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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 맵

임진각 망배단 앞 특설무대

운영

개막작

주관방송사

영화제 홈페이지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당일 선착순 입장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감독 박소현, 2019, 105분)
OBS 경인 TV

Outdoor stage at Imjingak (in front of Mangbaedan)

DMZ-POV

DMZ인더스트리

장소

*포토월 및 사전행사 18:30

Venue

Youth Film Showcase

DMZ-POV: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9월 20(금) 19:00

Korean Docs Showcase

DMZ Open Cinema

청소년 섹션

일시

Sep 20 (FRI) 19:00

DMZ Special Focus: 50 Voices of Korean Documentary

DMZ 오픈시네마

The opening ceremony will be held in Paju City, near demilitarized

Date

DMZ Vision: Inter-Korea

특별전: 한국다큐멘터리 50개의 시선

개최되는 공식 개막행사

Shorts Competition
Global Vision

한국다큐쇼케이스

11회를 맞아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고자 민통선을 벗어나 파주에서

zone to celebrate the 11th festival with much more citizens

Ticket & Theater Information

28
30

1. 개막식
Opening Ceremony

Festival Map

Description
Opening Film

Hosting Broadcasting Station

2. 폐막식
Closing Ceremony

*Photo Shoot & Pre-Event 18:30

Free of charge, First-come-first-served

(only for applicants who apply for the official website)
Let’s Peace! (PARK Sohyun, 2019, 105min)
OBS Gyeongin TV

영화제 전 일정을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공식 폐막행사 및 시상식
The official closing and award ceremony for recalling the entire
festival
일시

9월 27일(금) 19:00

운영

폐막식 당일 선착순 입장(무료)

장소
폐막작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수상작 상영

Date

Sep 27 (FRI) 19:00

Description

Free of charge, First-come-first-served

Venue

Closing

8

메가박스 일산 벨라시타 105호

Megabox Ilsan Bella Citta 105
A Winner of Awards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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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1. 가격 안내

1. Price

구분

개막식
폐막식

일반상영

가격 및 운영 방법

영화제 홈페이지 사전신청자에 한해서
당일 선착순 입장 가능

폐막식 당일 선착순 무료

상영관

임진각 망배단 앞 특설무대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 105호

5,000원

메가박스 백석/일산벨라시타,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Type

Opening Ceremony
Closing Ceremony

General Screening

Price

Venue

(Reservation is required)

(in front of Mangbaedan)

Free admission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Free admission on a first-come-first-served basis
5,000 KRW

*Free Event Information

*무료 행사 안내
행사

장소

DMZ플레이스

일산 벨라시타 야외 잔디광장

DMZ-POV

일산 벨라시타,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DMZ 임진각 오픈시네마

파주 임진강역 야외 특설무대

Venue

DMZ Place

2. 할인 안내
대상

가격

내용

KEB하나카드

2,500원

하나카드 결제 시 영화제 기간 중 50% 할인

고양/파주시민
청소년

장애인/국가유공자
군인

경로할인(만 60세 이상)
티켓교환권

2,500원

고양/파주시민 50%할인

2,500원

19세 이하 청소년 50% 할인

2,500원

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50% 할인

1,000원

휴가증 지참 시 동반 1인 할인적용

무료

신분증 지참 시

무료

Grass square of Ilsan Bella Citta

*티켓뒷면 유효(교환)기간 확인
다큐패스

15,000원 (학생)
20,000원 (일반)

2019년 9월21일(토)—27일(금)
배지 발급

*배지 안내 참고

• 해당 신분 증명 가능한 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시에만 할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예매 및 중복 할인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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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door Stage across from Imjingang Station in Paju

Target

Price

Description

KEB Hana Card

2,500 KRW

During the festival. Possible to have a Hana credit card.

Goyang/Paju citizens
Youth

Disabled/National Merit
Military
Senior

Ticket Voucher

2,500 KRW
2,500 KRW
2,500 KRW
1,000 KRW
Free
Free

Discount for Goyang/Paju citizens with a valid ID
50% discount for under 19 years old
Persons with valid ID

Accompanied 1 person at a discount rate
Over 60 years old with a valid ID

Available only for the General Screening.

*Ticket to be exchanged only for the same day’s screening.
Checking the Expiry date,

일반 상영작만 관람가능

*영화 상영 당일 현장에서 티켓 교환 가능 (인터넷예매불가)

Megabox Baekseok & Ilsan Bella

Ilsan Bella Citta, Lotte Cinema Paju Oulets

DMZ Imjingak Open Cinema

2. Discount

Megabox Ilsan Bella Citta 105

Citta, Lotte Cinema Paju Outlets

Event

DMZ-POV

Outdoor stage at Injingak

DocuPass

15,000 KRW
(Student)

20,000 KRW

*Online reservation is unavailable
Issued Badge

*Please refer Badge Information

(General)

• Discount will be given only when valid ID card or other official document is presented.
• Discount will be given only at on-site box office.
• Discounts cannot be du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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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매 안내
온라인 예매

3. Reservation

예매방법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www.dmzdocs.com 방문

결제수단

신용/체크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예매기간
수령방법

On-line Reservation

9월 10일(화) 11:00 — 9월 27일(금) 24:00 (당일 상영작 온라인 예매 불가)
각 상영관 티켓부스에서 예매번호(SMS) 혹은 모바일 예매내역서 확인 후 발권

현장 예매 (현장매표소)
상영관

운영기간

운영시간

결제수단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9월 21일(토) — 9월 25일(수)

마지막 상영 시간

다큐패스

메가박스 백석/일산벨라시타

9월 21일(토) — 9월 27일(금)

09:30 —

15분 뒤까지

예매 유의사항

• 한 영화당(1회) 1인 4매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온라인, 현장 동일)

현금, 신용/체크카드, 티켓교환권,

Reservation

www.dmzdocs.com

Payment

*Same day ticket purchases cannot be made online.

Sep 10 (TUE) 11:00 — Sep 27 (FRI) 24:00

Period

Credit/debit card, mobile payment

Tickets may be picked up after the reservation number (SMS) reservation number or mobile

Pick-up

reservation confirmation page) has been confirmed at the on-site box office.

On-site Reservation
Venue

Megabox Baekseok
/Ilsan bella citta

Lotte Cinema Paju Outlets

Period

Sep 21 (SAT) — Sep 27 (FRI)
Sep 21 (SAT) — Sep 25 (WED)

• 휴대폰 번호,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이용한 티켓 수령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예매 시, 모바일 전용 티켓으로 종이티켓 발권 없이 입장 가능합니다.

• 온라인 매진작일 경우 일부 좌석 상영 당일 현장매표소에서 선착순 판매합니다.

• 개인사정에 의한 티켓 재발권 및 취소는 불가 합니다. (분실, 훼손, 시간 착오 등)

4. 배지 안내

9월21일(토) — 9월 27일(금) 10:00 ─ 19:00 (단, 27일은 15:00까지)

배지 혜택

영화제 기간 1일 4매 티켓 발권(1회차 당 1인 1매)

유의사항

Payment

15minutes after

Voucher, DocuPass

09:30 —

the start of the

Cash, Credit/debit card, Ticket

last screening

Reservation Notice

• You can reserve up to 4 tickets per movie.

• You can not issue a ticket using your personal information.

• If you make an online reservation, you can enter with a mobile ticket without having to issue a paper ticket.

수령 기간
수령 장소

Hours

DMZ스퀘어 1층 배지데스크

• 당일 및 익일 일반 상영작에 한해 현장 발권 가능합니다.
• 배지로 발권한 티켓은 취소 및 중복발권이 불가합니다.

•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및 대리 예매가 불가합니다.
• 다큐패스 배지는 현장에서 유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If online tickets are sold out, tickets will be on sales to first comers at the on-site box offices on the
screening date.

• Tickets cannnot be reissued. Please be careful not to misplace or damage your tickets.

4. Badge Information
Period

Sep 21(SAT) — Sep 27 (FRI)

Reservation

Available at the Box office. Must show Badge.

Venue

Note

DMZ Squre Ground Floor Badge Desk

• Tickets can be issued for a total of four times a day, one ticket per screening.

• On-site ticketing for the same day and the next day is possible.(Only general screening)
• Ticket transfer and duplicate ticketing are not allowed.
• Badge cannot be used by other person.
• DocuPass is available on-site for a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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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및 환불 안내

Cancellation & Policy

취소가능일시 영화 상영 시작 1시간 전까지 가능

Cancellation Period

Until 1 hour prior to the start of the

Cancellation Fee

For the day of scheduled screening: KRW

취소수수료

상영 당일 취소 시, 취소수수료 장당 1,000원

• 예매 후 발권 된 티켓은 현장 티켓부스에서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티켓 반드시 지참)

• 티켓 수량/상영작/좌석/결제수단 등의 변경을 위한 취소라도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부분취소는 불가합니다. (3매 중 2매를 취소할 경우, 3매를 모두
취소 후 1매를 다시 예매하여야 합니다.)

• 티켓교환권과 배지로 발권한 티켓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결제수단, 취소 시기, 카드(은행)사, 통신사 등에 따라 환불
소요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영화제 사정에 의해 환불을 공지한 경우, 해당 티켓 소지자에 한해
영화제 기간 동안 티켓부스에서 환불이 가능합니다.
(해당 티켓 반드시 지참)

screening

1,000 per ticket

• Cancellation is not available after the screening starts.
• No refunds or cancellations for personal reasons.
• Partial cancellation or refund is not available.

• Ticket voucher or badge cannot be transfered and/or
refund

• If the screening is cancelled or rescheduled by the

DMZ Docs, 100% refund will be made to ticket holders at
on-site box office.

Theater Information

정시 상영

Theater Admission/Exit

15분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permitted until 15 minutes after the screening starts.

모든 영화 상영은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상영 시작 후

DMZ Docs has on time screening policy. Admission is
• Reservation seat is not guaranteed after the screening

• 단, 상영 후 입장 시 지정좌석 착석 불가

starts.

티켓 소지

모든 관객은 티켓을 소지해야만 상영관 입장 및 영화 관람이

Ticket

•온라인 예매 시, 모바일 전용 티켓으로 종이티켓 발권 없이 입장

• Ticket Voucher and badge holders also need to change to

가능합니다.
가능

•티켓 교환권, 배지 소지자도 반드시 티켓으로 교환 후 상영관

1 메가박스 백석 Megabox Baekseok
고양버스터미널 1층 버스 하차장

Goyang Bus Terminal 1F Bus Stop
2 MVL 호텔 MVL Hotel
MVL호텔 입구

In front of the Main Entrance
3 지지향 게스트하우스 Hotel Jijihyang

proper ticket to enter the theater.
Ratings

등급 엄수

rates.

Admissions may be restricted according to the screening

상영관 입장은 관람등급에 따라 제한됩니다.

•만 48개월 미만 아동과 보호자 동반 시(전체관람가에 한함), 한
좌석에 동반착석 시에만 별도의 관람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티켓 소지와 보호자의 동반 상관없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관람불가(연령조건을 만족하여도 고등학교

• Children under 48 months of age can enter the theater
only when accompanied by a guardian.

• Under 18 are not admitted for R-rated films even they
accompanied with parents or a guardian.

재학생은 관람불가)

Food and Beverages Prohibited

상영관 음식물 반입 제한

into the theater.

For a better screening condition, please do not bring food

쾌적한 영화관람을 위해 음식물 반입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멀티플렉스 상영관은 영화관 매점에서 판매하는 메뉴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 Only the snack which selling in the cinema is allowed in
multiplex theater.

Photography and Recording Prohibited

영화 상영 중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은 불가합니다.

Entrance of underground parking lot, Guesthouse Jijihyang.
4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Lotte Cinema Paju Outlets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버스정류장 (임시주자창 맞은편)

Paju Lotte Premium Outlets Bus Stop (Opposite to the temporary parking lot)

All audiences must have proper ticket to enter the theater.

입장이 가능합니다

14

승차장 Shuttle Bus Stop

지지향 게스트하우스 지하주차장 입구

상영관 운영 수칙

촬영 금지

셔틀버스 Shuttle Bus

Taking photographs and/or video recordings are strictly
prohibited after the screening starts.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일산노선 Iisan Line

MVL 호텔 <-------> 메가박스 백석

MVL Hotel <-------> Megabox Baekseok
운행 일시 Date&Time

9월 21일(토)—9월 27일(금) 7일간, 30분 간격

Sep 21 (SAT)—Sep 27 (FRI) 7days, every 30 minutes.

09:30—23:00(메가박스 백석 발)

09:30—23:00 (Departure Megabox Baekseok)

09:00—22:30 (MVL호텔 발)

쉬는 시간 Break Time

09:00—22:30 (Deperture MVL Hotel)

MVL 호텔 발

Not departure from MVL Hotel

메가박스 백석 발

Not departure from Megabox Baekseok

13:30, 14:00, 20:00, 20:30
13:00, 13:00, 19:30, 20:00

13:30, 14:00, 20:00, 20:30
13:00, 13:00, 19:30, 20:00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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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파주노선 Iisan-Paju Line

메가박스 백석 <-------> 지지향 게스트하우스 <------->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Megabox Baekseok <-------> Hotel Jijihyang <-------> Lotte Cinema Paju Outlets
운행 일시 Date&Time

상영시간표 보는 법 How to Read

상영관

Theater

코드번호 상영시간

CODE Time

상영작 제목 (영문)

Title (ENG)

상영작 제목 / 등급
러닝타임

08:00—19:00 (Departure Megabox Baekseok)

08:00—19:00 (메가박스 백석 발)

Title (KOR) / Rate
Running Time

25(WED) Extended Operationㅡ20:00

25일(수) 연장운행ㅡ20:00

9월 21일(토)—9월 27일(금) 7일간, 30분 간격

Sep 21 (SAT)—Sep 27 (FRI) 7days, every 30 minutes.

25일(수) 연장운행─20:00

25(WED) Extended Operationㅡ20:00

08:30─19:30(지지향 게스트하우스 발) /

08:30—19:30 (Departure Hotel Jijihyang)

08:40—19:40 (Departure Lotte Cinema Paju Outlets)

08:40—19:40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발)

25(WED) Extended Operationㅡ20:40

25일(수) 연장운행ㅡ20:40

메가박스 백석 발:

No departure from Megabox Baekseok:

지지향 게스트하우스 발:

No departure from Hotel Jijihyang:

13:00, 13:30

13:00, 13:30

13:30, 14:00

13:30, 14:00

No departure from Lotte Cinema Paju Outlets: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발:

13:40, 14:10

13:40, 14:10

*셔틀버스 상세정보는 영화제 홈페이지(www.dmzdocs.com) 참고
운영일정은 도로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Please check our official website (www.dmzdocs.com) for more details.

The interval and duration of shuttles are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traffic condition.
*셔틀버스 문의 : 031-936-7402

Inquiry about Shuttles: 031-936-7402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Q&A
WB

등급 Ratings

Ⓖ 모든 관객이 관람할 수 있는 등급

General

⑮

Over 15 admitted

⑫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등급
⑱ 18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등급

가치봄 Withbomm

*관객과의 대화는 게스트 스케줄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음.

Over 12 admitted
Over 18 admitted

WP

세계 최초 상영

World Premiere

AP

아시아 최초 상영

Asian Premiere

IP

관객과의 대화 Guest Q&A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등급

KP

해외 최초 상영
한국 최초 상영

International Premiere
Korean Premiere

*Guest Q&A schedules can be changed without prior notice
depending on guests’ schedules

상영관 Theater

MB1

메가박스 백석 1관

Megabox Baekseok 1

MB2

메가박스 백석 2관

Megabox Baekseok 2

MB3

메가박스 백석 3관

Megabox Baekseok 3

MB7

메가박스 백석 7관

Megabox Baekseok 7

MBC4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 4관

Megabox Baekseok Comfort 4

MBC6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 6관

Megabox Baekseok Comfort 6

MIB102

메가박스

Megabox Ilsan Bella Citta 102

일산벨라시타 102호
MIB103

메가박스

Megabox Ilsan Bella Citta 103

일산벨라시타 103호
MIB105

메가박스

Megabox Ilsan Bella Citta 105

일산벨라시타 105호
LPO4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4관

Lotte Cinema Paju Outlets 4

LPO5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5관

Lotte Cinema Paju Outlets 5

LPO6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6관

Lotte Cinema Paju Outlets 6

LPO7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7관

Lotte Cinema Paju Outlets 7

BO

벨라시타 야외상영

Bella Citta Outdoor Screenings

IO

임진각 야외상영

Injingak Outdoor Screenings

자막코드 Subtitle
N

비영어대사 + 영어자막 없음

K

한국어대사 + 영어자막 없음

ND

Non-ENG Dialogues + No ENG Sub

Screening Schedule

상영시간표

쉬는 시간 Break Time

16

상영시간표 가이드 Screening Schedule Guide

KOR Dialogue + No ENG Sub
대사 없음

No Dialogue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모든 상영작에는 다음과 같이 자막이
제공됩니다.

1. 영어대사 한글자막 제공

2. 한국어대사 영어자막 제공

3. 기타언어대사 한글자막과 영어자막 동시제공
Unless following code is marked, all films will have
subtitle as follow.

1. Korean subtitle for English language films
2. English subtitle for Korean language films

3. Korean & English subtitle for other Language films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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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

BO

LPO7
(175)

LPO6
(161)

MIB105
(209)

MIB103
(129)

MIB102
(129)

MBC6
(105)

MB7
(154)

MB3
(154)

MB2
(154)

11:30

11:00

130min

11:30

16:30

16:30

17:30

14:00

14:30

125min

Reset

97min TALK

78min

결혼 이야기 Ⓖ

135min Q&A
71min

19:30

20:30

20:30

232 20:00-21:35

20:00

20:00

19:00

62min

No One is Grasshopper

베짱이는 없다 Ⓖ

239 20:30-21:32

41min

The Pioneer of Lebanese Cinema

22:00

22:00

22:00

22:30

22:30

22:30

23:00

23:00

23:00

101min

My Name Is KIM Bok-dong

특별상영 : 김복동 ⑫

238 20:00-21:41

91min

The Biggest Little Farm

위대한 작은 농장 ⑮

237 20:00-21:31

108min Q&A

Finally Endless + Over the Arirang Pass - Zainichi Korean Music Today

부당, 쓰러지지 않는 +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 자이니치 코리안 음악

DMZ비전 Ⓖ

231 19:30-21:18

86min

Global Vision Shorts 1

글로벌비전 단편1 ⑫

96min

230 19:30-20:56
Tribute Screening : Jocelyne Sabb,

21:30

21:30

21:30

This Changes Everything

우먼 인 할리우드 Ⓖ

236 20:00-21:36

105min Q&A

Let's Peace!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

235 20:00-21:45

97min

Freedom Fields

조슬린 사브, 레바논 영화의 개척자 Ⓖ

헌정상영:

72min

Hasina: A Daughter's Tale

하시나: 방글라데시의 딸 Ⓖ

229 18:30-19:42

21:00

21:00

21:00

꿈의 구장: 리비아 여성축구대표팀 Ⓖ

20:30
234 20:00-21:37

20:00

115min

Prison Friends

옥우 ⑫

233 20:00-21:55

For Sama

228 17:30-18:11

The Story of Korean in Postwar Japan: Zainichi
102min
An Echo at the Edge

War of Art

전후재일 50년사 - 재일 역사편 N
The Most Beautiful Moment of War +

평양, 예술의 기술

DMZ비전 ⑮
전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 저 끝 가장자리 메아리

DMZ비전 Ⓖ

221 15:30-17:45

102min

A Marriage Story

214 12:50-14:32

94min

Island of the Hungry Ghosts

굶주린 귀신들의 섬 Ⓖ

75min

207 10:30-11:41
DMZ비전 ⑮

Global Vision Shorts 2

글로벌비전 단편2 ⑫

204 10:00-11:18

Mallory

말로리의 수난 ⑫

209 11:00-12:37

91min Q&A

Dreaming in the Red Light
125min Q&A

223 16:20-17:46
About Love

73min Q&A

A Is for Agustin

A는 아구스틴의 A Ⓖ

227 17:30-18:43

84min

Be My Baby

216 13:30-15:01

블론디의 선택 ⑮

102min Q&A

Fear Not

18:30

3억분의1: 난임부부 다이어리 ⑫

18:00
226 17:30-18:54

17:30

두려워하지 마라 Ⓖ

222 16:30-18:12

17:00

88min Q&A

추모상영 : 안녕, 미누 Ⓖ

Many Undulating Things

220 15:00-16:42

100min Q&A

143 Sahara Street

143 사하라 스트리트 Ⓖ

218 14:30-16:10

86min

Global Vision Shorts 1

글로벌비전 단편1 ⑫

219 15:00-16:26

15:00

19:30

19:30

95min

19:00

19:00

100min

18:30

18:30

사마에게 Ⓖ

18:00

18:00

파리 오페라 발레단 Ⓖ

224 17:00-18:50

17:00

203 10:00-12:05

212 12:30-14:04

16:00

16:00

17:30

Commemorial Screening: Coming to You, Minu

15:30

15:30

17:00

The Lights on the Road

길 위의 빛들 Ⓖ

사랑에 관하여 Ⓖ

110min Q&A

75min Q&A

일렁이는 도시 Ⓖ

15:00

16:30

225 17:00-18:28

Self Portrait: Windows in 47 KM

Pioneer of Lebanese Cinema

LAPÜ

14:30

16:00

Opening Ceremony + Opening Film Let’s Peace! 165min

개막식+개막작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001 19:00-21:45

217 14:00-16:05

자화상: 47km 마을의 창 Ⓖ

215 13:00-14:50

210 12:00-13:15

72min

Underground

언더그라운드 Ⓖ

13:00

13:30

159min Q&A

211 12:30-13:42

12:30

14:00

100min

Docs EDU 8 Ⓖ

15:30

108 14:50-16:30

15:00

Youth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Uijeongbu

라푸 ⑮

12:00

Tribute Screening : Jocelyne Sabb, The

41min

13:30

Docs EDU 7 Ⓖ

100min

Docs EDU 6 Ⓖ

106 13:50-15:30

100min

Docs EDU 5 Ⓖ

105 13:50-15:30

100min

Docs EDU 4 Ⓖ

14:30

104 13:50-15:30

14:00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의정부 Ⓖ

헌정상영: 조슬린 사브, 레바논 영화의 개척자 Ⓖ

202 10:00-10:41

75min

Boy's Room

소년의 방 Ⓖ

206 10:30-11:45

Korean Docs Showcase Shorts 1

한국다큐쇼케이스 단편1 ⑫
88min

13:00

13:30

213 12:50-16:00

Multiculture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다문화청소년다큐제작교실 Ⓖ

208 11:00-13:10

63min Q&A

Gyoha/Gwangmyeong

Youth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교하/광명 Ⓖ

205 10:30-12:03

11:00

100min

Docs EDU 2 Ⓖ

10:30

12:30

13:00

100min

12:00

12:30

107 13:50-15:30

Docs EDU 3 Ⓖ
102 10:30-12:10

10:30

12:00

100min

11:30

103 10:50-12:30

100min

Docs EDU 1 Ⓖ

11:00

101 10:30-12:10

201 10:00-11:28

10:00

10:00

9. 21. SAT

LPO7
(175)

LPO6
(161)

LPO5
(293)

MBC4
(275)

MB3
(154)

MB2
(154)

10:30

Screening Schedule

MB1
(226)

10:00

9. 20. FRI

상영시간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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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IO

BO

LPO7
(175)

LPO6
(161)

MIB105
(209)

MIB103
(129)

MIB102
(129)

MBC6
(275)

MB7
(154)

MB3
(154)

11:00

11:30

12:00

12:30

107min Q&A

Father

메이킹 웨이브: 영화 사운드의 예술 Ⓖ

309 11:00-12:34

The Tree House

94min TALK

78min

Global Vision Shorts 3

글로벌비전 단편3 ⑫

308 10:00-11:18

120min

89min Q&A

84min

Out of Breath + Tale of One or Many Mountains

숨을 내쉬며 +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산 이야기

DMZ비전 Ⓖ

312 12:30-13:54

90min

Face North Korea 2

북한을 마주보다 2

316 13:00-14:30

Making Waves: The Art of Cinematic Sound

Face North Korea 1

북한을 마주보다 1

307 10:00-12:00

95min Q&A

72min Q&A

Underground

언더그라운드 Ⓖ

320 15:15-16:27

120min

Face North Korea 3

북한을 마주보다 3

319 15:00-17:00

84min

트리 하우스 Ⓖ

The Couple is Not the Same Birds

원앙새는 없다 Ⓖ

My Empire Dream

제국을 꿈꾸며 Ⓖ

325 16:00-17:24

88min Q&A

Kabul, City in the Wind

카불, 바람에 흔들리는 도시 Ⓖ

315 13:00-14:29

88min

Copper Notes of a Wish

고철더미에서 피는 꿈 Ⓖ

323 15:30-16:58

45min Q&A

306 10:00-11:35

115min

It Must Schwing - The Blue Note Story

슈윙! 블루 노트 레코드 스토리 Ⓖ

314 13:00-14:28

59min Q&A

청소년섹션2 Ⓖ
Youth Film Showcase 2

64min Q&A

97min

Shooting the Mafia

슈팅 마피아 ⑮

343 21:00-22:37

90min

Amazing Grace

어메이징 그레이스 Ⓖ

Freedom Fields
78min

121min

Women Issue

Shusenjo: The Main Battleground of Comfort

특별 상영: 주전장 Ⓖ

338 20:00-22:01

82min

A Tuba to Cuba

프리저베이션 홀 재즈 밴드 Ⓖ

337 20:00-21:22

97min

꿈의 구장: 리비아 여성축구대표팀 Ⓖ
Forman vs. Forman

포만 vs. 포만 Ⓖ

336 20:00-21:37

90min

Notes for a Heist Film

The Couple is Not the Same Birds

케이퍼 무비 제작설명서 Ⓖ

Diego Maradona

디에고 마라도나 Ⓖ

342 21:00-22:30

42min TALK

Made In China - Intention SPINOFF#1

340 20:30-22:00
89min

22:30

메이드 인 차이나 - 그날, 바다 SPINOFF #1 ⑮

335 20:00-22:10

130min

78min

331 18:00-19:29
원앙새는 없다 Ⓖ

89min Q&A

The Tree Remembers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기억한다 Ⓖ

332 18:15-19:44

60min Q&A

Tenzo

전좌-후쿠시마의 승려 Ⓖ

333 18:30-19:30

22:00

Forman vs. Forman

포만 vs. 포만 Ⓖ

21:30

341 21:00-22:18

339 20:30-21:12

87min Q&A

327 17:45-19:03

75min Q&A

Bamboo Theatre

대나무로 엮은 경극장 Ⓖ

326 17:15-18:30

87min

인류세:인간의 시대 Ⓖ

Anthropocene: The Human Epoch

철규 Ⓖ

21:00

The Wandering Chef

원더링쉐프 Ⓖ

20:30

334 20:00-21:27

20:00

Chul-kyu

19:30

330 18:00-19:27

95min Q&A

19:00

322 15:30-16:34

70min Q&A

Nocturne

Something to Talk About

녹턴 Ⓖ

70min
329 18:00-19:35

73min

Yukiko

유키코 ⑮

18:30

328 18:00-19:10

18:00

321 15:30-16:40
숨⑮

17:30

Korean Docs Showcase Shorts 2

Youth Film Showcase 1

73min Q&A

305 10:00-11:55

81min Q&A

17:00

한국다큐쇼케이스 단편2 ⑫

16:30

324 16:00-17:13

16:00

318 15:00-15:45

청소년섹션1 Ⓖ

Face the Music

15:30

311 12:30-13:29

98min Q&A

Ninety One: 세상에 맞서다 ⑫

304 10:00-11:13

65min

15:00

Goyang/Gyeongcheong/Bundang

희몽인생: 아버지와 아들 Ⓖ

Weather, There

그곳, 날씨는 ⑫

310 12:00-13:38

303 10:00-11:05

14:30

Youth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Shadow Flowers

92min

Mao Mao Cool

그림자꽃 ⑫

14:00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고양/경청/분당 Ⓖ

13:30
317 13:20-15:11

302 12:30-14:17

13:00

마오 마오 쿨 초등학교의 기말고사 Ⓖ

313 10:00-11:32

130min Q&A

Youth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Goriwool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고리울 Ⓖ

10:30

301 10:00-12:40

10:00

Screening Schedule

MB2
(154)

9. 22. SUN

상영시간표

20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21

23:00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10:00

LPO5
(293)

LPO4
(185)

MIB103
(129)

MIB102
(129)

MBC6
(105)

MB7
(154)

MB3
(154)

MB2
(154)

MB1
(226)

12:00

14:30

12:30

13:00

Song for My Children

100min

Global Vision Shorts 4

Yukiko

11:00

14:30

Public Presentation of Asian Docs

Our Time Machine

100min

Docs EDU 15 Ⓖ

519 13:50-15:30

100min

Docs EDU 14 Ⓖ

518 13:50-15:30

81min

Shadow Flowers
107min Q&A

Hirono

130min Q&A

527 16:30-18:17

94min Q&A

그림자꽃 ⑫
The Projectionist

428 19:30-21:24

136min Q&A

18:30

21:00

21:30

60min

Tenzo

82min

Botero

보테로 Ⓖ

534 20:00-21:22

Amazing Grace

어메이징 그레이스 Ⓖ

532 19:30-21:00

84min Q&A

The Tree House

트리 하우스 Ⓖ

531 19:30-20:54

103min Q&A

Shorts Competition 4

단편경쟁4 ⑫

90min

21:00

전좌-후쿠시마의 승려 Ⓖ

20:30

533 20:00-21:00

20:00

110min

Reset

파리 오페라 발레단 Ⓖ N

433 20:00-21:50

73min TALK

21:30

Korean Docs Showcase Shorts 2

한국다큐쇼케이스 단편2 ⑫

430 19:50-21:03

65min TALK

Weather, There

그곳, 날씨는 ⑫

432 20:00-21:05

80min Q&A

Soil Without Land

소년병:영토 없는 국가 Ⓖ

530 19:30-21:13

19:30

90min Q&A

Patriot Game
431 20:00-21:20

85min Q&A

애국자게임 ⑮

19:00

20:30

Shorts Competition 1

단편경쟁1 ⑫

429 19:30-20:55

Love Bomb

427 19:00-20:30

Making Waves: The Art of Cinematic Sound

히로노 마을 사람들 Ⓖ

512 13:00-15:10

81min Q&A

메이킹 웨이브:영화 사운드의 예술 Ⓖ

526 16:30-18:04

89min Q&A

The Tree Remembers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기억한다 Ⓖ

525 16:30-17:59

88min Q&A

Copper Notes of a Wish

고철더미에서 피는 꿈 Ⓖ

524 16:30-17:58

프로젝셔니스트:아벨 페라라와 70년대 뉴욕 ⑱

508 10:30-11:51

97min

Mallory

아버지의 타임머신 ⑫

515 13:30-14:51

100min

Co-production Network Project
509 11:00-12:37
말로리의 수난 ⑫

86min Q&A

아시아 공동제작 기획안 공개발표
Dreaming in the Red Light

블론디의 선택 ⑮

517 13:50-15:30

81min Q&A

Shorts Competition 3

단편경쟁3 ⑫

507 10:30-11:56

126min Q&A

Evaporated

514 13:30-14:51

115min Q&A

80min Q&A

18:00

An Escalator in World Order

미국의 바람과 불 ⑮
Over the Rainbow

17:30

사이사-무지개의 기적 Ⓖ
LAPÜ

199min Q&A

17:00

75min TALK

Boy's Room

소년의 방 Ⓖ

424 17:00-18:15

523 16:30-18:25

16:30

Ordinary Life, -70
513 13:30-14:50
75min Q&A

16:00

125min TALK

522 15:30-18:49
60min Q&A

102min

A Marriage Story

결혼 이야기 Ⓖ

265min

Beauty Lives in Freedom

아름다움은 자유에 있다 Ⓖ

425 17:30-21:55

423 17:00-18:42

The Lights on the Road

길 위의 빛들 Ⓖ

421 16:00-18:05

87min Q&A

The Sound of Dali

다리시의 사운드스케이프 Ⓖ

420 16:00-17:27

72min

Hasina: A Daughter's Tale

하시나: 방글라데시의 딸 Ⓖ

422 16:30-17:42

Old Fighter's Story

보통의 삶-70 Ⓖ

15:30

20:00

The Color of Pain

보라 Ⓖ

19:30

426 19:00-21:16

19:00

114min Q&A

18:30

사랑폭탄 ⑫

18:00

100min Q&A

17:30

늙은 투쟁, 가 이야기 Ⓖ

506 16:00-17:40

73min Q&A

Labor News No.1

Pansy & Ivy

팬지와 담쟁이 Ⓖ

15:00

17:00

노동자 뉴스 1호 Ⓖ

16:30

418 16:00-17:13

16:00

511 13:00-14:00

505 10:30-11:45
라푸 ⑮

100min

Docs EDU 12 Ⓖ

504 10:30-12:10

100min

Docs EDU 13 Ⓖ

14:00

100min

13:30

516 13:50-15:30

12:00

503 10:30-12:10
Docs EDU 11 Ⓖ

10:30

11:30

88min TALK

15:30

Korean Docs Showcase Shorts 1

84min TALK

Be My Baby

한국다큐쇼케이스 단편1 ⑫

415 13:40-15:08

83min

3억분의1:난임부부 다이어리 ⑫

407 10:30-11:54

70min

글로벌비전 단편4 ⑱

414 13:30-14:53

유키코 ⑮

406 10:30-11:40

Docs EDU 10 Ⓖ

100min

Docs EDU 9 Ⓖ

416 13:50-15:30

112min Q&A

405 10:30-12:10

99min

잊혀진 혁명의 노래 ⑫

The Land of Peach Blossoms

복사꽃의 나라 ⑫

413 13:30-15:22

Indianara
84min

Scheme Birds
87min

91min Q&A

About Love

사랑에 관하여 Ⓖ

417 14:30-16:01

15:00

인디아나라의 마지막 전투 ⑮

412 13:30-14:54

102min Q&A

Shorts Competition 5

단편경쟁5 Ⓖ

411 13:00-14:42

107min Q&A

Patriot Game 2 - To Call a Deer a Horse

14:00

하늘을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⑮

409 11:00-12:27

125min Q&A

Many Undulating Things

일렁이는 도시 Ⓖ

408 11:00-13:05

13:30

애국자게임2-지록위마 Ⓖ

13:00

410 12:30-14:17

12:30

404 10:30-12:09

76min

Shorts Competition 2

단편경쟁2 Ⓖ

403 10:30-11:46

70min

A Dream of Iron

Cheonggyecheon Medley:

청계천메들리 ⑮

402 10:30-11:40

235min Q&A

Night and Fog in Zona

419 10:00-12:06
증발 Ⓖ

10:00

11:30

천당의 밤과 안개 Ⓖ N

11:00

401 10:30-14:25

10:30

9. 24. TUE

BO

LPO7
(175)

LPO6
(161)

LPO4
(185)

MIB103
(129)

MIB102
(129)

MBC6
(275)

MB7
(154)

MB3
(154)

MB2
(154)

Screening Schedule

9. 23. MON

상영시간표

22
23

22:00

22:00

22:30

22:30

23:00

23:00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BO

LPO7
(175)

LPO6
(161)

LPO5
(293)

(129)

MIB103

MIB102
(129)

MBC6
(105)

MB7
(154)

MB3
(154)

MB2
(154)

11:00

11:30

12:00

메이드 인 차이나 -

93min

73min Q&A

Face the Music

Global Vision Shorts 2

글로벌비전 단편2 ⑫

We Are Not Defeated

92min Q&A

Mao Mao Cool

마오 마오 쿨 초등학교의 기말고사 Ⓖ

115min

100min

물세트-노순택 작가 강연>

Collaborative

120min

RCCZ History of Unrecorded People

border

90min
90min

Pandora Box of Pro-

North

Symposium with RCCZ

Collaborative

Border Art -

지엄 <유목: 증식하는 접경>

접경예술 - RCCZ 연계심포

619 14:50-16:20

Nomadism: Multiplying

100min

Docs EDU 19 Ⓖ

618 14:20-16:00

110min

Documentary 2

the Border; Journalism

Documentary Crossing

Symposium with RCCZ

Border Art - Collaborative

리즘 다큐멘터리 2>

<경계를 넘나든 다큐멘터리; 저널

접경예술 - RCCZ 연계심포지엄

625 16:40-18:30

76min

Short Competition 2

단편경쟁2 Ⓖ

624 16:30-17:46

114min Q&A

Love Bomb

Symposium with RCCZ

Border Art -

지엄 <판도라의 종북종합선
Border Art - Collaborative Symposium with

613 13:00-14:30

접경예술 - RCCZ 연계심포
의 역사>

접경예술 - RCCZ 연계심포지엄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603 10:00-12:00

72min

How Big Is the Galaxy

은하수는 얼마나 클까요? ⑫

609 11:00-12:12

Docs EDU 18 Ⓖ

616 13:50-15:30
100min

Docs EDU 16 Ⓖ

607 10:30-12:10

It Must Schwing - The Blue Note Story

100min Q&A

사랑폭탄 ⑫

621 16:00-17:54

75min

Bamboo Theatre

대나무로 엮은 경극장 Ⓖ

627 17:30-18:45

86min Q&A

Have Fun in Pyongyang

세트 디자인 너머 + 평양 유랑

On the Art of Set Design +

18:30

80min Q&A

626 17:00-18:26

83min Q&A

Let's Dance

자,이제 댄스 타임 ⑮

623 16:30-17:53

87min TALK

The Sound Of Dali

다리시의 사운드스케이프 Ⓖ

620 16:00-17:27

87min

18:00

DMZ비전 Ⓖ

Soil Without Land

슈윙! 블루 노트 레코드 스토리 Ⓖ

Old Fighter's Story

17:30

소년병: 영토 없는 국가 Ⓖ

617 14:00-15:20

614 13:40-15:12

612 13:00-14:55

105min Q&A

늙은 투쟁, 가 이야기 Ⓖ

602 10:00-11:40

170min TALK

Meet Asian Artists - Collaborative Project with ACC

아시아 아티스트를 만나다 - ACC 공동연계 프로젝트 Ⓖ

112min Q&A

Song for my Children

잊혀진 혁명의 노래 ⑫

606 10:30-12:22

62min Q&A

우리들은 정의파다 Ⓖ

Fantastic City

84min Q&A

Indianara

17:00

WB 원더링쉐프 Ⓖ

16:30

The Wandering Chef

16:00
622 16:30-17:57

15:30

100min

15:00

60min TALK

The Art of Falling Apart

유랑예술 Ⓖ

529 17:00-18:00

80min Q&A

Everywhere & Nowhere J.S.Y

요한, 씨돌, 용현 Ⓖ

528 17:00-18:20

615 13:50-15:30

611 13:00-14:45

환상도시 Ⓖ

14:30

Docs EDU 17 Ⓖ

14:00

인디아나라의 마지막 전투 ⑮

13:30

610 13:00-14:24

13:00

102min

Fear Not

두려워하지 마라 Ⓖ

521 14:00-15:42

93min Q&A

605 10:30-11:32

78min

12:30

Ninety One:세상에 맞서다 ⑫

608 11:00-12:13

604 10:30-11:48

10:30

601 10:00-12:50

10:00

42min

Intention SPINOFF#1

Made In China -

그날, 바다 SPINOFF #1 ⑮

Jeronimo

헤로니모 Ⓖ

510 12:30-13:12

502 10:00-11:33

9. 25. WED

BO

LPO7
(175)

115min TALK

Rivercide: The Secret Six

삽질 ⑫

520 13:50-15:23

Prison Friends

옥우 ⑫

501 10:00-11:55

Screening Schedule

LPO6
(161)

상영시간표
24
25

20:00

20:30

72min Q&A

Hosu-gil

호수길 ⑫

631 19:30-20:42

100min

143 Sahara Street

143 사하라 스트리트 Ⓖ

630 19:30-21:10

21:00

21:30

96min

This Changes Everything

우먼 인 할리우드 Ⓖ

634 20:00-21:36

107min Q&A

Patriot Game 2

애국자게임2-지록위마 Ⓖ

91min

The Biggest Little Farm

위대한 작은 농장 ⑮

633 20:00-21:31

632 19:30-21:17

60min TALK

of the North Koreans

Revise North Korea: Daily Life

북한을 다시 보다

628 18:56-19:56

62min

No One is Grasshopper

WB 베짱이는 없다 Ⓖ

19:30
629 19:00-20:02

19:00

105min

Let's Peace!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

537 20:00-21:45

70min

Something to Talk About

숨⑮

536 20:00-21:10

53min Q&A

Acha

센베노, 평창 Ⓖ

535 20:00-20:53

22:00

22:30

23:00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LPO7
(175)

LPO6
(161)

LPO4
(185)

MIB105
(209)

MIB103
(129)

MBC6
(105)

MB7
(154)

MB3
(154)

MB2
(154)

MB1
(226)

11:30

13:00

10:00

14:00

12:30

103min

15:00

83min

Global Vision Shorts 4

글로벌비전 단편4 ⑱

806 11:00-12:23

85min

82min

No One is Grasshopper

100min

Docs EDU 25 Ⓖ

811 13:50-15:30

100min

100min

Docs EDU 28 Ⓖ

814 14:20-16:00

81min

Western Arabs

서양의 아랍인들 ⑫

807 13:00-14:21

62min TALK

804 10:30-12:10
Docs EDU 23 Ⓖ

94min

Island of the Hungry Ghosts

굶주린 귀신들의 섬 Ⓖ

803 10:30-12:04

95min Q&A

베짱이는 없다 Ⓖ
Nocturne

녹턴 Ⓖ

810 13:30-14:32
802 10:30-12:05

A Tuba to Cuba

프리저베이션 홀 재즈 밴드 Ⓖ
98min

Father

희몽인생: 아버지와 아들 Ⓖ

809 13:30-14:52

100min

Docs EDU 27 Ⓖ

813 14:20-16:00

100min

Docs EDU 26 Ⓖ

14:30

Shorts Competition 1

100min

Docs EDU 24 Ⓖ

808 13:20-15:00

13:30

100min

Docs EDU 22 Ⓖ

712 14:20-16:00

812 14:20-16:00

13:00

81min

805 11:00-12:25
단편경쟁1 ⑫

11:00

801 10:30-12:08

10:30

64min Q&A

14:00

Shorts Competition 3

단편경쟁3 ⑫

Chul-kyu

철규 Ⓖ

709 13:00-14:21

705 10:30-11:34

11:30

95min Q&A

My Empire Dream

제국을 꿈꾸며 Ⓖ

Hirono
130min

711 13:30-15:05

히로노마을 사람들 Ⓖ

704 10:30-12:40

Shorts Competition 4

90min

Notes for a Heist Film

단편경쟁4 ⑫

708 13:00-14:43

케이퍼 무비 제작설명서 Ⓖ

703 10:30-12:00

12:00

88min

87min

Kabul, City in the Wind

카불, 바람에 흔들리는 도시 Ⓖ

Ordinary Life, -70

97min

Shooting the Mafia

슈팅 마피아 ⑮

Over the Rainbow

Docs EDU 29 Ⓖ

815 15:20-17:00
100min

87min

818 16:30-18:07

사이사-무지개의기적 Ⓖ
80min TALK

19:00

Anthropocene: The Human Epoch

인류세:인간의 시대 Ⓖ

820 17:00-18:27

102min

Global Vision Shorts 3

816 15:30-16:50

18:00

Shorts Competition 5

단편경쟁5 Ⓖ

17:30

819 17:00-18:42

17:00

글로벌비전 단편3 ⑫

78min

18:30

81min

81min

The Projectionist

19:30

73min

21:30

20:00

20:30

80 min

21:00

21:30

Everywhere & Nowhere J.S.Y

Closing Ceremony
60min

21:00

요한, 씨돌, 용현 Ⓖ

723 20:00-21:20

62min Q&A

Fantastic City

환상도시 Ⓖ

722 20:00-21:02

A는 아구스틴의 A Ⓖ

821 19:00-20:00
폐막식

20:30

프로젝셔니스트:아벨 페라라와 70년대 뉴욕 ⑱

720 19:30-20:51

Western Arabs

A is for Agustin

99min Q&A

817 16:00-17:18

16:00

20:00

서양의 아랍인들 ⑫

719 19:00-20:21

126min Q&A

Evaporated

증발 Ⓖ

19:30

714 19:00-21:06

19:00

The Land of Peach Blossoms

복사꽃의 나라 ⑫

18:30

721 19:30-20:43

18:00

717 16:30-18:09

16:30

110min

Self Portrait: Window in 47 KM

보통의 삶-70 Ⓖ

15:30

81min

Our Time Machine

자화상: 47KM 마을의 창 Ⓖ

713 15:15-18:34
199min Q&A

17:30

아버지의 타임머신 ⑫

17:00

716 16:30-17:51

16:30

715 16:00-17:50

For Sama
95min

하늘을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⑮
Scheme Birds

16:00

718 15:30-17:05

15:30

130min

15:00

사마에게 Ⓖ

14:30

디에고 마라도나 Ⓖ

710 13:30-14:58

13:30

Diego Maradona

12:30

707 12:30-14:40

12:00

100min

706 11:00-12:27

11:00

702 10:00-11:40
Docs EDU 21 Ⓖ

100min

Docs EDU 20 Ⓖ

10:30

701 10:00-11:40

9. 27. FRI

BO

LPO6
(161)

MIB103
(129)

MBC6
(105

MB7
(154)

MB3
(154)

MB2
(154)

MB1
(226)

10:00

Screening Schedule

9. 26. THU

상영시간표

26
27

22:00

22:00

22:30

22:30

23:00

23:00

개막작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Let's Peace!

Opening Film

박소현 PARK So-hyun

South Korea｜2019｜105min｜DCP｜Color｜WP｜Ⓖ

2017년 가을, 다양한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던 청년들이 자립을 고민하며

통일창업아이디어공모전에서 덜컥 통일부장관상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엄혹했다.
경계 너머의 세상을 상상해보기로 했다. 그곳은 북방이었고 유라시아 대륙이었다.

호남선이 시작되는 목포역에서 서울역을 지나 베를린까지 아홉편의 글을 쓰고 노래를
만들고 춤을 추며 기차를 타고 올라가기로 했다. 그러나 돌아온 이곳에는 감내해야
001 9/20 20:00 LM

235 9/21 20:00 MBC6
537 9/24 20:00 BO

2018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하는 현실이 있었다. 지금 여기에서 평화할 수 있을까?

A nation not divided, nor under the armistice, but a nation in the end of
war. What is peace for young Koreans divided into two Koreas? Young
people voluntarily form a group called "Let's Peace." They leaves the

Seoul Station with instruments, goes through the cities in Korea, and then
travels by train from Vladivostok to Berlin. "Long March in the railroad", a
combination of music and youth, cheerfully encounters peace.

Opening Film

개막작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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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143 사하라스트리트

143 SAHARA STREET

하센 페르하니 Hassen FERHANI

Algeria, France, Qatar｜2019｜100min｜DCP｜Color｜KP｜Ⓖ

사하라 사막 가운데 홀로 선 작은 가게. 그곳엔 커피나 담배를 사고 잠시 머무르는

사람들, 사막을 지나가는 트럭운전사,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반기는 한 여인이

있다.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들과의 찰나 같은 교감의 순간을 꿈처럼 담아낸 한 여인과
공간에 대한 기록.

218 9/21 14:30 MIB102
630 9/25 19:30 MB3

In the middle of the Algerian Sahara, in her relay, a woman writes

her History. She welcomes, for a cigarette, a coffee or eggs, truckers,
wandering beings and dreams... Her name is Malika.

Locarno IFF 2019 -

Best Emerging Director Award

세계 각국의 다양한 다큐멘터리의 경향과 신작들을 소개하는
섹션. 월드영화와 아시아영화, 그리고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A는 아구스틴의 A

A is For Agustin

하며 평화, 소통, 생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국제경쟁

상호 이해, 그리고 아시아국가간의 문화교류에 기여하는 장편
1편을 선정하여 ADF장편문화상(일천만원)을 시상한다.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introduces various
documentary trends and new films from around the
world. It selects the films bringing social attention

to peace, communication, and life from all over the

227 9/21 17:30 MIB102
721 9/26 19:30 MBC6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고철 더미에서 피는 꿈

Copper Notes of a Wish

world, including Asia and Korea. The White Goose

best documentary out of Asian films (including

Korean films) in all competitions, which contains

Asian values,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his family.

레자 파라만드 Reza FARAHMAND

Iran｜2019｜88min｜DCP｜Color / B&W｜AP｜Ⓖ

한때 15만명의 인구를 가졌던 다마스쿠스 인근 자르묵은 IS의 공격과 기근으로
꿈이지만 소요경비 마련이 쉽지 않다.

film and the second best film in the International

ADF Feature Documentary Award is granted to the

Agustin is increasingly torn between his desire to learn and his duties to

역할을 해온 곳. 이곳에서 가수가 꿈인 소년 말룩과 친구들은 콘서트를 여는 게

(KRW 7,000,000) will be given to each of the best

With support of ADF(Asia Development Foundation),

his boss, decides to leave his job, and enroll in grade 1. Over six years,

200명 정도가 거주하는 버려진 도시가 되었고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정착지

Award (KRW 15,000,000) and the Special Jury Award
Competition section.

Agustin, an illiterate 41-year old man, gets fed up with being exploited by

314 9/22 13:00 MIB102
524 9/24 16:30 MB7
Locarno IFF 2019

Jarmuk, a suburb of Damascus, once had 150,000 inhabitants. Today, after
heavy fighting, the invasion of the IS and a famine, there are less than 200
residents. The boy Malook dreams of becoming a singer and planning to
organize a concert with professional musicians. A spark of hope remains
for the children.

cooperation between the Asian countries, with a
cash prize of KRW 10,000,0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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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etition

아구스틴의 힘겨운 글자 깨치기.

수여한다.

선정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영화 중에서 아시아적 가치와

학교를 다닌 적 없어 글을 모르는 아구스틴은 늘 손해를 보고 부당한 대우를

앞에서 학업은 사치일 뿐 등교조차 버겁기만 하다. 6년째 초등학교 1학년인 만학도

15,000,000원)과 심사위원 특별상(상금 7,000,000원)을

후원으로 경쟁부문(국제경쟁, 아시아경쟁, 한국경쟁)에

Philippines｜2019｜73min｜DCP｜Color｜WP｜Ⓖ

받는다고 생각해, 초등학교라도 졸업하는 게 꿈이다. 하지만 부양할 가족과 생활고

작품을 선정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흰기러기상(상금

아시아발전재단(Asia Development Foundation)의

그레이스 심불란 Grace SIMBULAN

인디아나라의 마지막 전투
Indianara

오드 슈발리에-보 멜, 마르셀로 바르보사

Aude CHEVALIER-BEAUMEL, Marcelo BARBOSA

Brazil｜2019｜84min｜DCP｜Color｜AP｜⑮

아버지의 타임머신

Our Time Machine

사라지는 기억에 대한 아쉬움.

인디아나라와 그녀의 동료들에 대한 격렬한 저항의 기록.

610 9/25 13:00 MB3
Acid, Cannes 2019

the survival of transgender people in Brazil. She gathers her forces for one
last battle against the attacks from her political party and the totalitarian
threat to come.

한 때 북경오페라연출가로 명성을 떨친 아버지가 알츠하이머병에 걸리자 아들
준비한다. 마법 같은 순간을 통해 두 사람이 마주하는 인간과 시간의 유한함 그리고

경향과 전체주의의 위협에 맞서 트랜스젠더와 소수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주도하는
Bigger-than-life revolutionary, Indianara and her group lead a fight for

China, USA｜2019｜81min｜DCP｜Color｜KP｜⑫

말레온은 사람크기의 기계인형을 제작해 아버지의 빛나던 시절을 담은 공연을

삶 보다 거대한 혁명.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를 배경으로 점점 거세지는 극우화

412 9/23 13:30 MIB102

순 양, S. 레오 치앙 SUN Yang, S. Leo CHIANG

515 9/24 13:30 MIB102
716 9/26 16:30 MB3

Tribeca Film Festival 2019 -

Best Cinematography in Doc Feature

When artist Maleonn realizes that his father suffers from Alzheimer’s

disease, he creates “Papa’s Time Machine,” a magical, autobiographical
stage performance featuring life-size mechanical puppets. Through the

play, the two confront their mortality before time runs out, and memories
are lost forever.

Hot Docs 2019

카불, 바람에 흔들리는 도시

Kabul, City in the Wind

아부자르 아미니 Aboozar AMINI

Netherlands, Germany, Afghanistan, Japan ｜2018｜88min｜DCP｜
Color｜AP｜Ⓖ

하늘을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Scheme Birds

국제경쟁

가라앉은 카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IDFA 2018 - Special Jury Award

CPH:DOX NEXT 2019 - WAVE Award
Visions du Réel 2019

him. Teenage Afshin and his little brother, Benjamin, go with their father

to put pictures of bomb victims on a memorial. When their father goes to

LAPÜ

706 9/26 11:00 MB3

Iran for his safety, Afshin steps into his shoes as head of the household.

Hot Docs 2019

후안 파블로 폴랑코, 세자르 알레한드로 하이메스

다리시의 사운드스케이프

2018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라푸

409 9/23 11:00 MIB102

Juan Pablo POLANCO, César Alejandro JAIMES

Colombia｜2019｜75min｜DCP｜Color｜AP｜⑮

Tribeca Film Festival 2019 - Best Documentary

The Sound of Dali

505 9/24 10:30 MB3

Sundance Film Fest 2019
Berlinale 2019

time. Through a sensory journey, this ritual leads her to confront death
and blend the world of the dreams with the world of the living.

get knocked up or locked up,” Gemma carves out brief moments of
tenderness amidst the violence of her local scheme.

장양 ZHANG Yang

China｜2019｜87min｜DCP｜Color｜IP｜Ⓖ

중국 다리는 사계절 내내 동. 식물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경관과 경이로운 자연의
살아간다. 자연과 인간의 노동이 만나 빚어내는 하모니와 소리의 향연을 담아낸 장양
감독의 신작.

자와 죽은 자의 세계, 꿈과 현실이 뒤섞이는 순간을 경험한다.

woman, exhumes her cousin's remains in order to meet her for the last

soon-to-be mother on the verge of adulthood. In a place where you “either

교향악이 펼쳐지는 곳. 이곳 사람들은 환상적인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만나기 위해 유해를 파내는 의식을 행한다. 제의를 통해 도리스는 죽음과 대면하고 산
In the middle of the Guajira Desert, Doris, a young indigenous Wayuu

promises, this film describes the fading steel town through Gemma, a

Award

콜롬비아 과히라사막 한복판. 와유족 원주민 소녀 도리스가 죽은 사촌을 마지막으로

210 9/21 12:00 MIB102

Bursting with the frustration of a generation of Scots let down by society’s

420 9/23 16:00 MIB102
620 9/25 16:00 MB3

In Dali, throughout all seasons, the animals, plants and the beautiful
scenery come together and produce the most enthralling symphony

of nature. People that live here are also part of this fantastical natural

rhythm. The film documents, rearranges and presents both the sounds of
nature and human origins.

CPH:DOX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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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petition

혼란과 폭력을 담아낸다.

위협을 피해 이란으로 떠나면서 집안의 가장역할을 맡아야 한다. 먼지구름들이

710 9/26 13:30 MB3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변화는 없는 사회에 지쳐가는 스코틀랜드 젊은 세대의 실망과
엄마가 된 젬마의 시선을 통해 ‘망가지거나, 감옥에 갈’ 선택지밖에 없는 십대들의

받을까 늘 조마조마하다. 십대소년 아프신과 동생 벤자민은 군인신분이던 아버지가

In Kabul, Abas drives his bus and is always looking for terrorists who target

United Kingdom, Sweden ｜2019｜87min｜DCP｜Color｜AP｜⑮

좌절을 담은 영화. 쇠락해가는 철강산업 단지마을을 배경으로 성인의 문턱에서

여전히 혼란스런 도시 카불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아바스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323 9/22 15:30 MIB102

엘렌 피스케, 엘리노르 할린 Ellen FISKE, Ellinor HALLIN

전좌 - 후쿠시마의 승려
Tenzo

토미타 카츠야 TOMITA Katsuya

Japan｜2019｜60min｜DCP｜Color｜AP｜Ⓖ

수도승 치켄과 류교는 수련과정을 마치고 각각 야마나시와 후쿠시마에 있는 절로

돌아간다. 10년 후. 동일본대지진으로 가족과 절을 잃은 치켄은 트라우마로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류교는 전좌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자연과 음식의 조화를

아시아경쟁

Asian Competition

통한 치유에 전념한다.

333 9/22 18:30 MIB102
533 9/24 20:00 MB3

Cannes Critics' Week 2019

Two young monks return to their temples - one to Yamanashi and the

other to Fukushima - after completing their training apprenticeship. Ten

years later, facing the post-Fukushima socio-economic crisis, both monks,
under different guises, have taken on more of a community role

국제경쟁

최신작과 주목 받는 작가들의 신작들을 소개하는

경쟁부문으로, 아시아의 시선상을 선정하여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아시아발전재단(Asia Development Foundation)의

후원으로 경쟁부문(국제경쟁, 아시아경쟁, 한국경쟁)에

선정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영화 중에서 아시아적 가치와

상호 이해, 그리고 아시아국가간의 문화교류에 기여하는 장편
1편을 선정하여 ADF장편문화상(일천만원)을 시상한다.

Asian Competition section, where we can look at the
current Asian documentary, introduces the Asian

latest films and the Asian notable artists' new films.
"Asian Perspective Award" is granted to the best

documentary in the Asian Competition section with

cash prize of KRW 10,000,000.

With support of ADF(Asia Development Foundation),

ADF Feature Documentary Award is granted to the

best documentary out of Asian films (including

Korean films) in all competitions, which contains

Asian values,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Asian countries, with a

cash prize of KRW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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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Competition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현재를 만날 수 있는 섹션. 아시아의

사랑에 관하여
About Love

아르차나 파드케 Archana PHADKE

India｜2019｜91min｜DCP｜Color｜AP｜Ⓖ

100년이 넘은 건물에서 3대가 모여 사는 파드케 집안 사람들 이야기. 오빠의

일렁이는 도시

Many Undulating Things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제도와 사랑에 회의적인 감독이 직접 3대에 걸친 가족들의 삶을

417 9/23 14:30 MBC6

Sheffield Doc/Fest 2019 Best Film,

Phadke Building in downtown Mumbai. Cruel and comic in equal measure,
the film vignettes the vagaries of affection across generations within this
family- tied together by something stranger than love.

New Talent Award

블론디의 선택

Dreaming In the Red Light

파벨 마니칸 Pabelle MANIKAN

Philippines｜2019｜86min｜DCP｜Color｜WP｜⑮

필리핀 앙헬레스에서는 모든 것이 저렴하다.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전직 성노동자

거치며 변화해온 공간적 구성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 영화적 표현을 통해
경험하게 만드는 공간의 인문학.
203 9/21 10:00 MIB103
408 9/23 11:00 MBC6
Visions du Réel 2019

제국을 꿈꾸며

My Empire Dream

에이미와 손님이었던 독일인 사이에서 낳은 딸 티세이. 엄마는 딸이 자신과는 다른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히로노 마을 사람들
Hirono

Amy’s daughter from a German customer, following their lives as they try
to improve their conditions and how women make choices when options

Japan｜2019｜130min｜DCP｜Color｜WP｜Ⓖ

후쿠시마 원전에서 20km 거리에 있는 작은 어촌 히로노. 2011 동일본 대지진 직후

306 9/22 10:00 MIB103
711 9/26 13:30 MBC6

소년병：영토 없는 국가
Soil Without Land

704 9/26 10:30 MBC6

town was forced to evacuate. In 2019, 80% of the population at the time

of the earthquake is back in town. This documentary is about people who
strug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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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2019｜95min｜DCP｜Color｜IP｜Ⓖ

시골 출신 청년 젱은 베이징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는 야망을 품고 자신의 회사명을

Shaoshuai Zheng, young man from a remote village, had an ambitious

to build his business in Beijing and he nominated his firm "Empire". In a
whole decade, he bankrupted several times, even went into prison, and

finally, his middle class status had been stabilized by marriage and birth of

논타왓 눔벤차폴 Nontawat NUMBENCHAPOL

Thailand｜2019｜80min｜DCP｜Color｜KP｜Ⓖ

미얀마와 태국 국경 지역 완충지역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샨족 청년 자이는 샨족
남겨둔 채 군대에 가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 지도에 없는 영토에 새겨진 역사와 그곳

마음을 담은 연극을 준비한다.

Station. Immediately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e whole

션샤오민 SHEN Xiaomin

군인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어머니가 죽은 후 어린 형제들을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은 축제를 준비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Hirono is located 20 km away from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topic.

his first child.

대피령으로 마을을 떠난 주민들은 2019년 현재 지진 당시 인구의 80%가 돌아왔다.

512 9/24 13:00 MIB103

modern world and makes us experiment on cinematic expressions on the

젱에게 ‘제국’의 꿈은 이뤄진 걸까?

are few and far between.

시마다 류이치 SHIMADA Ryuichi

world. It sharpens our perceptions on history of spatial formation in the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담아낸 영화.

431 9/23 20:00 MIB103
617 9/25 14:00 MBC6
Visions Du Réel 2019

A young stateless Shan man, living in a buffer zone in the Thai border,

reluctantly had to join the Shan State Army. The film follows him in this
crucial moment of his existence, shortly after the death of his mother,
to leave his young brothers and sisters behind and learn the military
prof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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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Competition

아시아경쟁

507 9/24 10:30 MBC6

inside this world through two women Amy, a former sex worker and Tisay,

intriguing showcase for a theme relevant to many other places around the

잦은 파산과 감옥생활까지 거치며 파란만장한 삶을 산다. 마침내 결혼과 아이를 얻은

여성의 갈등과 선택의 순간.

In Angeles City, everything is cheap, including the girls. The film gets

Exploring transformations of urban visual environment, the film offers an

'제국'으로 정했다. 미술을 전공했지만 이후 10년 동안 각종 사업에 뛰어든 그는

삶을 살기 원하지만, 티세이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 출구 없는 막다른 길에 선 두

222 9/21 16:20 MIB103

2019｜125min｜DCP｜Color / B&W｜AP｜Ⓖ

국제도시의 ‘어반스케이프’를 이해하는 하나의 흥미로운 예시가 된다. 근. 현대를

이면에 가려진 여성들의 갈망과 결핍의 기록.

216 9/21 13:30 MIB103

USA, South Korea, Hong Kong｜

도시가 품은 이미지와 풍경의 변화를 따라가는 영화는 비슷한 과정을 거쳐온

카메라에 담는다. 인도 가부장제 하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과 결혼의 의미, 그리고
Three generations of the Phadke family live together in the 102-year-old

보 왕, 판 루 Bo WANG, PAN Lu

잊혀진 혁명의 노래

Song for my Children

살라우딘 시레가 Shalahuddin SIREGAR

Indonesia｜2019｜112min｜DCP｜Color｜WP｜⑫

<액트 오브 킬링>의 배경이기도 한 1965년 인도네시아 대학살. 반공을 명분으로

복사꽃의 나라

The Land of Peach Blossoms

수백만의 공산당원과 관련자들이 죽거나 수용소로 보내졌다. 50년이 지나고, 정부는

606 9/25 10:30 MBC6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트리 하우스

The Tree House

of their members and those who allegedly affiliated with the Party was

killed, imprisoned or sent to concentration camps. Almost 50 years later,

a group of survivors and their family members form a choir group, called
'Dialita'.

"복사꽃의 나라"로 불리는 이 유토피아적 세계는 집단주의가 개인에 우선하기

대규모식당 ‘복사꽃의 나라’에 일하는 청년들의 회의와 의심으로 거대한 유토피아적

당시 불렀던 노래를 부르며 치유와 화해에 나선다.

In 1965, the Indonesian Communist Party was accused of treason. Millions

China｜2018｜99min｜DCP｜Color｜KP｜⑫

때문에 자신을 버리고 공동체에 헌신해야 한다. 하지만 퇴행적 복고풍을 자랑하는

여전히 당시 학살을 인정하지 않지만,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이 합창단을 결성해

413 9/23 13:30 MIB103

조우밍잉 ZHOU Mingying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404 9/23 10:30 MIB103
717 9/26 16:30 MBC6
IDFA 2018

In a utopian world called “The Land of Peach Blossoms”, collectivism was

spread out from the authority, which asked the young to sacrifice the self-

conscious to devote to an imagined community. In the utopian experiment
of happiness, tiredness and strictness, the faith among people gradually
reversed by the reality.

쯔엉민퀴 TRUONG Minh Quy

Singapore, Vietnam｜2019｜84min｜DCP｜Color｜AP｜Ⓖ

2045년. 화성에 도착한 영화감독이 영화를 만든다. “고향, 머나먼 고향”을 기억하며

떠나온 곳에 남겨둔 사람들의 얼굴과 떠오르는 이미지를 기억한다. 영상과 아카이브

필름, 베트남 소수민족의 인터뷰를 통해 유령과도 같은 그들의 삶과 기억을 실험적인
아시아경쟁

325 9/22 16:00 MIB103
531 9/24 19:30 MBC6

Asian Competition

형식으로 담아낸다.

In 2045, a filmmaker lands on Mars and tries to make a film. “Home… Far
away from home”, he recalls faces of people, thus a collection of moving
images emerges.

Locarno IFF 2019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기억한다
The Tree Remembers

라우켁홧 LAU Kek Huat

Taiwan｜2019｜89min｜DCP｜Color / B&W｜IP｜Ⓖ

"나무가 기억하는 것을 도끼는 잊는다"는 속담에서 유래한 제목처럼, 말레이시아에
지금도 남아 있는 인종차별과 침묵을 강요당하는 희생자들의 현재와 그 기원을

보여준다. 여전히 금기시되는 1969년 일어난 말레이-중국계 인종간 폭동과 학살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

332 9/22 18:15 MIB103
525 9/24 16:30 MBC6

Derived from the proverb "What the axe forgets, the tree remembers",

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in Malaysia whereas the racial policy is still
practiced in Malaysia and the victims forced to have remained in silence.
This film tackles the origin of racism in Malaysia and the taboo of racial
riot in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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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39

한국경쟁

증발

Evaporated

Korean Competition

김성민 KIM Sungmin

South Korea｜2019｜126min｜DCP｜Color｜WP｜Ⓖ

아이를 잃어버렸다. 17년 동안 아이의 행방을 추적하는 아버지. 영화는 남겨진

가족들의 삶을 담아낸다. 딸을 놓아버릴 수도 계속 찾을 수도 없는 가족은 각자

삶 또한 살아내야 한다. <증발>은 증발된 대상 만큼이나 증발된 뒤 남겨진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한다.

419 9/24 10:00 MB7
714 9/26 19:00 MB2
2014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한국 다큐멘터리의 최신 우수작을 만날 수 있는 섹션. 한국
사회 곳곳을 짚어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장으로, 정치
사회 문화를 총망라하는 장. 최우수 한국다큐멘터리상

그림자꽃

Shadow Flowers

(10,000,000원)과 심사위원 특별상(5,000,000원)과

상호 이해, 그리고 아시아국가간의 문화교류에 기여하는 장편
1편을 선정하여 ADF장편문화상(일천만원)을 시상한다.

Documentary Award (KRW 10,000,000) and Special

Jury Award (KRW 5,000,000) will be given to each of

the best film and the second best film in the Korean

302 9/22 12:30 MB3

527 9/24 16:30 MIB103
2016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2019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후반작업지원

환상도시

Fantastic City

Korean films) in all competitions, which contains

Asian values,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the Asian countries, with a

Korea and became its citizen against her will. As her seven years of

struggle to go back to her family in North Korea continues, the political

absurdity hinders her journey back to her loved ones. The life of her family
in the North goes on in emptiness, and she fears that she might become

서현석 SEO Hyun-suk

South Korea｜2018｜62min｜DCP｜Color｜WP｜Ⓖ

지금의 메트로폴리탄 서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비젼과 현실 사이에서 탄생한

서울. 영화는 1960년대 여의도 마스터플랜을 추적한다. 당시 마스터플랜에 참여한
건축가, 토목가, 행정가의 인터뷰와 당시 파운드푸티지를 통해 과거의 현재를

the best feature documentary from Korea and Asia.

best documentary out of Asian films (including

Ryun-hee Kim, a North Korean housewife, was forced to come to South

family.

10,000,000), newly created this year, will be given to

ADF Feature Documentary Award is granted to the

중국의 친척을 방문했던 주부 김련희는 탈북 브로커에게 속아 남한으로 와 억지로

someone, like a shadow, who exists only in the fading memory of her

Competition section. ADF Feature Award (KRW

With support of ADF(Asia Development Foundation),

South Korea｜2019｜107min｜DCP｜Color｜WP｜⑫

기억에만 남는 존재가 될까 두려워진다.

outstanding documentary films from Korea, which
of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Best Korean

이승준 YI Seungjun

길어질수록 평양의 가족들에게 그녀의 빈자리는 점점 깊어만지고, 이제 그림자처럼

Korean Competition section introduces the latest
examine the Korean society in various aspects

after someone is evaporated.

재조명한다. 한국 역사에서 모더니즘은 무엇이었을까?

605 9/25 10:30 MB7

722 9/26 20:00 MIB103

How has Seoul become today's metropolitan city? Seoul is the outcome
of vision and reality. The film follows the masterplan for Yeouido in the

1960s. Through the interviews of architects, engineers, and administrators
and found footage, the film sheds light on the past reality. What does
modernism mean to Korean history?

cash prize of KRW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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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mpetition

한국경쟁

선정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영화 중에서 아시아적 가치와

up nor keep searching. Their lives should go on. The film asks what is left

격변하는 남북의 관계 속에서 그 희망은 아득해지기만 한다.남한에 갇혀 있는 시간이

ADF장편상 (10,000,000원)이 신설된다.

후원으로 경쟁부문(국제경쟁, 아시아경쟁, 한국경쟁)에

17 years. The film depicts the life of families left behind. They can't give

남한 시민이 되었다. 7년이 넘도록 평양의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트로피를 수상한다. 올해는 아시아와 한국의 장편을 대상으로
아시아발전재단(Asia Development Foundation)의

A girl was missing, and her father has searched for her whereabouts for

애국자게임2 - 지록위마

Patriot Game 2 - To Call a Deer
a Horse

경순 Kyung Soon

South Korea｜2019｜95min｜DCP｜Color / B&W｜WP｜Ⓖ

진보 내에 가장 논쟁적인 그러나 더 이상 다루지 않는 이슈,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의

사이사 - 무지개의 기적
Over the Rainbow

현재적 의미를 짚어본다. 영화는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과

410 9/23 12:30 MB3

632 9/25 19:30 MIB103

the dissolution of the leftist Unified Progressive Party, the film unfolds

different thoughts and positions, public opinions, false information, the

삶을 차분하게 담아낸다. 그리고 묻는다. 70년 전과 오늘은 다를까?

513 9/24 13:30 MB3

816 9/27 15:30 MIB103

Constitution, democracy, and our perception of North Korea. What have

Old Fighter's Story

신임호 SHIN Imho

South Korea｜2019｜100min｜DCP｜Color｜WP｜Ⓖ

지난 몇 년간 대학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 시간강사법을 다룬 최초의 다큐멘터리.

사랑폭탄

Love Bomb

녹턴

Nocturne

been discussed openly. The film portrays the 11-year struggle of an old

lecturer couple and doesn't hide complex issues in and out of the battle.

정관조 JEONG Gwanjo

South Korea｜2019｜95min｜DCP｜Color｜WP｜Ⓖ

자폐증이 있는 음악 청년 성호, 엄마는 성호의 재능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428 9/23 19:30 MB3

621 9/25 16:00 MIB103

보통의 삶, - 70

Ordinary Life, - 70

2019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후반작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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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her who is busy with taking care of his brother. The film is a story of
the brothers. Their candid words raise questions about the meaning of
family.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bomb called love. She calmly tells her story. She was ordinary and lovable.
She met a man and had to marry him though she didn't want to. She

worked hard to please him. Finally, she begged him to divorce her. Why?

강세진 KANG Se-jin

South Korea｜2019｜199min｜DCP｜Color / B&W｜WP｜Ⓖ

인생 후반부를 보내기 위해 밀양에 터를 잡은 노부부. 고리 핵발전소를 위해 송전탑이
천국에서 노부부는 터를 잡을 수 있을까?

의미일까.

him to encourage his talent. His brother Gun-ki feels neglected by his

This is the life story of a woman who has lived under the unsubstantial

마을 주민들과 텐트친 산으로 올라간다. 법의 이중성을 활용하다 못해 악용하는

열매를 맺게 될까? 이들의 운명 앞에 흐르는 쇼팽의 선율은 세 사람의 삶에 어떤

802 9/27 10:30 MBC6

사랑폭탄은 사랑이란 허울의 폭탄을 껴앉고 살아온 한 여성의 일대기. 한 여인이

들어선단다. 부부의 계획은 틀어져도 단단히 틀어진다. 터를 잡기 위해 들어온 부부는

영화는 성호와 건기,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다. 세 사람의 노력과 긴장, 갈등은 어떤

Sung-ho has Savant syndrome and pursues music. His mother supports

South Korea｜2019｜114min｜DCP｜Color / B&W｜WP｜⑫

이혼해달라고 애원했다. 왜일까?

성호의 동생 건기는 다르다. 자신을 뒷전에 두고 성호만 돌보는 엄마가 못마땅하다.

329 9/22 18:00 MB3

유나래 YU Narae

522 9/24 15:30 MB2

713 9/26 15:15 MIB103

An old couple settles down in Miryang to spend time on their latter half of
life. It is said that power transmission towers will be built for Kori nuclear
power plant. Their plan has been ruined badly. The couple goes up to
a mountain to join the residents for protest. In this heaven, where the

duality of law is used for good and evil, can the old couple settle down
safely?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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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ompetition

한국경쟁

602 9/25 10:00 MIB103

remained steady for 70 years. The film doesn't focus only on the past,

만났고 원치 않으나 결혼을 해야 했고, 그의 뜻에 맞춰 살려고 온 힘을 다했다. 그리고

담아낸다.

universities. The right to work for intellectuals is a serious topic but hasn't

the close-down order, protests, and withdrawal of the order, the schools

조용히 자신의 삶을 들려준다. 무난하게 자랐고 평범했기에 사랑스러웠다. 한 남자를

부부의 11년가의 투쟁을 담아온 영화는 투쟁 안과 밖의 복잡한 방정식 또한 솔직하게
This is the first documentary on the hottest issue of part-time lecturers at

of Zainichi Koreans and pro-North Korean schools in Japan. Through

compared to 70 years ago?

지식인 노동권이라는 문제는 이 시대의 화두이지만 좀체 전면화되지 않는다. 노 강사

506 9/23 16:00 MB3

Japan is a close but distant country. The film tells the past and present

but calmy depicts the lives of Zainichi Koreans. What is different today

we missed in the midst of all this?

늙은 투쟁, 가 이야기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 살아가는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의 어제와 오늘.

지켜낸 70년의 역사. 영화는 역사에 머물지 않고 그 곳에서 생활하는 재일조선인

도발적으로 풀어낸다. 우리가 진짜 놓친 것은 무엇일까?

the LEE Seok-ki's sabotage plot. The film highlights the case. Regarding

Japan, South Korea｜2019｜80min｜DCP｜Color｜IP｜Ⓖ

조선학교 폐쇄령과 반대투쟁, 명령철회라는 지난한 역사를 반복하면서 조선학교를

입장, 여론과 거짓 정보,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The most controversial but forgotten issue in the progressive side is

박영이, 김공철 PARK Yeong-i, KIM Gongchol

원더링쉐프

The Wandering Chef

박혜령 PARK Hye-ryoung

South Korea｜2019｜87min｜DCP｜Color｜AP｜Ⓖ

‘자연에서 나는 것은 버릴 것이 없다’ 방랑식객 임지호의 요리철학이다. 임지호의
손을 통해, 버려진 것들이 새롭게 태어난다. 길 위에서 요리를 배운 임지호에게
음식은 인생 자체였다. 하지만 그에게도 갈망이 있었으니, 다름아닌 어머니의

단편경쟁

Shorts Competition

음식이다. 2009년 지리산을 찾은 임지호는 그곳에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
일으키는 김순규 할머니를 만나는데.
334 9/22 20:00 MB2

622 9/25 16:30 MB2 WB
Hot Docs 2019

Sydney Film Fest 2019

Everything from nature can't be wasted and thrown away. This is a basic
idea of a wandering chef IM Jiho. In his hands, wasted things are reborn.

He learned how to cook on the roads. Food has been his life. However, he

yearns for his mother's food. He visits Mount Jiri in 2009 and meets an old
lady, KIM Sun-kyu who makes him long for his mother.

Shorts Competition

한국경쟁

아시아와 한국의 최신 우수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는 섹션. 단편의 미학과 다양한 형식적 미학을 소개하는
장. 올해 처음 신설된 경쟁 섹션으로, ADF 단편상 2편 (각
5,000,000원)을 수상한다.

Shorts Competition section introduces the aesthetics
of short film and its various forms with the latest

outstanding short documentary films from Asia and

Korea. It is a competition section newly created this

year, in which ADF Short (KRW 5,000,000) will be

given to each of the two best short film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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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경쟁 1 Shorts Competition 1

429 9/23 19:30 MB7
805 9/27 11:00 MB2

⑫｜85min

메마른 마을 아가스와디
AAGASWADI

라메쉬 홀볼레 Ramesh HOLBOLE

영혼을 치유하는 노래

Music Saves My Soul

India｜2018｜18min｜DCP｜Color｜KP｜Ⓖ

사이송캄 인두앙찬티 Xaisongkham INDUANGCHANTY
Laos｜2019｜29min｜DCP｜Color｜KP｜⑫

라오스 전통음악가수로 활동하는 캼렉은 이제 60대다. 어려서는 난폭한

아버지로부터, 성장해서는 두 번의 이혼과 자식들로부터 버림을 받으며 쓸쓸한

인생을 살게 된 동안, 그녀의 유일한 위안과 탈출구는 음악이었다. 그녀의 음악과

식수 부족과 관개시설도 없는 환경에 지친 빔라오는 직접 우물을 파서 식수로도 쓰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

농장에도 쓰려한다. 풍력발전소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닥친 가뭄과 물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가스와디 사람들 이야기.

A portrait of a Lao traditional singer in her 60s named Khamlek as she

finds escape in music. As a child, she sought comfort in singing as a means

With neither sufficient drinking water nor irrigation facilities, out of

of avoiding her predatory stepfather. The years have seen her experience

desperation, Bhimrao digs a well to quench his own as well as his farm’s

two divorces and abandonment by her older sons. It is music that makes it

thirst. This documentary portrays the people of Aagaswadi and their

all bearable for her.

confrontation with drought and other adversities, as well as relations
affected by it.

단편경쟁 2 Shorts Competition 2

403 9/23 10:30 MB7
624 9/25 16:30 LPO6

Ⓖ｜76min

소의 하루

Diary of Cattle

리디아 아프릴리타, 데이비드 다르마디 Lidia AFRILITA, David DARMADI
Indonesia｜2019｜18min｜DCP｜Color｜AP｜Ⓖ

Flying Dream

한가로운 그들의 모습에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된다. 이제 이 소들은 푸른 목초지가

2009년 태국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석권한 몽은 태국대표로 일본에서 열리는

단편경쟁

부모 탓에 태국국적자가 아니기 때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결국 국제대회에

아닌 쓰레기를 뜯고 있는 소떼의 충격적인 하루.

Sheffield Doc/Fest 2019

Myanmar｜2018｜24min｜DCP｜Color｜IP｜Ⓖ

국제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지만 갈 수가 없다. 버마에서 태국으로 불법이주한

아니라 이곳 매립지에 적응해 생활하고 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한가로이 풀이

Visions Du Réel 2019

사이 렝 레안 캄 Sai Leng LEARN KHAM

Shorts Competition

뜻밖의 한 무리가 쓰레기 매립지로 몰려든다. 낯선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꿈을 날리다

참가하게 된 몽은 입상을 하게 되는데.

A parade of unexpected gleaners populates a landfill site. An unnatural,

Back in 2009, Mong Thongdee was participated paper airplane

pastures far from green.

both competitions. He represents Thailand to compete for paper airplane

mesmerising sight unfolds; this herd of cows has adapted to life on

competition in regional and national level and he won the first price in

in Japan. But Mong Thongdee couldn't make his trip to Japan because his
parents were migrant workers from Burma and Mong was not Thai citizen.

도쿄의 쿠르드 청년
Tokyo Kurds

휴가 후미아리 HYUGA Fumiari

Japan｜2018｜20min｜DCP｜Color｜KP｜Ⓖ

일본에서 난민지위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다. 2016년에 난민지위를 획득한 사람은
신청자 10,901명 가운데 28명에 불과하다. 지난 20년 동안, 편견과 핍박을 피해
도쿄에 정착한 터키 쿠르드족은 현재 1,500명에 달하는데, 이제 18세가 된 청년
오잔도 그 중 하나이다.

It is difficult to get refugee status in Japan. In 2016, the number of
HOT DOCS 2018 - Galaxy Awards

recognized as refugees was 28 out of 10,901. For the past 20 years, Turkish
Kurds have been fleeing from prejudice and persecution and coming to
the Tokyo area, where they now number about 1,500. Among them is
18-year-old Ozan.

46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 마, 하

Quan Ma He

리용차오 LEE Yong Chao

Taiwan｜2018｜26min｜DCP｜Color｜KP｜Ⓖ

미얀마 북부 콴마강 인근 마을에 사는 올드홍과 레이디홍은 그들의 첫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리고 올드홍은 미래에 대해 생각한다. 아버지처럼 염소치기로 살
것인지 콴마강을 떠나 보금자리를 새로 마련해야 할지 고민이다.

In a village on the Quan Ma River in Upper Burma, Old Hong and Lady

Hong prepare to welcome their first child into the world. This urges Old

Hong to think about the future. He ponders whether he should continue in
his father’s footsteps as a goat herder or take his new family relocate from
the Quan Ma River.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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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의 궁전

Palace of Colours

바다가 기억하는 것

프란틱 나라얀 바수 Prantik Narayan BASU

India｜2018｜26min｜DCP｜Color｜KP｜Ⓖ

인도의 산탈리 부족에게는 자체의 문자 언어가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와 신화들은

The Sea Recalls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연례의식을 준비한다.

A year later, Aekaphong returns to his hometown to investigate the man's
past and come to terms with his absence

stories and myths were preserved and passed on verbally through the

generations. While a woman from the community narrates a tale about the
origin of creation and how their first house was built, the village prepares
for an annual ritual.

단편경쟁3 Shorts Competition 3

514 9/24 13:30 MB7
709 9/26 13:00 MIB103

⑫｜81min

굿바이 어게인, 마카오

Goodbye Again, Macau

콩 치앙 Kong CHEANG

Macao｜2018｜27min｜DCP｜Color / B&W｜KP｜⑫

포르투갈 식민지를 거친 마카오에 대한 사적 관찰기록. 1인칭 시점과 응시하는

이미지를 통해 마카오를 여행하는 동안 주인공의 삶을 거쳐갔던 한 기혼여성이 그를

라마나 둠팔라 Ramana DUMPALA

스쳐간다. 이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여전히 낯설기만 한 마카오에 대한 기록.

India｜2018｜12min｜DCP｜Color｜KP｜Ⓖ

This is a personal exploration of the Portuguese post-colonized city,

인도 푸네 지방에는 나무와 새, 개와 고양이, 그리고 많은 책들로 둘러싸인 집을 볼 수

Macau. By observational images and first person narrative, a married

있는데 그곳엔 은퇴한 식물학 교수이자 작가 헤마 사네가 살고 있다. 그녀가 들려주는

woman passing by the protagonist’s life while he is traveling through his

철학과 동식물에 대한 사랑과 교감,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결단에

hometown, one in which he was born and raised and yet has increasingly

대한 이야기.

come to feel foreign to him.

If you go to Pune, you will find a house surrounded by trees and birds and
lots of books. In it resides, Hema Sane, a retired botany professor and an

established author. She is talking about her philosophy, her love for plants

사형집행인

The Execution

and animals, and her decision to not have used electricity ever in her life!

단편경쟁 4 Shorts Competition 4

예뢴 반 데 스톡 Jeroen VAN DER STOCK

벌이 없으면, 도망치는 재미도 없다

Japan｜2019｜15min｜DCP｜B&W｜WP｜⑫

미국 조지아 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본 레이 스탠리의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집행관이 스탠리에와 참관자들에게 차례대로 집행과정을 설명한다. 실제

No Fun Running Away
with No Bee

South Korea｜2018｜13min｜DCP｜Color｜WP｜Ⓖ

기억 속 한 남자를 추적하는 에세이 영화. 내가 되고픈 사람, 현재의 나를 만들어준
사람, 지금은 사라져버린 사람. 영화는 그에 대해 떠올리며 기억을 축적하고
I wanted to be like someone. He made me who I am. One day, he

When the state of Georgia proceeds with the court-ordered execution of
his death.

함혜경 HAM Hyekyung

재구성한다. 그는 존재하는 사람일까?

사형집행과정의 음성기록을 바탕으로 구성한 실험단편.

Ivon Ray Stanley, a correctional officer provides a step-by-step account of

530 9/24 19:30 MB7
708 9/26 13:00 MB7

⑫｜103min

-

disappeared suddenly. I tried to recall every clue to find him. However, the
more I chased after him, my memory of him renewed. It isn't important
whether my current memory of him is real or not. I want to talk about
what had happened inside of me throughout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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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s Competition

단편경쟁

Glow Worm in a Jungle

2016년 감독 에카퐁의 삼촌이 부인과 함께 집에서 살해당했다. 1년이 지나고,

In 2016, Aekaphong's uncle was murdered in his house alongside his wife.

The Santhali tribe of India did not have its own written language. Their

정글의 반딧불이

Thailand｜2018｜27min｜DCP｜Color｜KP｜Ⓖ

에카퐁은 고향으로 돌아가 삼촌의 과거를 추적하면서 그의 부재를 자각하게 된다.

구술전승을 통해 세대로 이어졌다. 한 여성이 창조의 기원과 최초의 집에 대한

Berlin IFF 2019

에카퐁 사란사테 Aekaphong SARANSATE

화력발전소 옆 사람들

The People Next to Coal Power
Plant

최혜원 CHOI Hyewon

South Korea｜2018｜24min｜DCP｜Color｜WP｜Ⓖ

화력발전소가 있는 석문 마을 이야기. 평범해 보이는 이 마을에는 밖에 빨래가 없고,

19호실

Room19

나뭇잎 색이 새까맣다. 송전탑은 우뚝 서서 굉음을 내고, 마을은 고요하고 비어있다.

영국 작은 도시에 잠시 머문 나. 자립 후 19번째 방인 19호실 방 풍경은 따뜻하고도
방’의 의미는 무엇일까.

Noise and silence co-exist next to the thermal power plant. A soaring

I temporarily stay in a small town in the UK. Since I left my parents' house

old people live in this place of stark contrast. They lost the sea they used

rebuild my life day by day. I left my home country to be free, but the

power tower makes noises and abandoned buildings remain quiet. Some

in 2001, I go on with my life. Room 19 is my 19th place. I pull down and

to fish, and became ill like twisted crops. They take pictures of blackened

reality I face as an Asian woman escalates anxiety. The film portrays the

leaves and collect them. However, nobody listens to them.

The Uncomfortable

United Kingdom｜2019｜9min｜DCP｜Color / B&W｜WP｜⑫

적막하다. 보다 자유롭기를 꿈꾸며 떠난 타국에서 마주한 아시아 여성의 ‘자기만의

아니 노인들만 남아 있다.

불편

홍혜미 HONG Hyemi

설수안 SEOL Suan

South Korea｜2019｜18min｜DCP｜Color｜WP｜Ⓖ

도시 한복판에서 은행 열매 조기채취와 은행나무 옮겨심기가 일어난다. 악취 때문에
유해물로 간주된 은행나무는 한편에서는 소원나무로 숭배되기도 한다. '이롭다',

단편경쟁

Early gathering of ginkgo nuts and transplanting of ginkgo trees take

instability of temporary life.

단편경쟁 5 Shorts Competition 5

411 9/23 13:00 MB7
819 9/27 17:00 MB2

Ⓖ｜102min

표해록

Days of Castaway

place in the middle of the city. Ginkgo trees, considered harmful because

배혜원 BAE Hyeweon

South Korea｜2019｜39min｜DCP｜Color / B&W｜Ⓖ

각기 다른 시기의 세 남자의 표류기. 1772년 장한철 선비, 1962년 강광보 노동자,

2007년 모르코인 오르마는 제주에서 혹은 제주로 표류한 이들이다. 희망에서 시작한

of bad smell, are also worshiped as wish trees on the other hand. What

여정이 불안과 배제로 얼룩진 표류기의 역설은 정주라는 점이다.

determines whether or not harmful?

In 1772, a scholar JANG Han-cheol in Jeju Island was on board a boat

to go to land for a state examination, and his boat drifts away after the

storm. In 1962, a laborer KANG Gwang-bo in jeju stowed away on a ship to

Japan. Omar from Morocco arrived in Korea in 2007 and stays in Jeju now.

퀴어053

Queer053

South Korea｜2019｜39min｜DCP｜Color｜Ⓖ

대구퀴어문화축제의 성장 이야기. 보수의 성지로 일컫는 대구에서 10년 동안

개최해온 퀴어 축제의 어제와 오늘, 축제가 하나의 길을 열어가는 과정은 만만치
않다. 무시, 편견, 혐오 속에서 좌충우돌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가 된다.

A queer culture festival has been held in Daegu, a city of conservatives, for
ten years, which comes second after Seoul. When people were ignorant
of "queer," they began reckless ventures. Despite the disapproval of

authorities and the interruption of hostile groups, the festival has become

a significant human rights festival in the region. The story of a festival who
broke through hatred and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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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is the story of three men and all the people in the state of drift.

박문칠 Emmanuel Moon-Ch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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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레이
Re:play

장지혜 Jeehye Kay JANG

Denmark｜2019｜11min｜DCP｜Color｜Ⓖ

인생의 한 지점을 되돌려 볼 수 있을까? 영화는 50대 여성 카트린이 20대 겪은 한
순간을 재연한다. 기억의 재연 과정이 거듭될수록 기억은 공동 창작 작업이 된다.
개인의 트라우마가 집단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까.

An experimental docu-fiction. The film depicts the turning points that

51-year-old Kathrine had in her 20s. In a studio set, actors represent her
memories. Watching them, Kathrine recalls her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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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s Competition

'해롭다'의 기준은 무엇일까.

contradictory feelings between the comfort of one's own room and the

손, 기억, 모자이크

Hand, Remember, Mosaic

글로벌 비전

박은선 PARK Eunsun

South Korea｜2019｜24min｜DCP｜Color｜WP｜Ⓖ

Global Vision

그림 작가 은선의 자기 고백. 사회 정치에 무관심하고 자기만의 취향이 확실한 은선은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친구들을 보며 부끄러움과 소외감을 느낀다. 그런 자신을
돌아보다 어린 시절 5·18 관련 트라우마를 마주한다.

An illustrator Eunseon has ignored difficult things but has done only what
she liked. Her friends don't shy away from candlelight protests and the
Sewol ferry incident. She feels ashamed and isolated, and introspects

herself. She confronts her trauma related with the Gwangju Uprising and
pulls up courage to overcome it. When she visits the place after 20 years,
she realizes things won't get better so quickly.

1보다 크거나 작거나
Almost One

차재민 CHA Jeamin

South Korea｜2018｜28min｜DCP｜Color｜WP｜Ⓖ

어린이 연기 교육 학원 풍경. 아이들은 발성연습을 하고 연기에 토론을 하고 카메라
앞에서 대본을 읽는다. 영화는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순간순간 표정을 담는다.
카메라는 보이는 그대로를 담지만 모두가 연기로 비춰진다.

Global Vision

단편경쟁

A camera is sitting in an acting class. Kids are learning how to act in a

group. Without any sign of distress and doubt, they follow the instructor.
Their compliant attitude may boost a learning process and is considered
as talent. Sometimes, child actors and actresses don't understand their
characters' situations or emotions.

해외에서 주목 받은 수상작이나 화제작 및 주요 감독들의

신작들을 소개하는 섹션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향하는 평화, 소통, 생명의 가치를 담은 진지한 주제의식과
가치관을 담은 작품들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Global Vision introduces the award-winning films
at notable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the

remarkable new films from major documentary

directors, and it invites audiences with the films

which contain the serious themes and values

of peace, communication, and life that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im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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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헬레나 트레슈티코바
Closeup: Helena TŘEŠTÍKOVÁ

결혼 이야기

A Marriage Story

헬레나 트레슈티코바 Helena TŘEŠTÍKOVÁ

Czech Republic｜2017｜102min｜DCP｜Color｜KP｜Ⓖ

인류세：인간의 시대

제니퍼 베이치월, 에드워드 버틴스키, 니콜라스 드 펜시에르

Epoch

Canada｜2018｜87min｜DCP｜Color｜KP｜Ⓖ

Anthropocene：The Human

인류가 지구라는 행성에 남긴 거대한 흔적과 변형에 대한 영화적 명상. <아르얀
란버틴스키와 산업사회의 초상> (2006)과 <워터마크> (2013)으로 이어지는

유럽을 대표하는 헬레나 감독의 작품. 35년 동안 함께한 부부라면 충만한 행복의 순

삼부작의 마지막 작품으로 일군의 과학자들과 예술가와 작가들이 4년 동안 작업한

간과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의 순간을 겪으며 지내왔을 것이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

결과물이다.

일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평범한 부부의 일상에서 함께 느끼는 행복의 순간들을 따
라간다.

220 9/21 15:00 LPO6

423 9/23 17:00 MIB103

In 35 years of one couple's shared life, a lot of things happen: from the

moments of an absolute harmony to the dramatic falls. For most of the
time, the couple cares for common daily life issues and joys that come
together with raising the children, running the household or running a
business.

330 9/22 18:00 MB7
820 9/27 17:00 MB3
Sundance FF 2019
Berinale IFF 2019

대나무로 엮은 경극장
포만 VS 포만

Forman vs. Forman

헬레나 트레슈티코바, 야쿱 헤이나 Helena TŘEŠTÍKOVÁ, Jakub HEJNA

Bamboo Theatre

Czech Republic, France｜2019｜78min｜DCP｜Color / B&W｜KP｜Ⓖ

Cannes 2019

326 9/22 17:15 MBC6

627 9/25 17:30 MIB102

personal searching and fumbling. The film is a collage of rare private and

헬레나 트레슈티코바 Helena TŘEŠTÍKOVÁ

말로리를 13년 동안 카메라에 담아냈다.

Hot Docs 2016

54

This film is a portrait of a unique cultural space for Spirits, Ghosts, Gods,
and People. While permanent theatres are commonly built in most

cosmopolitan modern cities, Hong Kong preserves a unique theatrical
architecture, a Chinese tradition that is hundreds of years old - the

Life hasn't been easy on Mallory, but after the birth of her son, she tries
desperately to kick her drug habit and to stop living on the street. She

wants to turn her back on her dark past and help those she knows best –

왕빙 WANG Bing

China, France｜2018｜265min｜DCP｜Color｜KP｜Ⓖ

사상가, 시인 가오 에르타이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50년이

개인이 소외 당하고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과정에 대한 통렬한 분석을 제공한다.
왕빙의 <사령혼: 죽은 넋>과 닿아 있는 작품.

말로리에게 삶은 고통이다. 아들을 출산한 뒤 마약에서 벗어나고자 필사적으로

도우며 살고 싶어한다. 한 인물을 오랫동안 따라가는 작업으로 유명한 헬레나 감독이

509 9/24 11:00 MIB102

혼령, 유령, 신, 사람들이 공존하고 어우러지는 홍콩만의 독특한 공간에 대한 영화.

넘는 세월 동안 겪었던 경험에서 나온 그의 미학과 소외를 담은 작품들은 강압에 의해

Czech Republic｜2015｜97min｜DCP｜Color｜KP｜⑫

노력하는 말로리는 어두운 과거를 뒤로 하고 사회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209 9/21 11:00 MIB105

Hong Kong｜2019｜75min｜DCP｜Color｜WP｜Ⓖ

official archives.

Beauty Lives in Freedom
Mallory

척 청 CHEUK Cheung

Bamboo Theatre.

Czech filmmaker on which blows of fate blended with strokes of fortune,

아름다움은 자유에 있다
말로리의 수난

Watermark (2013), and this is the third one.

425 9/23 17:30 MBC6

Gao Ertai, artist, philosopher and poet, suffered political persecution

throughout the Cultural Revolution. Based on his experience under a

totalitarian system, Ertai’s works on aesthetics and alienation provide a

piercing analysis of how an individual is alienated and turned into a tool
of a political regime.

people on the fringes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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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9/22 21:00 MB3

and Jakub Hejna outlines the journey of the life of the most famous

award winning team of a trilogy - Manufactured Landscapes (2006) and

사람들과 경극공연을 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득한 포먼 감독의 드라마틱한 삶을 개인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희귀한 아카

327 9/22 17:45 LPO7

it is four years in the making feature documentary film from the multiple-

독특한 형태의 극장문화와 건축양식이 존재하고 있다. 대나무 가설극장을 짓는

슈티코바와 야쿱 헤이나 감독의 헌정 다큐멘터리. 행운과 개인적 열정, 미숙함 등으로

The Forman vs. Forman documentary by directors Helena Třeštíková

A cinematic meditation on humanity’s massive reengineering of the planet,

대부분 극장들은 도심 한복판에 지어지지만, 홍콩에는 여전히 수백 년을 이어온

작년 타계한 체코를 대표하는 세계적 거장 밀로스 포만 감독에게 바치는 헬레나 트레
이브 자료들로 구성했다.

Jennifer BAICHWAL, Edward BURTYNSKY, Nicholas de PENCIER

원앙새는 없다

The Couple Is Not the Same
Birds

토니 탄 Tony TAN

China｜2019｜89min｜DCP｜Color｜WP｜Ⓖ

중국과 북한 사이 국경도시인 단둥을 배경으로 평범한 중국 중산층의 일상을

사마에게

For Sama

따라가는 영화. 한때 부부였으나 이혼한지 15년이 지나고 각자 새로운 가정을 꾸린

315 9/22 13:00 MIB103
331 9/22 18:00 LPO6

Ninety One：세상에 맞서다
Face the Music

leading role, doing interviews with the parties and the presentation of
their daily life.

카테리나 수보로바 Katerina SUVOROVA

Kazakhstan｜2019｜73min｜DCP｜Color｜IP｜⑫

카자흐스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이돌그룹 '나인티 원'의

러브레터이자 조국에 바치는 헌사 같은 영화.

232 9/21 20:00 MB2
718 9/26 15:30 MB2

꿈의 구장：리비아 여성축구대표팀
Freedom Fields

and cultural conflicts within Kazakhstani society – contradictions between
urban and rural culture, traditionalism and globalization, between the
vertical power system and personal liberty.

cataclysmic conflict rises around her.

나지하 아레비 Naziha AREBI

United Kingdom, Libya｜2018｜97min｜DCP｜Color｜KP｜Ⓖ

5년 동안 촬영된 <꿈의 구장: 리비아 여성축구대표팀>은 내전에 휩싸이고 아랍의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
234 9/21 20:00 MB7

336 9/22 20:00 LPO7
Toronto IFF 2018
BFI 2018

This film follows three women and their football team in post-revolution

Libya, as the country descends into civil war and the utopian hopes of the
Arab Spring begin to fade. With their eyes, we see the reality of a country
in transition, where the personal stories of love and aspirations.

IDFA 2018

CPH:DOX 2019

희몽인생：아버지와 아들
Father

양리초우 YANG Li-chou

Taiwan｜2018｜98min｜DCP｜Color｜KP｜Ⓖ

허샤오시엔의 <희몽인생>의 실제 인물이자 중국 전통인형극의 전설적인 장인 리

하시나：방글라데시의 딸

Hasina：A Daughter's Tale

탄루와 그의 아들 첸 시황. 아들로 이어진 전통예술은 가치를 인정 받았지만, 빠르게

801 9/27 10:30 MB7
Hong Kong IF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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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son led them to a mutual knot.
After Chen set up his own troupe and earned recognition all over the

world, but this traditional art declined rapidly, and Chen found no one to
pass on his great skills.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방글라데시 국부 셰이크 무지부르 라흐만 초대 대통령의 딸이자 4선 연임에 성공한
복잡하게 얽힌 방글라데시의 정치와 역사를 자료화면과 인터뷰를 통해 엮으며 자국

사라지는 전통예술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한다.

Chen Hsi-huang, the son of the legendary puppet master Li Tian-lu, and

Bangladesh｜2018｜72min｜DCP｜Color｜KP｜Ⓖ

현직 총리인 셰이크 하시나에 대한 다큐. 1975년 암살로 아버지를 잃은 시기부터

쇠퇴하며 후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허샤오시엔 감독과 임공 등이 출연해

310 9/22 12:00 MB7

칸 피플루 Khan PIPLU

박스오피스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229 9/21 18:30 MIB103
422 9/23 16:30 MB7

The docu-drama begins with the heinous assassination of her father in
1975. Set in the backdrop of the most complex delta on earth, Hasina:

A Daughter's Tale is an ambitious attempt to analyze and document the

persona of an iconic political figure, Prime Minister of Bangladesh, Sheikh
Hasina.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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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ty One in Kazakhstan. These events opened a whole layer of social

Syria as she falls in love, gets married and gives birth to Sama, all while

우리는 전환기에 놓인 한 국가의 현실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개인들의 사랑과 열망에

체계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충돌을 담아낸 영화.

608 9/25 11:00 MB2

of Waad al-Kateab’s life through five years of the uprising in Aleppo,

여성과 그들의 축구 팀의 이야기를 추적한다. 의외의 액티비스트들의 눈을 통해,

따라가며 카자흐스탄의 사회적 문화적 갈등과 전통주의와 세계화, 수직적 권력

304 9/22 10:00 MBC6

A love letter from a young mother to her daughter, the film tells the story

봄이 지녔던 유토피아적인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한 혁명 후의 리비아에서 3 명의

콘서트 개최를 앞두고 콘서트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다. 문제적 아이돌 그룹을

Documentary film follows the protests against concerts of a local band

아랍의 봄부터 5년 동안 시리아 알레포에서 시위에 참여했던 감독 와드는 뜨거웠던
남았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도시 알레포에 딸과 함께 남은 와드가 딸에게 보내는

A documentary based on the family life of ordinary middle class in China.
in China. Following a couple, who has been divorced for 15 years as the

United Kingdom｜2019｜95min｜DCP｜Color｜KP｜Ⓖ

혁명의 와중에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딸 사마를 낳게 된다. 혼돈과 절망만이

남자와 여자의 현재를 인터뷰와 과거 촬영한 색 바랜 영상자료를 통해 재구성한다.
It was shot in Dandong City, Liaoning Province, the largest border city

와드 알-카테아브, 에드워드 왓츠 Waad AL-KHATEAB, Edward WATTS

굶주린 귀신들의 섬

Island of the Hungry Ghosts

가브리엘 브래디 Gabrielle BRADY

프로젝셔니스트：

Color｜KP｜Ⓖ

The Projectionist

Germany, United Kingdom, Australia｜2018｜94min｜DCP｜
인도양의 외딴 섬. 수백만의 참게 무리가 정글에서 바다로 대규모 이동을 한다.

아벨 페라라와 70년대 뉴욕

외상전문 상담사인 포 린 리이다.

Visions du Réel 2018
Tribeca FF 2018

마오 마오 쿨 초등학교의 기말고사
Mao Mao Cool

On an isolated island in the Indian Ocean, land crabs migrate in their

millions from the jungle to the sea. The same jungle hides a high-security
detention centre where thousands of asylum seekers have been locked
away indefinitely. Their only connection to the outside world is trauma

508 9/24 10:30 MIB103
720 9/26 19:30 MB7

장양 ZHANG Yang

China｜2019｜92min｜DCP｜Color｜WP｜Ⓖ

중국 다리시 마오 마오 쿨 초등학교에서 기말 시험날 홍루이를 따라간다. 아이들의

자화상：47km 마을의 창

Self Portrait：Window in 47km

The film follows QU Hongrui during his final exam at the Mao Mao Cool
Primary School in Da Li. Kids explore the town of Da Li, participating in
a series of specifically designed tasks aimed at training their cognitive,
reasoning and emotional control abilities.

레온 시미니아니 León SIMINIANI

Spain｜2018｜90min｜DCP｜Color｜KP｜Ⓖ

다큐 감독 레온은 늘 케이퍼무비를 만드는 꿈을 꾸어왔다. 어느 날 금융위기에 처한

215 9/21 13:00 MBC6
715 9/26 16:00 MB7

703 9/26 10:30 MB7

times of the Spanish financial crisis, but he is jail. He then decides to write
to him in prison to offer to make a film and against all odds Flako accepts.

2018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장 멩치 감독의 시리즈

The 8th film in my documentary series "47 km." An 85-year-old man sits

under Mao Zedong's portrait and, as the sun sets, recalls his revolutionary
history in pursuit of "New China." Meanwhile, a 15-year-old girl Fanghong
walks through the village with her paintbrush, knocking on the doors of
elders' dark rooms.

슈팅 마피아

Shooting the Mafia

킴 론지노토 Kim LONGINOTTO

Ireland, USA｜2019｜97min｜DCP｜Color｜KP｜⑮

마피아세계를 담아낸 사진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작가 레티시아 바타글리아에

대한 영화. 처참하게 살해된 희생자에게 카메라를 들이댄 순간 마피아를 상대로 하는
일생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마피아조직의 야만과 범죄를 폭로하는 위험한 여정에도

시작된다.

he reads the story of Flako, the most wanted bank robber during the hard

China｜2019｜110min｜DCP｜Color｜WP｜Ⓖ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을 어른들의 어두운 방문을 두드린다.

편지를 보내 영화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고 플라코가 수락하면서 영화 만들기가

León has always dreamed of making a heist film. One day, in the papers,

장 멩치 ZHANG Mengqi

날이 저물자 '새로운 중국'을 추구하던 혁명시절을 떠올린다. 소녀 팡홍은 붓을 들고

스페인에서 악명을 떨쳤던 은행강도 플라코에 대한 기사를 읽고 감옥에 있는 그에게

340 9/22 20:30 LPO6

the life and work of a fiercely independent New Yorker.

당당함과 열정으로 살아온 그녀의 이야기.

343 9/22 21:00 MIB103
818 9/27 16:30 MBC6
Sundance 2019

Sicilian Letizia Battaglia began a lifelong battle with the Mafia when she

first dared to point her camera at a brutally slain victim. Exposing the Cosa
Nostra's barbaric reign, she bore unflinching witness to their crimes and
has led a life continually defined by defiance and passion.

Berlinale 2019

Hot Doc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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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for a Heist Film

changing city laws, cultural shifts and more. Director Abel Ferrara traces

『47 km』 중 8 번째 작품. 마오 쩌둥 초상화 아래에 앉아 있던 85세의 노인은

영화.

케이퍼 무비 제작설명서

independent, art house cinemas open in the face of major corporations,

counsellor Poh Lin Lee.

곳곳을 탐험한다. 홍루이와 친구들, 그리고 다리 마을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아낸

614 9/25 13:40 MIB102

극장체인에 맞서고, 변화하는 법령들과 문화적 트렌드에 맞서며 독립영화관과

New York City Movie theater operator Nick Nicolaou fights to keep

인지능력과 추론, 정서조절능력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을 따라 아이들은 다리 마을

313 9/22 10:00 MB3

뉴욕에서 극장을 운영하는 니콜라스 니콜라우는 지난 40년 동안 대기업이 장악한
70년대 뉴욕과 당시 영화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

있다. 경비가 삼엄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과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통로는

803 9/27 10:30 MIB103

USA, Greece｜2019｜81min｜DCP｜Color｜AP｜⑱

예술극장들을 지켜오고 있다. <악질경찰>의 아벨 페라라 감독이 그를 만나 나누는

그리고 정글에는 수천 명의 망명신청자들이 기약 없이 감금된 난민수용소가 숨겨져

212 9/21 12:30 LPO6

아벨 페라라 Abel FERRARA

서양의 아랍인들

Western Arabs

오마르 샤르가위 Omar SHARGAWI

Denmark｜2019｜81min｜DCP｜Color｜AP｜⑫

팔레스타인 아버지와 덴마크인 어머니, 그리고 세 아들은 1960-70년대 덴마크에

도착했던 초창기 이민자들이 경험해야 했던 문화적 갈등과 충돌을 잘 보여준다. 서로
다른 문화를 지닌 덴마크와 아랍계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12년 동안 겪었던 시절을

글로벌 비전 단편 1 Global Vision Shorts 1

⑫｜86min

칼로타의 얼굴

Carlotta's Face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이브리드 다큐멘터리.

719 9/26 19:00 MB3

807 9/27 13:00 MIB103
Berlinale 2019

발렌틴 리들, 프레데릭 슐드 Valentin RIEDL, Frédéric SCHULD
Germany｜2018｜5min｜DCP｜Color｜KP｜Ⓖ

칼로타는 거울을 봐도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 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어린 아이에게 안면인식장애가 가져다 주는 혼란을 다룬 수작 애니다큐.

The father is Palestinian, the mother Danish, and the three sons become a

When Carlotta looks in the mirror, she doesn't recognize the image

result of the cultural encounter which occurred when the first immigrants

reflected back at her. This animated portrait explores the confusion that

arrived in Denmark in the 60s and 70s. This is an intimate portrait, a
documentary-hybrid, which follows the Danish/Arab family.

219 9/21 15:00 MB7
230 9/21 19:30 LPO6

Hot Docs 2018

댄싱 포 유

Dancing for you

face blindness causes for a young child trying to make sense of her world.

카타지나 레스 Katarzyna LESISZ

Poland｜2018｜18min｜DCP｜Color｜AP｜Ⓖ

12세 소년 빅토르는 발레학교 발표회 준비로 분주하다. 할머니가 공연 준비를

도와주고 있지만 빅토르의 소원은 해외에 계신 아버지가 발표회에 참석하는 것이다.
Wiktor is practicing for the annual show at the ballet school. His

grandmother is his companion as he prepares for the performance, but his

중경의 래퍼들

Trapped in the City of a
Thousand Mountains

dream is that his father, who lives abroad, will come to the show.

Global Vision

글로벌 비전

IDFA 2018

다비드 베어벡 David VERBEEK

Netherlands, China｜2018｜24min｜DCP｜Color｜⑫

차이나 랩이라는 하나의 현상이 인터넷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전례 없는

대중적인 인기 이면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투쟁이 존재한다. 래퍼들이 맞서야 하는
검열이라는 장애에 대한 이야기.

Chinese rap has taken the internet by storm. But behind the

unprecedented gains in popularity, there is a struggle for freedom of
IDFA 2018

어게인
Again

speech. Rappers are trying to figure out what they still can and cannot do
after new censorship is announced.

마리오 파이퍼 Mario PFEIFER

Germany｜2018｜39min｜DCP｜Color｜KP｜Ⓖ

"당신이라면 어떻게 행동 했을까요?" 난민이 관련된 슈퍼마켓 폭력사건이

스튜디오에서 재연된다. 10 명의 시민들이 재연과정에 참여하면서 시민의 역할과
용기, 자구행위에 근본적 물음을 제기한다.

A violent supermarket incident involving a refugee in East Germany is
Visions du Rée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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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nacted in a film studio. Ten citizens observe and comment on the

case, which highlights the blurred distinction between civil courage and
vigilant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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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비전 단편 2 Global Vision Shorts 2
⑫｜78min

스모선수 도전기

Little Miss Sumo

204 9/21 10:00 LPO6
604 9/25 10:30 MB3

매튜 카이 Matthew KAY

이단아

Black Sheep

USA, United Kingdom｜2018｜19min｜DCP｜Color｜KP｜⑫

After the high-profile killing of Damilola Taylor, Cornelius' family move

이야기.

Tribeca Film Festival 2019
Sheffield Docfest 2019

북풍을 거슬러：환상이 떠난 자리
Beyond the North Winds：
A Post Nuclear Reverie

change Japan's national sport forever.

Hot Docs 2018

Sheffield Docfest 2018

판타지, 판타지

Fantasy, Fantasy

나탈리 큐비데스 브래디 Natalie Cubides BRADY

United Kingdom｜2019｜24min｜DCP｜Color｜AP｜⑫

우리 세대가 유산으로 남기는 흔적을 돌아보게 한다.

가자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A Letter to a Friend in Gaza

with landscape and time, exploring the nature of ruins, and asks what
environmental scars our generation will leave behind.

아모스 지타이 Amos GITAI

Israel｜2018｜35min｜DCP｜Color / B&W｜AP｜⑫

카뮈는 1943-45년 가상의 독일친구에게 경고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보낸 편지를
모아 책으로 발표한다. 여기에 영감을 받은 아모스 지타이는 감독이자 시민으로

IDFA 2018

⑫｜78min

히잡과 축구공

Beyond the Fence

아르만 골리푸르 다쉬타키 Arman Gholipour DASHTAKI
Iran｜2018｜18min｜DCP｜Color｜AP｜Ⓖ

아버지가 남긴 포르노 테이프

My Dead Dad's Porno Tapes

family and footb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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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타이렐 Charlie TYRELL

Canada｜2018｜14min｜DCP｜Color｜KP｜⑱

영화감독 찰리는 어색한 관계였던 아버지가 죽은 뒤, 그를 좀 더 이해하고자 유품들을

Filmmaker Charlie Tyrell seeks to better understand his emotionally distant
Academy Awards 2019

라이프보트
Lifeboat

late-father through the personal belongings he left behind... including a
stack of VHS dirty movies. Narrated by David Wain.

스카이 피츠제럴드 Skye FITZGERALD

USA｜2018｜35min｜DCP｜Color｜AP｜⑫

리비아 난민들을 침몰하는 보트에서 구하는 독일 NGO단체 회원들의 모습을 생생하

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세계적 이슈가 된 난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하면서도 희
망을 놓지 않는다.

가족과 축구에 대한 영화.

a small town in Iran presents difficulties. A documentary about dreams,

414 9/23 13:30 LPO6
806 9/27 11:00 MB3

내레이션을 맡았다.

작은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녀에게 너무 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미래에 대한 꿈과

football team and in the European leagues. But being a girl and living in

a time when uniformity is increasingly the norm.

뒤지던 중 VHS 비디오테이프 무더기를 발견한다. 배우이자 감독 데이비드 웨인이

베나즈의 꿈은 이란 축구팀과 유럽 최고의 축구 리그에서 뛰는 것이지만 이란의

Behnaz is a talented football player. Her dream is to play for the Iranian

they both have autism, this is a celebration of courage and authenticity in

⑲｜83min

German friend to likewise sound an alarm, Amos Gitai decided that he

308 9/22 10:00 LPO7
817 9/27 16:00 MB7

11살 쌍둥이 자매 몰리와 스밀라의 세계로의 초대. 자폐증을 가진 두 소녀에게

글로벌비전 단편 4 Global Vision Shorts 4

Inspired by Albert Camus, who published a series of letters to an imaginary

글로벌비전 단편 3 Global Vision Shorts 3

Denmark｜2018｜33min｜DCP｜Color｜AP｜Ⓖ

11-year-old twin sisters Molly and Smilla take us into their world. Though

사람들에게 대화를 건네려 한다.

would try to initiate a dialogue and get people to listen to each other.

카스파 아스트룹 슈뢰더 Kaspar Astrup SCHRÖDER

Global Vision

글로벌 비전

Visions du Réel 2019

Cornelius takes a drastic step to survive.

소녀의 이야기.

하는 동안 사라져버린 한 남성을 따라간다. 풍경과 시간, 폐허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man who disappears while writing a report on the reactor. Concerned

out of London. But when they discover their new town is run by racists,

‘정상’이란 무엇일까? 획일성이 미덕인 시대에 맞서는 용기와 진심을 노래하는 두

스코틀랜드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과정을 다룬 영화로, 원자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About the decommissioning of a nuclear plant in Scotland, it traces a

아들의 친구가 살해당하자, 아들을 안전을 걱정하던 코넬리우스의 엄마는 런던 교외
하나가 되는 방법을 택하는데.

내려온 전통에 맞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녀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에 대한

on a remarkable journey, confronting obstacles in an attempt to help

United Kingdom｜2018｜27min｜DCP｜Color｜KP｜⑫

백인지역으로 이주한다. 인종차별주의자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코넬리우스는 그들과

스모 여성 챔피언 히요리는 전통에 따라 21 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한다. 오랫동안

Hiyori will have to retire at the age of 21. Fighting tradition, Hiyori embarks

에드 퍼킨스 Ed PERKINS

Volunteers from a German non-profit risk the waves of the Mediterranean
Academy Award 2018

to pluck refugees from sinking rafts pushing off from Libya in the middle
of the night. LIFEBOAT puts a human face on one of the world’s greatest
contemporary, global crises and provides a spark of hope surrounding

how civil society can intervene in the refugee crisis in a meaningful way.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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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How Far I'll Go

우쿠 아구스틴 Ucu AGUSTIN

Indonesia, USA｜2019｜34min｜DCP｜Color｜WP｜Ⓖ

안드레아와 살사빌라는 각각 미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10대 소녀들이다. 장애를 지녔지만 자립심을 키워야 하는 두
소녀의 이야기.

한국다큐 쇼케이스

Korean Docs Showcase

Andrea and Salsabila are teenage girls, living with their blindness in two

different countries, USA and Indonesia. They share the same idea: to gain
independent to prepare for a better future!

한정상영 : 조슬린 사브, 레바논 영화의 개척자

Tribute Screening : Jocelyne SAAB, the Pioneer of Lebanese Cinema
⑫｜41min

내 이름은 메이 시게노부

My Name is Mei Shigenobu

202 9/21 10:00 MIB102
228 9/21 17:30 LPO6

조슬린 사브 Jocelyne SAAB

Lebanon｜2018｜7min｜DCP｜Color｜IP｜Ⓖ

Korean Docs Showcase

일본 적군파의 일원으로 악명을 떨쳤던 시게노부 후사코의 딸 메이를 레바논영화의
개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조슬린 사브가 만났다. 올해 초 타계한 조슬린 감독의

글로벌 비전

유고작.

A delicate portrait of Mei Shigenobu, daughter of the founder of the

Japanese Red Army in Beirut, Fusako Shigenobu by the late Jocelyn Saab.

베이루트를 떠나며

Beirut, Never Again

조슬린 사브 Jocelyne SAAB

France｜2010｜34min｜DCP｜Color｜Ⓖ

그 해 1976년 베이루트의 수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6 개월 동안 아이의 눈을 통해
도시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봤고, 잠시 총성이 멈추는 아침이면 시내를 돌아다녔다.
감독이 남긴 베이루트 3부작 중 하나.

The year 1976 marks the beginning of Beirut’s calvary. With a child’s eyes
the filmmaker follows 6 months the destruction of the city’s walls. Every
morning, she roams around Beirut while the militia from both sides rest
from their night of fighting.

한국다큐 쇼케이스는 한국 경쟁과 함께 한국 다큐멘터리의

최신작을 만날 수 있는 섹션.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향하는 평화, 소통, 생명의 가치를 담은 진지한 주제의식과
가치관을 담은 작품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Korean Docs Showcase is a section presenting the
latest Korean documentary films like the Korean

Competition section. The audience can find the

films that conveys the serious themes and values
of peace, communication, and life that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ims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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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분의 1：난임부부 다이어리
Be My Baby

박일동 BAK Il-dong

South Korea｜2019｜84min｜DCP｜Color｜WP｜⑫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힘든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것을 싫어하는 아내,

두려워하지 마라
Fear Not

나를 닮은 아이를 낳고 싶은 욕망이 점차 강해지는 나. 남들에게 당연한 일이 이
질문을 자아내는 영화.

226 9/21 17:30 MB7

407 9/23 10:30 LPO7

소년의 방

Boy's Room

but I desire more and more to have children who resemble me. Childbirth
is natural to others, but difficult for this couple. The film opens the

subfertility couple diary and raises questions about various contradictions.

김자양 KIM Jayang

South Korea｜2019｜75min｜DCP｜Color｜WP｜Ⓖ

사촌동생 태윤이의 삶을 기록한 영화. 9살 때 보육원에 보내진 태윤이 17살이 되어

Paralympics, captures everyone in space equally and parallelly without
222 9/21 16:30 MBC6
521 9/24 14:00 LPO7

길 위의 빛들

The Lights on the Road

home there is a Vietnamese stepmother and a young half-brother. What

does house mean to him? The film is not from the perspective of Tae-yoon

217 9/21 14:00 MB3

421 9/23 16:00 LPO6

부성필 BU Seong-pil

South Korea｜2019｜64min｜DCP｜Color｜KP｜Ⓖ

10년 전 장애인 시설을 탈출한 철규. 그의 평생 소원은 제주도 여행이다. 제주

베짱이는 없다

No One is Grasshopper

239 9/21 20:30 MIB103

disabilities can travel freely and comfortably in a non-disabled world. Will

810 9/27 13:30 MBC6

Chul-Gyu succeed in the challe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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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l and a Poongsan dog wonder around the Han River in Seoul, Sokcho,

Gangneung and Inje's northernmost DMZ village, searching for water and
toilets. When the director meets the family on the road, they confide the

배성수 BAE Sungsoo

South Korea｜2019｜62min｜DCP｜Color｜Ⓖ

"단연코 말하겠다. 꿈이 있어 불행하다고". 영화는 예술가를 꿈꾸며 살아가는

"I can say conclusively. I'm unhappy because I have a dream." The film

is to travel to Jeju Island. Lee Sang-yeop, who runs a guest house in Jeju,

decides to grant his wish. Cheol-kyu's five-day Jeju trip asks if people with

A family living on a 5 ton truck. A couple, their seven-year-old twin boy and

유지하며 꿈을 쫓아가는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질문하게 한다. 철규의 도전은 성공할 것인가?

705 9/26 10:30 MIB103

화재로 집이 불탄 후 길 위 트럭에서 살아가는 4인 가족. 그런데 이 트럭이 범상치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담는다. 청년예술가는 불안한 일상을 간신히

제주여행은 비장애인 중심 세상에서 장애인들의 자유롭고 편안한 여행이 가능한가

322 9/22 15:30 MB7

South Korea｜2019｜125min｜DCP｜Color｜WP｜Ⓖ

wounded heart away, filming their faces and smiles.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이상엽은 철규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한다. 5일간

Chul-kyu escaped from a disabled facility ten years ago. His lifetime dream

신지승, 이은경 SHIN Jiseung, LEE Eunkyoung

hidden stories of their scars in front of the camera, and he soothes their

film about Tae-yoon?

Chul-kyu

abnormal.

넘나드는 기록의 모습. 무엇이 영화고 무엇이 삶일까?

or anyone in the family, but from my point of view. Why am I shooting a

철규

the dichotomous framework of disability and non-disability, normal and

629 9/25 19:00 MB2 WB

directly tells us the story of young people who dream of being an artist.
They stand at the crossroads of choice every moment, keeping their

anxious daily lives and pursuing their dreams. After much effort, they can

achieve their dreams of being young artists in the near future, but are they
happy? The answer is they are still not happy.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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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ocs Showcase

한국다큐 쇼케이스

424 9/23 17:00 LPO7

dramatization and focuses on the reality as it is, captures a minute rift in

이번에는 DMZ지역에 들어선다. 트럭에서 살아가는 대안적 삶, 연기와 실제를

입장에서 보여진다. 나는 태윤이를 왜 찍고 있는 것일까?

sent to an orphanage in his ninth year, returned home at the age of 17. At

focusing specific characters and events. FEAR NOT, which avoids

않다. "촬영"이라 쓰여져 있는 이 트럭은 찍고 찍히고의 경계가 없다. 그 촬영트럭이

어떤 의미일까? 영화는 태윤이 입장도, 가족 중 누군가의 입장도 아닌, 지켜보는 나의
A film that depicts the life of my cousin Tae-yoon. Tae-yoon, who was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 10일간의 여정을 담은 영화. 영화는 인물과 사건에
The film, following a 10-day journey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집에 돌아왔다. 집에는 베트남 새어머니와 어린 이복동생이 있다. 태윤이에게 집은

206 9/21 10:30 MBC6

South Korea｜2019｜102min｜DCP｜Color｜WP｜Ⓖ
치우치지 않고 공간에 담긴 모두를 평등하고 평행하게 담아낸다.

부부에게는 쉽지 않다. 영화는 난임부부 다이어리를 채워간다. 여러 가지 충돌하는
Marriage and no children. My wife hates having children in a tough world,

박기용 PARK Ki-yong

옥우

Prison Friends

김성웅 KIM Sungwoon

Japan｜2018｜115min｜DCP｜Color｜IP｜⑫

허위자백을 강요당해 억울한 옥살이로 인생을 감옥에서 보낸 노인 4명의 이야기.

유키코

Yukiko

풀어낸다. 한국 근현대사의 디아스포라 삶을 지적이고 시적으로 담은 에세이

풀어낸다. 마음 속 울림이 큰 영화.

501 9/24 10:00 LPO6

and spent their lives in prison. The film captures the present daily lives

of those who were acquitted at the end of their life after having spent all
their lives in death row. The film approaches the state's violence against

유키코라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그녀의 딸의 딸이 추척해간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
여성 삼대를, 일본-한국-프랑스의 삼국을 넘나드는 근현대사를 종으로 횡으로

담아낸다. 국가가 개인에게 가한 폭력을 부조리의 관점이 아닌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233 9/21 20:00 MB3

France｜2018｜70min｜DCP｜Color｜⑮

전쟁 중에 일본 여성과 한국 남자의 미완의 사랑이 딸의 어머니를 낳는다. 영화는

영화는 사형수로 청춘을 다 보내고 인생 말년에 무죄로 풀려난 이들의 현재 일상을

The story of four old men who were forced to make a false confession

노영선 NOH Youngsun

다큐멘터리.
328 9/22 18:00 MB2

406 9/23 10:30 LPO6

The story of a woman named Yukiko traced by her granddaughter. The
unfinished love of a Japanese woman and a Korean man gives birth to

the granddaughter's moth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film
unfolds the modern history along with the three generations of women

individuals from a humanistic point of view, not from a political point of

and the three countries of Japan, Korea, and France. An intellectual and

view.

poetic documentary about the diaspora in Korea of modern and present
age.

언더그라운드

Underground

허욱 Wook Steven HEO

South Korea｜2019｜72min｜DCP｜Color｜Ⓖ

동아시아에 산재한 지하 구조물들과 그들이 품고 있는 역사를 담는다. 영화는 신설동
지하유령역에서 시작하는 대동아전쟁 지역, 4.3항쟁의 지하구조물의 흔적을 찾아

Korean Docs Showcase

한국다큐 쇼케이스

나선다. 그리고 그곳은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다. 기념비의 공간이 관광지의 공간이
되어버린 언더그라운드의 숨결을 담는다. (재편집버전)

211 9/21 12:30 MB7

320 9/22 15:15 LPO7

A documentary about the underground structures scattered around East
Asia and their history. Starting from the underground ghost station in

Sinseol-dong, Seoul, it searching for traces of underground structures
in areas of the Great East Asian War and Jeju 4.3 uprising. It captures

the air of the underground in which the monumental structures became
sightseeing spots.

그곳, 날씨는

Weather, There

추모상영

Memorial Screening

안녕, 미누

Coming to you, Minu

이원우 LEE Won-woo

버젼이다. 추모 영상은 이후 극적으로 DMZ국제영화제 개막초청으로 한국 방문, 이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담고 있다. 미누를 기리며 미누를 잘 보내기 위한 자리.

만나는 이웃들과도 날씨 이야기를 하고, 지구 반바퀴 떨어져 있는 한국의 친구들과도

303 9/22 10:00 MB7

432 9/23 20:00 LPO6

Leaving Korea and living in the United States, I enjoy talking about the
weather. As a foreigner, I talk about the weather with my neighbors

outside the house, and also with my friends in Korean who are halfway

across the world. Talk about the weather is useful and comfortable, but
lonely. Am I adjusting well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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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 이주 노동자 밴드 보컬 미누는 불법체류자
그리워한다. 8년 만에 한국 입국 시도와 금지, 친구들의 네팔 방문까지가 작년 영화제

한국을 떠나 미국에 살고 있는 나는 날씨 이야기를 즐긴다. 외국인으로 집 밖에 나가
사이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일까?

South Korea｜2018｜88min｜DCP｜Color｜Ⓖ

신분으로 강제 추방당한다. 네팔에서 사회적 기업가로 성공하지만 한국을

South Korea｜2019｜65min｜DCP｜Color / B&W｜WP｜⑫

날씨 이야기를 한다. 날씨 이야기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쓸쓸하다. 나는 한국과 미국

지혜원 JEE Hyewon

225 9/21 17:00 MB3

"안녕, 미누" (재편집버전)

Minu, who was a vocalist of the migrant workers' band in Korea, is

deported because of his status as an illegal immigrant. After returning

home to Nepal, he could never forget the Korea and was growing up as a

social entrepreneur.Minu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Korea in eight years.
But South Korea forbids his entry. Later on, the band members come to

Nepal for a heartbroken Minu and finally they stand on the stage together.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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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큐쇼케이스 단편 1 Korean Docs Showcase Shorts 1
⑫｜88min

로맨틱 머신

Romantic Machine

201 9/21 10:00 MB7
415 9/23 13:40 LPO7

이소정 LEE Sojeong

South Korea｜2019｜29min｜DCP｜Color / B&W｜Ⓖ

한국다큐쇼케이스 단편 2 Korean Docs Showcase Shorts 2
⑫｜73min

뱃속이 무거워서 꺼내야 했어
I Only Had To Say

어둠 속에 등대가 바다를 비춘다. 등대와 등대의 불빛과 불빛이 비추는 바다 풍경을

South Korea｜2018｜12min｜DCP｜ B&W｜⑫

엄마와 딸의 엇나간 관계를 다룬 작품. 둘은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를 힐난하며
일상일까?

영화와 닮아있다.

This film deals with the troubled relationship between a mother and

A lighthouse shines through the sea in the dark. The film captures the

daughter. They each use their own language, criticize each other, and act

lighthouse, the light from the lighthouse, and the seascape in which the

in self-defense. Is emotional dispute between family members a problem

light shines. Watching the images presented in the screen, we will find that

of love-hate relationship or violence? Or is it a part of everyday life?

a lighthouse is reminiscent of a film.

디어 엘리펀트

Dear Elephant
Hammering

조한나 CHO Hanna

자기를 방어한다.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 난무한 감정싸움은 애증일까? 폭력일까?

시적으로 담아낸다. 교차하는 이미지들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등대는

망치

324 9/22 16:00 MB2
430 9/23 19:50 LPO7

최서윤 CHOI Seo-yoon

이창민 LEE Changmin

South Korea｜2019｜24min｜DCP｜Color / B&W｜Ⓖ

한국과 태국의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다큐멘터리를 의뢰받은 나는 한국 최초의
태국 이주자인 이경손의 흔적을 추적한다.

South Korea｜2018｜34min｜DCP｜Color｜⑫

재개발의 부조리를 다룬 랩쓰기 여정. 나와 친구들은 나쁜 건물주로 인해 당한 게

Dear Elephant follows the traces of Lee Kyung-son, the first Korean

마음을 표출하고 풀어낸다.

A documentary to celebrate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한국다큐 쇼케이스

A journey of my writing raps on the absurdity of redevelopment. My friends

between Korea and Thailand.

and I have been hurt by bad landlords. People compulsorily evicted from

이마무라 쇼헤이 입문

anger by rapping.

Shohei

their homes are angry but so helpless. The film expresses and releases the

Korean Docs Showcase

immigrant in Thailand. In another aspect, it is a film about film making.

많다. 강제철거를 당하는 사람들은 분노하지만 무기력하다. 영화는 랩으로 화난

Introduction to Imamura

이병기 LEE Byung-ki

South Korea｜2019｜9min｜DCP｜Color / B&W｜⑫

이마무라 쇼헤이 작품 세계에 대한 오디오비쥬얼 크리틱. 영화는 집, 시선, 물,

기차라는 키워드로 거장의 작품을 풀어내는 듯하다가, 어느 순간 한국의 근현대사로
넘어간다.

세컨드 홈

Second Home

An audio-visual critique of the world of Imamura Shohei's films. The film

섹 알 마문 SHEKH Al Mamun

talks about the master's films through the keywords of house, gaze, water,

South Korea｜2018｜25min｜DCP｜Color｜Ⓖ

미등록 이주노동자 까우살. 구김살 없고 적응력이 강한 그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다시 방글라데시로 돌려보낸다. 그는 왜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또 왜 신부와
함께 살지 못할까?

Unregistered migrant worker Kawsar. Debonair and adaptable, he gets

married in Korea and returns his bride back to Bangladesh. Why can't he
leave Korea and why can't he live with his bride?

and train, and then begins to deal with Korea's modern history.

해변의 발견

Frame In Frame

김지환 KIM Ji-hwan

South Korea｜2019｜28min｜DCP｜Color｜WP｜Ⓖ

해변 앞에서 남녀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 텔레비전은 해변에서 1년 전 찍은 영화가
보여진다. 그 영화는 남자가 쓴 소설을 영화화한 것이다. 영화에 대한 지적 유희와
개념을 전면화한다.

A man and a woman are watching television on the beach. The television
shows a film taken a year ago on the beach, which is adapted from the

man's novel. Frame In Frame foregrounds the concept of intellectual play
related to the cinema.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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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비전: 인터-코리아

DMZ 비전 1 세트 디자인 너머 + 평양 유랑

DMZ Vision:Inter-Korea

On the Art of Set Design + Have Fun in Pyongyang
Ⓖ｜86min

세트 디자인 너머

On the Art of Set Design

626 9/25 17:00 MBC6

얀 이야스 Jan IJÄS

Finland｜2019｜13min｜DCP｜Color｜AP｜Ⓖ

북한에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감독, 촬영과 녹음이 철저한 통제와 관리 하에 기록된
북한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세트 디자인 같다. 영화는 영화를 유독 좋아했던
북한의 전 국방부위원장 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과 북한 지역의 기록 과정을
엮어낸다.

All images were shot on location in North Korea during a guide tour. These
guided visits are highly managed, with all filming and recording activity

carefully controlled by the hosts. This film is based on North Korea's former
leader Kim Jong-il's filmmaking books, On the art of cinema. Like film,

everything you see in North Korea is reminiscent of a theatre or film set.

평양 유랑

Have Fun in Pyongyang

피에르 올리비에 프랑수아 Pierre-Olivier FRANCOIS
France｜2019｜73min｜DCP｜Color｜Ⓖ

DMZ비전:
한국다큐인터-코리아
쇼케이스

피에르-올리베라 감독은 북한 곳곳을 기록한다. 평양에서 관광지, 놀이공원, 농촌

마을, 산촌마을, 공장지역, 광장 공간을 담아낸다. 너무 일상적이어서 낯선, 낯설지만
익숙한 풍경들이 눈 앞에 펼쳐진다. 아마추어 인류학자의 시선이자 이방인의
시선으로 본 북한.

The film allows to meet the people of North Korean "Hermit Kingdom".

Two directors have been there dozen times, like amateur anthropologists,
filming during eight years parties and harvests, factories and singing

contests, Pyongyang and the countryside - and interviewing North Korean
people.

DMZ 비전 2 평양, 예술의 기술 War of Art
Ⓖ｜102min

평양, 예술의 기술
DMZ비전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주요 섹션이다. 올해 DMZ비전은 기존 섹션명에

‘인터-코리아’를 추가해 남〮북한을 집중 조명하는 섹션으로
변모한다.

DMZ Vision is a major section that expresses the

War of Art

214 9/21 12:50 LPO7

토미 굴릭슨 Tommy GULLIKSEN

Norway, Germany｜2018｜102min｜DCP｜Color｜AP｜Ⓖ

서구유럽의 현대 예술가들이 북한을 방문한다. 일명 서구 현대 미술과 북한 예술과와
교류. 영화는 북한을 방문하는 서구인들의 다층적 행동을 포착하고 있다. 서구인이
바라보는 북한의 모습, 특히 추상예술이 부재하는 북한의 예술을 평가하듯 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영화는 그 시선을 통해 북한이 가지는 순수함을 읽어내게 한다.
서구 예술인의 시선으로 본 북한.

identity of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A group of Western contemporary artists are invited into North Korea. The

section highlighting South and North Korea issues

displaying new and challenging art in a country where abstract art is

Festival. This year, DMZ Vision is specialized in the

by adding 'Inter-Korea' to the existing sectio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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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m is to collaborate with North Korean artists in an art exchange project
forb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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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Vision:Inter-Korea

세계적으로 가장 폐쇄적인 공간, 북한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8년간 북한을 오간

DMZ 비전 3 숨을 내쉬며 + 하나 혹은 여러개의 산 이야기
Out of Breath + Tale of One or Many Mountains
Ⓖ｜84min

숨을 내쉬며

Out of Breath

312 9/22 12:30 LPO7

석혜인 Hein SEOK

South Korea｜2018｜63min｜DCP｜Color｜WP｜Ⓖ

20년 넘게 북한을 방문한 유진벨재단의 의료봉사단 이야기. 유진벨재단은

봉사자들과 함께 대량의 약품과 물품을 싣고 북한으로 향한다. 그 곳에는 북한 결핵

DMZ 비전 4 전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 저 끝 가장자리 메아리

The Most Beautiful Moment of War + An Echo at the Edge
Ⓖ｜71min

전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The Most Beautiful Moment
of War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기다리고 있다. 낙후된 공간의 아픈 사람을 돌본다는 마음은

한반도에 가장 많은 군인과 가장 많은 지뢰가 있는 곳, 비무장지대. 비무장지대의

역설은 전쟁의 위협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지만 군인들로 인해 보호받아
전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The film about the Eugene Bell Foundation's medical volunteer group who

The Demilitarized Zone, where most soldiers and most landmines exist on

along with the volunteers, heads for North Korea, carrying large quantities

to the threat of war, but it is the safest place protected by soldiers. The

have visited North Korea for over 20 years. The Eugene Bell Foundation,

the Korean Peninsula.The paradox of the DMZ is that it is most exposed

of drugs and medical supplies. The volunteers in the heart of caring for

film calmly captures the daily life of a village in the DMZ. The villagers

sick people in underdeveloped areas create bonds with the tuberculosis

doze off watching TV, visit neighbors, enjoy together, and farm. It is the

patients as well as medical staff in North Korea.

South Korea, Denmark｜2017｜21min｜DCP｜Color｜Ⓖ

북한과 중국 사이 산이 하나 있다. 한국에선 백두산, 중국에서는 장백산. 영화는
여러 이야기들은 겹쳐지고 흩어지고 그리고 서로를 반영한다. (재편집 버전)

most beautiful moment of the war.happy? The answer is they are still not
happy.

저 끝 가장자리 메아리

An Echo at the Edge

이수진 Jade Sujin LEE

DMZ Vision:Inter-Korea

DMZ비전:
한국다큐인터-코리아
쇼케이스

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남한과 북한과 중국을 둘러싼 '하나 또는 여러 이름의 산'의 신화들을 추적해간다.

South Korea｜2019｜16min｜DCP｜Color｜KP｜Ⓖ

분단국의 상징은 한국과 독일. 영화는 이념으로 인해 경계선을 가진 한국과 독일의
군사경계선을 담는다.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한국 내 비무장군사 경계지역과
장벽의 흔적이 남아있는 베를린 경계 장소는 이제 관광상품화 되고 있다.

There is a mountain that is divided between what is today North Korea

The film tries to convert the placeness of Germany and Korea where the

goes by many names. It is known in Korea as Baekdusan whereas in

exploration. It focuses on the mystery, historicality and civilization in the

and China. An invisible borderline cuts across its crater lake. The mountain
China it is called Changbaishan. Through North Korean, South Korean,

Chinese narratives, the film testifies to some of the numerous stories and
projections that surround the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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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entina｜2017｜56min｜DCP｜Color｜Ⓖ

TV보며 졸고, 마을 사람들 끼리 모여 전 붙여먹고, 마실다니고, 농사일을 한다.

북한.

Tale of One or Many Mountains

아드리안 빌라르 로자스 Adrián Villar ROJAS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다. DMZ 비무장지대 마을의 일상을 담담하게 담아낸다.

북한 의료진 뿐 아니라 결핵 환자들과도 유대감을 생성한다. 의료진의 시선으로 본

하나 혹은 여러개의 산 이야기

207 9/21 10:30 LP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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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ological division exists into the place for new imagination and aesthetic
South Korean border around MDL which remain intact. In the German
border which bears the marks of the Berlin Wall, it highlights how
capitalism uses socialistic by-products for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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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비전 5 부당, 쓰러지지 않는 +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 자이니치 코리안 음악
Finally Endless + Over the Arirang Pass - Zainichi Korean Music Today
Ⓖ｜108min

부당, 쓰러지지 않는
Finally Endles

231 9/21 19:30 LPO7

최아람 CHOI Ahram

DMZ Special Focus:

한국다큐멘터리 50개의 시선

South Korea｜2019｜32min｜DCP｜Color｜Ⓖ

해방 후 일본 거주 조선인은 자식들을 위해 조선 학교를 가장 먼저 건립했다. 1948년
일본정부는 조선학교 폐교령을 내리고 전국의 조선학교는 격렬하게 저항해 학교를
지켜냈다. 70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는 모든 고등학교 수업은 무상으로 하지만
유일하게 조선학교만 배제시켰다. 다시 소송이 시작되었다.

After the liberation, Koreans living in Japan built pro-North Korean schools
for their children. In 1984, the Japanese government ordered them to

close down. North Korea-aligned schools strongly resisted against the

authorities. Seventy years later, the Japanese government provides high
school education free of charge, except pro-North Korean schools. The
schools filed a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자이니치 코리안 음악

Zainichi Korean Music Today

Japan｜2018｜76min｜DCP｜Color｜Ⓖ

영화는 오사카 국립민족학 박물관 공연장에서 개최된 음악 공연을 기록한다. 세

DMZ Special Focus

DMZ비전:
한국다큐인터-코리아
쇼케이스

Over the Arirang Pass -

고정자, 테라타 요시타카 KO Jeongja, TERADA Yoshitaka

명의 재일동포 여성 음악가는 자이니치라 불리는 재일동포의 정체성을 음악을 통해

지켜내고 알려낸다. 일본인도 한국인도 아닌 자이니치 음악 세계를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려준다.

On July 20, 2014, three Korean-Japanese female musicians including

AHN Seong-min, LEE Jeong-mi, and SONG Myung-hwa took part in music
performances in the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Osaka, Japan. The
film reveals the existence of Zainichi Koreans and their music.

DMZ 비전 6 전후재일 50년사 - 재일 역사편

The Story of Koreans in Postwar Japan : Zainichi
⑮｜135min

전후재일 50년사 - 재일 역사편
The Story of Koreans in

Postwar Japan：Zainichi

221 9/21 15:30 LPO7

오덕수 Oh Duk-Soo

South Korea｜1997｜135min｜DCP｜Color｜⑮

50개의 시선>이다. 1982년부터 올해까지 제작된 모든

한국다큐멘터리를 대상으로, 50인의 비평가와 기자들이

관객에게 추천하는 한국 다큐멘터리 58편을 선정했다. 선정작
중 10편의 다큐멘터리를 영화제에서 특별전으로 상영한다.

재일코리안 2세 오덕수 감독의 재일코리안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전후사의

DMZ Special Focus: 50 Voices of Korean

연합군총사령부 담당관들의 증언을 직접 만날 수 있다. 횡으로 축으로 제일 코리안

This year's DMZ Special Focus is "Topography

흐름을 축으로 역사와 인물에 초점을 둔 수작. 특히 전후 역사 자료와 당시

사회의 역사와 개개인의 삶을 동시에 이해한다. 당시 키네마순보, 일본영화 팬클럽상
등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

The film is about a second generation of Korean living in Japan. Director

O, Duck-su, the Japanese and the Korean, divided it into two parts: history
and persons. He made the flow of post-war history the one axis and
persons in history the other axis.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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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ry

of Asian Documentary: 50 Voices of Korean

Documentary". Of all the Korean documentaries
produced from 1982 to this year, a total of 58

Korean documentaries were selected, recommended
by 50 film critics and journalists to audiences.

Ten documentary films from the selection will be

presented in special filmscreening at the Festival.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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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뉴스 1호

Labor News No.1

노동자뉴스제작단 Labor News Production

South Korea｜1989｜73min｜DCP｜Color｜Ⓖ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자 뉴스. 투쟁 속보, 심층분석, 풍자, 교육, 뮤직비디오 등 6개의

우리들은 정의파다

We Are Not Defeated

코너로 이루어진다. 정보와 교육이 어우러진 80년대판 유튜브.

한국 근현대사의 토대에는 노동자 그것도 여성 노동자가 있다. 국가와 산업 뿐

탄생시킨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노조 중심이 아닌 그녀들의 꿈과 희망,
끈끈한 연대를 통해 담아낸다.

Breaking News, In-depth Analysis, Satire, Education, and Music Video. The
80's version of Youtube with information and education.

South Korea｜2006｜105min｜DCP｜Color｜Ⓖ

아니라 다수 가족도 어린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 아래 성장해왔다. 최초로 여성노조를

Labor News created by workers. It consists of six sections, including

418 9/23 16:00 MB2

이혜란 LEE Hye-ran

611 9/25 13:00 MB7

16-year-old workers. The wage for 15 hours a day was 70 won per day,
less than half of men's wages. Violence and sexual harassment by

male managers. We overturned the male-oriented union dominated by
company, and created the first female union, but we were fired. The

history of dreams and sisterhood of women workers in Dong-il Textile, who
established the first democratic union in the Korean Labor Movement.

팬지와 담쟁이
Pansy & Ivy

계운경 GHE Woon-gyoung

South Korea｜2000｜60min｜DCP｜Color｜Ⓖ

장애인 자매 수정과 윤정의 삶과 꿈을 다룬다. 사랑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

호수길

Hosu-gil

작품.

The story dealing with the lives and dreams of disabled sisters Su-jeong
511 9/24 13:00 MB2

애국자게임

Patriot Game

A village in the mountains full of sunshine. The village has trees, people,

us to hear the voices of Su-jeong and Yun-jeong, not through anyone's

631 9/25 19:30 MB7

경순, 최하동하 Kyung Soon, CHOI-HA Dongha

청계천 메들리

eyes, by following their daily lives.

South Korea｜2001｜90min｜DCP｜Color｜⑮

애국이 무엇일까? 애국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민족'과 '국가'라는 상상의 공동체

아래 애국은 시대에 따라 자가복제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체 애국으로 어떤

Cheonggyecheon Medley：
A Dream of Iron

all brainwashed even in the womb ... The driving force of everlasting

South Korea｜2010｜70min｜DCP｜Color｜Ⓖ

청계천 공간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모습을 짚어간다. 나에서 가족사로 나아가

한국 근현대사로 펼쳤다고 모아지는 영화는 청계천이 품고 있는 공간의 이미지를

Cheonggyecheon. Continuing from myself and my family history to Korean

descendants forever the social position and wealth from the "nation"

and dignity of the communities.The cycle self-replicating in the lives of

박경근 Kelvin Kyung-kun PARK

The film examines Korean modern and recent history through

In the beginning there was patriotism. Someone wants to pass on to his
427 9/23 19:00 MIB102

animals, and houses. One night, an unknown light flashes there.

영상이미지로 재구성한다. 넘나들며 풀어낸다.

게임들을 벌여오고 있는 것일까?

and "state". So they must endlessly recreate and rethink the legitimacy

햇빛 가득한 동네, 사람들과 있고, 나무도 있고, 동물도 있고, 집도 있다. 어느 날 밤

동네는 알 수 없는 빛이 번쩍인다. 살던 동네의 재개발을 지켜보면서 색다르게 기록한

수정과 윤정의 목소리를 오롯이 듣는다.

and Yun-jeong. Young women who want to love and marry. The film allows

South Korea｜2009｜72min｜DCP｜Color｜⑫

402 9/23 10:30 MB3

modern history, it reconstructs the spatial image of Cheonggyecheon
through video images.

"patriotism" comes from that "cycle."

78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79

DMZ Special Focus

한국다큐멘터리
한국다큐 쇼케이스
50개의 시선

여느 젊은 여성. 자매 곁에서 일상을 함께하면서 누군가에게 투영된 시선이 아니라

정재훈 JUNG Jae-hoon

보라

The Color of Pain

이강현 LEE Kang-hyun

South Korea｜2010｜136min｜DCP｜Color｜Ⓖ

노동에 대한 다채로운 접근. 노동 현장에서 현장보건관리에서 출발해 노동하는 신체,

천당의 밤과 안개

Night and Fog In Zona

노동하는 방식 나아가 노동과 여가로 까지 나아간다. 동시대 노동에 대해 질문하는

basis, are required to receive health care every three months from the

occupational medical specialists. The film starts with the footage of a year
of health care at a labor site based on the above-mentioned law.

미국의 바람과 불

An Escalator in World Order

<철서구>에서 시작해 최근 <사령혼>으로 중국근현대사를 기록하고 있는 왕빙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야기한다.

According to the curr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s, workers
426 9/23 19:00 MB2

South Korea｜2015｜235min｜DCP｜Color｜Ⓖ

감독을 기록한 영화. 왕빙 감독의 촬영 현장과 방식, 그의 생각을 직접 보고 들으며,

작품.

at workplaces with 50 to 300 employees, who are employed on a regular

정성일 JUNG Sung-il

Internationally acclaimed for his trilogy documentary, Tiexi qu, Wang Bing
401 9/23 10:30 MB2

makes a deep impression on audiences and critics, documenting the lives

of farmers, workers and vagrants, leaving a deep impression on audiences
and critics. Night and Fog in Zona follows the filming of Wang Bing's

documentary. And searching for the secrets of Wang Bing's film naturally
leads to the question of what is the cinema.

김경만 KIM Kyung-man

South Korea｜2011｜118min｜DCP｜Color / B&W｜⑮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해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해 풀어낸다. 과거에도 그랬고
The belief in the U.S.-led world order was like that of Christianity.

DMZ Special Focus

한국다큐멘터리
한국다큐 쇼케이스
50개의 시선

지금도 여전히 미국은 강력하다. 마치 종교처럼.

523 9/24 16:30 MB3

자, 이제 댄스 타임
Let's Dance

조세영 JO Se-young

South Korea｜2013｜83min｜DCP｜Color｜⑮

여성의 몸과 낙태에 대한 강렬한 메세지를 가진 작품. 임신과 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
이면에 여성들의 실제 경험을 극과 실제를 넘나들며 담는다.

In 2009, an accusation against abortion doctors from a group of Ob/Gyn
specialists caused quite a stir in Korea. But there were those who could
not be revealed in this noisy situation. Ordinary women workers or
623 9/25 16:30 M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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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and women who will be parents soon, still students. In the pros

and cons, their hidden experiences are revealed little by little, and the film
goes back to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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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오픈 시네마

어메이징 그레이스
Amazing Grace

DMZ Open Cinema

시드니 폴락, 알랜 엘리엇 Sydney POLLACK, Alan ELLIOTT
USA｜2018｜87min｜DCP｜Color｜KP｜Ⓖ

솔의 여왕 아레사 프랭클린의 1972년 미국 LA 뉴템플침례교회 콘서트 실황을 담은

다큐멘터리. 당시 콘서트는 앨범으로 발매되어 역대 최고의 앨범이 되었지만 시드니

폴락 감독이 촬영한 실황은 기술적인 문제로 창고에 보관되다가 작년에 공개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342 9/22 21:00 MIB102
532 9/24 19:30 MIB102

Concert footage from 1972 of the late Aretha Franklin, performing songs

from the best-selling gospel album at the New Temple Missionary Baptist
Church in Los Angeles, directed by Sydney Pollack and later realized by

producer Alan Elliott, the film features Aretha Franklin recording her 1972
live album.

위대한 작은 농장

The Biggest Little Farm

존 체스터 John CHESTER

USA｜2018｜91min｜DCP｜Color｜KP｜Ⓖ

미국 LA 외곽에 지속가능한 농장과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한 커플의 과정을 따라가며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감동적으로 담아낸 영화로 큰 화제를 모았다. 분리불안을

한국다큐
DMZ 오픈쇼케이스
시네마

고군분투하는 여정을 보여준다.

237 9/21 20:00 BO

633 9/25 20:00 MIB102
Toronto FF 2018

A couple is followed through their successes and failures as they work to

develop a sustainable farm outside of LA. Over the years, the desolate they

purchase begins to thrive and be transformed. It follows two dreamers and
a dog on an odyssey to bring harmony to both their lives and the land.

Sundance FF 2019

보테로

Botero
많은 관객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최고의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를 만날 수 있다.

상영된다.

cinematic quality that can appeal to a wider

audience. Its program will be held at the open

screening venue of BellaCitta in Ilsan as well as in
the theaters during the Festival.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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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칭송 받는 화가, 조각가 페르난도 보테로의 예술과
예술적 헌신과 독창적인 예술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86세가 된 지금도 왕성하게

아니라 일산 벨라시타에 마련된 야외상영공간에서

documentary films with both popularity and

Canada｜2018｜82min｜DCP｜Color｜KP｜Ⓖ

삶을 들여다보는 다큐멘터리. 콜롬비아 시골 출신에서 거장이 되기까지, 보테로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섹션. 영화제 기간 동안 극장뿐만
DMZ Open Cinema presents the outstanding

돈 밀러 Don MILLAR

534 9/24 20:00 MIB103

The film is a behind-the-scenes chronicle of the life and art of this painter
and sculptor, the world's most recognized living artist. Viewers will be

inspired to see Botero's commitment to a unique artistic vision power his
rise from provincial Colombia to become "the Maestro," still active in his
studio at 86 years old.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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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Open Cinema

가진 개와 몽상가 커플이 자신들의 삶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기 위해

디에고 마라도나

Diego Maradona

아시프 카파디아 Asif KAPADIA

United Kingdom｜2019｜130min｜DCP｜Color｜KP｜Ⓖ

전설적인 축구황제 디에고 마라도나에 대한 다큐멘터리. 1984년 역대급 계약으로

파리 오페라 발레단
Reset

나폴리에 도착한 마라도나와 열정적이지만 위험한 도시 나폴리와는 완벽한 조합처럼

707 9/26 12:30 MB2
Cannes FF 2019

5th July 1984 and The world's most celebrated football icon and the most
passionate but dangerous city in Europe were a perfect match for each

other. Directed by Asif Kapadia with never before seen archival footage.

발레에 대한 열정과 고통스런 창작의 과정을 담아낸 영화.

224 9/21 17:00 MB2
433 9/23 20:00 BO

It Must Schwing - The Blue
Note Story

에릭 프리들러 Eric FRIEDLER

Germany｜2018｜115min｜DCP｜Color｜KP｜Ⓖ

1939년 히틀러 통치를 피해 뉴욕으로 건너온 독일계 유대인 알프레드와 프랜시스는

숨

Something to Talk About

블루노트 레코드를 설립한다. 허비 행콕, 퀸시 존스 등 전설적인 재즈뮤지션이 등장해

612 9/25 13:00 MIB103

메이킹 웨이브：영화 사운드의 예술
Making Waves：The Art of
Cinematic Sound

in 1939. Featuring jazz greats as Herbie Hancock, Quincy Jones, telling

the story of two friends, united by a passionate love for jazz and belief in

321 9/22 15:30 MB3

536 9/24 20:00 LPO7

South Korea｜2019｜70min｜DCP｜Color | B&W｜WP｜⑮

한 때 세계를 무대로 활동했던 한국 아이돌그룹 B.A.P 리더 방용국. 그룹을 나와

performed around the world. After leaving the group, he starts the music
he really wants to pursue. The music means a confession of himself,
comfort, and freedom from himself.

equality and freedom.

밋지 코스틴 Midge COSTIN

USA｜2019｜94min｜DCP｜Color｜AP｜Ⓖ

할리우드 영화장면과 주요 감독들의 인터뷰를 통해 영화사운드가 지닌 힘을 잘

우먼 인 할리우드

This Changes Everything

보여주는 영화로, 지상의 소리, 영화사운드의 미학과 예술, 역사를 오가며 창의적인

film clips and insight from visionary directors and their wildly creative

sound designers by exploring the art, history, and aesthetics of sound in
film, and by extension, sound on Earth.

USA｜2018｜96min｜DCP｜Color｜KP｜Ⓖ

할리우드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저평가와 그릇된 인식, 복잡하게 얽혀 있는 딜레마를
시도이기도 하다. 할리우드 배우들과 산업 내 주요한 인물들이 등장해 새로운 대안과
희망을 제시하는 영화로 미국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236 9/21 20:00 MIB102
634 9/25 20:00 BO
Toronto IFF 2018

Tribeca FF 2019

톰 도나휴 Tom DONAHUE

정면으로 다룬 영화. 하지만 산업 내에서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는 긍정적인

This documentary reveals the hidden power of sound in cinema through

526 9/24 16:30 MIB102

김진범 KIM Jinbeom

BANG Yongguk was the leader of B.A.P, a K-Pop group who once

사운드 디자이너의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하는 영화사운드 개론서.

309 9/22 11:00 MIB105

beauty, as he creates a ballet for his first gala as artistic director of the

This is a documentary that uncovers what is beneath one of the most
confounding dilemma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 the under-

representation and misrepresentation of women. Most importantly, the

film seeks pathways and solutions from within and outside the industry
and around the world.

Cannes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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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Open Cinema

한국다큐
DMZ 오픈쇼케이스
시네마

305 9/22 10:00 MIB102

eagerly anticipated. The film shows a work of love and the creation of

자신으로부터의 자유이다.

믿음을 들려준다.

themselves in New York as jazz record producers of Blue Note Records

film Black Swan, was an untraditional choice and his first ballet was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시작한다. 그 음악은 자신에 대한 고백이자 위로이며 그

블루 노트 레코드를 이끌었던 두 사람의 재즈에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자유에 대한
Alfred Lion and Francis Wolff, young German Jewish refugees reinventing

The appointment of Millepied, best-known for his choreography for the

Paris Opera Ballet.

Sheffield Doc/Fest 2019

슈윙! 블루 노트 레코드 스토리

최초의 발레단으로 명성을 지닌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예술감독으로 벤자민

안무로 잘 알려진 벤자민이 첫 번째 갈라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따라가는 영화로,

재구성한 세기의 아이콘 마라도나 이야기.

A look at the career of Diego Maradona. Maradona arrived in Naples on

France｜2015｜110min｜DCP｜Color｜KP｜Ⓖ

마일피드가 임명되면서 파격적인 선택이란 평가를 받았다. 영화 <블랙스완>의

보인다. 아카데미수상감독 아시프 카파디아가 한번도 공개된 적 없는 푸티지로

335 9/22 20:00 MBC6

알반 투를라이, 티에리 데마이지에르 Alban TEURLAI, Thierry DEMAIZIÈRE

프리저베이션 홀 재즈밴드
A Tuba to Cuba

T.G.해링턴, 대니 클린치 T.G. HERRINGTON, Danny CLINCH
Cuba, USA｜2018｜82min｜DCP｜Color｜KP｜Ⓖ

뉴올리언즈를 대표하는 프리저베이션 재즈클럽의 리더는 아버지의 유훈을 따라

뉴올리언즈 재즈의 기원을 찾아 쿠바 해안가로 떠난다. 쿠바 토착음악에서 음악적

뿌리를 발견하면서 새삼 발견하는 보편적인 언어로서의 음악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청소년 섹션

Youth Film Showcase

음악이 지닌 근원적인 마법에 대한 흥겨운 영화.

337 9/22 20:00 BO

809 9/27 13:30 MB7

New Orleans' famed Preservation Hall Jazz Band seeks to fulfill his late
father's dream of retracing their musical roots to the shores of Cuba

in search of the indigenous music that gave birth to New Orleans jazz.

Celebrating the universal language of music and challenging us to resolve
to build bridges, not walls.

Youth Film Showcase

한국다큐
DMZ 오픈쇼케이스
시네마

차세대 다큐멘터리스트들의 가능성을 짚어보는 섹션.

청소년들의 솔직함과 재기발랄함을 엿볼 수 있는 장이다. 참여
청소년 전원을 대상으로 무한상상, 상상이상, 자유연상 상을
수상한다.

Youth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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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wards of ‘Muhan-sangsang’, ‘Sangsang-I-sang’
and ‘Jayu-yeonang’ will be given to the teenagers’

documentary films introduced in the Youth Film

Show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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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섹션 1 Youth Film Showcase 1
Ⓖ｜59min

하루, 발자국

Day, Footprint

311 9/22 12:30 MBC6

김희준 KIM Hee-jun

South Korea｜2018｜21min｜DCP｜Color｜WP｜Ⓖ

희권이의 하루다. 희권이가 매일 가는 장소들에 카메라만 추가되었을 뿐이다.

청소년섹션 2 Youth Film Showcase 2
Ⓖ｜45min

방 한 칸의 어색함..

The Awkwardness of a Room

하지만 그 장소들은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다니는 곳과는 다르고, 그곳에서 그가

South Korea｜2018｜15min｜DCP｜Color｜Ⓖ

나는 유년기 때 아빠를 무서워했다. 그러나 아빠와의 사이가 무척 좋은 편이었다.
있으면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단 둘이 있을 때는 엄청나게 어색했다. 나는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터뷰들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이희권'이 본인 스스로에게

궁금해졌다. 나만 이렇게 아빠와 사이가 어색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솔직한 모습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펼친다.

어색함을 갖고 지내는지…

This is Hee-kwon's day. Camera is just an addition to the places he goes to

When I was young, I was afraid of my father, but we were pretty close.

students go. Still, viewers can see his passion for dream. After listening to

him alone, I felt uncomfortable. This made me wonder if I was the only

every day. They are different from the places where ordinary high school

When I became a teenager, I felt awkward around him. When I was with

people's opinion of him, the film reveals how Hee-kwon thinks of himself
and his future.

A Man of National Merit

이성빈 LEE Sungbin

그렇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아빠와의 사이가 어색해졌다. 누군가와 함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은근히 느껴진다. 중간중간 주위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아버지에 대하여

318 9/22 15:00 MBC6

사진영 SA Jinyoung

one who felt awkward with my father or other friends felt the same way.

Q에 대하여
About Q

South Korea｜2019｜20min｜DCP｜Color｜WP｜Ⓖ

정수인 JEONG Soo-in

South Korea｜2018｜8min｜DCP｜Color｜Ⓖ

Q에 대하여 이야기 하려 한다.

한국다큐
청소년쇼케이스
섹션

과정에서 작년에 돌아가신 베트남참전용사셨던 친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Youth Film Showcase

I intend to talk about Q.

3.1절 100주년을 기념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던 국가유공자에 대해 알아보는
주변사람들에게 듣게된다.

Celeb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I started to inquire men of national merits and heard from neighbors

about my grandfather who used to be a veteran of the Vietnam War and
passed away last year.

304개의 별
304 Stars

유시온 YUE Si-on

South Korea｜2018｜14min｜DCP｜Color｜Ⓖ

014년 4월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세월호 참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이 영상은 세월호 참사를 왜 잊지 말아야 하는지, 잊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개한다. 유가족들과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을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도록 돕고자 한다.

잃어버린 조각 찾기

Find Lost Pieces

April 2014 reminds us of the Sewol Ferry incident. Even after five years,

이현정 LEE Hyeonjeong

the incident becomes forgotten from people. The film speaks why we

South Korea｜2019｜19min｜DCP｜Color｜Ⓖ

shouldn't forget the tragedy and how we can remember it. Through the

stories of bereaved families and young people, the film tries to help us not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노래, 가장 충만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

forget 304 victims who must have been loved by someone.

마음속 한 조각으로 존재하는 동요를 찾아 나서보자.

There is a song that everyone might have heard at least once. The song
makes us recall our bright youth. Let's go search the lost pieces of
children's song kept deep in our hearts.

더팬

The Fan

정호은 JEONG Ho-eun

South Korea｜2018｜8min｜DCP｜Color｜WP｜Ⓖ

팬덤 현상은 K-POP 시장의 성장과 함께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팬덤이

아이돌에게 보내는 특별한 사랑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As the K-pop grows, the fandom has now become a culture. The film tells
this special kind of love from fans to K-pop idols and the culture they
create.

88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89

DMZ-POV 행사 개요

DMZ-POV: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DMZ-POV: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DMZ-POV

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올해 새롭게

The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말하다 를 신설했다. DMZ-POV는 영화 용어 시점쇼트

POV" this year. DMZ-POV, inspired by the film term "Point

다큐멘터리 영화의 비평의 장, DMZ-POV: 다큐멘터리를
(Point of View)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시점 혹은 시선을 의미한다.

다큐멘터리를 말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을 넘어 비평적

시각으로 함께 말하고 나누는 소모임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한 해 동안 국내외 다큐멘터리 영화의 흐름을 짚어내는 비평

다큐멘터리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한다.
예정이다. 올해는 그 시발점으로 다큐멘터리의 새로움과

재미를 강조하고, 다큐멘터리를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행사를
다방면으로 시도한다.

Focus in Asia

맞추어, 5개의 섹션을 구성하였다. 영화제 기간 4일 동안
집중적으로 강연과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ill
create a new forum for documentary criticism,
"DMZ-POV" this year.

"DMZ-POV" is inspired by the film term "Point
of View" shot, which symbolizes the gaze or

perspective of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It consists of five sections, with a

particular focus on Korean and Asian documentary,
and will hold lectures and talks related to the
sections during the four days of the Festival.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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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지형도: 한국 다큐멘터리 50개의

시선> 특별전과 연계된 비평토크이자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연구 토대를 마련하는 기원과 계보를 짚어가는 포럼이다. 다른
한 축은 아시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작가이자 감독 5인의

영상작업을 보면서 그 흐름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시아
다큐멘터리 지형도는 아시아 다큐멘터리 연구와 비평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 될 예정이다.

10개의 다큐, 10개의 장면, 10개의 한국 사회
장소

강연자

DMZ스퀘어 2층

허남웅 (영화평론가)

a new perspective on Asian and Korean documentary

films beyond the existing Western-oriented discourse.
During the four days of the festival, DMZ-POV will

intensively hold 15 lectures and talks. This year, as
its starting point, it takes a different approach of the

documentary's reaching out to the audience friendly, by
emphasizing the novelty and fun of the documentary.

categories. In one part, it consists of a talk on criticism
associated with the special program "Topography
of Asian Documentary: 50 Voices of Korean

Documentary" and a forum on Korean documentary's
origins and genealogy to lay the foundation for

Korean documentary film research. In another part,
it has the opportunity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and tendencies of the video works of five acclaimed

authors, filmmakers based in Asia, by a screening of
them. "Topography of Asian Documentary" will be
Asian documentary research and criticism.

한국 다큐멘터리 50개의 시선

9월 23일(월) 16:00-17:00

with them. In the second place, we will try to establish

prepared as a long-term project for the promotion of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지형도 -

일시

popular level with critics who come in close contact

This year, FOCUS in Asia is divided into two

올해 Focus in Asia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된다. 한 축은

비평가가 뽑은 한국 다큐멘터리 10선

in a popular and professional way. First, we will guide

Topography of Asian Documentary: 50 Voices of
Korean Documentary

Critics' Top 10 Korean Documentary Films
10 Docs, 10 Scenes, 10 Korean Societies
Date

Venue

Sep 23 (MON) 16:00-17:00

DMZ Square 2F

Speaker HUH Namwoong (Film Critic)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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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POV:

다큐멘터리를
한국다큐 쇼케이스
말하다

영화제 기간 4일 동안 집중적으로 강연과 토크를 진행할

시선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과 아시아 다큐멘터리에 초점을

Korean and international documentary during the year.

the audience in accessing the documentary on a more

한다. 또한 기존의 서구 중심 담론을 넘어서, 아시아와 한국

영감을 얻은 말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시점 혹은

planning to review and criticize the currents and trends of

DMZ-POV: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관객에게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DMZ-POV는 영화 용어 시점쇼트(Point of View)에서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DMZ-POV is

It is an attempt to approach the documentary genre

관객과 가장 최전선에서 만나는 비평가와 함께, 다큐멘터리가

비평의 장, ‘DMZ-POV: 다큐멘터리를 말하다’를 신설한다.

of View shot," means the gaze or perspective of the DMZ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중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올해 새롭게 다큐멘터리

created a new forum for documentary criticism, "DMZ-

아시아 아티스트를 만나다 - ACC 공동연계 프로젝트
내가 사랑한 다큐멘터리 순간들
일시
장소

강연자

Documentary Moments I Loved

9월 24일(화) 16:00-17:00

Date

DMZ스퀘어 2층

Venue

조혜영 (영화평론가)

Speaker CHO Hyeyoung (Film Critic)

모자이크를 벗겨라:
장소

강연자

장소

강연자

Date

DMZ스퀘어 2층

Venue

손희정 (문화평론가)

Date

DMZ스퀘어 2층

서동진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사회자

심혜경(중앙대학교)

정지혜 (영화평론가)

LEE Seung-Min (Programmer, DMZ Docs)

Presentation

SHIM Hye-gyung (Chung-ang Univ),

이승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 ACC(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동연계 프로젝트
날짜

9월 25일(수) 10:00-12:50, 상영 후 토크

게스트

전성권(AAMP 프로그래머)

메가박스 일산 벨라시타 102호

only preferred studio of the dictator. The studio has seventy-two year

archives and its owner has personal photos. The film experiments with the
relationships between memory and space, and the past and the future.

순간

Instantaneous

Venue

Megabox Ilsan Bellacitta 102

Guest

보왕 (감독)

스리랑카의 한 교외지역 가족의 이야기. 전기가 사라진 세상에서 자연의 힘에

A story about a suburban family from Sri Lanka. They live depend on this
force of nature in ways we don't usually perceive. What happens to them

JEON Sungkwon (Programmer, AAMP)

when they lost their knowledge and visual?

LEE Jangwook (Space Cell)
Bo WANG (Director)

Sri Lanka｜2019｜25min｜DCP｜Color｜Ⓖ

잃었을 때 인간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담는다.

(After screening ACC Collaborative Project)

Vimukthi JAYASUNDARA (Director)

비묵티 자야순다라 Vimukthi JAYASUNDARA

의존하며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지식을

(Gwangju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Sep 25 (WED) 10:00-12:50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스튜디오이자 전 태국총리이자 군사 독재자가 선호했던

The film explores the most prominent photo studio in Thailand and the

Collaborative Project with ACC
Date

Thailand｜2018｜23min｜DCP｜Color｜Ⓖ

사진들을 탐색하면서 기억과 공간, 과거와 미래 사이의 관계들을 고민한다.

LEE Hana (Yonsei Univ)

Meet Asian Artists –

타이키 삭피싯 Taiki SAKPISIT

스튜디어를 담는다. 스튜디어의 72년 역사가 담긴 자료들과 스튜디오 주인이 소장한

JUNG Jihye(Film Critic)

Forefront of Asian documentary

아시아 아티스트를 만나다

비묵디 자야순다라 (감독)

Shadow and Act

Sep 23 (MON) 12:00-14:00

Respondent

Panels

이하나(연세대학교)

이장욱 (스페이스셀 대표)

그림자와 행위

Speaker SEO Dongjin (Kaywon Univ. of Art & Design)
Date

9월 23일(월) 12:00-14:00

마닐라의 영화 세트 및 촬영지 주변부에 있는 장면들을 꼴라쥬한다.

made to look like a fictional piece.

50 Voices of Korean Documentary

다큐멘터리 영화의 최전선

장소

DMZ Square 2F

Philippines｜2019｜13min｜DCP｜B&W｜Ⓖ

지구에서의 일광년

One Lightyear on Earth

알버트 삼렛 Albert SAMRETH

Cambodia, Mexico｜2018｜16min｜DCP｜Color｜Ⓖ

급속도로 발전하는 프놈펜을 배경으로 그려낸 에세이 다큐멘터리. 프놈펜의

급작스러운 개발과 불확실한 미래는 기억을 잃은 영혼이 40여년 동안의 전쟁과 집단
학살, 그리고 더딘 경제개발을 거친 도시의 과거에 대해 편지를 쓴다.

Set in a rapidly developing Phnom Penh, this film is told through letters
written by a ghost who is losing its memory. After four decades of war,
a genocide, and slow economic development, Phnom Penh is finally
exorcising its past for an uncertain, sudde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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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Venue

존 토레스 John TORRES

A collage of scenes in the periphery of film sets and locations in Manila

Sep 24 (TUE) 13:00-14:00

Sep 25 (WED) 13:00-14:00

601 9/25 10:00 MIB102
상영 + 토크
Screening + Talk

이미지와 스토리는 극영화와 다큐의 경계를 넘나든다.

DMZ Square 2F

Between Art Museum and Theater

9월 25일(수) 13:00-14:00

한국 다큐멘터리 50개의 시선을 넘어
발표

We Still Have to Close Our Eyes

Speaker Jay SOHN(Cultural Critic)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흔적을 찾아서:
일시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아야만 한다

Challenges of Korean Feminist Documentary

9월 24일(화) 13:00-14:00

미술관과 극장 사이에서
일시

Ⓖ｜170min

Take the Mosaic to Pieces:

한국 페미니스트 다큐멘터리의 도전들
일시

Sep 24 (TUE) 16:00-17:00

DMZ Square 2F

Meet Asian Artists - Collaborative Project with ACC

속삭이는 잔해와 소리없이 떨어지는 잎들

Murmuring Debris and Leaves
Silently Fall

South Korea｜2018｜22min｜DCP｜Color｜Ⓖ

Focus in World

치료를 받던 광주 옛 국군병원을 담는다. 먼지, 풀, 잔해, 폐허와 인체, 그리고 인체의

올해 Focus in World 장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새로운

This year's Focus in World section looks at two

과거 오래된 예술 양식의 연장선상에서 동시대적 특성을

regarded as cutting-edge, reflect the contemporary

보 왕 Bo WANG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고문과 폭행으로 부상당한 사람들이 강제로 옮겨져
문화적 변신을 통해 버려진 장소를 시각적으로 탐구한다.

A visual exploration of the abandoned site of the former Armed Forces’
Hospital in Gwangju, South Korea; through rubble, dust, wild grasses,
debris, ruins, the human body and its cultural transformation.

흐름을 두 축으로 짚어본다. 최첨단이라 일컫는 두 흐름은
반영한다.

진행

9월 24일(화) 10:00-13:00

Post Documentary: The Ancient Future

김이석(동의대학교 교수)

Date

놀이와 교감이 기록과 만날 때 : 인터렉티브 다큐멘터리
발제
토론

토론

Sep 24 (TUE) 10:00-13:00

Respondent KIM Yiseok (Professor, Dong-eui Univ)

차민철(동의대학교 교수)

When play and interacting encounter record:

김대희(포스트미디어 콘텐츠 팀장)

Presentation CHA Minchul (Professor, Dong-eui Univ),

김영조(감독),

디지털 기록의 재생저장소: 데스크톱 다큐멘터리
발제

cultural characteristics on the background of old art
forms.

포스트 다큐멘터리 : 오래된 미래

일시

new trends in documentary films. The two trends,

이상훈(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김무규(부경대학교 교수),

변성찬(인디다큐페스티벌 집행위원장)

Interactive Documentary
Panels

Recycling Storage of Digital Records: Desktop
Documentary

KIM Mookyu (Professor, Bukgung Univ.)

BYUN Seongchan (Festival Director, SIDOF)

다큐멘터리와 영화제라는 장 자체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The program seeks the next step by asking the

세계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연대를 시도한다. 연대는 동시대

and Film Festival. Talk about the solidarity between

던지면서 다음 단계를 모색한다.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및
경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실험과 실천이 가능한 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fields: Documentary
Korean, Asian and world documentary film festivals.
Solidarity is planning to share contemporary trends

and to move into a new field where new experiments

아시아의 오스카를 꿈꾸며!

- 동남아시아영화제와 아시아영화네트워크의 기원에 대하여

and practices can be carried out.

일시

9월 22일(일) 17:00

It’s ‘Oscar’ Time in Asia!: Southeast Asian Film

발표

이상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교수)

Network

장소

DMZ스퀘어 2층

Festival and the Origins of the Asian Cinema
Date

Venue

Sep 22 (SUN) 17:00
DMZ Square 2F

Presentation LEE Sangjoon (Professor, 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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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 LEE Sanghoon (Programmer, BISFF),
Panels

POV-WHAT

KIM Young-jo (Director of Punch Bowl)

KIM Daehee(Post Media Contents)

POV-WHERE

접경예술 Border Art
Ⓖ｜170min

접경지역 DMZ 공간의 특성을 주목하면서 분단, 이주,

The program is a place to explore the reality of

접경의 의미를 보다 확장하여 역사, 유목, 매체의 접경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MZ, the border

경계의 현실을 예술로 풀어내고 모아내는 장이다. 올해는
까지도 포괄한다.

장소

area. This year, the meaning of "border" is expanded

to cover the borders of history, nomadism, and media.

접경예술 – RCCZ 연계심포지엄

일시

division, migration, and boundary through art, paying

9월 25일 (수) 10:00-18:30

Date

Venue

History of Unrecorded People

패널

이큰별 (SBS PD)

Panels

남인영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연구소 소장)
정민아 (성결대학교 교수)

Time

사회

패널

13:00-14:30

Pandora Box of Pro-North

이나라

Panels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영화‧트랜스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노순택 (사진작가)
14:50-16:20

발표

정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아나스타샤 슈비나(<유랑예술> 감독)

16:40-18:30

발표

남수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전우형 (중앙대학교 교수)

양희 (EBS 다큐멘터리 작가),

repressions. Only shamans can keep them under control.

센베노, 평창
ACHA

LEE Seung-Min (Programmer, DMZ Docs)

14:50-16:20

BAN Kee-hyun (Professor, Chung-ang Univ.)
JUNG Jin-han (Professor, HUFS)

Journalism Documentary 2
Time

Panels

안보영 (독립영화 PD)

16:40-18:30

JEON Woo-hyeong (Chung-ang Univ.),

South Korea｜2018｜53min｜DCP｜Color｜Ⓖ

몽골 유목민의 아들 아차. 그는 말 대신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한다. 몽골에서는 낯선

스키 연습을 하고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유목의 삶과 어우러져 자연 속 인간의

집념과 꿈을 마주하게 한다. 평창올림픽에 참여한 몽골 선수 아차의 모습을 그 자체로
감동을 자아낸다.
535 9/24 20:00 LPO6

Born as a nomad's son, Acha enjoyed skiing rather than riding horses,

unlike other Mongolian children. He first skied to find his father's horse

lost in a snow storm. And from a moment onwards skiing became a whole.
As an adult, Acha, a Mongolian cross-country national player, works hard

Timofey GLININ (Director)

Documentary crossing the border;

곽동철 KWAK Dongchul

스키 종목으로 국가대표 선수가 된 그의 일대기를 풀어간다. 광활한 몽골 풍경 속에서

LEE Nara (Trans Media Institute)

Anastasia SHUBINA (Director)

티모페이 글리닌 (<유랑예술> 감독)

시간
패널

Panels

It reflects their ancient obsession with nature as well as traumatic events
ailments are the result of demons spawned by Communism and Soviet

NOH Suntag(Photographer)
Time

반기현 (중앙대학교 교수)

경계를 넘나든 다큐멘터리;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2
발제

13:00-14:30

Nomadism: Multiplying border

시간
패널

Time

The life of Mongol reindeer herders crystallizes through the shaman ritual.
of the Communist history. For nomads, all of their current diseases and

(Director, IM Kwon-Taek Film Research Center)

이승민

유목: 증식하는 접경
사회

529 9/24 17:00 LPO7

for his country, who has never had a single medal at the Winter Olympics.

요한, 씨돌, 용현

Everywhere & Nowhere J.S.Y

NAM Soo-young(Professor, K’Arts),

이큰별 LEE Keunbyol

South Korea｜2019｜80min｜DCP｜Color｜Ⓖ

한 남자가 있다.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고, 군부대 의문사를 제보하고, 삼풍백화점
재난 구조에 앞장 서고, 그리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여러 이름의 이 사람. 그는

YANG Hee(Documentary Writer, EBS),

영웅도 위인도 기인도 아니다. 단 한번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시대 속에서 자신의

AHN Boyoung

몫을 다하며 살아간다. 촛불 정국의 대한 민국의 진짜 주인공이다.

(Independent Film Producer)
528 9/24 17:00 LPO6
723 9/26 20:00 BO

The film is not about a great man in history, nor about a hero defeating
the bad villain. There is a man who lives without showing off his

accomplishments in a world where people only pay attention to the

brightest stars. A man who has never lost his modest, self-effacing for a

long time, and who has existed everywhere in Korea, the film follows the
traces of hi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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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믿고 있다. 그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샤먼에게 있다.

NAM Inyoung

LEE Keunbyol(SBS PD)

Russian Federation ｜2019｜60min｜DCP｜Color｜WP｜Ⓖ

자신이 겪는 현재의 모든 질병을 공산주의와 소비에트 연방이 뿌린 악의 결과라고

JEONG Min-ah(Professor, Sunkyul Univ.),

판도라의 종북종합선물세트
시간

10:00 – 12:00

Anastasia SHUBINA, Timofey GLININ, Julia KAPSHUK

이어져온 자연에 대한 집착, 공산주의가 남긴 역사적 상처와 관련이 깊다. 유목민들은

Lotte Cinema Paju Oulets 7

10:00 – 12:00

아나스타샤 슈비나, 티모페이 글리닌, 율리아 캅슈크

순록을 치는 몽골 사람들의 삶은 샤먼 의식을 통해 결속된다. 이는 고대로부터

Sep 25 (WED) 10:00-18:30

시간
토론

The Art of Falling Apart

Border Art – Collaborative Symposium with RCCZ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7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
사회

유랑예술

은하수는 얼마나 클까요?

How Big is the Galaxy

크세니아 엘리얀 Ksenia ELYAN

Russian Federation, Estonia｜2018｜72min｜DCP｜Color｜AP｜⑫
시베리아 북극 빙하 지역에 살아가는 어린 자하, 가족들과 유목의 삶을 살아간다.

삽질

Rivercide：The Secret Six

초원에서 순록을 방목하면서 나름의 삶을 즐긴다. 어느 날 제도권 교육을 제안

from human dwellings. He is 7, but he has his own reindeer and tundra

for pasture. One day his nomad family is joined by a teacher, sent by the
authorities to explain to the kids why they need math and Putin. The
schooling also bolsters the friendly rivalry between the brothers.

메이드 인 차이나 -

그날, 바다 SPINOFF#1
Made In China -

버전)

520 9/24 13:50 LPO6

The film about "the Green Latte" begins in the four rivers dying after the
Grand Canal project. The documentary, which closely has followed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for ten years, reveals its results. We cannot but
repeatedly ask if it is a project for whom and for what.

김지영 KIM Jiyoung

South Korea｜2019｜42min｜DCP｜Color｜WP｜⑮

세월호의 진실은 아직도 미궁에 있다. 특조위가 있었지만 밝혀진 바는 없고, 국민의

비극은 정치적으로 소모되고 만다. 수많은 추측과 음모 속에서 과연 세월호의 진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영화는 진실을 추적하다 또 다른 데이터 조작 증거를 발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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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tion SPINOFF#1

'녹조라떼' 영화는 대운하 사업 이후 죽어가는 4대강에서 시작한다. 10년 동안

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무엇이 남는 사업인지 묻고 또 묻게 된다. (재편집

선의의 경쟁을 익히란다. 자하에게 교육이 필요할까?

Zakhar lives among the vast Arctic spaces of Siberia, 100 miles away

South Korea｜2018｜108min｜DCP｜Color｜⑫

4대강 현장을 밀착 기록한 영화는 4대강의 사업이 남긴 현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받는다. 학교는 자하에게 수학과 정치, 역사를 알아야 한단다. 그리고 친구들간의

609 9/25 11:00 LPO6

김병기 KIM Byeongki

The truth of Sewol is still in the labyrinth. Its special committee revealed

anything, and the tragedy of the people was used politically. Where is the

truth of the Sewol issue in a lot of speculations and conspiracies? Tracking
339 9/22 20:30 MB7

the truth, the film finds another evidence of data manipulation.

510 9/24 12:30 LPO7

헤로니모

Jeronimo

전후석 Joseph JUHN

Cuba, USA｜2019｜93min｜DCP｜Color/B&W｜IP｜Ⓖ

헤로니모(1926년생)의 부모님은 쿠바로 이주한 한국인 계약노동자다. 한국인이라는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기 전의 헤로니모는 쿠바 혁명에 참여하고 피델 카스트로,
체게바라와도 인연이 있다.

Born in 1926 to Korean indentured servant parents in Cuba, Jeronimo
502 9/24 10:00 LP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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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예술

North Korean Art

북한을 다시 보다

Revise North Korea: Daily Life of the North

북한 사람들의 일상

Koreans

일시

9월 25일(수) 17:00-20:00

게스트

박영이 (<사이사, 무지개의 기억> 감독)

장소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6관, 상영 후 토크

피에르-올리베이라 프랑수아 (<평양유량> 감독)

북한을 마주보다
일시
장소

9월 22일(일) 10:00 – 17:00

발표

Date

Guest

Date

Session 1: Cinema, Cold War, and the Division System

안민화 (한국예술종합학교)

Presentation Gabor Sebo (PhD, Korea University)

가보 세보 (고려대학교 박사)

Chair

김청강 (한양대학교)

Minhwa Ahn (KNUA)

Xiaoqian Song (PhD, Ewha Woman’s University)
Keynote presentation and discussion

이향진 (일본 릿코대학교)

Chair

김지훈 (중앙대학교)

박미영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 박사)

김니모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정은 (서울대학교)

Session 2: North Korea and the Politics of
Cinematic Representation
Chair

Nemo Kim (HUFS)

Jung E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세션 3 : 범세계적 맥락 안에서의 분단 시스템
발표

노광우 (고려대학교)

Bonnie Tilland (Yonsei University)

그렉 엘머 (캐나다 라이어슨대학교)

Session 3: Division System in the Global Context

제퍼슨 마틴스 다 실바 곤칼베스 (브라질)

Presentation Greg Elmer (Ryerson University, Canada)

자키르 호세인 라주 (방글라데시 인디펜던트 대학교)
유리 타카하시 (일본 도시샤 대학교)

Chair

발표

Zakir Hossain Raju (Independent University, Bangladesh)
Valerie Soe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US)

김 몰리 효정 (한양대학교)

스티브 청 로콰이 (홍콩 중문대학교),
클레어 천 (UC 버클리 박사)

KwangWoo Noh (Korea University, Korea)

Jeferson Martins da Silva Goncalves (Brazil)

세션 4 : 관광객의 시선 속의 공간, DMZ
진행

Jihoon Kim (Chung-Ang University, Korea)

Presentation Park Miyoung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보니 틸랜드 (연세대학교)
진행

Chung-kang Kim (Hanyang University, Korea)

Presentation Hyang Jin Lee (Rikkyo University, Japan)

세션 2 : 북한과 영화적 표현의 정치
발표

Sang-Joon Le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Kyoung-Suk Sung (University of Bonn Germany)

기조발제 및 토론

진행

Sep 22 (SUN) 10:00 – 17:00

Venue Lotte Cinema Paju Oulets 6

성경숙 (독일 본 대학교)

발표

PARK Yeong-I (Director, Over The Rainbow)

Pierre-Oliver Francois (Director, Have Fun in Pyongyang)

이상준(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송 샤오치안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진행

Sep 25 (WED) 17:00-20:00

Venue Megabox Baeseok Comport 6

Face North Korea

롯데시네마 파주 아울렛 6관

세션 1 : 영화, 냉전, 그리고 분단 시스템
진행

Post Documentary: The Ancient Future

Yuri Takahashi (Doshisha University, Japan)
Session 4: DMZ as a Space of Tourist Gaze
Chair

Molly Hyojung Kim (Hanyang University, Korea)

Presentation Steve Chung Lok-wai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laire Chun (Doctoral, UC Berke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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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HOW

DMZ인더스트리

지난 10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재난을 기록한 액티비즘
감독의 작품을 전시장으로 옮겨본다. 여기에는 삼중의
이주가 존재한다. 사건의 ‘현장’에서 극장으로, 영화

극장에서 다시 전시 공간으로, 그리고 이 전시 공간은 다시
연극적 공간으로 변형하고 교차한다. 다큐멘터리성은

무엇일까? 질문을 삼중의 이주를 품어낸 중층적 공간을
통해 던져본다.

9월 21일(토) - 9월 27일(금)

DMZ홀 (벨라시타 지하 1층 일살롱)

참여감독

박배일, 김일란/이혁상, 이강현, 박종필, 이원우

15:00 – 21:00

진행

이양헌

패널

채희숙 (영화평론가)

장소

DMZ홀 (벨라시타 지하 1층 일살롱)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문위원)
남지수 (연극평론가)

the exhibition space. Finally, the exhibition space is transformed into
the theatrical space. What is "documentarity”? The question is asked
through a multi-layered space performing the triple movement.

Venue
Hour

다큐멘터리 산업 구조 개선과 다큐멘터리 활로 개척을 꾀하며 다큐멘터리
종합 플랫폼 ‘DMZ인더스트리’를 신설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DMZ인더스트리’를 창구로 전도유망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발굴에 이어 프로젝트
육성 및 제작 실현에 힘을 실어주고 다큐멘터리 연대로서 단단히 결속하려 한다.

‘DMZ인더스트리’는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전역의 다큐멘터리 제작 활성화를 목표로,

15:00 – 21:00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DMZ Hall (Ilsan Bellacitta B1, Il Salone)

Directors PARK Baeil, KIM Ilran/Lee Hyuksang,
LEE Kanghyun, LEE Won-woo

Documentary
Date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지난 10년간 이어온 제작 지원에서 나아가 취약한

Sep 21 (SAT) – Sep 27 (Fri)

- Kight and Dragon: Narrative, Theater, and

- 기사와 용: 서사, 극장, 다큐멘터리

9월 26일(목) 19:00-20:40

"scene" of the accidents to the theater and then from the theater to

Exhibition Talk

전시연계 프로그램
일시

place. A triple movement is performed here. They move from the

Period

전시장소
관람시간

the Korean society in the last decade, are moved to the exhibition

“We Must Kill the King in Winter”

겨울에는 왕을 죽여야 한다
전시기간

The films by the activist directors, who recorded disasters striking

Sep 26 (THU) 19:00-20:40

Venue DMZ Hall (Ilsan Bellacitta B1, Il Salone)

Respondent LEE Yangheon (Festival Advisor, DMZ Docs)
Panels CHAE Heesuk(Film Critic)

NAM Jisoo (Theater Critic)

기획, 개발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작 단계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아울러

‘DMZ인더스트리’는 제작 단계별 맞춤형 지원 ‘DMZ Docs Fund’와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소개하는 투자 유치 전문 플랫폼 ‘DMZ Docs Pitch’,
다큐멘터리 특화 프로젝트 마켓이자 비즈니스 교류의 장 ‘DMZ Docs Match’로
구성되어 있다.
일시
장소

9월 23일(월) – 26일(목), 4일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지지향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newly launched a

documentary comprehensive platform ‘DMZ Industry’ to improve the
structure of the vulnerable documentary industry and open a path for
documentaries in addition to the production support that has been carried

on for the past 10 years.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ims to bind together as a documentary solidarity by empowering the

cultivation and production of projects in addition to discovering promising
documentary projects through ‘DMZ Industry.’

‘DMZ Industry’ aims for active documentary production in Korea and
throughout Asia and built a support system for documentary projects at
all stages of production from planning and development, to completion.

‘DMZ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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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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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피치

CEREMONY

OPENING

INDUSTRY

DMZ

개막식

19:00-22:00

LUNCHEON

DOCASIA

라운드테이블

독아시아

11:00-13:00

ROOM

PITCH

1-ON-1

MEETING

SERVICE

HAPPY HOUR

해피아워

17:00-18:00

BIZFOCUS

INDUSTRY TALKS

인더스트리토크

15:00-17:00

PITCH 1-ON-1

MEETING

1-ON-1

CURATED

K-DOC

집중 미팅

K-DOC

14:00-18:30

MEETING

PRODUCTION

CURATED

프로덕션

K-DOC

피치 집중 미팅

K-DOC

라운드테이블

MEETING

CASUAL

캐주얼 미팅

집중 미팅

프로덕션 피치

SERVICE

PRODUCTION

LUNCHEON

NETWORKING

네트워킹런천

12:00-14:00

CASUAL

MEETING

캐주얼 미팅

10:00-12:00

14:00-18:30

SERVICE

DAY 2

14:00-15:30

SERVICE

게스트 라운지

GUEST LOUNGE

10:00-19:00

DMZ DOCS 매치

9.25
(WED)

SERVICE

ROOM

프리뷰룸

PREVIEW

10:00-19:00

DMZ DOCS MATCH

14:00-18:30

14:00-18:30

프리뷰룸

MEETING

PREVIEW

캐주얼 미팅
CASUAL

10:00-19:00

10:00-12:00

PITCH

DAY 1

PRODUCTION

PITCH

PRODUCTION

09:00-12:00

DMZ DOCS 피치

DMZ DOCS PITCH

프로덕션 피치 2

교류행사

NETWORKING

09:00-12:00

DMZ DOCS MATCH

DMZ DOCS 매치

9.24
(TUE)

프로덕션 피치 1

NETWORKING DMZ DOCS PITCH

교류행사

9.23
(MON)

2019 DMZ Industry 행사 일정

GUEST

LOUNGE

게스트 라운지

10:00-19:00

DMZ DOCS 매치

CASUAL

GUEST

LOUNGE

게스트 라운지

10:00-19:00

해피아워

HAPPY HOUR

17:00-18:00

LUNCHEON

NETWORKING

집중 미팅

러프컷 PT

MEETING

1-ON-1

ROUGH CUT PT

CASUAL

SERVICE

MEETING

캐주얼 미팅

CEREMONY

+AWARDS

CLOSING

INDUSTRY

DMZ

폐막식+시상식

20:00-23:00

LUNCHEON

NETWORKING

네트워킹런천

SERVICE

ROOM

프리뷰룸

PREVIEW

10:00-12:00

교류행사

NETWORKING

네트워킹런천

14:00-18:30

SERVICE

MEETING

캐주얼 미팅

10:00-12:00

DMZ DOCS MATCH

12:00-14:00

14:00-18:30

PRESENTATION

ROUGH CUT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09:00-12:00

DMZ DOCS 피치

DMZ DOCS PITCH

12:00-14:00

교류행사

NETWORKING

9.26
(THU)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Kuma Youth Center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Youth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130min | Ⓖ
끝말잇기

Last And First

301 9/22(일) 10:30 MB2 Q&A

김가을 KIM Gaeul
26min

내가 진정 결점까지 이해하고 평생토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의 유년
시절을 통해 나에 대해 알아가는 중.

Who can I truly accept, warts and all, and love for the rest of my life? I am
looking at my childhood to learn about me.

기억력 올림픽

Memory Olympic

유다현 YU Dahyeon
12min

가벼워 보이기는 죽어도 싫은데 어려운 건 또 별로라 쉽고 가벼운 사람이 됐다. 시간
지나다 보니 뭐든 깜빡깜빡 잊게 된 사람이 쓰는 영상 일기.

I hate to look shallow, but I don't like being serious, so I'm easy and not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한국다큐 쇼케이스

안녕 나의 할머니

Hi, My Grandmother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청소년 우수 콘텐츠를

김현진 KIM Hyunjin
11min

아낌 없이 주는 사랑을 마냥 받기만해서 사랑하는지 몰랐던 나의 할머니에 대하여
A film about my grandmother. I never knew how much I loved her because

발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9년 차를 맞는다.

I only received her generous love.

청소년들이 일상, 고민, 관심사를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개성있게 풀어낸 작품들로,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교하도서관, 광명시청소년미디어센터,
미디어경청 남부제작센터,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7개 기관과 협력해 총 35편의
수료작이 완성되었다.

나를 사랑하는 법

How to love Myself

‘Youth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will

and to find excellent contents by the youth with
daily lives, concerns, and interests in their own

unique way, were completed in cooperation with
seven institutions of Kuma Youth Center, Goyang
Media Center, Kyoha Library, Gwangmyeong-si

Youth Media Center, Media Gyeong-chung Southern

Center, Bundang Jeongja Youth Training Center and
Uijeongbu Media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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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통해 배운 나를 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법을 들려주고 싶다
experience in the past.

education program to develop youth media literacy
total of 35 films, in which youths deal with their

9min

I want to talk about my own way to love myself, I learned from my hurtful

be presenting its 9th edition this year, which is an
the educational value of documentary genre. A

백유경 BAEK Yookyung

7월의 열아홉

The last nineteen of my Life

김채현 KIM Chaehyun
15min

고3이 된 나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휩싸였다. 그런 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 여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s a high school senior, I am anxious and stressed ahead of the college
entrance exam. I decide to go on a journey to restore faith in myself.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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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h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serious. A video diary by a person who happens to forget anything easily.

당신의 리틀 포레스트는?

What about your Little Forrest?

김경은 KIM Kyungeun

당신 근처 길 위에서

19min

강원도의 텃골마을은 나만의 작은 숲이다. 나와 할머니를 통해 이곳에서 깃든 추억과

On the street

일상들을 보여주려 한다.

오해인 OH Heain

people's perception of poor cats' lives are required.

Searching Career

10min

친구처럼 친근한 우리 아빠와의 중학교 말의 추억을 특별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Searching Career

is as friendly as a friend, at the end of middle school.

9min

꿈을 쫒아야 하는 중학생인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What should we look for as middle school students who must pursue their
dreams? I asked people around me with various occupations.

교하도서관 Kyoha Library

김현우 KIM Hyunwoo

205 9/21(토) 10:30 MB2 Q&A

14min | Ⓖ

7min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한국다큐 쇼케이스

공부의 목적

청소년의 불법적인 돈에 대한 유혹

Purpose of Studying

Temptation of illegal money for teenagers.

천솔범 Chun Solbeom
4min

나는 공부를 하여도 실력이 없고, 공부를 하면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다. 나의 공부의
목적은 무엇일까?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그 뒤에는 미련이 없을까?

I am not good at studying, and I do not understand many questions. What

방과후에

After school

is the purpose of my studying? Would I regret later if I lived like I do now?

최은서 CHOI Eunseo
21min

방과 후 나는 지쳐서 잠이 든다. 깨고나면 해는 져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빠져든다.

스위치

Switch

After returning home from school I get tired and fall asleep. When I wake

17min | Ⓖ
길고양이

Alley cat

5min

나와 내 친구는 어느날부터 우연히 '캣맘'이 되었다. 내 일상 중 한부분을 차지하게 된
'길고양이'. 그리고 고양이와 놀아주는 일상을 영상에 담았다.

Me and my friend happended to be "cat moms." An "alley cat" became a
part of my life, and I captured my daily life playing with the cat o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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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했던 나는 영상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점점 자세하게 알아가고 있다. 나에
I was helpless, but I know more about me by making videos. I want to find

317 9/22(일) 13:20 MB2 Q&A

고명은 KO Myungeun

5min

대해 정해진 규칙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영상으로 더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

up, the sun is down and I feel guilty about not doing anything.

고양영상미디어센터 Goyang Media Center

이주원 Lee Juwon

a career in video production where I can express myself without any rules.

니토

NITO

윤소정 Yoon Sojung
5min

어느 날 마트에 갔다가 갇혀있는 토끼를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었다. 니토의 삶은

우리 집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니토에게 토끼다운 삶을 선물할 수 있을까?
I brought a rabbit "Nito" trapped in a market and raised it, but its life

didn't change much at my house. Can I present a rabbit-like life to it?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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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and then

허도윤, 권혁준 HU Doyun, KWON Hyukjun

주변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다.

I am trying to keep a record of the special memories with my father, who

돈 그리고 그후

길고양이들의 삶은 반려묘들과 많이 다르다. 불쌍한 길고양이들의 삶을 이해해주는
The life of Alley cats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pet cats. Changes in

with grandmother, I try to present the daily life and memories in it.

My normal Daily life

3min

대중의 인식이 필요하다.

Teot-gol Village in Gangwon-do is my own Little Forrest. Through my life

나의 평범한 일상생활

최예린, 김시우 CHOI Yerin, KIM Siwoo

광명시청소년미디어센터 Gwangmyeong-si Youth Media Center
49min | Ⓖ

토끼야 고마워

Thank you, My bunny

205 9/21(토) 10:30 MB2 Q&A

나아정 NA AhJeong
13min

토끼에 대한 영화로, 토끼가 집을 떠난 후 내가 새로 알게된 것, 우리 가족이 토끼에게

미디어경청 남부제작센터 Media Gyeong-chung Southern Center
37min | Ⓖ
무근지설

A Groundless Rumor

얻게된 것.

양주연 YANG Jooyeon
12min

밤공기가 맑다. 그래서 나는 또 울 것이다.

13min

학생들 세계에서 근거 없이 떠도는 말들. 이런 말들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Groundless rumors circulating among students. I am trying to record the

it left to my family.

Joyfall

이정서, 신유정 LEE Jungseo, SHIN Yoojung

담아 보았다.

A film about a rabbit. What I learned after the rabbit left home, and what

낙

317 9/22(일) 13:20 MB2 Q&A

students' various thoughts about them.

우리는 축구하고 싶다

We want to play soccer

김동주 KIM Dongjoo
7min

축구와 공부. 하고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갈등하는 초당중 축구부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보자.

The night air is clear. So I will cry again.

Football and study. Let's listen to the students in a middle school soccer
do.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한국다큐 쇼케이스

길

Forked Road

조민희 JO Minhee
8min

요즘 나는 진로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하다. 오랜 꿈인 '경찰'과 최근 새로 생긴

도산 안창호

Dosan Ahn Changho

꿈 '태권도 사범'.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한주 LEE Hanju
8min

다큐팀에게 남은 시간은 단 10일, 진전이 없던 다큐팀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과연

수학귀신

Math Ghost

그들은 영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

한경윤 HAN Kyong-yun
8min

올 초부터 학원을 다니게 된 나. 시간에 쫓기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잊어버렸다. 잘 쉬는 방법은 무엇일까.

I have been attending private academy since this year. I was chased by
time and forgot how to rest. How can I take a good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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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min

수학은 필요한가? 수학을 왜 해야만 하는가? 수학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학생들의
Is mathematics a necessary discipline? Why should we learn math? A story

progress. Can they complete the film?

Are you taking a good rest?

김우영 KIM Wooyoung

이야기.

Only 10 days left for the documentary team, of which work makes little

잘 쉬고 있나요?

안창호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무엇인지
I want to let people know what Ahn Chang-ho did and what he said.

new dream "taekwondo master". What will my future look like?

10 days

6min

사람들에게 알리고싶다.

These days, I have career on the brain. The longtime dream "police" and a

10일

이은우 LEE Eunwoo

about students who like or dislike math.

거리의 제왕

King of the Streets

조서혁 JO Seohyok
4min

거리의 제왕. 우리는 자전거라는 취미로 뭉친 친구들이다. 친해지고 발전해나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We are a group of friends with a hobby of cycling. The film presents the
story of our relationship becoming closer and developed.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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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m who are torn between what they want to do and what they need to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Bundang Jeongja Youth Training Center
27min | Ⓖ

참 잘했어요

Good Job!

317 9/22(일) 13:20 MB2 Q&A

독립운동가, 남자현

Independent Fighter, NAM Jahyeon

강채연 KANG Chaeyeon

속에는 많은 여성 독립운동가가 있다. 남자현 열사를 소개한다.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결국 실패한 인간이다.
I can talk honestly about me. I did not do my best. After all, I failed. Well,
good job!

¹®±uAu½ºÆ®

Besides Yu Gwan-sun, there are many women independence activists in
our history. We introduce NAM Jahyeon among them.

(우리가 모르는) 할머니들의 진실

The truth about grandmothers we don't know

김해은 KIM Hae-eun

Japan still makes no apologies to comfort women, but rather tries to hide

An adventure to identify the sex of Hea-eun.

We are not Weirdos

321 9/22(일) 10:30 MBC6 Q&A

the past. What can we do for them?

사운드

SOUND

된다.

16min

I As the tradition of winning the Grand Prize for eight years breaks down,

락을 좋아한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특이한 시선을 보낸다. 이유를 묻는 것도

members of the brass band will fall into their own slumps.

당연하다. 하지만 왤까? 우리는 결코 특이하지 않다.

we love it. But why do they ask us that? We are not weirdos.

숨은 여자 찾기

Find a Hidden Woman

20min

8년 동안의 대상이라는 전통이 무너지면서 관악부원들은 각자의 슬럼프에 빠지게

여윤서, 김윤아, 서주연 YEO Yunseo, KIM Yuna, SEO Juyeon

We love rock. That's why people have a weird view of us. They ask us why

김상철, 한은혜, 김명수, 백준흠

KIM Sangcheol , Han Eunhye, KIM Myungsoo, Baek Jun-heum

오늘도 go?

Today as well go?

이순주, 최보명, 김혜원 LEE Soonjoo, CHOI Bomyoung, KIM Hyewon

황다솔, 임정아 HWANG Dasol, IM Jeonga
9min

작은 취미를 시작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된 우리 둘의 리얼리티 이야기
A real story of two of us who got a lot from a small hobby.

16min

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 많은 캐릭터. 하지만 주 캐릭터는 대부분 남성이다. 과연 여성
캐릭터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

Many characters in the movies. But the main characters are mostly male.
How are the female characters represented?

같은 하늘 아래

On the same world

김민정, 강석진, 김은지 KIM Minjeong, KANG Seokjin, KIM Eunji
41min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당연하지 못한 일로 여겨진다. 그래서인지 청소년 스스로도

오엠쥐(오 마이 게임)

OMG(Oh My Game)

이신평 LEE Sinpyeng
11min

나에게 게임이란?
What is a game for me?

사회참여를 경시한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Youth's social participation is considered unnatural. Teenagers do not pay
much attention to social participation. What causes them to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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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한국다큐 쇼케이스

우리는 괴짜가 아니다

36min

감추려고 한다. 우리는 할머니들을 위해 어떤 것부터 할 수 있을까?

해은이의 성별 찾기 대모험

159min | Ⓖ

이성재 LEE Seongjae
일본은 여전히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과거를

15min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Uijeongbu Media Center

10min

여성 독립운동가 하면 사람들은 유관순 열사를 먼저 떠올린다. 하지만 우리 역사

12min

참 잘했어요!

¹®±uAu½ºÆ®

배현예, 권진서 BAE Hyunyei, KWON Jinseo

다문화 청소년 다큐제작교실

Multiculture Youth Documentary Workshop

관산중학교 Kwansan Middle School
10min｜Ⓖ

원군형을 알아보자!!

My Friend, Kun-hyung

208 9/21(토) 11:00 MB3 Q&A

박현우, 이언택, 원군형, 이경산

PARK Hyeonwoo, LI Yanze, YUAN Junheng, LEE Gyeongsan
10min

중국 선양이 고향인 원군형은 2년 전 한국에 왔다. 친구 현우와 언택이 군형의 일상을
영화로 만들었다.

Won Gun-hyung, from Shenyang in China, came to Korea two years ago.
His friends Hyun-woo and Un-taek made a film with his daily life.

한겨레중고등학교 Hangyeore High School
21min｜Ⓖ

새터민 차별

Satamin Discrimination

208 9/21(토) 11:00 MB3 Q&A

김춘길, 박현아, 서혜주, 오정우, 조성림

KIM Chungil, PARK Hyunah, SEO Hyeju, O Jeongwoo, JO Suonglim

9min

북한에서 넘어와 새로운 곳 남한에서 정착 중에 차별받아왔던 이야기
crossing over from North Korea.
다문화
한국다큐
청소년 쇼케이스
다큐제작교실

반려견에게 좋은 사료
‘다문화 청소년 다큐제작교실’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Good for Dogs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통해 건전한

김길룡, 서혜주, 심진성, 양예영, 오정우

KIM Gilryong, SEO Hyeju, SIM Jinsung, YANG Yeyeong, O Jeongwoo

3min

반려견과 친해지고 좋은 사료 찾아가는 길!

또래문화 수용능력 함양과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안목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신설되었다.

Getting to know better companion dogs and then looking for a good feed!

관산중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5개의 학교 및 기관과 협력해 총 15편의
수료작이 완성되었다.

제3국 출생 학생

A Third-Country Student

공동주최: 아시아발전재단
‘Multiculture Youth Documentary Workshop’ was
youth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esigned to

in Korea.

and to have a critical understanding in society
cooperation with five schools andinstitutions,

including Kwansan Middle School, Hangyeore High
School, Education Community Woorinuri Social
Cooperative Village Cuture Community, Social

Cooperative and Onnuri Community Child Center.
Co-host: Asia Development Foundation(A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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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min

A child from China is trying to overcome the language barrier at a school

encourage them to accept sound peer group culture
genre.A total of 16 films were completed in

KIM Gwangjin, SONG Miryung, SEO Hyeju, O Jeongwoo, JUGN-HEO Myungchan

중국에서 온 아이가 한국 학교에서 언어라는 장벽을 넘다.

launched this year as an education program for

through the educational value of documentary

김광진, 송미령, 서혜주, 오정우, 정허명찬

하루살이
Mayfly

방국희, 서혜주, 오정우, 조위성

BANG Gughui, SEO Hyeju, O Jeongwoo, JO Wiseong

4min

우리의 일상과 내레이션을 통하여 삶의 의미를 전하고 싶다.
We want to talk about the meaning of life with the image of our daily life
and narration.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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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ory of discrimination while settling in a new place, South Korea, after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Education Community Woorinuri Social Cooperative
27min｜Ⓖ

테이블 슬립: 잠의 정석

Table Sleep: Bible of Sleeping

208 9/21(토) 11:00 MB3 Q&A

김준형, 정예지, 임혁, 김효근

KIM Junhung, JUNG Yeji, LIM Hyuk, KIM Hyogeun
5min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Village Cuture Community Social Cooperative
11min｜Ⓖ

가지마

Don't Go

Treadwheel

KIM Chanyoung, KIM Hyogeun, LIM Hyuk

아빠의 하루
My Day

정예지, 김지민, 김준형, 김찬영, 김효근, 임혁

JUNG Yeji, KIM Jimin, KIM Junhung, KIM Chanyoung, KIM Hyogeun, LIM Hyuk

교정기의 삶

The Braces

CHOI Minhyeok
5min

교정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라 교정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직접 물어 보기로 한다.

8min

I cannot decide whether to wear dental braces, and ask the friend who is
doing myself.

curious about you.

온누리지역아동센터 Onnuri Community Child Center

KIM Hyogeun, KIM Junhung, KIM Chanyoung, LIM Hyuk, JUNG Yeji

우리들의 첫 이야기

김효근, 김준형, 김찬영, 임혁, 정예지
5min

12min｜Ⓖ

Our first story

208 9/21(토) 11:00 MB3 Q&A

이용정, 이다윗, 신지웅

LEE Youngjung, LI David, XIN Zhixiong
7min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에 사는 다문화 청소년, 우리들의 처음 이야기를 들어봐요.

who is Kim Hyo-geun and Watanabe Kazuki in one, has no idea of 

This is our first story as youth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Korea.

The main character, who is a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y and
multiculturalism.

이상빈, 김사무엘

LEE Sangbin, KIM Samuel
4min

엘리베이터 꼭대기 층에 도착한 아이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영문 모르는 길을 달리게
된다.

A child, arriving at the top floor by an elevator, listens to someone and
runs along a road that he doesn't even know.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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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이크
Mosaic

한유섭, 에덴, 엠와딤, 다스단

HAN Yusuf, MAMO Eden Wendwesen, EM Vadim, QADAMBOEV Dostonbek

5min

모자이크처럼 다양한 색깔을 내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Would you like to hear our story like mosaic with vari-colored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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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Multiculture Youth Documentary Workshop

다문화
한국다큐
청소년 쇼케이스
다큐제작교실

student's day as it is.

다문화 청소년인 '김효근' 이자 '와타나베 카즈키', 주인공은 다문화에 대해 아무

Elevator

3min

I follow my father because I am curious about his day.

A Letter to myself in the future. Hi! What kind of person are you? I'm really

엘리베이터

LEE Seoyeong

반복되는 일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궁금해

My Name, Watanabe Kazuki

이서영

아빠의 하루가 궁금해서 따라가 봤다.

안녕! 미래의 나에게 쓰는 지금의 나의 편지. 너는 어떤 사람일까? 난 네가 정말

내 이름은 와타나베 가즈키

stayed in Korea for a month.

5min

This film represents a routine repeated endlessly, showing a high school

A Letter to Myself

3min

A film about my cousins and biracial children, Lee Han and Dae Min, who

고등학생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쳇바퀴가 도는 것처럼 같은 것만

나에게 쓰는 편지

KIM Hyeonsu
영화

Sleep as a reward for worry and concern. I reveal how to use sleep.

김찬영, 김효근, 임혁

김현수

한 달 동안 한국에 있기로 한 나의 사촌동생이자 혼혈 아이인 리한이와 대민이에 관한

근심과 걱정에 대한 보상이라는 잠, 잠을 이용하는 방법을 공개한다.

쳇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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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토닥토닥 DMZ Talks &Docs
클로즈업: 헬레나 트레슈티코바 – 시간과 치유의 세계
Close up: Helena Třeštíková –

the world of the time and healing meet

유럽을 대표하는 감독 헬레나 트레슈티코바 감독은 인물을

오랫동안, 때론 10년이 넘게 카메라에 담아온 작업으로 유명하다.
감독의 영화세계와 작업과정에 대해서 들어보는 소중한 기회.

Helena Třeštíková, award-winning director, observes and
films her protagonists for years, sometimes decades.

DMZ 토닥토닥 DMZ Talks &Docs
추모 상영회) 친구를 추모하다

사운드와 독립영화 & 다큐멘터리

메이드 인 차이나 - 그날, 바다 SPINOFF #1

10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인 <안녕, 미누>의 주인공

<더 록>, <브로큰 애로우>, <아마게돈> 등 우리에게 익숙한

아직도 원인을 밝히지 못한 국가적 대재난 세월호 사건의 또 다른 증거 추적.

관객들과 함께 그를 기억하는 자리

코스틴은 미국 USC 대학에서 20년 넘게 영화사운드 에디팅을

Memorial Screening : Coming to you, Minu
미누의 1주기를 맞아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는 그를 기억하는

Special screening for late Minu, who visited last year for
opening film of 10th DMZDOCS.

Her cinematic style reveals neither individuals nor

일시

opportunity to learn about her world and process.

모더레이터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is still unsolved. The film

레코딩 사운드부터 현장에서 사운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analyses and testimonies from survivors to determine the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사운드 작업과정에서 고민하게 되는
실용적이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게스트

지혜원 감독과 미누의 친구들

years she has been a feature film sound editor. Midge will

메가박스 벨라시타 105호

Date

September 21th (SAT) 18:30

헬레나 트레슈티코바

Venue

Megabox Baekseok 3

모더레이터

김선아

Sep 21 (SAT) 12:40 (after screening Mallory)

Guest

이승민

(after screening Coming to you, Minu)

Director JEE Hyewon, Minu’s Friends

focuse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features scientific

causes of the sinking. Live Talk with director KIM Ji-young
and producer KIM Ou-Joon

Editing at the USC School of Cinematic Arts and over 25

일시

share her more than 20 years teaching experiences with

장소

the set to using sound effectively for their movies.

게스트

filmmakers for sound for film, from recording sound on

2019년 9월 22일 일요일 21:12

<메이드 인 차이나 - 그날, 바다 SPINOFF #1> 상영 후
메가박스 백석 7관

모더레이터

이승민

김지영(감독), 김어준(프로듀서)

일시

9월 22일 (일) 12:35

Date

September 22th (Sun) 21:12

메가박스 벨라시타 105호

Venue

Megabox Baekseok 7

Venue

Megabox Ilsan Bella Citta 105

장소

Guest

Helena Třeštíková

게스트

모더레이터

Moderator KIM Sunah

제작자 김어준과 감독 김지영 감독의 실시간 토크 자리

강의해왔다. 현장과 강단을 오고 가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Midge Costin is the Kay Rose Professor in the Art of Sound

9월 21일 (토) 12:40 <말로리의 수난> 상영 후

Date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사운드 에디터로 참여했던 밋지

메가박스 백석 3관

일시

게스트

Made In China - Intention SPINOFF#1

장소

societies, indeed always to learn from the past. It is a rare

장소

2019년 9월 21일 토요일 18:30 <안녕, 미누> 상영 후

Sound for Indies and Docs

<메이킹 웨이브: 영화 사운드의 예술> 상영 후
이규석(한예종 교수)

Guest

밋지 코스틴

Date

Sep 22 (Sun) 12:35(after screening Making

Venue

Megabox Ilsan Bella Citta 105

(After Made In China - Intention SPINOFF#1)
KIM Ji-young(Director),

KIM Ou-Joon(Producer)

Waves: The Art of Cinematic Sound)

Moderator Lee Kyusuk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G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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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토닥토닥 DMZ Talks &Docs
중국 다큐멘터리의 현재를 만나다

Perspectives on the Chinese Documentary
With Chinese documentary filmmakers and the Greater
Chinese filmmakers, this special talk will give a close

look at the currents of the Chinese docs and the Greater

Chinese documentary industry with varied perspectives at
the present.

질적으로 양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과 중화권

다큐멘터리, 그리고 다큐멘터리 산업에 대해 중화권 감독들과의
대담을 통해 확인하는 자리
일시

9월 25일 (수) 17:30

장소

메가박스 백석 3관

모더레이터
참석자

<다리시의 사운드스케이프> 상영 후
임대근(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장양, 장시엔민

Date

Sep 25 (Wed) 17:30

Venue

Megabox Baekseok 3

(after screening The Sound of Dali)

Moderator Lim Daegeun
G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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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rperson, Asia Cultural Creativity Institute)
ZHANG Yang, ZHANG Xian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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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EDU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다큐멘터리의 교육적 측면에 주목하여 교육과
다큐멘터리를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 ‘DMZ Docs EDU’를 운영한다.

아시아청년다큐멘터리 공동제작 프로젝트 워크숍
Asian Docs Co-Production Network Project Workshop

‘DMZ Docs EDU’는 영화제 기간 중 단체관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큐멘터리를

올해 3기를 맞이한 ‘아시아청년다큐멘터리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창의적•비판적으로 사고의 폭을 확장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윈난예술대학교 학생들이 팀을 이뤄 서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2년 간 다큐멘터리

통해 인권과 평화, 소통 등 다양한 가치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감상하고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operates the program

용인대학교, 일본영화학교, 대만 타이난국립예술대학교, 중국 윈난대학교,

공동제작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영화제 기간 중 4박 5일 동안 워크숍이 개최된다.

‘DMZ Docs EDU’ that combines the education and the documentary,

“Asian Docs Co-Production Network Project”, marking it’s 3rd term this

Education Programs such as ‘Group Viewings Program’ during the Festival

TNNUA, Yunnan University and Yunnan Arts University teams up to co-

focusing on educational aspects of the documentary. It holds the

and provides the fields of educational experiences to learn the human
rights and the value of diversity through the documentary.

청소년을 위한 DMZ 토닥토닥(토크&다큐)
DMZ Talks&Docs for Youth

평화, 인권 소통 등 다양한 가치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관람하고 명사 초청 강연을
통해 생각의 층을 넓힐 수 있는 프로그램(영화상영 포함 90분으로 구성)
대상
일시
장소

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중•고등학교, 기타 희망 청소년 단체,

커뮤니티 등

9월 20일(금) - 27일(금)

메가박스 백석점,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점

year, is a project in which students from K’arts, Youg-In University, JIMI,
produce documentary films on topics of interest for two years. The fivedays workshop will be held during the festival.

공개발표회 Public Presentation
아시아 4개국 영화관련 대학교 및 영화제의 협력 프로젝트인 아시아청년다큐멘터리

공동제작 프로젝트 3기에 참가한 4개 팀의 프로젝트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개발표회가
개최된다.

‘아시아’를 공통분모로 가족의 형태, 잊혀진 영토, 크로스-컬쳐, 표류 등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공동제작 팀들의 개성 넘치는 프로젝트를 만나볼 수 있다.
일시
장소

9월 24일(화) 14:00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 6관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operates the program

The public presentation will be held to look at the projects of the four

focusing on educational aspects of the documentary. It holds the

Project, a cooperation projects between universities and film festivals in

‘DMZ Docs EDU’ that combines the education and the documentary,

Education Programs such as ‘Group Viewings Program’ during the Festival
and provides the fields of educational experiences to learn the human
rights and the value of diversity through the documentary.

Content Educational program for widening one’s thought after watching
documentaries covering diverse values like peace, human rights and

communication together and taking related lectures. (Total 90 minutes
including screenings)

teams participating in the 3rd Asian Docs Co-Production Network

4 countries of Asia. The creative projects from co-production teams will
be introduced, which are dealing with different themes such as shapes

of family, lost lands, cross-culture and drift that all related to a common
ground “Asia”
Date

Venue

Sep. 24th(Tue.) 14:00

Megabox Baekseok Comfort 6

Participants Middle-high schools, individual middle-high school
students and university students wanting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communities interested
Date

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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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documentary etc.

September 20 (FRI) – 27 (FRI)

Megabox Baekseok, Lotte Cinema Paju Out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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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사 Special Events

POV-HOW 전시 POV-HOW Exhibition

1. DMZ –오픈시네마(야외상영)

1. DMZ–Imjingak Open Cinema (Outdoor Screenings)

<겨울에는 왕을 죽여야 한다.>

“We Must Kill the King in Winter”

영화제 기간내 야외상영관을 통해 시민들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2-day outdoor screenings at special stage in front of

DMZ-POV의 특별전시.

Venue

DMZ Hall(Bellacitta B1, Il Salone)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새로운 실험.

Hour

15:00-21:00

관심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다가가는 프로그램

Imjingang-station.

일시

9월 21일(토) - 9월 22(일) 8시

Date

Sep 21(SAT) – Sep 22(SUN) 8pm

내용

상영 전 사전 공연, 야외 상영

Program

Stage performance before screening,

장소

임진강역 앞 특설무대

Venue

장소

DMZ홀(벨라시타 지하1층 일살롱)

Outdoor screening

관람시간

15:00-21:00

2. DMZ Docs Road Tour

11회 영화제 개막식과 연계된 DMZ관광을 통해 DMZ콘텐츠를

2-day tour program exploring the DMZ area and enjoying

9월 20일(금) - 9월 21(토)

Date

구매 방법

www.123tour.co.kr에서

Inquiry

프로그램

대인 및 소인 79,000원

Price

‘DMZ 다큐로드투어’ 검색

Information is available at www.123tour.co.kr

(DMZ Docu Road Tour)

-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숙박

- Accomodations: Hostel at Camp Greaves

- Departing from Busan and Daegu

- DMZ Tour(Dora Observatory, Dorasan Station, etc)

*Please check out the festival official website(www.dmzdocs.com)
for more details (Tel. 031-936-7374)

3. DMZ 팸투어 & DMZ 자전거투어

3. DMZ Fam Tour & DMZ Bicycle Tour

1) 1차 DMZ팸투어 & DMZ자전거투어

1) 1st DMZ Fam Tour & DMZ Bicycle Tour

행진을 통해 DMZ지역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투어프로그램

internationally through trips and bicycle tour exclusively

국내/외 영화제 게스트를 대상으로 DMZ일대 관광 및 자전거

일시

9월 21일(토) 09:00 - 16:00

프로그램

- DMZ투어(도라산역,도라전망대,승전전망대)

for festival guests

Date&Time Sep 21 (Sat) 09:00 - 16:00

- 자전거투어(임진각 통문 > 64T 통문 통일대교 >

Program

임진각 통문)

Target

Festival guests (advanced registration is required)

- DMZ Tour (Dora Observatory, Dorasan Station, etc)

- Bicycle Tour (Imjingak Gate >

Unification Bridge > Imjingak Gate)

2) 2차 팸투어

국내/외 영화제 게스트를 대상으로 DMZ일대 관광을 통해
DMZ콘텐츠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투어프로그램

2) 2nd DMZ Fam Tour

A tour program aims to promote the DMZ area and DMZ
contents internationally through trips for festival guests

일시

9월 23일(월) 09:00 - 14:00

프로그램

- DMZ투어(도라산역,도라전망대,승전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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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ur program aims to promote the DMZ area

영화제 게스트 중 사전신청자

영화제 게스트 중 사전신청자

전시연계프로그램 9월 26(목) 19:00-20:40

- Attending to the Opening Ceremony of DMZ Docs (Sep.20)

*영화제 홈페이지 및 구매 사이트 내 상세페이지 참고 (Tel. 031-936-7374)

대상

9월 21일(토) – 9월 27일(금)

Adult / Minor 79,000 KRW

Program

- DMZ투어(도라산역, 도라전망대, 승전전망대)

대상

Exhibition Talk Sep 26 (THU) 19:00-20:40

Sep 20 (FRI) - Sep 21 (SAT)

- 부산 • 대구 출발

- 영화제 개막식 참여

전시기간

Sep 21 (SAT) – Sep 27 (FRI)

DMZ DOCS programs including the opening ceremony

일시
가격

Period

Special Outdoor Stage (in front of Imjingang-station)

2. DMZ 다큐로드투어
알리는 1박2일 투어 프로그램

현장-영화관-전시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Date&Time Sep 23 (Mon) 09:00 - 14:00
Target

Program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Festival guests (advanced registration is required)

- DMZ Tour (Dora Observatory, Dorasan Station, etc)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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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봄
Withbomm Screening
'가치봄'(Withbomm) 서비스는 시 • 청각장애인의 관람을 위해 화면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화면해설과

대사 및 음악, 소리정보를 알려주는 한글자막을 삽입한 영화를 말한다. 가치봄 서비스는 화면해설을 통해 시 •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어린이 등 전 연령의 관객에게 더욱 편안한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2편의 장편 영화를 가치봄 버전으로 상영하여 모두가 영화를

쉽게 즐기고 소통하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 가치봄 작품 제작과 아카이빙(정기상영회 등) 작품 제작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진행된다. 제작 방식은 별도 장치 없이 상영되는 ‘개방형’
제작 방식으로, 화면해설이 영화와 함께 상영된다.

'Withbomm' service are made with audio description explaining what is happening on the

screen, and Korean subtitles that relate dialogue, music and sound information, for the visually
and hearing impaired audience. They offer more comfortable film-viewing opportunities for

audiences of all ages, including the elderly and children, as well as for the visually and hearing
impaired.

The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ill screen two feature films in a

Withbomm version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everyone to enjoy the films together and

easi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e production and archiving (for regular screenings, etc.)
of Withbomm films will be made through a business agreement with "Korea Blind Union". The
films in the "open" production mode, which are screened without a separate device, will be
presented with audio description.
상영작 안내 Screening Schedule
섹션 Section

제목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한국다큐 쇼케이스

Korean Docs Show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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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링 쉐프

베짱이는 없다

English Title

The Wandering Chef

No one is grasshopper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일정 Schedule
9월 25일(수)

Septemper 25 (WED)
16:30 - 17:57
9월 25일(수)

September 25 (WED)
19:00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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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jingang
Station
Mangbaedan

Imjingak

A동
A-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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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운영 Venue Information
고양종합터미널

Goyang Bus Terminal

5층

5F

인포메이션

Information

9월 21일(토) - 9월 26일(목) 10:00 – 18:00

Sep 21 (Sat) - Sep 26 (Thu) 10:00 – 18:00

9월 27일(금) 10:00 – 15:00

Sep 27 (Fri) 10:00 – 15:00

현장 매표소

Ticket Office

9월 21일(토) - 9월 27일(금)

Sep 21 (Sat) - Sep 27 (Fri)

09:30 – 마지막 상영 시작 15분 후까지

Souvenir Shop

9월 21일(토) - 9월 26일(목) 10:00 – 18:00

Sep 21 (Sat) - Sep 26 (Thu) 10:00 – 18:00

9월 27일(금) 10:00 – 15:00

Sep 27 (Fri) 10:00 – 15:00

관객 라운지

Audience Lounge

9월 21일(토) - 9월 26일(목) 10:00 – 19:00

Sep 21 (Sat) - Sep 26 (Thu) 10:00 – 19:00

9월 27일(금) 10:00 – 15:00

Sep 27 (Fri) 10:00 – 15:00

9월 21일(토) , 9월23일(월), 9월 24일(화), 9월 26일(목)
20:00 – 24:00(익일)
*관객라운지
장소
대상

DMZ 옥상정원(5층)
영화제 뱃지 소지자

*DMZ 포차라운지
장소

DMZ 옥상정원(5층)

입장료

5,000원

대상
운영

영화제 뱃지 소지자

입장료 지불 시 안주와 주류 제공

DMZ PoCha Lounge

Sep 21 (Sat) , Sep 23 (Mon), Sep 24 (Tue), Sep 26 (Thu),
20:00 – 24:00 (the following day)
*Audience Lounge
Venue

Target

9월 21일(토) - 9월 26일(목) 10:00 – 18:00
9월 27일(금) 10:00 – 15:00

프레스룸

9월 21일(토) - 9월 26일(목) 10:00 – 18:00
9월 27일(금) 10:00 – 15:00

Venue

Target

9월 21일(토) - 9월 27일(금) 10:00 – 18:00
*DMZ Cafe
대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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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 뱃지 소지자
하루 1인 1잔 제공

DMZ Roof Garden(5F)

Festival badge holders

DMZ Square

2층

Guest Lounge

9월 21일(토) - 9월 26일(목) 10:00 – 18:00

Sep 21 (Sat) - Sep 26 (Thu) 10:00 – 18:00

*게스트라운지

*Audience Lounge

9월 27일(금) 10:00-15:00
장소
대상

DMZ 스퀘어 2층

영화제 뱃지 소지자

Sep 27 (Fri) 10:00 – 15:00
Venue

Target

1층

인포메이션

9월 21일(토) - 9월 26일(목) 10:00 – 18:00
9월 27일(금) 10:00 – 15:00

배지데스크

9월 21일(토) - 9월 26일(목) 10:00 – 18:00
9월 27일(금) 10:00 – 15:00

기념품샵

9월 21일(토) - 9월 26일(목) 10:00 – 18:00
9월 27일(금) 10:00 – 15:00

DMZ Cafe

DMZ Square(2F)

Festival Badge holders
1F

Information

Sep 21 (Sat) - Sep 26 (Thu) 10:00 – 18:00
Sep 27 (Fri) 10:00 – 15:00

Badge Desk

Sep 21 (Sat) - Sep 26 (Thu) 10:00 – 18:00
Sep 27 (Fri) 10:00 – 15:00

Souvenir Shop

Sep 21 (Sat) - Sep 26 (Thu) 10:00 – 18:00
Sep 27 (Fri) 10:00 – 15:00

DMZ Cafe

9월 21일(토) - 9월 26일(목) 10:00 – 18:00

Sep 21 (Sat) - Sep 26 (Thu) 10:00 – 18:00

*DMZ Cafe

*DMZ Cafe

9월 27일(금) 10:00 – 15:00
대상
운영

영화제 뱃지 소지자
하루 1인 1잔 제공

Sep 27 (Fri) 10:00 – 15:00
Target

Festival badge holders

Description A free drink per person per day

Admission Fee 5,000 KRW

Description Provide snacks and drinks after paying
the admission fee
4F

Video Room

Sep 21 (Sat) - Sep 26 (Thu) 10:00 – 18:00
Sep 27 (Fri) 10:00 – 15:00

Press Room

Sep 21 (Sat) - Sep 26 (Thu) 10:00 – 18:00
Sep 27 (Fri) 10:00 – 15:00

2층

DMZ Cafe

Festival ticket holders

*DMZ PoCha Lounge

4층

비디오룸

DMZ Roof Garden(5F)

2층

게스트라운지

09:30 –15minutes after the start of the last screening

기념품샵

DMZ 포차라운지

DMZ 스퀘어

2F

DMZ Cafe

Sep 21 (Sat) - Sep 27 (Fri) 10:00 – 18:00
*DMZ Cafe
Target

Festival badge holders

Description A free drink per person per day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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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운영 Venue Information
Imjingang Station

영화제 기간 내 야외상영관을 통해 시민들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2-day outdoor screenings at special stage in front of

관심을 더욱 가질 수 있도록 다가가는 프로그램
운영시간

9월 21일(토) 19:20 ~21:00 /

장소

임진강역 앞 특설무대

시간표
9월 21일(토)
9월 22일(일)

Imjingang-station.

Venue

Sep 22(Sun) 19:20-21:00

Special Outdoor Stage (in front of

Sep 21 (Sat) - Sep 25 (Wed) 10:00 – 18:00

9월 21일(토) - 9월 25일(수)

Sep 21 (Sat) - Sep 25 (Wed)

09:30 –마지막 상영 시작 15분 후까지
기념품샵

9월 21일(토) - 9월 25일(수) 10:00 – 18:00

Information

Ticket Office

09:30 –15minutes after the start of the last screening
Souvenir Shop

Sep 21 (Sat) - Sep 25 (Wed) 10:00 – 18:00

Imjingang-station)

상영작

Time Table

<주전장>

Sep 21 (Sat) My name is KIM Bok-dong

<김복동>

9월 21일(토) - 9월 25일(수) 10:00 – 18:00
현장 매표소

*DMZ Open Cinema(Imjingak)

Date & Time Sep 21(Sat) 19:20-21:00

9월 22(일) 19:20 ~21:20

Lotte Cinema Paju Outlets

인포메이션

임진강역

*DMZ 오픈시네마(임진각)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Films

Sep 22 (Sun) Shusenjo: The Main Battleground of
Comfort Women Issue

DMZ플레이스(벨라시타)

DMZ Place(Bella Citta)

벨라시타에서 사전공연과 이벤트가 함께 진행되는 특별 야외상영

Special outdoor screenings will be held on Bella Citta

*DMZ 오픈시네마(벨라시타)
운영시간
장소

시간표
9월 21일(토)
9월 22일(일)

9월 21일(토) - 9월 26일(목) 19:00 – 21:30
벨라시타 야외 잔디광장

Venue

<프리져베이션 재즈클럽:

Sep 21 (Sat)

<파리 오페라 발레단>

Sep 22 (Sun)

<우먼 인 할리우드>

Sep 24 (Tue)

퓨전 음악 그룹

문희원과 프랜드밴드
경기 팝스 앙상블
가수 손세욱

<위대한 작은 농장>
튜바 투 쿠바>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요한, 씨돌, 용현>

*DMZ 홀(벨라시타 지하1층 , 일살롱)

POV-HOW 전시: <겨울에는 왕을 죽여야 한다.>
장소

Time Table

어쿠트리

9월 25일(수)

운영시간

Date & Time Sep 21 (Sat) - Sep 26 (Thu) 19:00 – 21:30

상영작

컨템포디보 & 마이티

듀엣 마니

9월 26일(목)

including performing and special events

공연팀

9월 23일(월)
9월 24일(화)

*DMZ Open Cinema(Grass Square of Bella Citta)

9월 21일(토) - 9월 27일(금) 15:00-21:00
벨라시타 지하1층 일살롱

Grass square of Bella Citta in Ilsan
Performance Team Films
Contempo-Divo &

The Biggest Little Farm

Indie band Accutri

A Tuba to Cuba

Moon Hee-won

Let’s Peace!

Mighty

Sep 23 (Mon) Duet Mani

and Brand Band

Reset

Sep 25 (Wed) Fusion music band This Changes Everything
Gyeonggi Pops

Sep 26 (Thu)

ensemble
Singer

Son Se Wook

Everywhere & Nowhere
J.S.Y

*DMZ Hall(Bellacitta B1, ll Salone)

POV-HOW Exhibition: <We Must Kill the King in Winter>
Date & Time Sep 21 (Sat) – Sep 27 (Fri) 15:00-21:00
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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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최고의 선택
고객의 성공이 바로 우리의 성공이라는 것을 DHL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220여 개 국가에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DHL은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탁월한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돕는
최고의 물류 파트너가 되기 위해 국제특송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전 세계 10만 명의 DHL EXPRESS 직원들이 고객님과 함께 합니다.

dhl.co.kr/ex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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