruins where the ground collapsed, and the buildings were badly disfigured. Cong Feng, 
the director of this magnificent work, (re)establishes an alternative historical image, uneven 
and exaggerated, by combining the figures of the destroyed world. The expression “grave 
robbery” is intended to be used in two contexts, because this film is reminiscent of the work 
of a grave robber, first in terms of extorting scenes and video footage from all kinds of films, 
and secondly, in terms of dismantling a “ground” of the screen. The screen, abusing ordinary, 
poor images and stained with the debris and dust of destroyed material, is trapped in greed. 
At the end of this series of destruction, we begin to question the capacity of another wall and 
pillar, the screen. Stratum 2: The Asthenosphere, which asks again whether today’s cinema 
is still existent on the film screen, is another “No Home Movie” of our time. (Kim Byeong-gyu)

뻔뻔스럽게 대담하고 질릴 만큼 과격하다. <스트라툼 2>는 한마디로 도굴꾼의 영화라 할 만하다. 

공인된 영화사의 기록들과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쿠’에서 무분별하게 훔쳐 온 이미지, 드론과 

CCTV에 기록된 비인칭적 영상들의 결합으로 스크린을 채우고 다시 부순다. 이 영화가 몰두하는 

건 주로 지반이 무너지고 형체가 붕괴된 폐허의 기록이다. 이 장대한 작업의 연출자인 충펑은 

이처럼 파괴된 세계의 형상들을 조합함으로써 불균질하고 과장된 대안적 역사 이미지를 (재) 

정립한다. 여기서 ‘도굴’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맥락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일차적으로 온갖 영화의 

장면들과 영상 자료를 갈취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그러하고, 두 번째로는 이 영화가 스크린이라는 

또 다른 지면을 해체한다는 측면에서 도굴꾼의 작업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범용하고 가난한 

이미지의 남용, 파괴된 질료의 잔해와 먼지로 얼룩진 스크린은 오욕에 사로잡힌다. 끝없이 

부서지는 벽과 기둥의 이미지. 이 파괴의 행진이 끝날 즈음에 우리는 스크린이라는 또 다른 벽과 

기둥의 역량에 대해 의심하게 된다. 오늘날의 영화가 과연 스크린에 잔존하고 있는지 되묻는 

<스트라툼 2>는 우리 시대의 또 다른 ‘노 홈 무비’다. (김병규)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ISHIDA Tomoya, FUJIWARA Riho
CINEMATOGRAPHER HONDA Megumi
EDITOR ISHIDA Tomoya
SOUND FUJIWARA Riho

PFF 2020

PFF General Incorporated Association
Yuri KUBOTA
yuri.kubota@pff.or.jp

이시다 도모야 

ISHIDA Tomoya Director Ishida Tomoya, who was a college student in a wheelchair, is the main character of 
the film. This film he made as a graduation film won the Grand Prix at the PIA Film Festival, 
an independent Japanese film festival. It was his attempt to break down the barriers within 
his mind and between himself and others. He recorded the entire process of making a film 
with the help of people he met while filming, rather than giving directions. This film conducted 
interviews with actors, who are visually or hearing impaired, and directors who make a stage 
with the disabled on the theme of “disability and expressive activity.” The visually impaired 
performer says that he does not only see what the human eyes can see. He can feel the 
movements of other actors through sound, even if he cannot see them on stage. In the scene 
where the hearing-impaired performer speaks in sign language, the audience hears the voice 
of a sign language interpreter behind the camera. It provides a new experience that makes 
us feel like we understand sign language. After speaking from several people involved in the 
performance, the director himself goes on stage. Just before the director goes on stage, his 
sparkling eyes are impressive. It is a film that shows how “different” people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he possibility of that communication. (Narikawa Aya)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대학생(당시) 이시다 토모야 감독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졸업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일본 독립영화의 축제 ‘PIA 필름 페스티벌’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장애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수동적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시다 감독은 영화를 만들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탐구했다. 그건 자신 안의 그리고 자신과 타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였다. 감독이 디렉션을 주는 게 아니라 찍으면서 만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영화를 만들어가는 전 과정을 담았다. ‘장애와 표현활동’을 주제로 시각장애인 배우나 청각장애인 

배우, 그리고 장애인과 함께 무대를 만드는 연출가 등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시각장애인 

배우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고 한다. 무대를 볼 때 눈이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배우들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 배우가 수화로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관객은 카메라 뒤에 있는 수화통역자의 목소리를 듣는다. 마치 수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새로운 경험이다. 여러 무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뒤 감독 자신도 무대에 오른다. 

무대에 서기 직전 감독의 반짝이는 눈이 인상적이다. ‘다른’ 사람끼리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영화다. (나리카와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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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is film is a documentary, but it looks quite bizarre and surreal, what 
is causing such an impression? Is it an aspect of the theme dealing with 
the last Nuo ritual held in Xiaowu, China? Or the color-related level of a 
black-and-white film? Or is it a level of narration with a tone that seems to 
be reciting poetry throughout the film? Could it not be the level of sense 
created by the eccentric temporality of China, which is the background 
of the levels listed above? The tension, which arises from the unexpected 
collision of extreme political and economic gaps between regions, makes 
the sound of firecrackers sound like gunshots, the subject abstracted in 
extreme close-ups, and then the ritual in the village represented look like 
a scene from a sci-fi or war movie. However, living in China today will not 
be much different from what we experienced in this film. (Yoon Arang)

이 작품이 다큐멘터리임에도 다분히 기이하고 초현실적으로 보인다면, 그 느낌은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 샤오우시에서 열리는 마지막 누오(Nuo) 의식을 다룬다는 

제재의 층위? 흑백 영화라는 색채의 층위? 아니면 영화 내내 흘러나오는, 마치 시를 

읊는 듯한 어투의 내레이션 층위? 아니, 그보다는 열거한 것들의 배후, 즉 중국의 

기괴한 시간성이 만드는 감각의 층위가 아닐까? 지역 간의 극심한 정치/경제적 

시차가 뜻하지 않게 마주치면서 발생하는 긴장은 폭죽 소리가 총소리처럼 들리도록, 

또 극단적인 클로즈업 속에서 대상이 추상화되도록, 그래서 영화 속에서 재현되는 

마을과 의식이 마치 SF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도록 만든다. 그런데, 당대의 

중국에서 살아가는 감각은 기실 이런 느낌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윤아랑)

GUO Xiao-dong
xiao_dong_guo@126.com

리커신 LI Kexin 

Sour Fruits (2020)
Sunburn (2019)

STAFF

WORLD SALES

PRODUCER WANG Tong
CINEMATOGRAPHER XU 
Kaihan, LI Kexin
EDITOR LI Kexin, HU Liwei
MUSIC LI Eryang
SOUND LI Kexin, Kevin XIE

The reason why it is not easy to look back on the past is probably because 
everything is transformed and interpreted anew under the pressure of the 
present. Those who look at the photos and say, “It’s not like Singapore.” 
Those who mutter to themselves, “I think I've become a foreigner.” Someone 
goes to visit the graves of their ancestors a little late and sees that a large-
scale excavation project has already turned the landscape of the cemetery 
into ruins. Contrary to such difficulties, we rather calmly accept the process 
of suddenly confronting and accompanying the “me” from the past and the 
“me” from the future. At that point, there is no room for the clichéd imagination 
that two "me" try to change the past. Instead, the film attempt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st and (two) "me" and the position of "me" 
in it. Its journey is enough to shake us up, contrary to its calm appearance. 
(Yoon Arang)

과거를 되짚는 일이 난감한 건, 아마도 모든 것이 현재라는 압력 속에서 새로 

변이하고 해석될 대상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진을 바라보며 “싱가포르 같지가 않네”

라고 말하고, 스스로에 대해 “외국인이 된 느낌” 이라고 중얼거리는 이들. 심지어 

약간 늦게 조상들의 무덤에 참배하러 갔지만, 대대적인 발굴 프로젝트는 공동묘지의 

풍경을 이미 황폐하게 바꿔버렸다. 그 난감함에 비하면, 과거와 미래의 '나'가 갑자기 

마주하고 동행하는 과정은 너무도 담담하다. 여기서 두 명의 '나'가 과거의 사건을 

바꾸려 한다는 클리셰적 상상력은 자라날 틈이 없다. 그 대신 영화는 과거와 (두 명의) 

'나' 사이의 관계와 그 속에서의 '나'의 위치를 가늠해보려 한다. 이 담담한 여정은 그 

외연과는 달리, 우리의 속을 헤집기 충분하다. (윤아랑)

Potocol
Jeremy CHUA
jeremy@potocol.co

Sheffield DocFest 2021

리아오지에카이 

LIAO Jiekai

STAFF

WORLD SALESFESTIVAL/AWARD

PRODUCER Jeremy CHUA
CINEMATOGRAPHER Shaun 
NEO
EDITOR LIAO Jiekai
MUSIC LIN Hsin Ru

Age of Revelation (2021)
Faraway My Shadow 
Wandered (2020)
Light of a Burning Moth 
(2020)
Girl with a Parasol (2019)

The COVID-19 is fundamentally disturbing the way we build relationships with 
others. But is that true? This short film deals with the process of non-face-to-
face performance practice through video meetings between a choreographer 
and dancers. At first glance, it could be a trailer for the performance. In deeper 
level, it attempts to distrupt the "general" idea of relationship-making, focusing 
on new possibilities, such as detailed explanations and realistic expectations. 
This film is continuing the previous works of the director, whose interest lies in 
the power of montage as a "mediated relationship." But what's new with this 
film is that, since the montage of non-face-to-face practice is already working in 
the reality, it gives us a new perception: Even if we are not in person with others, 
we are still able to build and maintain relationships. "You won't be able to see 
the dancers, but anyway, we'll take a picture with you here." 
(Yoon Arang)

코로나19 대유행은 '나'와 타자 사이의 관계 맺기를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팬데믹으로 인해 안무가와 무용수들이 화상 미팅을 통한 비대면 연습 과정을 짤막하게 

다룬 이 영화는, 일견 연습의 목표가 되는 무용의 트레일러 정도로 보일 수 있으나, 

비대면 연습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계 맺기에 대한 '상식적' 견해에 틈새를 

내려는 시도로 성립된다. 물론 이는 '매개된 관계'로서의 몽타주의 힘에 관심을 갖는 

감독의 이전 작업들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 허나 작품 내 '현실' 속에서 이미 비대면 

연습이라는 몽타주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우리의 응시에 응답한다〉

는 이전과는 다른 인식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타자와 같은 공간이 아니여도 얼굴을 

직접 바라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관계를 맺고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영화의 후반부에 통역가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무용수들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당신과 함께 사진을 찍을게요.” (윤아랑)

Eurythmia
PAIK Jongkwan
tubisto@hanmail.net

백종관 PAIK Jongkwan

검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How to Riot’ Tips and 

Tactics (2020)

추방자들 Deportees (2018)

순환하는 밤 Cyclical (2016)

극장전개 

Unfold the Theater (2014)

STAFF

WORLD SALES

PRODUCER KO Kyungmin
CINEMATOGRAPHER PAIK 
Jongkwan, YI Jaejin
EDITOR PAIK Jongkwan
MUSIC Miguel MARIN
SOUND Faust ARP

The new short film of Ying Liang, now a veteran filmmaker, may be unfamiliar 
to those who consider him an accuser of the Chinese government's politics. In 
this film, he is more interested in the little world his son creates on his bed than 
in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in Hong Kong where he resides. Of course, 
his interest stems from another absurdity, namely the pandemic. Children 
staying at home all the time, a mother wearing a mask when going out, a 
mask painted on Abbas Kiarostami's photo…. However, Ying takes a cheerful 
approach to face this absurdity as he makes his son's "dream" into a movie 
about a world where people don't have to wear masks. This "dream" unfolds 
so unexpectedly as if it is another film. In this fun work seemingly have been 
made entirely for his son, we can (re)affirm that his focus is none other than 
a family, more precisely, a family placed in a certain situation. (Yoon Arang)

어느덧 중견 영화감독이 된 잉량의 새 단편은, 그를 중국의 정치적인 부조리함에 대한 

고발자로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꽤 낯선 작품일 터이다. 여기서 그의 관심은 그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홍콩의 정치적 상황 대신 자신의 아들이 침대 위에 만드는 작은 세상을 

향한다. 물론 그것이 팬데믹이라는 또 다른 부조리함에 기인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집에 있는 아이들, 밖에 나갈 때엔 마스크를 끼는 엄마…. 그러나 

잉량은 이 부조리함에 맞서기 위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대한 아들의 

'꿈'을 영화로 실현하는 명랑한 방식을 택한다. 이 '꿈'은 너무 갑작스레 펼쳐져 마치 

다른 영화가 새로 시작된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온전히 아들을 위해 만든 것 같은 

이 귀여운 영화에서, 우리는 그의 주요 관심사가 다름 아닌 가족임을, 보다 정확히는 

어떤 세계 속에 놓인 가족의 모습임을, 새삼스레 (재)확인한다. (윤아랑)

Potocol
Jeremy CHUA
jeremy@potocol.co

Sheffield DocFest 2021

잉량 YING Liang

STAFF

WORLD SALESFESTIVAL/AWARD

PRODUCER Jeremy CHUA
CINEMATOGRAPHER YING 
Liang
EDITOR YING Liang
MUSIC Louis TO
SOUND Rochelle LI

A Family Tour (2018)
A Sunny Day (2016)
When Night Falls 
(2012)
Condolences (2009)

China｜2021｜41min｜DCP｜Color/B&W｜WP｜Ⓖ

Singapore｜2021｜34min｜DCP｜Color｜KP｜Ⓖ Hong Kong｜2021｜19min｜DCP｜Color｜AP｜Ⓖ

South Korea｜2021｜17min｜DCP｜Color｜WP｜Ⓖ

Mirror, Mirror

On Memory The World of Mindfulness 

They Answer Our Own Gaze
거울

기억에 관하여 마음의 세계

그들은 우리의 응시에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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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Rebecca HOUZEL
CINEMATOGRAPHER Claire SIMON
EDITOR Luc FORVEILLE
MUSIC Nicolas REPAC
SOUND Frederic BUY

Cinéma du Réel 2021

Pascale Ramonda SAS
Pascale RAMONDA 
pascale@pascaleramonda.com

클레르 시몽 Claire SIMON

Le Fils De L’epiciere, 
Le Maire Le Village Et Le Monde (2020)
Le Village (2019)
Premieres Solitudes (2018) 
Le Concours (2015) 

A quiet village in the countryside surrounded by mountains offers a beautiful landscape, but it 
is difficult to find much liveliness except for the auto repair shop on the other side of the town. 
The two men at the repair shop have no time to rest with all the people who come to fix the 
means of transportation essential for life. In this film, Claire Simon, who has journaled various 
places with camera, revisits the village where she once lived and made memories. In this unfamiliar 
place where memories of her past remain only as traces, she settles deep in a space called repair 
shop to find her present self. Busy hands repairing cars, monotonous conversations, loud engine 
sounds, and cold metal parts create mechanical days. In this place, which seems far from the 
village that has been turned into a resort town, the director calmly records daily events from a short 
distance without any special intervention. By the time you get used to the days filled with small 
problems and noises that constantly occur, the repair shop unfolds its own form and principle like 
a microcosm, and the garage becomes an open window showing the cross section of a small 
society. When the dull noises of hammers and spanners turn into music, you will find yourself 
surveying the whole with parts. (Chin Vitnam)

산으로 둘러싸인 전원의 한적한 마을,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마을의 한편에 위치한 자동차 정비소만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생활에 필수적인 이동 수단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정비소에서 일하는 두 남자의 손은 쉴 틈이 없다. 카메라를 통해서 

다양한 장소를 기록해온 클레르 시몽은 이번 영화에서 자신이 살던, 한때의 추억이 깃든 마을을 

다시 찾는다. 과거의 기억은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이 낯선 장소에서 그녀는 현재의 모습을 찾기 

위해 정비소란 공간 깊숙이 자리 잡는다.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손과 단조로운 

대화들, 시끄러운 엔진소리와 차가운 금속 부품들이 만들어내는 기계적인 일상. 휴양도시로 변한 

마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곳에서 감독은 특별한 개입 없이 매일의 사건들을 근거리에서 

담담하게 기록해나간다. 그리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작은 문제와 소음으로 가득 찬 하루들이 

익숙해질 무렵, 정비소는 하나의 소우주처럼 자기 나름의 형태와 원리를 펼쳐 보이고, 어느새 

차고는 작은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열린 창이 된다. 망치와 스패너가 만들어내던 둔탁한 소음이 

음악으로 변해가면 관객은 부분으로 전체를 조망하는 자신의 기묘한 위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빛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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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2021｜71min｜DCP｜Color｜AP｜Ⓖ

흑백의 느린 화면으로 흘러가는 영화는 ‘군다’라는 돼지의 삶에 카메라를 매우 가까이 밀착시켜 

미니멀하고 단순한 영화적 세계를 완성하지만, 이 작은 세계는 프레임 너머의 많은 질문을 

포괄한다. 인간은 지구의 다양한 구성 인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지구상의 놀랍고 

경이로운 생명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빅토르 코사코프스키 감독의 영화는 편집이나 

보이스오버 내레이션, 음악과 같은 인간적인 의미 구성 장치 없이 온전히 자연의 빛과 소리만으로 

성취해낸다.

이 영화가 밀접하게 포착한 삶은 야생의 생명이 아니라, 축사에서 살아가는 돼지, 소, 닭 등 

가축의 삶이다. 동물의 생명권을 다루는 많은 담론이 끔찍한 사육 환경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이 영화는 온전히 이들 존재 자체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담아냄으로써 과연 

우리에게 이들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있는지를 되묻는다는 점에서 또한 차별화된다. 인류세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책임의 문제를 이토록 아름답게 담아낸 작품을 다시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홍소인)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Anita REHOFF LARESEN, Joaquin 
PHOENIX
CINEMATOGRAPHER  Viktor KOSSAKOVSKY, 
Egil HÅSKJOLD LARSEN
EDITOR Viktor KOSSAKOVSKY, Ainara VERA

Berlinale 2020
CPH:DOX 2020, 2021
DocsBarcelona 2021
Krakow FF 2021

Jinjin Pictures
JUNG Taewon
tw@jinjinpic.co.kr

빅토르 코사코프스키 

Viktor KOSSAKOVSKY

Aquarela (2018)
Sports Kids – Varicella (2015)

The film, which slowly flows in black and white, brings the camera up close to the life of 
a pig named Gunda, creating a minimal and simple cinematic world-a small world that 
encompasses many questions beyond the frame. Viktor Kossakovsky’s film demonstrates 
that humans are just one of the many constituents of the Earth, and that we are co-living with 
marvelous creatures through natural light and sound, and not through any human means of 
constructing significance such as editing, voice over narration, or music.
The life that this film closely captures is not the life of the wild, but the life of livestock such as 
pigs, cows, and chickens living in barns. Unlike many discourses regarding animals’ right to 
life, which talk about terrible rearing conditions and death, this film fully captures the wonder 
and beauty of their existence, asking whether we have the right to take their lives. It will be 
difficult to see a film like this again, which beautifully depicts the responsibilities we face in the 
Anthropocene era. (Hong Soin)

Norway, US｜2020｜93min｜DCP｜B&W｜Ⓖ｜ND

Garage, Engines 
and Men

정비소, 엔진 그리고 사람들

Gunda
군다

MastersMa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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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Rithy PAHN
CINEMATOGRAPHER Prum MESA
EDITOR Rithy PANH
MUSIC Marc MARDER
SOUND Eric TISSERAND

Berlinale 2020
Cinéma du Réel 2020
IDFA 2020

Playtime
Joris BOYER
joris@playtime.group

리티 판 Rithy PANH

Graves Without a Name (2018)
Exile (2015)
France is Our Mother Country (2015)
The Missing Picture (2013)

Cambodian director Rithy Panh, who directed S-21: The Khmer Rouge Killing Machine (2003) and 
others, says through Irradiated that evil is like radioactivity from nuclear weapons. Radioactivity 
spreads persistently, causing people to suffer, and it does not go away easily. Radioactivity 
spreads insistently, causing people to suffer, and it does not go away easily. Also, just as we 
must detect and be alert to radioactivity to prevent another damage from it, we need to always be 
sensitive to the image of evil to prevent the repetition of evil that changes its appearance according 
to time and place.
One of Panh’s directing methods to visualize this subject is montage of images through triptych 
scenes on screen. Horrible scenes of wars at different times, triumphant look of dictators, horrible 
scenes from the atomic bombing, images of genocide, etc., they are projected uninterruptedly on 
plural screens, with narrations directly referring to Rwanda, Sarajevo, and Nanjing. In this high-
density chain of images, the audience realizes once again that the spread of evil, such as causing 
people to be exposed to radiation, has been endlessly repeated in the history. To try to grasp 
the overall image of the great evil without becoming indifferent to the images of tragedy that fills 
contemporary news footage, perhaps that is an important objective set by Irradiated. 
(Kim Bonyeon)

<크메르 루즈: 피의 기억>(2003) 등을 연출한 캄보디아 출신의 리티 판 감독은 <피폭의 연대>

를 통해 악(惡)이 마치 핵무기의 방사능과 같다고 말한다. 방사능은 끈질기게 퍼지며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웬만해서는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방사능의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방사능을 감지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처럼, 시대와 장소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악의 반복을 막기 

위해 우리는 악의 이미지에 언제나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이 주제를 시각화하는 감독의 연출 방법 중 하나는 세 개로 분할된 스크린을 통한 이미지의 

몽타주다. 시대별로 일어난 여러 전쟁의 끔찍한 현장, 독재자들의 의기양양한 모습, 원폭 

피해의 참혹한 현장, 대량 학살의 이미지 등은 르완다, 사라예보, 난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나레이션과 함께 복수(複數)의 스크린에서 쉼 없이 흘러나온다. 이 밀도 높은 이미지의 연쇄 

속에서 관객은 피폭과도 같은 악의 확산이 우리의 지난 역사 속에 끝없이 반복되어 왔음을 

새삼 실감할 수밖에 없다. 동시대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운 비극의 이미지에 무감각해지지 않고 

그 거대한 악의 전체상을 파악하려 노력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피폭의 연대>가 세운 중요한 

목표일지 모른다. (김보년)

Cambodia, France｜2020｜89min｜DCP｜Color/B&W｜⑮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Gianfranco ROSI, Donatella PALERMO, 
Serge LALOU
CINEMATOGRAPHER  Gianfranco ROSI
EDITOR Jacopo QUADRI, Fabrizio FEDERICO

DocsBarcelona 2021
CPH:DOX 2021
BFI London FF 2020
Telluride FF 2020
TDF 2020

The Match Factory
Valentina BRONZINI
valentina.bronzini@matchfactory.de

지안프랑코 로시 

Gianfranco ROSI

Fire At Sea (2016)
Sacro Gra (2013)
El Sicario – Room 164 (2010)
Below Sea Level (2008)

Director Gianfranco Rosi, who vividly recorded images of the world in relation to neoliberalism 
and civil war in Sacro Gra (2013) and Fire at Sea (2016), visits the border areas of countries in 
the Middle East, such as Iran and Iraq, to show the dangerous yet ordinary daily life of these 
countries in his new film Notturno. 
The most notable point in Notturno is the embodying the subject using montage. According to 
its storyline, the film is expected to reveal the horrific scenes of war, but it is mostly filled with 
“peaceful” everyday life except for the first sequence somewhat. However, if we take a closer 
look, we can see that this daily life is already polluted with a weird and unusual image. For 
example, a fire burns across the horizon while a child is fishing, a bomb lays in a corner of an 
idyllic country village, and young men, who exchange frivolous jokes, wears military uniforms. 
While this montage of serenity and ominous tension collides, Notturno captures the violence 
of war more terribly than any other film. A child who is a victim of ISIS says: “I can’t sleep 
because I’m afraid of the night.” The fear of war permeates their ordinary daily life. 
(Kim Bonyeon)

<성스러운 도로>(2013), <화염의 바다>(2016) 등으로 신자유주의와 내전을 둘러싼 전 지구적 

풍경을 생생하게 기록했던 지안프랑코 로시 감독은 최신작 <야상곡>에서 이란, 이라크 등 중동 

국가들의 국경 지대를 찾아 이곳의 위험한, 동시에 평범한 일상을 보여준다. 

<야상곡>에서 가장 주목할 연출은 몽타주를 이용한 주제의 형상화이다. 언뜻 <야상곡>의 줄거리만 

보면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거라 예상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시퀀스 정도를 

제외하면 영화 대부분은 ‘평화로운’ 일상으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잘 들여다보면 이 일상은 

어느새 섬뜩한 비일상적 이미지로 오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아이가 낚시하는 동안 

지평선 너머에는 불길이 타오르며, 시골 마을의 풍경 한구석에는 폭탄이 놓여있고, 시시한 농담을 

주고받는 청년들이 군복을 입고 있는 식이다. 이처럼 평온과 불길한 긴장이 충돌을 일으키는 동안 

<야상곡>은 어떤 작품보다 전쟁의 폭력을 오싹하게 포착한 작품으로 남는다. ISIS의 피해자인 한 

어린이가 말한다. “전 밤이 무서워서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렇게 전쟁의 공포는 그들의 평범한 

일상에 스며든다. (김보년)

Italy, France｜2020｜101min｜DCP｜Color｜Ⓖ

Irradiated
피폭의 연대

Notturno 
야상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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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ZHAO Tao
CINEMATOGRAPHER YU Lik Wai
EDITOR KONG Jing Lei
SOUND ZHANG Yang

Berlinale 2021
Sheffield DocFest 2021
TDF 2020

MK2 Films
Jacques-Antoine JAGOU
intlfest@mk2.com

지아장커 JIA Zhangke

Tomorrow Will Be Fine (2021)
A Song for You (2020)
Bu zhi bu xiu (2020)
The Calming  (2020)

Poetry, literature, and interviews seem to have become the symbols of Jia Zhangke’s films. The 
director has been making feature films like documentaries, and he also did not neglect to shoot 
full-fledged documentaries. He invites prominent authors, Zha Pingwa, Yu Hua, Liang Hong, all 
representative writers of contemporary China, to his hometown of the Jia clan in a remote rural 
village in China, Fenyang, Shaanxi Province. Born in the 1950s, 1960s, and 1970s, respectively, 
the authors tell the story of their pasts, literature, languages, hometowns, and lives in front of Jia 
Zhangke’s camera. As the authors share the story of our time, the psalms recited by them become 
knots that divide and connect the film. From the place he was born and raised, the director looks 
back and remembers the spaces, then connects pieces of those memories and expands them 
back to the history that a massive group of Chinese people went through together. And over those 
flowing psalms, interviews, memories, and recollections, the precious weight of life overlaps. Life 
is the moments created by the echoes of new and old, family and children, pain and healing, love 
and separation, literature and film. (Lim Daegeun)

시와 문학, 인터뷰는 어느새 지아장커 영화를 상징하는 기호로 자리 잡은 모양이다. 극영화를 

다큐멘터리처럼 만들던 감독은 본격 다큐멘터리를 찍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궁벽한 중국의 

시골 마을, 자신의 고향 산시성(山西省) 펀양(汾陽), 지아(賈) 씨의 집성촌으로 내로라하는 

작가들을 불러들인다. 자핑와(賈平凹), 위화(余華), 량훙(梁鴻)…은 모두 동시대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이다. 지나간 세기 50년대와 60년대, 70년대에 태어난 그들은 지아장커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문학과 언어와 고향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더하여 오늘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읊는 시편들은 영화를 끊어주고 이어주는 매듭이 된다. 감독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그 공간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그걸 조각조각 이어붙이고, 이를 다시 

중국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함께 겪었던 역사로 확장한다. 그렇게 이어지는 시편과 인터뷰, 기억과 

회상 위로 진중한 삶의 무게가 겹쳐진다. 삶이란 새것과 옛것, 가족과 아이, 아픔과 치유, 사랑과 

이별, 문학과 영화에 관한 울림이 만들고 있는 순간들이다. (임대근)

China｜2020｜112min｜DCP｜Color｜Ⓖ

Korean Docs Showcase presents the latest Korean 
documentary films along with the Korean Competition. The 
audience will have a chance to encounter the documentary 
works that shed light on the corners of Korean society and 
the filmmakers behind them, getting a glimpse into the 
current landscape of independent documentaries.

한국다큐쇼케이스는 한국 경쟁과 함께 한국 다큐멘터리의 최신작들을 만날 수 있는 

섹션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을 담아내는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창작해가는 독립 다큐멘터리들의 현재를 엿볼 수 있다.

한국다큐쇼케이스

Korean Docs
Showcase

Swimming Out Till 
the Sea Turns Blue

먼바다까지 헤엄쳐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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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WORLD SALES

PRODUCER MOK Yeonhwa
CINEMATOGRAPHER KIM Myungkwan
EDITOR SUH Seunghyun
MUSIC CHAE Soohyun
SOUND KIM Youngkyun

MOK Yeon-hwa
jazzchic@naver.com

임찬익 LIM Chanik  

체포왕 Officer of the Year (2011)

디지게구린크로마뇽 DGK Band (2017)
"Filmmaker Noh Dongju makes films." The sentence may sound redundant, but it is a critical 
issue in the context of this film as the director who wants to make a film is visually impaired. 
He plans a short film Just Walked describing how a visually impaired man, "Haeng-jin," and a 
non-disabled woman, "Sori," developing a relationship. Of cours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the work process of his directing, but in conclusion, it wasn’t a big obstacle in creating 
what the director wanted in his work. It was because the director can already sense auditory, 
tactile, and olfactory information in full through his film. Films have been defined as "visual art" 
from their inception to the present day. However, this film raises the question, whether our 
cinematic experience should be defined only as "visual experience." With the production by 
the disabled director, the film also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mutual connection between the 
cinematic experiences of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Throughout the production of Just 
Walked, the director gets some help from the crew. However, in the last scene with the director 
and producer on the phone, the film presents a cinematic world that an artist can create only 
with his free imagination, without the help of others or the intervention of visual elements. The 
scene also conveys respect for the artist who is struggling to create his work. (Nam Kiwoong)

‘영화감독 노동주는 영화를 만든다.’ 이 문장은 동어반복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영화의 

맥락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노동주 감독이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이다. 

그는 시각장애인 남성 ‘행진’과 비장애인 여성 ‘소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묘사한 단편영화 

<그냥 걸었어>를 기획한다. 물론 연출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이 

감독의 작품 세계를 구현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감독은 이미 자신의 영화를 통해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정보들을 충분히 감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화는 탄생의 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시각예술’로 규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 영화는, 우리의 영화 체험을 ‘시각’으로만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영화 연출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영화적 체험이 상호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준다. <그냥 걸었어>의 제작 

과정에서 노동주 감독은 얼마간 제작진의 도움을 받는다. 하지만 노동주 감독과 영화 제작자의 

통화가 이뤄지는 마지막 신(scene)을 통해, 타인의 도움이나 시각적 요소가 개입할 틈이 없는, 

한 예술가의 자유로운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영화 세계를 제시한다. 이는 자신의 작품을 

빚어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어느 예술가를 향한 존중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기웅)

Ko
re

an
 D

oc
s 

Sh
ow

ca
se

South Korea｜2021｜82min｜DCP｜Color｜WP｜Ⓖ

한결은 엄마 나비에게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하고, 소방공무원인 나비는 지금까지 자신이 

자식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느낀다. 예준은 부모에게 커밍아웃하기 전에 유학을 가고 싶다고 먼저 

말하고, 예준의 엄마이자 항공사 승무원인 비비안은 직업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도 

자기 아들이 게이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떠올린다. 나비는 한결의 FTM 

트랜지션과 성별 정정 과정을 함께하고, 비비안은 예준과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아들의 남자 

친구를 만나면서 이들이 접하는 세계를 만난다.

그 세계와의 조우 속에서 혐오의 목소리를 만나고, 새로운 정체성과 자긍심의 언어들을 알아가고, 

조금씩 달라지는 사회적 공기를 느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너’를 알아간다는 것, ‘너’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공유한다는 사실 속에서 더 풍성해지고 단단해지는 관계를 느낀다. 영화는 

이들이 겪는 일련의 여정을 통해 이 네 사람이 퀴어적 삶의 분투에 홀로 선 것이 아니라, 곁을 

내어주는 관계들을 통해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공동체는 ‘너’에게로 

가는 가족이기도 하지만, “성소수자부모모임”이라는 공동체, 혹은 퀴어 공동체이기도 하다. 영화 

속에서 우리는 일련의 여정을 함께 겪어가는 단단한 걸음들을 본다. (홍소인)

STAFF

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JO Sona, LEE Hyuksang
CINEMATOGRAPHER BYUN Gyuri, LEE Seiyon, LEE 
Hyuksang, LEE Somyi, NAM Arum
EDITOR KIM San(SPARGING LAB)
MUSIC LEE Minwhi
SOUND PYO Yongsoo

DMZ Industry 2019

JO Sona
sona0327@gmail.com

변규리 BYUN Gyuri 

플레이온 Playon (2017)

Han-gyeol comes out to their’s mom Nabi as transgender, and Nabi, a firefighter, feels that she 
didn’t really know her child up until now. Yejoon tells his parents that he wants to study abroad 
before coming out. Yejoon’s mom Vivian, a flight attendant, recalls that despite the nature of her 
job that requires her to meet diverse people, she never had imagined that her son would be gay. 
Nabi and Vivian get into the world their children live in: Nabi stands by Han-gyeol’s through her 
FTM transition and gender correction, and Vivian joins Yejoon in a parade and meets her son’s 
boyfriend. 
In such process, they meet the voices of hatred, learn the language of new identity and pride, 
and feel the social air that changes little by little. But above all, getting to know you and sharing 
an important part of your life make their relationship richer and stronger. Through the series of 
journeys they go through, the film shows that these four people are not alone in their struggles of 
queer life, but that they are advancing together with the community that draws them near. Such a 
community is a family that comes to you, Parents and Families of LGBTAIQ People in Korea, or a 
queer community. The film depicts people taking solid steps together through a series of journeys. 
(Hong Soin)

South Korea｜2021｜93min｜DCP｜Color｜Ⓖ

Beyond the Sight
영화감독 노동주

Coming to You 
너에게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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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 매달린 카메라를 통해 전달되는 운동이 매우 빠르고 역동적이다. 이 휠체어의 운동은 

박동수의 달리기이자 세상에 나서는 박동수의 마음처럼 느껴진다. 역동적인 바퀴의 운동은 그가 

조작하는 장난감 자동차에서도 반복된다. 빠른 궤적을 그리며 달리는 자동차 바퀴는 모랫바닥에 

그 흔적을 고스란히 남긴다. 또 휠체어와 몸에 야광 물품들을 달고 밤길을 거니는 그의 모습은 

다양한 색을 뽐내며 빛난다. 휠체어와 함께 그려지는 이미지가 그를 표현하는 한 축이라면, 시는 

또 다른 표현의 축으로 그의 시간을 오래도록 지켜주었다. 전자는 역동적이고 후자는 조용하고 

골똘하다. 그는 시를 많이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고민하다가 시설에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이나 

자신이 머물렀던 시설 관계자들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며 자신을 돌아본다. 시설에서 시는 질식을 

막는 그의 호흡법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탈시설 이후 그는 다양한 방식의 호흡법을 알게 된다. 

그 호흡은 그의 독립생활 곳곳에 녹아있다. 이전처럼 시를 자주 쓰지 못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의 호흡이 그만큼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일 수 있겠다. 탈시설 이후 다시 쓰여질 시는 

시설에서의 삶을 넘어서기 위한 숨을 넘어서 바퀴의 달리기가 그리는 궤적을 따라 더욱 다채로운 

숨결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채희숙)

STAFF

WORLD SALES

PRODUCER KIM Ilkwon
CINEMATOGRAPHER RYU Hyungseok, KO Hanbul
EDITOR RYU Hyungseok
MUSIC April JANG

Cinema Dal
JIN Solah
sol@cinemadal.com

류형석 RYU Hyungseok

그루잠 The Evanescent Relief (2018)

The exercise shown through the camera of a wheelchair is very fast-paced and energetic. This 
movement seems to represent Park Dongsu’s mind penetrating the real world. The dynamic 
movement of wheels is repeated in the footage of his toy car and leaves traces on the sand. 
Park shines in a variety of colors when he runs in the dark with luminous material attached 
to his wheelchair and himself. If the wheelchair is one part of Park’s, the other part would be 
poetry, the former being more active and the latter being more absorbed. 
Park Dongsu looks back on himself by visiting the facility and talking to the people he used 
to live together. Poetry was like breathing to him, stopping him from suffocating. Luckily, after 
he left the place, he was able to discover diverse ways of breathing and this is reflected in his 
personal space. His lack of poetry writing can also indicate how his breathing became more 
natural and comfortable. The poetry written after leaving the facility will be passed on like the 
traces left behind by the toy car providing a more diverse way of breathing. (Chai Hee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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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의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정정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가 드러낸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핍들’이었는지가 주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얼굴들>

은 무브먼트 당당의 연극배우들이 어떻게 공연을 비대면 시대에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의 

결과이다. 연기란 무엇인지에 대한 추상적인 생각이 관객 대신의 거울 앞의 자신과 직면할 때 

비로소 물질적인 무언가로 창조된다. 연기가 배우에게 여러 가지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그 연기를 바라보는 대상들은 연기를 통해 생각을 구체화하게 된다. 나를 드러내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다. 결핍을 채우는 움직임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시작되는 셈이다. 벽면의 무대와 관객이 판타지같이 느껴지는 요즘. 

도시와 자연을 오가는 배우들의 즉흥적인 움직임 또한 연기의 궁극적 행동이 바로 내가 바라본 

얼굴, 즉 ‘나 자신’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각인시킨다. 시대가 가로막은 대면과 비대면 사이의 깊은 

벽은 움직임과 반복을 통해 여전히 시대와 호흡하고 있다. (윤나리)

STAFF

WORLD SALES

PRODUCER KIM Minjung
CINEMATOGRAPHER CHOI Youngmin
EDITOR Kujo
MUSIC Etienne DE LA SAYETTE
SOUND Kujo

CHOI Hongjun
konan2609@gmail.com

김민정 KIM Minjung

닭을 쫓다 Dogs Chasing Chickens (2012)

태양은 하나다 The Sun Shine to Everyone (2009)

왕의 죽음 Death of King (2006)

무용의 이해 Understanding Dance (2005)

The question of how our lives changed in the COVID-19 era should be corrected. This is because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what kind of deficiency COVID-19 has been exposed in our lives. 
Face-to-Face is the result of a discussion on how actors of Movement Dang Dang can continue 
to perform. It is only when you face yourself in front of the mirror that abstract ideas about what 
acting is that you are created by material things. If acting has a variety of effects on an actor, the 
object of the performance is to reflect on his thoughts through acting. These days, the stage on the 
wall and the audience feel like a fantasy. The impromptu movements of actors traveling between 
cities and nature make us realize that the ultimate action of acting begins with “self.” The deep 
barrier between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which has been blocked by the times, is still in 
harmony with the times through self movement and repetition. (Yoon Nari)

South Korea｜2021｜95min｜DCP｜Color｜WP｜Ⓖ

Corydoras
코리도라스

Face-to-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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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는 남편과 이혼 후 고향에 돌아와서 농사를 시작한다. 그의 아들이 엄마 경자 곁에 붙어 

다니면서 같이 일을 하고 대화를 나누며 영화를 찍는다. 경자에게는 남매들을 돕기 위해 애쓴 

노력을 누구도 사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한 마음, 전남편에 대한 야속한 마음,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 등등 가족관계에서 나온 회한이 쌓여있다. 경자는 

이제는 동료처럼 곁에 머무는 아들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 마음들을 꺼내놓는다. 

영화에서 경자의 시간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들과 아들과 나누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지금 

경자를 둘러싼 공간과 일은 새로운 것으로, 이제 그것은 아들이 엄마를 떠올릴 때면 함께 나타날 

이미지기도 하다.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을 하고 대화의 내용도 바뀌지만, 모든 장면은 흑백의 

화면과 함께 연속적인 톤을 띠면서 지속된다. 그러나 가족관계에 속한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과는 

또 달리 이어지고 있는 경자의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아들딸과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색상을 띨 수 있으며, 이미 여러 색을 띠면서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채희숙)

STAFF

WORLD SALES

PRODUCER PARK Cheolhwan
CINEMATOGRAPHER PARK Cheolhwan
EDITOR PARK Cheolhwan
SOUND PARK Cheolhwan
MUSICPARK Cheolhwan

PARK Cheolhwan
bakcheolhwan@naver.com

박철환 PARK Cheolhwan

날갯짓 Flapping Wings (2018)

Gyungja became a farmer after getting divorced from her ex-husband. Her son is making a 
movie, and he’s also her chatting mate. Gyungja has a pile of remorse towards her family, 
sadness towards her children because they never show any gratitude, fury to her husband, sorry 
for her children because she lives so far away from them. Gyungja now shows her emotions by 
talking to her friend-like son. In the film, her time passes with dialogues and events. Gyungja is 
now surrounded by a new environment, which is the image her son will be reminded of when 
thinking of her. Even if the dialogues, events are all different they are all unified in a black and 
white tone. Her new relationship with her family will become a more vibrant color, or maybe it 
already is. (Chai Hee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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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WORLD SALES

PRODUCER WANG Mincheol
CINEMATOGRAPHER KIM Kiseong
EDITOR AHN Jeehwan
MUSIC Rainbow99

Cinema Dal
JIN Solah
sol@cinemadal.com

김기성 KIM Kiseong Director Kim Kiseong’s Land and Housing is a film that recorded the bitter reality of rede-
velopment centered on the old Jugong Apartment Complex in Cheongju, Korea for about a 
year. Jugong Apartments are apartments built as part of the housing supply project of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and mainly “ordinary people” with modest incomes have 
moved in. However, now that the economic value of real estate is higher than ever, they have 
become an item to create more profits through redevelopment, not a valuable residential 
space for people. According to this clear and powerful economic logic, the (mainly old) 
residents who originally lived here quietly leave, and the flowers and trees that have been 
with them for a long time are cut down one by one. The difficult life of low-income residents 
due to the redevelopment has become a familiar scene often seen in movies and news. In 
particular, Land and Housing reveals its own point of view by showing images that we have 
not paid much attention to. The images show the existence of trees and flowers growing in 
the apartment complex, and these “living creatures” are in danger of being expelled from 
their home where they have lived their entire lives, just like the residents. We can see the 
smooth expression of “redevelopment” is hiding sad images with the wonderful trees, very 
old at a glance, falling helplessly by the chainsaw. (Kim Bonyeon)

김기성 감독의 <봉명주공>은 청주의 오래된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개발의 씁쓸한 풍경을 약 

1년 동안 기록한 작품이다. 주공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보급 사업을 통해 지어진 

아파트로,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 ‘서민’들이 주로 입주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주공아파트는 사람들의 소중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재개발을 통한 

이윤 창출의 아이템이 되었다. 이 명쾌하고 강력한 논리 앞에 원래 이곳에 살던 (주로 나이 든) 

주민들은 조용히 이삿짐을 싸고, 이들과 오랜 시간 함께한 꽃과 나무들은 하나 둘 잘려 나간다. 

재개발로 인한 저소득층 주민의 어려운 삶은 어느새 영화와 뉴스에서 자주 보는 ‘익숙한’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그 가운데서 <봉명주공>은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자신만의 관점을 드러낸다. 그 이미지는 바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자란 나무와 꽃의 존재로서, 이 

‘생명’들은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평생 살아온 자신의 터전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 한눈에 

봐도 수령이 길어 보이는 멋진 나무들이 전기톱에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과 함께 우리는 ‘재개발’

이라는 매끈한 표현이 어떤 서글픈 이미지들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김보년)

South Korea｜2020｜83min｜DCP｜Color｜Ⓖ

Ging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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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WORLD SALES

PRODUCER PARK Jungseok, JANG Kwangyu
CINEMATOGRAPHER CHOI Hyoungseok, LEE 
Sangchan
EDITOR YOON Seokmin, JUNG Jisung

JANG Kwangyun
jangpro@newstapa.org

송원근 SONG Won-geun
김용진 KIM Yongjin

김복동 My Name is KIM Bok-dong (2019) 

족벌 Media Mafia: A Tale of Two (2020)

The Korean War, Armistice, and Division are familiar topics, but the more we examine them, the 
more unfamiliar their history becomes. PAN MUN JOM, You have never seen is the final part of the 
KOREAN WAR, You have never seen trilogy, which the directors started producing to mark the 68th 
anniversary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tells a different story of Panmunjom, which 
has been represented as a tense and closed military space. Panmunjom, built when the Armistice 
talks resumed in October 1951, was originally an inn in Neulmun-ri, a small town near Kaesong. 
Due to continued disputes over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and the exchange of prisoners of war, the armistice negotiations were not reached until July 1953. 
In the meantime, however, Panmunjom functioned as a zone of coexistence between the Allied 
and North Korean forces and became a place for inter-Korean exchanges after the armistice. 
The film follows the historical moments in chronological order through various materials and 
interviews. From the film footage collected by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of the United States, the news reel of the United States Public Service (USIS) and the 
American propaganda footage in the 1950s, the images show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ar 
as the international warfare and the ideological and psychological warfare, and the meaning of 
the Korea-US relationship that led to the Vietnam War. The explanations and voice-over narration 
by renowned experts in Cold War Studies demonstrate the power of detail. Examining how 
Panmunjom and the Demilitarized Zone has changed from a space of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to a borderline of rigid separation, PAN MUN JOM, you have never seen asks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Park hyunseon)

한국전쟁, 휴전, 분단은 우리에게 익숙한 주제임에도 그 역사는 들여다볼수록 점점 낯설어진다. 

<판문점>은 정전협정 68주년을 맞아 제작되기 시작한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으로, 긴장감 넘치고 폐쇄적인 군사공간으로 표상된 판문점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1951년 10월 정전회담이 재개되며 탄생한 판문점은 개성 아래 작은 마을 널문리의 주막이었다. 

외국군 철수와 군사분계선, 전쟁포로 교환 등을 둘러싼 계속된 분쟁으로 휴전협상은 1953년 7

월에야 이뤄졌지만, 그 사이 판문점은 연합군과 북한군이 소통하는 공존의 지대로 기능했고, 

휴전 이후 남북한 교류의 장소가 되었다. 작품은 역사적 순간들을 다양한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연대기적으로 따라간다. 미국의 국립문서기록청(NARA)에서 수집한 자료화면과 미공보원

(USIS) 뉴스릴, 1950년대 미국의 선전영상 등에 담긴 모습들은 한국전쟁의 국제전적 성격과 

사상심리전의 특징, 또 베트남전쟁까지 이어진 한미관계의 의미를 가늠케 한다. 저명한 국내 냉전 

연구자들의 설명과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은 디테일의 힘을 보여준다. 판문점과 비무장지대가 

어떻게 소통 가능성의 공간에서 경직된 분리의 경계선으로 고착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며 

<판문점>은 한반도의 미래를 묻는다. (박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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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기록하는 소명 의식의 성실함을 보여왔던 박배일 감독은 이제 감독 자신의 아버지를 

둘러싼 이야기를 다룬다. <사상>은 거대 자본의 굴레에 저항하는 ‘사상’이라는 직접적인 

공간을 제시한다. 공간이 어떤 의미인지 관객에게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감독의 연출법은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도 여전하다. 황폐해진 사상에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집을 못 찾고 있는지 자의로 

머물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래된 공간의 세세한 성질의 변화까지 가감없이 기억하고 있는 

이들에게 삶의 터전은 삶의 전부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한 사회에서 자본의 

힘은 더욱 커지기만 한다. 영롱한 불꽃과 어둠을 지켜야 하는 시위대의 현장은 서로 다른 곳에서 

빛을 밝힌다. 자본이 해치는 공간은 성희와 수영의 몸으로 곧 확장된다. 아들이 아닌 관찰자로서 

감독의 시선은 감독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것과 그를 보듬고자 하는 것 사이를 비균질적으로 

교차한다. 그 상대적인 작용 안에서 사상의 흔적이 각인되며 사상은 하나의 역사적인 공간으로 

변모한다. (윤나리)

STAFF

WORLD SALES

PRODUCER KIM Ilkwon
CINEMATOGRAPHER PARK Bae-il
EDITOR PARK Bae-il
MUSIC Awan
SOUND JUNG Seonghwan

Cinema Dal
JIN Solah
sol@cinemadal.com

박배일 PARK Bae-il

라스트 씬 Last Scene (2018)

소성리 Soseongri (2017)

깨어난 침묵 After Breaking the Silence (2016)

밀양 아리랑 Legend of Miryang 2- Miryang Arirang (2014)

Director Park Bae-il, who has shown a sense of calling, is now talking about his father. This 
film presents a direct space called “Sasang” that resists the constraints of huge capital. The 
director’s method of directing the audience to understand what space means remains in the 
documentary. It doesn’t matter whether people can’t find a decent house or stay on their own 
will in the run-down ideas. This is because for those who remember the subtle changes in the 
nature of the old space without hesitation, space of life is nothing but life. In a society where 
the right to life is not guaranteed, the power of capital is increasing. Protesters, who have to 
protect the bright flames and darkness, light up in different places. The space that the capital 
harms will soon expand to Sunghee and Suyoung. As an observer, not a son, the director’s 
eyes are at odds with those who want to protect him and those who want to embrace him. In 
its relative action, traces of thought are engraved and ideas are transformed into a historical 
space. (Yoon Nari)

South Korea｜2020｜132min｜DCP｜Color｜⑮

PAN MUN JOM, 
you have never seen

판문점

Sa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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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SALES

PRODUCER KIM Jung-young, Ellen Y.D. KIM
CINEMATOGRAPHER SONG Hyeonjun, KIM Chiseong, 
Jamy YOU
EDITOR LEE Hyukrae
MUSIC PARK Seongdo
SOUND KIM Sihyun

Jinjin Pictures
JUNG Taewon
tw@jinjinpic.co.kr

김정영 KIM Jung-young
이혁래 LEE Hyukrae 

붕붕거리는 오후 Buzzy Afternoon (1995)

The life of Sewing Sisters who paint their names under the blue sky with five-color threads, is 
something that cannot be remembered as a simple color. The Cheonggye Clothing Union learned 
the value of labor through education. This education reshaped the map of their lives. The process 
of knowing the value of labor is the same as that of Jeon Tae-il’s existence. The portrait of Jeon 
Tae-il made them endure their youth. In this sincere documentary, which emphasizes the power of 
the views, it listens to women’s voices and builds up their history of solidarity from past memories 
to the present. Women over the age of Jeon Tae-il cross the history of Cheonggyecheon and the 
value of personal life. What is more important than accurate historical records is the voice records 
of events. As the documentary progresses, tears often appear. At what point do we cry? When the 
camera’s gaze in space coincides with their gaze, their voices must face the past to understand 
the reason. The ethics of documentaries begins here. (Yoon Nari)

오색실로 파란 하늘 아래에서 자신의 이름을 수놓는 ‘미싱타는 여자들’의 삶은 단순히 색깔로 

기억되지 않는 무엇이다. 청계피복노동조합은 노동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습득했다. 이 교육은 

그들의 삶의 판도를 바꿔놓았다. 그들이 노동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은 전태일의 존재 궤적을 

찾는 과정과 동일시된다. ‘전태일’이라는 시대의 초상은 그들의 청춘을 견디게 했다. 시선의 힘을 

강조하는 이 성실한 다큐멘터리는 미싱타는 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연대를 과거의 기억부터 현재까지 촘촘히 쌓아 올린다. 이제는 전태일의 나이를 훌쩍 뛰어넘은 

여자들은 청계천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를 교차시키면서 회상의 가치를 상기시킨다. 정확한 

사료만큼 중요한 것은 사건을 기억하는 목소리의 기록이다. 다큐멘터리가 진행될수록 유독 

눈물이 자주 등장한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 눈물을 흘리는가? 공간을 응시하는 카메라의 시선과 

그들의 시선이 일치할 때, 그들의 목소리가 과거와 마주할 때 마침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시대의 초상을 기리는 방식을 발견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윤리다. (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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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2020｜109min｜DCP｜Color｜Ⓖ

STAFF

WORLD SALES

PRODUCER LEE Mihye, KWON Eunbi, KIM Saebom
CINEMATOGRAPHER KIM Saebom, Tobias ARNDT
EDITOR KIM Saebom
MUSIC SIM Jeeyoung, Das KRAUT
SOUND Mos

Film Dabin
BAEK Dabin
film_dabin@daum.net

김새봄 KIM Saebom

빛 빛에 관하여 About Licht Light (2018)

아르카디아 프로젝트 Arcadia Project (2016)

밤을 위한 춤 Dance for Night (2010)

In the past, the dancers on the home video were not the director’s childhood, but the parents 
of the director’s childhood. Mr. Pig as her father, who dances to the dance, writes poems while 
working as a security guard. The director’s small bird as her mom sometimes regrets not being 
able to get a college education, but she still hasn’t given up painting. They say they were able 
to live by their two daughters, but the reason they hid from the great trials of life was because 
of their poetry and painting. Put yourself in the corner of the brush so that you can have your 
own time, and write down the letters together like embroidery on old paper. The director, who 
held an exhibition of small birds and pigs, followed them with cameras closer to the audience 
than his daughter. Traces of letters written for each other during a relationship engrave their 
bond and love. The time to follow the letter is a special moment for "Small Bird and Mr. Pig," 
which are similar to the lives of ordinary couples. It’s not strange that the sofa in the living room 
feels like a frame of another work. (Yoon Nari)

오래전 홈비디오 화면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감독의 유년 시절이 아닌, 유년 시절 감독의 

부모님의 모습이다. 율동에 맞춰 춤을 추는 아빠-돼지씨는 경비일을 하며 시를 쓴다. 감독의 

엄마-작은 새는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시절을 후회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붓을 놓지 않고 있다. 

그들은 두 딸로 인해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삶의 큰 시련에서 숨을 수 있는 이유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행위에서 가능했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붓글씨 한 켠에 

자신을 놓아두는, 헌 종이에 수를 놓듯이 함께 글자를 써내려가는 작은 새와 돼지씨. 부모님의 

전시를 열어준 감독은 딸보다는 관객에 가까운 위치에서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쫓는다. 연애기간 

서로를 위해 쓴 편지들을 흔적은 두 사람의 끈끈한 연대와 사랑을 각인시켜준다. 편지의 자취를 

추적해가는 시간은 현재 녹록치않은 여느 부부의 삶과 유사해진 ‘작은새와 돼지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순간이다. 거실의 소파에서 서로의 발을 만져주는 모습을 볼 때 또 다른 작품의 

프레임처럼 느껴지는 건 이상한 기시감이 아닐 것이다. (윤나리)

South Korea｜2021｜76min｜DCP｜Color｜WP｜Ⓖ

Sewing Sisters
미싱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Small Bird and 
Mr. Pig

작은새와 돼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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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WORLD SALES

PRODUCER PARK Chae-eun
CINEMATOGRAPHER AN Chaimin, PARK Youngjun
EDITOR KIM Hyungnam
MUSIC PARK Manhee, JEONG Dooseok
SOUND PYO Yongsoo

PARK Chae-eun
taechoondocu@gmail.com

고영재 GOH Youngjae

Song of the Poet is a documentary about the life of singer-songwriter Jung Taechoon, who has 
devoted himself to social and cultural movements against social problems and irregularities. It 
follows Jung Taechoon’s life in chronological order, and to portray the tyranny of the ruling power 
he faced, and the singer’s spirit to resist it, it spends a lot of time showing what he sings as fully 
as possible, rather than his talks and interviews about the situation at the time. His activities to 
go back to the world of the past which he regarded as an ideal society such as “Hunter-gatherer 
societies before the creation of a currency that were low in productivity and did not accumulate 
wealth,” cannot be called a movement against capitalism. This is because today’s capitalist society 
is a world that can completely commercialize even the pre-civilized nature. However, his voice, 
that is still trying to change the world as a fighter, despite the current trend of stuffing him as a 
pale victim of the past democratization movement, tells us what attitude we need to take now. 
(Lee Minho)

<아치의 노래, 정태춘>은 세상의 질곡과 부조리에 맞서 사회운동과 문화운동에 헌신해온 싱어송 

라이터 정태춘의 삶을 회고하는 다큐멘터리이다. 영화는 정태춘의 연대기적 삶을 따라가며 그가 

맞닥뜨린 공권력과 지배세력의 횡포, 그리고 그에 저항하고자 했던 그의 정신을 그려내고자 

당시의 상황을 꼼꼼하게 술회하거나 인터뷰하기보다는 가능한 그의 노래를 온전히 들려주고 

보여주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았을 때 그가 이상적 사회로 열거한  

“생산성이 낮고 화폐를 만들기 이전의 부를 축적하지 않았던 수렵 채집의 사회”와 같은 과거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하는 몸짓이 자본주의에 반하는 운동이라 말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그와 같은 문명화 이전의 자연 조차도 충분히 상품화할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의 창백한 피해자로 자신을 박제화하는 시류 속에서 여전히 투사로서 세상을 

바꾸고자 진력하는 그의 목소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 일러주고 있다.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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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2021｜120min｜DCP｜Color｜Ⓖ

Open
Cinema

Open Cinema presents outstanding documentary films that 
promise both entertainment and cinematic quality. Titles will 
appeal to a wider audience with their fun approaches toward 
interesting subjects, including films, arts, music, and sports.

많은 관객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최고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섹션. 

영화, 미술, 음악, 스포츠 등의 대중적 주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이 돋보이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오픈시네마

Song of the Poet
 아치의 노래, 정태춘



123122

STAFF

WORLD SALES

PRODUCER Alexandra DEWART
CINEMATOGRAPHER Luana KNIPFER
EDITOR Halina DYRSCHKA

Mano Entertainment
YOON Yejin
manoent@manoent.com

할리나 디르스츠카 

Halina DYRSCHKA

Deja Vu (2013)
The Rendezvous (2001)

Wassily Kandinsky, Piet Mondrian. There was a painter who approached the world in a new way 
long before the abstract painter we knew well. Before Andy Warhol or Paul Klee's paintings, 
the Swedish painter Hilma Af Klint, who freely divided the colors of the universe, was a rare 
discovery in art history. This is because he is a painter who can study the art world and even 
the world more than the upheaval in art history and reproduce his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universe in atomic units. The discovery of Hilma in art history, which has been defined as 
male, needs to be further highlighted. The influence of women's education and occupation 
on contemporary society clearly shows that Hilma is the motivation to recall forgotten female 
artists. Compared to Hilma's works, which are considered "extreme events," Hilma still talks 
about art history and abstract painters. Hilma's life, illuminated by documentaries, is still 
effective in studying new ways of reproducing modern times. The questions Hilma's paintings 
ask are so meaningful that they shed new light on history. (Yoon Nari)

바실리 칸딘스키, 피트 몬드리안. 우리가 잘 아는 추상화가보다 훨씬 이전에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에 접근한 화가가 있다. 앤디워홀이나 파울 클레의 그림 이전에 종과 횡을 자유롭게 나누며 

우주의 색깔을 더하던 스웨덴 화가 힐마 아프 클린프는 미술사에 다시 포함시키기도 어려울만큼 

뛰어난 발견이다. 미술사의 격변보다 더 큰 예술계 더 나아가 세계를 연구하고 우주와 개인의 

관계를 원자 단위로 재현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화가이기 때문이다. 남성의 것으로 정의되던 

미술사에서 힐마의 발견은 더욱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교육과 직업이 당대 사회에 

미쳤던 영향은 힐마가 잊혀지고 있는 여성 예술가들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 동기가 됨을 확실히 

보여준다. ‘엄청난 사건’으로 간주되는 힐마의 작품들에 비해 여전히 힐마는 미술사와 추상화가를 

이야기할 때 어디에서도 언급되지 않는다. 다큐멘터리가가 조명하는 힐마의 삶은 현대로 이어 

오는 재현의 새로운 방식을 연구할 때도 여전히 유효하다. 힐마의 그림이 던지는 질문들은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만큼 유의미한 방식이다. (윤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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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2019｜94min｜DCP｜Color｜Ⓖ｜N

Portugal｜2020｜8min｜DCP｜Color/B&W｜WP｜Ⓖ｜ND

Beyond the Visible 
- Hilma af Klint

힐마 아프 클린트 - 미래를 위한 그림

Chantal+Pedro
샹탈 애커만+페드로 코스타

STAFF

WORLD SALES

PRODUCER Júlio ALVES
CINEMATOGRAPHER Miguel SARAIVA
EDITOR Vitor CARVALHO
SOUND João ALVES

Portugal Film - Portuguese Film Agency
Luís LEMOS
pf@portugalfilm.org

줄리오 알베스 

Júlio ALVES

줄리오 알베스 

Júlio ALVES

A Arte de Morrer Longe (2020)
Sacavém (2019)
Casa Encantada (2018)
Objectos Entre Nós (2017)

The exhibition called "Pedro Costa: Companhia" was held at the Serralves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Porto, Portugal, from October 19, 2018, to January 27, 2019. It was designed 
to focus on the works of Pedro Costa, the director representing contemporary Portuguese film, 
and to view paintings, sculptures, photographs, literature, and films that inspired or related to 
his work. Júlio Alves, who has directed the documentary Sacavém (2018) with Costa's projects, 
presented a unique essay created of "fragments" of images and sounds taken from the exhibition's 
works. Chantal+Pedro, Dialogue of Shadows is more like a different type of exhibition that unfolds 
on the screen (only) rather than a straight archive of the exhibition. In "Pedro Costa: Companhia," 
Chantal Akerman's two-channel video installation Women from Antwerp in November (2008) and 
Costa's single-channel video installation The End of a Love Affair (2003) were placed side by side in 
one space. And the short documentary Chantal+Pedro is a montage of these works. The images of 
solitude that Akerman and Costa each delicately captured overlap each other, presenting a subtle 
emotional resonance. (Yoo Unseong)

2018년 10월 19일부터 2019년 1월 27일까지 포르투갈 포르토 소재 세랄베스현대미술관에서는 

『페드로 코스타의 친구들』 전시가 열렸다. 이는 동시대 포르투갈 영화를 대표하는 감독인 

페드로 코스타의 작업을 중심에 두고, 그의 작업에 영감을 주었거나 그의 작업과 관련된 회화, 

조각, 사진, 문학, 영화 등을 함께 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었다. 코스타의 작품 세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사카벵>(2018)을 연출한 바 있는 줄리오 알베스는 이 전시를 이루는 작품들에서 

취한 이미지와 사운드의 ‘파편들’로 구성한 독특한 에세이를 내놓았다. <그림자의 대화>는 

충실한 전시 기록물이라기보다는 스크린에서(만) 펼쳐지는 또 다른 형식의 전시에 가깝다.  

『페드로 코스타의 친구들』 전시에서는 샹탈 애커만의 2채널 영상 설치 작품 <11월 안트베르펜의 

여인들>(2008)과 코스타가 만든 단채널 영상 설치 작품 <연애의 끝>(2003)이 한 공간에서 나란히 

병치되기도 했는데, 단편 <샹탈 애커만 + 페드로 코스타>는 이 작품들을 몽타주해 구성한 것이다. 

애커만과 코스타 각각이 섬세하게 포착한 고독의 이미지들이 서로 중첩되면서 미묘한 정서적 

울림을 준다. (유운성)

Portugal｜2021｜60min｜DCP｜Color/B&W｜IP｜Ⓖ｜ND

Dialogue of 
Shadows 

그림자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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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Silvia GIULIETTI
CINEMATOGRAPHER Paolo ORETO, Jessica GIACONI
EDITOR Silvia GIULIETTI, Antonello BASSO
MUSIC Rocco DE ROSA
SOUND Angelo TARQUINI

Krakow FF 2021

실비아 줄리에티 

Silvia GIULIETTI

The Legal Death: Giuliano Montaldo Talks About the 
Genesis of the Movie Sacco and Vanzetti (2018)
Partisan Kids (2014)
Ethnicus (2012)

The world-famous maestro Federico Fellini, a leading Italian neo-realist film director and win-
ner of five Academy Awards, including the Academy Honorary Award. To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his birth, the film does not necessarily ask "who is Fellini," but focuses 
on "what kind of world he built." Considering Cinecittà, a large film studio in Rome, as his 
home and kingdom, Fellini built a “Fellini-like world” with splendid and fantastical images 
and autobiographical experiences. His close colleague Ferruccio Castronovo produced the 
“special” making films with behind the scenes of Fellini’s 1976-1986 works such as Fellini’s 
Casanova, City of Women and Ginger and Fred. Fellinopolis combines these records related 
to the latter part of Fellini’s filmography and the interviews with those who remember him. In 
this film that shows the world of Fellini based on exciting rhythm, he is surrounded by brilliant 
artists, beautiful actors and bizarrely dressed characters, an artificial rhino and ordinary people 
picked up by the streets. In Fellinopolis, Fellini is the head of a large orchestra, the commander 
in battle, and the leader of the circus who is training animals and members. The film depicts 
the maestro’s playfulness and perfectionism, his charisma that dominates the set, and his 
intimacy that is revealed behind the camera, while also telling the story of his habit of lying and 
his controversial attitude toward women. (Park Hyunseon)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기수이자 공로상을 포함해 5번의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페데리코 펠리니. 그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제작된 이 영화는 ‘펠리니는 누구인가’

보다는 ‘어떤 세계를 만들었는가’에 집중한다. 로마의 영화촬영소 치네치타를 자신의 집이자 

왕국으로 삼은 펠리니는 화려하고 환상적인 이미지와 자전적 경험을 담아 ‘펠리니적 세계’를 

구축했다. 절친한 동료 페루치오 카스트로누오보는 1976년에서 1986년 사이 펠리니가 

<카사노바>, <여성의 도시>, <진저와 프레드> 등의 제작 현장을 담은 ‘스페셜’ 영화들을 만들었다. 

<펠리노폴리스>는 펠리니의 필모그래피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 기록들과 그를 기억하는 이들의 

인터뷰를 엮는다. 경쾌한 리듬을 바탕으로 펠리니의 세계를 보여주는 이 영화에서 그의 주변은 

뛰어난 아티스트, 아름다운 배우와 기괴하게 분장한 인물, 인공 코뿔소, 거리에서 발탁한 보통 

사람들로 가득하다. <펠리노폴리스>에서 펠리니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단장이자 전투에 

나선 사령관이고 동물과 단원을 조련하는 서커스 단장이다. 영화는 거장이 뿜어내는 장난기와 

완벽주의, 세트장을 휘어잡는 카리스마, 그리고 카메라 뒤에서 드러나는 친밀감을 담는 동시에 

거짓말하는 습관이나 여성에 관한 논쟁적 면모에 대해서도 들려준다. (박현선)

Italy｜2020｜79min｜DCP｜Color｜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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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Frederic DECOUX
CINEMATOGRAPHER Thierry LOREAU, Pierre 
BARE
EDITOR Pieter PEETERS
SOUND Olivier RONVAL, Jean Luc FLCHEFET

Media Res
Frederic DECOUX
fd@mediares.be

티에리 로로 

Thierry LOREAU

The Hallyu music craze is not limited to K-Pop, but it also involves K-Classics. For the past 
20 years, many Koreans have advanced to the finals each year at Belgium’s Queen Elisabeth 
Competition, one of the world’s top three classical music competitions. This year as well, the 
country that produced the most finalists is none other than Korea.
Thierry Loreau, a producer specializing in classical music that is in charge of filming the Queen 
Elisabeth Competition for the Belgian public broadcaster RTBF, got interested in Korean musicians 
who suddenly started pouring in. In 2012, he made The Mystery of Music Korea, a documentary 
aimed at uncovering the reality of what was called the “Korean Mystery.” The documentary was 
aired three times on Belgian TV and aroused a lot of interest. Yet in recent years, Koreans winning 
international classical competitions has become a cliché rather than a mystery. Korean musicians 
have evolved by quelling past evaluations of lack of self-expression compared to their techniques. 
In this second piece about Korean classical music, Loreau traces the path and current direction 
of the recent winners, soprano Sumi Hwang and violinist Jiyoung Lim. In the process, he explores 
the secret of Koreans reaching up so high so quickly as well as the special phenomenon of their 
love for European music far from their own traditions. In the meantime, we witness the familiar 
arts education system of Korean society, the role of parents, interest in culture, and the unique 
temperament of Koreans with unfamiliar eyes. (Kang Sojung)

음악 한류 열풍에는 K-Pop 뿐만 아니라 K-Classic도 있다. 최근 20여 년 간,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콩쿠르 중 하나인 벨기에의 ‘퀸엘리자베스콩쿠르’에서는 매년 많은 한국인이 본선에 

진출했다. 올해도 가장 많은 본선 진출자를 배출한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다.

퀸엘리자베스콩쿠르의 영상기록을 담당해온 벨기에 공영방송 RTBF의 클래식 음악 전문 프로듀서 

티에리 로로 감독은 갑자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한국인 음악가들에게 흥미를 느꼈다. 2012년 

그가 만든 <한국 클래식의 수수께끼>는 이른바 ‘한국 미스테리’로 불리던 것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큐멘터리였다. 벨기에 방송을 통해 3차례 방영되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이 작품 이후, 

최근 몇 년간 국제 클래식 콩쿠르에서 한국인의 우승은 미스테리가 아니라 진부한 것이 되었다. 

기술에 비해 자기표현이 부족하다는 과거의 평가를 잠재우며 한국의 음악가들은 진화해왔다. 

한국 클래식 음악에 관한 이 두 번째 작품에서 로로 감독은 최근 우승자, 소프라노 황수미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이 지나온 경로와 현재의 방향을 추적한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비결, 자신의 전통과는 거리가 먼 유럽 음악을 사랑하는 특별한 

현상에 대해 탐구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한국 사회의 예술교육 시스템, 부모의 역할, 문화에 

대한 관심, 한국인 특유의 기질 등을 익숙하지만 낯선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강소정)

Belgium｜2020｜71min｜DCP｜Color｜KP｜Ⓖ

Fellinopolis
펠리노폴리스

K-Classics 
Generation

K클래식 제너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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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Magic, Musica Mundi (2013)
Le Mystère Musical Coréen (2012)
Toots Thielemans, a Jazz Legen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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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SALES

PRODUCER Jacqueline LIU, MAN Limchung
EDITOR Eva JIANG, LIN Zeqiu
MUSIC OTOMO Yoshihide, Alan WONG, Janet 
YUNG

SGIFF 2020
Golden Horse 2020
IFFR 2021 

만림중 MAN Limchung Still, the film must go on. It is what Ann Hui speaks with her whole life. She is a master and 
Hong Kong’s leading director who has devoted all her life and career to Hong Kong. The 
birth of the great master did not happen overnight; she grew up in Hong Kong as a diaspora 
because she was born in Northeast China to her father, who worked for the Kuomintang right 
after World War II, and her Japanese mother. But now, Hong Kong has become a keyword 
in creating her personal, artistic, and social identity. “I am grateful to be working in a city of 
Hong Kong,” she confesses. Reflecting the trajectory of the master, Man Limchung, a veteran 
art director and production designer, makes his feature debut and intriguingly unfolds the 
childhood, youth, and growth process of director Ann Hui, who was born in the history of 
connecting China, Japan, and Hong Kong in the late 20th century. Through the filmography of 
Ann Hui, who led the Hong Kong New Wave, we could see films, capitals, audiences, ideals, 
despairs, dedications, passions, and hopes. And above all else, we could see the drama of 
the intersection of convictions and conflicts, debates and approvals that an artist can reveal 
as an ordinary human being. And we could see her beautiful and touching beliefs dreaming of 
the Hong Kong cinema’s future. (Lim Daegeun)

그래도 영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홍콩을 대표하는 감독 허안화(許鞍華; Ann Hui)는 그의 온 

삶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허안화는 홍콩을 지켜온 거장이다. 거장의 탄생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2차 대전 직후, 국민당에서 일하던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에게서 중국 

동북지역에서 태어난 그는 디아스포라의 신분으로 홍콩에서 자라났다. 그러나 지금 홍콩은 

그녀의 개인적, 예술적,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어낸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됐다. 그는 “홍콩이라는 

도시에서 일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고백한다. 거장이 만들어져 온 궤적을 비추는 후배 감독의 

다큐멘터리는 지난 20세기 후반부의 중국, 일본, 홍콩을 연결하는 역사 속에서 탄생한 홍콩 감독 

허안화의 유년과 청년, 감독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간다. 홍콩 뉴웨이브를 주도한 

허안화의 필모그래피를 통해 우리는 영화, 자본, 관객, 이상, 절망, 헌신, 열정, 희망을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평범한 인간으로서 예술가가 드러낼 수 있는 확신과 갈등, 논쟁과 승인이 

교차하는 드라마를 본다. 홍콩영화의 미래를 꿈꾸는 그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신념을 본다. 

(임대근)

Hong Kong｜2020｜113min｜DCP｜Color｜KP｜Ⓖ

Golden Scene Company Limited
Candy WONG
candy@goldenscene.com

STAFF

WORLD SALES

PRODUCER YOO Teo, Nikki S. LEE
CINEMATOGRAPHER YOO Teo, Nikki S. LEE
EDITOR KWON Taeyoung, YOO Teo, Nikki S. LEE
MUSIC YOO Teo
SOUND KIM Pilsoo, CHUNG Minju

Atnine Film Co.Ltd
Isabelle PARK
isabelle@at9film.com

유태오 YOO Teo

“I just want to feel real.”
In March 2020, right when the COVID-19 pandemic began, actor Yoo Teo was filming a foreign 
drama in Antwerp, Belgium. As the borders close down, he is unable to return to Korea, isolated in 
a hotel alone. In a hotel room where the silence of an unfamiliar city flows, he begins filming himself 
acting for a character for an audition. A video on iPad of himself playing the character of the other 
party is placed in front of him. The “past me” and “present me,” who play different characters, 
exchange the given lines with each other. Then suddenly, something absurd happens. The “past 
me” breaks out of the frame and invades the present. He starts talking to actor Yoo Teo and asks 
about his honest feelings.
What’s non-fiction and what’s fiction? Boundaries in this film seem to be assumed only to be 
crossed. As if the film has become an actor itself, it moves in a flexible and ever-changing fashion. 
It crosses different times and brings in videos in the form of Instagram and TikTok. Yoo Teo collages 
various images of himself from diverse viewpoints to discover his true self. Ironically, the isolation 
caused by the pandemic seems to have given actor Yoo Teo a break to look into himself, and 
director Yoo Teo a valuable opportunity to translate his exciting imagination. 
(Kang Sojung)

“난 그냥 진짜처럼 느끼고 싶어”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바로 그때, 배우 유태오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해외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었다. 국경이 봉쇄되면서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홀로 호텔에 

고립된다. 낯선 도시의 적막이 흐르는 호텔방에서 그는 오디션을 위해 캐릭터를 연기하는 자신을 

찍기 시작한다. 상대방 캐릭터를 연기하는 자신을 녹화한 아이패드 영상이 그의 앞에 놓여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캐릭터를 연기하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가 서로 주어진 대사를 주고받는다. 

그런데 갑자기 ‘과거의 나’가 프레임을 빠져나와 현재로 침입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그는  

‘배우 유태오’에게 말을 걸고 그의 솔직한 감정을 묻기 시작한다.

대체 어디까지가 논픽션이고 어디부터가 픽션일까? 이 영화에서 경계는 오직 넘기 위해 가정된 

것처럼 보인다. 마치 그 자체가 배우가 된 듯, 영화는 유연하고 변화무쌍하게 움직인다. 서로 다른 

시간들을 넘나들고 인스타그램과 틱톡 형식의 영상들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유태오는 다양한 

시점에 담긴 자신의 여러 이미지들을 꼴라주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나간다.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이 초래한 고립의 상황은, 배우 유태오에게 자신을 들여다볼 휴식의 시간을, 그리고 감독 

유태오에게 자신의 흥미로운 상상력을 번역해낼 소중한 기회를 준 것 같다. (강소정)

South Korea｜2021｜65min｜DCP｜Color｜WP｜Ⓖ

Keep Rolling
허안화: 행복한 영화

Log in Belgium
로그 인 벨지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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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SALES

PRODUCER Kate FLEMING DAVIES
CINEMATOGRAPHER Sadie GRANBERG
EDITOR Russell LICHTER
MUSIC TANG Ho Ling
SOUND Justin FRASER, Ashleigh DAVIES

Michael J WERNER
mjwhk@netvigator.com

조안나 바워스 

Joanna BOWERS

The Helper (2017) The medals for Tokyo 2020 Olympic Games were made of raw materials extracted from 
household appliance waste donated by citizens. With the immediate problem of climate crisis, 
there’s nothing new about changes and interest in eco-friendly production.
Re-Fashioned begins by revealing the shocking fact that the fashion industry, a one-way 
economy that can be easily bought and disposed of according to trends, accounts for 20 
percent of the world’s wastewater and 10 percent of carbon emissions. As an alternative to 
this, some people aim to realize a renewable and sustainable economic cycle in the fashion 
industry. Director Joanna Bowers introduces three people who are passionate about the 
green transformation of the fashion industry in Hong Kong: Sarah, the CEO of Retykle, a used 
children’s clothing distribution company; Eric, the CEO of Vcycle, an upcycling company that 
turns plastic bottle waste into textiles; and Edwin, the CEO of HKRITA, a company that makes 
recycled textiles from used clothes.
While emphasizing our responsibility to future generations, they do not leave the previous 
generations behind. Workers who used to pick up waste paper on the streets after all 
of Hong Kong’s once prosperous textile factories were shut down, now find jobs at these 
upcycling companies. The economic cycle in Hong Kong may be even more special in that it 
simultaneously envisions a recoverable planet and a resilient future of Hong Kong. 
(Kang Sojung)

2020 도쿄 올림픽의 메달은 시민들이 기증한 가전제품 폐기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기후 위기가 눈앞의 문제로 다가온 지금, 이러한 친환경적 생산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게 되었다.

<리-패션>은 유행에 따라 쉽게 사고 버릴 수 있는 일방향적 경제의 패션산업이 전 세계 폐수의 

20퍼센트와 탄소 배출의 10퍼센트를 차지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며 시작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 및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패션 산업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 

조안나 바워스 감독은 홍콩에서 패션산업의 친환경적 전환에 열정을 쏟는 세 사람을 보여준다. 

중고 아동 의류 유통 회사 '리타이클'의 대표 새라, 페트병 쓰레기를 섬유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회사 '바이시클'의 대표 에릭, 그리고 헌옷으로 재생섬유를 만드는 회사 'HKRITA'의 대표 에드윈이 

그들이다.

이들은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전 세대에 대한 관심도 잊지 않는다. 

과거 번영했던 홍콩의 섬유공장이 모두 문을 닫은 후 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노동자들은 이제 

업사이클링 회사에서 일자리를 얻는다. 홍콩에서의 순환경제는 회복 가능한 지구와 자생력을 

지닌 홍콩의 미래를 동시에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지도 모른다. (강소정)

Hong Kong｜2021｜84min｜DCP｜Color｜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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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SALES

PRODUCER Louise STORRIE, Martyn ROBERTSON
CINEMATOGRAPHER Jamie DEMPSTER, Julian 
SCHWANITZ, Mike GUEST
EDITOR David ARTHUR
SOUND Scott TWYNHOLM

MetFilm Sales
Jenny BOHNHOFF
jenny@metfilm.co.uk

마틴 로버트슨 

Martyn ROBERTSON Ride the Wave is the story of Ben and his family, a boy who won a championship of the Scottish 
Youth Surfing Competition at the young age of 12. Although this film shows its cinematic charm 
with just the appearance of a young surfer crossing blue waves and white foam on the screen, it 
creates more than just a water sports documentary or a cool spectacle. Ben, with long blonde 
hair and looking shy and fragile, is homeschooled after being bullied at school and spends most 
of his time with his family. Director Martyn Robertson spent three years filming Ben and his 
family preparing for international surfing competitions. The appearance and scenery of various 
competitions in Scotland, Japan, Portugal, and Ireland stimulate the senses of the audience by 
mobilizing drone shooting at the bird’s eye view, underwater shooting, slow motion, and sound. 
Meanwhile, the eyes and voices of the family who encourage Ben calmly act as the inner center 
of the film. The people they met during the competitions and preparation process are also major 
elements of Ride the Wave. The attitude surfers respect each other, whether teenagers like Ben or 
adults, and the way that retired players who suffered serious injuries while surfing provide safety 
education to Ben, they show that the world of these surfers is one community. In the second half of 
the movie, when 14-year-old Ben challenges Big Wave surfing, the boy, small but strong like David 
fighting Goliath, breaks through a unpredictable and dangerous wave over 20 feet. 
(Park Hyunseon)

<파도 위의 소년>은 12세의 어린 나이에 스코틀랜드 청소년서핑대회 챔피온이 된 소년 벤과 가족에 

관한 이야기다. 화면 가득한 푸른 파도와 하얀 포말을 가로지르는 어린 서퍼의 모습만으로도 

영화적 매력은 충분하지만, 이 영화는 해양스포츠 다큐멘터리나 시원한 볼거리에 머물지 않고 

한발 더 나아간다. 긴 금발에 내성적이고 연약해 보이는 벤은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후 

홈스쿨링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보낸다. 마틴 로버트슨 감독은 국제적인 서핑대회 

진출을 준비하는 벤과 가족을 3년에 걸쳐 촬영했다. 스코틀랜드, 일본, 포르투갈, 아일랜드에서의 

각종 대회가 버드아이뷰의 드론촬영과 수중촬영, 슬로우모션, 사운드에 힘입어 감각을 자극하는 

한편, 벤을 격려하는 가족의 시선과 목소리가 차분히 내적 중심을 잡는다. 이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또한 <파도 위의 소년>의 주요 요소다. 벤의 또래이든 어른이든 서퍼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서핑을 타다 큰 부상을 입고 은퇴한 선수들이 벤에게 안전교육을 해주는 모습은 이곳이 

공동체의 세계임을 잘 보여준다. 14세가 된 벤이 빅 웨이브 서핑에 도전하는 영화 후반부, 20피트 

이상의 예측할 수 없고 위험스러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소년은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처럼 작지만 

강하게 파도를 뚫고 나온다. (박현선)

UK｜2021｜86min｜DCP｜Color｜KP | Ⓖ

ReFashioned
리-패션

Ride the Wave
파도 위의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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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TIVAL/AWARD

WORLD SALES

PRODUCER Catryn RAMASUT
EDITOR Rupert HOUSEMAN
SOUND Alexander PARSONS

SXSW 2020
Hot Docs 2021
TIFF 2020

Autlook Filmsales
Stephanie FUCHS
stephanie@autlookfilms.com 

한나 베리만 

Hannah BERRYMAN

Miss World 1970: Beauty Queens and Bedlam (2020)
Can We Live with Robots? (2017)
A Very English Educatio (2013)
Meet Britain’s Chinese Tiger Mums (2012)

Remember the place where Queen members wrote the legendary song Bohemian Rhapsody 
in the movie Bohemian Rhapsody? Oddly enough, the place where Freddie Mercury wrote the 
song and the members recorded it, was on a remote, rural farm. When you watch the scene 
where four excited members stumble over the walls of the recording studio while singing the 
chorus section, you may wonder why such a popular band was recording in such a humble 
place. This film is about Rockfield, the birthplace of Queen’s most well-known song. Founded 
over 50 years ago in a farm outhouse by two Elvis Presley-loving Welsh brothers, Rockfield 
became the first residency recording studio that numerous rock bands went through. Their 
first customer, Black Sabbath, enjoyed shooting here far from the city, creating a heavy metal 
sound. Robert Plant of Led Zeppelin came to this place to overcome a slump, and Simple 
Minds met Iggy Pop here and got the opportunity to work together. It was The Stone Roses 
who saved Rockfield from the popularity of dance music and the economic crisis. The isolated 
environment here exacerbated the conflict between the members of Oasis, while its surround-
ing nature provided Coldplay with a magical lyricism.
This film recalls the moments when legendary rock music was born after the 1970s through 
interviews, music, and archives of various musicians. Through a special place called “Rock-
field,” this film interestingly depicts the changes, as well as the rise and fall of the British rock 
music. (Kang Sojung)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퀸의 멤버들이 전설적인 곡 보헤미안 랩소디를 만든 장소를 

기억하는가? 프레디 머큐리가 곡을 쓰고 멤버들이 녹음을 한 그 장소는 기이하게도 외딴 시골 

농장이었다. 코러스 섹션을 합창하며 흥분한 네 사람이 녹음실 가벽을 건드려 넘어지는 장면을 

보고 있자면, 이미 인기 밴드였던 이들이 이처럼 소박한 곳에서 작업했던 이유가 궁금해진다.

이 영화는 퀸의 대표곡이 탄생했던, ‘록필드’에 관한 이야기다. 50여 년 전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하던 웨일스의 한 형제가 농장 별채에 녹음실을 만든 것을 시작으로, ‘록필드’는 수많은 

록밴드가 거쳐 간 최초의 레지던시 녹음 스튜디오가 되었다. 그들의 첫 고객인 블랙사바스는 

도시와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사격을 즐기며 헤비메탈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레드제플린의 

로버트 플랜트는 슬럼프 극복을 위해 이곳을 찾았고, 심플마인즈는 이곳에서 이기 팝을 만나 

함께 작업할 기회를 얻었다. 댄스음악의 인기와 경제 불황의 위기에서 ‘록필드’를 구한 건 

스톤로지스였다. 이곳의 고립된 환경은 오아시스 멤버들 간 갈등을 악화시키는 한편, 이곳의 

자연은 오히려 콜드플레이에게 마법과 같은 서정성을 제공하기도 했다.

여러 뮤지션의 인터뷰와 음악, 기록물 등을 통해 70년대 이후 전설적인 록음악들이 탄생한 

순간들을 기억하는 이 영화는 ‘록필드’라는 특별한 장소를 통해 영국 록음악의 변화와 흥망성쇠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강소정)

UK｜2020｜92min｜DCP｜Color｜Ⓖ

STAFF

WORLD SALES

PRODUCER HONG Hyosook
CINEMATOGRAPHER  Stone JOHNSTON, KIM 
Jihyun, LEE Wooheon, KIM Sunhyuk
EDITOR Stone JOHNSTON
MUSIC JUNG Jae-il

HONG Hyosook
hong.hyosook@gmail.com

장민승 JANG Minseung

오버 데어 Over There (2018)

The artistic practice to commemorate the Gwangju democracy movement is co-evolving. Round 
and Around is a feature-length documentary that converts a complex audiovisual project into 
a single channel, and revives the aura of historical memory by combining archival footage and 
experimental audiovisual images.  As if turning the clock in modern history backwards, this 
film starts with scenes of factory production lines and of Seoul Olympic that represent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in the late 1980s, goes through images of the flood damage 
and the pain of separated families, and finally, approaches the heart of the historical trauma of 
Gwangju in 1980. In Round and Around, director Jang Minseung and music director Jung Jae-
il ask the audience to deconstruct the linearized narrative of history and to evoke the sense of 
“Memorare” (remember) now and here. The film “presents” rather than “represents” the trauma 
of the struggle, using Psalm verses and gospel that appeal to God, slow panning shots, negative 
film, and images of ruins. Even after 40 years, the problem of finding the truth about the Gwangju 
incident and punishing the perpetrators has not been resolved, and the victims are still suffering. 
Round and Around attempts an unprecedented experiment between aesthetic choice and political 
effect. (Park Hyunseon)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예술 실천이 공진화하고 있다. <둥글고 둥글게>는 복합적 

시청각프로젝트를 싱글 채널화한 장편 다큐멘터리로, 아카이브 풋티지 영상들과 실험적인 

시청각 이미지를 결합하여 역사적 기억의 아우라를 되살려낸다. 현대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듯 이 작품은 1980년대 후반 산업화와 세계화를 표상하는 생산라인의 이미지와 서울 올림픽 

장면들에서 출발해 수해와 이산가족의 고통을 경유한 후 1980년 광주라는 역사적 트라우마의 

심장부로 선회해 들어간다. 작품을 만든 장민승 작가와 정재일 음악감독은 선형화된 역사의 

내러티브를 해체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메모라레’(기억하라)의 감각을 환기할 것을 요청한다. 

<둥글고 둥글게>는 신에게의 탄원을 담은 시편 구절과 성가곡, 느린 패닝의 카메라 움직임, 

그리고 네거티브 필름과 폐허의 이미지를 통해서 항쟁의 트라우마를 ‘재현’하지 않고 ‘제시’한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진상규명이나 가해자처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하다. <둥글고 둥글게>는 미학적 선택과 정치적 효과 사이에서 유례없는 실험을 감행한 

작품이다. (박현선)

South Korea｜2020｜88min｜DCP｜Color/B&W｜Ⓖ

Rockfield: The Studio 
on the Farm

락필드: 스튜디오 온 더 팜

Round and Around
둥글고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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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LEE Ginam
CINEMATOGRAPHER KIM Jongsun
EDITOR Jero YUN, LEE Kyu-yiol
MUSIC KIM Inyoung
SOUND KIM Hyukjoong

LEE Ginam
babonoom@hanmail.net

윤재호 Jero YUN

레터스 Letters (2017)

마담 B Mrs.B A North Korean Woman (2016)

약속 Promise (2010)

Song Hae b. 1927 recalls the life of Song Hae, the longest serving “nation’s television host," 
who brought laughter to many through a TV Show National Singing Contest. The film quietly 
follows Song Hae, from the beginning of his life as an entertainer, a job that was disrespected 
in society, to the moment he lost his precious family, which is said to be the most heartbreaking 
moment in his life, and his present daily life after that. It is full of yearning and longing for things 
that existed in the past but not in the present. This is because the film’s narrative is centered 
on his son’s unfortunate accident, and all the moments that show Song Hae’s present are 
inevitably reflected in the remorse and melancholy of the traumatic events of the past. In that 
respect, the empty spaces that appear repeatedly allusively remark the past, and on the one 
hand, it provides this film with a feeling of resignation that the past had left and gone away. 
At the end of the film, the close-up sequence of the grandson’s face re-recording the song of 
his deceased son implies that the film wanders around his past time until its end and portrays 
Song Hae as a person suffering such pain. (Lee Minho)

<송해 1927>은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전해준 최장수 국민MC 송해의 

삶을 회고한다. 영화는 송해가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딴따라의 삶을 시작할 때부터 그의 생애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라 할 소중한 가족과의 사별의 순간 그리고 그 이후 현재의 일상적인 삶을 

조용히 따라간다. 여기엔 과거에는 존재했으나 현재엔 부재한 것들에 대한 갈망과 그리움이 

가득하다. 영화의 내러티브가 아들의 불행한 사고에 중심을 두고 있기에 송해의 현재를 보여주는 

순간들 또한 모두 과거의 트라우마 적인 사건에 대한 회한과 멜랑콜리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영화에 거듭 등장하는 비어있는 공간들에는 모두 넌지시 과거를 가리키며 

한편으로는 이미 흘러가 버린 과거를 돌이킬 수 없다는 체념의 정서가 베여있다. 영화의 말미, 

죽은 아들의 노래를 다시금 녹음하는 손자의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담는 시퀀스는 이 영화가 

끝까지 이와 같은 과거의 시간을 배회하고 있으며 그러한 고통에 시달리는 인물로 송해를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민호)

South Korea｜2021｜82min｜DCP｜Color｜⑫

Youth Docs 
Showcase

Youth Docs Showcase is a section designed to look at the 
possibilities of the next-generation documentary. It gives an 
opportunity to catch a glimpse of the honesty and brilliance 
of youth.

차세대 다큐멘터리스트들의 가능성을 짚어보는 섹션. 청소년들의 솔직함과 재기발랄함을 

엿볼 수 있는 장이다. 참여 청소년 전원을 대상으로 무한상상, 상상이상, 자유연상 상을 

수상한다. 

청소년 섹션 

Song Hae b. 1927
송해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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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gue longing for an ideal frustrates us in the face of the concrete 
ordeal of reality. The director skillfully captures these points, and she shows 
a serious attitude as if adding a solid line of reality to the vague dotted line. 
She also keeps a distance from the superficial question-and-answer method 
while showing the interviewees’ various experiences of frustration. The more 
she inevitably hears the stories about their life’s ups and downs to get what 
she wants, the more she discovers the true meaning of the cynical answer: 
“Don’t apply for my major.” To truly love something, it takes courage to be 
willing to endure even the inconvenience of it. (Jung Seok-young)

이상을 향한 막연한 동경은 현실이라는 구체적 시련 앞에 우리를 좌절케 만든다. 

감독은 바로 이러한 지점을 비집고 들어가 막연한 점선을 현실이라는 실선을 덧대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준다. 감독은 인터뷰이 면면의 좌절 경험을 통해 피상적인 

문답과 거리를 둔다.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필연적으로 거쳐야만 하는 삶의 

요철을 마주할수록, “우리 과 오지말라”는 냉소적인 질문의 본심을 발견하게 된다. 

무엇인가를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선 그것의 불편함마저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용기를 

말이다. (정석영)

KANG Chaerin
suv1052@naver.com

 KANG Chaerin 강채린

소망아파트 101동

What I Wish (2021)

적정량 The Amount of 

Love (2020)

STAFF

WORLD SALES

PRODUCER KANG Chaerin
CINEMATOGRAPHER KANG 
Chaerin
EDITOR KANG Chaerin
SOUND KANG Chaerin

Container for courage is a documentary about the environmental campaign 
of the same name, which was launched in April 2020 by Greenpeace with 
a regular sponsor, actor Ryu Jun-yeol. This campaign aims to reduce single-
use packaging containers used in hypermarkets by using personal containers 
and is currently expanding to reduce the number of disposable packaging 
containers used in restaurants. The director participates in this campaign first-
hand for a week. From purchasing individual containers to purchasing food from 
supermarkets, fast food chains, and coffee shops···. The most impressive point 
may be that what is mapped in the trajectory of these places is not a guide map 
for companies that can use personal containers, but the imagination that there is 
some sort of community or an anonymous community that sympathizes with the 
same environmental issue. How will we respond to this simple and pure offer? 
(Park Junyoung)

<#용기내!>는 2020년 4월 그린피스와 정기 후원자인 배우 류준열이 함께 제안하고 

시작한 동명의 환경운동 캠페인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이는 개인 용기를 

활용해 대형마트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포장 용기를 줄이려는 캠페인으로, 현재는 

식당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포장 용기를 줄이는 것까지 확대되고 있다. 감독은 이 

캠페인을 일주일간 몸소 체험한다. 그는 개별 용기를 구매하는 것부터 마트와 시장, 

패스트푸드점, 커피 전문점 등 여러 음식과 식자재를 구매하며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공간들을 돌아다닌다.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이 

공간들의 궤적 속에서 맵핑되고 있는 것은 개인 용기 사용이 가능한 업체 안내 지도가 

아니라 환경보호라는 동일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종의 혹은 익명의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상상력일 것이다. 이 소박하고도 순수한 제안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박준용)

SONG Jihyun
thdwlgus0524@naver.com

SONG Jihyun 송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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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SONG Jihyun
CINEMATOGRAPHER SONG 
Jihyun
EDITOR SONG Jihyun

햄버거 Hamburg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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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2021｜22min｜DCP｜Color｜WP｜Ⓖ

South Korea｜2021｜12min｜DCP｜Color｜WP｜Ⓖ

Two landscapes are strangely overlapped in the opening sequence of Dandelion 
for Industry: the peacefulness of the small local city of Onsan and the sleepless 
Onsan Industrial Complex, which runs 24/7. Like a coin you can’t see both sides 
at once, the time difference between the two landscapes overlaps by the trauma 
of the era called "Onsan Disease." The film shows Onsan after Onsan disease, a 
pollution disease that first raised questions to the development-oriented fantasy 
that took root in the name of industrialization in the 1980s. The Onsan residents, 
who participated as interviewees, speak in a calm tone that the environmental 
changes in Onsan are still ongoing, after being recognized as Korea’s first pollution 
disease in 1986 and concluded with compensation for damages. The film reminds 
us of the horror of the moment when the very self-evident principle of “once 
destroyed, the nature does not come back” becomes a reality. At the same time, it 
tries to remember once again the pain and suffering of those who remain or leave. 
(Park Junyoung)

<공단 민들레>의 오프닝 시퀀스에는 지방 소도시 온산의 평화로움과 2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가동되고 있는 온산종합공업단지라는 두 개의 풍경이 기묘하게 겹쳐져 

있다. 마치 하나의 동전처럼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볼 수 없는 두 풍경 사이의 시차는 

‘온산병’이라 불리는 시대의 트라우마로 인해 중첩된다. 영화는 1980년대에 산업화란 

미명하에 뿌리내렸던 개발 지향주의적 환상에 최초로 문제제기했던 공해병인 

온산병 이후의 온산을 보여준다. 인터뷰어로 참여한 온산의 향토민들은 1986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공해병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 후 종결되었다고 

여겼던 온산의 환경변화가 여전히 지속 중임을 담담한 어투로 들려준다. 영화는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가 현실과 조우하며 

구체화되는 순간의 섬뜩함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그곳에 남은 혹은 떠나는 이들의 

애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한다. (박준용)

Ulsan Community Media 
Foundation
KIM Shin-nyeon
newyear@kcmf.or.kr

LEE Seunghoon 이승훈

CHO Do-young 조도영

KIM Jaemin 김재민

AHN Dasol 안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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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JANG Heechul
CINEMATOGRAPHER LEE 
Seunghoon, CHO Do-young, 
KIM Jaemin, AHN Dasol
EDITOR LEE Seunghoon, CHO 
Do-young, KIM Jaemin, AHN 
Dasol
SOUND LEE Seunghoon, CHO 
Do-young, KIM Jaemin, AHN 
Dasol

The Invisible deals with “No Kids Zone,” which refers to establishments 
that restrict the access of customers with infants and children. No Kids 
Zone,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 social issue, can be understood as 
a strategy devised by companies targeting adults as their main customers 
to generate more sales. For instance, they seek to increase profitability by 
guaranteeing adults’ right to rest, which has emerged as if it was a new type 
of human rights. Its consequence may be the transparent line that further 
isolates and alienates the presence of families with infants and children. 
Rather than devising how to rectify the inclination of human rights, the film 
emphasizes that fundamentally, disciplining and nurturing children is not 
an independent responsibility assigned to the family as the smallest unit of 
society, but a common social task for us all. (Park Junyoung)

<없는 존재>는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업소들을 지칭하는 

‘노키즈존’을 다루고 있다. 근래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노키즈존은 성인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업체들이 더욱 많은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고안한 하나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그들은 인권의 새로운 양식인 양 등장한 성인의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수익률의 상승을 도모한다. 이에 대한 반작용은 영유아와 

어린이가 소속된 가정의 존재를 고립시키고 소외시키는 투명한 가림막이 더욱 

공고해진다는 데 있을 것이다. 영화는 인권의 기울어진 균형추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지를 궁리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인 층위에서 아이들의 훈육과 양육이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로서의 가족에게 독립적으로 부여되는 책무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공통된 사회적 과업임을 주지한다. (박준용)

PARK Yerin
pyr031217@naver.com

PARK Yerin 박예린

STAFF

WORLD SALES

PRODUCER PARK Yerin
CINEMATOGRAPHER PARK 
Yerin
EDITOR PARK Yerin
MUSIC PARK Yerin 
SOUND PARK Yerin이베리스 Iberis (2020)

항해 Voyage (2019)

South Korea｜2021｜10min｜DCP｜Color｜WP｜Ⓖ

South Korea｜2020｜18min｜DCP｜Color｜KP｜Ⓖ

Back to the Basics

Container for Courage The Invisible

Dandelion for Industry
우리과 오지마세요

#용기내! 없는 존재

공단 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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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dinance of student rights has not yet been announc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where the city takes place in. The director and friends ask themselves. What 
are student rights? Is the concept of student rights necessary? Then they share 
their experiences, from restrictions on hair length and color of socks, to sexually 
harassing remarks that incite sexual shame and violence under the guise of 
friendship. Furthermore, they try to talk to Kang Eunhe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of Daegu, but they cannot reach her. In the meantime, they begin to 
question whether it is the school’s right that conflicts with student rights. Like 
a Student is a documentary about the journey of students that ask themselves, 
explore, and find answers about their rights. What is interesting about this film is 
that it shows the irony that although human rights are spoken as abstract universal 
rights given to everyone, rights to protect specific groups or individuals such as 
“student rights” or “educational rights” are always in conflict. (Park Junyoung)

영화의 배경인 대구광역시에는 아직 ‘학생인권조례’가 공표되지 않았다. 감독과 

친구들은 자문한다. 학생 인권이란 무엇인가? 학생 인권이란 개념이 필요한가? 

그들은 머리 길이, 양말 색 제한에서부터 성적 수치심을 자아내는 성희롱성 발언, 

친분을 빙자한 폭력 등까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대화를 나누고자 연락을 취하지만 닿지 않는다. 그러던 중 학생 인권과 

상충하는 것이 교권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학생이 행복한 도시: Like a Student>는 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인권에 대해 

자문하고 탐구하며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이 영화가 흥미로운 

점은 인권은 마치 모든 이에게 주어진 추상화된 보편적 권리로 이야기되지만, ‘학생 

인권’ 혹은 ‘교권’과 같은 구체적인 집단 혹은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는 언제나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는 데 있다. (박준용)

LIM Chaemin
annie627@naver.com

LIM Chaemin 임채민

STAFF

WORLD SALES

PRODUCER LIM Chaemin
CINEMATOGRAPHER LIM 
Chaemin
EDITOR LIM Chaemin
MUSIC LIM Chaemin
SOUND LIM Chaemin

Just as it is futile to speak for the sake of words, so will be to make a film 
for the sake of a film. In that sense, the virtue of Mam Mam Mia lies in the 
attitude of the director who does not waste his beloved musical genre as 
a disposable one to make a movie, just like the director’s remark, “I don’t 
do interviews just to shoot a movie.” His questions about musical films 
lead to a series of concerns and solutions, moving toward Korean musical 
films and good musical films. His research journey is not displayed in a lazy 
format like “my troubled story.” We cannot see this director’s musical film, 
but we think of his faithful attitude toward the world. (Jung Seok-young)

말을 위한 말하기가 허무하듯 영화를 위해 영화를 찍는 것 역시 그러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맘맘미아>의 미덕은 “단순히 영화를 찍기 위해 인터뷰를 하지 않는”

다는 감독의 소회처럼 뮤지컬 영화에 대한 감독의 애정을 영화를 위해 일회적으로 

낭비하지 않는 태도에 있다. 뮤지컬 영화에 대한 질문은 한국 뮤지컬 영화, 좋은 

뮤지컬 영화로 나아가며 고민과 해결의 연쇄로 이어진다. 이 탐구의 여정은 ‘나의 

고생담’으로 게으르게 전시되지 않는다. 우리는 비록 감독의 뮤지컬 영화를 만나볼 

수 없지만, 세상을 대하는 충실한 자세를 생각게 된다. (정석영)

LEE Yong-gil
yonggiepl@naver.com

LEE Yong-gil 이용길

STAFF

WORLD SALES

PRODUCER LEE Yonggil
CINEMATOGRAPHER 
LEE Juhwan  
EDITOR LEE Yonggil
MUSIC LEE Yonggil 
SOUND KIM Hyeonwoo

R약 RYAK (2019)

외계 아이 

Spaceboy (2019)

타임 차알리 

Time Charlie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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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2021｜19min｜DCP｜Color｜WP｜Ⓖ

South Korea｜2020｜30min｜DCP｜Color｜⑫

DMZ-POV

DMZ Docs continues DMZ-POV, a platform for wider range 
of documentary discourse, for its third year. The program’s 
name is inspired by a film term, Point-of-View shot, which 
symbolizes the multiple possibilities of and approaches toward 
documentary. In the form of special screening programs, 
academic forums, performance, and Cine Talks, DMZ-POV 
will meet and greet the audience with various ways to interact 
with documentary.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올해 3회째 다큐멘터리 비평의 장, DMZ-POV를 이어간다. 

DMZ-POV는 영화 용어 시점쇼트(Point-of-View)에서 영감을 얻은 말로, 다큐멘터리를 

향한 다층적인 시선과 접근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특별전, 학술대회, 시네토크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관객들과 만난다.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Like a Student

Mam Mam Mia

학생이 행복한 도시: Like a Student

맘맘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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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ainichi Koreans have long been silenced and excluded from public documentation in Japan, but they have documented their history apart from the 
records of the nation-state. This section introduces the documentary of Zainichi Koreans whose voices were suppressed in Japan, their country of 
residence, and in their home country Korea during the 1945 liberation and the Cold War. They are revived in the records that they were determined 
to keep, providing opportunities to see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in a new light.
The section will present four films. First, director Oh Choongkong’s Hidden Nail Marks: The Korean Massacre During the Great Earthquake, 
A Documentary (1983) uncovers the truth of the massacre of Koreans during the Great Kanto Earthquake in 1923. The director re-illuminated the 
Great Kanto Earthquake as a present-day history rather than the history mounted in the past while observing and filming the excavation process of 
the remains of Koreans, then tracing down the records of the massacre survivors and the Japanese assailants.
The second film Until the Day of Liberation: Retracing Korean Japanese History is a masterpiece by Shin Kisoo, a filmmaker known for his research 
into the history of Korean envoys to Japan. Based on references and testimonials collected through long research, the film documented the history 
of Koreans who were forcibly mobiliz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how they struggled. Furthermore, it dug into the root of the so-called "Zainichi 
Korean problem" that has been recognized as a post-war social problem in Japan, by viewing Zainichi Koreans as people who fought to the end 
rather than who were victimized.
Director Pak Sunam’s The Other Hiroshima - Korean A-bomb Victims Tell Their Story is about Zainichi Korean bombed victims who were shunned 
in Japan and Korea, both of their home countries. By breaking the silence of the Korean bombed victims living in slums without compensation 
from both of their home countries, the film criticizes Japan for using the bomb victims’ experiences to develop Japan’s victimization theory. It also 
reprimands both South and North Korea, forgetting the existence of Korean bomb victims while busy writing a new history of the nation-state after 
liberation.
The last film is Ms. Ryan, The ‘AMA’ Diver. It is about a first-generation Zainichi Korean woman living in Osaka who stowed away to Japan from Jeju 
Island. The film originates from a video of the diver, Yang Ui-heon, recorded in the 1960s on a black-and-white film by Shin Kisoo, a Zainichi Korean 
filmmaker. The film juxtaposes her early years of sending three sons to North Korea through the "Paradise on Earth" campaign while working near 
Tsushima as a diver and her latter days of living with the remaining children in Osaka at the age of 88. With the two "homecoming" trips of visiting 
her daughter she left behind in Korea and her son sent to North Korea, the film captured the face of Yang Ui-heon, who was disappeared behind the 

records. The film ranked first in the Kinema Junpo Cultural Film category in 2004. (Kim Sohye)

기록 너머의 기록: 재일조선인 다큐멘터리 

Documentary Over Document: Koreans in Japan

본 섹션에서는 일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침묵당하고 기록에서 배제되어 왔지만, 국민국가의 기록 너머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해 온 재일조선인 다큐멘터리를 

소개한다. 해방과 냉전 속에서 거주국 일본 뿐만 아니라 모국 한국에서도 억압되었던 그들의 목소리는 끈질긴 기록 속에서 다시 살아나며, 한반도의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섹션에서는 네 편의 영화를 소개한다. 먼저 오충공 감독의 <감춰진 손톱자국: 관동대지진조선인학살기록영화>(1983)는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벌어졌던 

조선인 학살의 진실을 파헤친다. 감독은 촬영 당시 진행된 조선인 유해 발굴과정을 지켜보면서, 학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와 학살에 가담했던 일본인의 

기록들을 추적하며, 박제화된 역사가 아닌 현재의 역사로 관동대지진을 재조명한다. 

두 번째 영화 <해방의 그 날까지 – 재일조선인의 발자취>는 재일조선인 연구가이자 영화기록가 신기수가 식민시기 강제동원된 조선인들과 그들의 투쟁사를 

기록한 역작이다. 오랜 연구로 수집한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영화는 일본에서 전후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온 소위 '재일조선인 문제'의 근원을 파헤치며, 

차별받는 피해자가 아니라 끝까지 투쟁했던 재일조선인의 역사를 기록한다. 

박수남 감독의 <또 하나의 히로시마 - 아리랑의 노래>는 일본에서도, 두 개의 조국에서도 외면받은 조선인 피폭자들을 기록하는 작품이다. 모국과 거주국 

모두에서 보상받지 못하고 슬럼에 사는 조선인 피폭자들에 대한 이 기록은 원폭의 경험을 일본의 피해자성을 구성하는데 이용하는 일본의 기만과 더불어 

조선인 피폭자의 존재를 망각하며 해방 이후 국민국가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급급했던 남북한 모두를 비판한다. 

마지막 영화는 제주도에서 밀항해 오사카에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 1세 여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해녀 양씨>이다. 2004년 키네마준뽀 문화영화부문 1위를 

기록한 이 영화는 60년대 중반, 재일조선인 연구가 신기수씨가 양의헌씨의 삶을 흑백필름에서 기록한 영상에서 출발한다. 영화는 쓰시마 인근에서 물질을 

하며 세 아들을 ‘귀국’운동을 통해 북으로 보낸 과거 그녀의 모습과, 88살의 시기에 오사카에 남은 자식들과 함께 노년을 보내는 모습을 병치하여, 한국에 

남겨두었던 딸과 북에 보낸 아들을 방문하는 양씨의 두 번의 '귀국' 여행을 통해, 기록 사이에서 사라져간 양의헌의 얼굴을 포착한다. (김소혜) 오충공  OH Choongkong
Japan | 1983 | 58min | DVD | Color/B&W | Ⓖ | N

박수남  PAK Sunam
Japan | 1986 | 58min | DCP | Color | Ⓖ

신기수  SHIN Kisoo
Japan | 1986 | 195min | DVD | Color/B&W | Ⓖ | N

하라무라 마사키  HARAMURA Masaki
Japan | 2004 | 90min | Bluray | Color/B&W | Ⓖ | K

감춰진 손톱자국: 관동대지진조선인학살기록영화

Hidden Scars: The Great Kanto Earthquake Korean 
Massacre, A Documentary

또 하나의 히로시마 - 아리랑의 노래 

The Other Hiroshima - Korean A-bomb Victims Tell Their 
Story

해방의 그 날까지 - 재일조선인의 발자취 

Until the Day of Liberation: Retracing Korean Japanese 
History

Courtesy of Rika Shin in collaboration with National Film Archive of Japan 
and Korean Film Archive.

해녀 양씨 

Ms. Ryan, The ‘Ama’ Diver

DMZ-POV DMZ-POV다큐멘터리를 말하다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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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VID-19 pandemic has changed the scenes of our lives quite differently from before. Going on a trip out of an everyday place has also become 
an act with restrictions in many ways. There are, of course, not all negative aspects to this situation. We can explore the spaces of our daily life in 
a different way than before, and we can reflect again on the meaning of travel, which has become one of the clichés of modern life. This program 
consists of alternative travelogues in the past and present that will guide the process of these exploration and reflection. Created with 8mm film 
cameras, analog video cameras, and Google Earth images that anyone can use online, these “lo-fi” works are particularly meaningful, in a time when 
documentary filmmaking is also increasingly becoming a kind of small “industry.”
The Japanese original title of The First Emperor, an experimental diary film made by Hara Masato when he was 22 years old, is “初国知所之天皇,” 
which comes from the Japanese historical book Kojiki(古事記), meaning “The first emperor to rule the country.” The First Emperor is a legendary 
work of Japanese independent film in the 1970s but was hardly known outside of Japan until it was screened at the Rotterdam Film Festival in 2006. 
When the production was halted due to difficulties in financing while making a film based on the myth of Japan’s first emperor, Hara constantly 
though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yth and the cinema as he went to the location where the film would be shot with an 8mm camera.
One Hour is a video work created in 1990 by photographer Robert Frank, widely known for the monumental photo book The Americans. It was shot 
between 3:45 and 4:45 pm on 26 July, as the title suggests, through Manhattan’s Lower East Side in New York. At a first sight, it seems like a simple 
archival record that continues without editing. In reality, however, 27 performers moved according to a kind of script among the passers-by in the 
city in this film, and for that reason,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accidental records from directed fictions. As film critic Jonathan Rosenbaum puts 
it, after watching this film repeatedly, “the closer I come to understanding it, the more mysterious it gets.”
London Orbital by Chris Petit and writer Iain Sinclair is a bizarre road movie that “approaches the point where the city loses its consciousness” 
through a series of meditations along the M25 London orbital. In this film, the road located at the boundary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city itself becomes a creative motif that evokes many associations of ideas and thoughts.
Kim Boyoung’s Peninsula Tour is a virtual tour that travels from South Korea to Dandong via Pyongyang with Google Earth. During this DMZ Docs, 
a performance, called “Peninsula Tour: Drive,” will be held in which the audience will go along with the director on the route of a virtual trip across 
North and South along Google Earth. (Yoo Unseong)
※ DMZ Docs would like to thank Cho Hyunjin, a programmer at the Londo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Hwang Gyunmin, a film researcher for helping with the preparation 

of this program.

산책자로서의 여행자

Traveller as Promeneur

코로나19 대유행은 어느덧 우리 삶의 풍경을 예전과는 사뭇 다르게 바꿔 놓았다. 일상적인 장소를 벗어나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는 것 또한 여러모로 제약이 

따르는 일이 되었다. 물론 여기에 꼭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일상의 공간들을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탐색해볼 수도 있고 현대적 삶의 

상투구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린 여행의 의미를 다시 숙고해볼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탐색과 숙고의 과정에 지침이 되어줄 과거와 현재의 대안적 

여행기들로 꾸려졌다. 8mm 필름 카메라에서부터 아날로그 비디오 카메라, 그리고 온라인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구글어스 이미지 등을 활용해 만든 이 

‘로우파이(lo-fi)’ 작품들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 또한 점점 일종의 작은 ‘산업’처럼 되어가고 있는 지금 특별히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하라 마사토가 22살에 만든 실험적인 일기체 영화인 <초국지소지천황>─‘初国知所之天皇’(하츠쿠니시라스스메라미코토)은 『고사기(古事記)』에 나오는 

표현으로 그 뜻은 ‘처음으로 나라를 다스린 천황’─은 그야말로 1970년대 일본 독립영화의 전설이라 할 작품이지만, 2006년에 로테르담영화제에서 상영되기 

전까지 일본 바깥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최초의 천황에 대한 신화에서 소재를 취한 영화를 촬영하던 도중 자금 조달 문제로 제작이 중단되자, 하라는 

8mm 카메라를 들고 작품의 무대가 될 장소를 찾아가면서 신화와 영화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사색한다. <한 시간>은 기념비적인 사진집 『미국인들』로 

널리 알려진 사진작가 로버트 프랭크가 1990년에 비디오로 만든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90년 7월 26일 오후 3시 45분부터 오후 4시 45분까지 제목 그대로 한 

시간 동안 뉴욕 맨해튼 로어이스트사이드 일대에서 단숨에 촬영되었다. 언뜻 보면 편집 없이 이어지는 단순한 기록물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27명에 

달하는 연기자들이 도심의 행인들 사이에 섞여 모종의 각본을 따라 움직인 이 영화에서, 연출된 허구와 우연한 기록의 경계를 판별하기란 아예 불가능하다. 

영화평론가 조너선 로젠봄의 말마따나 이 영화는 거듭 보며 “이해에 다가갈수록 더 불가사의해진다.” 크리스 페티와 작가 이언 싱클레어의 <런던 순환도로>

는 런던 외곽의 순환 고속도로 M25를 매개 삼아 펼치는 일련의 사색을 통해 “도시가 그 정신을 잃는 지점까지 다가가는” 기묘한 로드 무비다. 여기서 도시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자리한 도로는 그 자체로 숱한 연상과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창조적 동인이 되고 있다. 김보용의 <반도투어>는 남한에서 출발해 평양을 

거쳐 단둥에 이르는 경로를 구글어스를 통해 따라가는 가상 여행이다. 이미지와 실재 사이에서 부단히 진동하는 이 여행은 역사, 주체, 그리고 매개화된 

경험에 대한 사색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영화제 기간에는 구글어스를 통해 남북을 가로지르는 가상 여행의 경로를 작가와 함께 따라가는 <반도투어: 

드라이브> 퍼포먼스가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유운성)

※ 본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조현진 런던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황균민 영화연구자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김보용  KIM Boyong
South Korea | 2020 | 29min | DCP | Color/B&W | WP | Ⓖ

크리스토퍼 페티  Christopher PETIT 
이안 싱클레어  Iain SINCLAIR 
UK | 2002 | 77min | DCP | Color | Ⓖ

하라 마사토  HARA Masato
Japan | 2021 | 108min | DCP | Color/B&W | KP | Ⓖ

로버트 프랭크  Robert FRANK
France | 1990 | 62min | DCP | Color | Ⓖ

반도투어

Peninsula Tour

런던 순환도로 

London Orbital

초국지소지천황 

The First Emperor

한 시간 

One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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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Cinematheque has explored and introduced the possibility and diversity of Asian experimental films. In 2019, ACC Cinematheque started 
a direct support program for Asian and Korean projects called the ACC Cinema Fund Project. The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introduced some of the works completed with the support of the ACC Cinema Fund at DMZ-POV, under the title of "Meet Asian Artists - 
Collaborative Project with ACC." The presented creators are the ones leading the current of Asian experimental films, such as John Torres, Taiki 
Sakpisit, Vimukthi Jayasundara, Albert Samreth, and Bo Wang. At that time, Vimukthi Jayasundara and Bo Wang visited the festival and had a 
meaningful time talking to Korean audiences in person.
This year, the ACC Cinema Fund (2020) will present its achievements at the DMZ Docs. Seon-yu-hu-bu-gah by Kim Minjung, The Still Side by Miko 
Revereza and Carolina Fusilier, Anachronic Chronicles: Voyages Inside/Out Asia by Araki Yu and Pan Lu, and a.k.a How to Improve the World by 
Nguyen Trinh Thi, the four works have been completed and are about to be released. Among them, we will introduce three films at this year’s festival, 
except for Kim Minjung's Seon-yu-hu-bu-gah as it is in the final stage of production. The festival will provide valuable opportunities to meet the 
fascinating world of the artists and the trend and flow of expanding Asian experimental films. (Kim Youngwoo)

아시아 실험영화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탐구하고 소개해온 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시네마테크는 지난 2019년부터 ACC 시네마펀드 공모사업을 

통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ACC 시네마펀드를 지원 받아 완성된 작품 중 일부를 제 11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DMZ-POV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한 바 있는데, ‘아시아 아티스트를 만나다-ACC공동연계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소개된 아시아 

작가들의 면면을 보면, 존 토레스, 타이키 삭피싯, 비묵티 자야순다라, 알버트 삼렛, 보 왕 등 아시아 실험영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작가들이었고, 당시 

비묵티 자야순다라와 보 왕은 영화제를 찾아 한국 관객과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어서 2020년에도 ACC 시네마펀드는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물을 내놓았는데, 김민정 작가의 <선유후부가>, 미코 레베르자와 카롤리나 푸질리어가 공동연출한 <스틸 사이드>, 아라키 유와 

판루가 공동연출한 <시대착오적 연대기>, 응우옌 트린 티가 연출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이렇게 4편의 작품들이 완성되어 공개를 앞두고 있다. 

이 중에서 막바지 작업 중인 김민정 작가의 <선유후부가>를 제외한 3편의 작품들을 올해 영화제에서 먼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에 소개하는 

작품들은 개별 아티스트가 지닌 매력과 작품세계를 확인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확장하는 아시아 실험영화의 경향과 흐름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김영우)

판루 PAN Lu, 아라키 유 ARAKI Yu
Hong Kong, Japan, South Korea | 2021 | 64min | Color | Ⓖ

미코 레베르자 Miko REVEREZA, 
카롤리나 푸질리어 Carolina FUSILIER
Philippines, Argentina, South Korea
| 2021 | 60min | DCP | Color | Ⓖ

응우옌 트린 티 NGUYEN Trinh Thi
Vietnam, South Korea | 2021 | 46min | DCP | Color | Ⓖ

시대착오적 연대기: 아시아 안팎의 항해

Anachronic Chronicles: Voyages Inside/Out Asia

스틸 사이드 

The Still Side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a.k.a How to Improve the World

DMZ-POV DMZ-POV다큐멘터리를 말하다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지금, 여기,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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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creative group based in Busan, Ozifilm has made documentaries for the past ten years and celebrates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Working 
on their projects steady and solid, Ozifilm has been illuminating the shadows of Korean society in the 2010s with their cameras. In collaboration 
with Ozifilm,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compiled the trajectory that Ozifilm has walked so far and published a book reflecting on 
the meaning of making documentaries away from Seoul. The book, which gathered the opinions and views of various creators, critics, researchers, 
and activists who have been noticing the works of Ozifilm, represents a chapter in Korean documentary history and provides a foundation for 
contemplating local film history from a new perspective.
To commemorate the publication, two documentaries from Ozifilm, Miryang Arirang - Legend of Miryang 2 and Land of the Face, will be screened 
together. These two films, one feature-length and one short, were created while joining the residents of Shingori village, Miryang, to protes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power transmission towers. The two films undeviatingly gaze into the faces of the community members who are resisting state 
violence and sincerely listen to them while questioning the root cause and context of their situation. And they genuinely represent the identity and 
values of Ozifilm as a group of documentarists and media activists.

There will be a talk session with the filmmakers of Ozifilm after the screening. (Kang Jinseok)

오지필름, 지역에서 다큐를 만든다는 것

Ozifilm, What It's Like to Make Documentaries Regionally

부산을 기반으로 꾸준히, 그리고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창작 공동체, 오지필름. 카메라를 들고 2010년대 한국 사회의 그늘을 비추어 온 그들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오지필름과 협업하여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온 궤적을 정리하는 한편, 지역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의 의미를 되새기는 책을 발간한다. 오지필름 안팎에서 여러 창작자, 비평가, 연구자, 활동가들의 의견과 시선을 모은 이 책은 한국 다큐멘터리사의 한 

장이자, 새로운 시선으로 지역 영화사를 생각하게 하는 토대이다.

발간을 기념하며, 오지필름의 다큐멘터리 두 편을 함께 상영한다. 밀양 신고리 마을 사람들의 송전탑 반대 투쟁에 함께 하며 만든 <밀양 아리랑>과 <얼굴의 

땅>이다. 각각 장편과 단편 길이의 두 작품은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경청하는 한편, 그들이 처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과 맥락을 질문한다. 다큐멘터리스트인 동시에 미디어 활동가들의 공동체인 오지필름의 정체성과 가치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작품들이다. 

작품 상영에 이어 오지필름 창작자들과의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진석)

박배일 PARK Bae-il
South Korea | 2021 | 106min | DCP | Color | ⑮

박배일 PARK Bae-il
South Korea | 2021 | 11min | DCP | B&W | KP | Ⓖ

밀양 아리랑

Miryang Arirang - Legend of Miryang 2
얼굴의 땅 

Land of the Face

DMZ-POV DMZ-POV다큐멘터리를 말하다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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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 아시아 ACC시네마테크의 시네마펀드와 연계하여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작가들을 조명하

며, 나아가 지금 아시아의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경향에 주목해 보는 기회를 가진다.

일정   9월 12일(일) 16:00 <시대착오적 연대기: 아시아 안팎의 항해> 및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상영 후 토크

장소  메가박스 백석 8관

게스트   김지하 (ACC시네마테크 프로그래머), 유운성 (영화평론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문위원)

Cine Talks시네토크

오지필름, 지역에서 다큐를 

만든다는 것

Ozifilm, What It’s Like to Make 
Documentaries Regionally

창립 10주년을 맞은 오지필름은 독립다큐멘터리를 매개로 세상과 소통하고자 카메라를 들어왔다. 10

주년 기념 책자 발간과 함께 오지필름의 영화들을 돌아보며 치열했던 지난 역사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모습을 그려본다.

Ozifilm has been filming indie documentaries in order to interact with the world. Celebrating 
their 10th Anniversary, Ozifilm will look back into the intense history that they went through and 
create a vision for the future, with a booklet and a special screening of their films.

산책자로서의 여행자 Traveller as Promeneur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시작된 전 세계적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동과 여행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한

되어 있다.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한 축인 여행기 형식 작품들에 대한 조명은 관객들에게 상상적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근대적 산물으로서의 여행과 영화에 대해 고찰하게 한다.

Since the beginning of COVID-19 pandemic, going travelling has become more limited than 
ever. Highlighting Travelogue, which is one of the main categories in documentary films, will 
offer the audience the opportunity of having an imaginary trip and of analyzing travelling and 
films in a way of observing the products of modern life.

일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화제 종료 후 별도의 상연 예정

장소  미정

게스트   김보용 (<반도투어> 감독), 조민수 (공연자), 

 유운성 (영화평론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문위원)

Date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the performance will be held separately after the 
festival period.

Venue  TBA
Guests   Kim Boyong (Director of Peninsula Tour), Cho Minsoo (Performer), Yoo Unseong 

(Film Critic, DMZ Docs Festival Advisor)

일정  9월 12일(일) 13:00 <밀양 아리랑> 및 <얼굴의 땅> 상영 이후

장소  메가박스 백석 3관

게스트  권혜린, 김주미, 문창현, 박배일 (오지필름 영화활동가), 이도훈 (영화평론가)

Date   Sep 12(SUN) 13:00 After the screening of Miryang Arirang - Legend of Miryang 2 + 
Land of the Face

Venue  Megabox Baekseok 3 (MB3)
Guests   Kwon Hyerin, Kim Jumi, Moon Chang-hyeon, Park Bae-il (Ozifilm Film Activists), 
                   Lee Dohoon (Film Critic) 

Cine Talks시네토크

Here, Now, Asia As a collaborative work with ACC Cinematheque's Cinema Fund, this Cine Talk will put the ac-
tive filmmakers from varying Asian countries in the spotlight. Furthermore, it will offer a chance 
to observe the latest inclination that the Asian documentaries hold.

Date   Sep 12 (SUN) 16:00, after the screening of Anachronic Chronicles: Voyages Inside/
Out Asia + a.k.a How to Improve the World

Venue  Megabox Baekseok 8 (MB8)
Guests   Kim Jiha (Programmer at Asian Culture Center Cinematheque), Yoo Unseong (Film 

Critic, DMZ Docs Festival Ad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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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DMZ-POV 학술대회는 9월 10일(금)부터 9월 11일(일) 사흘간 고양 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진행된다. 모든 행사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 

Academic Programs 
and Forums

학술행사 및 포럼

This year, DMZ-POV forums and academic programs will be held from September 10(FRI) to 12(SUN) at Saerasae Theater, Aram Nuri Arts Center.
All programs will be available for live streaming via DMZ Docs' YouTube channel.

DMZ Docs X 경기영화학교연합

(GFSA) X 한국영상학회

경기도 소재 영화전공 대학 9개교와 예술고등학교 4개교로 구성된 ‘경기영화학교연합(GFSA)’과 미디

어아트, 인터렉티브아트, 애니메이션 등 영상문화 전반을 연구하는 ‘한국영상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청

년 및 청소년 관객 저변을 넓히며, 뉴 노멀 사회에 진입한 다큐멘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1. 경기영화학교연합(GFSA) 학생심사위원단

경기영화학교연합 소속 대학생 18명, 고등학생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 아시아경쟁 부문 작품 중 1편을 넥스트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여 

3백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시상한다.

경희대학교

구가현, 박재각 

단국대학교

김로사, 이형원 

대진대학교

김태유, 백다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상인, 이규린 

명지대학교

박은서, 최지희 

서울예술대학교

최차미, 유기종 

성결대학교

최한솔, 김난영 

수원대학교

이수연, 한가영 

용인대학교

김종현, 이태화 

경기예술고등학교

이규한 

계원예술고등학교

김지안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

김병준

DMZ Docs  X GFSA X 
The Korean Society of Media 
and Arts 

DMZ Docs joins with the Gyeonggi Film Student Association – a union of film training focused schools comprised 
of 9 universities and 4 arts high schools located in Gyeonggido – along with The Korean Society of Media and 
Arts, in order to present collaborative programs. The projects aim to expand the audience of documentary films 
to the younger generations and prepare the film industry for a way to grow in the new normal society.

Kyoung Hee University
Ku Gahyun, Park Jaekak 

Dankook University
Kim Rosa, Lee Hyungwon 

Daejin University
Kim Tae-you, Baek Dayeon 

Dong-Ah Institute of Media
and Arts
Lee Sang-in, Lee Gyulin 

Myoungji University
Park Eunseo, Choi Jihee

Seoul Institute of Arts
Choi Chami, Yu Kijong 

Sungkyul University 
Choi Hansol, Kim Nanyeong

Suwon University
Lee Suyeon, Han Ga-yeong

Yong In University
Kim Jong-hyun, Lee Taehwa 

Gyeonggi Arts High School
Lee Gyuhan 

Kaywon High School of Arts
Kim Jian 

Korea Animation High School 
Kim Byeongjun

1. GFSA Student Jury
The jury consisted of 18 university students in film major and 3 arts high school students will decide the winner of this year’s Asian Competition. The 
selected work will receive the Next Award and a cash prize of KRW 3,000,000.

Academic Programs 
and Forums

학술행사 및 포럼

기록 너머의 기록 :

재일조선인 다큐멘터리

Documentary Over Document : 
Koreans in Japan

재일조선인들은 일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침묵당하고 기록에서 배제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국민국가

의 기록 너머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해 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재일조선인 다큐멘터리를 소개함으로

써 거주국 일본뿐만 아니라 모국 한국에서도 억압되었던 목소리가 살아나며, 한반도의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Koreans in Japan, commonly called “Zainichi,” have been silenced and excluded from Japanese 
society and their records, but the documentary filmmakers were able to document their own history. 
By presenting the documentaries on Koreans living in Japan to a bigger audience, the voice that has 
been hushed not only in Japan but also in Korea will come alive again, and the audience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see the history of Korea in a new perspective.

일정      9월 12일(일) 13:00

장소      고양 아람누리 새라새극장

게스트   김소혜 (영화연구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문위원), 조은애 (동국대학교 

서사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오가와 쇼타 (나고야대학교 교수)

Date  Sep 12 (SUN) 13:00
Venue  Saerasae Theater, Aram Nuri Arts Center
Guests   Kim Sohye (Film Researcher, DMZ Docs Festival Advisor), Cho Eunae (Dongguk University 

Narrative Culture Research Institute), Shota T. Ogawa (Nagoya University)

2.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X 한국영상학회 아카데미 포럼

“다큐멘터리 지금 여기: 사회적 의제, 공론장, 플랫폼, 산업”

한국영상학회와 함께 포스트 미디어,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트루스 시대인 ‘지금 여기’에서의 다큐멘터리를 고찰하고 수용 현실을 진단해보는 포럼을 

개최한다. 미디어 영상학자들이 최신 다큐멘터리 이론을 소개하며, 현대 사회의 여러 이슈를 바탕으로 한 논문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2. DMZ Docs X KOSMA Academic Forum
 “Documentary Here and Now: Social Agenda, Public Sphere, Platform, Industry” 
As a cooperative program with The Korean Society of Media and Arts, DMZ Docs hosts the forum where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e meaning of 
documentary films in the post-media, post-COVID, post-truth generation will be given. Media professionals will also introduce the latest theories in the 
documentary industry to the audience, providing papers on various issues in the modern society and examining them together.

일시  9월 11일 (토) 13:00                장소          고양 아람누리 새라새극장 Date  Sep 11 (SAT) 13:00                 Venue  Saerasae Theater, Aram Nuri Arts Center

세션1 

다큐멘터리 지금 여기: 사회적 의제와 공론장

사회  정민아(성결대학교 교수)

발표  이도훈(연세대 연계전공 강사, 영화평론가)

  - "현장을 전유하는 다큐멘터리: 한국 독립 다큐멘터리가 

현장과 결합하는 방식"

      김내훈(『프로보커터』 저자)

 -“사유의 ‘밈’화와 ‘밈’의 문화정치”

패널   이창재(중앙대학교 교수), 노광우(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강사), 선승범(서강대학교 대학원)

세션2 

다큐멘터리 지금 여기: 플랫폼과 산업

사회  조현일(숭의여자대학교 교수)

발표  전지윤(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 미디어아티스트)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위한 뉴 테크놀로지와 AR”     

 최우영(다큐멘터리 감독)

 -“포스트 코로나, 지속 가능한 국제 공동 제작을 위해”

패널   유지수(용인대학교 교수, 영상작업자), 감병석(프로듀서,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회원)

Session 1
Documentary Here and Now: Social Agenda and Public Sphere

Host  Minah Jeong (Professor, Sungkyul University)
Speakers  Lee Dohoon (Lecturer at Yonsei University Interdisciplinary 

Major, Film Critic) 
 -  “Documentaries Taking Over the Locale: How Korean 

Independent Documentaries Unite with the Site”
 Kim Naehoon (Author of 『Provocateur』)
 -  “The ’Memeification’ of Reason and the Cultural Politics of 

‘Memes’”
Discussion   Lee Changjae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No 

Kwangwoo (Lecturer at Korea University Media Major), Sun 
Seungbeom (So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Session 2
Documentary Here and Now: Platform and Industry 

Host  Cho Hyunil (Professor, Soongeui Women’s College)
Speakers   Jeon Jiyoon (Professor at 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 Media Artist)
 -  “New Technology and AR For Digital Storytelling”
 Choi Woo-young (Documentary Filmmaker)
 -  “Post-Corona, A Way to Sustainable International Joint 

Production”
Discussion   Klair Ji Sue Yoo (Professor, Yong In University), 
 Gary Byung-seok Kam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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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 및 포럼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포럼:

저장된 미래

공공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서 <다큐멘터리 아카이브 포럼: 저장된 미래>를 개최한다. 영상 기록이 가진 가치와 그에 따른 

다큐멘터리 아카이브의 중요성에 대한 학계, 현장 그리고 공적 기관의 대화를 통해, 영상 기록 수집 

관리를 위한 새로운 공적 제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일시  9월 10일 (금) 13:00

장소  고양 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사회 최승호 (뉴스타파 PD)

발표 최효진 (새 공공영상문화유산 정책포럼 연구위원)

 -"공공영상문화유산 아카이브 플랫폼 해외 사례 소개 및 국내 현황"

    전갑생 (성공회대학교 냉전평화연구센터 연구원)

 -"영상 기록물 수집 및 콘텐츠 활용: DMZ, 거제도 관련 국외자료를 중심으로"

    장은경 (미디액트 사무국장)

 -"사회적 연대 기록물 아카이브의 보존 현황과 과제: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기록물을 중심으로"

토론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조준형 (한국영상자료원)

경기콘텐츠진흥원(경기영상위원회) 

공동 포럼: 다큐멘터리 프로듀서의 

역할과 기능

극영화 제작 시스템과 달리 한국의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아직 프로듀서의 역할에 대한 개념 정립이 

미진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 상황도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현재의 

문제를 냉정하게 진단하고, 감독-프로듀서가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역할 표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일시  9월 11일 (토) 18:00

장소  고양 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참석   김옥영 ((주)스토리온 대표, 다큐멘터리 작가/프로듀서), 감병석 (프로듀서/감독),

 김선아 (프로듀서), 강호준 ((주)콘텐츠나무 감독), 박혜령 (하얀소엔터테인먼트 대표/감독) 

Documentary Archive Forum: 
Archived Future

Joint Forum Program 
with Gyeonggi Content 
Agency(Gyeonggi Film 
Commission): The Roles and 
Commitments of Documentary 
Producers

Date  Sep 10 (FRI) 13:00 
Venue  Saerasae Theater, Aram Nuri Arts Center
HOST Choi Seungho (Producer, Newstapa)
SPEAKERS Choi Hyojin (Researcher, New Public Video Cultural Heritage Policy Forum) 
 -“Introducing International Examples of Public Video Cultural Heritage Platforms and
   Related Status in Korea”
  Jeon Gapsaeng (Researcher,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ungkonghoe 

University)
 -“Archiving Video Recordings and Utilizing Contents: Focused on DMZ and Geoje
   Island Related International Archives"
 Jang Eunkyung (Director, Mediact)
 -“Status and Tasks of Social Solidarity Archives - Focused on 4.16 Solidarity Media
   Commission”
Discussion  Jeon Gyucha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chool of Films), Cho Junhyung 

(Korean Film Archive)

Date Sep 11 (SAT) 18:00
Venue  Saerasae Theater, Aram Nuri Arts Center
Guests  Kim Ok-young (CEO, StoryOn, Documentary Writer/Producer), Gary Byung-seok Kam 

(Producer/Director), Sunah Kim (Producer), Kang Hojun (Director, Contents Namu), 
Park Hye-ryoung (Director/CEO, Hayanso Entertainment)

The forum will serve a purpose of a place for communications dedicated to sharing opinions and forming 
a common understanding on the idea of public archive of documentary. Professional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the film industry will discuss the value of video recordings, along with the importance that 
a documentary archive would bear when formed, ultimately depicting the possibility of a new public 
structure that would archive and manage the video recordings.

The capability of producers is not quite commonly understood in the Korean documentary film industry, 
unlike in the action film industry. This often leads to many conflicts between directors and producers. 
Therefore, the joint forum will aim to start the conversation of these two groups of filmmakers,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ard role of producers that both groups can agre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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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이벤트

친숙한 얼굴을 통해 더 많은 관객과 시민이 다큐멘터리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획한 신규 프로그램으로, 다큐멘터리에 대한 애정을 자랑하는 유명 인사가 

금년도 상영작 중 1편씩을 관객과 함께 관람한 후, 상영 후 토크를 진행한다.

디자이너 임선옥 / PartspARTs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추천작 <리-패션>

일시 9월 10일 (금) 19:00

장소 메가박스 백석 8관

배우 유태오 / 영화 <로그 인 벨지움>, <레토>

추천작 <로그 인 벨지움>

일시 9월 11일 (토) 11:00, 9월 16일 (목) 14:00

장소 메가박스 백석 1관

MC 송해 / 영화 <송해 1927>, 방송 「전국노래자랑」

추천작 <송해 1927>

일시 9월 12일 (일) 17: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작가 김금희 / 소설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너무 한낮의 연애』

추천작 <군다>

일시 9월 12일 (일) 19:00

장소 메가박스 백석 7관

뮤지션 선우정아 / 노래 ‘도망가자’, ‘백년해로’

음향 엔지니어 곽은정 / 곽 스튜디오

추천작 <락필드: 스튜디오 온 더 팜>

일시 9월 13일 (월) 19:00

장소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 4관

배우 이홍내 / 영화 <메이드 인 루프탑>,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추천작 <모어>

일시 9월 14일 (화) 19:00

장소 메가박스 백석 1관

배우 예지원 / 영화 <인트로덕션>, 시트콤 「올드 미스 다이어리」

추천작 <너에게 가는 길>

일시 9월 15일 (수) 19:00

장소 메가박스 백석 2관

*게스트 사정 상 토크는 진행하지 않음

*게스트 사정 상 토크는 참석하지 않음

With DMZ위드 D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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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With DMZ,” a new program designed to provide more audiences and citizens with opportunities to experience documentary films through the 
familiar faces of well-known people, a famous person with a love for documentary will watch one of the films screened by DMZ Docs this year with 
the audience and have a talk time after the screening.

Fashion Designer IM Seonoc 

Pick ReFashioned

Date Sep 10 (FRI) 19:00

Venue Megabox Baeseok 8

Actor YOO Teo 

Pick Log in Belgium

Date Sep 11 (SAT) 11:00, Sep 16 (THU) 14:00

Venue Megabox Baeseok 1

Television Host SONG Hae 

Pick Song Hae b. 1927

Date Sep 12 (SUN) 17:00

Venue Aram Concert Hall, Aram Nuri Arts Center

Novelist KIM Keumhee 

Pick Gunda

Date Sep 12 (SUN) 19:00

Venue Megabox Baeseok 7

Musician SUNWOO Jung-a

Sound Engineer KWAK Eunjung 

Pick Rockfield: The Studio on the Farm

Date Sep 13 (MON) 19:00

Venue Megabox Baeseok 4

Actor LEE Hongnae 

Pick I am More

Date Sep 14 (TUE) 19:00

Venue Megabox Baeseok 1

Actor YE Jiwon 

Pick Coming to You

Date Sep 15 (WED) 19:00

Venue Megabox Baeseok 2

* Guest cannot attend the screening/talk due to schedules.

* Guest cannot attend the talk due to schedules.

With DMZ위드 DMZ

Ev
en

t

Docs on STAGE독스 온 스테이지 

K클래식 제너레이션  |  K-Classics Generation
티에리 로로  Thierry LOREAU     Belgium | 2020 | 71min | DCP | Color | KP | Ⓖ

9월 10일 (금) 19:00 | SEP 10 (FRI) 19:00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연주자들을 배출하고 있는 한국 클래식 교육. 

그 비밀을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된다. 작품 속 주인공인 바이올리 

니스트 임지영과 한국 클래식의 미래를 이끌 영재들의 미니 공연이 이어져 

더욱더 다채로운 관람 경험이 될 것이다.

공연               임지영(바이올린), 박영성(피아노), 김가은(바이올린), 

                  권지우(첼로), 박해림(피아노)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A documentary that investigates the secrets of Korea's classical music 
education that produces world-renowned young performers will be released. 
Violinist Ji Young Lim, the main character in this film, and the gifted children 
who will lead the future of Korea's classical music will perform a mini concert, 
and they will provide various special experiences to the audience.

CONCERT    Lim Jiyoung, Park Youngsung, Kim Ga-eun, Kwon Jiwoo, Park 
Haerim

VENUE         Aram Concert Hall

송해 1927  | Song Hae b. 1927 
윤재호  Jero YUN     South Korea | 2021 | 82min | DCP | Color | ⑫

9월 12일 (일) 17:00 | SEP 12 (SUN) 17:00

올해 94세의 최고령 현역 연예인, 「전국노래자랑」의 최장수 진행자. 가수, 

희극인, 영화배우, 라디오 DJ 등 다방면으로 활동했지만 스타였던 적은 없는 

연예인. <송해 1927>은 우리에게 보여진 적 없는 그의 무대 뒤 얼굴에 가까이 

다가간다.

공연              송해, 나태주, 예지원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The oldest entertainer at the age of 94 in Korea, and long-running host of the 
TV show "National Singing Contest." He is an entertainer who has worked in 
various fields such as singer, comedian, movie actor and radio DJ, but has 
never risen to stardom. Song Hae b. 1927 traces his life behind the scenes, 
never shown to us.

CONCERT    Song Hae, Na Taeju, Ye Jiwon
VENUE         Aram Concert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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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s on STAGE독스 온 스테이지 

둥글고 둥글게  |  Round and Around 
장민승  JANG Minseung     South Korea | 2020 | 88min | DCP | Color/B&W | Ⓖ

9월 14일 (화) 19:00 | SEP 14 (TUE) 19:00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 현대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

해 기획•제작한 새로운 시청각 프로젝트(Audio-Visual Project). 이 작품

은 아카이브 자료를 기반으로 영상과 전시를 접목해 ‘1980년 5월의 광주’를 

넘어 다양한 시공간의 축을 바탕으로 1980년대 한국사회를 조망한다. 아카

이브 자료를 비롯한 역사의 기록물들은 장민승의 감각적인 연출과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발췌하여 합창과 아카펠라 형식으로 구성한 정재일의 음악과 

함께 ‘2021년 지금 여기’의 관객이 역사의 현장이었던 ‘그때 거기’로 들어갈 

수 있는 시청각 자료로 제공된다.

스페셜 게스트       장민승, 정재일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

A new type of Audio-Visual Project designed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o take a view Korean modern 
history from various angles. By combining screenings and exhibitions 
based on archive materials, this work looks at not only “Gwangju in May 
1980” but also Korean society in the 1980s from various perspectives. 
The records of history, including archive materials, are accompanied 
by sensational direction by Jang Min-seung and the music of Jung 
Jae-il, composed in chorus and a cappella format with several verses 
excerpted from the Psalm. They are provided as audiovisual materials 
that allow the audience of “now and here, in 2021” to enter “then and 
there” that was the site of history.

SPECIAL GUEST            Jang Minseung, Jung Jae-il
VENUE                            Aram Concert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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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인더스트리

DMZ Docs Fund 

기획개발펀드

DMZ인더스트리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난 10년간 운영했던 제작 지원 사업을 확장해 지난 

2019년 첫 선을 보인 다큐멘터리 산업 전문 플랫폼입니다.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하는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의 작품을 발굴·지원해 완성을 독려하고, 전세계 산업 관계자들과의 비즈니스 

협업을 적극 주선하고 있습니다.

제작 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인 ‘DMZ Docs Fund’, 국제 공동제작 및 투자 유치를 위한 플랫폼 ‘DMZ 

Docs Pitch’, 다큐멘터리의 활로 개척을 돕기 위해 국내외 잠재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는 

‘DMZ Docs Match’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포맷과 장르를 아우르는 다큐멘터리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여,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의 다큐멘터리 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DMZ Docs Fund’는 지난 10년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위해 진행해 

온 ‘DMZ 제작지원’에서 한층 확장된 사업으로 기획개발부터 제작, 후반작업에 이르기까지 다큐멘터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작지원금과 현물을 제공합니다.

2021 DMZ인더스트리

일시 : 9월 13일(월) – 16일(목)

장소 : 고양아람누리 새라새 극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 온라인 진행

* 배지 소지자에 한해 참여 가능 

*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http://industry.dmzdocs.com)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프로젝트

프로젝트 감독 제작 국가

나를 찍어줘, 언니 임연정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손선이 류승진 대한민국

브라이트 퓨처 안드라 포페스쿠 루마니아, 대한민국

어크로스 김지 대한민국, 이탈리아

용산 레거시 김다혜 대한민국

풀 이수정 대한민국

아시아 프로젝트

프로젝트 감독 제작 국가

바그다드의 여성들 자하라 간도르 이라크, 스위스

소명 안드레아 스위토 인도네시아

여기 우리가 있다 랜드 베이루티 요르단

출렁이는 강물 폴렌 리 캄보디아, 프랑스

DMZ인더스트리 2021 DMZ인더스트리 
선정 프로젝트 

한국 프로젝트

프로젝트 감독 제작 국가

숨 윤재호 대한민국

에디와 앨리스 김일란 대한민국

아시아 프로젝트

프로젝트 감독 제작 국가

엄마는 챔피언 우위에 중국

한국 프로젝트

프로젝트 감독 제작 국가

멘탈과 브레인 사이(가제) 김혜이 대한민국

청년정치백서 1 이일하 대한민국

펠롱펠롱 강희진 대한민국

할머니 조경가의 ‘땅에 쓰는 시’ 정다운 대한민국

해적판 미래 정유진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후방 땅 이준용 대한민국

아시아 프로젝트

프로젝트 감독 제작 국가

길 위의 농부들 니쉬타 자인, 아카시 바우마타리 인도

뒷골목 유토피아 진장 중국

베이비 잭프루트 베이비 구아바 농꾸앙 베트남

아가르의 귀향 양보 중국

오지 않은 겨울 장추이샨 홍콩

우리가 힌두의 미래다 판카즈 조하르 인도, 독일

장가 싱 샴의 죽음 투샤르 마드하브 인도

한국 프로젝트

프로젝트 감독 제작 국가

1989 베를린, 서울 Now 최우영 대한민국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고한벌 대한민국

제작펀드

DMZ Docs Pitch

후반작업지원펀드

프로덕션 피치

‘DMZ Docs Pitch’는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에 공동제작과 투자, 배급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마련된 전문 플랫폼입니다. 현재 제작 중인 프로젝트와 촬영을 완료하고 1차 편집이 마무리된 러프컷 

단계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제작 단계별 구분된 피칭 행사에서 방송, 배급, 투자 등 국내외 다큐멘터리 

산업 관계자 앞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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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Industry 

DMZ Industry ‘DMZ Industry’ is a Documentary Industry platform, launched in 2019, on a solid basis of years 
of experiences and networks that have been built up over the past decade under the umbrella of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In a bid to invigorate documentary filmmaking 
in Korea as well as in Asia, DMZ Industry discovers promising documentary projects and provides 
more active assistance through creating various business opportunities such as co-producing, 
financing, and international sales. It is consists of ‘DMZ Docs Fund’, customized support for each 
stage of production, ‘DMZ Docs Pitch’, attracting investment specialized platform that discovers 
and introduces competitive projects, and ‘DMZ Docs Match’, documentary specialized project 
market and business networking space.
DMZ Industry endeavours to take a leap forward as a comprehensive industry hub for 
documentaries that encompasses the full diversity of documentary styles, themes, and formats.

DMZ Industry 2021
Date : September 13st (Mon) – 16th (Thu)
Venue :  Saerasae Theater, Aram Nuri Arts Center (1286, Jungang-ro, Ilsandong-gu, Goyang, 

Gyeonggi)
* Available to attend for the person having Industry or Festival badge
* Please check further information on the DMZ Industry website: http://industry.dmzdocs.com

DMZ Docs Fund 

Development Fund

DMZ Docs Fund is a funding initiative having dealt with monetary and in-kind grants over the last 
decade at the DMZ Docs. With the infusion of renewed funds, the program extends support for 
the documentary projects in the entire filmmaking process, from development to pre-production, 
production, and post-production.

Korean Projects

Project Director Production Country

ACROSS KIM Ji Korea, Germany, Italy

Breakthrough IM Yeonjeong Korea

Bright Future Andra POPESCU Romania, Korea

Cannabis Project LEE Soojung Korea

Sunny RYU Seungjin Korea

Yongsan Legacy KIM Dahye Korea

Asian Projects

Project Director Production Country

A Distant Call Andrea SUWITO Indonesia

Tell Them About Us Rand BEIRUTY Jordan

The Tongue of Water Polen LY Cambodia, France

Women of My Life Zahraa GHANDOUR Iraq, Switzerland

한국 프로젝트

프로젝트 감독 제작 국가

다섯번째 방(가제) 전찬영 대한민국

수카바티 선호빈, 나바루 대한민국

아시아 프로젝트

프로젝트 감독 제작 국가

미스핏 코미디언 휴가 후미아리 일본

신성한 가족 엘비스 잉량 루 대만, 프랑스

침묵의 집
파르나즈 주랍시안, 
모하마드레자 주랍시안

이란, 필리핀, 캐나다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DMZ인더스트리 인큐베이팅펀드 `인큐베이팅펀드'는 코로나19를 지나며 침체를 겪은 다큐멘터리 제작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해 신설되었던 ̀ 다큐멘터리 인큐베이팅 제작지원'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60분 이상의 장편을 목표로 

하는 한국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본격 기획·개발 단계 이전의 소재 발굴 조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다큐멘터리계의 리서치 방법의 발전과 소재 지평의 확장을 추구합니다.

한국 프로젝트

프로젝트 감독

Breathing Stone 김아영

MISSING_사라진 여자 권민아

광부(鑛夫)와 광부(鑛婦) 박주환

구름감상클럽 김세미

긍정왕 이동교 이유진

나의 빛 김수목

당신의 시간 주현숙

돈 터치 마이 머니 박윤진

돼지를 키우는 들판, 이카이노 이원식

두 번째 가족 김명윤

로그인 장효봉

매듭 류형석

멸종시대 남태제

뮤직1980’s 현진식

부품의 온도 최혜원

블러드 이혁상

한국 프로젝트

프로젝트 감독

비건 식탁, 연결된 세계 김문경, 허성

서촌 그 책방 양창민

손님노동자 이산하

슬라맛빠기, 통영 유최늘샘

시간을 존중하는 건축-건축재생공방 조은성

신고서점 김지환

엄마의 서울살이 김진열

오색의 린 이원우

왼손 나단아, 김상패

우리는 오늘도 내일을 끌어쓴다 장주영

우리의 자리 홍유라

이상한 정상가족 양희

일과 숫자들 이혁래

트리릭프로젝트 아오리

하트하트 프로젝트 손모아, 서한솔

현해탄의 낙엽 이영곤

2021 DMZ인더스트리 
선정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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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rojects

Project Director Production Country

Her 5th Room (Working title) JEON Chanyoung Korea

SUKHAVATI SUN Hobin, NA Baru Korea

Asian Projects

Project Director Production Country

A Holy Family Elvis A-Liang LU Taiwan, France

The Misfit Comedian HYUGA Fumiari Japan

Silent House Farnaz JURABCHIAN, 
Mohammadreza JURABCHIAN Iran, Philippines, Canada

Rough Cut Presentation

Korean Projects

Project Director Production Country

Being a Politician for Dummies 1 LEE Ilha Korea

Beyond the Mental (Working title) KIM Hei Korea

The Land of Frogs LEE Junyong Korea

Pirated Future JUNG Eugene Korea, Ukraine

‘Poetry on Land’ by the Grandmoth-
er Landscape Architect JUNG Dawoon Korea

Twinkle Twinkle Jude KANG Korea

Asian Projects

Project Director Production Country

Another World Tushar MADHAV India

Baby Jackfruit Baby Guava NONG Quang Vietnam

Catching them Young Pankaj JOHAR India, Germany

Farming the Revolution Nishtha JAIN, 
Akash BAUMATARI India

Republic JIN Jiang China

The Return of Agaar YANG Bo China

Winter Chants TSANG Tsui Shan Hong Kong

Korean Projects

Project Director Production Country

Breath Jero YUN Korea

Edhi and Alice KIM Il-rhan Korea

Asian Projects

Project Director Production Country

Mom of the Ring WU Yue China

Korean Projects

Project Director Production Country

1989 Berlin, Seoul Now CHOI Woo-young Korea

In the Sky Where Seasons Pass By KO Hanbul Korea

Production Fund

DMZ Docs Pitch

Post-production Fund 

Production Pitch

DMZ Docs Pitch is a co-production and financing forum where Asian creative documentary 
projects with high potentials are discovered and presented to key industry players ranging from 
commissioning editors, funders, to broadcasters. The program mainly supports the documentary 
projects in the production stage as well as in the rough-cut stage and provide them with diverse 
opportunities via its official pitching sessions.

DMZ Industry 
2021 Selected Projects 

DMZ Industry 
2021 Selecte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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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A
온라인 상영 플랫폼

VoDA (Vision of Documentary Archive), an online streaming service specializing in documentaries, meets the audience anew. As the service 
advocates an archive with the documentary’s vision, easy access for online screening for the festival’s selection is available and also provides a 
more extensive selection of Korean documentaries after the festival dates. In addition, the service is expected to benefit documentary creators by 
creating a new and fair profit model and expand as a video streaming service for the public that contributes to the documentary industry. The online 
streaming service is available for the official selection of the 13th DMZ Docs during the festival period. 

다큐멘터리 전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VoDA(Vision of Documentary Archive)가 새롭게 관객과 만난다. ‘다큐멘터리의 비전을 담은 아카이브’

라는 의미처럼 영화제 상영작을 온라인으로 보다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외 다큐멘터리 영화 전문 아카이빙으로 다큐멘터리 감상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다큐멘터리 창작자 중심의 수익모델 창출과 산업 전반에 기여하는 공익형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모델로의 도약을 기대한다. 영화제 기간 

동안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영작을 구매해 관람할 수 있으며, 영화제가 끝난 이후에는 국내외 다큐멘터리 스트리밍과 독 스쿨(Doc School) 

프로그램 서비스가 상시 운영된다. 

VoDA
(Vision of Documentary Archive)

VoDA

운영 정보 

웹사이트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영작 관람
9월 9일 (목) - 19일 (일)

국내외 다큐멘터리 스트리밍 서비스

독 스쿨(Doc School) 프로그램 제공

10월 1일 (금) - 12월 31일 (금)

*시범운영기간 

http://voda.dmzdocs.com

Information

Web    

Online Streaming of the
13th DMZ Docs Selection

Sep 9 (THU) - 19 (SUN)

Streaming Service of the
Doc School Program

Oct 1 (FRI) - Dec 31 (FRI)
(*Trial period) 

http://voda.dmzdo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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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School
독 스쿨

‘Doc School’ is an online program focusing on the educational value of documentaries. Throughout the program, participants would learn using the 
worksheets based on the theme of each project after watching documentaries and have open discussions. As the necessity of using contact-free 
content gets high due to the recent pandemic, Doc School launched a new model in 2020 and received a greatly positive response, with about 
45,000 people participating. Based on the achievements, the second season of Doc School will present 12 new documentaries and worksheets. 
Teachers and education experts have developed worksheets for 12 mid-lenghth and short documentaries which can be viewed at the festival’s 
website. (www.dmzdocs.com)

‘독 스쿨’(Doc School)은 다큐멘터리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하고, 다큐멘터리 영화 시청 후 각 작품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된 워크시트(활동지)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비대면 콘텐츠의 활용도·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독 스쿨은 

2020년 첫 선을 보여 약 4만 5천명이 참여하는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독 스쿨 두 번째 시즌은 총 12편의 새로운 다큐멘터리와 워크시트를 

선보인다. 현직 교사 및 교육 전문가가 함께 개발한 워크시트는 중·단편 다큐멘터리 12편과 함께 제작되며 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www.dmzdoc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첫 운영을 시작한 독 스쿨의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다큐멘터리의 교육적 가치와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이 진행된다.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교육 전문가와 작품 선정 및 

워크시트 개발에 직접 참여한 개발·자문진이 패널로 참석하며, 독 스쿨의 실 교육 사례와 다큐멘터리 

활용 교육의 효과와 실천 사례에 대해 발표·토론한다.

Doc School Forum is to share in-depth discussions about documentaries’ educational value and 
effectiveness based on the training cases of the Doc School, launched in 2020. Academic experts 
in various fields at home and abroad and the consulting professionals who selected projects 
and worksheets will join as panelists. The practical examples of Doc School and the effects and 
applications of using documentaries as an educational tool will be presented and discussed.

독 스쿨 포럼

교실로 들어온 다큐멘터리, 

독 스쿨 Doc School

Doc School - 
Documentary into the Classroom

Doc School Forum

일시 9월 10일 (금) 19:00 - 21:00

장소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진행 허은광(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사무국장)

발표

최여정(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포스트코로나 콘텐츠기획단 총괄매니저),

김석목(교사, 전국영화교육연구회)

버지니아 피타로(SIMA CLASSROOM 교육프로그램 디렉터)

토론

강에스더(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세영(미디액트), 

심은영(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양철진(송우중학교 교사, 독스쿨 개발진), 이지홍(유네스코 APCEIU 실장)

Date September 10 (FRI) 19:00 - 21:00

Venue Saerasae Theater, Aram Nuri Arts Center

Host Huh Eunkwang (DMZ Docs Secretary General)

Speakers 
Choi Yeojeong (DMZ Docs Content Planning Task Force General Manager),
Kim Seok-mok (Teacher)
Virginia Pittaro (SIMA CLASSROOM Education Program Director)

Discussion

Kang Esther (Researcher, Jeonnam Institute of Educational Policy), 
Kim Seyoung (Mediact), Sim Eunyoung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Yang Cheoljin (Songwoo Middle School Teacher, Doc School Development Team), 
Lee Ji-hong (UNESCO APCEIU)

Doc School독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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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Youth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DMZ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DMZ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성문밖학교

광명시청소년미디어센터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청소년의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을 제공하고 미래 다큐멘터리 창작자와 

관객을 배양하는 상시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미디어센터 등과 협력하여 DMZ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을 

운영해왔다. 이번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는 DMZ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11기의 수료작 

18편을 특별 상영한다. 

작품명 감독 러닝타임

사진 박시우 10분

I Love These Days 강명성 17분

비를 긋는 시간 윤혜민 12분

공허 나충언 25분

생각의 굴레 이안 15분

단 한 장의 사진만 찍을 수 있다면 이인호 10분

You Me 나! 정유민 13분

작품명 감독 러닝타임

말똥 할아버지의 일기장 이준혁 24분

작품명 감독 러닝타임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세요 강예림 13분

Emotion 손채영 8분

당신은 이현민 6분

인터뷰 조민혁 11분

작은 상자 손서영 10분

칠 김민성 6분

작품명 감독 러닝타임

코로나로 인해 바뀐 학생들의 삶 최인호 11분

셔터 정동수 12분

완전 요즘 사람 임지건 10분

숲 속의 작은 쉼터 조연식 15분

DMZ Youth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DMZ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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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umentary
Road
DMZ다큐로드

상영작 소개 | Exhibition Films

상영개요 | Summary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3부작

DMZ & 브리지 

The Korean War You Have Never Seen

DMZ & Bridge 

DMZ다큐로드 셔틀버스 운영안내

About DMZ Documentary Road 
Shuttle Bus

민통선 내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한 특별상영 프로그램을 통해 DMZ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한다. 뉴스타파가 오랜 자료 수집과 조사를 통해 제작한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시리즈 3편과 DMZ국제다큐멘터영화제와 성공회대학교 냉전평화연구센터가 협력하여 제작한 <DMZ & 

브리지> 두 작품을 상영한다. DMZ를 분단과 냉전이 아닌, 평화•소통•생명의 상징으로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With the special screening programmed with the geographical feature of Camp Greaves DMZ ARTS 
& GREEN GROUND inside the Civilian Control Zone, DMZ Docs aims to look back into the history 
and meaning of DMZ. A documentary series The Korean War You Have Never Seen which Newstapa 
produced after a long time of researching will be screened. Furthermore, DMZ & Bridge, a jointly 
produced film by DMZ Docs and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at Sungkonghoe University, will 
also be exhibited. This special program will provide the audience with the opportunity of having the 
perspective to see DMZ as a symbol of peace, interaction and life, rather than of division or cold war.

일정       

9월 9일 (목) - 16일 (목)

장소       

갤러리 그리브스 상영관

DATE       

Sep 9 (THU) – Sep 16 (THU)
VENUE       

Camp Greaves DMZ ARTS & 
GREEN GROUND Theater

정전협정 발표 이후 68년, 한국 전쟁은 각각 남북을 갈라놓은 이데올로기로 채색된 이미지를 중심으로 

기억되어 왔다.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 3부작>은 미국 국립문서기록청(NARA) 등을 조사하며 

수집한 자료들을 토대로 지금껏 보지 못한 한국전쟁과 분단의 전모를 보여준다. 무자비한 공중 폭격 

작전을 기록한 영상과 증언을 통해 전쟁의 참상을 조명하는 1부 <초토화 폭격>, 물리적인 교전과 함께 

진행된 심리전을 통해 구성된 적과 아군의 이미지를 다룬 2부 <심리전>에 이어, 3부 <판문점>은 전쟁과 

대립 속에서 대화의 창구가 되어온 공간의 역사와 의미를 조명한다.

During 68 years after the announcement of Korean Armistice Agreement, Korean War has been 
remembered as images covered with the ideology that divided Korea into South and North. The 
Korean War You Have Never Seen Trilogy presents the story that we have never observed before, 
with the footage obtained by researching on various archives, such as NARA(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Burn it All Bombing, the first part, sheds light on the ruthless air-bombing 
operations through footage and testimonies. The second part, PsyWar, focuses on the images of 
allies and enemies constructed through psychological warfare that went alongside the physical one. 
Panmunjom, the last part, invites us to think about the history and meanings of the space that worked 
as a channel for conversations amidst the war and conflicts.

이제는 남북의 경계가 된 강. 그 강을 잇는 다리는 어떻게 건립되었으며, 어떤 변화를 거쳤을까. 

이 작품은 미군이 한국전쟁 당시 촬영한 민통선 지역에 놓인 다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자료 영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한다. 민통선의 다리를 연결과 소통의 상징으로 재조명 하면서, 진정한 평화의 

의미와 방향을 질문한다.

A river is dividing Korea into South and North, as a boundary between the two. How had the bridge 
that connects both sides of the river been constructed, and what changes did it go through? This 
film contains the footage filmed by American Forces in the period of Korean War, and it reorganizes 
the videos that show the history of bridges installed around the Civilian Control Zone, with a new 
perspective. By re-analyzing the bridges in Civilian Control Zone as a symbol of connection and 
interaction, the film will question the real meaning of peace and the direction it should seek.

임진각평화누리공원, 임진각평화곤돌라, 갤러리 그리브스 상영관을 포함한 파주시 소재 DMZ 일대를 

탐방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영화제 참가자들을 위해 운영할 계획이다.

※ 탐방장소와 셔틀버스 운영 상세안내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별도 공지 예정

A complimentary shuttle service will be provided to the festival attendees. The bus will drive around 
the DMZ area in Paju city, stopping by various spots including Imjingak Pyeonghwa Nuri Park, DMZ 
Gondola and Camp Greaves DMZ ARTS & GREEN GROUND Theater.
※ Specific locations and details of the shuttle will be announced soon, in accordance with the latest 
COVID-19 policy.

DMZ Documentary RoadDMZ다큐로드 특별상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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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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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올레드HD모니터 책임 김정원

The MBL Company

강연경

윤희문

PHOS(포스)

최우창

황재성

강민수

SIMA Studios Virginia PITTARO

UNESCO APCEIU 이지홍

YMCA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김태연

경기도교육청 심은영

경기아트센터 조연주

경기콘텐츠진흥원 박상은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오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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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컨벤션뷰로 이상열

광명청소년미디어센터 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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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김지하

그림아트 지덕환

녹색병원

임상혁

이종훈

정창욱

더웍스

김은신

황대현

우혜정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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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햇살아이쿱 김미연

두성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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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렉텐글 전진우

(주)뮤직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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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노엔터테인먼트 윤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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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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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김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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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산업과

최태하

이승훈

정란미

김경하

미디액트

김명준

장은경

김세영

박민호

미러앤스토리 감병석

바심픽쳐스 이미진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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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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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김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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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 부천지점 황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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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주

이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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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미디어 이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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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중학교 양철진

스튜디오 보난자 김진우

시네마6411 최낙용

시네마달 진솔아

씨네21 배동미

씨네몽땅

씨앤투어 김동규

㈜ 씨투아테크놀러지

곽동엽

김남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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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발전재단

조남철

조은혜

정은지

김진영

앨리캣

남유경

서유진

함지혜

엑세스아이씨티 서재두

엣나인필름 박혜진

여명808 장필재

영화사 진진

정태원

김재용

오지필름 김주미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김신년

의정부미디어센터 이상우

의정부음악도서관 노미라, 김재원

인디그라운드

인디스토리 이걸로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김영신

조영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

계명국

김사희

전국영화교육연구회 김석목

전남교육정책연구소 강에스더

주한벨기에대사관 이대한

진미디어 이진희

찬란

엄혜림

윤연옥

카카오임팩트

이경은

정연주

커넥트닷

김정권

김승조

신형준

이슬비

케코아 팩토리

이동걸

권혜라

키노라이츠

양준영

강해인

홍성빈

파주임진각평화곤돌라 정현석

페리에 나은주

포스트핀 권소연

포트레이트스탠다드 김재민

㈜플래닝랩스

오종호

서윤채

필름다빈 문입생

필앤플랜 조계영

한국다큐멘터리학회 김시우

한국영상자료원 오성지

현장을지키는카메라에게힘을 집
행위원회

유흥희

하샛별

호텔 앙띠브 이진형

호텔 카프리 이문규

휴마시스 임강택

김정주

노순택

박마의

신이화

최석원

태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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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Berlin, Seoul Now
Boda Media Group
HA Sinae
lilyyapd@gmail.com

A Cat May Look at a King
CHENG Chih-ming
gimin0306@gmail.com

A River Runs, Turns, Erases, Replaces
Burn The Film
YANG Zhengfan
burnthefilm@gmail.com

A Tale of Old Cities
JO Eunsung
jo7248@gmail.com

a.k.a How to Improve the World
ACC Cinematheque 
KIM Jiha 
jhkim@aci-k.kr

After the Rain
Fan Film studio
Travis FAN
travisfan34@hotmail.com

Anachronic Chronicle: 
A Voyage through Inside-Out Asia
ACC Cinematheque
KIM Jiha 
jhkim@aci-k.kr

As I Want
Filmotor
Michaela CAIJKOVA
michaela@filmotor.com

Ascension
Visit Films
Tarek SHOUKRI
info@visitfilms.com

Back to the Basics
KANG Chaerin
suv1052@naver.com

Beyond the Sight
MOK Yeon-hwa
jazzchic@naver.com

Beyond the Visible - Hilma af Klint
Mano Entertainment
YOON Yejin
manoent@manoent.com

Black Canvas
Shirin EKHLASI
shirin.ekhlase@gmail.com

Boundary: Flaming Feminist Action
YUN Gahyun
hyoniyam@gmail.com

Bulletproof
Todd CHANDLER
toddchandler@gmail.com

Burning Flower
Bigfish Media
KIM Sun-young
guiny00@naver.com

Captains of Zaatari
Dogwoof
Luke BRAWLEY
luke@dogwoof.com

Chantal+Pedro
Portugal Film - Portuguese Film Agency
Luís LEMOS
pf@portugalfilm.org

Colors of Tobi
Wide
Davide SORIENTE
festivals@widemanagement.com

Coming to You
Atnine Film Co.Ltd
KIM Seoyeon
seoyeonkim@at9film.com

Container for Courage
SONG Jihyun
thdwlgus0524@naver.com

Corydoras
Cinema Dal
JIN Solah
sol@cinemadal.com

Dance for Life
Voyage Studios
Chuck GUTIERREZ
cgutierrez@voyagefilm.com

Dandelion for Industry
Ulsan Community Media Foundation
KIM Shin-nyeon
newyear@kcmf.or.kr

Days of Love
SU Yueqin
17429609@life.hkbu.edu.hk

Dea
Thy Lab
Alberto GEROSA
albertogerosa@gmail.com

Dialogue of Shadows
Portugal Film - Portuguese Film Agency
Luís LEMOS
pf@portugalfilm.org

Discrimination
Iskra21
KIM Jiwoon
jioon@hanmail.net

Double Layered Town / Making a Song to 
Replace Our Positions
ARTicle Films
Emi UEYAMA
emi@articlefilms.com

Edna
Taskovski Films Ltd
Petar MITRIC
fest@taskovskifilms.com

Face-to-Face
CHOI Young-Min
123minne@hanmail.net

Fellinopolis
Wide
Davide SORIENTE
festivals@widemanagement.com

Print Sources필름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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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age, Engines and Men
Petit à Petit Production
Joséphine ONADO
info@petitapetitproduction.com

Gingja
PARK Cheolhwan
bakcheolhwan@naver.com

Gunda
Jinjin Pictures
JUNG Taewon
tw@jinjinpic.co.kr

Hak Kyung
Film Dabin
BAEK Dabin
film_dabin@daum.net

Happyhappy Divorceparty
Film Dabin
BAEK Dabin
film_dabin@daum.net

Hidden Scars: The Great Kanto Earthquake 
Korean Massacre, A Documentary
OH Choongkong
chkong55@gmail.com

Holy Bread
Eli Image
Mina ALIKHANI
eliimage18@gmail.com

Homo Quasi Novus
Eurythmia
PAIK Jongkwan
tubisto@hanmail.net

I am More
LEE Ilha
exposedfilm2000@gmail.com

I Smell Wedding Bells
HONG Minki
kmes424@gmail.com

If You See Her, Say Hello
Factory Gate Film
Elaine CHENG
chengyingli@gongchangdamen.com

In the Sky Where Seasons Pass By
KO Hanbul
jokoh123@naver.com

Irradiated
Playtime
Lucile RIBUE
lucile@playtime.group

Just a Movement
CBA
François RAPAILLE
promo@cbadoc.be

K-Classics Generation
Media Res
Frederic DECOUX
fd@mediares.be

Keep Rolling
Golden Scene Company Limited
Pearl CHEUNG
pearl@goldenscene.com

Keep Running
Fortissimo Films
Jane YAO
jane@fortissimofilms.com

Land and Housing
Cinema Dal
JIN Solah
sol@cinemadal.com

Land of the Face
Cinema Dal
JIN Solah
sol@cinemadal.com

Last Days at Sea
Syndicado Film Sales
Jasmina VIGNJEVIC
dmin@syndicado.com

Life Goes on
JANG Minkyung
redbigbean@gmail.com

Life in Common
Diogo PEREIRA
diogo_filipe_pereira@hotmail.com

Like a Student
LIM Chaemin
annie627@naver.com

Log in Belgium
Atnine Film Co.Ltd
KIM Seoyeon
seoyeonkim@at9film.com

London Orbital
Illuminations
John WYVER
john@illuminationsmedia.co.uk

Lost Course
Golden Scene Company Limited
Pearl CHEUNG
pearl@goldenscene.com

Madame Lien’s Factory
Varan Vietnam
Chloé HUITRIC
communication@ateliersvaran.com

Mam Mam Mia
LEE Yong-gil
yonggiepl@naver.com

Mao’s Ice Cream
Brindusa Ioana NASTASA
contact.brindusa@gmail.com

May•JEJU•Day
KIAFA AniSEED
AN Jihye
kaniseed@kiafa.org

Mayday
YOUN Hee-young
youn.mocushura@gmail.com

Print Sources필름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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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ody
Indiestory Inc.
KIM Inhe
inhekim.work@gmail.com

Mirror, Mirror
Tong WANG
twang032016@163.com

Miryang Arirang - Legend of Miryang 2
Cinema Dal
JIN Solah
sol@cinemadal.com

Ms. Ryan, The ‘Ama’ Diver
Sakura Slaes
sakura-sales@sakuraeiga.com

My Grandmother is an Egg
CHANG Wuching
acochangart@gmail.com

My Vietnam
Cordula LANDT
cordula.landt@filmakademie.de

My Voice My Music
CHAN Yawen 
164625169@qq.com

Night Shot
Compañía de Cine
Paulina PORTELA
paulina@companiadecine.com

Notturno
The Match Factory
Lora BETSINSKA
festivals@matchfactory.de

Nowhere to Go
LEE Minho
g_kr_lmh@naver.com

On Memory
Potocol
Jeremy CHUA
jeremy@potocol.co
 

One Hour
The Museum of Fine Arts, Houston 
Tracy STEPHENSON
tstephenson@mfah.org

Oshika-Winds of Change
KIM Myoung-yoon
myungyoon2@gmail.com

Our Home
LEE Oh-eun
mementoelee@gmail.com

Pallae: Womanhood Story
PARK Sohyun
cinest98@gmail.com

PAN MUN JOM, You have never seen
Newstapa 
JANG Kwangyun
jangpro@newstapa.org

Paraffin Dream
Post Fin
KWON Soyeon
soyeon@postfin.co.kr

Peninsula Tour
KIM Boyong
voyonk@gmail.com

President
Cinephil
Shoshi KORMAN
Shoshi@Cinephil.com

ReFashioned
Cheeky Monkey Productions
Joanna BOWERS
joanna@cheekymonkeyprods.com

Ride the Wave
MetFilm Sales
Jenny BOHNHOFF
jenny@metfilm.co.uk

Rockfield: The Studio on the Farm
Autlook Filmslaes
Maria RABBE
print@autlookfilms.com

Room without a View
Moving Mountains Films
Roser CORELLA
roser.corella@gmail.com

Round and Around
Peach Present
JANG Minseung
jang.minseung@gmail.com

Sabaya
Dogwoof
Luke BRAWLEY
luke@dogwoof.com

Sad Film
Petr LOM
petrlom@gmail.com

Sasang: The Town on Sand
Cinema Dal
JIN Solah
sol@cinemadal.com

Sewing Sisters
Jinjin Pictures
JUNG Taewon
tw@jinjinpic.co.kr

Singing in the Wilderness
Tian FENG
tianfengproducing@gmail.com

Small Bird and Mr. Pig
Film Dabin
BAEK Dabin
film_dabin@daum.net

So Far, Yet Too Close
CHOI Minkyung
minchoi.projects@gmail.com

So Foul a Sky
Syndicado Film Sales
Jasmina VIGNJEVIC
dmin@syndicado.com

Print Sources필름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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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dier’s Woman
Transversal Films S.A.C.
Roberto Manuel BARBA REBAZA
roberto.barba@transversalfilms.pe

Song Hae b. 1927
Yrots
LEE Ginam
babonoom@hanmail.net

Song of the Poet
PARK Chae-eun
taechoondocu@gmail.com

Soup and Ideology
Yeni IN
inyenis@gmail.com

Space Baedari
LIM Kiwoong
kiwng@hanmail.net

Stratum 2: The Asthenosphere
Parallax Films
Xinchi WANG
wangxinchi@parallaxchina.com

Strike with the Beat
Sai Kyaw KHAING
sainamshai@gmail.com

Swimming Out Till the Sea Turns Blue
MK2 Films
Jacques-Antoine JAGOU
intlfest@mk2.com

Telltale
Jang Wonsuk
Jaangwonsuk@gmail.com

The Bad Man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CHEN Yiju
viewpoint1999@gmail.com

The Fabric
Iman BEHROUZI
iman_behrouzi@yahoo.com

The First Emperor
HARA Masato
filmxmusic@icloud.com

The Flame
Cineria Films
Gita FARA
gita.fara@gmail.com

The Geshema is Born
Public Service Broadcasting Trust
Malati RAO
malati.rao@gmail.com

The Invisible
PARK Yerin
pyr031217@naver.com

The Last Hope
Ryhana Productions
Raja Shabir Mohd KHAN
rajashabir@gmail.com

The Long Hole
JEONG Yeoreum
summerjeo@gmail.com

The Man Who Paints Water Drops
Miru Pictures
KIM Young
eyewitness@naver.com

The Mani Stone Wall
GUO Hengqi
guohengqi@yeah.net

The Other Hiroshima - 
Korean A-bomb Victims Tell Their Story
PARK Mai
mai.park@gmail.com

The Silhouettes
Cinema Is Incomplete
Jewel MARANAN
jewelmaranan@gmail.com

The Snow Calls
Seven Springs Pictures
Milad KHOSRAVI
miladpwut@yahoo.com

The Still Side
ACC Cinematheque 
KIM Jiha
jhkim@aci-k.kr

The Wheel
Bal Films
Nomin LKHAGVASUREN
nomin_lh@yahoo.com

The World of Mindfulness
Potocol 
Jeremy CHUA
jeremy@potocol.co

They Answer Our Own Gaze
Eurythmia
PAIK Jongkwan
tubisto@hanmail.net

Transform!
PFF General Incorporated Association 
Yuri KUBOTA
yuri.kubota@pff.or.jp

Until the Day of Liberation: Retracing Korean 
Japanese History
Rika SHIN
rikashin711@gmail.com

Ushiku
Thomas ASH
documentingian@gmail.com

When the Dawn Comes
ZHANG Hongjie
j8712124@gmail.com

Writing with Fire
Autlook Filmsales
Maria RABBE
print@autlookfilms.com

Print Sources필름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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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of Films작품색인

기타

#용기내! 134

0-9

1989 베를린, 서울 Now 61, 159

A-Z

K클래식 제너레이션 125, 155

M의 유래 85

ㄱ

강은 흐르고, 굽이치고, 지우고, 

되비춘다
44

감춰진 손톱자국: 관동대지진조선

인학살기록영화
139

거울 102

거의 새로운 인간 65

검은 캔버스 72

게시마: 티벳 여승 이야기 74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66, 159

고양이도 왕을 볼 수 있다 72

공단 민들레 135

공동의 삶 41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99

군다 105, 153

굴레 56

그들은 우리의 응시에 응답한다 103

그때는 그녀에게 안부 전해줘 76

그림자의 대화 123

기억에 관하여 102

긴 복도 77

깅자 114

ㄴ

나의 목소리, 나의 음악 80

내가 원하는 것 89

너무나 멀지만 너무도 가까운 84

너에게 가는 길 111, 153

농몽 82

ㄷ

달려라 소년 40

더블 레이어드 타운 50

데아 93

두 개의 별 37

둥글고 둥글게 131, 156

들랑날랑 혼삿길 76

또 하나의 히로시마-아리랑

의 노래
139

ㄹ

락필드: 스튜디오 온 더 팜 130, 153

런던 순환도로 141

로그 인 벨지움 127, 153

로스트 코스 95

리엔 아주머니의 오래된 조선소 78

리-패션 128

ㅁ

마니석 돌담 54

마오와 아이스크림 78

마음의 세계 103

마이 베트남 42

마지막 희망 77

맘맘미아 136

먼바다까지 헤엄쳐 가기 108

메이•제주•데이 79

메이데이 96

모어 38, 153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68

미싱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118

미얀마의 소년병 89

밀양 아리랑 145, 146

ㅂ

바다에서 마지막 날들 52

바운더리 62

반도투어 141, 146

방탄학교 90

변신! 101

봉명주공 115

불타는 숲 53

빨래 82

ㅅ

사바야 98

사상 117

산 23-1, X 81

새드 필름 83

샹탈 애커만+페드로 코스타 123

선율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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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스러운 빵 51

세월 63

송해 1927 132

수프와 이데올로기 34, 48

숨은지혜찾기 84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쏘다 59

스트라툼 2 100

스틸 사이드 143

시대착오적 연대기: 아시아 안팎

의 항해
143

실루엣 55

ㅇ

아주 오래된 미래도시 70

아치의 노래, 정태춘 120

야상곡 107

어둠을 바라보는 법 97

어떤 사랑에 관한 기억 73

얼굴들 113

얼굴의 땅 145

없는 존재 135

에드나 94

여명을 기다리며 58

영화감독 노동주 110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 69

우리과 오지마세요 134

우리집 81

우시쿠 57

자타리의 축구 선수들 91

작은새와 돼지씨 119

잿빛 하늘 아래에서 46

저스트 어 무브먼트 39

저항의 드럼소리 85

정비소, 엔진 그리고 사람들 104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법 143

중국몽 87

ㅊ

차별 64

창문 없는 방 45

창밖에는 눈이 쌓이고 83

초국지소지천황 141

춤, 생명을 위하여 73

ㅋ

코리도라스 112

ㅌ

토비의 선택 92

ㅍ

파도 위의 소년 129

판문점 116

패브릭 74

페루의 위안부 47

선율 79

펠리노폴리스 124

프레지던트 43

피폭의 연대 106

ㅎ

학경 75

학생이 행복한 도시: Like a 
Student

136

한 시간 141

한창나이 선녀님 63

할머니=달걀 80

해녀 양씨 139

해방의 그 날까지-재일조선인
의 발자취

139

해피해피 이혼파티 75

허안화: 행복한 영화 126

힐마 아프 클린트-미래를  
위한 그림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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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Berlin, Seoul Now 61, 162

A

After the Rain 37

a.k.a How to Improve the World 143

Anachronic Chronicles: Voyages 
Inside/Out Asia

143

As I Want 88

Ascension 87

B

Back to the Basics 134

The Bad Man 89

Beyond the Sight 110

Beyond the Visible - Hilma af 
Klint

122

Black Canvas 72

Boundary: Flaming Feminist 
Action

62

Bulletproof 90

Burning Flower 63

C

Captains of Zaatari 91

A Cat May Look at a King 72

Chantal+Pedro 123

Colors of Tobi 92

Coming to You 111, 154

Container for Courage 134

Corydoras 112

D

Dance for Life 73

Dandelion for Industry 135

Days of Love 73

Dea 93

Dialogue of Shadows 123

Discrimination 64

Double Layered Town / Making a 
Song to Replace Our Positions

50

E

Edna 94

F

The Fabric 74

Face-to-Face 113

Fellinopolis 124

The First Emperor 141

The Flame 53

G

Garage, Engines and Men 104

The Geshema is Born 74

Gingja 114

Gunda 105, 154

H

Hak Kyung 75

Happyhappy Divorceparty 75

Hidden Scars: The Great Kanto 
Earthquake Korean Massacre, A 
Documentary

139

Holy Bread 51

Homo Quasi Novus 65

I

I am More 38, 154

I Smell Wedding Bells 76

If You See Her, Say Hello 76

In the Sky Where Seasons Pass 
By 

66, 162

The Invisible 135

Irradiated 106

J

Just a Movement 39

K

K-Classics Generation 125

Keep Rolling 126

Keep Running 40

L

Land and Housing 115

Land of the Face 145

Last Days at Sea 52

The Last Hope 77

Life Goes on 67

Life in Common 41

Like a Student 136



185184

Index of Films작품색인

Log in Belgium 127, 154

London Orbital 141

The Long Hole 77

Lost Course 95

M

Madame Lien’s Factory 78

Mam Mam Mia 136

The Man Who Paints Water 
Drops

68

The Mani Stone Wall 54

Mao's Ice Cream 78

May•JEJU•Day 79

Mayday 96

The Melody 79

Mirror, Mirror 102

Miryang Arirang - Legend of 
Miryang 2

145, 147

Ms. Ryan, The 'Ama' Diver 139

My Grandmother is an Egg 80

My Vietnam 42

My Voice My Music 80

N

Night Shot 97

Notturno 107

Nowhere to Go 81

O

On Memory 102

One Hour 141

Oshika-Winds of Change 69

The Other Hiroshima - Korean 
A-bomb Victims Tell Their Story

139

Our Home 81

P

Pallae: Womanhood Story 82

PAN MUN JOM, You have never 
seen

116

Paraffin Dream 82

Peninsula Tour 141

President 43

R

ReFashioned 128

Ride the Wave 129

River Runs, Turns, Erases, 
Replaces

44

Rockfield: The Studio on the 
Farm

130

Room without a View 45

Round and Around 131

S

Sabaya 98

Sad Film 83

Sasang: The Town on Sand 117

Sewing Sisters 118

The Silhouettes 55

Singing in the Wilderness 99

Small Bird and Mr. Pig 119

The Snow Calls 83

So Far, Yet Too Close 84

So Foul a Sky 46

Soldier's Woman 47

Song Hae b. 1927 132, 154

Song of the Poet 120

Soup and Ideology 34, 48

Space Baedari 84

The Still Side 143

Stratum 2: The Asthenosphere 100

Strike with the Beat 85

Swimming Out Till the Sea Turns 
Blue

108

T

A Tale of Old Cities 70

Telltale 85

They Answer Our Own Gaze 103

Transform! 101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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