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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인 
DMZ를 배경으로 하여 평화·소통·생명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대표적인 
영화제로 성장해왔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발전을 
위한 ‘다음’을 준비하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 깊은 응원과 지지의 마음을 
보냅니다. 

올해 제11회를 맞이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지난 10년은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관객 여러분과 영화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열정과 
자부심으로 영화제를 가꿔주신 관계자와 자원활동가 
여러분이 있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다큐멘터리 창작자를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인 DMZ인더스트리를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DMZ인더스트리가 한국과 아시아의 다큐멘터리 발전을 
위한 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평화를 향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눈부신 비상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대와 영화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상영되는 46개국의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평화를 향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입니다.

‘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영화제를 찾아와주신 세계 
다큐멘터리 창작자분들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함께해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그동안 평화·소통·생명을 
기치로 다큐멘터리의 대중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이 지니는 
유일무이한 상징성과 다큐멘터리라는 분야가 만나는 이 
영화제만의 색깔과 장점이 세계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40개국 다큐멘터리 150편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제작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DMZ 인더스트리’ 프로그램이 처음 시도되어 
한국은 물론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인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개막을 축하드리며, 영화제를 위해 애쓰신 
모든 관계자분들과 자원봉사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많은 
관객들의 사랑 속에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On the background of DMZ, which is a symbol of 
peace, DMZ Docs aims to discover and introduce 
documentary films which depict the story of peace, 
life, and communication. I would like to send my 
interest and support to the festival for its effort 
to prepare for the future of documentary film by 
offering new visions. 

DMZ Docs has come this far to hold its 11th edition 
thanks to the unwavering love and support from 
audiences and film industry and the confidence and 
passion from staffs and volunteers. In its effort to 
prepare for the next decade, DMZ Docs launches DMZ 
Industry, a total support platform for documentarists. 
I hope that the Industry program becomes a solid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ocumentaries in 
Korea and Asia. 

Supporting the takeoff of DMZ Docs toward peace, 
Korean Film Council will make every effort to expand 
the diversity in Korean cinema and to revitalize 
the ecosystem of cinema. In this sense, I ask you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voices for peace in 
documentaries from 46 countries. 
Thank you. 

Greetings.
I am Park Yang-woo,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st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nd give 
a warm welcome to documentary filmmakers and 
producers from all around the world, as well as 
everyone attending this film festival.

Under the banner of peace, communication, and 
life,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has strived to popularize and enhance 
expertise in documentaries. The uniquely 
symbolic space of the demilitarized zone and 
documentaries have come together and gave birth 
to this film festival, which is attracting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with its vibrant and 
eclectic programming.

This year, we present 150 documentaries from 40 
different countries. We also introduced the DMZ 
Industry program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o 
provide support for the production of Korean and 
other Asian documentaries. We believe that this 
program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growth and 
the development of documentaries in Korea and 
all across Asia.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ll 
continue to support cultural artists to explore their 
creativity in the future. Under the Culture Vision 
2030 “Culture with People,” we promise to do 
our best in bring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ppiness to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once again congratulate everyone 
for the opening of the film festival and express my 
heartfelt gratitude to the staff and volunteers who 
have made this film festival possible. I hope that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ill continue to expand and grow with the love 
and interest of the audience.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오석근
Director of Korean Film Council OH Seokgeun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PARK Yang-woo

축사
Greeting

축사
Gr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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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1회째를 맞이하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회라는 반환점을 돌아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마음으로 준비한 올해 행사는 그 고민의 크기만큼 넓고 
또 깊어졌습니다. 세계 다큐 시장을 선도하고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종합 산업 허브로 도약하고자 하는 포부를 
담은 ‘DMZ 인더스트리’가 신설되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숨 쉬는 문화예술이 될 수 있도록 야외광장의 문은 더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지난해에 큰 사랑을 받았던 ‘DMZ 
오픈시네마’ 섹션도 더 많은 작품, 더 풍성한 기획으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다큐멘터리의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전: 한국 
다큐멘터리의 50개의 시선’, 남･북한의 이슈를 집중 
조망하는‘DMZ비전:인터-코리아’도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치기 아까운 알찬 프로그램인 만큼 열린 
마음으로 일주일간의 축제를 충분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지난 10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매개로 하여‘평화, 생명, 소통’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해 왔습니다. 다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는 우리 마음 속에 아로새겨야 할 키워드이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고양시는 앞으로도 영화제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영상문화산업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남북 평화협력의 
길에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영화제가 또 한 
번의 뜨거운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며, 영화제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인 여러분, 그리고 영화를 사랑하시는 관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조직위원장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영화제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홍형숙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과 자원 활동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도 66년이 넘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이 곳 DMZ는 
여전히 남과 북을 가른 채 머물러 있습니다. 그 동안 DMZ는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평화와 화합, 번영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 공식 포스터 사진은 매그넘 소속 요나스 벤딕센 작가의 
‘인공위성’ 연작 중 한 작품입니다. 이 하나의 이미지에는 국경, 과학기술, 
정치, 전쟁 등 인간 역사의 다양한 측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듯한 이 사진은 현실의 다양한 얼굴을 대면하게 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안과 밖을 성찰하게끔 해 줍니다. 

저는 현실 기록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큐멘터리의 힘을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비판적 시각을 통해 대중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경기도는 다큐멘터리영화 장르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훌륭한 다큐멘터리 작품이 더 많이 제작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시에 영화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 평화·생명·소통의 메시지를 전해온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이제 새로운 10년을 위한 도약을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 시작하는 DMZ인더스트리는 한국과 아시아 다큐멘터리 산업의 
진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의지를 확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장르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시아 대표 다큐멘터리영화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영화인, 그리고 제작자와 관객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꾸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성장해 나가기를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nt to congratulate you on the opening of the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fter reaching the ten-year point, DMZ Docs takes 
a new step with broader and deeper programs. In 
its hope for leading the global documentary market 
and becoming the hub of documentary industry 
in Asia, the festival launches DMZ Industry this 
year. The festival opens up its outdoor screening 
to a wider audience so that citizens can experience 
documentaries much closer. The DMZ Open Cinema 
is awaiting the audience with more lavish films and 
programs. 

To commemorate the 100 years of Korean cinema, 
the festival looks into the history of Korean 
documentaries through DMZ Special Focus. The 
festival also highlights the two Korea’s immediate 
issues in the DMZ Vision: Inter-Korea section. I 
hope you enjoy the seven-day festival and various 
programs to the fullest. 

For ten years, DMZ Docs has spread the message of 
peace, life, and communication through documentary 
films to the world. In this ever-changing global 
circumstances, we should remember the significance 
of peace. Therefore, DMZ Docs is all the more 
essential to that end. 

As a mayor, I want to stress that Goyang will keep 
its support and communication with the festival to 
facilitate the visual and cultural industry and to walk 
side by side on the path of inter-Korean peace and 
cooperation. I hope that the festival will resonate the 
message of peace and hope further. I want to thank 
every staff for your hard work. Thank you. 

Cineastes, and audiences who love the cinema, I welcome you with 
my whole heart. I am LEE Jaemyeong,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of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director Hong Hyungsook, 
all the staff and the volunteers for their efforts to prepare for the festival.

More than 66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but 
the DMZ still remains divided into North and South. The DMZ has been a 
symbol of division and confrontation all the while. But it is now trying to 
be born again as a symbol of peace, unity, and prosperity.

The photo in this year's official poster is one of the series Artificial 
Satellite by Jonas Bendiksen, a member of Magnum Photos. This photo's 
image contains various aspects of human history, including national 
borders, technology, politics, and war. As if crossing between reality and 
fantasy, it allows us to face various faces of reality and to reflect on the 
inside and outside of our society.

I appreciate the power of the documentary genre that raises questions 
about social issue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public opinion 
through the records of reality. It is especially meaningful in that it brings 
new perspectives to the public through critical views.

Gyeonggi-do will continue to strive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cumentary film genre and industry with great interest. We will do our 
best to ensure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the festival, while 
providing the support for the production of more documentary films.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hich has conveyed 
the message of peace · life · communication to the world for the past 
decade, is now beginning a leap for a new decade. In particular, “DMZ 
Industry”, launched this year, is the result of the willingness of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hich has steadily 
strived to promote the Korean and Asian documentary industries.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as a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genre and become a leading documentary film 
festival in Asia thanks to the efforts and cooperation of the cineastes, the 
producers and the audience. Thank you for your interest.

I hope that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ill grow into 
a glob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nd I will give a big cheer for the 
festival with the 13.5 million people in Gyeonggi-do. 

Thank you.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조직위원장, 고양시장 이재준
Vice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Mayor of Goyang City LEE Jae-jun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조직위원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Governor of Gyeonggi Province LEE Jaemyeong

인사말
Message

인사말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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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가을,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영화제는 각계각층에서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10년을 향한 비전과 방향에 대해 숙고하며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첫째, DMZ의 정체성에 주목하고 국제영화제로서 위상을 
강화할 것 둘째, DMZ인더스트리를 신설하여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 셋째,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하여 영화제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정비할 것 넷째, 
경기도를 기반으로 한 영화제로서 보다 많은 관객들이 
다큐멘터리와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될 것 등입니다. 

이제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새로운 10년을 
향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평화. 소통. 생명’이라는 
영화제 슬로건에 걸맞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긴 
호흡으로,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흔들림 없는 문화적 기반이 
되고자 합니다. 

올해도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다큐멘터리 영화인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양시와 파주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하신 모든 영화제 스탭과 
자원활동가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영화제를 맞이하여 파주시를 찾아주신 영화인과 
관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첫해부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함께 해온 파주시는 
영화제의 정체성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곳입니다. 
평화, 생명, 소통이라는 영화제의 메시지는 남북의 접경을 
품고 있는 파주시민들에게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히 올해 
개막식이 열리는 임진각은 공간적 상징성과 의미가 중요한 
곳입니다. 목포를 시작으로 베를린까지 기차여행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보여주는 개막작 <사막을 넘어 호수를 지나>를 
비롯, 올해 출품된 150편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영화제와 
파주시가 공유하는 메시지가 관객들에게 오롯이 전달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또한 올해 한국과 아시아 다큐멘터리 산업의 진흥을 위해 
신설된 DMZ인더스트리가 파주출판단지에서 열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다큐멘터리 
영화인들 모두 환영합니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내, 외 
영화관계자와 관객, 파주시민이 만나 함께 향유하는 더욱 
풍성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가오는 10년을 바라보며 새롭게 도약하는 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하며,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홍형숙 
집행위원장과 사무국, 자원활동가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the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during this beautiful autumn season. 

Based on the wisdom we have received, DMZ Docs 
has contemplated and discussed the vision and 
direction of the festival for the next ten years. Here 
are our commitments.

First, we will focus on our identity and promote 
our status as 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econd, 
we will add DMZ Industry as a new platform to 
facilitate documentaries from Korea and Asia. 
Third, we will refine our festival programming to 
incorporate even more unique, expertly produced 
and popular documentary films. And fourth, as a film 
festival based in Gyeonggi province, we will provide 
audiences of the region and beyond with even more 
chances to enjoy documentaries.

With the opening of the 11th edition of DMZ Docs, we 
take the first step on this ten year journey. Under the 
slogan of ‘peace, communication, and life,’ DMZ Docs 
will stand firm as a solid foundation of culture on the 
way to peace.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documentary filmmakers, Gyeonggi Province, 
Culture, Sports & Tourism Committee, Goyang city, 
and Paju city for your support. My special thanks 
also go to every festival staff member and volunteer 
for your dedication and hard work. Thank you very 
much.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opening of the 11th 
DMZ Docs and welcome all the film professionals and 
audiences to the city of Paju. 

From the first edition of DMZ Docs, Paju has been 
with the festival. The city is closely attached to the 
festival’s identity. Situated in the vicinity of the 
national border, Paju shares the same values of 
peace, life, and communication with the festival. 
The opening ceremony is held in Imjingak, which 
keeps much significance and symbolism. This year’s 
opening film Let’s Peace is an adventure of young 
people who dream of going to Berlin from Korea’s 
southern port city of Mokpo by train. I hope that our 
message of peace will be delivered to the audiences 
through 150 documentary films. 

In particular, I am genuinely pleased that Paju Book 
City hosts DMZ Industry, a new addition to the festival 
for promoting the documentary industry in Korea 
and Asia. I sincerely welcome every documentarist 
from around the world. Through documentary films, 
film professionals from home and abroad, audiences 
and Paju citizens will meet together and enrich the 
festival. 

Once agai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11th DMZ 
Docs for its new takeoff to the next ten years. I also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to the Executive director 
HONG Hyung-sook, the secretariat and volunteers for 
your hard work. Thank you very much.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홍형숙
Festival Director HONG Hyungsook

인사말
Message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조직위원장, 파주시장 최종환
Vice Chairman of the Organizing Committee, Mayor of Paju City CHOI Jonghwan

인사말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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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1977년, 노르웨이

수상

2007년도 내셔널 매거진 어워드 수상

2003년 인피니티 어워드 수상

(국제사진센터,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2003년 올해의 국제사진대상

세계 보도사진전에서 데일리 라이프 부문 우수상

활동

 『파리 리뷰』에서 펴낸 나이로비 빈민가를 

기록한 사진집 출간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오』,『뉴스위

크』,『인디펜던트 온 선데이 리뷰』 촬영

 『선데이 타임스 매거진』,『텔래그래프 매

거진』등에 기고

Magnum Photographer

Jonas Bendiksen started working 

as an intern at the Magnum Photo’s 

London office at the age of 19. 

After finishing his internship, he 

spent several years in Russia and 

photographed a small town in the 

former USSR. The time he spent 

there resulted in his first photo book 

‘Satellites’ (2006) and became the 

world-renowned artist.

•Awards2007 National Magazine 

Awards Winner

2005 2nd Prize, Daily Life Stories, 

World Press Photo Competition

2003 Infinity Award, Young 

Photographer of the Year, 

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

2003 1st Prize, Picture of the Year 

International Awards

•Other activities- Published a photo 

book of Nairobi slum in ‘the Paris 

Review’

- Photographs for ‘National 

Geographic’, ‘GEO’, ‘Newsweek’, ‘The 

Independent on Sunday Review’

- Contributed to ‘Sunday Times 

Magazine’, ‘The Telegraph Magazine’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중심,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담아
요나스 벤딕센의 <인공위성> 선정
11회 영화제의 포스터로 선정된 사진은 매그넘 소속의 
주목 받는 젊은 작가, 요나스 벤딕센(Jonas Bendiksen, 
1977-)이 러시아 알타이(Altai) 지방에서 2000년 
촬영한 ‘인공위성’ 연작 중 한 작품이다. 구 소련과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신장 자치구가 모두 접해 있는 
접경지역인 알타이 지방에는 종종 카자흐스탄 영토의 
바이코누르(Baikonur) 우주 기지에서 발사된 위성이 
추락한다. 접경마을에 위성의 파편이 도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매우 특별한 만남의 시간과 공간이 
새롭게 탄생한다. 매그넘의 작가 요나스 벤딕센은 
알타이 지방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에 도착한 위성과 
아이들이 빚어내는 특별한 동화의 순간을 놀라운 감각으로 
포착해냈다. 더불어 사진 전면에 꽃처럼 흩어지는 흰 
나비의 유영이 어우러지면서 더욱 강력한 현실적 판타지를 
만들어낸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신선하기만 했던 초보 사진가 시절, 
지금 막 도착한(떨어진) 우주선과 그 위에 어린 농부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이토록 비범한 광경이라는 사실을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한 것 같다.” 요나스 벤딕센의 말처럼 
순간의 ‘기록’이 깊은 응시와 성찰로 이어질 때, 본래적 
의미와 영향력은 무한하게 확장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현실과 판타지가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사진을 올해 영화제의 포스터로 선정한다. 지금 
여기의 고통은 직면하되 시선은 평화로 향하기를, 그리하여 
남과 북을 포함한 세계의 발끝이 공존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담았다.

‘다음’을 예견하고 ‘비상’을 준비하는 영화제의 비전을 담은 
트레일러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로고 이미지를 강화한 트레일러를 새롭게 
선보인다. 영화제의 비전인 평화·소통·생명을 상징하는 빛의 
삼원색 빨강-초록-파랑(RGB)의 조각이 하나로 합쳐지며 
흰 빛을 발한다. 세계에 존재하는 현실의 조각들과 그것을 
담아내어 빛나는 다큐멘터리들을 형상화한 수많은 조각들이 
모이고 흩어지며 큰 물결을 이룬다. 올해부터 영화제를 
대표하는 색으로 선정한 푸른 물결이 역동적으로 넘실대면서 
영화제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확장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마지막에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상징인 백로기가 자유롭게 날아가면서 미래를 향한 비상을 
꿈꾼다.

Jonas Bendiksen’s ‘Satellite’ as the Festival Poster
The photo selected for the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is one of ‘Satellites’ series 
by Jonas Bendiksen (1977-), a notable photographer 
from Magnum. The photos of ‘Satellites’ were taken 
in Altai, Russia in 2001. As the Altai region is bordered 
by the former Soviet Union, Kazakhstan, Mongolia, 
and China’s Xinjiang Autonomous Region, the 
satellites launched from the Baikonur Cosmodrome in 
Kazakhstan often fall in the region. When the satellite 
debris arrives at the bordering villages, many people 
gather to create an extraordinary time and place to 
greet it. Magnum Photographer Jonas Bendiksen 
captured those exceptional fairytale moments that 
children and the satellites landed in the beautiful and 
peaceful landscape of the Altai region. Moreover, the 
cloud of butterflies scattered like white flowers all over 
the photo creates a real-life fantasy.
“It was when I was a novice photographer feeling 
everything looks so refreshing in my eyes. I didn’t 
really realize at that time that it was such a surreal and 
extraordinary sight to see, watching the space ship 
that just arrived (dropped from the sky) and the young 
farmers standing on it.” As Bendiksen said, when the 
‘record’ of the moment leads to deep contemplation 
and reflection, the original meaning and influence get 
to be expanded infinitely. Keeping that in mind, the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selected this beautiful photo of a real-life fantasy as the 
festival poster this year. It is to treasure our hopes of 
getting closer to peace, although we need to confront 
the pain in front of us. We hope that each step of the 
world, including the South and North Korea, move 
towards the coexistence.

The Official Trailer Capturing the Vision of the 
Festival - Looking ahead the ‘Next’ and Preparing 
for the ‘Soaring up.’
The official trailer is released to announce the new 
official Korean title of the festival to the public, and 
to solidify the festival identity as the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representing Asia. The trailer 
has the new logo image with the three primary colors 
of red, green, and blue (RGB) converging into the white 
light. Each color represents peace, communication, 
and life, which is the vision of the festival. The small 
pieces represent documentaries from all over the 
world, glowing as they contain the fragments of reality 
that exist in the world. Also, the big wave of the new 
representative color of the festival, blue, dynamically 
transforms and manifest the will of the festival to share 
and expand the original vision and value. At the end 
of the trailer, the symbol of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Bekrogi (Snow Goose), flies 
freely as dreaming of soaring up toward the future.

요나스 벤딕센 
Jonas Bendiksen                        

매그넘 런던 사무실에서 19살에 인턴으로 

일을 시작한 벤딕센은 러시아에서 수년을 보

내며 구소련 연방의 작은 변방 마을을 촬영

했다. 그 작업의 결과물 ‘인공위성’ 포토북을 

2006년 세상에 선보여 주목받는 작가로 떠

올랐다.

포스터 소개
Poster

트레일러 소개
Trai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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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개요
세계 유일의 비무장지대, 대한민국의 DMZ. 1953년 휴전회담 타결 이후 
군사분계선을 기점으로 남북 각각 2km 지점까지 폭 4km, 길이 248km의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다. 분단 이후 통일의 꿈은 이루지 못한 채 어느새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다. 비록 이 땅은 큰 아픔의 기억이기도 하지만, 
숨겨져 온 아름답고 경이로운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폭력과 비극이 시작된 이 곳이 평화와 소통, 
그리고 생명의 메시지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통해 세계인들과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다시 태어나길 소망한다. 세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시선을 
반영하는 창, 다큐멘터리 영화는 세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깨달음과 꾸미지 
않았기에 진정한 감동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이것이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관객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치이며 
영화제의 나아가야 할 지표다. 다큐멘터리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창을 활짝 열어본다.

미션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로서 한국과 아시아 다큐멘터리 
창작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다큐멘터리로 관객과 
영화인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비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평화: 분단의 비극을 넘어
화해와 공존의 희망을 찾고

생명: 금지된 땅이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다시 태어난 이곳에서

소통: 다큐멘터리를 통해
전 세계인이 만나는

다큐멘터리영화축제의 장을 만듭니다.

심볼
백로기(Snow Goose)

DMZ에 찾아오는 희귀철새, 흰 기러기. 
북아메리카 동·서해 연안에서 활동하는 흰 
기러기는 국내 몇 곳에서 월동기록을 찾아볼 수 
있지만 한국을 찾는 개체 수는 10마리 안팎으로 
극소수이다. 이 흰 기러기가 발견되는 DMZ는 

천연 그대로 보존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이 밖에도 많은 수의 희귀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사람은 오갈 수 없는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DMZ를 매년 찾아오는 흰 
기러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자유로운 창작 정신을 상징하는 이 흰 
기러기를 ‘백로기’라 부르고 영화제의 가치인 평화와 소통, 그리고 생명의 희망을 
담아 심볼로 만들었다. 영화제 수상작 감독에게는 백로기 트로피를 증정한다.

Overview

The Korean Demilitarized Zone, DMZ, is the only demilitarized zone in the world. 

After the settlement of the armistice in 1953, the Demilitarized Zone has been 

created. The area is 4km wide and 248km long and has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 the middle. And it represents the failure of achieving the dream of 

unification. Although the land is full of memories with great pain, it is also a 

treasure trove of beautiful and phenomenal natural ecosystems that have been 

hidden.

Although DMZ was where violence and tragedy began, DMZ Docs hopes that it 

could become the place for the festival. So, people around the world could gather 

and celebrate the messages of peace, communication, and life with documentaries. 

Documentaries are windows reflecting earnest introspections of the world which 

convey fresh enlightenment to understand the world. And they genuinely touch our 

hearts because they are original and honest.

This is the value that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ants to 

share with the audience and is the indicator that DMZ Docs should follow while 

making progress. Now, DMZ Docs opens the window to the world, from where 

people would unite as one with documentaries.

Mission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s one of the leading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s in Asia, aim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growing to Korean and Asian documentary filmmakers and to give a field that 

cineastes and audience together celebrate the festival through the documentary.

Vision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creates a documentary film 

festival field,

Peace: to look for the hope of reconciliation and co-existence overcoming the 

tragedy of the division

Life: in the zone where the forbidden area is born again as a treasure trove of 

natural wildlife,

Communication: and to let all over the world people meet through the 

documentary films.

Symbol

Snow Goose, the rare migratory bird visiting the DMZ. They live primarily on the 

West Coast and East Coast of North America and we can find the records that 

they have passed the winter in some areas of Korea. But only a tiny number, 

about ten of them, visits Korea. The DMZ, in which we could see Snow Goose, is a 

treasure trove of wildlife naturally-preserved and there inhabit several species of 

endangered animal and plant as well.

Snow Geese visit the DMZ every year and freely cross over the border on the long-

divided peninsula, which men are forbidden to cross at will.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names Snow Goose ‘Baekrogi’, symbolizing the spirit 

of creative freedom, and makes it a symbol having the value of the Festival: peace, 

communication and hope for life. The ‘Snow Goose Trophy’ will be presented to the 

award-winning directors in the competitions of the Festival.

미션, 슬로건 및 심볼
Mission, Slogan and Symbol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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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장

부조직위원장
최종환
파주시장

영화계
조직위원
김옥영
다큐감독

조직위원
이광기
방송인, 배우

조직위원
이춘연
영화인회의 이사장

학계/협력기관
조직위원
최창모
건국대학교 히브리중동학 교수

조직위원
남창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조직위원
장동욱
고양상공회의소 회장

조직위원
지성규
KEB하나은행 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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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
정재왈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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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교육국장

조직위원
홍형숙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
홍형숙
다큐멘터리 감독, 교수

부집행위원장
정상진
엣나인필름 대표이사

집행위원
박진형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집행위원
조한경
경기도 콘텐츠정책과 과장

집행위원
방경돈
고양시 전략산업과 과장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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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예술과장

집행위원
김난숙
(주)영화사 진진대표이사

집행위원
김일란
다큐멘터리 감독

집행위원
김지영
다큐멘터리 감독

집행위원
김진혁
한국영상예술종합학교 영상원 방송영상과 
부교수

집행위원
마민지
다큐멘터리 감독

집행위원
정윤철
영화감독

집행위원
이승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집행위원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

집행위원
한경수
프로듀서, 다큐멘터리 감독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Chairman
LEE Jae-myeong
Governor, Gyeonggi-do 

Vice Chairman
LEE Jae-jun
Mayor, Goyang City 

Vice Chairman
CHOI Jong-hwan
Mayor, Paju City 

Film Industry
Member
KIM Ock-yeong
Documentary Director

Member
LEE Gwang-gi
Broadcaster/Actor

Member
LEE Chun-yeon
Chairman, Korean Association of Film 
Art & Industry

Academia / Partner Institutions
Member
CHOI Chang-mo
Professor/Director, the Center for 
Middle Eastern Studies (Konkuk 
University)

Member
NAM Chang-hyun
Head of Gyeonggi Regional 
Headquarters,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Member
JANG Dong-wook
Chairman, Goyang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Member
JI Sung-kyoo
CEO, KEB Hana Bank

Related Organization
Member
KIM Dal-su
Chairman,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ittee of Gyeonggi-do 
Assembly

Member
KIM Gyeong-pyo
Board Chairman, Gyeonggi Content 
Agency

Member
KIM Jae-hyun
President, Goyang Industry Promotion 
Agency

Member
YU Dong-gyu
President,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Member
LEE Hwa-soon
Deputy Governor, Gyeonggi-do

Member
JANG Young-keun
Directo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Bureau, Gyeonggi-do

Member
JUNG Jaewal
President, the Goyang Cultural 
Foundation 

Member
CHOI Changui
President, Gyeonggi-do Yulgog 
Education Training Institute

Member
HWANG Su-jin
Director of Culture and Education 
Bureau, Paju City

Member
HONG Hyung-Sook
Festival Director,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ecutive Committee
Festival Director 
HONG Hyung-Sook
Documentary Director, Professor

Vice Festival Director
JUNG Sang-jin
CEO, ATNINE Film

Member
PARK Jin-hyung
Secretary General,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Member
CHO Han-kyung
Assistant Manager of Content Policy 
Division, Gyeonggi-do

Member
BANG Kyung-don
Assistant Manager of Strategic 
Industry Division, Goyang City

Member
KWON Yeja
Assistant Manager of Culture and Arts 
Division, Paju City

Member
KIM Nan-sook
CEO, Jinjin Pictures

Member
KIM Il-lan
Documentary Director

Member
KIM Ji-young
Documentary Director

Member
KIM Jin-hyuk
Associate Professor and Department 
Head of School of Film, TV, and
Multimedia,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Member
MA Min-ji
Documentary Director

Member
JUNG Yoon-cheol
Film Director

Member
LEE Seung-min
Programmer,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Member
WON Seung-hwan
Director, Indie Space

Member
HAN Kyung-soo
Producer, Documentary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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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 내역 심사위원: 국제경쟁
Jury: International Competition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흰기러기상 (대상) 
White Goose Award

국제경쟁 부문에 상영된 전세계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작품 중 
평화, 소통, 생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상금 15,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of KRW 15,000,000 will 
be given to the best film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심사위원 특별상 
Special Jury Award

국제경쟁 부문에 상영된 전세계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작품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상금 
7,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of KRW 7,000,000 
and trophy will be given to 
the second best film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아시아경쟁
Asian Competition

아시아의 시선상
Asian Perspective Award

아시아 경쟁 부문에 상영된 장편 
다큐멘터리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of KRW 10,000,000 
will be given to the best film 
in the Asian Competition 
section.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
Best Korean Documentary 
Award

한국경쟁 부문에 상영된 다큐멘터리 
중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of KRW 10,000,000 will 
be given to the best film in the 
Korean Competition section.

심사위원특별상
Special Jury Award

한국경쟁 부문에 상영된 다큐멘터리 
작품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5,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of KRW 5,000,000 will be 
given to the second best film in 
the Korean Competition section.

ADF

장편문화상
ADF Feature Award

경쟁부문(국제/아시아/한국) 
장편출품작 중 한국문화와 다문화 
사회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정하여 
상금 10,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of KRW 10,000,000 will 
be given to one of the feature 
films devoted to Korean culture 
or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International/Asian/Korean) 
Competition sections.

단편상
ADF Short Award

한국, 아시아 경쟁부문 출품작 
단편부문 중 2편을 선정하여 각 상금 
5,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of KRW 5,000,000 will be 
given to each of two excellent 
films in the short film category 
of Asian and Korean Competition 
sections.

청소년섹션
Youth Film Showcase

무한상상(경기도교육감상) 
Muhan-sangsang Award

청소년 부문 출품작 중 무한한 
창의력을 보여준 작품에 상금 
1,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award of KRW 1,000,000 
will be given to a film that shows 
the infinite creativity among the 
entries in the Youth section.

상상이상(영화제집행위원장상)
Sangsang-I-sang Award

청소년 부문 출품작 중 기대되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에 상금 
1,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award of KRW 1,000,000 
will be given to a film that shows 
the expected possibilities among 
the entries in the Youth section.

자유연상(영화제집행위원장상)
Jayu-yeonang Award

청소년 부문 출품작 중 자유로운 
시각이 돋보이는 5작품에 대하여 각 
상금 20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수여한다. 
The prizes worth KRW 200,000 
will be awarded for each of five 
films that show off their free 
imagination among the entries in 
the Youth section.

특별상
Special Award

용감한 기러기상
Brave New Docs Award

한국 다큐멘터리 작품 중 주제 및 
메시지뿐만 아니라 영화적 실천으로써 
용기와 신념을 보여준 작품에 상금 
3,000,000원을 수여한다.
KRW 3 million is given to a 
Korean documentary with 
excellence not only in the themes 
or message, but also in bravery 
and faith as a cinematic practice.

아름다운 기러기상
Beautiful New Docs Award

한국 다큐멘터리 작품 중 주제 및 
메시지뿐만 아니라 미학적 실험과 
빼어난 영상적 완성도를 보여준 
작품에 상금 3,000,000원을 
수여한다. 
KRW 3 million is given to a Korean 
documentary with excellence not 
only in themes or message, but 
also in aesthetic experiment and 
visual achievement.

젊은 기러기상	
Emerging Documentary 
Filmmaker Award

한국 다큐멘터리 작품 중 새로운 
시각과 패기를 담은 신인감독의 
작품에 상금 3,000,000원을 
수여한다.
KRW 3 million is given to a 
Korean documentary with new 
perspective and aspiring spirit.

관객상
Audience Award

국제·한국·아시아경쟁 부문에 상영된 
다큐멘터리 중 관객들에게 가장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품을 관객들의 
투표로 선정하여 상금 3,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award of KRW 3,000,000 
will be given to the favorite 
film voted by audience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Asian 
and Korean Competition section.

DMZ예술공헌상
DMZ Arts Contribution Award

국제•한국•아시아경쟁 부문 중 
영화적, 미학적, 기술적 성취를 보여준 
한국영화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의 
아티스트에게 상금 5,000,000원을 
수여한다.
A cash award of KRW 
5,000,000 will be given to 
an artist contributed to the 
Korean film chosen for its 
cinematographic, aesthetic, and 
technical achievements in the 
International, Asian and Korean 
Competition sections.

김혜리
KIM Hyery                         

1995년부터 영화주간지 『씨네21』에서 영화와 영화인에 관한 글을 썼다.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영화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영화야 미안해>(2007) <영화를 멈추다>(2008) <나를 
보는 당신을 바라보았다>(2017) <그림과 그림자>(2011) 인터뷰집 <그녀에게 말하다>(2008) <진심의 탐닉> (2010)이 
있다. 2016년부터 영화 팟캐스트 <김혜리의 필름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KIM has contributed articles on films to a weekly film magazine, Cine21 from 1995. She graduated from 
Department of Western Histo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MA Film Studies at University of East 
Anglia, UK. She published essays: Film, I am sorry (2007), I stopped films (2008), I saw you who were 
looking at me (2017) and Painting and Shadow (2011), and interviews: Tell her your story (2008) and 
Indulged in Truth (2010). She has a podcast KIM Hyery's Film Club si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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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묵티 자야순다라
Vimukthi JAYASUNDARA                        

비묵티 자야순다라 감독은 칸영화제 황금카메라상 수상작 <버려진 땅>(2005), 베니스영화제 경쟁작 <두 개의 
세상>(2009), 칸영화제 감독주간 초청작 <버섯>(2011) 등을 연출했다. 교육가로서 2016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아카데미에서 연출지도를 맡았으며 스리랑카 콜롬보 영화텔레비전아카데미에서 교장직을 맡고 있다. 
Vimukthi JAYASUNDARA is the director of THE FORSAKEN LAND (2005), winner of the Golden Camera 
at Cannes Film Festival; BETWEEN TWO WORLDS (2009), in competition at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MUSHROOMS (2011), shown at the Cannes Directors’ Fortnight. He is an educator, as directing 
mentor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sian Film Academy 2016, and also head of Colombo Film 
& Television Academy in Sri Lanka. 

리척토
LI Cheuk-to                     

리척토는 홍콩 영화비평가협회의 창립멤버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협회 대표를 역임했다. 『필름 바이위클리』의 
편집장이었으며, 『사이트 앤 사운드 』, 『필름 코멘트』, 『씨네마야』 등의 주요 영화잡지에 기고해왔다. 홍콩 
국제영화제에 아트 디렉터로 참여하였고, 「80년대 홍콩영화에 대한 단상」과 「갤러리 오브 비비드 이미지」의 
저자이다. 현재 홍콩의 비주얼 컬쳐 미술관 'M+'의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Li Cheuk-to is a founding member of the Hong Kong Film Critics Society and was President from 1995 to 
1999. He was Editor-in-Chief of Film Biweekly and has also written for major film journals such as Sight and 
Sound, Film Comment and Cinemaya. He is also former Artistic Director of the Hong Ko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author of Notes on Hong Kong Cinema of the Eighties and Gallery of Vivid Images. He is 
currently the curator of M+, the museum of visual culture in Hong Kong.

유지수
YOO Jisu Klaire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영상 편집자. 현재 용인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Documentary director and editor. Currently, she is making a movie with 
her students at Yongin University.

정민화
JUNG Minhwa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등 다수 영화제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KOFA에서 프로그램 기획을 맡고 있다.
She has worked at various film festivals, including the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and the Bucheon International 
Fantastic Film Festival. She is currently in charge of program planning 
of the Cinematheque KOFA in Korea Film Archive.

설경숙
SEOL Suan                     
영국 골드스미스대학에서 다큐멘터리 전공 석사졸업. EBS국제다큐영화
제,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등의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역임했다.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픽션 영화를 중심으로 
한 연구와 제작을 병행하고 있다.
She graduated with a Master in documentary from Goldsmiths 
University in England, and has worked as a programmer at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nd Seoul International 
New Media Festival. She is Ph.D. Candidate in Non-fiction film at 
Chung-Ang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maging 
Sciences.

본심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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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한국경쟁
Jury: Korean Competition

심사위원: 아시아경쟁
Jury: Asian Competition

안정숙
AHN Jung-sook                       

한국일보사 서울경제신문, 한겨레신문사 언론인 출신으로 1999년 제1기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그 후 
2005년 영화진흥위원회 제3기 위원장으로 취임, 2008년 3월까지 역임하였다.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의 관장을 
역임하며 영화 문화의 공공성과 독립영화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A journalist who worked for newspapers like Hankook Ilbo Seoul Economic Daily and Hankyoreh 
Newspaper. Served as one of the committee members of the Korean Film council in 1999. Inaugurated 
as the third chairperson of the Korean Film Council in 2005 and served until March of 2008. As the 
director of Indie Space, a theater exclusively for independent films, she supported the publicity of movie 
culture and works to vitalize independent films.

윤재호
Jero YUN                   

프랑스 낭시 보자르, 파리 아르데꼬, 르 프레느와에서 미술, 사진, 영화를 공부하였다. 2011년 단편 다큐멘터리 
<약속>을 연출, 아시아나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프랑스, 한국 공동 제작 다큐멘터리 <마담B>는 
2016년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와 취리히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받았고, 다수의 국제 영화제에 선정되었다. 
그의 첫 장편 극영화 <뷰티풀 데이즈>는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었다.
YUN studied art, photography, and film at the Fine Arts School in Nancy, National Decorative Arts School 
in Paris, and Le Fresnoy in Tourcoing, France. In 2011, he directed Promise, a short documentary and 
won Grand Prize in Asiana ISFF. A France-Korea co-production, Mrs. B was awarded Best Documentary 
in Moscow IFF and Zurich Film Festival and invited to numerous film festivals. His first feature film 
Beautiful Days was selected as the opening film of Busan IFF (2018). 

예심 Jury for the Preliminaries

본심 Jury

예심 Jury for the Preliminaries

본심 Jury

정재은
JUNG Jae-eun                       

2001년 장편영화 <고양이를 부탁해>로 데뷔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에서 개봉되었으며, 
MBC영화대상 신인감독상,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특별언급상을 비롯해 다수의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했다. 2005년에는 
<태풍태양>을 감독해 베를린영화제 제네레이션 경쟁부문에 초청되었다. 이후 <말하는 건축가>(2011), <말하는 건축 
시티:홀>(2012), <아파트생태계>(2017), <나비잠>(2017) 등을 연출했다.
JUNG made her debut feature Take Care of My Cat, which was theatrically released in the US, UK, 
Japan, Hong Kong, etc. and received numerous awards including Best New Director at the 2002 Koran 
Film Awards and Special Mention at the IFF Rotterdam. Her second feature The Aggressives (2005) was 
invited to the Generation section of the Berlinale. She has directed Talking Architect (2011), City: Hall 
(2012), Ecology in Concrete (2017), and Butterfly Sleep (2017).  

찰리다 우아범렁짓
Chalida UABUMRUNGJIT                       

찰리다 우아범렁짓은 탐마삿대학교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학교에서 필름아카이빙을 전공했다. 
태국 살라야다큐멘터리영화제와 무성영화제 프로그래머이다. 2013년부터 세계아카이브연맹 집행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필름 보존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태국영상자료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Chalida UABUMRUNGJIT graduated in film from Thammasat University and film archiving from 
University of East Anglia, UK. She is programmers for Salaya Documentary Film Festival and Silent Film 
Festival in Thailand. Since 2013, she is one of the Executive Committee of FIAF(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 She is the advocate for film preservation in the region. Currently she serves as the 
Director of the Film Archive, Thailand.

요스트 다먼 
Joost DAAMEN            

요스트 다먼은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IDFA)의 수석 프로그래머이다.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영화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IDFA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장편 다큐멘터리 경쟁 부문의 작품 선정을 
담당하고, 실험영화 프로그램인 IDFA Paradocs와 매년 준비되는 특집 프로그램의 총괄 감독을 맡고 있다. 그는 
또한 「같은 이야기에 바탕을 두다」, 「현실의 구성」, 「진짜 같은 소리」와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공동 또는 단독 
기획하기도 했다.
Joost Daamen (1979) is a senior programmer at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msterdam 
(IDFA). He holds a MA in Film Studies of the University of Amsterdam. He works for IDFA’s program 
department since 2005 and selects films for Feature Length Competition and Paradocs, the experimental 
film section of the festival. Over the years he also (co)-curated special programs like Based on the Same 
Story, Framing Reality, Sounds Real and Camera in Focus. 

앙케 레베케
Anke LEWEKE                  

독일 본과 베를린에서 법을 공부한 앙케 레베케는 1992년부터 프리랜서 영화평론가로서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베를린국제영화제 선정위원회 멤버(2001-2018년 경쟁 및 포럼 담당)이며 이란 영화 섹션을 
담당했다. 현재는 컨설턴트로서 홍콩, 상하이, 마라케시 영화제 등과 협력하고 있다.
Anke LEWEKE studied law in Bonn and Berlin. Since 1992 active as a freelance film critic for print, radio 
and television. She was a member of the selection committee of the Berlinale (Competition and Forum 
from 2001 to 2018) and the delegate for Iranian cinema. As a consultant she works for festivals like Hong 
Kong, Shanghai and Marrakech.

이연정
LEE Yeonjung                     

최우영
CHOI Wooyoung              

영화 편집감독, 2014년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 선택’ 부문 심사위원을 역임하
였고, 김정 감독의 <거류>(2000) 스크립터를 시작으로 <똥파리>(2008),<돼지
의 왕>(2010), <한여름의 판타지아>(2014)등 독립영화의 편집을 맡고 있으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As a film editor, she was a judge of the New Choice section at the 2014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She began her film career with Koryu 
(2000) by Kim Jeong, and was in charge of editing the independent 
films, Breathless (2008), The King of Pigs (2010), A Midsummer's 
Fantasia (2014).

다큐멘터리 감독. 독립피디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출작으로 <내일도 꼭, 엉클 조
>(2013), <공부의 나라>(2015)이 있다.
He is a documentary director and independent film producer. He has 
made the films Here Comes Uncle Joe (2013) and Reach for the SKY 
(2015).

조혜영 
CHO Hyeyoung

신은실
SHIN, Eun-shil (Commitee Member of SIDOF)

前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프로그래머이자 평론가,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에
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공역서로 <여성영화>,<일탈>, 공저로 <을들의 
당나귀>,<소녀들> 등이 있다. 영화와 미술뿐만 아니라 게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다.
She holds a Ph.D. from Chung-Ang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maging and Film, and she is a critic in a wide range 
of fields including film, art and games. She translated Women's 
cinema, Deviation in cooperation, and co-authored “Eul”s' 
Donkey and Girls, K-pop Screen Square. 

시네마디지털서울 영화제, EBS국제다큐영화제 등에서 프로그램을 담당했고, 
현재 인디다큐페스티발 집행위원이다. 공저로 『한국영화 100선』,  
 『21세기의 독립영화』, 『예르지스콜리모프스키』,『필립가렐, 찬란한 
절망』 등이 있다.

She has been in charge of programs at the Seoul Cinema 
Digital Film Festival and the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She is currently a committee member of Seoul 
Independent Documentary Film Festival. She co-authored 100 
Korean Films, Independent Films of the 21st Century, Jerzy 
Skolimowski, and Philippe Garrel, Brilliant Desp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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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특별상 
Jury: Special Award

심사위원: 청소년섹션
Jury: Youth Film Showcase

심사위원: 단편경쟁
Jury: Shorts Competition

조세영 
JO Seyoung                   

2001년 <돌 속에 갇힌 말> 조연출로 다큐멘터리를 시작, <메이드 인 한국인>, <버라이어티 생존토크쇼>, <자, 이제 
댄스타임> 등을 연출했다.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화과에서 연출을 전공했다. <자, 이제 댄스타임>은 제5회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국제경쟁 대상 ‘흰 기러기’상을 받았다.
JO Seyoung got involved in documentary as an assistant director for Words kept in a Stone in 2001, and 
she has made Made in Korean, Shocking Fmaily, Let's Dance, etc. She studied film directing at Chung-
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maging Scinece. She won the White Goose Award for 
international competition at the 5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with Let's Dance.

본심 Jury

조소나 
JO Sona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교육학을 전공하였고 한국-벨기에 공동제작 다큐멘터리 
<공부의 나라>에 프로덕션매니저로 처음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했다. 이후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말해의 
사계절>, <기억의 전쟁>에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전쟁, 이데올로기, 트라우마, 여성을 다룬 작업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206>을 제작하고 있다.
JO is a documentary producer. She studied Socialogy and Education at Yonsei University. She first 
joined as a production manager for Korea-Belgium co-production documentary Reach for the SKY(2015). 
She produced documentaries including Bamseom Pirates Seoul Inferno, The Whispering Trees, and A 
War of Memories. She is interested in war, ideology, trauma, and women. Currently, she produces 206, a 
documentary on civilian massacres during the Korean War.  

주얼 마라난 
Jewel MARANAN                

주얼 마라난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프로듀서이다. 영화 제작 및 배급을 하는 ‘시네마 이즈 인컴플릿’(영화는 
불완전하다)의 설립자이자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닥노매즈(DocNomads)에서 다큐멘터리연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필리핀대학 필름인스티튜트에서 강의 중이다. 대표작으로 <톤도, 비러브드>(2012), <나의 사랑하는 
톤도>(2017)가 있으며 다수의 국제영화제와 미술 행사에서 수상한 바 있다. 
Jewel MARANAN is a documentary filmmaker and producer. Jewel is also the founder and manager 
of Cinema Is Incomplete, a film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enter. She holds a master’s degree in 
documentary directing from DocNomads and also now teaches as a senior lecturer at the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Film Institute. Her documentary works are crafted in this pursuit – Tondo, Beloved (2012) 
and In the Claws of a Century Wanting (2017) – which had both been awarded in several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art events.

모은영 MO Eun-young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에서 영상이론학과 영화이론 및 애니메이션이론을 전공했으며 EBS 시네마천국, 애니토피아 작가 및 『키노』, 
『필름2.0』, 『씨네21』 등에 영화 칼럼을 기고했다.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KOFA 프로그래머를 거쳐 현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인디애니페스트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 있다. <청춘의 십자로> 변사 공연 등 고전 영화를 컨템퍼러리 음악, 뮤지컬 등 다양한 매체와 융합해 
재해석한 복합공연을 다수 기획, 제작했다.
Mo Eun-young studied film and animation theory at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maging Scinece and 
has also written film columns for Kino, Film2.0, Cine21. She is currently a programmer at Bucheon Fantastic Film Festival 
and Indi-AniFest. She has produced a number of complex performances that reinterpreted classic films with various media of 
contemporary music and musicals, such as a live-narration performance of Crossroads of Youth. 

정이든  JEONG I-deun        

고등학교 졸업 후 무작정 영화가 하고 싶어 ‘영화’와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던 중 DMZ다큐제작워크숍을 통해 다큐멘터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첫 영화제였던 DMZ국제다큐영화제에서 경험한 워크숍과 그때 본 상영작들 덕에 영화를, 다큐멘터리를 더더욱 사랑하게 됐다. 지금은 
영화과에 재학하며 꾸준히 작은 영화들을 만들고 있다. 영화는 영화마다의 매력이 있고 창작자가 작품에 쏟은 애정과 고민이 그 영화의 가치가 
된다고 믿는다. 
Jeong I-deun, who loved films and did anything related to cinema after high school, met the documentary at the DMZ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The workshop and the films he experienced at his first film festival, DMZ Documentary 
Film Festival, made him love more cinema, and documentary. Currently studying in film department and making small films, he 
believes that every film has its own strength and the affection and suffering of the creator creates the value of his work.

이마리오 LEE Mario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미디어 활동가. 1998년 서울영상집단에 가입을 하면서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한 것들을 배웠고 작품을 만들었다. 사회적 
이슈를 공동으로 작업하는 프로젝트 작업을 기획하고 참여했으며, 독립영화와 연관된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다. 2010년 강릉영상미디어센터에서 
3년을 일한 후 지역에서 미디어와 독립영화 관련 협동조합들을 만들고 일하던 중 <언니네 사진관> 주인공들을 만났다. 현재 강릉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독립영화 제작 인프라 구축 및 제작자들 양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LEE is a documentarist and media activist. Since he joined the Seoul Visual Collective in 1998, he learned about documentary 
production and started making works. He has joined projects on social issues and various activites on independent films. After 
working for Gangneung Media Center for three years since 2010, he formed a cooperative for media and independent film. 
Currently, he is devoted to building infrastructures for independent filmmaking and producers. 

한범승 HAN Bum-seung     

한겨레 비디오제작 학교에서 시작하여 노동영화제 프로그램팀에서 영화를 찍었으며, 부안영화제 프로그래머를 역임하였다. 그가 연출한 <2월 
4일 부안군민 주인 되는 날>(2004), <노란 카메라 1,2>(2004) 등의 다큐멘터리는 여러 인권, 노동영화제에 상영되었다. 현재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다.
HAN Bum-seung studied at Hankyoreh video workshop, made films as a member of the programming team of Seoul 
International Labor Film Festival, and was a programmer at Buan Film Festival. His documentary films, including Feb. 4, The Day 
the inhabitants of Buan Become Proprietary and The Yellow Camera 1,2, were screened at a variety of human rights and labor-
related film festivals. He is currently the director of Bucheon Media Center.

이영 LEE Young    

2001년 여성영상집단 움을 설립해 여성주의적 서사와 비가시화되어왔던 주체들의 목소리를 시각화하는 이미지 재현을 실험해왔다. 
주요 연출작으로 <거북이 시스터즈>(2002), <이반검열>(2005), <Out: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2007), <불온한 당신>(2015) 등이 있다. 
<불온한 당신>으로 DMZ국제다큐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 2016년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다큐멘터리상, 2017 올해의 독립영화상을 수상했다. 
LEE Young founded the Women's Film Group “WOM” in 2001 and has experimented on the feminist narratives and representation 
of images that visualize the voices of non-visualized subjects, with Turtle sisters(2002), Lesbian Censorship In School 1(2005), 
Out(2007), Troublers(2015). She won the special jury award for Troublers at the DMZ Film Festival, the Women Filmmakers 
of the Year Award for documentary in 2016 and the Independent Film of the Year Award in 2017.



개
막

작

O
pening Film

30 31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개막작
Opening Film

휴전국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평화는 무엇일까? 영화는 
이십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여기서 평화하자’는 
뜻을 모아 렛츠피스 그룹을 결성한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베를린까지 기차여행을 준비한다. 우리나라 최남단 
목포역에서부터 서울역을 거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베를린까지 대장정의 여행을 떠난 렛츠피스 그룹은 만국 
공용어 노래와 춤을 익혀 역마다 공연을 한다. 남북의 
문제는 물론 평화에도 크게 관심이 없던 청년들이 대장정의 
여정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평화를 마주한다. 평화는 
더 이상 개념이 아닌 체험과 물음이다. 평화는 평화가 
부재할 때 체감되는 역설을 품고 있다. 남북의 문제 역시 
평상시에는 좀체 체감하지 못하지만 평화가 깨어질 때 
체감하게 한다. 영화는 시종일관 경쾌한 톤으로 평화와 
여행을 엮어내지만, 일상에 돌아온 이들에게 평화 여행과 
렛츠피스는 또 어떤 걸음을 내딛을까? (이승민) 
 

박소현
PARK So-hyun

구르는 돌처럼 Like a Rolling 

Stone(2018)

야근 대신 뜨개질 The Knitting Club 

(2015)

2018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What does peace mean for young South Koreans 
during the armistice with the North? The film 
revolves around a group named 'Let's Peace,’ 
which was formed voluntarily by young Korean 
people in their twenties. They arrange a train 
trip from Seoul Station to Berlin. Travelling 
from Mokpo Station, which is located at the 
southernmost point of the Korean railroad, to 
Seoul Station and then from Vladivostok to Berlin, 
the Let's Peace Group learns songs and dances, 
universal languages, and gives a performance at 
all the stations. These young people, who were not 
interested in the issues of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the peace between them, approach the 
issue of peace in their own way on the journey. In 
doing so, peace is no longer an abstract concept, 
but an experience and a question for them. Peace 
is paradoxical because it is felt in the absence 
of peace. The problems of the two Koreas are 
not usually felt, but are magnified when peace 
is broken. The film talks about the truce and the 
journey in cheerful tones, but for those who then 
return to their normal lives, what will be the next 
step for Let’s Peace? (LEE Seung-min)

South Korea｜2019｜103min｜DCP｜Color｜WP｜Ⓖ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Let's Peace!

STAFF

Producer 송영윤 

SONG Young-yun

Cinematoghraphy  송영윤 

SONG Young-yun

Editor 박소현 PARK So-hyun,  

송영윤 SONG Young-yun

Music 유태선 YOO Tae-sun

Sound 임나윤 LIM Na-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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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세계 각국의 다양한 다큐멘터리의 경향과 신작들을 소개하는 
섹션. 월드영화와 아시아영화, 그리고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하며 평화, 소통, 생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작품을 선정하여 대상에 해당하는 흰기러기상(상금 
15,000,000원)과 심사위원 특별상(상금 7,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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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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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including Asia and Korea. The White Goose 
Award (KRW 15,000,000) and the Special Jury Award 
(KRW 7,000,000) will be given to each of the best 
film and the second best film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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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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Grace SIMBULAN 	

Cinematography Grace 

SIMBULAN, Kara MORENO 	

Editor Johnny BASSETT 	

Music Francis DE VEYRA 	

Sound Mark LACCAY

필리핀 북쪽 산악지역에 사는 원주민 출신의 아구스틴은 
한번도 정규교육을 받아본 적 없는 문맹이다. 막노동으로 
생활하는 그는 글을 읽지 못해 매번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속임을 당하기 일수다. 글을 깨치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리란 희망으로 마흔이 다 되는 나이에 
학교를 다니기로 결심하고 인근 초등학교에 등록하지만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 그렇게 6년이 지났지만, 아구스틴은 
여전히 초등학교 일학년이다. 가장으로서 일을 쉴 수 없는 
아구스틴은 잦은 결석으로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고, 자기 
자식보다 어린 친구들 틈에 앉아 노력해봐도 선생님들은 
인근 직업학교를 추천할 뿐이다. 고단한 현실과 전망 
없는 삶 속에서 만학도의 꿈을 키우며 보다 나은 삶을 
희망하는 아구스틴을 따라가는 작은 소품 같은 영화로, 
극적인 사건이나 드라마는 없지만 학교를 다니고 글을 
깨치려는 아구스틴의 절박함을 덤덤하게 담아내고 있다. 
광고와 방송계에서 활동하던 그레이스 심불란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데뷔작으로, 2017년 DMZ 장편다큐프로젝트 
지원을 받아 올해 완성되었다. 
 

그레이스 심불란
Grace SIMBULAN

Meet Sohee (2015)	

Bonifacio (2014)	

Traces of Awakening (2011)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Agustin is an illiterate indigenous man in a remote 
mountainous region of the northern Philippines 
who has never receivedformal education. 
He works in laboring jobs for a living, being 
mistreated and deceived due to his illiteracy. In 
the hope of making a better life for himself, 41-
year old Agustin decides to go to school and 
enrolls in a nearby elementary school but it is 
not easy. After six years, he is still a first grader. 
Because hecannot miss work as a breadwinner, 
he misses class, which in turn, makes it harder 
for him tocatch up. Although he tries hard, sitting 
among kids younger than his own, teachers 
recommend him a vocational school. The movie 
follows Agustin who dreams and hopes for a better 
life even in his exhausting reality and unpromising 
life and captures his desperation to go to school 
and learn to read in a low key tonewithoutany 
dramatic event. A is for Agustin is a debut film of 
Brace Simbulan who has been active in advertising 
and broadcasting industries,and was funded by 
2017 DMZ Feature Length Documentary Projects 
and produced this year.

Philippines｜2019｜73min｜DCP｜Color｜WP｜Ⓖ

A는 아구스틴의 A
A is for Agustin

STAFF

Producer Narimane MARI, Olivier GOISCHOT	

Cinematography Hassen FERHANI	

Editor Stephanie SICARD, Nadia BEN RACHID, Nina 

KHADA, Hassen FERHANI 	

Music Taos AMROUCHE	

Sound Mohamed ILYAS GUETAL, Antoine MORIN 	

알제리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하이웨이를 따라가다 보면 
사막 한복판 홀로 서 있는 20평방미터 남짓 크기의 작은 
잡화가게를 만날 수 있다. 트럭운전사나 군인, 배낭여행가, 
또는 스쳐 지나는 사람들이 담배나 커피, 또는 달걀을 사기 
위해 잠시 들리는 이곳에는 그들을 맞이하는 말리카가 
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모래사막의 한복판에서 오가는 
사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녀는 비어 있는 거대한 공간, 사막 그 자체다. 
별다른 이야기나 사건도 없이 그저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과 
혼잣말을 따라가는 영화는 말리카가 왜 이곳에 정착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고, 그저 그녀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순간들을 지켜볼 뿐이다. 여러 면에서 <바그다드 
카페>를 연상시키는 영화는 꿈과 현실, 픽션과 다큐의 
모호한 경계를 오가며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주인공 
말리카를 알아가는 과정 또는 그녀의 내면을 향해 떠나는 
여정이기도 한데,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의 경계에 넘나들며 
작업해온 하센 감독은 거대한 공허함으로 표현되는 사막 
한복판에서 삶의 에너지로 충만한 말리카와 소우주 같은 
작은 가게를 시적이고 유려한 화면으로 담아낸다. 
 

하센 페르하니
Hassen FERHANI

Roundabout in My Head (2015)	

Tarzan, Don Quixote and Us (2013)	

Afric Hotel (2010)	

The Flight of 140 (2008)

Locarno IFF 2019 - Best Emerging 

Director Award

Walking along the highway that crosses the 
Algerian Sahara, there is a small teahouse, about 
20 square meters, standing alone in the middle of 
the desert. There, Malika welcomes for a trucker, 
a soldier or those who stop by to buy a cigarette, 
a coffee or eggs. She has brief interactions and 
talks aboutthe worldwith guests and is a vast 
empty expanse herself, a desert. Following her 
eyes and monologue without any event or an 
episode, the film just watches some moments 
of her life without telling her story or why she 
has settled there. It reminds of Baghdad Caféin 
many aspects and is the process of getting to 
know the mysterious protagonist or a journey to 
her inner self, travelling across the ambiguous 
boundaries between dreams and reality, fiction 
and documentary.Hassen Ferhani, a film director 
who has been working across dramatic films and 
documentary, captures Malika’s microcosm-like 
shopthat is full of life despite being in the middle 
of the desert which is represented as a vast void, 
in a poetic and elegant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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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사하라 스트리트 
143 Sahara Street

11회 DMZ국제다큐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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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Aude CHEVALIER-BEAUMEL, 

Marcelo BARBOSA	

Cinematography Aude CHEVALIER-BEAUMEL, 

Marcelo BARBOSA	

Editor Quentin DELAROCHE	

Sound Aude CHEVALIER-BEAUMEL, 

Marcelo BARBOSA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 범죄와 살해가 만연한 브라질에서 
인디아나라와 그녀의 단체는 트랜스젠더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지속해왔다. 미셰우 테메르의 집권 시기 동안 
인디아나라와 지지자들은 정권의 억압적인 정책에 
반대하며 노동자, 빈민, 여성들의 권리와 함께 LGBT의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인종차별과 마초이즘, 
복음주의 카톨릭이 만연한 브라질에서 점점 거세지는 
극우적 흐름과 전체주의의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 그로부터 
소수자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인디아나라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한다.  
영화는 인디아나라의 투쟁을 따라가며,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이 공적 공간을 퀴어적 공간으로 재점유하는 
삶과 운동의 공간들을 가로지른다. 이들은 길 위에서 
혐오에 희생된 LGBT를 기리는 추모제를 열고, 길 위에서 
인디아나라의 결혼식을 개최하고, 또 그 길 위에서 
가두행진을 한다. 전세계적으로 득세하는 극우적 흐름 
속에서 정치적, 사회적 투쟁에 있어 많은 것들이 위태로워진 
조건은 브라질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화는 절망의 순간들 
속에 저항하는 이들의 얼굴을 아로새기는 격렬한 저항의 
기록이다. (홍소인) 
 

오드 슈발리에-보멜, 
마르셀로 바르보사 
Aude CHEVALIER-BEAUMEL, 
Marcelo BARBOSA

Aude CHEVALIER-BEAUMEL	

Indianara (2019)	

Sex, Sermons and Politics (2016)	

Rio Ano Zero (2013)	

Marcelo BARBOSA	

Indianara (2019)

Acid, Cannes 2019

In Brazil where homicides and hate crimes against 
transgenders are rampant, Indianara and her 
organization have continued to fight for the 
survival of transgenders. Under the rule of Michel 
Temer, they oppose the oppressive policies of the 
regime and raise their voice for the rights of LGBT, 
working class, poor and women. She braces for 
the last battle to fend off the rise of the extreme 
far-right and protect minorities in Brazil in which 
racial discrimination, Machoism and evangelical 
Catholic are prevalent. 
The film follows Indianara’s battle and cut across 
spaces of the lives and movements through which 
she and her friends reoccupy public space and 
make it queer. They hold a memorial service for 
LGBT victimized on the streets, have Indianara’s 
wedding and march down the street. Amid the 
global rise of right-wing extreme, it is not only 
in Brazil that things have become perilous for 
political and social fighters. The film is a record of 
fierce resistance that engraves the faces of those 
who resist in moments of despair deep in our 
hearts. (HONG So-in)

Brazil｜2019｜84min｜DCP｜Color｜AP｜⑮

인디아나라의 마지막 전투 
Indianara

STAFF

Producer Morteza SHABANI

Cinematography Reza FARAHMAND, Mehrad Amin

Editor Reza FARAHMAND, Fatemeh BONYADI

Music Christoph REZAIE

Sound Hassan MAHDAVI

Recordist Hamid AHMADI

Production Manager Salem MOHAMMADI, 

Mehdi KHOSROABADI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에 위치한 자르묵은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정착해온 도시이다. 한때 15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북적대던 도시는 IS의 침공과 기근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는 겨우 200명 정도의 
주민들이 남은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영화는 총탄과 
로켓탄 자국이 고스란히 남은 거대한 폐허로 변한 도시를 
배경으로 이 도시에 남은 10살 소년 말룩과 그의 친구들을 
따라간다. 가수가 꿈인 말룩은 전문 뮤지션들과 함께 폐허가 
된 도시에서 음악 콘서트를 개최하고 싶어하지만 비용이 
문제가 되자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고철과 구리선을 모아 
비용마련에 나선다.  
전쟁의 포화로 폐허가 된 도시에서 살아가는 아이들과 
그들의 꿈과 희망, 이라는 익숙하지만 감동적인 스토리로 
정리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들은 
좀더 현실의 복잡함을 담고 있다.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정착지였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문화의 영향이 곳곳에 
드러나고, 말룩과 누나 고프란 남매를 버리고 해외로 이주해 
그곳에서 가정을 꾸린 아빠가 돌아와서 남매를 데려 가려 
하지만 남매는 따라가지 않는데, 아이들은 자신을 해외로 
팔아버리려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IS에 맞서는 시리아와 이라크 여성들을 취재하는 
저널리스트에 대한 다큐멘터리 <화약 귀고리를 한 
여성들> (2018)로 주목을 받았던 레자 감독이 다시 시리아 
국경지대를 찾아 예술과 음악을 통한 아이들의 희망 찾기를 
카메라에 담았다. 
 

레자 파라만드 
Reza FARAHMAND

Women With Gunpowder Earrings 

(2018)	

Forgotten Childhood (2016)

Locarno IFF 2019

Yarmouck, located in the outskirts of Damascus, 
the capital city of Syria, is where Palestinians 
have lived for a long time. Once crowded with 
over 150,000 residents, the city is now known to 
have 200 residents as people evacuated from the 
invasion of IS and famine. The movie is set in this 
large ruined city with the wreckage for bullets 
and rocket parts remaining and follows a 10-year 
old boy, Malook and his friends who have stayed 
in the city. Malook, an aspiring singer, wishes 
to hold a music concert in the ruined city with 
professional musicians. He starts collecting scrap 
irons and copper wires to help out the expense 
and cost. 
The movie can be summarized into a familiar 
and moving story of children who live on in a 
city destroyed by fires of war and their hopes 
and dreams but it rather contains complexities 
of reality. Cultural influence of Palestiniansis 
found everywhere in the city as it has long been 
a Palestine settlement. The father, whohad 
abandoned Malook and his older sister Ghofran 
to move abroad and make a new home, returns 
to take them back. However, they do not follow 
him along because they believe that he would sell 
them overseas. 
Reza Farahmand, who was in the spotlight 
for Women with Gunpowder Earrings(2018), a 
documentary about a journalist covering Syrian 
and Iraqi women who fight against IS, returned to 
Syrian borders and captured children's journey to 
find hopes through arts and music.

Iran｜2019｜88min｜DCP｜Color / B&W｜AP｜Ⓖ

고철 더미에서 피는 꿈 
Copper Notes of a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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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Julian QUINTERO	

Cinematography Angello FACCINI	

Editor Cesar JAIMES, Juan Pablo 

POLANCO	

Music Yesid VASQUEZ

죽음에 관련된 의례는 인류학의 오래된 소재이지만, 그 
안에 담긴 비가시적인 세계관을 충분히 전달하는 사실적 
기록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콜럼비아 와유 부족의 
한 망자의례를 담은 중요한 인류학적 기록이기도 한 이 
작품은,의례의 핵심인 망자와의 관계, 무의식의 세계를 
기록하는 효과적이고도 아름다운 한 방식을 제시한다. 죽은 
사촌의 유골을 무덤에서 다시 꺼내는, 어찌 보면 섬뜩한 
와유 부족의 의례를 따라가는 내내,작품은 그 의례의 
표면적 이상함 대신의례 안에 깃든 산 자가 망자를 대하는 
태도에 집중한다. 도리스가 유골을 꺼내겠다고 결심하는 
이유, 의례를 행하는데 따르는 일련의 규칙들을 배우는 
과정의 저변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강한 유대가 자리하고 
있다. 죽음 후에도 이어지는 여성 가족들 간의 내밀한 
유대를작품은담담하고도 강렬하게 포착한다. 의례의 
가시적 차원과 도리스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망자와의 
대화는 재연과 기록을 혼용한 섬세한 연출과 미장센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현실의 두 층위가 된다.다른 세계의 
공존을표현하는섬세한 빛의 사용은 인물의 내면으로 
관객을 한 층 더 끌어들이며 미학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설경숙) 
 

후안 파블로 폴랑코, 
세자르 알레한드로 하이메스 
Juan Pablo POLANCO, 
César Alejandro JAIMES

Juan Pablo POLANCO	

A la Deriva  (2018) 	

Portete  (2017)	

	

César Alejandro JAIMES	

Portete  (2017)	

La Venda  (2016)	

Sundance Film Fest 2019	

Berlinale 2019	

CPH:DOX 2019

Although recording death-related rituals has been 
continuously practiced throughout the centuries, 
especially in anthropology, it is rare to meet an 
efficient depiction of people’s view on the invisible 
world. Lapu, a precious ethnographical recordof 
a death ritual of the Wayuu tribe in a sense, 
challenges the conventional superficiality and 
suggests a beautiful alternative of anthropological 
description. Through the whole process of the 
ritual in which Doris, the main character, exhumes 
the remains of her dead cousin, the film focuses 
on the attitudes towardthe dead instead of the 
ritual’s apparent peculiarity. In the motivation 
of Doris deciding to exhume the remains and 
her learning of the rules of the ritual, exists the 
strong ties among the female family members. 
The film successfully captures the ties that 
survive physical death through anunconventional 
combination of reenactment and observation. The 
visible dimension of the ritual and Doris’ inner 
conversation with the dead aredescribedas two 
interwoven layers of reality by thesensitive mise-
en-scéne. The sensitive use of light to express the 
coexistence of different dimensions of reality offers 
an aesthetic pleasure while more deeply engaging 
the viewer into the character’s experience. 
(Suan SEOL)

Colombia｜2019｜75min｜DCP｜Color｜AP｜⑮

라푸
LAPÜ

STAFF

Producer Jia ZHAO, Kenichi 

IMAMURA, Eva BLONDIAU, Sarah 

HILMANDI	

Cinematography Aboozar AMINI	

Editor Barbara HIN	

Sound Jeroen GOEIJERS

아프카니스탄을 지도에서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지구 상에 
몇이나 될까? 이 나라가 장구한 인간 거주의 역사를 품은 
고대 동서문화 교류의 요충지였다는 걸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랜기간 분쟁지역으로서 각인되어버린 
이 나라의 국명 정도는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영화는 
아프카니스탄 출신 감독 아부자르 아미니 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흙먼지 자욱한 도시로 초대된 관객은 세 
명의 카불 주민들을 소개받는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 
버스 드라이버 아바스. 버스는 속절없이 고장 나버린다. 
멕시칸 마리아치 노래 같기도 하고 한국의 노동요 같기도 
한 노래를 부르며, 아바스는 동네 남자들이 다 그러하듯이 
대마를 태운다. 10대 소년인 형제 아프신과 벤자민은 
아버지가 이란으로 피신한 후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할 
상황에 놓인다. 주인공들은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한 
채 소리 죽여 일상의 두려움과 꿈을 이야기 한다. 이들의 
지친 눈을 마주하다 보면, 먼 나라 사람들의 삶(현실)과 
영화(이미지)사이에서 서성거리게 된다. 할리우드 영화처럼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폭탄이 터질지도 모를 카오스의 
도시에서 죽음과 삶이 위태롭게 서로를 밀고 당기고 있건만, 
영화는 매혹적이다. (유지수) 
 

아부자르 아미니 
Aboozar AMINI

Best Day Ever (2018)	

Where is Kurdistan (2016)	

CCTV project “Inside a Chinese Life” 

(2016)	

Angelus Novus (2015)	

Steel Rose (2015)

DFA 2018 - Special Jury Award	

CPH:DOX NEXT 2019 - WAVE Award	

Visions du Réel 2019	

2018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How many can pinpoint the location of 
Afghanistan on the map? People would not 
know that the country was once a crossroad 
ofeast and west cultures in ancient timeswith 
a long history of human inhabitants. However, 
many would recall the name of this country as 
it has been perceived as a global hot spot for 
a long time. The film is the first feature length 
documentary of director Aboozar Amini from 
Afghanistan. Audience are invited to this dusty city 
and introduced to three Kabul residents. Abas, a 
truck driver who has family to feed. A bus breaks 
down hopelessly. Abas smokes pot just like any 
other man in the neighborhood would do, singing 
a song that sounds like Mexican mariachi or 
Korean work songs. Teenage brothers, Afshin and 
Benjamin take the burden of being a breadwinner 
after their father escaped to Iran. Looking straight 
at the camera, the protagonists tell fears of daily 
lives and dreams in silence. As you encounter 
their tired eyes, you wander between the lives of 
a far-away country (reality) and the film (image). 
Although death and life plays a dangerous push 
and pull in a chaotic city in which a bomb could 
go off in any minute just like in a Hollywood flick, 
the film isattractive. (YOO Jisu Kl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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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불, 바람에 흔들리는 도시 
Kabul, City in the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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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Ruth REID, Mario 

ADAMSON	

Cinematography Ellinor HALLIN	

Editor Hanna LEJONQVISTSFK	

Music Charlie JEFFERSON, Loki, Jim 

SUTHERLAND, Christoffer MEIER	

Sound Ellinor HALLIN

“나는 절대 도망치지 않아, 그저 달릴 뿐이야!”글래스고 
(Glasgow) 외곽에서 몇 마일 떨어진 황폐한 스코틀랜드 
도시 마더웰 (Motherwell)에 살고 있는 청소년, 젬마의 
목소리로 영화가 시작된다. 이 영화는 표면적으로는 
젬마라는 이름의 비행소녀가 엄마가 되어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친구들과 싸움과 마약을 하던 소녀가 아이를 
낳고 어른이 되어가는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젬마의 
담담한 보이스오버, 팝적인 음악과 슬로우 모션 등의 스타일 
활용으로 영화적 재미를 배가시킨다.  
이야기를 안내하는 젬마의 목소리, 담담하고 지각적인 
음성을 따라가다 보면 관객들은 이 지역에 정치적 
상황을 저절로 유추하게 된다. 즉, 젬마의 이야기가 
직설적으로 표면에 나와있다면 내피에는 젬마의 고향, 
재개발을 기다리는 마더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버려진 이 도시는 
어찌보면 젬마 자신이다. 젬마는 특별한 이야기를 가진 
아이가 아니라 경찰차가 자주 드나들고, 살인이 빈번한 
이 곳을 살아내고 있는 ‘엄마’일 뿐이다. 그리고 관객은 이 
다큐를 통해 ‘희망은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는 것을 알게 
될것이다. (이지성) 
 
 

엘렌 피스케, 엘리노르 할린
Ellen FISKE, Ellinor HALLIN

Scheme Birds (2019)	

Hot Docs 2019	

Tribeca Film Festival 2019 

- Best Documentary	

Award

“I don’t run away from nothing, I run to it!” The 
film starts with the voice of Gemma, a teenage girl 
who lives in Motherwell, a fading Scottish town 
several miles away from the outskirts of Glasgow. 
On the surface, the movie contains a narrative of 
a juvenile delinquent named Gemma who later 
becomes a mother. This dramatic story in which a 
girl, who engaged in fights and drugs with friends, 
gives birth and comes of age, is portrayed in 
Gemma’s low-key voiceover with pop music and 
slow motion, which double thefun. 
While following the guiding voice of Gemma that 
is low-key and perspective, the audience can infer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town. In other words, 
there is a narrative of Gemma on the surface 
and on the inside, there is a narrative of her 
hometown, Motherwell awaiting redevelopment. 
The city that has been abandoned amid the 
worsening relationship between the UK and 
Scotland, is Gemma herself in a way. Gemma is 
not a girl with special story but a mom who lives 
in the city wherepolice cars come in and out and 
homicides frequently occur. And the audience, 
through this documentary, would realize that 
hope exists everywhere. (LEE Ji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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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Scheme Birds

STAFF

Producer S.Leo CHIANG, SUN Yang	

Cinematography SUN Yang, 

LIANG Shuang	

Editor Bob LEE	

Music Paul BRILL	

Executive Producer Jean TSIEN, 

Sally Jo FIFER, Nick FRASER

이름난 중국의 예술가 마레온(Maleonn). 시간과 공간, 
인물을 독창적 회화로 표현해 온 작가다. 그의 아버지 
마커(Ma Ke)는 왕년의 경극 연출가였다. 치매에 걸려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를 위해 예술가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아버지에게 바칠 퍼포먼스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커다란 쇠붙이 인형을 만들고 섬세한 
손동작까지 연출해내는 예술가.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난제를 만나지만,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애틋한 마음은 
결국 ‘아빠의 타임머신’이라는 제목의 예술적 성취로 
빛난다. 영화는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따라가며 기록한 
다큐멘터리이지만 드라마 같은 연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독특하다. 부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술이라는 무대의 
공간에서 재현되는지, 그리고 공연을 보는 관객들에게 그 
감정이 어떻게 전이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관객들은 기억을 
잃어가는 아버지, 예술이라는 도구로 아버지의 기억을 
되돌려주고 싶어 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나면서, 
동시에 흥미로운 퍼포먼스를 감상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리고 예술가 아들은 예쁜 딸의 백일을 맞는다. 오늘날 
중국의 가족이 직면한 잃어버린 과거와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잇는, 시간과 기억에 관한 예술적 탐색. (임대근) 
 

순 양, S. 레오 치앙
SUN Yang, S. Leo CHIANG

SUN Yang

Our Time Machine (2019)

S. Leo Chiang

Our Time Machine (2019)

Out Run (2016)

Mr. Cao Goes to Washington (2012)

A Village Called Versailles (2010)

To You Sweetheart, Aloha (2005)

Maleonn is a renowned Chinese artist who 
expresses time, spaces and figures in original 
paintings. His father, Ma Ke was an accomplished 
Peking Opera Director. The artist starts his own 
project for his father who suffers from Alzheimer's 
disease and loses his memories. He creates life-
size mechanical puppets and playsdelicate hand 
movements to stage a performance devoted to his 
father. The project encounters various difficulties 
but his affection towards his father leads to an 
artistic accomplishment titled “Papa's Time 
Machine” in the end. The film is a documentary 
that follows and records the entire process of the 
production and is unique as it is presented like 
a drama. It shows how a story of a father and 
his son is told onstage, and how their emotions 
are delivered to the audience who watch them. 
Viewers meet the story of a father who loses his 
memories and his son who wishes to bring back 
his father’s memories through arts andcan have 
a chance to appreciate interesting performances 
at the same time. And the artist celebrates his 
daughter’s first 100 days of birth. The film is an 
artistic exploration into time and memories that 
link the lost past and the future of the present-day 
Chinese family. (LIM Dae-geun)

China, USA｜2019｜81min｜DCP｜Color｜KP｜⑫

아버지의 타임머신
Our Time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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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ZHANG Yang

Cinematography GUO Daming 

Editor Matthieu LACLAU, WEI Le, 

ZHANG Yang

Sound YANG Jiang, ZHAO Nan 

심상치 않은 영화의 제목을 마주하고 나서 펼쳐지는 
스크린의 화면은 역시 심상치 않다. 한 동안 화면을 
마주하고 있다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풍경이란 
무엇인가? 중국의 서남부, 공기 좋고, 날씨 좋고, 살기 
좋기로 소문 난 윈난성(雲南省) 다리시(大理市)의 풍경들. 
윈난이라는 이름을 의식한 것일까? 영화는 구름과 하늘을 
오래도록 비춘다. 그리고 이어지는 풍경, 풍경들. 눈 
내리는 숲속 벌거벗은 나무들, 눈을 맞고 서 있는 사철 푸른 
나무들, 봄날 강에서 헤엄치는 오리들... 근경과 중경과 
원경을 이어가는 풍경, 풍경들. 다시 질문은 이어진다. 
소리란 무엇인가? 바람소리, 물소리, 새소리, 망치소리, 
사람소리, 자동차 소리, 톱질 소리, 재봉틀 소리, 빨래소리, 
물 긷는 소리, 다림질 소리, 그리고 들려오는 예배당 찬송가 
소리. 농사짓는 사람들, 줄지어 벼를 심는 사람들, 축제의 
소리, 의례의 소리들... 그러니 풍경과 소리는 다시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혹은 그들은 
어떤 풍경과 소리 속에서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영화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실험과 도전을 보여준다. (임대근) 
 

장양 
ZHANG Yang

Up the Mountain (2018)	

Soul on a String (2016)	

Paths of the Soul (2015)	

Full Circle (2012) 	

Driverless (2010)

The screen that appears after a unique title, is 
also extraordinary. Facing the screen for a while, a 
question emerges. What is scenery? The sceneries 
of Dali City, Yunnan Province in Southwest China 
which is known for its fine air, fair weather and 
livability. Is the filmtrying to live up to the name, 
Yunnan? It shows clouds and the sky for long. And 
there follows scenery, sceneries. Naked trees in 
a snowy forest, evergreen trees getting snowed, 
ducks swimming in the river on a spring day. 
Close, mid and distant range views, views. Another 
question follows. What issound? Sounds of 
wind, water, birds, hammers, people, cars, saws, 
sewing machines, doing laundry, drawing water, 
ironing, and singing of hymn. Sounds of farmers, 
riceplanters, festivals, rituals... Then,sceneries 
and sounds converge into one question.What 
is life?In what sceneries and sounds, are we or 
they,shaping lives? The film shows experiments 
and attempts to answer the very question. 
(LIM Dae-geun)

China｜2019｜87min｜DCP｜Color｜IP｜Ⓖ

다리시의 사운드스케이프
The Sound of Dali

STAFF

Producer RYUGYO Kurashima	

Cinematography Studio Ishi	

Music UBAGUCHI Takeno Kai, 

SURI Yamuhi and the Babylon Band, 

NORIKIYO	

Sound IWAO Yamazaki

소토불교학교에서 수련과정을 마친 치켄과 류교는 
각각 야마나시와 후쿠시마로 돌아간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동일본대지진으로 등 일본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야나마시에 있는 사찰에 정착한 치켄은 
자살예방핫라인 자원활동가로 봉사하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음식과 자연의 조화로움이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으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후쿠시마에 
정착한 류교는 대지진과 쓰나미로 가족과 사찰을 모두 
잃었는데, 여전히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생활하는 그는 여전히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들을 위안하며 살고 있다. 
제목에 있는 ‘전좌’는 사찰에서 대중들의 식사를 담당하는 
소임을 맡은 직분을 일컫는 말인데, 일본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여섯 개의 직분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음식을 대하는 
윤리와 태도를 통해 인간의 삶을 유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은 불교영향을 받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영화는 음식의 맛에 따라 챕터를 나누고 소제목을 달아 두 
승려의 일상을 따라가는 형식을 취한다. 
<사우다지>와 <방콕 나이트>를 큰 주목을 받았던 토미타 
카츠야가 일본선불교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다가 
발전시킨 프로젝트로, 실제 인물과 가상의 캐릭터를 
등장시켜 극적인 구성을 강화했다. 
 

토미타 카츠야 
TOMITA Katsuya

BANGKOK NITES (2016)	

SAUDADE (2011)	

FURUSATO (2009) 	

OFF HIGHWAY 20 (2007)	

ABOVE THE CLOUDS (2003)

Cannes Critics' Week 2019

Chiken and Ryugyo, who completed their training 
at the Soto Buddhist school, return to their homes, 
Yamanashi Prefecture and Fukushima Prefecture. 
And in the following 10 years, many changes take 
place, including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Chicken settled in a temple in Yamanashi and 
works as a volunteer at a suicide helpline and 
tries various things in a belief that harmony with 
food and the nature will heal heath matters of his 
family. Ryuguyo settled in Fukushima, lost both his 
family and temple to the earthquake and tsunami 
and is unable to heal from the trauma. He cleans 
up garbage at construction sites and comforts 
victims who still live in temporary shelters. 
The title,tenzo refers to a monk who is responsible 
for preparing meals for other monks and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important six duties 
in Japanese Zen Buddhism.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human life by way of analogy 
through ethics and attitudes towards food is 
natural for us who have been influenced by 
Buddhism, and the film follows the daily lives of 
the two monks by dividing chapters and attaching 
titles according to a taste of food. 
The film is a project that Tomita Katsuya, who was 
in the spotlight for Saudâji (2011), Bankoku naitsu 
(2016), developed while producing a promotion 
video for Japanese Zen Buddhism, and enhances 
dramatic composition by featuring both real 
people and fictional characters.

Japan｜2019｜60min｜DCP｜Color｜AP｜Ⓖ

전좌-후쿠시마의 승려
Ten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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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쟁
Asian Competition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현재를 만날 수 있는 섹션. 아시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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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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Archana Atul PHADKE, 

Abhay KUMAR	

Cinematography Archana Atul 

PHADKE	

Editor Archana Atul PHADKE, 

Abhay KUMAR, Rikhav DESAI	

Music Shane MENDONSA	

Sound Piyush SHAH

파드케 가족 3대는 뭄바이 남부의 한 빌딩에서 가업을 
이어가며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간다. 가족들이 결혼을 
재촉하지만 결혼을 원하지 않는 감독 아르차나 파드케는 
오빠 로한의 결혼식을 앞두고 이 3대에 걸친 가족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는다. 감독은 가족 3대의 일상을 통해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감독 자신에게로 이어지는 인도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들의 삶과 결혼의 의미를 묻는다.  
영화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은 글을 쓰는 엄마 
마니샤의 뒷모습이다. 그녀는 이 집에 아무도 없는 시간, 
온전히 혼자일 수 있는 시간, 그 15분을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시간동안 13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 소통하는 두 여성에 대한 소설을 쓴다.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소설 속 캐릭터는 마니샤 자신이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에는 그녀의 갈망과 결핍, 성취하지 못한 욕망이 
담겨져 있다. 마니샤는 자신의 캐릭터를 “그녀She”라고 
이름 붙인다. (홍소인) 
 
 

아르차나 파드케
Archana PHADKE

HER RAIN (2014) 	

JUST TAHT SORT OF A DAY (2011)	

THE BRIDGE (2009)

Sheffield Doc/Fest 2019 Best Film,	

New Talent Award

Three generations of the Phadke family work 
and live together in the same building in South 
Mumbai. Director Archana Phadke, who does not 
want to get married despite the pressure from her 
family, records the lives of her multi-generational 
family prior to her older brother Rohan’s wedding. 
Examining the daily lives of her grandparents, 
parents, and her siblings, Phadke questions the 
lives of women and the meaning of marriage in 
India’s patriarchal  society.  
The most captivatingimage in the film is of 
Archana’s mother Maneesha’s back as she writes. 
In the documentary, she says that she loves 
those 15 minutes where no one is home and 
she can be completely alone. During that time, 
Maneesha writes a novel about two women who 
communicate across the 135 years that separate 
them. One of the protagonists, who is living in 
modern-day India, is modeled afterManeesha 
herself, and the story of these two women is laced 
with her own wishes, wants, and desire for what 
she was unable to accomplish. Maneesha calls her 
character “She.” (HONG So-in)

India｜2019｜91min｜DCP｜Color｜AP｜Ⓖ

사랑에 관하여
About Love

STAFF

Producer Wena SANCHEZ	

Cinematography Pabelle MANIKAN	

Editor Pabelle MANIKAN	

Sound Wena SANCHEZ

골프와 휴양지로 유명한 필리핀 앙헬레스는 유흥과 
밤문화로 유명한 곳이다.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거리의 여성들 중에 에이미가 있다. 성노동자로 
일하던 그녀는 하룻밤을 보낸 독일 관광객 사이에서 딸을 
낳게 된다. 여전히 거리를 떠나지 못하고 딸 티사이를 
키우기 위해 잡일들을 하며 연명하는 에이미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이 동네를 떠나 새로운 출발을 
해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딸 티사이만은 자신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  
영화는 엄마 에이미의 시선과 티사이의 시선, 두 여성의 
시선을 따라간다. 에이미를 따라가며 앙헬레스 거리의 
삶과 사람들의 현실과 출구 없는 막다른 곳에 다다른 
그녀의 인생의 무게를 보여주는데, 티사이를 통해서는 
아직 학생신분이지만 학업 보다는 사회에 나가 돈을 벌고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십대 소녀의 위태로운 선택의 
순간들을 보여준다. 교복을 벗고 화장을 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티사이의 선택은 엄마로부터 
이어진 앙헬레스와의 악연이 그녀에게로 이어지리라는 
예감을 하게 한다. 어떤 선택지도 없는 막다른 상황에 놓인 
두 여성의 선택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초래할 삶의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  
 

파벨 마니칸
Pabelle MANIKAN

Dawn of Hope (2012)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Angeles City in the Philippines, known for its golf 
courses and resorts, is a famous city for its red 
light districts and raucous night life. Among the 
street girls soliciting foreign tourists is Amy, a sex 
worker. She becomes pregnant with a daughter 
after a night with a German tourist. Being unable 
to leave the district, she does whatever she can to 
raise her daughter Tisay. Mother has two wishes; 
one is to leave the town and start off somewhere 
else and another is for Tisay to lead an ordinary 
life different from her own. 
The film follows the eyes of two women, Amy 
and Tisay. Following Amy, it shows the lives and 
realities on the streets of Angeles and the gravity 
of her life that has reached a dead end, while 
capturing, through the eyes of Tisay, moments of 
perilous choices of a teenage girl who wants to 
make money and lives alone rather than studying. 
Tisay’s choices of putting aside her school 
uniform and wearing make-up and her wanting to 
move out to live with her boyfriend suggest that 
mother’s ill-fated relationship with Angeles would 
end up passing down to her. The story about the 
choices of two women with no option and the 
changes that their choices would bring.

Philippines｜2019｜86min｜DCP｜Color｜WP｜⑮

블론디의 선택
Dreaming In The Red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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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SHIMADA Ryuichi	

Cinematography SHIMADA 

Ryuichi	

Editor HATA Takeshi	

Sound KUNITOMO Yugo

동일본대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었던 후쿠시마현 
남쪽에는 히로노 마을이 있다.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에서 
20킬로미터 남짓 떨어진 이 마을은 3.11 이후 대피령으로 
모든 주민들이 마을을 떠났다. 그렇게 8년이 지나고 
2019년 현재 마을을 떠났던 주민들 중에서 80%가 마을로 
돌아와 생업에 복귀했다. 히로노 마을을 배경으로 영화는 
두 축으로 진행된다. 하나는 마을로 복귀한 주민들이 
방사능을 걱정하면서도 생업인 농사와 어업에 종사하는 
모습을 따라간다. 그리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지진 이전에 이미 중단했던 마을 축제를 다시 열기 
위한 준비회의를 하는 장면들과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마을 전체에 드리워진 불안함을 담아낸다. 또 하나의 
축은 다시 문을 연 학교의 학생들이 현재 상황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들을 담은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방사능보다 자신들을 향한 사람들의 말들이 더 무섭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대본부터 연기까지 직접 준비하고 무대에 
올리는 순간까지 카메라는 그들을 가까이서 지켜본다. 함께 
대사를 고치고 직접 연기하면서, 연극에는 아이들의 진짜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긴다.  
최근 도쿄올림픽 성화출발 후보지로 원전 인근 지역이 
언급되면서, 히로노 마을과 주변 마을들이 다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다시 돌아온 주민들의 절망 속 희망을 찾는 과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향한 감독의 
따스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시마다 류이치
SHIMADA Ryuichi 

Nowhere to Go (2011)

Hirono is located in the southern part of 
Fukushima Prefecture that suffered the most 
damage from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tsunami. The whole town, 20 km away from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was 
forced to evacuate after the 3.11 earthquake. 
In 2019, 8 years after the disaster, 80% of the 
population at the time of the earthquake is back 
in town. The movie alternates between two axes. 
One follows the residents farming and fishing for 
a living although worried and captures the anxiety 
of the whole town through interviews with and 
the footages of residents preparing a festival that 
was discontinued before the disaster to revive the 
town. Another follows students creating a play 
that contains their thoughts on their situations. 
They say that they are more afraid of people’s 
murmuring around them than radiation. The 
camera closely captures their moment of writing 
script and acting on the stage. They show their 
true feelings in the play. 
As nearby areas of the nuclear power station were 
mentioned as a candidate for starting the Tokyo 
2020 Olympic Torch Relay, Hirono and neighboring 
towns have regained attention recently. The film 
director looks at, with compassionate eyes, the 
journey of finding hope amid devastation and the 
people who live on, nevertheless.

Japan｜2019｜130min｜DCP｜Color｜WP｜Ⓖ

히로노 마을 사람들
Hirono

STAFF

Producer KIM Kyungmi, 

PARK Chi-hyun	

Cinematography Bo WANG	

Editor Maarten ERNEST, Bo WANG	

Sound Edwin LO

<일렁이는 도시>는 홍콩의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의 
파편화된 도시 이미지들을 한데 모아 재구조화한다. 도심의 
스카이라인과 화려한 네온사인, 쇼핑몰과 거리를 가득 
매운 관광객들의 움직임, 부둣가의 화물선, 도심 속의 
식물원, 공영주택 등 현대 도시 경관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은 
외화면으로 들리는 나레이션을 통해 역사적, 정치적 배경에 
의해 계획되고 형상화된 이미지로 재해석된다. 재조직된 
홍콩의 이미지들은 식민지 시대에 유럽인들의 분리정책과 
자본주의 경제구조 체제에 따라 계획된 도시의 형상화이다. 
영화는 이러한 도시의 사회적 기능과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학적 관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간의 존재적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가 사용되는 
것인가 인간이 기계의 보완물인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노동자는 소비자인가 소득과 주거 불평등의 피해자인가. 
<일렁이는 도시>는 현대의 글로벌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도시라는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지정학적 
에세이이다. (김현미) 
 

보 왕, 판 루
Bo WANG, PAN Lu

Bo WANG	

Murmuring Debris and Leaves Silently 

Fall (2018)	

Miasma, Plants, Export Paintings 

(2017)	

The Wang (2016) 	

Traces of an Invisible City (2016) 	

China Concerto (2012)	

	

PAN Lu	

Miasma, Plants, Export Paintings 

(2017)	

Traces of an Invisible City (2016)

Visions du Réel 2019

<Many Undulating Things> brings Hong Kong's 
fragmented urban images of different time and 
space together, and restructures them. The 
images that symbolize modern urban landscapes 
- the city's skyline, colorful neon signs, a 
constant flow of tourist filled shopping malls 
and streets, dockside cargo ships, a botanical 
garden in the city - are reinterpreted through off-
screen narration, as the images are planned and 
stylized with historical and political context in 
mind. The rearranged images of Hong Kong form 
a portrait of acity plann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via European segregation and through 
a capitalist economic structure lens. The film 
raises questions about the social function of the 
city and the epidemiological relationships of the 
people living in it. Where is the existential value 
of human beings in the capitalist system? Is a 
machine used to complement human labor and 
increase efficiency, or otherwise? In a free-market 
economy, are workers the consumers or victims of 
income and housing inequality? <Many Undulating 
Things> is a geopolitical essay that shows how the 
space of a city is formed in the modern globalized 
capitalist system. (KIM Hyunmi)

USA, South Korea, Hong Kong｜2019｜125min｜DCP｜Color / B&W｜AP｜Ⓖ

일렁이는 도시
Many Undulating Th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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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ZHANG Xianmin	

Cinematography SHEN Xiaomin	

Editor SHEN Xiaomin	

Music LI Daiguo	

Sound LI Daiguo

어쩌면 우리의 꿈은, 아니 우리의 삶은 등락을 거듭하는 
주식 가격의 그래프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며 만들어져 
가는 건지도 모른다. 영화는 중국 허베이성(河北省)의 
궁벽한 농촌에서 나고 자란 한 남자, 정사오솨이(鄭少帥)의 
파란만장한 꿈과 삶에 관한 이야기다. 카메라는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 남자를 쫓아다니며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한다. 8년이라는 각고의 노력 끝에 미술대학에 입학한 
남자는 제멋대로 ‘제국미술학교’를 만든다. 남자는 이를 
‘제국그룹’으로 키워 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야심찬 
꿈에 젖어 있다. 그러나 베이징의 도시 재개발로 인해 그의 
‘제국’은 철거되고 만다. 남자는 우여곡절 끝에 무역회사 
사장 노릇, 군대 장교 노릇, 감옥의 죄수 노릇을 전전한다. 
영화는 남자를 따라다니며 쏜살처럼 변해가는 중국 사회의 
면면을 비춘다. 남자는 그 사이 결혼도 하고 새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 여전히 좌충우돌 속에서 삶을 이어간다. 
‘제국의 꿈’이라는, 이 당돌한 영화의 제목은 자연스레 
‘중국몽’이라는 오늘날 중국 집권 세력의 ‘비전’을 떠오르게 
한다. 영화는 다시 묻는다. 그 꿈은 지금 어느 자리에 깃들어 
있느냐고 말이다. (임대근) 
 

션샤오민
SHEN Xiaomin

My Empire Dream (2019)	

A Bite of China (2013)	

In Search of Major (2009)	

798 (2005)	

Country Photographer (2000)

Perhaps our dreams, or our lives, are shaped by 
ups and downs, like the continuously fluctuating 
stock graphs. My Empire Dream is a story about 
the turbulent life and dreams of Zheng Shaoshuai, 
a man who was born and raised in a remote village 
in Hebei, China. The camera follows him for ten 
years in this film. After eight years of hard work, 
he is finally accepted into an art school. He then 
founds the Empire Art School with an ambitious 
dream of creatingthe Empire Group that will 
one day play a key role in the Chinese industry. 
Unfortunately, his “empire” is demolished due to 
urban development projects in Beijing. Through 
many twists and turns in life, Zhengflits from one 
role to another as the head of a trading firm, a 
commissioned officer, and even a prisoner. The 
camera follows him, revealing aspects of the 
rapidly changing Chinese society. He marries 
and begets a child, but chaos continues to ensue 
in his life. The rather daring title of this film 
My Empire Dream brings to mind the current 
Chinese government’s vision for the country’s 
future—Chinese Dream. The film eventually poses 
a question in the viewers’ minds: Where can that 
dream be found today? (LIM Dae-geun)

China｜2019｜95min｜DCP｜Color｜IP｜Ⓖ

제국을 꿈꾸며
My Empire Dream

STAFF

Producer Nontawat 

NUMBENCHAPOL, Komtouch 

NAPATTALOONG	

Cinematography Nontawat 

NUMBENCHAPOL	

Editor Aekaphong SARANSATE, 

Nontawat NUMBENCHAPOL	

Music Katenan JUNTIMATHORN	

Sound Nontawat NUMBENCHAPOL

미얀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과 독립국가형성이 지상과제인 
분쟁지역의 청년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얼마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동생들만 
남겨둔 채 군대에 입영한다는 게 그에겐 혼란스럽다. 오랜 
역사를 거치며 외세가 충돌하고 개입하면서 폭력과 상처로 
가득한 국가가 아닌 영토에 속한 청년이지만, 독립과 
국가라는 거창한 명분은 그에게 먼 이야기들이다. 그렇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의 모호함처럼 꿈인 듯 현실인 듯 
부유하는 청년의 모습은 공간을 겉돌기만 한다.  
개인의 자유를 잠시 유보하고 엄격한 군대의 질서에 
적응해가는 청년 자이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영화는 
대표적인 분쟁지역으로 언급되는 미얀마와 태국 북부지역 
완충지대에 자리잡은 샨주(Shan State)를 배경으로 
청년 자이가 훈련소에 입영해 군인으로 훈련 받는 과정을 
덤덤하게 보여준다. 샨주는 미얀마 소수민족 중에서 
최대규모를 차지하는 샨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흔히 
조미아 지역으로 불리는 영역에 속한다. 역사적으로는 
영국의 식민지시절부터 이곳에 잔존해 있는 국민당 토벌을 
위한 중국공산당의 개입까지 복잡한 근·현대사를 거치며 
혼란과 격동의 과정을 겪었던 곳이기도 하다. 최근까지도 
미얀마 중앙정부에 맞서 군대를 보유하고 내전을 벌이는 
동안 많은 전쟁범죄와 폭력이 발생했는데, 피난처를 찾아 
샨족들이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이주하고 있지만 이들의 
난민 지위는 여전히 인정되지 않고 있다. 
 

논타왓 눔벤차폴
Nontawat NUMBENCHAPOL

#BKKY (2016) 	

BOUNDARY (2013)	

BY THE RIVER (2013)

Visions Du Réel 2019

A young man is about to join the army of a war 
zone in which gaining political independence 
from Miyanmar and building a nation is a mission 
in life. He has to fulfill his compulsory military 
service but is disturbed by the thought of 
having to leave his younger brothers and sisters 
behind shortly after the death of his mother. 
He belongs not to a nation but to a territory 
that has long been plagued by foreign invasions 
and interventions, scars and violence. For him, 
however, independence or nation-building seem 
too far away. He seems to float, caught between 
sleep and awakness in a blurred mental space like 
the ambiguous territory that belongs nowhere. 
 
Jai sets aside his individual freedom and adapts 
to strict military orders. Following his story, the 
film, set in Shan State, a buffer zone located in the 
northern parts of Myanmar and Thailand, one of 
the contested areas of the two countries, shows 
how he enters a training camp and is trained as a 
soldier in low key. Shan State is where Shan, the 
largest ethnic group, lives and a part of the area 
called Zomia. It has a turbulent modern history 
from British colonial era to the interventio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to suppress the 
remaining Chinese Nationalist Party (CNP) forces. 
Even in recent days, many crimes and violence 
occurred during the conflict with the Myanmar 
government. Shans are fleeing to Thailand in 
which they are denied refugee status.

Thailand｜2019｜80min｜DCP｜Color｜KP｜Ⓖ

소년병: 영토 없는 국가
Soil Without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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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Shalahuddin SIREGAR	

Cinematography Shalahuddin 

SIREGAR, Hendrick Ben 

MATULESI	

Editor Shalahuddin SIREGAR	

Sound Tommy FAHRIZAL

1965년 쿠데타 미수로 인한 반공주의 광풍으로 수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체포되고 희생되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극의 생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학살에 대한 다큐멘터리, 
죠슈아 오펜하이머 감독의 <액트 오브 킬링>과 <침묵의 
시선>이 제3자의 시선으로 대학살이라는 사건 중심에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관철하고자 한다면, 살라우딘의 
<잊혀진 혁명의 노래>는 과거 사건의 피해자와 후세대간의 
연대를 통해 침묵 속에 묻혀진 과거를 드러내고 아픔을 
치유하여 미래를 조망하고자 하는 그들의 연대감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학살의 생존자 할머니들과 피해자 
가족들에 의해 만들어진 ‘디아리타’라는 합창단과 젊은 
뮤지션들은 함께 앨범을 내고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역사적 
억압과 침묵 속에서 불리지 못한 노래들을 부르며 노랫말에 
담긴 수감자들의 아픔을 보듬는다. <잊혀진 혁명의 노래>는 
1965년 인도네시아 대학살과 그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이자 
참혹한 역사를 잊지 않고 나아갈 인도네시아인들의 미래에 
대한 찬가이다. (김현미) 
 

살라우딘 시레가
Shalahuddin SIREGAR

The Land Beneath the Fog (2011)	

13 September (2005)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In 1965, as an anti-communist purge following 
a controversial attempted coup, millions of 
Indonesians were killed or imprisoned. This tragic 
event has not been officially acknowledged by the 
Indonesia government to this day and survivors 
still live with the pain. While director Joshua 
Oppenheimer's The Act of Killing (2014) and The 
Look of Silence (2016) look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s and perpetrators from the third 
person perspective, Shalahuddin’s Song for 
My Children looks, with affection, at solidarity 
between the victims and later generations through 
which they unearth the past that has been buried 
in silence and heal the wounds to look ahead to 
the future. A group of survivors and their family 
members form a choir group, called 'Dialita', 
issue an album and hold a concert with young 
musicians. They sing the songs that they were 
unable to sing under historical oppression and 
silence, comforting those who are still in prison. 
Song for my Children is a message of condolence 
to victims of the 1965 massacre and a song for 
the future of Indonesians who will continue to 
remember their tragic history and march forward. 
(KIM Hyunmi)

Indonesia｜2019｜112min｜DCP｜Color｜WP｜⑫

잊혀진 혁명의 노래
Song for My Children

STAFF

Producer ZHOU Ding, LIU Hang

Cinematography ZHOU Ding

Editor ZHOU Ding

Music CAI Yiming

Sound JI Wenbiao

중국 충칭, 한 고층 건물 꼭대기에 자리 잡은 ‘꽃의 
식당’(花卉大餐). 1992년 개업한 이곳은 자연과 인간을 
모토로 내걸고 멋진 요리 뿐 아니라 라이브 공연까지 
선보인다. 창업자이자 사장인 장더룽은 이런 영업 방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거듭하며 직원들을 
훈육한다. 그는 훌륭한 연설로 직원들을 사로잡는 솜씨는 
물론 요리와 서비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식당은 마치 고립된 자족적 낙원이라는 인상을 준다. 영화는 
특정된 공간을 벗어나지 않음으로써 이곳에서 작동하는 
원리가 보편타당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묻고 있다.  
사장의 요구가 강해질수록 직원들은 회의에 빠진다. 전체 
직원회의를 주도하는 사장의 카리스마는 직원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착취의 다른 방식일 
뿐이었다. 식당의 몰락은 충분히 예견된 결말이었다. 그리고 
영화는 어쩌면 이런 방식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유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한다. 
(임대근) 
 

조우밍잉
ZHOU Mingying 

The Land of Peach Blossoms (2018)

IDFA 2018	

Huahuidacan, or Flower Restaurant, is located on 
the top floor of a high-rise building in  Chongqing, 
China. Opened in 1992 with an emphasis on 
humans and nature, it provides diners with 
wonderful cuisine and live performances. 
The founder and owner Zhang Derong trains 
his employees in an effort to create a unique 
experience for his customers. He has the charisma 
to inspire his employees with grand speeches 
as well as a firm philosophy about the food and 
services Flower Restaurant should provide. On 
the surface, the restaurant seems like an isolated, 
self-sufficient paradise. Remaining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restaurant, the film asks 
whether the working mechanism of the restaurant 
is universally valid. Zhang begins to demand more 
and more of his employees, who become more 
skeptical of working for him. Zhang’s charisma 
seems to captivate and overtake his employees 
during meetings, but it turns out to be another 
form of exploitation. The demise of the restaurant 
was a well-foreseen ending to this story. And the 
documentaryleads the viewers to wonder if this 
film is a monument to strong leaders who steer 
their communities in this way. (LIM Dae-geun)

China｜2018｜99min｜DCP｜Color｜KP｜⑫

복사꽃의 나라
The Land of Peach Bloss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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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GUO Xiao-Dong	

Cinematography DOAN Son	

Editor TRUONG Minh Quy	

Sound NGUYEN Huu Loc

2045년에 감독은 화성에 착륙하고, 영화를 만든다.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일련의 이미지가 떠오른다. 화성에서 이야기를 
전하는 감독의 목소리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집home”과 “집이없음homeless”, 집으로부터의 
“추방”과 “탈구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한 장의 사진, 나무 위의 집과 그 집에 대한 감독 자신의 
기억은 베트남 산악 지대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소수 민족의 
인터뷰와 엮인다. 감독은 비선형적 나레이션을 통해 촬영 
영상과 아카이브 필름, 사진 자료 등을 뒤섞어 베트남 소수 
민족의 유령적 삶과 그 삶에 대한 기억, 그리고 이 소수자적 
삶에 대한 가시화와 비가시화를 둘러싼 주제에 대한 
실험적인 영화를 완성한다. “음화(nagative image)는 
죽음의 이미지이고, 양화(positive image)는 삶의 
이미지이다”라고 말하는 감독의 나레이션처럼, 여기에서 
삶과 죽음은 이들 삶의 가시화와 비가시화, 즉 이미지의 
문제로 직결된다. (홍소인) 
 
 

쯔엉민퀴
TRUONG Minh Quy

The City Of Mirrors: A Fictional 

Biography(2016)

Locarno IFF 2019

In 2045, a filmmaker lands on Mars and starts 
to make a film. In a place far, far from home, 
he recalls people’s faces and a series of images. 
Although he is talking from Mars, he doesn’t talk 
about the universe. Instead, he discusses “home” 
and “homelessness,” “expulsion” from homes, 
and “dislocated life.” 
A photograph, a treehouse, and the memories 
of the director himself are intertwined with 
the interviews of minority ethnic groups who 
build houses in the mountains of Vietnam’s 
highlands.Using a nonlinear narrative technique 
along with videos, archive films, and photographic 
materials, the filmmaker creates this experimental 
film about the ghostlyexistence of Vietnam’s 
ethnic minorities, memories of their lives, and 
the visualization and nonvisualization of minority 
lives. “Negative images are images of death, and 
positive images are images of life,” he says, and, 
as his statement suggests, life and death of the 
minorities are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 of 
“image”—in other words, the visualization and 
nonvisualization of their lives. (HONG S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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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 하우스
The Tree House

STAFF

Producer LAU Kek-Huat	

Cinematography LAU Kek-Huat	

Editor LAU Kek-Huat	

Music DAUBY Yannick	

Sound Eddie HUANG

1969년 말레이시아에서 온 편지로부터 시작하는 
영화는 그해 일어난 5.13 인종폭동사태를 조명한다. 
인종폭동사태는 말레이시아인과 비말레이계인 간에 
일어난 인종 간 폭동과 학살 사건이다. 1969년 5월 
9일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동맹당의 지지율이 떨어져 
비말레이계 야당들이 승리하자, 이에 반발하여 
말레이시아인들이 비말레이계인 중국인을 공격하고 
탄압하기에 이른다. 이 사고로 당시 196명의 사람들이 
사망한다. 이때부터 말레이시아에서는 인종이라는 말이 
금기시된다. 영화는 편지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 
노예로 살아갔던 말레이시아의 어두운 과거와 말레이-
중국계 인종폭동사태의 비극적 역사까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말레이시아의 사회는 그날의 참상을 도외시하고, 
희생자에게 침묵을 강요한다. 현재에도 인종차별적 시선이 
만연한 말레이시아에서 그 끔찍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당시 길가에 있었던 나무들뿐이다. 인종폭동사태의 목격자, 
피해자, 참여자 등 사건의 맥락 속에 놓인 여러 사람들은 
그날의 비극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그러나 사건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나무들이 가장 정확한 기억을 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영화는 인종폭동사태의 단면을 기록하면서 
인종간의 증오와 장벽의 원인을 탐구하고, 나아가 
인종차별의 폐해를 들춰낸다. (이종현) 
 
 

라우켁홧
LAU Kek Huat

The Firefly (2018)	

Absent without Leave (2016)	

Nia’s Door (2015)	

A Scene of the Sea (2013)	

Rat (2008)

The film begins with a letter from Malaysia in 1969 
and sheds light on the violent racial riot between 
the Malays and non-Malays that occurred on 
May 13 of that year. In the general election held 
on May 9, 1969, the ruling coalition, the Alliance 
Party, lost to the non-Malay opposition parties. 
In the aftermath of the election, Malays rose up 
in protest and attacked the Chinese, resulting 
in an official death toll of 196. From then on, 
the topic of race becomes a taboo in Malaysia. 
The documentary traces back further to reveal 
the dark past of Malaysia when its people were 
enslaved and examines the tragic history that 
results in the Sino-Malay sectarian violence. The 
Malay society ignores the atrocities committed 
on that day and forces silence on the victims. In 
Malaysia, where racism is still rampant, only the 
trees that line the streets remember the horrific 
history. The witnesses, victims, and participants 
of the racial riot vividly testify to the tragedy 
that occurred on that day, but the trees are the 
witnesses that most accurately remember the 
incident. The film chronicles a cross-section of the 
racial riot, exploring the cause of racial hatred and 
barriers and further uncovering the evils of racism. 
(LEE Jong-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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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기억한다
The Tree Remembers



한국경쟁
Korean Competition

한국 다큐멘터리의 최신 우수작을 만날 수 있는 섹션. 한국 
사회 곳곳을 짚어내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장으로, 정치 
사회 문화를 총망라하는 장. 최우수 한국다큐멘터리상 
(10,000,000원)과 심사위원 특별상(5,000,000원)과 
트로피를 수상한다. 올해는 아시아와 한국의 장편을 대상으로 
ADF장편상 (10,000,000원)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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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Competition section introduces the latest 
outstanding documentary films from Korea, which 
examine the Korean society in various aspects 
of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Best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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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etition section. ADF Feature Award (KRW 
10,000,000), newly created this year, will be given to 
the best feature documentary from Korea and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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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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er 안지환 AHN Jeehwan	

Cinematography 양정훈 

YANG Junghun	

Editor 손연지 SON Yeonji, 

안지환 AHN Jeehwan	

Music 조광호 CHO Kwangho

아버지는 오늘도 딸 준원의 전단지를 붙이고 명함을 
나눠주고 있다. 단란한 5인 가족, 어느 날 만 다섯 살 준원이 
동네 친구네 집에 잠시 다녀간 후 사라졌다. 그리고 19년이 
흘렀다. 영화는 어린 딸의 실종 이후 가족을 담아낸다. 
숱하게 반복한 기억, 당시 언론의 기록, 무엇보다 전화 
제보를 기록한 공책을 통해 이들이 보낸 세월을 가늠케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준원의 아버지와 
언니를 제외하고 다른 가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준원이 
아버지와 언니도 카메라 앞에 등장하지만 좀체 보여지지 
않는 무엇이 있다. 영화는 잊어버릴 수도 없는 그렇다고 
현재 삶을 다 걸고 매진할 수도 없는 인생사 딜레마를 담고 
있다. 삶은 계속되기 때문이고 또 그 삶은 과거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되묻게 된다. 영화 
<증발>은 준원이의 실종을 담고 있지만, 이를 둘러싸고 
증발된 다른 면면을 차곡차곡 쌓아내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시간 속에 증발된 가족애가 아닐까. 가족애로 인해 가족애가 
증발되는 역설이다. (이승민) 
 

김성민
KIM Sungmin

맥거핀 MacGuffin (2009)

	

2014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Junwon’s father plasters posters about Junwon 
and gives out his business cards. They used to be 
a happy family of five, until five-year-old Junwon 
disappears after visiting a friend’s house in the 
neighborhood. Ninete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ilm follows the family in the aftermath of 
Junwon’s disappearance. Memories that have 
been lived through repeatedly, the press and 
media reports at the time, and a notebook listing 
details about the phone calls received regarding 
leads on Junwon allow us a glimpse of the years 
Junwon’s family spent in pain. At some point 
during the film, the viewers come to a sudden 
realization—there are no other members of 
Junwon’s family aside from her father and older 
sister. And even when Junwon’s father and 
sister appear in front of the camera, something 
remains hidden. Evaporated addresses a dilemma 
about life—things you cannot forget but also 
cannot completely devote yourself to pursue. Life 
continues, building on the past. Evaporated makes 
us question the meaning of family. While it tells 
the story of Junwon’s disappearance, it also stacks 
up other aspects of the story that have been 
evaporated. And one of those may be familial love 
that vanished over time. It is a story of a paradox, 
in which familial love is lost because of familial 
love. (LEE Seu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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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발
Evaporated

STAFF

Producer 박성태 PARK Seong-tae, 

정다영 CHUNG Dayoung	

Cinematography 서현석 

SEO Hyun-suk	

Editor 서현석 SEO Hyun-suk	

Music 하상철 HASC, 

김호남 KIM Honam

메트로폴리탄 서울에 대한 보고서. 영화는 서울 도시계획의 
시발점,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현재 시점에서 기술한다. 
도시 계획을 직접 주도한 사람들의 인터뷰로 시작한 영화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주류 한국사의 중심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는 지금의 서울이 만들어진 과정을 
담은 살아있는 보고서이기도 하지만, 당시 정권의 핵심에 
있던 인물들의 현재 모습을 비추기도 한다. 그래서 일까? 
영화는 그 어떤 판단을 하고 있지 않지만 구술의 내용과 
인물 그 자체를 담는 방식에서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인터뷰에서 인물들을 손을 강조한다거나 과거 
자료를 극단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과거 자료 화면과 현재 
서울의 전경은 균열과 연속성 사이를 넘나들며 긴장을 
자아낸다. 영화는 시점만큼이나 시제도 복합적이다.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가 묘하게 공존하면서 근대 도시 서울의 
건설 과정과 현대 서울의 공간을 교차한다. 한국사회에서 
모더니즘에 대한 해석을 서울의 도시 계획을 통해 감독이 
풀어내는 서울 환상곡. (이승민) 
 

서현석
SEO Hyun-suk

잃어버린 항해 The Lost Voyage (2018)	

라스 우르데스 Las Hurdes (2017) 	

유도 Derivation (2010) 	

도(道)TV Tao TV (1991)

A report on the metropolitan city of Seoul. 
Fantastic City describes the beginning of urban 
planning in Seoul in the 1960s and 1970s from the 
present perspective. Starting with interviews of 
people who spearheaded Seoul’s urban planning, 
the film presents a vivid portrayal of the situation 
at the time. The voices of the people who are at 
the center of mainstream Korean history are living 
records of how Seoul came to be what it is today, 
and they also give us a look into the current lives 
of the people who were at the center of Korean 
politics in the 1960s and 1970s. Perhaps that is 
why there is tension in the way the interview and 
people are presented even though the film does 
not make any judgments. By emphasizing the 
hand of an interviewee, getting extreme closeups 
of documents from the past, and showing footages 
from the past along with the panoramic view 
of Seoul today, the film stirs up tension as the 
camera weaves through ruptures and continuity. 
The time sequence in the film is as complex as the 
perspectives it present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co-exist, while the construction process of 
modern Seoul and the space of the contemporary 
Seoul intersect. Fantastic City is a fantasia of 
Seoul, that presents the director’s interpretation 
of Korea’s modernism through Seoul’s urban 
planning. (LEE Seung-min)

South Korea｜2018｜62min｜DCP｜Color｜WP｜Ⓖ

환상도시
Fantastic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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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유나래 YU Nare

영화를 이끌어 가는 것은 여성의 목소리이다. 어린 아이 
시절부터, 취미가 생기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사춘기 시절, 회상하는 것만으로 즐겁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대학 시절, 짧은 연애들, 결혼 그리고 이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의 연대기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아이들의 노는 
모습과 집안 행사, 십대 소녀들의 학교 생활과 파티가 담긴 
홈 비디오, 영화를 찍고 싶어하는 20대 남성의 비디오 
일기이다. 사진에 담긴 인물은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비디오의 인물들은 목소리의 주인공이나 감독과 관련된 
인물로 추정해 볼 수 는 있지만, 추정일 뿐,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영화 안에 없다. 사실 그 비디오와 사진들은 각각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들일 수도 있다. 이것들이 
모여서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은 하나의 사연이기도 하지만, 
아무의 사연이기도 한, 그러나 젠더화되어 있고 그래서 
사소한 것이 되어 말해지지 않았던 사연이기도 하다. 설렜던 
순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섬세한 묘사들과 폭력과 모멸의 
순간들에 대한 추상적 묘사의 대비는 이 이야기들이 여전히 
말해지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다. (황미요조) 
 

유나래
YU Narae

The film is proceeded by the voice of a woman. 
Through her voice, we learn her chronology which 
includes her childhood, adolescent years—in 
which she has her hobby for the first time and 
the world goes around the relationship between 
her and her friends—, college days—in which 
merely thinking of it already makes her cheery 
and overwhelmed by joy—, short-lived romances, 
marriage, and divorce. Meanwhile, what we can 
see on the screen is some old photos and home 
videos capturing children playing, family events, 
teen girls’ school lives and their parties, and 
a sort of video journal of a 20-some male who 
wants to be a filmmaker. We can assume that the 
voice possibly belongs to one of the people in 
the photos, and the people in the video could be 
the owner of the voice, or some people somehow 
involved with the director. However, all of these 
are nothing but assumption as long as no evidence 
is provided within the film with the fact which 
photo or video is related to whom in specific. All 
these fragments might compose anyone’s say as 
well as some specific one’s say, of which trivial 
stories are not clearly conveyed for its gendered 
structure. The difficulty which these gendered, 
thus minorized, stories are to be heard comes into 
our view in contrast between the detailed and 
delicate descriptions of riveting moments and the 
vague and oversimplified description of violent 
and degrading moments. (HWANG Miy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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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폭탄
Love Bomb

STAFF

Producer 정관조 JEONG Gwanjo	

Cinematography 조용규 CHO 

Yongkyou, 장권호 JANG Gunho, 

정관조 JEONG Gwanjo, 

임강빈 LIM Kangbin	

Editor 김현 KIM Hyun, 

정관조 JEONG Gwanjo	

Sound 이성록 LEE SeongRock

영화가 시작되면 무대 위에 어색하게 서 있는 연주자 성호가 
보인다. 성호는 자폐아다. 그는 이제 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을 시작하려는 찰나다. 바로 그때 영화는 돌연 
시간을 과거로 돌려 무대 바깥 어느 가족의 일상을 보듬기 
시작한다. 거기에 성호, 그의 보호자인 엄마, 그리고 그의 
동생이자 엄마의 둘째 아들 건기가 일상을 치열하게 
감내하고 있다. <녹턴>의 관심사는 무대 위의 성공적인 
연주자 성호, 즉 자폐아의 감동적 성장기가 아니다. 영화의 
진심은 성호가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지난한 과정, 말하자면 
자폐아가 있는 가정의 세밀한 표정과 맞닿아 있다. 자폐증 
아이와 엄마의 관계, 자폐증이 없는 아이와 엄마와 관계, 
그리고 엄마를 뺀 형과 동생의 관계로 뻗어가는 일상의 
풍경들 안에서 켜켜이 쌓인 맹목, 관계의 불협화음, 누구를 
쉬이 탓할 수 없는 각자의 상처들이 아프게 환기된다. 
이로써 영화는 선의, 희생, 사랑과 같은 개념으로 추상화될 
수 없는 ‘가족’이라는 '난제'를 치열하게 질문한다. 이 
질문은 감동적이다. 그것은 결국 끊어낼 수 없는 가족을 
어떻게든 끊어내지 않기 위한 구성원 각자의 숭고한 
발버둥이기 때문이다. (박우성) 
 

정관조
JEONG Gwanjo

블랙하모니 Black Harmony (2018)	

서번트 성호를 부탁해 Take My Son 

(2017)

2019 DMZ인더스트리 후반작업지원펀드

The film begins with a scene of pianist Seongho, 
who stands awkwardly on stage. As an autistic 
child, he is just about to perform with an 
orchestra. Then, the film suddenly jumps to the 
past and follows the daily lives of Seongho’s 
family away from the stage. Seongho, his mother, 
and his younger brother earnestly live their lives 
in their own way. <Nocturne> is not concerned 
with Seongho as a successful musician, or his 
emotional growth as an autistic child.It focuses 
on thechallenging progress that Seongho 
experiences before playing on stage and how the 
family copes with his autism. Their everyday lives 
show the painful experiences between them, and 
the emotionalwounds that cannot be blamed 
on anybody.The film explores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 and children, and the problems 
between brothers. In this way, the film intensely 
poses questions about the ‘difficulties of family,’ 
which cannot easilybe solved with concepts 
suchas goodwill, sacrifice and love. It is the 
sublime struggle of each member seekingto 
somehow protect their unbreakable family. 
(PARK Woosung)

South Korea｜2019｜95min｜DCP｜Color｜WP｜Ⓖ

녹턴
Noctu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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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안은주 AN Eunjoo	

Cinematography 신임호 SHIN 

Imho	

Editor 신임호 SHIN Imho

70대 노부부는 시간강사 교원인정을 위한 입법투쟁을 
위해 11년간 여의도 국회 앞 텐트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누군가는 차갑게 말한다. ‘이렇게 싸우면 진다.’ 그러나 
그들은 이길 때 까지 싸워야 한다고 각인시키며 11년을 
버텨왔다. 그들의 집은 국회 앞 농성텐트가 된지 오래다. 
감독은 노부부가 싸워온 삶과 신념을 존중하며 특별한 
기교 없이 정공법으로 그들의 투쟁을 기록한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보이는 텐트 내의 치약과 칫솔, 먹다 남은 사과, 
이론서들은 거대한 조직을 변화시키려는 개인의 고단한 
투쟁과 의미를 묵직하게 보여준다. 그렇다고 무조건 그들을 
옹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투쟁과정에서 일어난 내분과 
때로는 고립을 자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싸움 방식에 
대한 다른 의견을 편 들지 않고 담담하게 담아낸다. 그로 
인해 ‘시간강사법’을 둘러싼 오랜 투쟁의 갈등과 모순이 
차분히 드러난다. 이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미덕이다. 
결국 ‘시간강사법’이 통과됐지만 대학은 편법으로 강의를 
축소하고 강사를 해임하려 하고 몇몇 언론은 비정규직 
강사들 간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짠다. 그리고 투쟁은 다시 
시작된다. (조혜영) 
 

신임호
SHIN Imho

촬영감독 Cinematography of	

그날, 바다 Intention (2018)	

이산자 After Chosun (2017)	

굿바이 마이러브 NK Goodbye My Love, 

North Korea (2017) 	

목숨 The Hospice (2014)

An old couple in their 70s has staged a sit-in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for eleven years for 
part-time lecturers to be recognized as regular 
faculty. Some bitterly say, “If you fight like this, 
you will lose for sure.” However, they have 
endured for such a long time with the conviction 
that you have to fight until you win. The sit-
in tent has become their house. The director 
respects their life and cause and records their 
struggle without adding any special technique. 
While they speak in the tent, you can noticetheir 
toothpaste and toothbrushes, left-over apples, 
and technical books, which reveal their exhausting 
struggle and its meaning. The director doesn’t try 
to defend them unconditionally. The film shows 
their internal troubles and the words of naysayers 
who are against their tactic. By doing so, the film 
slowly reveals both conflict and contradiction of 
the strife on the part-time lecturer act, whichis 
very rare practice in recent films. After the law 
was passed, universities devise some expedient 
method to reduce courses and dismiss lecturers. 
Some press try to understand the case as some 
disputes among part-time lecturers. They embark 
on another fight.(CHO Hye-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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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 투쟁, 가 이야기
Old Fighter's Story

STAFF

Producer 푸른영상 

PURN PRODUCTION

2004년, 한 노부부가 경상남도 밀양에서 인생의 황혼을 
보내기로 마음먹고 정착한다. 그 이듬해 여름에 개최된 
한전의 송전선로 주민설명회, 이로부터 9년에 걸쳐 
주민들의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이 이어진다. 이렇게 법과 
제도로 확인 받은 적법한 명분은 물론 공적 물리력까지 
동원할 수 있는 단체와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주민들의 
대립을 다루는 이른바 ‘사회파’ 다큐멘터리라면 일반적으로 
주민들 마음속에 응축된 부당함을 폭발시키고, 그 폭발로 
관객의 감정적 동요와 공감을 끌어낼 물리적 충돌의 순간을 
영화적 장치로 귀하게 활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러한 쉬운 선택을 포기하고 사건을 편집, 배치하는 
관찰자로서 감독의 위치와 감독의 카메라에 담긴 주체들의 
입장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그래서 사건이 전개되는 동안의 
주민촬영분은 모두 흑백으로 담겨있으며, 주민들이 아닌 
전문가의 인터뷰와 관련 법 조항들은 사운드를 잃은 채 
외적 정보로서 줄글처럼 자막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결국 
스크린에 남는 것은 긴 투쟁 기간 동안 얼마나 고되든 어떤 
형태로든 삶을 이어나가는 주민들의 보통의 기록이다. 
(황미요조) 
 

강세진
KANG Se-jin

村, 금가이 Kumgai, a Village (2012)	

잘했어요? Am I Good? (2009)

In 2004, an elderly couple makes up their mind 
to spend the twilight years of their lives in a city 
called Miryang. In the summer of following year, 
however, the plan for building of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is briefed for the local people. 
The local people’s struggle against the building 
of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lasts for 9 
years afterwards. If there is a conflict witnessing 
between the weak local people, and the 
associations whose legitimacy are established and 
guaranteed by laws and institutions, and whose 
capacity of mobilizing the public authority as well, 
any ‘socially-committed’ documentary films would 
gladly appropriate the moment of smashing into 
each other for its instantaneous explosive effects 
which would bring about audiences’ empathy 
onto the weak. However, this film is based on 
a rather more profound consideration; the film 
ponders on the position of objects’ subjectivity as 
well as its own position as the one which edit and 
arrange the development of the event. Thus, the 
local people are shown in B&W while specialists 
and activists from outside the village are 
deprived of their voices and what they are saying 
is conveyed to us using inter-titles of lengthy 
paragraphs. What remains on the screen, then, is a 
record of ordinary lives of local people which has 
been anyhow sustained no matter how hard the 
situation was. (HWANG Miy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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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의 삶, -70
Ordinary Life,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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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조수래 CHO Sure	

Cinematography 박영이 PARK 

Yeong-i	

Editor 박영이 PARK Yeong-i	

Music 천수일 CHON Suil

냉전과 분단으로 인한 시련은 유독 재일조선인들에게 
가혹했다. 민족의 말과 글, 역사와 문화를 잊지 않기 위해,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세운 조선학교를 향한 차별과 
혐오에 맞선 그들의 굳건한 믿음과 긍지는 전후 일본에서 
유일한 비상사태선언을 발령시켰다. 재일조선인들이 ‘우리 
학교’를 지키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고, 있는 힘껏 투쟁했기 때문이다. 4.24교육투쟁에서 
쟁취한 기쁨도 잠시, 70년이 지날 동안 우익들의 
역사왜곡은 더욱 극악해지고 일본 정부는 교묘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학습권마저 빼앗으려 한다. 박영이와 김공철은 
조선학교를 지켜온 증인들의 말과 <조선의 아이>(1954)를 
교차시키면서 역사를 상기시키고, 현재 고베조선학교의 
아이들과 자료화면을 통해 재일조선인에게 가해진 차별의 
역사를 되새긴다. 조선학교의 아이들은 활짝 웃고 힘껏 
뛰어놀며 우익의 혐오발언에 침묵으로 대응할 만큼 
성숙하다. 그렇기에 어른들의 결연한 표정과 신념에 찬 
목소리, 아이들의 빛나는 눈동자와 기쁨의 함성이 여전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에게 4월은 여전히 애끓는 달이지만, 
4.24는 조금 기쁜 마음으로 기억하고 싶다.(박인호) 
 

박영이, 김공철
PARK Yeong-i, KIM Gongchol

하늘색 심포니 The Sky Blue Symphony 

(2016)	

걸치다 Clothe (2010)

The ordeals caused by the Cold War and divisions 
were particularly harsh to Korean residents in 
Japan (or Korean Japanese). The strong faith and 
pride of those who fight against discrimination 
and hate on Chosun Schools, which was 
established to pass on their language and to 
remember their history and culture, led to an 
issuance of the first emergency declaration in 
postwar Japan. This is because Korean Japanese 
believed that protecting “our school” is for the 
sake of our future generations and fought with 
all their strength. The joy of winning in The April 
24 Educational Struggle did not last long. For the 
past 70 years since then, the far-right’s history 
distortions have become more seriou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ries to take away even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Park Yeongi and 
Kim Gong-cheol remind of history by alternately-
showing witnesses who have safeguarded Chosun 
Schools and Children of Korea (1954) and reflects 
on the history of discrimination against Japanese 
Korean by showing the lives of children from 
Chosun Schools and other footages. The children 
smile broadly, play hard and are so mature that 
they stay silent as a response to hate speeches 
of the far-right. Thus, I believe, the determined 
looks on the faces of adults and their faith-filled 
voice, radiant eyes of the children and their yell of 
delight will go on. For us, April is still the month of 
sorrows but I would like to remember 24th of April 
with some joy. (PARK I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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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사-무지개의 기적
Over the Rainbow

STAFF

Producer 최지현 CHOI Jihyeon	

Cinematography 태만호 TAE Manho	

Editor 경순 Kyung Soon	

Music 이지은 LEE Ji-eun	

Sound 표용수 PYO Yongsoo

경순
Kyung Soon

레드마리아2 Red Maria 2 (2015)

레드마리아 Red Maria (2011)

Jam Docu 강정 Jam Docu GANGJEONG 

(2011)

쇼킹패밀리 Shocking Family (2006)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What Do People Live For (2004)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In 2013, South Korean prosecutors indicted Lee 
Seok-ki on charges of plotting to overthrow the 
government. In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e dissolution of the second opposition 
party,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One month later, the Supreme Court found 
him innocent regarding the charge of plotting 
a rebellion.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dissolved a political party to wield its power, but 
the society didn’t resist much. The director co-
directed film Patriot Game (2001), a satire on 
the far-right group who enforced censorship in 
the name of protection of free democracy and 
patriotism. In this sequel, the director explores 
topics such as democracy, censorship, conviction, 
ideology, and awareness of North Korea by 
meetingpeople related with the dissolution of 
UPP. After almost 20 years since the first film, 
how much have democracy and freedom of 
thought progressed and realized? The director 
asks this question to liberal intellectuals, civic 
groups, and the press. With her signature style 
of straightforward and provocative inquiry and 
argument, the film makes us consider the progress 
we have achieved through the candlelight vigil to 
ous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and the 
progress we really have dreamed of. 
(CHO Hye-young)

2013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이유로 2014년 당시 제 2
야당이었던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해산됐다. 
그리고 한 달 뒤 대법원은 ‘이석기 내란 음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신의 권세를 보여주기 위해 박근혜 정권은 한 
정당을 해산했지만 한국사회는 생각만큼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2001년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애국’이라는 
명분하에 사상검열을 자행한 극우세력을 풍자한 
<애국자게임>을 공동연출했던 경순감독은 <애국자게임2>
에서 통진당 해산과 관련된 당사자, 주변 관계자,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을 인터뷰 하며 민주주의와 검열, 
신념과 사상.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다시 탐색한다. 
1편으로부터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는 얼마나 진보하고 실현됐는가? 감독은 
이 질문을 이제는 진보적인 지식인, 시민단체, 언론에도
묻는다. 작가적 시그니처라 할 수 있는, 직설적이고 
도전적인 경순 감독의 질문과 논쟁 방식은 촛불운동을 통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이뤄낸 후 진보란 무엇인지, 
혹은 우리가 원한 ‘진보’는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조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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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국자게임2-지록위마
Patriot Game 2 - To Call a Deer a 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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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감병석 

KAM Gary Byung-seok, 

이승준 YI Seung-jun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홀로 사는 한 여인이 있다. 
북에서 치료를 위해 중국을 갔고,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한국을 들어왔다. 그러나 다시 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란 생각을 못했다. 얼어붙은 남북 정세 속에서 그녀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북으로 돌아가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모색한다. 고군분투하는 그녀는 때로는 분노를 쏟아내고, 
때로는 연민을 구하고, 때로는 사회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내지만, 북한을 향한 남한 사회의 벽은 차갑고도 높다. 갈 
길은 좀체 열리지 않고 언론은 그런 그녀를 잠시 주목할 
뿐이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가족과 함께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남북의 이데올로기 앞에서 
차갑게 가로막힌다. 이데올로기 이전에 인간적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 삶 이전에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씁쓸하게 들여다보게 하는 작품이다. 
(이승민) 
 

이승준
YI Seungjun

부재의 기억 In the Absence (2018)

크로싱 비욘드 Crossing Beyond (2018)

달에 부는 바람 Wind on the Moon 

(2014)

달팽이의 별 Planet of Snail (2012)

신의 아이들 Children of God (2008)

2016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2019 DMZ인더스트리 후반작업지원펀드

A woman from North Korea lives in the South by 
herself. When she was living in North Korea, she 
went to China for medical treatment and crossed 
over to the South to make money to pay for the 
treatment. She never thought that she wouldn’t 
be able to go back home. Amidst the frozen state 
of affairs between the two Koreas, she searches 
for ways to go back to North Korea, back to her 
family. She struggles all alone, pouring out her 
anger at times, seeking people’s sympathy at 
other times, and voicing her thoughts by the side 
of civic groups. But the wall that South Korean 
society has erected in their mind against the 
North stands tall and cold. There is no way for 
her to return to North Korea, and the media loses 
its interest in her story as quickly as it became 
interested. The human nature to long for one’s 
home and wish to live with one’s own family is 
obstructed by the ideologies that humans have 
established. Shadow Flowers is a film that allows 
us to take a look at the bitter aspect of Korean 
society where ideology comes before human life. 
(LEE Seu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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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꽃
Shadow Flowers

STAFF

Producer 엄정화 EOM Jeonghwa, 

허민정 HUH Minjung	

Cinematography 최석운 

CHOI Seok-un, 

이연배 LEE Yeon-bae, 

정석호 JUNG Seok-ho	

Editor 김형남 KIM Hyung-nam	

Music 장영규 JANG Young-gyu	

Sound 정희구 JUNG Hee-gu

<원더링쉐프>는 방랑 식객이라 불리는 요리사 임지호 
씨의 요리철학에 관한 영화다. 임지호 씨의 요리철학을 
펼쳐내기 위해 감독은 그의 아픈 개인사, 식재료에 대한 
그의 생각, 그리고 그가 오가는 자연의 풍경을 천천히 
병렬로 엮어나간다. 그 자체로 장엄한 이 전개 안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자연을 머금은 식재료를 찾는 
여정의 한 모퉁이에서 주인공이 부여잡는 어떤 인연의 
풍경이다. 그 만남은 우연이다. 그러나 그 뜻하지 않는 그 
마주침은 정성을 다한 요리들을 경유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필연으로 탈바꿈한다. 여기에는 단지 주인공의 아픈 
개인사만으로는 환원되지 않는 ‘관계’에 대한 통찰이 있다. 
우리는 모든 관계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영화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렇다면 끝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임지호 씨의 경우 인연의 끝을 
붙들기 위해 자신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을 온당히 혼자서 
거친 심호흡과 함께 묵묵히 해나간다. 그의 손을 거쳐서 
차려진 다채로운 요리들은 저무는 인연에 대한 그가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그의 요리철학은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절실한 애도였던 것이다. (박우성) 
 

박혜령
PARK Hye-ryoung

Hot Docs 2019	

Sydney Film Fest 2019

<The Wandering Chef> is a film about the culinary 
philosophy of adventurous chef Lim Jiho. To 
show his culinary philosophy, the director slowly 
conveys his sad personal history, his thoughts 
on ingredients, and the natural landscapes he 
ventures to. As his magnificent development 
begins, it is especially interesting to see when 
the chef has accidental yet fateful encounters 
that lead to finding new natural ingredients. 
Such encounters seem like destiny as he creates 
dishes with all his heart. Chef Lim Jiho's insights 
into ‘relationships’ thus extend beyond his sad 
personal history. All relationships someday end, 
but the film posits what can be done during those 
final moments. For Chef Lim, he takes a deep 
breath and quietly continues doing what he does 
best. The variety of dishes created by his hands 
are the least he can do for weakened bonds. His 
culinary philosophy is a sincere mourning for 
relationships that fade. (PARK Woosung)

South Korea｜2019｜87min｜DCP｜Color｜AP｜Ⓖ

원더링쉐프
The Wandering Ch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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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경쟁
Shorts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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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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메쉬 홀볼레 
Ramesh HOLBOLE

리디아 아프릴리타, 데이비드 다르마디 
Lidia AFRILITA, David DARMADI

차재민 
CHA Jeamin

배혜원 
BAE Hyeweon

Aagaswadi (2018)	

Chireband (2018) 	

The Visit (2016) 	

The Beauty of Bibi ka Maqbara (2016) 

Lidia AFRILITA	

Padang In Carnival (2009)

	

David Darmadi	

Bitter Death (2017)	

Crowded Bridge (2016)	

Journey of Java Minor (2014)	

Digital Native Padang Panjang: 

Reflection Aku Medium (2010)

Visions Du Réel 2019	

Sheffield Doc/Fest 2019

보초 서는 사람 On Guard (2018)	

12 Twelve (2016)	

히스테릭스 Hysterics (2014)	

독학자 Autodidact (2014)

최고의 녹차 The Great Green Tea (2018)	

김수영, 불온한 시절 Kim, Soo-young, 

the Period of Turbulence (2015)

식수 부족과 관개시설도 없는 환경에 지친 빔라오는 직접 우물을 파서 식수로도 쓰고 농장에도 쓰려한다. 풍력발전소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닥친 가뭄과 물부족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가스와디 사람들 이야기. 
 
With neither sufficient drinking water nor irrigation facilities, out of desperation, Bhimrao digs a well to quench his own as well as his 
farm’s thirst. This documentary portrays the people of Aagaswadi and their confrontation with drought and other adversities, as well as 
relations affected by it.

뜻밖의 한 무리가 쓰레기 매립지로 몰려든다. 낯선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지만 한가로운 그들의 
모습에 넋을 놓고 바라보게 된다. 이제 이 소들은 푸른 목초지가 아니라 이곳 매립지에 적응해 
생활하고 있다.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한가로이 풀이 아닌 쓰레기를 뜯고 있는 소떼의 충격적인 
하루.  
 
A parade of unexpected gleaners populates a landfill site. An unnatural, 
mesmerising sight unfolds; this herd of cows has adapted to life on pastures far 
from green.

연기란 무엇인가? 감정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감정을 표현한다는 건 진심일까, 모방일까.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아이라면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연기 
수업을 하는 아이들은 연기를 위해 이 질문에 응해야만 한다. 그때 아이들의 표정은 영화의 제목 ‘1보다 크거나 작거나’ 한 수를 생각하는 것처럼 미묘하다. 
선생님이 지시에는 곧잘 응해도 감정을 생각하며 반응해야 하는 연기는 아무래도 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래서 아이의 연기가 얼마나 뛰어난지, 혹은 재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관한 평가가 얼마나 진실에 가까운지 의심하게 된다. (허남웅) 
 
What is acting? It is a task to express emotions. Expressing emotions - is it a genuine emotional expression or is it an imitation? For 
inexperienced children, it is a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yetin an acting class, the children must tackle this veryquestion. The children 
display subtle facial expressions, thinking about numbers ""larger or smaller than one,"" the title of the film. They can respond well to 
the teacher's instructions, but it is unnatural for them to act and react while consciously thinking of their emotions. In that sense, we 
wonder how accurateevaluations of children's performances as actors can be. (HUH Nam-woong)

제목의 ‘표해록’은 1772년 제주의 선비 장한철이 과거 시험에 응하기 위해 배에 올랐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때 겪은 표류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다. 영화는 이 책의 
내용을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갔다가 고향 제주로 돌아온 후 ‘간첩’ 혐의를 받았던 강광보의 사연과 모로코에서 종교의 박해를 피해 제주도로 온 오마르의 사정 
사이에 병렬 배치한다. 시대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제주를 공통분모로 표류하는 이들의 처지는 같다. 반도에서 떨어져 섬으로 
존재하는 제주의 위치와 이들의 표류가 운명으로 묶인 듯하다. (허남웅) 
 
The title of the film, Days of Castaway, is from a book that records the drifting experiences of Jeju's scholar Jang Hancheol, who met 
a storm while sailing on land to take the state examination of Joseon Dynasty in 1772. The film juxtaposes the book's content with the 
story of Kang Kwangbo, who was accused of espionage after returning to his native Jeju from Japan, where he went to eat and live, and 
the case of Omar, who came to Jeju to escape the persecution of religion in Morocco. Although they do not live in the same time and are 
in different situations, they all drift around the space of Jeju in common. It seems that the geopolitical location of Jeju Island, which is 
separ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drift are fatally connected. (HUH Nam-woong)

India｜2018｜18min｜DCP｜Color｜KP｜Ⓖ Indonesia｜2019｜18min｜DCP｜Color｜AP｜Ⓖ

South Korea｜2018｜28min｜DCP｜Color｜WP｜Ⓖ South Korea｜2019｜39min｜DCP｜Color / B&W｜Ⓖ

메마른 마을 아가스와디
AAGASWADI

소의 하루
Diary of Cattle

1보다 크거나 작거나
Almost One

표해록
Days of Cast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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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렝 레안 캄
Sai Leng LEARN KHAM

라마나 둠팔라
Ramana DUMPALA

예뢴 반 데 스톡
Jeroen VAN DER STOCK

콩 치앙
Kong CHEANG

Children of Shan State (2017)	

Drowning a Thousand Islands (2016)

Glow Worm In A Jungle (2018) 	

Sandhavela (Eventide) (2018) 	

Akki (2018) 

National Film Awards, India 2019	

THE EXECUTION (2019) 	

HELLO, WE ARE WATCHING YOU (2019) 	

NIGHT HORSE (2019) 	

DREAM BOX (2017) 	

SILENT VISITORS (2012) 	

WILD BEAST (2008)

Sound of Sorrow (2019)	

Goodbye Again, Macau (2018)	

The Repeating Cycle (2016)

2009년 태국 종이비행기 날리기 대회를 석권한 몽은 태국대표로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지만 갈 수가 없다. 버마에서 태국으로 
불법이주한 부모 탓에 태국국적자가 아니기 때문.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결국 국제대회에 참가하게 된 몽은 입상을 하게 되는데.  
 
Back in 2009, Mong Thongdee was participated paper airplane competition in regional and national level and he won the first price in 
both competitions. He represents Thailand to compete for paper airpl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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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푸네 지방에는 나무와 새, 개와 고양이, 그리고 많은 책들로 둘러싸인 집을 볼 수 있는데 그곳엔 은퇴한 식물학 교수이자 작가 헤마 사네가 살고 있다. 
그녀가 들려주는 철학과 동식물에 대한 사랑과 교감,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결단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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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nimals, and her decision to not 
have used electricity ever in her life!

미국 조지아 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본 레이 스탠리의 사형을 집행한다. 사형집행관이 스탠리에와 참관자들에게 차례대로 집행과정을 설명한다. 실제 
사형집행과정의 음성기록을 바탕으로 구성한 실험단편.  
 
When the state of Georgia proceeds with the court-ordered execution of Ivon Ray Stanley, a correctional officer provides a step-by-step 
account of his death.

포르투갈 식민지를 거친 마카오에 대한 사적 관찰기록. 1인칭 시점과 응시하는 이미지를 통해 마카오를 여행하는 동안 주인공의 삶을 거쳐갔던 한 기혼여성이 
그를 스쳐간다. 이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여전히 낯설기만 한 마카오에 대한 기록.  
 
This is a personal exploration of the Portuguese post-colonized city, Macau. By observational images and first person narrative, a 
married woman passing by the protagonist’s life while he is traveling through his hometown, one in which he was born and raised and 
yet has increasingly come to feel foreign to him.

Myanmar｜2018｜24min｜DCP｜Color｜IP｜Ⓖ India｜2018｜12min｜DCP｜Color｜KP｜Ⓖ

Japan｜2019｜15min｜DCP｜B&W｜WP｜⑫ Macao｜2018｜27min｜DCP｜Color / B&W｜KP｜⑫

꿈을 날리다
Flying Dream

정글의 반딧불이
Glow Worm in A Jungle

사형집행인
The Execution

굿바이 어게인, 마카오
Goodbye Again, Mac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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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송캄 인두앙찬티 
Xaisongkham INDUANGCHANTY

프란틱 나라얀 바수 
Prantik Narayan BASU

박은선 
PARK Eunsun

함혜경 
HAM Hyekyung

A LONG WAY HOME (2017) 	

BECAUSE I AM A GIRL (2016) 	

THOSE BELOW (2015) 

Wathann FF 2019

Palace of Colours (2018) 	

Sakhisona (2017) 	

Wind Castle (2015) 	

Makara (2013)	

One, Two (2012)	

Late Vizolie Solizuo (2008) 	

A Short Life (2007)

Berlinale 2019

엄마의 공방 Mom’s Embroidery Room 

(2017)

냉정한 동반자 Relentless Companion (2018)	

터널 끝의 빛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2017)	

나의 첫사랑 My First Love (2017)	

어둠이 사라지고 Morning Has Broken (2016)	

럭키맨 Lucky Man (2015)	

멀리서 온 남자 A Man From Afar (2015)	

거짓말하는 애인 My Lying Love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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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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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avoiding her predatory stepfather. The years have seen her experience two divorces and abandonment by her older sons. It 
is music that makes it all bearable for her.

인도의 산탈리 부족에게는 자체의 문자 언어가 없었다. 그들의 이야기와 신화들은 구술전승을 통해 세대로 이어졌다. 한 여성이 창조의 기원과 최초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마을 주민들은 연례의식을 준비한다.  
 
The Santhali tribe of India did not have its own written language.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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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는 한 미술 작가의 셀프 카메라의 성격을 띤다. 셀프 카메라에는 촬영자의 얼굴이 드물게 등장하고, 작업 중인 손이 주로 담긴다. 보이는 것이 최소화된 
반면 셀프 인터뷰 형식의 목소리는 과잉되어 있다. 그 목소리는 예쁜 것을 주로 만드는 현재의 작업 스타일 뒤에 숨은 트라우마와 죄책감, 소외감을 드러낸다. 
그가 마주하는 트라우마는 누군가를 보는 것과 연관된다. 어떤 것을 쉽게 보여주고, 보곤 하는 세상에서 보는 것을 고민하는 나직하고도 단단한 목소리를 
들려준다.(김소희)  
 
The film takes the form of a self-portrait of an artist. The images of the self-portrait rarely show the photographer's face,but focusmainly 
onhis hands while shooting. While that which is visible is minimized, the self-interviewed voice dominates. The voice reveals the trauma, 
guilt, and alienation behind his current work style that focuses primarily on pretty things. The trauma he encounters is related to seeing 
someone. The film features a low-pitched and firm voice andexplores the notion of seeing in a world where people can easily show that 
which they choose. (KIM Sohee)

아베 코보의 『모래의 여자』 첫 문장을 비튼 제목이지만, 소설과 영화에 뚜렷한 공통점은 없다. 다만 화자가 일본어로 말하며 이야기에 사라진 남자가 
등장한다는 것 정도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직관적이고 개인적인 이유로 지었을 제목과 마찬가지로, 영화는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요소들로 구성된다. 
화자는 사라진 남자를 ‘그’라는 대명사로 지칭하는데, 실존 인물이라기보다는 허구이자 가상인 존재에 가깝다. 화자는 그를 매개로 감수성과 능력, 삶을 바라보는 
태도,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욕망과 시선 등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영상에는 현재와 과거, 건축과 자연, 움직이는 것과 정지된 것이 교차하는데, 이는 영화가 
시도하는 말 걸기와 조응하며 부드럽게 흐르면서도 때로는 고집스럽게 멈춘다.(차한비) 
 
The title of this film is a twist on the first sentence of Kobo Abe’s The Woman in the Dunes, but there is no distinct commonality between 
the novel and the film. The only thing that may be considered as common is that the narrator speaks in Japanese and that there is a 
man who disappears in the story. Just like the title of the film, which must have been named for an intuitive and personal reason, the 
film consists of elements that are difficult to discern. The narrator refers to the vanished man simply as “he,” who is closer to a fictional 
and virtual being rather than an actual person. Using “he” as a catalyst, the narrator discusses sensitivity, ability, attitude toward life, 
identity as an artist, desire, gaze, and more. On the screen, the present and the past, architecture and nature, the moving and the 
unmoving come together, flowing smoothly in line with the way the film speaks with stubborn stops at times. (CHA Han-bi)

Laos｜2019｜29min｜DCP｜Color｜KP｜⑫ India｜2018｜26min｜DCP｜Color｜KP｜Ⓖ

South Korea｜2019｜24min｜DCP｜Color｜WP｜Ⓖ South Korea｜2018｜13min｜DCP｜Color｜WP｜Ⓖ

영혼을 치유하는 노래
Music Saves My Soul

빛의 궁전
Palace of Colours

손, 기억, 모자이크
Hand, Remember, Mosaic

벌이 없으면, 도망치는 재미도 없다
No Fun Running Away with No B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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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용차오 
LEE Yong Chao

장지혜 
Jeehye Kay JANG

최혜원 
CHOI Hyewon

박문칠
Emmanuel Moon-Chil PARK

Blood Amber(2017

Burma Monk Life (2016)

Hpakant Jade Life (2015) 

Jade Man (2014)

Odense IFF 2019

Sabien & Anna (2019)	

It Gets Better (2018)

파란나비효과 Blue Butterfly Effect (2017)	

마이 플레이스 My Pla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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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은 자기 자신과 작품에 관한 짧은 설명으로 영화를 시작한다. 20대를 종료하는 시기에 접어든 감독은 선배 여성을 만나고자 하며, 그 이유는 그가 본인의 20대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50대 여성 카트린은 감독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흑인이자 여성으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통과해온 시간을 되짚는다. 감독은 그중 가장 
강렬한 기억을 스튜디오로 불러들여 배우를 통해 재연한다. 카트린의 피드백에 따라 연기는 점차 구체화되며, 카트린 또한 오래된 기억과 교감하게 된다. 이 경험은 카트린을 
정서적으로 자극하는 동시에 과거를 재인식하게끔 한다. 빗장을 걸어두었던 기억은 어떤 힘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다큐와 픽션이 결합된 흥미로운 실험이다.(차한비) 
 
The film begins with a brief explanation from the director JANG Jeehye about herself and her film. In the last years of her 20s, Jang looks for 
older women to ask about how they remember their 20s. She interviews Kathrine, a woman in her 50s, who recalls the times that she spent 
in her life, protecting herself as a Black person and as a woman. Jang takes the most powerful of Kathrine’s memories and has actors reenact 
them in a studio. With Kathrine’s feedback, the acting becomes more detailed, and Kathrine begins to interact with her memories from the 
past. This process not only stirs up her feelings but also allows her to see her past in a new light. How can memories that have been locked 
and hidden away move forward? This film is an intriguing experiment that brings together documentary and fiction. (CHA Han-bi)

말라버린 농작물과 높이 솟은 송전탑들 위로 끊임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곳은 충남 당진시 교로리,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이다. 날카로운 소음을 들려주며 
시작하는 영화는 곧 버려진 건물들과 탄가루가 들러붙은 나뭇잎들로 시선을 옮긴다.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나이 든 주민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 
그들은 활기찼던 옛 기억이나 병든 작물들에 대해, 병들고 죽어간 사람들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답답함에 대해 말한다. <화력발전소 옆 사람들>은 그렇게 그들 
곁에 조용히 서서, 외로움과 아픔과 쓸쓸함을 함께 호흡하려 한다. (손시내) 
 
Endless smoke is rising over dried crops and gigantic transmission towers. This is Gyoro-ri, Dangjin City, Chungnam and where a coal 
power plant is located. The film begins with sharp noises, and soon shifts to abandoned buildings and leaves covered with coal dust. The 
older residents of the neighborhood tell their stories. They talk about good old days when the town was more vibrant, then how their 
crops were going bad, and the people who are dying. They are frustrated because no one listens to their stories and clear the situation. 
The film wants to stand quietly beside them to share their loneliness and pain and tries to breathe with them. (SOHN Sinea)

대구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린 지 올해로 10년이다. <퀴어053>은 그 10년의 역사를 훑는 다큐멘터리다. 1, 2회 때만 해도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 '퀴어'라는 
단어는 생소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퀴어문화축제의 세가 커지고 보수 기독교 단체의 비상식적인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퀴어의 개념이 대구 시민들 사이에 
자리 잡고 퀴어를 향한 편견의 시선이 바뀌는 과정이었다. 시작할 때만 해도 서울의 퀴어문화축제에 영향을 받았던 대구는 이제 각지에 영향을 주는 행사가 
되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은 보수적인 지역의 시선도 바꾸었다. (허남웅) 
 
It has been 10 years since the Queer Culture Festival was held in Daegu. Queer053 is a documentary that traces its 10-year history. At 
the 1st and 2nd festivals, the word "queer" was unfamiliar in Daegu, "the sacred place for conservatism." Over the years, as the power 
of the Queer Culture Festival grew, so did the opposing voices of conservative Christian groups. It was a process by which the concept 
of queer was settled among the citizens and the prejudice toward queer was overcome in Daegu. Daegu's Queer Culture Festival, which 
was influenced by Seoul's Queer Festival at the beginning, is now an event that affects all parts of Korea. "Ten years is an epoch," which 
changes even the scenery of rivers and mountains, and it changed the perspective of conservative area. (HUH Nam-woong)

Taiwan｜2018｜26min｜DCP｜Color｜KP｜Ⓖ Denmark｜2019｜11min｜DCP｜Color｜Ⓖ

South Korea｜2018｜24min｜DCP｜Color｜WP｜Ⓖ South Korea｜2019｜39min｜DCP｜Color｜Ⓖ

전, 마, 하
Quan Ma He

리:플레이
Re:play

화력발전소 옆 사람들
The People Next to Coal Power Plant

퀴어053
Queer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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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카퐁 사란사테
Aekaphong SARANSATE

휴가 후미아리
HYUGA Fumiari

홍혜미
HONG Hyemi

설수안
SEOL Suan

Fon (2015)

Singapore IFF 2018

Syrians Next Door (2016) 	

Should Young People Shoot Guns? 

(2015) 	

The Fact of African American Protest 

Demonstration (2014)	

HOT DOCS 2018 - Galaxy Awards

익숙해 지는 데 걸리는 시간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Used to? (2018)	

공부차 Kungfu Tea (2017)	

Greasy Roots, Split Ends (2008) 	

불편한 식사 Complicated Order (2007)

2016년 감독 에카퐁의 삼촌이 부인과 함께 집에서 살해당했다. 1년이 지나고, 에카퐁은 고향으로 돌아가 삼촌의 과거를 추적하면서 그의 부재를 자각하게 된다.  
 
In 2016, Aekaphong's uncle was murdered in his house alongside his wife. A year later, Aekaphong returns to his hometown to 
investigate the man's past and come to terms with his 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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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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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가다>는 가족 뒷바라지만 하느라 존재가 희미해진 ‘나’가 자기만의 안식처를 찾아 나서는 단편 소설이다. 그에서 영감을 받은 
<19호실>은 영국의 작은 도시에서 사는 ‘나’가 자기만의 방에서 안식을 얻으면서도 또한 불안을 느끼는 복잡한 감정의 양상을 담고 있다.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얻은 19번째 집이면서 19호실인 이 공간은 자신의 집이지만, 타국이고, 머물기는 하지만, 한시적이고, 그래서 자유롭지만, 불안하기도 하다. 그것은 
아시아인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갖는 삶의 정체성이라 할 만하다. (허남웅)  
 
Doris Lessing's To Room Nineteen is a short story in which a woman, effaced behind her family, looks for her own place to rest. Inspired 
by it, Room 19 depicts the complex emotions of a woman who feels anxious, while finding rest in her own room in a small town in 
England. The space with room number 19, which is the 19th residence since her independence from her parents, is her home but not in 
her homeland. She stays there but only for a limited time, and she feels free there, but uneasy. It is a description of the identity of an 
Asian woman in the West. (HUH Nam-woong)

은행나무는 서울의 가장 흔한 가로수이자, 그리 환영받지 못하는 나무다. 이유는 딱 하나, 열매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때문이다. 누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할 일이고, 다른 누구에게는 그것이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할 일이다. 영화는 후자의 측면에서 은행나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업을 보여준다. 핵심은 
열매를 맺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일과 어린나무의 성별을 미리 감지하는 작업 등이다. 은행나무에서 이야기를 확장해나가는 과정도 흥미롭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은행나무의 안부를 묻는 마음이 무엇보다 궁금해진다. (김소희) 
 
Ginkgo trees are one of the most common roadside trees in Seoul, but are not much welcomed because of the bad smell of the fruit. 
For someone their bad smell is to be a thing that must be endured, and for someone else it is in needs of measures at a national level. 
In terms of the latter, the film shows the projects revolving around the ginkgo tree, which are planting male ginkgo trees without fruit 
instead of female trees, determining the sex of young trees in advance, etc. It is interesting to develop the story from a matter of ginkgo 
tree, but I am more curious about the mind of which the director asks how ginkgo trees are. (KIM Sohee)

Thailand｜2018｜27min｜DCP｜Color｜KP｜Ⓖ Japan｜2018｜20min｜DCP｜Color｜KP｜Ⓖ

United Kingdom｜2019｜9min｜DCP｜Color / B&W｜WP｜⑫ South Korea｜2019｜18min｜DCP｜Color｜WP｜Ⓖ

바다가 기억하는 것
The Sea Recalls

도쿄의 쿠르드 청년
Tokyo Kurds

19호실
Room19

불편
The Uncomfo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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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비전
Global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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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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나 트레스티코바의 다큐멘터리, 타임 랩스 스토리 텔링 
헬레나 감독은 약 50여 편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고 현재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체코의 대표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이다. 그녀는 한 인간을 오랜 시간에 걸쳐 관찰하는 타임 
랩스 다큐멘터리 양식을 개척한 독창적인 작가이다. 타임 
랩스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암스테르담 다큐멘터리 영화제 
마스터 클래스에서 그녀 스스로 자세히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인간이 실제 겪은 이야기와 작가가 꾸민 이야기 사이에 타임 
랩스 다큐멘터리가 놓여 있다고 말한다. 그녀에 따르면 실제 
겪은 이야기는 보통 ‘기억에 축적된 에피소드를 통합해서 
즉 이벤트, 상황, 태도, 발화, 감정의 혼란스러운 조각들에 
논리, 인과성, 의미를 부여해서 전체’를 만드는 반면 창조된 
이야기는 그와는 반대된 스토리 텔링을 취한다. 전체가 먼저 
구상되고 캐릭터, 이벤트 등이 창조된다. 타임 랩스 스토리 
텔링은 그 두 이야기 방식을 종합한다. 주인공들이 인생의 
카르마처럼 반복하는 행동, 태도, 감정에서 영화의 리듬은 
생성되고, 주제는 점점 더 선명해진다. 그녀는 자신이 네오 
리얼리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작가 
세자르 자바티니가 찬미했던 일상성의 미학의 다큐멘터리 
버전이 그녀의 작품 아닐까. (김선아)

Helena Třeštíková's Documentary, 
Time-Lapse Storytelling
Helena is a leading Czech director with more than 50 
documentaries in her filmography and is still active. 
She is an artist with the originality who pioneered the 
style of time-lapse documentary observing a person 
for a long time. The director once has elaborated 
about the time-lapse documentary at the Master 
class of IDFA. She says the time-lapse documentary 
lies between what people have actually experienced 
and what an author has plotted. According to her, 
an actual story is usually 'making a whole story by 
integrating the episodes that have been accumulated 
in memory, in other words, making the whole by 
adding logic, causality, and meaning to chaotic 
pieces of events, situations, attitudes, utterances, and 
emotions.' But the created story has the opposite 
process of storytelling. The whole frame of the story 
is designed first, and the characters, events, etc. are 
created. Time-lapse storytelling combines those two 
storytelling styles. The rhythm of the film is created 
from the actions, attitudes, and emotions that the 
protagonists repeat as if they are their karmas in life, 
then the theme becomes clearer. She said that Neo-
Realism influenced her a lot. Maybe her works are the 
documentary version of the aesthetics of everyday life, 
which was admired by the writer Cesare Zavattini. 
(KIM Sun-ah)

클로즈업：헬레나 트레슈티코바
Closeup: Helena TŘEŠTÍKOVÁ

STAFF

Producer Kateřina Černá 	

Cinematographer David Cysar 	

Editor Jakub Hejna 	

Sound Richard Muller 	

타임 랩스 다큐멘터리로 유명한 헬레나 트레스티코바의 
최신작. 헬레나 감독은 이 작품에서 체코 출신의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자인 밀로스 포만 감독의 ‘자유를 향한’ 
일대기를 다룬다. 아카이브 필름, 밀로스 포만의 인터뷰, 
밀로스 포만을 다룬 이전의 방송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푸티지를 연대기로 묶으면서 밀로스 포만이라는 한 인간의 
삶이 펼쳐진다. 이런 푸티지 작업은 2018년에 죽은 밀로스 
포만 감독을 회상하는 그녀의 방식, <오디션 Audition> 
등으로 그녀를 영화의 세계로 이끈 체코 뉴웨이브 
영화라는 역사(적 인물)을 담기 위한 그녀의 미학적 
선택이다. 작품에는 위대한 체코 감독을 자기 분석이나 
트라우마 심리분석이 아니라, 일생에 걸친 선택과 행동의 
흔적이 그 사람 자체가 되는 행동주의 카메라가 있다. 
헬레나 감독 특유의 ‘진실한 이야기를 쓰는 시간’(헬레나 
트레스티코바의 말)의 정직함은 여전하다. 찰나의 내밀한 
순간, 역사적 사건, 계속되는 유랑, 영화를 향한 의지는 서로 
휘감겨 밀로스 포만의 생을 진흙 속의 연꽃으로 만든다. 그 
위에서 부서지지 않는 인간은 위대하다는 헬레나의 게송이 
흐른다. (김선아) 
 

헬레나 트레슈티코바, 
야쿱 헤이나 
Helena TŘEŠTÍKOVÁ, 
Jakub HEJNA

Cannes 2019

The latest work of Helena Třeštíková, a renowned 
time-lapse documentary filmmaker. In this 
film, the director captures the life story of 
Milos Forman, a Czech film director who won 
the Academy Award for Best Director. Taking a 
chronological approach and using archive footage 
from Forman's films, earlier interviews and 
documentaries, the film frames the director's life. 
The documentary is her way of remembering 
the late director who passed away in 2018 and 
her aesthetic choice to capture the history of the 
Czech New Wave and its major figure who led her 
to the world of cinema through films like Audition. 
There is no self-analysis or psychoanalysis but 
a behavioral camera in which one’s choices and 
actions in life become himself. Honesty, which 
makes her films unique, is still there like her own 
words, “a time for writing a true story”. A brief 
moment of intimacy, a continuous wandering and 
the will to film, intertwine and the life of Milos 
Forman becomes the lotus flower from the mud. 
Man, who remains unwithered, is great. Her verse 
flows.(KIM Su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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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만 VS 포만
Forman vs. Fo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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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레나 트레스티코바 감독의 다큐멘터리는 ‘타임 랩스 
다큐멘터리’라 불리운다. 타임 랩스 다큐멘터리 방식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한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방식을 말한다. <말로리의 수난>은 헬레나 
트레스티코바 감독의 타임 랩스 방식으로 만든 전작인 
<마르첼라>와 <레네>와 마찬가지로 말로리라는 마약 
중독자 여성을 13년 동안 촬영한 작품이다. 마약 중독자 
상태에서 감독과 만난 말로리는 그 후 아이를 낳으면서 
마약을 끊었지만 가난과 실업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알콜 중독자 남자친구의 불안정한 관계는 지속되고 
마약의 유혹은 그녀를 평생 쫓아다닌다. 그럼에도 말로리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집을 구해 아들과 함께 살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한 인간의 중독을 벗어나려는 일생에 
걸친 투쟁은 카메라가 함께 한 13년의 시간으로 숭고하게 
보이면서도, 동시에 한 번 잘못된 과거로 평생을 고통받는 
인간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연약함 또한 드러낸다. 헬레나 
트레스티코바 감독의 타임 랩스 다큐멘터리는 그 아이러니, 
강인함과 연약함의 아이러니를 지닌 게 바로 인간의 
삶이라는 걸 보여준다.(김선아) 

헬레나 트레슈티코바, 
Helena TŘEŠTÍKOVÁ, 

Hot Docs 2016

Director Helena Třeštíková's film is called a"time-
lapse documentary.” The time-lapse documentary 
approach focuses on how a person's life changes 
over time. Like the director's previous time-lapse 
documentaries Marcela and René, Mallory follows 
a female drug addict, named Mallory, for thirteen 
years. Mallory met the director when she was still 
a drug addict, but she quit as she gave birth to a 
child. However, she could not escape from poverty 
and unemployment. Her alcoholic boyfriend 
makes her life more unstable, and the temptation 
of her past addiction seems to chase her almost 
eternally. But Mallory does not give up hope of 
becoming a social worker and finding a home 
to live with her son. The nobilityof the life-long 
struggle to escape one's addiction is captured 
over thethirteen years that the camera follows 
its subject. However, theweakness of humanity 
also stands out, as the film depicts a portrait of 
an individualcondemned to a lifetime of suffering 
due to the sins of her past. Helena Třeštíková's 

time-lapse documentaries tell us that human 
life exhibitsan ironic mix of both strength and 
weakness. (KIM Su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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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리의 수난
Mal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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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Richard MÜLLER

제작 기간이 무려 35년인 헬레나 트레스티코바 감독의 
또 다른 역작 <결혼 이야기>. <결혼 이야기>는 1980년 
이바나 Ivana 와 바크라프 Vaclav 부부의 결혼식 전날 
밤에 시작해서 그들이 결혼 35년을 맞이하던 2015년 
12월 겨울까지를 촬영한 작품이다. 약 35년의 실제 시간을 
103분의 스크린 시간에 담기 위해 헬레나는 제목 그대로 
한 부부의 ‘결혼’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것도 아주 
평범하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부의 결혼 
이야기에 말이다. 자식이 다섯이라 조금 많기는 하지만 
그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독립시키기 위해 인생을 다 보낸 
한 노부부의 삶을 보면서 관객인 우리는 인생을 무엇이라 
생각해야 할까. 가장 긴 실제 시간이 압축된 헬레나 감독의 
또 다른 타임 랩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는 결국 인간의 
생은 동물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를 만나게 된다. 누구의 눈에는 너무 평범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지만 사실 인생의 진실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다큐멘터리. (김선아) 
 

헬레나 트레슈티코바, 
Helena TŘEŠTÍKOVÁ, 

Doc Leipzig 2017

Another accomplished work of Helena 
Třeštíková that took 35 years to complete. It is a 
documentary that filmed one couple's shared life, 
Ivana and Vaclav Strnadovi from the day before 
their wedding in 1980 to their 35th anniversary 
on December 2015. To capture 35 years in a 
103-minute screen, the director focuses on a 
couple’s story of “marriage” as the title suggests. 
And it is a marriage story of the most ordinary 
couple. How will audience define the word ‘life’ 
while looking into the lives of an old couple who 
spent all their life raising and disciplining five 
kids? Watching this time-lapse documentary with 
fairly long period of shooting, we end up facing 
a truth that is hard to accept; human life is no 
different from that of animals. For some, it is 
about daily lives where nothing really happens but 
it tells that therein lies the truth of life.
(KIM Sun-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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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이야기
A Marriag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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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WAY 

영화감독 에드위드 버틴스키, 제니퍼 베이치월 그리고 
니콜라 드 팡시에의 충격적인 영화 <인류세: 인간의 
시대>는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공포스러우면서도 장엄한 
여정을 소개한다. 1만년의 인류 문명에 대한 댓가로 
지구에게 지워진 무거운 짐에 대해 반성하기 위해, ‘인류세 
워킹 그룹’이 4 년에 걸쳐 제작한 이 영화는 우리가 지구에 
남겨놓은 가차없는 흔적들을 다루고 있다.   
‘인류세’는 우리 인류가 지구와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20 세기 중반에 제안된 (‘홀로세’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지질 시대와 관련이 있다. 이미 3 
개의 도시를 삼켜버린 거대한 기계로 작동되는 독일의 
광산에서부터, 대규모의 철강공장이 지배하는 러시아의 
도시들과, 압수된 일 만 마리 분량의 코끼리 상아가 
불타오르는 아프리카의 들판에 이르기까지, 이 영화는 
우리에게 사실을 강제로 주입하는 대신 예리한 감각의 
이미지들을 통해 인류의 숨막힐 듯 거대해진 진보의 규모를 
암시한다.  
이 영화는 경이로운 이미지들을 통해 숭고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농업 단지로 전환된 영국의 방공호나, 불법적으로 
입수한 상아 대신 수천 년 동안 빙하 속에 보존되었던 
거대한 맘모스의 상아로 거래 종목을 바꾼 홍콩 무역상의 
경우처럼, 낙관적 세계관도 제시한다.(피어스 콘란) 
 

제니퍼 베이치월, 
에드워드 버틴스키, 
니콜라스 드 펜시에르 
Jennifer BAICHWAL, 
Edward BURTYNSKY, 
Nicholas de PENCIER

Sundance FF 2019	

Berinale IFF 2019

Filmmakers Edward Burtynsky, Jennifer Baichwal 
and Nicholas de Pencier bring us on a terrifying 
and awe-inspiring journey across the world in 
their devastating work Anthropocene: The Human 
Epoch. A rumination on the heavy tole our planet 
has had to pay during just 10,000 years of human 
civilization, the film, developed over four years by 
the Anthropocene Working Group, considers the 
inexorable imprint we’ve left on the earth. 
Anthopocene refers to a proposed new geological 
epoch (following the holocene) that would 
begin in the mid-20th century, as our species 
began to leave a profound impact on the planet 
and climate. From a mine worked by colossal 
machines in Germany, that has already swallowed 
three towns, to Russian towns dominated by 
gigantic steel work plants, all the way to a field in 
Africa where the confiscated ivory trunks of 10,000 
elephants are set ablaze, this transfixing tone 
poem largely refrains from force-feeding us facts, 
instead allowing images to suggest the scale and 
breadth of humanity’s breathless advance.  
Yet this film, which revels in the sublime through 
extraordinary images, also finds points of 
optimism, from a British bomb shelter converted 
into a farming complex to an ivory trader in Hong 
Kong who switched from illegally sourced ivory 
to mammoth tusks preserved for millennia in 
glaciers to continue producing his artwork. 
(Pierce CONRAN)

Canada｜2018｜87min｜DCP｜Color｜KP｜Ⓖ

인류세: 인간의 시대
Anthropocene: The Human Ep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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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을에 대량의 대나무가 배에 실려 바다를 건너 
들어오고, 커다란 경극장이 세워진다. 대나무를 엮어 올린 
독특한 형상의 경극장은 그 골격만으로도 장엄한 기운을 
내뿜는다. 높이 솟은 대나무 골격 사이를 넘나들며 대나무를 
엮고 지붕을 올리는 인부들의 행위는 그 자체로 위대한 
곡예가 된다. 홍콩에서 오랜 역사를 이어온 대나무 경극장은 
단순히 공연을 올리는 공간, 그 이상의 의미를 담는다. 
특히나 경극을 완성하는 숨은 조력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품는다. 대나무를 엮는 곡예사부터, 소품을 나르는 일꾼들, 
의상과 화장을 매만지는 분장사들, 무대 뒤에서 감독하는 
연출가, 극장 앞에서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관객까지, 
대나무 극장 안팎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은 무대 위 배우들이 
보여주는 경극보다 흥미롭다. 경극을 둘러싼 여러 층위의 
군상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며 경극을 
완성한다. 그들의 삶의 단편은 대나무 경극장이 왜 신들과 
사람들의 공간인지를 증명해준다. (이종현) 
 
 

척 청
CHEUK Cheung

My Way (2012)

In a village, a large amount of bamboo is carried 
by boat across the sea, and a large Chinese opera 
theater is built. It is made with a unique shape 
by weaving bamboo poles, and the framework 
alone gives off magnificent energy. The working 
process of the builders weaving bamboo and 
setting up the roof while climbing up and down 
is an excellent acrobatic performance in its own 
right. The Bamboo Theatre has a long history in 
Hong Kong, and it ismuch more than just a space 
for performances. In particular, the film follows 
the stories of the hidden helpers who complete 
the Chinese opera. There are acrobatic bamboo 
weavers, workers carrying props, makeup artists 
readying costumes and makeup, the director 
behind the scenes, and the audience paying 
homage to the gods at the front of the theater. 
In fact, the variety of people in and out of the 
Bamboo Theatre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Chinese opera performed by the actors. The multi-
layered crowd surrounding the Chinese opera 
silently play their parts in their positions and 
complete the performance. The fragments of their 
lives prove why the Bamboo Theatre is a space for 
gods and people. (LEE Jong-hyun)

Hong Kong｜2019｜75min｜DCP｜Color｜WP｜Ⓖ

대나무로 엮은 경극장
Bamboo Theatre



글
로

벌
비

전

Global Vision

88 89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STAFF	

Producer Lihong KONG Chantal 

CROUSEL	

Cinematographer WANG Bing, 

Bingyuan XU 	

Editor Gong LIYO 	

Sound Emmanuel SOLAND

왕빙의 작업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과정과 마오이즘의 
광기가 사회를 휩쓸던 시기 정치적 압제에 대한 구술을 
기록하는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아름다움은 자유에 
있다>는 <중국여인의 연대기>(2007)과 <사령혼: 
죽은 넋>(2018), 그리고 멀게는 왕빙의 최초 극영화로 
기록된 <바람과 모래>(2010)의 연속선상에 있는 영화로 
1950년대 공산당이 주도한 반우파 운동이 중국사회를 
휩쓸던 시절, 서북부 간쑤성에 있는 강제노동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을 담고 있다. 당시 3천명이 
넘는 수용자 대부분이 아사한 악명 높은 이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예술가, 철학자 가오 에르타이는 감금되어 있는 
동안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떠오르는 단상들을 
자투리 종이에 기록해 옷 틈에 숨겨두었고, 60년이 지나 
카메라 앞에서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둔 기록을, 그 기록이 
소환하는 당시의 상황을,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사상의 
일단을, 자신의 삶을 구술한다. 
 
<아름다움은 자유에 있다>는 구술사가 지닌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로 남을 것이다. 영화의 대부분은 
고정된 카메라가 의자에 앉아 구술하는 가오를 비추는데, 
왕빙의 전작들이 보여준 영화에 비해 시각적이고 극적인 
충격은 덜하지만, 감정적 동요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적어둔 메모를 읽고 당시 상황을 구술하는 가오의 
모습과 다큐멘터리스트 왕빙의 모습이 자꾸만 겹친다. 
 

왕빙
WANG Bing

Dead Souls (2018)

Mrs. Fang (2017)

Bitter Money (2016)

Til Madness (2013)

Three Sisters (2012)

Wang Bing's works could be divided into two 
different themes. One is from the observation 
and recording of the alienated people in Chin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And the 
other is recordings of oral statements about 
the political oppression when the madness of 
Maoism was winning the society. <Beauty Lives 
in Freedom> is a continuation of the <Fengming, 
a Chinese Memoir> (2007) and <Dead Souls> 
(2018), as well as <The Ditch> (2010), Wang Bing's 
first feature film, in a broader sense. The story 
follows the testimony of a survivor from the labor 
camps in Gansu province in northwestern China 
when the anti-Russian movement led by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as sweeping through 
Chinese society. The film is with the artist and 
philosopher Gao Ertai, who survived the infamous 
prison camp, where most of over three thousand 
prisoners at the time were starved to death. 
While he was at the camp, he wrote down what 
happened in there and his random thoughts on 
small pieces of papers, carefully folded and hid 
in his ragged clothes. Sixty years later, Gao sits 
in front of a camera and narrates what he wrote. 
Circumstances of the time his writings summoned, 
his thoughts on art and beauty, and his life were 
all written in microscopic letters. <Beauty Lives in 
Freedom> will remain as evidence of the power 
that oral history holds. Much of the film shows 
Gao sitting on a chair and dictating, so it is less 
shocking in visual and dramatic impact than the 
previous works of Wang Bing. But it is enough to 
evoke and touch the emotion. And how Gao read 
his notes and dictates the circumstance at the 
time overlaps the documentarist, Wang B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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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움은 자유에 있다
Beauty Lives in Freedom

중국과 북한의 국경도시 단둥을 배경으로, 평범한 중국 
중산층 가정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돌아보는 독특한 
다큐멘터리. 10년도 지난 낡은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화면 
속에서 한 커플은 사랑에 들떠있다. 남자는 호기롭게 
허세를 부리고 여자는 그런 남자를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그렇게 행복하던 커플이 결혼을 하고 이혼 한지 15년이 
지났다. 그 동안 각자 재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아들은 아버지를 찾아 과거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아버지를 
카메라에 담는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그리고 
중간중간 등장하는 10년 전 그들의 행복했던 한 때. 실제 
감독이 이혼한 부모를 찾아 인터뷰를 하고 현재 모습을 
담아 완성한 영화로,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부모에게 
바치는 일종의 응원이자 용서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 새해를 
맞이하는 7일 동안 전체를 아이폰 X로 촬영하고 보관하고 
있던 10년전 부모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테이프에 담긴 
영상으로 재구성해서 완성한 흥미로운 영화다.  
한국관객에게 가슴 아픈 장면 하나. 아버지가 단둥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불법으로 국경을 건너온 
북한여성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뉴스에서 접하던 
익숙한 이야기지만 여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단의 
아픈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토니 탄
Tony TAN

Set in Dandong, the border city of China and 
North Korea, The couple is Not the Same Birds 
is a unique documentary that looks back upon 
the meaning of love through a Chinese family 
from the ordinary middle class. On a screen of 
an old video tape that is older than 10 years, a 
couple is captured, deeply in love. Man tries to 
look masculine and woman looks at him with 
affectionate eyes. The happy couple marries, 
divorce, and 15 years passes. Each remarries 
and starts new family. The man’s son goes to his 
father, asks him about the past and his camera 
captures the father answering. He also films 
his mother spending quality time with her new 
family. The couple’s happy moments of 10 years 
ago are also shown. The director went to his 
divorced parents himself and filmed their current 
life to produce this documentary. It is his message 
of support and forgiveness to his parents. This 
interesting film was shot with iPhone X for seven 
days during the Chinese New Year and composed 
of footages from his parents’ 10 year-old video 
tape. 
There is a scene particularly poignant to Korean 
audience. Talking about his life in Dandong, the 
father mentions a North Korean woman who 
illegally crossed border. It can be a familiar story 
on the news but reminds of a painful reality of 
division that we still need to pay attention to.

China｜2019｜89min｜DCP｜Color｜WP｜Ⓖ

원앙새는 없다
The Couple Is Not the Same Bi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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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Katerina SUVOROVA, 

Yevgeniya PLAKHINA, 

Maria MUSKEVICH	

Cinematographer Aigul 

NURBULATOVA, Katerina 

SUVOROVA, Aidos NURBULATOV	

Music NINETY ONE BAND Macro/

micro TOOMY SIMPSON 	

Sound Ilya GARIEV

<Ninety One: 세상에 맞서다>는 등장과 함께 카자흐스탄 
사회에 문화적 충격을 안겼던 보이밴드 나인티 원 Ninety 
One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최근 아시아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류와 한국 아이돌 문화의 영향을 받은 
듯 세련된 스타일과 외모, 그리고 현대적인 사운드와 음악을 
선보이는 이 보이밴드는 카자흐스탄에서 뜨거운 논쟁과 
격론을 불러일으켰다. 십대들의 뜨거운 지지만큼 보수적인 
사회 주류로부터 격렬한 비난과 항의를 받게 되면서, 
카자흐스탄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세대적 
갈등과 대립들이 촉발되는 계기가 된 것. 동시에 도시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이 겪고 
있는 전통과 세계화의 충돌, 도시와 농촌의 빈부 격차와 
문화 격차, 그리고 오랫동안 사회를 지탱해온 수직적인 
정치적 시스템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갈등까지, 전환기의 
카자흐스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종이의 역할을 했다.  
한국 TV예능 프로그램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나인티 원이 콘서트 투어를 다니는 
동안 그들에게 환호하는 팬들과 항의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사실 이 영화가 가장 주목하는 
건 보이밴드를 둘러싼 사회적 담론보다 대기실에 앉아 
들려주는 독백을 통해 들려주는 그들의 내면과 속내들이다.  
 

카테리나 수보로바
Katerina SUVOROVA

Medianstan (2015)	

Sea Tomorrow (2016)

Ninety One: Face the Music is a documentary 
about Ninety One, boyband that sent shock 
waves through the Kazakh society with its debut. 
Displaying a sophisticated style and look, the 
band performs contemporary sound and music 
that seem to have been influenced by Korean 
wave which has a strong impact on Asian pop 
culture today. It ignited heated debates and 
discussion. As the band received strong criticism 
and protests from the conservative mainstream 
society as much as it received ardent support 
from teenagers, it triggered societal, cultural and 
generational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in the 
Kazakh society. At the same time, it acted as a 
litmus paper revealing problems in this rapidly 
growing society in transition; clashes between 
tradition and globalization, financial and cultural 
gap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nd conflicts 
between individual freedom and the vertical 
political system that has been supporting the 
country for long. 
Although the film shows cheering fans of Ninety 
One, which also appeared on Korean TV show, I 
Can See Your Voice and attracted Korean viewers’ 
attention, and protesters during its concert tour, 
it is not really about social discourse surrounding 
the band but what is deep in the hearts and minds 
of the band members, which are heard through 
their monologue in the waiting room.

Kazakhstan｜2019｜73min｜DCP｜Color｜IP｜⑫

Ninety One: 세상에 맞서다
Face the Music

STAFF

Producer HOU Hsiao-hsien, 

Michelle CHU, TIAN Hsin-hua,

HUANG Dan-chi

Cinematography

YANG Li-chou, Yuki CHU

Editor YANG Li-chou, HSU Tzu-Wei,

TSENG Chun-Kai, DUAN Pei-yau

Sound TIAN Hsin-Hua,

LIAO Lu-chen

Music KO Chih-hao, LEE Che-yi 

중국 전통인형극의 전설적인 존재인 리탄루와 그의 아들 
천시황은 미묘한 관계에 놓인 부자이다. 천시황은 어머니의 
성을 따라 아버지와 성씨가 다르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인형극 극단에서 전통예술을 전수받아 늘 부의 
그늘 아래 놓인다. 천시황은 아버지의 명성으로부터 
출발했지만, 독자적인 극단을 창립하고 본인만의 인형극을 
무대에 올리며 독립한다. 인형극을 향한 그의 열정과 조예는 
단순한 가업을 넘어서는 예술의 경지를 보여준다. 대중은 
그의 예술성에 경의를 표하고, 국보라 칭송하며 화답한다. 
그러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인생을 바쳐 계승한 
인형극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현대 사회는 전통예술의 
가치를 인정할지언정, 더 이상 관람하지 않는다. 관람객도, 
공연 장소도, 명맥을 이을 후대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첸 
시황은 조급해진다. 인형극의 쇠퇴 속에서 그도 어느덧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다. 공연을 올리고 싶어도 힘에 
부치고, 자신의 기예를 전수하고 싶어도 제자가 부재하다. 
영화를 통해 인형극의 체계를 남기려는 첸 시황의 진정은 
어딘가 모르게 애달프다. 제작 기간만 십년이 넘는 영화는 
프레임 가득 인형극 장인의 고뇌를 담으며 특유의 진중함을 
구축한다. 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한 예술가의 삶의 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 성찰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종현) 
 
 

양리초우
YANG Li-chou

The Moment (2016)

Bridge Over Troubled Water (2013)

Young at Heart Grandma Cheerleaders 

(2011)

The Long Goodbye (2010)

Beyond the Arctic (2008)

Hong Kong IFF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endary figure of 
Chinese puppet shows Li Tian-lu and his son Chen 
Hsi-huang is rather delicate. Chen Hsi-huang has 
a different family name to his fatherbecause he 
took his mother's maiden name. However, his life 
has always been overshadowed by his father, as 
Chen was trained at his father's theater company 
and inherited the traditional art since he was little. 
Although Chen started working due to his father's 
fame, he later established his own theater company. 
Then he became independent while presenting his 
puppet show on the stage. His profound knowledge 
and skill as well as his passion for puppet shows is 
state of the art, and not just a mere family business. 
The public pays homage to his artistic value and 
praises him as a national treasure. However, the 
puppet show that he inherited from his father 
and devoted his life to loses its place in the world. 
Modern society recognizes the value of traditional 
art, but the public no longer watches it. Chen feels 
anxious and impatient as the number of visitors, 
performance venues, and members of the future 
generation willing to carry on his art all dwindle. He 
became old like his father while the puppet show 
decays. He struggles with his strength although he 
wants to perform, and he is unable to find students 
to pass on his art to. Chen Hsi-huang's sincere effort 
to pass on the art of puppet theater through the film 
is heartbreaking. The film has been in production 
for more than 10 years and depicts the agony of the 
master while building a unique and dignified story. 
The attitude of the artist to accomplish this life-long 
task conveysa soul-searching message in this fast-
changing world. (LEE Jong-hyun)

Taiwan｜2018｜98min｜DCP｜Color｜KP｜Ⓖ

희몽인생: 아버지와 아들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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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Flore COSQUER 	

Cinematographer Naziha AREBI 	

Editor Ling LEE alice POWELL 

maya HAWKE 	

Music katya MIHAILOVA 	

Sound giovanni BUCCOMINO 

2019년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영화를 언급하려면 
<사마에게>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시리아 내전과 
알레포 봉쇄를 다룬 영화들은 꽤 있지만 <사마에게>가 
보여주는 시각적 충격과 감동은 꽤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2011년 아랍의 봄이 촉발한 민주화를 향한 열망이 
시리아로 번지면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정부군이 
시위대를 잔혹하게 탄압하면서 시리아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복잡한 이슬람 종파의 셈법과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개입으로 내전의 양상이 아주 복잡해진다. 그리고 
2016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북부도시 알레포를 
러시아와 정부군이 봉쇄하기 시작하면서 고립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영화는 2012년 시리아 알레포를 배경으로 당시 
대학생이었던 와드의 모습에서 시작한다. 카메라를 들고 
시위에 참여하던 대학생 와드는 의사의 신분으로 부상당한 
시위자들을 돕던 하잠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다. 그리고 딸 사마가 태어난다. 4년이 
지난 2016년, 봉쇄가 시작된 알레포에 남은 남편 하잠은 
러시아의 공습과 정부군의 총탄에 부상당한 시민들을 
치료하고 알레포의 현실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알린다. 
와드는 사마의 곁을 지키며 거리와 병원에서 일어나는 지옥 
같은 일상,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연대와 조국에 
대한 사랑, 여전한 희망과 유머를 카메라에 담아낸다. 딸 
사마와 조국 시리아에 보내는 엄마 와드의 감동적인 러브 
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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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Sama is one of the movies that garnered great 
attention in 2019. There are many films that cover 
the Syrian civil war or the blockade of Aleppo 
but the shocking images and touching moments 
shown in For Sama will linger on. As aspirations 
for democratization triggered by the 2011 Arab 
Spring spreads out, mass protests breaks out in 
Syria. The brutal repression of anti-government 
protests by Bashar al-Assad's regime ignites a civil 
war. Complicated motives of Islamic sects and the 
interven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including 
Russia, adds to the complexity of the war. In 
2016, as Russia and government troops begins 
to blockade Aleppo, a rebel-held northern Syrian 
city, hundreds of thousands of isolated citizens 
faces a moment of desperation. 
The film, set in the Syrian city of Aleppo in 2012, 
starts with Waad who was then a university 
student. Participating in a protest with camera on 
her hands, she fells in love with Hamza, a medic 
who helps injured protesters and marries him. 
And her daughter, Sama is born. 4 years after the 
protest, Aleppo is blockaded and Hamza remains 
to treat the citizens injured by Russian attacks 
and the bullets of the regime forces and lets the 
world know the reality of Aleppo through the 
Internet. Waad with Sama beside her, captures in 
her camera, the horrible realities on the streets 
and in hospital, solidarity of neighbors and love 
towards their home country, hopes and humors. 
A touching love letter of a mother to her daughter 
Sama and to her home country 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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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에게
For Sama

이 다큐멘터리는 여성축구 대표팀의 시선으로 본 포스트-
혁명 시대 리비아의 젠더 스케이프이다. 2011년 리비아에 
아랍 스프링이 당도하고 42년의 독재 정치가 막을 내렸을 
때, 사람들은 드디어 자유가 찾아왔다고 기대했다. 
여성축구대표팀도 비로소 국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여성축구팀이 대회 출전 준비를 
시작하자마자, 종교계와 이슬람 민병대, 그리고 미디어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된다. 
영화는 리비아의 여성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변하지 않는 
사회와 싸우며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5년이 넘는 
기간동안 기록한다. 이들의 싸움은 혁명 이후 리비아에서 
여전히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자리에 대항해 여성들 개개인이 
일상에서 싸우는 삶의 과정과 병행한다. 리비아 혁명의 
최전선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내전의 소용돌이로 
휘말려 들어가는 나라에서 그들 자신이 여전히 주변화되고 
열외로 취급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제 혁명의 희망은 
사그라들기 시작했지만, 그녀들은 멈추지 않는다. (홍소인) 
 

나지하 아레비
Naziha AREBI

Freedom Fields (2018)

Toronto IFF 2018	

BFI 2018	

IDFA 2018	

CPH:DOX 2019

This documentary is the genderscape of Libya in the 
post-revolution era from the view of the national 
women's football team. When the Arab Spring 
arrived in Libya, and the 42-year dictatorship ended 
in 2011, the public thought that the freedom came 
at last. The national women's football team was 
also hopeful that they could finally compete in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But as soon as the 
team starts preparing for the competition, they are 
intensively attacked by religious groups, Islamic 
militias, and the media. 
 The film records how the members of Libya 
national women's football team are heading toward 
their dreams as they battle the never-changing 
society for more than five years. Their fight goes 
hand in hand with the life processes that each 
woman fights against in her daily life and against 
the position still imposed on women in Libya after 
the revolution. Despite being at the forefront of 
the Libyan revolution, women find themselves 
still being marginalized and sidelined while their 
country was dragged into the whirlwind of civil war. 
Now the hope for the revolution is beginning to 
fade, but they do not stop. (HONG S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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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의 구장: 리비아 여성축구대표팀 
Freedom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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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Radwan MUJIB SIDDIQ, 

Nasrul HAMID BIPU

CINEMATOGRAPHER 

Sadik AHMED

EDITOR Sen NAVNITA

MUSIC Debojyoti MISHRA

Sound Kenneth BASUMATARI

우리가 잘 모르는 방글라데시의 탄생과 역사에 대한 입문 
가이드. 1971년 파키스탄의 일부였던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독립하게 된다. 하지만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지고 셰이크 라흐만 초대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국을 주도해나간다. 그러다 1975년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에 의해 아내와 가족들이 암살 당하는 데, 이때 
장녀였던 하시나는 당시 서독을 여행 중이라 위험을 
모면했고 이후 영국과 인도로 망명하며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정치에 뜻을 품은 하시나는 1981년 방글라데시로 
돌아와 아와미 연맹을 이끌며 정치인으로 경력을 시작한다. 
1996년 처음으로 총리에 선출된 하시나는 최근 4번째 
총리에 선출되었다.  
<하시나: 방글라데시의 딸>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방글라데시의 정치상황과 정치인 하시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는 다큐멘터리는 아니다. 방글라데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인물인 하시나 총리의 
성장과정과 방글라데시 현대사 그 자체인 그녀의 인생을 
자료화면과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하는 드라마적인 구성을 
가진 다큐멘터리로 볼 수 있다. 올해 방글라데시에서 
다큐멘터리로서는 드물게 극장개봉하며 큰 성공을 거두며 
화제를 모았다.  
 

칸 피플루
Khan PIPLU

Hasina: A Daughter's Tale (2018)

An introductory guide to the beginning and history 
of Bangladesh. In 1971, East Pakistan, which was 
a part of Pakistan, gained independence as the 
state of Bangladesh. The troubled new state, 
however, soon fell into chao and its first president 
Sheikh Mujibur Rahman led the new nation. And 
in 1975, a group a junior army rebels assassinated 
Sheikh Mujib and most of his family but the oldest 
daughter Hasina survived as she was travelling 
West Germany at the time and later fled to Britain 
and India, not being able to return to her home 
country. Having political ambition, she came back 
to Bangladesh in 1981 and started building her 
career as a politician, leading the Awami League. 
She was first elected prime minister in 1996 and 
recently sworn in as prime minister for a fourth 
term. 
Hasina: A Daughter's Tale is not a documentary 
that attempts to appraise the complex political 
situation of Bangladesh or stateswoman Hasina. 
It is rather a documentary with dramatic 
components that is composed of footages and 
interviews of Hasina who is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figure in the history of Bangladesh 
and shows her coming of age and life which is 
the country’s modern history itself. The film 
played in the theater this year, which is rare for a 
documentary in Bangladesh and achieved a great 
success, garnering much attention.

Bangladesh｜2018｜72min｜DCP｜Color｜KP｜Ⓖ

하시나: 방글라데시의 딸
Hasina: A Daughter's Tale

STAFF	

Producer Alexander Wadouh 	

Cinematographer Michael Latham	

Editor Katharina Fiedler	

Sound Leo Dolgan	

Music Aaron Cupples

전 세계적인 난민 문제는 영화감독들 사이에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지만, 가브리엘 브래디의 색다른 데뷔 작품인 
<굶주린 귀신들의 섬>처럼 공감하며 이 주제를 다룬 경우는 
드문 것 같다. 호주의 크리스마스 아일랜드에서는 매년 이 
지역 고유의 붉은 게 수백만 마리가 공원 순찰대의 보호와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며 도로와 숲을 통해 이동한다. 
또한 이 섬에는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난민수용소가 있으며 
망명신청자들을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구금하며 절차를 
처리한다. 이곳에서는 이따금 가족들도 분리되어 수용된다.   
이 다큐멘터리는 망명신청자들의 감금 경험과 붉은 게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담은 경이로운 이미지들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감독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포 린 리라는 외상전문상담사로, 수용된 사람들을 
상담해주면서 그녀 역시 직업의 특성상 어려움을 겪는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의 직업은 사람들이 외상 경험에 
대응하도록 돕는 것이지만, 이 환자들은 여전히 그 경험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영화의 제목은 현지 
말레이시아계 중국인들이 이승과 저승 사이에 갇혀 떠도는 
조상들의 영혼을 기리는 풍습을 인용한 것으로, 이 제목은 또 
다른 불편한 비교점을 환기시킨다. (피어스 콘란)
 
 

가브리엘 브래디
Gabrielle BRADY

Visions du Réel 2018	

Tribeca FF 2018

The global refugee crisis has become a hot topic 
among filmmakers but rarely has the subject 
been dealt with so empathetically as in Gabrielle 
Brady’s idiosyncratic debut Island of the Hungry 
Ghosts. Christmas Island in Australia is home to an 
endemic species of red crab which migrate in their 
millions across roads and through forests each year, 
protected by park rangers and undisturbed by the 
local human population. The island is also home 
to the Christmas Island Detention Centre, which 
processes asylum seekers for months or even years, 
often breaking up families as they reach their doors.  
Brady’s point is clear, as her documentary 
juxtaposes stunning images of unimpeded red crab 
migration with the shackled experiences of asylum 
seekers on the island. Her main protagonist is 
the trauma counsellor Poh Lin Lee, who provides 
therapy for people housed in the center yet is 
herself struggling with the nature of her work. As 
she explains, the point of her profession is to help 
people cope with traumatic experiences, but on 
Christmas Island, her patients are still in the middle 
of theirs. The film draws another uncomfortable 
parallel through its title, which references the 
local Malay Chinese community who pay tribute 
to the wandering spirits of their ancestors who 
were trapped between homes and between worlds. 
(Pierce CONRAN)

Germany, United Kingdom, Australia｜2018｜94min｜DCP｜Color｜KP｜Ⓖ

굶주린 귀신들의 섬
Island of the Hungry Gh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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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ZHANG Yang 

Line Producer CHENG Zhenyou

DOP GUO Daming

Sound YANG Jiang, ZHAO Nan

Editor WEI Le, ZHANG Yang

한 초등학생의 뒤를 따르는 카메라. 중국 윈난성(雲南省) 
다리시(大理市)에 있는 마오마오쿨초등학교에 다니는 
취훙루이(曲洪銳)의 기말고사를 담는다. 기말고사는 
목표를 이뤄야만 하는 다양한 학교 밖 참여 활동으로 
구성된다. 훙루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여러 
상황에 직면한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거나, 클라이밍에 
성공해야 하거나, 파란색과 분홍색 사이에서 친구들과 
의견이 갈릴 때, 이를 해결해야 하거나... 훙루이는 협력과 
갈등, 조정이라는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만들어내야만 
하고, 또 받아들여야만 한다. 영화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살아내야 하는 법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른’의 눈이 포착해내는 의미 
작용일 뿐, ‘어린이’에게는 그저 도전적인 경험의 연속이다. 
또 다른 ‘어른들’은 ‘어린이’의 이런 경험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하고 구조화하며,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촬영이라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영화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훙루이의 도전과 눈물, 성취와 좌절의 대상화를 통해 
어린이와 어른을 여러 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시선들을 
문제화한다. (임대근) 
 
 

장양
ZHANG Yang

UP THE MOUNTAIN (2018)	

SOUL ON A STRING (2016)	

PATHS OF THE SOUL (2015)	

FULL CIRCLE (2012)	

DRIVERLESS (2010)

A camera follows a primary school student. His 
name is Qu Hongrui, and the film is about his final 
exam at Mao Mao Cool Primary School in Dali 
City, Yunnan Province, China. The final exam is to 
participate in a variety of out-of-school activities 
with must-achieve-goals. Hongrui faces different 
situations that he needs to solve by himself, such 
as buying something in the market, climbing 
up successfully, and settling the argument of 
classmates about what to choose between pink 
and blue. Hongrui has to create and accept the 
process and result, while he cooperates, conflicts, 
and coordinate with his friends. The film tells us 
that we always have to find a way to live where 
we are. However, it could be only those 'adults' 
who are trying to find meanings in those tasks. 
For 'children,' it is just a series of challenging 
experiences. Other 'adults' organize and structure 
this experience of 'children' in the name of 
education, and most of all, record it as a film. The 
film challenges the gazes that surround children 
and adults through Hongrui's challenge, tears, 
achievements, and frustrations. (LIM Dae-geun)

China｜2019｜92min｜DCP｜Color｜WP｜Ⓖ

마오 마오 쿨 초등학교의 기말고사
Mao Mao Cool

STAFF	

Producer Mario Zamora, Stefan 

Schmitz, Luisa Matienzo	

Cinematographer Giuseppe Truppi, 

Javier Barbero	

Editor Cristobal Fernandez	

Sound Oscar Vincentelli

마드리드에서 활동하는 레온 시미니아니 감독은 자신이 
좋아하는 케이퍼 무비를 언젠가는 직접 만들어보겠다는 오랜 
꿈을 가지고 있었다. 2013년도에 읽게 된 지역 신문의 기사로 
인해 ‘엘 플라코’ 또는 마드리드 노동자들의 친구 '발레카스의 
로빈 후드'라는 흥미로운 별명으로 알려진 은행 강도와 만나 
5년 동안이나 친분을 맺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스페인 수도의 거대한 지하수로망을 통해 갱단을 이끌었던 
범죄자에게 매료된 감독은, 임신 중인 여자친구 인호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감된 도둑에게 접근한다. 시미니아니가 
여러 차례 감옥을 방문하면서 호기심을 갖게 되자, 인호아 
역시 점점 열광하게 된다. 그녀는 태어난 아기를 키우면서도, 
플라코의 범죄를 추적하는 감독의 공모자가 된다. 잔소리나 
해대던 그녀의 욕구는 마드리드의 좁은 지하수로로 
시미니아니가 직접 내려가게 할 정도의 집착으로 변했던 
것이다. 이 지하수로 장면들은 최근 기억나는 영화 중에서 
가장 밀실공포증을 유발시키는 영화를 만들어낸다.   
마드리드의 은행 강도에 관한 다큐멘터리처럼 보이는 
<케이퍼 무비 제작설명서>는 영화작품의 발생 배경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일 뿐 아니라, 영화감독의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감독이 플라스틱 가면을 쓴 
자신의 주인공을 지상세계에서 만나게 될 때, 이 영화 속의 두 
개의 세계는 두 젊은 아버지들이 두려움과 걱정을 쏟아 놓는 
솔직한 대화 속에서 충돌하면서 합쳐진다. (피어스 콘란) 
 
 

레온 시미니아니
León SIMINIANI

Mapa (2012)	

El Premio (2011)	

Limites 1 persona (2009)

Madrid-based documentarian Leon Siminiani has 
always been fascinated by heist films and has long 
dreamt of making his own. Little did he expect 
that a local news item in 2013 would set him on 
a five-year-long journey that would see him grow 
close to a bank robber known as El Flaco (or more 
colourfully as the ‘Robin Hood of Vallecas’, a 
working class neighbourhood of Madrid).  
Fascinated by the criminal’s exploits that saw him 
lead a gang through the vast subterranean sewer 
networks of Spain’s capital, he approached the 
jailed thief against the protestations of his pregnant 
girlfriend Ainhoa. Yet as Siminiani sates his curiosity 
through several meetings at the jailhouse, Ainhoa 
also grows fascinated and becomes his accomplice 
as he attempts to retrace Flaco’s crimes while 
also raising their newborn child. What begins as a 
nagging itch turns into something of an obsession 
for Siminiani which brings him all the way down 
into the narrow Madrid sewers in what may be the 
most claustrophobic scenes captured for the cinema 
in recent memory.  
While ostensibly a documentary about a Madrid 
bank robber, Notes for a Heist Movie is equally 
fascinating as an idiosyncratic look into the life of 
its filmmaker, not to mention a document of the 
film’s own curious genesis. When the filmmaker 
finally meets his subject (wearing an eery plastic 
mask moulded to his face) on the outside, the two 
worlds of the film collide and merge into frank 
discussions of the fears and doubt of two young 
fathers. (Pierce CONRAN)

Spain｜2018｜90min｜DCP｜Color｜KP｜Ⓖ

케이퍼 무비 제작설명서
Notes for a Heist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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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Mario Zamora, Stefan 

Schmitz, Luisa Matienzo	

Cinematographer Giuseppe 

Truppi, Javier Barbero	

Editor Cristobal Fernandez	

Sound Oscar Vincentelli

<킹 뉴욕>, <악질 경찰>의 아벨 페라라 감독은 
미국독립영화의 거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뉴욕언더그라운드를 배경으로 B급영화 정서와 거친 폭력의 
세계를 창조하며 독창적인 스타일을 선보여온 감독이 
1970년대 문화를 주도하고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뉴욕의 
단관 극장과 독립영화관들의 흔적을 따라간다.  
영화는 사이프러스 시골마을 출신 닉의 어린 시절에서 
출발한다. ‘좋은’ 영화에 대한 충실한 지지자이자 뉴욕에 
남은 마지막 독립영화관들을 소유하고 있는 닉은 관객의 
변화와 멀티플렉스의 진출과 급속한 상업화로 기울어진 
영화산업의 변화에 맞서는 마지막 보루 같은 존재다. 
뉴욕으로 이민을 온 뒤 십대 시절부터 맨해튼 극장에서 일을 
시작했던 닉의 기억과 인연을 따라가며, 60년대와 70년대 
뉴요커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제는 사라진)바로넷 & 코로넷 
Baronet & Coronet 극장, 시네마 1,2 & 3 극장 등 이제는 
문화유산으로 남았거나 개발로 사라져버린 극장들을 찾아 
나선다. 그리고 당시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영화들의 장면과 
사진자료, 그리고 닉의 기억들을 모아 7, 80년대 뉴욕을 
관통하던 시대정신과 문화에 대한 향수와 애정을 담은 
헌사로 완성해냈다. 
 

아벨 페라라
Abel FERRARA

Alive in France (2017)	

Pasolini (2014)	

Welcome to New York (2014)	

4:44 - Last Day on Earth (2011)	

Napoli, Napoli, Napoli (2009)

Abel Ferrara, the director of <King of New York> 
and <Bad Lieutenant>, is well known as a master 
of American independent film. Through his films 
he present san original style combining B-movie 
atmosphere with the harsh violence of the New 
York underground. Now he follows the traces of 
New York's theaters and independent cinemas 
that led the culture and was loved by the public 
in the 1970s. The film begins with Nick, and his 
childhood in a countryside village in Cyprus. Nick 
is a loyal proponent of 'good' films who owns the 
last independent cinemas in New York. Also, he 
is the last bulwark against the shifts in the film 
industry, which have seen so much change in 
terms of audiences, the expansion of multiplexes, 
and rapid commercialization. The camera follows 
Nick's memories and ties after immigrating to 
New York and starting work at Manhattan Theaters 
in his teenage years. The New Yorkers loved the 
Baronet & Coronet (now gone), the Cinemas 1, 2 
& 3, and other theaters in the 1960s and 1970s, 
which now remain as cultural heritage sites or 
have disappeared due to development. Film 
scenes and photographs beloved by the public 
of the time, as well as memories of Nick, are also 
within the film. It is a nostalgic and affectionate 
tribute to the culture and spirit of a time where 
cinema culture penetrated New York in the 1970-
80s.

USA, Greece｜2019｜81min｜DCP｜Color｜AP｜⑱

프로젝셔니스트: 아벨 페라라와 70년대 뉴욕
The Projectionist

STAFF	

Producer ZHANG Yan

Cinematography ZHANG Mengqi

Editor ZHANG Mengqi

Music ZHANG Mengqi

Sound ZHANG Mengqi

어느 작은 마을, 낡은 벽에 글귀가 적혀있다.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다. 마을에 사는 노인들에게 초상화를 
그려주는 소녀는 이 오래된 정치 슬로건에 의문이 든다. 
정말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 수 있나요? 소녀의 물음은 
초상화의 대상인 마을에 사는 노인들의 삶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모택동 초상화 아래 앉은 늙은 노인은 과거 혁명시절의 
자신의 생애를 돌아본다. 노인은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하루 종일을 일해도 생계가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았다. 그의 전기 속에는 토지개혁,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중국의 역사적 사건이 담기고, 
중국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노인의 삶에서 모택동은 한줄기 
빛이 된다. 모택동 덕분에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었던 
노인에게는 분명 사회주의가 중국을 구했다. 노인은 창문을 
통해 모택동을 본다. 중국의 미래와 희망이 그곳에 있는 
것이다. 어쩌면 소녀가 그린 초상화가 그 마을, 그 노인들의 
창문이 될 수도 있겠다. 마을의 창은 중국의 사라지는 세대와 
희망을 가진 새로운 세대를 아우르며,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 
세대의 깊은 통찰을 담는다. 노인이 벽에 그려져 있는 자신의 
초상화를 보고 환하게 웃는다. (이종현) 
 

장 멩치
ZHANG Mengqi

Self-Portrait: Sphinx in 47 KM (2017)	

Self-Portrait: Birth in 47 KM (2016)	

Self-Portrait: Dying at 47KM (2015)	

Self-Portrait: Building a Bridge at 

47KM (2014)	

Self-Portrait: Dreaming at 47KM (2013)

In a small village, something is scribbled on an old 
wall. “Only socialism can save China.” A girl who 
paints portraits for the elderly in the village wonders 
about this old political slogan. Can socialism really 
save China? The girl's question can be answered 
by the subjects of her portraits, the elderly who 
are living in the village, and their lives. An older 
man sitting under Mao Zedong's portrait reflects on 
his life during the revolution. He lost his parents, 
begged on the streets, and even working all day, 
his life was still tough. His biography includes the 
historical events of China, such as the land reform, 
theGreat Leap Forward, and the Cultural Revolution. 
Mao Zedong becomes a ray of light in the older 
man's life, who lived through Chinese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For him, socialism certainly 
saved China because he was able to feed and clothe 
himself, thanks to Mao. He sees Mao through the 
window. China's future and hope are there. Maybe 
the portraits by the girl could be a window for the 
village and the elderly. The window of the village 
encompasses the disappearing generation of China 
and the new generation of hope while reflecting 
deep insights of all generations about China's 
future. The older man smiles brightly at his portrait 
on the wall. (LEE Jong-hyun)

China｜2019｜110min｜DCP｜Color｜WP｜Ⓖ

자화상: 47km 마을의 창
Self Portrait: Window in 47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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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Niamh FAGAN 	

Cinematographer Kim 

LONGINOTTO 	

Editor ollie HUDDLESTON 	

Music ray HARMAN 

영국의 다큐멘터리 감독 킴 론지노토는 팔레르모의 
태양과 피로 물든 거리에서 카메라를 든다. 그곳은 
레티찌아 바탈리아라는 유명한 사진작가의 활동 무대이다. 
시칠리아의 지역신문 『로라』의 사진작가였던 바탈리아는 
‘코사 노스트라 대학살'을 매일 기록했는데, 아침마다 
발견된 새로운 갱단의 시체들은 한 해 동안 1000구에 
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슈팅 마피아>는 바탈리아가 카메라를 들기 훨씬 
전인, 83세의 그녀가 16세에 시작하여 2년간의 스위스 
요양원 생활을 거쳐 결국 이혼하게 된 불행했던 결혼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서 시작한다. 연하의 연인들과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토론하기도 하는 론지노토의 영화는 
한 여성의 사적인 열정과 직업상의 위험을 연대순으로 
기록한다. 마피아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바탈리아는 
지중해 섬의 유혈사태를 촬영하던 기간 동안 저녁이면 
주차하고 집에 가기 전에 남자친구과 함께 동네까지 빙빙 
돌아야만 했다. 이 영화는 정치적 암살이 시칠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이탈리아 지역에까지 공포를 퍼트렸던 것처럼, 
그녀의 두려움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론지노토는 팔레르모 거리의 섬득하면서도 매혹적인 흑백 
사진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녀의 이야기를 구성하면서, 
카리스마 넘치는 한 인물의 개인적인 삶을 결코 끝나지 않을 
그 섬에서의 일상적 공포와 병치시킨다. (피어스 콘란)
 

킴 론지노토
Kim LONGINOTTO

Dreamcatcher (2015)	

Salma (2013)	

Pink Saris (2010)	

Rough Aunties (2008)	

Sisters in Law (2005)	

Sundance 2019	

Berlinale 2019	

Hot Docs 2019

Acclaimed British documentarian Kim Longinotto 
turns her lens to the sun-drenched and blood-
soaked streets of Palermo, the stomping ground 
of famed photojournalist Letizia Battaglia. As a 
photographer for the Sicilian newspaper L’Ora, 
Battaglia documented the daily carnage of the 
Cosa Nostra, as each morning would bring about 
a fresh battery of gangland corpses, which at their 
peak could reach 1,000 over the course of a year. 
Yet Shooting the Mafia starts long before Battaglia 
picked up a camera, as the genial 83-year-old tells 
of her deflowering at 16 and subsequent unhappy 
marriage, which included a two-year stint in a 
Swiss sanatorium before finally ending in divorce. 
Frankly discussing her long-time relationships 
with younger lovers (all of them photographers), 
Longinotto’s film chronicles a women’s personal 
passions and professional perils as Battaglia, 
known as she was to the Mafia, would often have 
to circle to block twice with her lover before 
parking and retiring for the evening during the 
many years she documented the bloodshed on 
the Mediterranean island. Shooting the Mafia 
shows us just how well-founded her fears were as 
political assassinations later send waves of terror 
throughout Sicily and the rest of Italy.  
Longinotto pairs the personal life of this 
charismatic figure with the never-ending daily 
terrors of the small island, framing her story with 
the photographer’s gruesome and spellbinding 
black-and-white shots of the streets of Palermo. 
(Pierce CON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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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팅 마피아
Shooting the Mafia

STAFF	

Producer Eva JACOBSEN, Katrin 

PORS, Mikkel JERSIN 	

Cinematographer omar SHARGAWI	

Editor Thomas PAPAPETROS 	

Music Anders AC CHRISTENSEN 	

Sound Ranko PAUKOVIC 

오마르 샤가위 감독은 사적인 다큐멘터리 <서양의 
아랍인들>에서 보이스-오버로 처리된 고백과 가족들의 
삶을 담은 장면들을 혼합시키면서, 전쟁으로 피폐해진 
팔레스타인을 떠나 덴마크에 정착한 아버지 무니르와의 
복잡한 관계를 털어놓고, 자신의 문화적인 정체성에서 비롯된 
내면의 분노와 혼돈을 드러낸다.  
12년간 촬영된 필름들을 편집해서 만든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샤가위의 영화는 그의 다큐멘터리 <하이파에서 온 
나의 아버지>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전에 만든 서사영화들의 
장면들과 비하인드 장면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장면들의 
특징은 아버지가 읽어 내려가는 시나리오의 대사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감독이 현실세계에서 아버지로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덴마크 여성과 결혼하고 
코펜하겐에서 세 자녀를 양육해왔지만, 결코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는다. 화를 잘 내는 그는 집에서 촬영된 
거친 입자의 장면에서 불같은 성미를 가진 주인공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뉴스에 그의 고향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면 
더 심하다. 마찬가지로 맹렬한 성격의 오마르는 아버지의 
성격을 물려받은 것 같아 고민한다. 
샤가위와 아스케 포스가 촬영한 <서양의 아랍인들>은 분노로 
날뛰는 남성과 이따금 유리가 박살나는 소리가 들리는 
들쑥날쑥한 장면들을 통해 감독 자신의 문화적 편견과 
혼란스러운 가정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본다. 
(피어스 콘란)
 

오마르 샤르가위
Omar SHARGAWI

1/2 Revolution (2011) 	

My Father from Haifa (2009)	

Go with Peace Jamil (2008)	

Berlinale 2019

In his searing personal portrait Western Arabs, 
director Omar Shargawi mixes confessional 
voiceover and private scenes of his family life as 
he lays bare his complicated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Munir, who fled a war-torn Palestine and 
settled in Denmark, while also exposing a well 
of inner anger and confusion that stems from his 
conflicted cultural identity.   
Cut from 12 years of footage, Shargawi’s brutally 
honest film, which expands on his previous 
documentary My Father from Haifa, includes scenes 
and behind-the-scenes footage from his previous 
narrative films, which featured his father speaking 
lines of dialogue that the filmmaker had perhaps 
hoped to hear from his lips in the real world. 
Though he married a Danish woman and fathered 
three children in Copenhagen, Munir never fully 
integrated into his new surroundings. Quick to 
anger, he makes for a fiery protagonist in grainy 
scenes shot in the family living room, particularly 
when fresh troubles from the homeland appear 
in the news. Meanwhile, the equally virile and 
ferocious Omar agonizes over his fears of having 
inherited his father’s explosive demeanour. 
Shot by Shargawi and Aske Foss, Western Arabs 
looks deep into the director’s cultural schism and 
turbulent family life through jagged footage that 
flares with roiling male anger and the occasionally 
sounds of shattered glass. (Pierce CONRAN)

Denmark｜2019｜81min｜DCP｜Color｜AP｜⑫

서양의 아랍인들
Western Ar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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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오 파이퍼
Mario PFEIFER

나탈리 큐비데스 브래디 
Natalie Cubides BRADY

아르만 골리푸르 다쉬타키 
Arman Gholipour DASHTAKI

에드 퍼킨스
Ed PERKINS

Backways (2019)	

Point of No Return (2017)	

About Education and Fear (2016)	

Corpo Fechado (2016)	

#blacktivist (2015)

Visions du Réel 2019

After the Silence (2018)

Visions du Réel 2019

Affidavy for khanali (2018)	

Beyond the fence (2018)	

Armeti (2018) 	

Captain22 (2018)	

Gonj(bee) (2016)

Garnet's Gol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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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enacted 
in a film studio. Ten citizens observe and comment on the case, which highlights 
the blurred distinction between civil courage and vigilante justice.

스코틀랜드의 원자력 발전소 해체 과정을 다룬 영화로, 원자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사라져버린 한 남성을 따라간다. 풍경과 시간, 폐허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 우리 세대가 유산으로 
남기는 흔적을 돌아보게 한다. 
  
About the decommissioning of a nuclear plant in Scotland, it traces a man who 
disappears while writing a report on the reactor. Concerned with landscape 
and time, exploring the nature of ruins, and asks what environmental scars our 
generation will leave behind.

베나즈의 꿈은 이란 축구팀과 유럽 최고의 축구 리그에서 뛰는 것이지만 이란의 작은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녀에게 너무 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미래에 대한 꿈과 가족과 축구에 대한 영화. 
  
 Behnaz is a talented football player. Her dream is to play for the Iranian football 
team and in the European leagues. But being a girl and living in a small town in 
Iran presents difficulties. A documentary about dreams, family and football.

아들의 친구가 살해당하자, 아들의 안전을 걱정하던 코넬리우스의 엄마는 런던 교외 
백인지역으로 이주한다. 인종차별주의자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코넬리우스는 그들과 하나가 되는 
방법을 택하는데. 
  
 After the high-profile killing of Damilola Taylor, Cornelius' family move out of 
London. But when they discover their new town is run by racists, Cornelius takes 
a drastic step to survive.

Germany｜2018｜39min｜DCP｜Color｜KP｜Ⓖ United Kingdom｜2019｜24min｜DCP｜Color｜AP｜⑫

Iran｜2018｜18min｜DCP｜Color｜AP｜Ⓖ United Kingdom｜2018｜27min｜DCP｜Color｜KP｜⑫

어게인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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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잡과 축구공
Beyond the Fence

이단아
Black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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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틴 리들, 프레데릭 슐드 
Valentin RIEDL, Frédéric SCHULD

카스파 아스트룹 슈뢰더 
Kaspar Astrup Schröder

카타지나 레스
Katarzyna LESISZ

우쿠 아구스틴
Ucu AGUSTIN

Hot Docs 2018 Don't Give A Fox (2019) 	

Big Time (2017) 	

Storm starter i skole (2015) 	

Mig Thai (2013) 	

Rent a Family Inc. (2012)

IDFA 2018

Sashka (2018)	

A New Tomorrow (2016)	

Our little game (2015)	

My brother's life (2014)

IDFA 2018

Those Who Burn (2015) 	

Farewell My School (2013) 	

Behind The Frequency (2013) 	

Death In Jakarta Reloaded (2012)	

Batik Our Love Story (2012) 

Producer Ucu AGUSTIN 	

Cinematographer Ucu AGUSTIN Dian 

RAISHA	

Editor Darwin NUGRAHA 	

Music Dira NARARYYA 	

Sound Ucu AGUSTIN dian RAISHA 

칼로타는 거울을 봐도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자신의 세계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어린 
아이에게 안면인식장애가 가져다 주는 혼란을 다룬 수작 애니다큐. 
  
 When Carlotta looks in the mirror, she doesn't recognize the image reflected back 
at her. This animated portrait explores the confusion that face blindness causes 
for a young child trying to make sense of her world.

11살 쌍둥이 자매 몰리와 스밀라의 세계로의 초대. 자폐증을 가진 두 소녀에게 ‘정상’이란 
무엇일까? 획일성이 미덕인 시대에 맞서는 용기와 진심을 노래하는 두 소녀의 이야기. 
  
11-year-old twin sisters Molly and Smilla take us into their world. Though they 
both have autism, this is a celebration of courage and authenticity in a time when 
uniformity is increasingly the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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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레아와 살사빌라는 각각 미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으며, 두 사람 모두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10대 소녀들이다. 장애를 지녔지만 자립심을 키워야 하는 두 소녀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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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y｜2018｜5min｜DCP｜Color｜KP｜Ⓖ Denmark｜2018｜33min｜DCP｜Color｜AP｜Ⓖ

Poland｜2018｜18min｜DCP｜Color｜AP｜Ⓖ Indonesia, USA｜2019｜34min｜DCP｜Color｜WP｜Ⓖ

칼로타의 얼굴
Carlotta's Face

판타지, 판타지
Fantasy, Fantasy

댄싱 포 유
Dancing for you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How Far I'll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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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스 지타이
Amos GITAI 매튜 카이 

Matthew KAY

스카이 피츠제럴드 
Skye FITZGERALD

찰리 타이렐
Charlie TYRELL

A Tramway in Jerusalem (2018)	

West of the Jordan River (2017)	

Rabin, the Last Day (2015)	

Words with Gods 

(segment "The Book of Amos") (2014)	

Tsili (2014)

Tribeca Film Festival 2019	

Sheffield Docfest 2019

101 Seconds (2018)	

50 feet from Syria (2015)	

Finding Face (2009)	

Bombhunters (2006)

Academy Award 2018

I Thought I Told You To Shut Up!! 

(2015)

Academy Awards 2019

카뮈는 1943-45년 가상의 독일친구에게 경고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보낸 편지를 모아 책으로 
발표한다. 여기에 영감을 받은 아모스 지타이는 감독이자 시민으로 사람들에게 대화를 건네려 
한다. 
  
 Inspired by Albert Camus, who published a series of letters to an imaginary 
German friend to likewise sound an alarm, Amos Gitai decided that he would try 
to initiate a dialogue and get people to listen to each other.

스모 여성 챔피언 히요리는 전통에 따라 21 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한다. 오랫동안 내려온 전통에 
맞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그녀가 넘어서야 할 장애물들에 대한 이야기. 
  
 Hiyori will have to retire at the age of 21. Fighting tradition, Hiyori embarks on a 
remarkable journey, confronting obstacles in an attempt to help change Japan's 
national sport forever.

리비아 난민들을 침몰하는 보트에서 구하는 독일 NGO단체 회원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 세계적 이슈가 된 난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호소하면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다. 
  
 Volunteers from a German non-profit risk the waves of the Mediterran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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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찰리는 어색한 관계였던 아버지가 죽은 뒤, 그를 좀 더 이해하고자 유품들을 뒤지던 중 
VHS 비디오테이프 무더기를 발견한다. 배우이자 감독 데이비드 웨인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Filmmaker Charlie Tyrell seeks to better understand his emotionally distant late-
father through the personal belongings he left behind... including a stack of VHS 
dirty movies. Narrated by David Wain.

Israel｜2018｜35min｜DCP｜Color / B&W｜AP｜⑫ USA, United Kingdom｜2018｜19min｜DCP｜

Color｜KP｜⑫

USA｜2018｜35min｜DCP｜Color｜AP｜⑫ Canada｜2018｜14min｜DCP｜Color｜KP｜⑱

가자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A Letter to a Friend in Gaza

스모선수 도전기
Little Miss Sumo

라이프보트
Lifeboat

아버지가 남긴 포르노 테이프
My Dead Dad's Porno T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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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드 베어벡 
David VERBEEK

조슬린 사브
Jocelyne SAAB

An Impossibly Small Object (2018)	

Full Contact (2015) 	

How to Describe a Cloud (2013)	

Club Zeus (2011)	

R U There (2010)

IDFA 2018

What’s Going On ? (2009)	

Dunia, Kiss Me Not On The Eyes (2005)	

The Lady of Saigon (1998)	

Once Upon A Time Beiru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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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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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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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banon｜2018｜7min｜DCP｜Color｜IP｜Ⓖ

중경의 래퍼들
Trapped in the City of a Thousand Mountains

조슬린 사브
Jocelyne SAAB

What’s Going On ? (2009)	

Dunia, Kiss Me Not On The Eyes (2005)	

The Lady of Saigon (1998)	

Once Upon A Time Beirut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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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ance｜2010｜34min｜DCP｜Color｜Ⓖ

베이루트를 떠나며
Beirut, Never Again

내 이름은 메이 시게노부
My Name is Mei Shigenobu

헌정상영: 조슬린 사브, 레바논 영화의 개척자
Tribute Screening: Jocelyne Saab, the Pioneer of Lebanese Cin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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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큐 쇼케이스
Korean Docs Show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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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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임신과 출산을 둘러싼 노력의 과정에서 깊게 새겨진 
시련과 문제의식 등을 담담하게 일기에 담는다. 이 과정에 
세 마리의 반려묘를 키우면서 얻는 성찰들, 캣맘/캣파로 
겪는 길고양이와의 관계들이 가지를 친다. 그렇게 부부의 
경험들은 생명의 탄생 및 보전을 둘러싼 질문을 발전시킨다. 
촬영을 주도해온 남편에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문제는 의심할 필요가 없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망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아내는 이 세상에 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운명을 걱정하면서 종종 자식 갖는 일을 회의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출산율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생명을 이어가는 일이 좋은 마음 하나만으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결과로 실행되지 않음을 겪으면서 부부에게는 
당황스럽고 슬프고 무서운 마음들이 들어선다. 그리고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다정한 부부는 이 상황을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좀 더 복잡하고 성숙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고민해간다.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을 가로막는 경제나 
환경을 가진 사회란 도대체 어떠한 곳이란 말인가? (채희숙) 
 

박일동
BAK Il-dong

일기는 그만쓰시고 영화를 보여 주시죠

The Graduation (2018)	

개가 있던 자리 They are not alone 

(2016)

Here is a couple who records all the pain and 
issues in their effort for conception and childbirth. 
Thy get insights from their three cats. They also 
take care of stray cats as cat mom and dad. The 
couple asks about the birth and preservation of 
living things. The husband considers childbirth 
and care as a natural human desire. However, his 
wife worries about the baby’s future and doubts 
about having a child itself. In fact, the birth rate 
rapidly decreases in society. The couple comes 
to realize that their good intention of giving birth 
doesn’t automatically lead to a good result. This 
truth makes them frustrated, gloomy, and fearful. 
They talk to each other to face their situation 
and start considering more complex issues of the 
society. What kind of society is it if its economy 
and environment hinder its members from giving 
birth to a new life?  (CHAI Heesuk)

South Korea｜2019｜84min｜DCP｜Color｜WP｜⑫

3억 분의 1: 난임부부 다이어리
Be My Baby

STAFF	

Producer 김동준 KIM DongJun 	

Cinematographer 김자양 

KIM Jayang	

Editor 김자양 KIM Jayang

<소년의 방>은 감독의 사촌 동생 태윤이 돌아왔다는 
소식으로 시작한다. 어린 시절, 홀로 아이를 돌볼 자신이 없던 
아버지에 의해 보육 시설로 보내졌던 태윤은 17살이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소년의 방’에 머문다. 그 사이 아버지는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어린 아들을 두었다. 영화는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함께 사는 이들을 향한 관심과 
염려에서 시작하지만, 자연스레 ‘가족’이라는 이름에 대한 
고민으로도 줄기를 뻗어간다.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 각자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가족들’이 있다. 누군가는 정상적인 
가족을 또 누군가는 다양한 가족을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가족들 모두 개인에게 슬픔과 아픔을 주는 것 같다. 그렇기에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면 된다는 말은 온화하지만 폭력적이다. 
<소년의 방>은 그러한 폭력을 만드는 구조를 골똘히 
바라보며 태윤과 걸음을 맞춰 걷는다.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도 태윤은 여전히 ‘가족’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어느새 카메라는 다시 소년의 방으로, ‘가족’에 
대한 질문을 품은 공간으로 돌아와 있다.(손시내) 
 

김자양
KIM Jayang

늑대탈 Wolf Mask (2016)

2018 DMZ국제다큐멘터링영화제 제작지원

Boy's Room begins with the news that the director's 
cousin, Tae-yoon, has returned. When he was still 
young, he was sent to an orphanage by his father, 
who did not know what to do with the little boy. 
Tae-yoon became seventeen and returned to 
'boy's room. Meanwhile, his father remarried to a 
Vietnamese wife and has a young son. The story 
starts with worries and concerns for those who live 
together with a door between them. But it naturally 
stretches to the name of 'family' and the thoughts 
behind the name. Everyone in the film has their 
definition of 'family members' that they think of 
and experience. It could be a typical family for 
someone, or a diverse family for someone else, but 
strangely they all seem to give sadness and pain 
to an individual. Maybe that's the reason saying 
things like be more understanding or accept how 
they are sounds mild but violent at the same time. 
< Boy's Room> walks with Tae-yoon side by side, 
while looking into the structure that creates such 
violence. Even after about two and a half years, Tae-
yoon still doesn't know what 'family' is. And before 
we know it, the camera returned to the boy's room, 
a space with questions about the family. 
(SOHN Sinea)

South Korea｜2019｜75min｜DCP｜Color｜WP｜Ⓖ

소년의 방
Boy's Room



한
국

다
큐

 쇼
케

이
스

Korean Docs Show
case

114 115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STAFF	

Producer 김성환 KIM seonghwan 	

Cinematographer 부성필 

BU seongpil 	

Editor 부성필 BU seongpil 	

Music 시와 siwa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장벽과 대면해야 
한다. 왜냐하면 꿈이란 주어진 삶을 넘어서 새로운 영역을 
향해 뻗어 나가므로 그 길에는 미지의 것에서 비롯된 
두려움과 위험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철규 씨는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에는 넘어야 하는 장벽이 있음을 안다. 
자기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고, 바깥에는 부당하고 
부주의한 사회의 한계가 부과하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장벽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담대하고 
당당하게 돌파해나간다. 그리고 그것은 혼자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철규 씨의 꿈이 정당한 권리로서 추구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고 주장하는 동료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이라는 
꿈이 현실이 되어 간다. 이러한 기행문의 곳곳에는 날카로운 
시선이 담겨있다. 이 기행문은 예민하게 이 사회의 장벽을 
고발하는 보고서가 되기도 하는 까닭이다. 한편 그 장벽을 
이기고 도달하는 경험의 기록들은 자유롭고 기쁘기 
그지없다. 철규 씨의 시점 쇼트들은 휠체어가 달리며 받는 
반동 때문에 덜컹거리면서도 거침없고 유려하다. (채희숙) 
 
 

부성필
BU Seong-pil

ACC 선택 아닌 권리 (2019)	

우리가 사랑하는 숲 (2019)	

마침내 극장-목욕탕을 지나야 입구 (2017)

If you want to achieve a dream, you should face 
your obstacle. A dream is about moving towards a 
new area from your current grounds. On the way 
to your dream, you inevitably encounter fear and 
danger caused by uncertainty. Chul-kyu knows 
that he should overcome numerous walls to reach 
his dream. While fear resides in him, society is full 
of risks caused by injustice and carelessness. He 
is aware of the barriers and boldly goes through 
them. However, he can’t realize his dream by 
himself. His dream trip to Jeju Island comes true 
thanks to the people who understand that his 
dream should be treated as a proper right. The 
film shows critical eyes here and there, which 
makes a travelogue into a reportage to disclose 
social barriers. It feels quite liberating to see how 
he overcomes obstacles. Though shots from his 
POV are shaky and unstable due to his wheelchair, 
they look fearless and smooth.  (CHAI Heesuk)

South Korea｜2019｜64min｜DCP｜Color｜KP｜Ⓖ

철규
Chul-kyu

STAFF	

Producer 김기홍 KIM Ki-hong, 

김대균 KIM Dai-Kynn, 

정인규 CHUNG In-Kyuu	

Cinematographer  KURITA 

Toyomichi, 김영노 KIM Young-Ro 	

Editor 박기용 PARK Ki-yong. 

이학민 LEE Hak-Min 	

Music  NAGASHIMA Hiroyuki	

Sound NAGASHIMA Hiroyuki, 

하남규 HA Nam-Gyu 

2018년 평창 장애인 올림픽을 담은 작품. 영화는 특별한 
이벤트로서 올림픽이나 이기고 지는 게임으로서 올림픽이 
아닌, 참여와 과정의 올림픽을 담는다. 영화는 경기가 
일어나는 평창의 공간과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담는다. 
기숙사에서 눈 치우는 사람, 경기장 뒤에서 연습하는 사람, 
경기장 인근에서 장사하는 사람, 휠체어를 타고 의족을 끼고 
경기 준비를 하는 운동선수들을 수평적으로 담아낸다. 사건을 
쫓아다니지 않고 공간에서 보여지고 읽혀지는 모든 것을 
가만히 품어낸다. 그렇게 모아낸 장면들은 자연스럽게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스포츠 정신과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장애인의 모습을 함께 녹여낸다. 일상의 공간과 
이벤트의 공간이 나뉘지 않고, 경기장 안의 사람과 경기장 
주변의 사람들이 나뉘지 않는다. 모두가 선수이고 모두가 
올림픽 참여자인 것이다. 영화는 사건이 아닌 공간에서, 
과장된 열광의 순간이 아닌 순수한 즐거움의 시간을 담아내고 
있다. 그래서 극적 긴장감보다 그 자체로 삶의 긴장이 
느껴진다.  (이승민) 
 

박기용 
PARK Ki-yong

목포의 눈물 Tears of Mokpo (2019)	

안산 Ansan (2018)	

재회 Old Love (2017)	

지옥도 Picture of Hell (2016) 	

연길 Yanji (2015)

This documentary covers the 2018 PyeongChang 
Paralympic Winter Games. Instead of focusing 
on the competitive nature of the game, Fear Not 
looks at the participation and the process of the 
Paralympic games. It focuses on Pyeongchang as 
a space and captures the daily lives of its people, 
horizontally looking at people who shovel the snow 
at the dorms, athletes practicing their games behind 
the stadium, merchants selling food and goods 
near the stadiums, and athletes in wheelchairs 
and prosthetic legs, preparing for a game. Rather 
than following certain events and incidents, the 
film quietly holds in everything that can be seen 
and read within a given space. And these scenes 
are infused with sportsmanship that transcends 
the physical limits of their bodies and the lives of 
people who overcome the physical limits of their 
bodies. Fear Not does not separate the competition 
space from the space of daily lives; it also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people within the 
stadiums and outside the stadiums. Everyone is an 
athlete, and everyone participates in the Winter 
Games. Focusing on space rather than incidents, 
the film depicts moments of pure joy rather than 
exaggerated enthusiasm. Perhaps that is why 
everyday tension of life permeates throughout the 
film instead of dramatic suspense. (LEE Seung-min)

South Korea｜2019｜102min｜DCP｜Color｜WP｜Ⓖ

두려워하지 마라
Fea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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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영화를 만드는 신지승, 이은경 부부의 접경지역 
마을영화. 정해진 주인공도, 찍는 사람과 찍히는 사람의 
경계도 없는 이 영화 속 하나의 일관성이라면 쉽게 주목 
받지 않을 것 같은 대상들을  담는다는 것이다. 트럭에서 
생활하는 자신과 가족에서부터, 가족과 떨어져 실종된 개, 
가족을 따라오고 싶어하는 떠돌이 개, 전쟁을 경험한 마을 
노인들이 이 영화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대상들이다. 
이들은 모두 안정된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 있거나 삶의 
터전에 대한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다. 영화는 그 대상들을 
전체 이야기의 맥락에 맞추는 대신 찍는 순간 그들이 가진 
삶의 고민을 그들이 느끼는 무게만큼 진지하게 다루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인다. 작품은 대상과 그를 보는 시선 뿐 
아니라 찍는 행위와 상영 과정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도 
고전적인 재현의 방식에 도전한다. 연출의 노출, 촬영과 
정해진 장소에서의 영사라는, 주류 영화에서 감추어진 
과정은 이 영화 안에서 감독의 가족이 잠시 속하게 된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가 된다. 다큐멘터리와 역사를 
같이 하는 오래된 주제이지만 아직도 유효한, 매체의 민주화 
문제에 대한 매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고민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설경숙) 
 

신지승, 이은경
SHIN Jiseung, LEE 
Eunkyoung

신지승

행복하시네요! You're happy (2013)

선비가 사는 마을 A Village Where a 

Scholar Lives (2009)

가재, 가래 그리고 삼각김밥 The Crayfish, 

the Wild-walnut Tree And 3-Sided of 

Gimbap (2005)

이은경

금광 속의 송아지 A Calf In a Gold Mine 

(2013)

숲속의 엄마 A Mother Who Lives in the 

Woods (2011)

살아가는 기적 A Living Miracle (2010)

It is the near-border version of the filmmaker 
couple who’ve been making ‘village films’. In this 
film without any protagonist or specific narrative, 
the only coherency is that it follows those who 
don’t seem to attract the other’s attention easily. 
Starting with the directors’ own family who live 
on a lorry, the insignificant ones including their 
missing dog, another dog they meet on the road 
and the old villagers who experienced the war 
are the subject the film pays attention on. Instead 
of showing them in accordance with the larger 
context or purpose of the film, the directors seem 
to be more interested in empathizing with the 
concern the subject has at the very moment of 
filming. The film extends its challenge against the 
conventional way of representation to the notion 
of film itself through the self-reflection on the 
activity of filming and projection. The process of 
staging, filming and projection, which are hidden 
in main-stream cinema, becomes festivity of 
everybody in the community the directors’ family 
temporarily belongs to. The film shows a very 
active and daring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of democratization of media, the ongoing but still 
valid discourse in documentary history. 
(Suan 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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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위의 빛들
The Lights on the Road

STAFF	

Producer 김태오 KIM tae-oh 	

Cinematographer 박헌준 PARK hun 

june 	

Editor 김태환 KIM tae hwan 	

Music 이창식 LEE chang sik  

<베짱이는 없다>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8 참여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페스티벌은 특정한 제약 없이 
참여자들의 자유롭고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 구성되는데, 
영화는 그들의 일상과 고민, 페스티벌 준비 과정을 차분히 
보여준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모여 각자의 공연을 
한다는 것 이외에 이들을 느슨하게 묶는 건, 이들이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학교에 다니고 회사에 출근하며 
평범하게 살다가도, 결국 하고 싶은 것을 잊지 못해 무대를 
찾고 노래하며 연기하는 사람들 말이다. 물론 그 길은 멀고 
힘들고 어렵다. 꿈은 밥이 되지 못하고, 앞도 잘 보이지 
않는다. 때론 관객이 없어 고민하고 일상은 아르바이트로 
채워진다. 그럼에도 이들은 꿈을 꾸며 행복과 불행 사이에 
서 있다. 영화는 그 삶을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함께 연습하고 서로 바라보며 웃는 모습, 다정한 
통화, 좋아하는 일을 왜 좋아하는지 말하는 얼굴들이 있다. 
시끌벅적한 시간이 끝나고 난 뒤의 텅 빈 공연장, 그 이후 
이어지는 각자의 시간에서, 영화는 앞으로도 계속 될 삶의 
온기를 찾는다. (손시내) 
 

배성수
BAE Sungsoo

The film tells stories of artists who participated in 
Seoul Fringe Festival 2018. The festival accepts all 
the new and diverse attempts and experiments 
as part of the festival without any restrictions. 
The camera quietly follows the participants' daily 
lives, their worries, and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festival. Besides the fact that they gather 
and perform at the same place, the only thing that 
loosely binds them is that they are the dreamers. 
They lead a typical life of going to school and going 
to work, and eventually find their ways back to 
singing and acting because they couldn't give up 
what they like. Of course, the road they chose is 
long, exhausting, and challenging. Dreams aren't 
meals, and you can't even see your next step. 
Sometimes there is no audience to perform for, and 
life is tough juggling with many part-time jobs. But 
still, they dream as they stand between happiness 
and misery. The film looks at those lives with a 
soft and warm gaze. There are moments that they 
practice together, looking at each other and smile, 
warm phone conversations, and the faces that they 
tell why they like what they like. The film finds the 
warmth of life that would continue at the empty 
concert hall after a performance, and at the time 
each of them will spend on their own. (SOHN Sinea)

South Korea｜2019｜62min｜DCP｜Color｜Ⓖ

베짱이는 없다
No One is Grassh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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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Naoyuki JINNOUCHI	

Cinematographer KATSUSHIGE 

WATANABE Toshimi IKEDA	

Editor  FUTOSHINOMURA	

Music  KENSAKUTANIKAWA	

Sound  MOICHIYOSHIDA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에 대한 거짓 자백을 강요받고 몇 
십 년을 감방에서 보내야 했던 이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을까? <옥우>의 다섯 할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자기 안에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 살아온 분이 
있는가 하면, 시를 쓰거나 운동을 하고 체스를 두고 
동료들과 우애를 나누면서 할아버지들은 상황에 지지 
않고 삶을 누리기 위해 애썼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무너져버리지 않고 자기를 지켜온 그들은 세상으로 
나와서도 몇 십 년간 단련된 면모를 지속한다. 재심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으려 노력하고, 매일같이 운동과 산책에 
나서며, 서로 만나 위로와 격려를 나눈다. 물론 이러한 
생활들이 트라우마나 회한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러나 
할아버지들은 또한 극도로 부당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자만이 가질 법한 허허실실 유머의 고수들이다. 
기나길었던 옥살이도 그들에게서 모든 자유를 앗아가지는 
못했다. 할아버지들은 무수한 통제 속에서도 삶이 얼마나 
강한 힘으로 자기 존엄성을 지켜낼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감독은 하카마다 할아버지와 겨룬 75번의 체스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채희숙)  
 

김성웅
KIM Sungwoon

Flower Grandmas(2004) 	

Fantasy Theater (2012) 	

SAYAMA: Until the Invisible Handcuffs 

Are Removed (2013)	

Freedom Moon(2015)

Here are five old men who were forced to make 
false confessions to crimes they did not commit 
and spent several decades in prison. Did their 
lives fall into a bottomless pit? The film focuses 
on their lives. One has created a new world within 
himself. Others write poetry, exercise, play chess, 
and spend time with friends. They have striven to 
enjoy their lives in harsh situations and refused to 
be overcome either physically or mentally to keep 
their dignity. Even after they were released, they 
stood tall. They try to make things right through 
retrials and keep their daily exercise routines. 
They meet every day to encourage each other. 
All this doesn’t remove any trauma and remorse. 
However, all the absurdity and injustice they had 
to endure made them take things as they were 
with humor and laughter. Besides, their long 
prison sentences didn’t take away their freedom. 
The five men show how humans can keep their 
dignity even in the midst of strict control. The 
director remains winless after 75 chess matches 
with Mr. Hakamada. (CHAI Heesuk)

Japan｜2018｜115min｜DCP｜Color｜IP｜⑫

옥우
Prison Friends

STAFF	

Producer 양희 YANG Hee

Cinematographer 허욱 Wook Steven HEO,

허윤 Yun Daniel HEO

Editor 허욱 Wook Steven HEO,

허준 Peter Joon HEO

<언더그라운드>는 일제 강점기를 떠받친 기업과 장소들의 
21세기 모습들을 스케치하고, 그곳이 과거에 어떻게 쓰였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동원했는지를 자막으로 메모한다. 또 그 
시대, 그 공간의 삶을 증언하는 말과 목소리를 덧댄다. 관광지 
또는 유적지로 과거를 기억하고자 하는 현대 국가기관의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기록들이 중첩되면서 비밀처럼 묻혀 
있는 역사가 발굴된다. 광산에는 강제징용이, 땅굴에는 
학살이, 묻혀 있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언더그라운드, 
즉 비밀스럽게 감춰지기를 희망하는 기반이다. 다양한 
풍경·자막·말·목소리 등 각각의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는 
스크린 위에는 어떤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해석이 실려 
있지 않다. 대신 영화의 시작과 끝을 현대 한국의 지하가 
장식하면서, 현대 한국사회가 일본을 건너 오키나와와 
제주도를 거쳐 세월호에 이르는 풍경들을 감싼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의 역사는 한국을 가리킨다. 영화의 
언더그라운드에는 제국주의 국가권력만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권력 역시 근대국가를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폭력과 
착취의 역사를 반복해왔다는 발화가 숨어있다. (채희숙) 
 

허욱
Wook Steven HEO

하드보일드원더랜드 

Hard-boiled Wonderland (2014)	

텍사스도넛샵 Texas Doughnut Shop 

(2003)

The documentary shows the current conditions 
of companies and places which were us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how many 
people were mobilized back then. The voice-
over explains the lives and places of the period. 
Government authorities try to commemorate the 
past as tourist attractions or historic sites. Buried 
histories are unearthed from several layers of the 
past. A mine preserves the history of forced labor; 
an underground tunnel maintains the memory of 
amassacre. Despite the authorities’ wish to keep 
them hidden, this is the truth of Japan’s imperialist 
underground. Elements of landscape, subtitles, 
voice-overs, words, and interviews on the screen 
don’t provide any decisive or direct interpretation. 
The film shows the images of Korea’s current 
underground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film 
and visits Japan’s Okinawa,Korea’s Jeju Island, and 
the site of the Sewol Ferrydisaster. Here we can see 
that the history of East Asia points at Korea. We also 
witness how the nation’s underground preserves 
the history of violence and exploitation committed 
by not only imperial powers but also Korean 
authorities in their effort to build a modern nation. 
(CHAI Heesuk)

South Korea｜2019｜72min｜DCP｜Color｜Ⓖ

언더그라운드
Under-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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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시작하면 어느 고요한 방이 보인다. <그곳, 
날씨는>은 그 방문 너머 창문 앞에 놓인 카메라가 보는 
풍경으로 진행되는 영화다. 그 화면에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빛과 그림자가 시시각각 변한다. 카메라는 줄곧 
창밖을 보고 있지만, 창에 비친 블라인드와 방안 풍경도 
이따금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여기 이 평면엔 창 
이쪽과 저쪽이 모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창에 비친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영화는 감독이 거주하는 미국 집에서 찍은 
타임랩스 화면에 한국에서 찍은 필름 이미지를 겹쳐둔다. 
그건 도시의 야경이거나 공원에서의 여유로운 한 때이기도 
하다. 고정된 카메라가 관찰하는 날씨와 계절의 변화 위에, 
다른 장소와 시간을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나 길거리의 
풍경이 중첩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거기’를 불러오고, 
‘지금’을 사는 동안 ‘그때’를 추억한다. 영화는 그렇게 
중첩된 화면들을 통해 빛과 시간의 흐름을,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감각하게 하면서, 그사이에 무수하게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세계의 쓸쓸한 정서를 전달한다. (손시내) 
 

이원우
LEE Won-woo

옵티그래프 Optigraph (2017) 	

붕괴 Collapse (2014) 	

막 the Membrane (2013) 	

두리반발전기Generator of Duriban 

(2012) 	

살중의살Flesh of flesh (2010) 

As the film starts, a quiet room appears. Weather, 
There is with the view from the room, through the 
camera in front of the window. On the screen, the 
leaves sway in the wind, and the light and shadow 
change every moment. Although the camera looks 
out the window all the time, the shades and the 
interior of the room reflected on the window come 
in sight sometimes. So, two places are existing 
on this flat surface of the window. And there is 
another world reflected on the window. The film 
superimposes images taken in Korea on the time-
lapse image taken in the US house where the 
director lives. Sometimes it is a night view of the 
city or relaxing hours in the park. The weather 
and seasonal changes observed by a fixed camera 
overlap the daily life of people living in different 
places and times or the street scenes. Being 'here' 
and also bring 'there' to 'here,' and live 'now' 
and remember 'then.' Through those overlapping 
scenes, the film conveys the flow of light and 
time, the difference between time and space, 
and the loneliness of the world that appears and 
disappears repeatedly and eternally. (SOHN Si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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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 날씨는
Weather, There

STAFF	

Producer Carine CHICHKOWSKY 	

Cinematographer 노영선

NOH Young Sun 	

Editor 노영선 NOH Young Sun , 

Céline DUCREUX 	

Music Betrand LARRIEU 	

Sound Marie BOTTOIS, 

Yumi SATOH, 노영선 NOH Young Sun

역사적 사건과 개인적 시간이 강화도의 ‘그녀’와 오키나와의 
‘그녀’를 잇는다. 강화도의 ‘그녀’는 한국전쟁 당시 어머니의 
등에 업혀 월남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일본인이며 전쟁을 
피해 일본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모른 채 살았다. 
가까운 이들의 연이은 죽음 이후, ‘그녀’는 홀로 강화도에 
산다. ‘그녀’의 지난 일을 한참 전하던 영화의 화자인 감독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여자’를 두고 비로소 ‘어머니’라 불러본다. 
오키나와의 ‘그녀’ 유키코는 감독의 외할머니이자 강화도의 
‘그녀’의 친어머니다. 감독은 더는 세상에 없는 유키코가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낸 오키나와로 향하고 그곳에서 유키코를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며 유키코가 머문 공간을 둘러본다. 
참혹한 전쟁 기억과 흔적. 그것은 유키코의 흔적이기도 하고 
유키코만의 흔적은 아니기도 하다. 카메라는 오키나와의 
유키코를 경유해 다시 강화도의 ‘그녀’로 돌아온다.  
그런 세 여인이 어머니와 딸로서 관계를 맺는 방식은 어쩐지 
닮았다. 인생의 시작점을 찾을 수 없었던, 어떤 한순간에 
생이 멈추어 서버린 듯했던 ‘그녀들’과 ‘그녀들’의 삶을 
이해해보려는 감독의 내면의 풍경이 애처로이 맞물리고 
교차하며 겹쳐진다. (정지혜) 
 

노영선
NOH Youngsun

야생자두 Prune Sauvage (2013)

IDFA-Amsterdam

Historical events and personal experiences connect 
a woman in Ganghwado with a woman in Okinawa. 
The woman from Ganghwado defected from North 
Korea as a child on her mother's back during 
the Korean War. The woman from Japan lived a 
long time without even knowing her mother was 
Japanese, and went back to Japan to escape the 
war. After the deaths of people close to her, ‘she’ 
lives alone on Ganghwado; the director, who also 
narrates the film, conveys the life of this woman 
she could not understand and starts to call her 
‘mother.’Meanwhile, the woman is Okinawa is 
revealed to be Yukiko, the grandmother of the 
director and mother to the lady in Ganghwado. The 
director travels to Okinawa where Yukiko spent her 
twilight years, meets a person who remembers her, 
and explores the place where Yukiko stayed.The 
camera passes from Yukiko in Okinawa, and returns 
to the woman in Ganghwado. These three women 
relate to each other as mothers and daughters in 
similar ways. The lives of the three womenintersect 
and meet with the inner thoughts of the director 
who tries to understand them all. (JEONG Jihye)

France｜2018｜70min｜DCP｜Color｜⑮

유키코
Yuk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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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LEE Changmin

최서윤
CHOI Seo-yoon

김지환
KIM Ji-hwan

조한나
CHO Hanna

<장한몽>(1926)을 만든 이경손 감독은 일제강점기를 피해 태국에 이민한 한국 최초의 태국 이주자다. 이창민 감독은 한국과 태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태국에서의 이경손의 흔적을 쫓는다. 이경손의 둘째 딸 이려와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경손 감독을 기록한다. 이창민 감독의 호기심과 이려의 기억에 의존하는 
<디어 엘리펀트>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렸던 이경손 감독을 다시금 되살린다. 이 작업은 이경손 감독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있어 사슬에 묶여 있던 코끼리(태국의 
상징!)를 풀어주는 의미가 있다.  (허남웅)  
 
Director Lee Kyungson, who made the film Day Dream (1926), was the first Korean immigrant in Thailand. Director Lee Changmin follows 
his steps in Thailand to celebrate the 6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ailand. He portrays director Lee 
Kyungson as he exchanges letters with Lee Ryeo, Lee Kyungson's second daughter. Based on Lee Changmin's curiosity and Lee Ryeo's 
memory, Dear Elephant revives the life of Lee Kyungson, which has been shrouded in a veil. For those who think of Lee Kyungson, it has 
the meaning of releasing the elephant (the symbol of Thailand) from restraint. (HUH Nam-woong)

주거, 부동산 문제에 대해 글로 자신의 생각을 말해온 작가 겸 방송인 최서윤이 이번엔 글이 아닌 랩과 다큐멘터리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했다. 래퍼 슬릭의 
도움을 받아 만든 노래의 제목은 ‘망치’.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 사례였던 서촌의 궁중족발 사건에서 따왔다. 영화는 망원동 독립술집 ‘참프루’의 마지막 영업 
며칠간의 기록과, 슬릭의 도움으로 랩 음악 가사를 만들어가는 자신의 일상을 병치하며 2019년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자화상을 완성해낸다. (박진희) 
 
Choi Seo-yoon is a writer and broadcaster who has been speaking out her thoughts on housing and real estate issues. This time, she 
challenged new fields of rap and documentary and came up with a song called 'Hammering' with the help of rapper Sleeq. The title 
came from a court case of a restaurant in Seochon , an exemplary case of gentrification. The film completes the portraits of young 
people in 2019, by juxtaposing the last few days of a small bar  called 'Champloo' at Mangwon-dong and the daily life of the director 
writing lyrics with rapper Sleeq. (PARK Jinhee)

영화는 스크린으로 영사되는 영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수동적이다. 아니다. <해변의 발견>은 영화가 어떻게 스크린의 경계를 넘어 확장하는지를 보여준다. 
골격만 남은 횟집에서 두 남녀가 바다를 바라본다. 이를 배경으로 TV가 놓여 있다. 남자가 쓴 소설을 원작으로 남자가 만든 영화가 나오고 있다. 문자(소설)에서 
영상(영화)으로의 확장. TV 속 남자가 바다와 모래사장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처럼 온전한 모습의 횟집이 TV 속에서 되살아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경계 넘기와 
확장은 영화가 적극적인 해석의 매체라는 걸 방증한다. (허남웅) 
 
The cinema is passive in that we must look at the images projected on the screen. But Frame in Frame shows how the cinema extends 
beyond the boundaries of the screen. In a restaurant with only frames, a man and a woman look out over the sea. There is a television 
in this background, in which a film made by the man, based on the novel he wrote, is shown. Expansion from text (novel) to film. Just as 
the man in the television crosses the border between the sea and the beach, the restaurant in its intact state is revived in the television. 
The boundary crossing and expansion proves that the cinema is a medium requiring active interpretation.  (HUH Nam-woong)

검은 바탕 위에 벽과 바닥을 표시하는 흰 선이 강렬한 타악기 사운드 속에 제시된다. 누군가의 집을 표시하는 그것은 차라리 사각의 링이다. 5살 때부터 
어머니에게 들었던 폭력적인 말들을 방에 틀어박혀 자신만의 비밀 문자로 새겨온 감독은 성인이 된 이후 그 내용을 고스란히 복기해 어머니에게 자신에게 왜 
그랬냐고 질문을 던진다. 폭력이 폭력으로, 눈물이 눈물로, 비극이 비극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두려울 만큼 냉정한 거리 두기를 통해 보여준다. 그 가운데 아직 
충분히 이야기되지 않은 모녀 관계의 어떤 부분을 파고든다. (김소희) 
 
White lines, marking the walls and floor on a black background, are presented in an intense percussion sound. It rather looks like a 
square ring, which marks someone's house. The director has written in her own secret letters the violent words heard from her mother 
since she was five years old. After becoming an adult, she repeats what her mother said and asks her why she treated her so violently. 
The film cold-heartedly shows that violence leads to more violence, tears to more tears, and tragedy to more tragedy. In the meantime, 
it digs beyond the surface of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that has not yet been fully talked about. (KIM Sohee)

South Korea｜2019｜24min｜DCP｜Color / B&W｜Ⓖ South Korea｜2018｜34min｜DCP｜Color｜⑫

South Korea｜2019｜28min｜DCP｜Color｜WP｜Ⓖ South Korea｜2018｜12min｜DCP｜ B&W｜⑫

디어 엘리펀트
Dear Elephant

망치
Hammering

해변의 발견
Frame In Frame

뱃속이 무거워서 꺼내야 했어
I Only Had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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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LEE Byung-ki

섹 알 마문
SHEKH Al Mamun

이소정
LEE Sojeong

영화는 <이마무라 쇼헤이 입문>이라는 제목과 달리, 이마무라와 오즈의 세계에서 헤매다가 ‘집’을 찍기 위해 간 신당동 박정희 생가에서 두 감독처럼은 찍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감독의 이야기를 그린다. 그는 이마무라 영화에서처럼 박정희 생가에서 시선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못했고, 오즈의 
영화에서처럼 아름답게 찍지도 못했다. 대신 감독은 오로지 시선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박정희 생가를 방문한 한 보수 청년의 ‘빨갱이’, ‘쿠데타’ 등의 
거친 말들이 펼쳐지는 공간을 응시했다. 이마무라에서 시작해 멘붕으로 끝난 기이한 여정. (박진희) 
 
Unlike the title <Introduction to Imamura Shohei>, the film portrays a director who admires Imamura and Oz, but fails to be like them. 
While filming at Park Chung-hee's birthplace, he realizes that he can't use the camera's unfeeling gaze like Imamura, nor shoot as 
beautifully as Oz. Instead, the director indicates his existence only with the gaze of the camera staring the space and listening to a 
conservative young man pouring out harsh words like 'red' and 'coup.' It's a bizarre journey that started in Imamura and ended up in a 
mental breakdown. (PARK Jinhee)

이것은 절절한 러브스토리다. 연인 간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거니와 한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에 대한 사랑을 그리기에 더욱더 그렇다. 17세의 나이에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온 까우살은 유리공장에서 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다. 무거운 유리를 다루는 일이라 팔은 늘 아프고, 몸에는 상처로 가득하다. 
사랑하는 아내 누스랏과 떨어져 지내야 하지만, 까우살은 한국을 떠날 생각이 없다. 살아온 시간의 절반만큼 한국에서 살아온 그는 이미 스스로를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느낀다. 이제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왜 우리는 그를 환대하지 못하는가. (김소희) 
 
Second Home is a touching love story, which portrays not only the love between lovers but also the love of Korea by a foreign worker. 
Kawsar, who came to Korea from Bangladesh at the age of 17, is an unregistered migrant worker at a glass factory. He deals with heavy 
glass, so his arms are always hurting, and his body is covered inscars. Although separated from his beloved wife 누스랏, Kawsar has no 
intention of leaving Korea. Having lived in Korea for half of his life, he feels like he was born here. Now we must ask a new question: Why 
do we not welcome him? (KIM Sohee)

밤의 해변은 캔버스다. 등대의 불빛이 붓의 역할을 한다. 영화 속 등대의 조명은 무언가를 밝히는 대신 비춘다. 물의 표면과 반사되어 형언하기 힘든 빛의 문양을 
만들어내고 조명을 감싸고 있는 유리에 굴절되어 산란하는 빛의 풍경을 연출하기도 한다. 때로는 우주에 점점이 자리 잡은 별의 행성처럼 아기자기하고 어떨 
때는 눈을 뜨기 힘든 빛의 빅뱅으로 압도한다.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철저한 어둠의 공란으로 남아 있을 밤의 해변에 낭만을 선사하는 등대는 그야말로 ‘로맨틱 
머신’이다. (허남웅) 
 
The beach at night is a canvas. The light of the lighthouse acts as a brush. The lighting from the lighthouse sheds light on something 
instead of revealing it in the film. It creates an indescribable pattern of light, reflecting from the water. And it also produces a scene of 
scattering light, refracted by the glass surrounding it. The lighthouse is sometimes charming like a planet with stars scattered in space, 
and it is sometimes overwhelming like a big bang of light, that is hard to open your eyes. The lighthouse presents gives romance to the 
beach at night, which can only remain blank as the darkness in the absence of light. It is literally a “romantic machine”. 
(HUH Nam-woong)

South Korea｜2019｜9min｜DCP｜Color / B&W｜⑫ South Korea｜2018｜25min｜DCP｜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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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무라 쇼헤이 입문
Introduction to Imamura Shohei

세컨드 홈
Second Home

로맨틱 머신
Romantic Mac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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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비전: 인터-코리아
DMZ Vision:Inte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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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entity of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This year, DMZ Vision is specialized in the 
section highlighting South and North Korea issues 
by adding 'Inter-Korea' to the existing section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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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Christine CAMDESSUS 	

Cinematographer Mathieu 

PANSARD 	

Editor Claude CLORENNEC 	

Music Damien LEFEVRE 	

Sound mathieu PANSARD 

여행을 꿈꾸는가?<평양 유랑>비행기에 올라보자. “모두들 
그곳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며, 간다 한들 아무 것도 볼 수 
없을 것이며, 볼 수 있다 한들 다 가짜일 거라는” 억측에 
지친 중년 남성의 목소리와 함께 북한 여행이 시작된다. 
감독과 통역을 포함한 공동작업자들은 8년에 걸쳐 4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한다. 안내원이 항상 방문자를 통제하거나, 
방문자에게 당에 대한 맹세를 강요한다거나, 당이 원하는 
것만 보여준다거나, 북에서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단호한 목소리로 밝히며, 이를 
입증하는 풍부한 시청각적 증거를 제시한다. 촬영금지 
대상인 슈퍼마켓, 도박장, 군인, 길거리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도 쉽게 만나게 된다. 평양시내 및 외곽 지역은 
물론이고 함흥, 원산, 금강산, 백두산 등등을 종횡무진한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유랑자처럼 시간마저 현재와 과거를 
스스럼 없이 휘젓고 다닌다. 요나스 메카스의 다이어리 
필름이 떠올려진다. 영화는 사려 깊은 북한유람기이자 
입문서이다. 무겁지 않을 만큼의 역사, 정치, 경제, 사람들의 
일상과 체화된 주체사회주의 실천 속 언뜻 드러나는 그들의 
사적 욕망마저 섬세하게 잡아내어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 1956년 북한을 방문했던 크리스 
마커의 영상 속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도 깜직한 맛이 
있다. 여정을 마치고 숙소에 누울 즈음,‘북한’은 북한 밖의 
모두에게 무엇인가, 그리고 휴전선 아래 우리에겐 더욱이 
무엇인가 고민하다 까무룩 잠들지도 모르겠다. (유지수) 
 

피에르 올리비에 프랑수아 
Pierre-Olivier FRANCOIS

Korea - 100 years of war (2019)	

Clara Haskil, a performer’s enigma 

(2017) 	

Swim for Life (2016)	

Generation Jihad (2016)	

UNO - last station before Hell (2015)  

Do you dream of traveling? Get on a plane for 
Have Fun in Pyongyang. Traveling to North Korea 
begins with the voice of a tired middle-aged man 
who says, ""It's impossible for anyone to go there, 
and even if you go there, you won't see anything. 
Even if you see something, it will all be fake."" 
The collaborators, including thedirector and 
interpreters, have visited North Korea more than 
40 times in eight years. The guide says in a firm 
voice that it's not true that they control visitors, 
force them to swear allegiance to the North Korean 
ruling party, and show only what the party wants 
to, presenting a wealth of audiovisual evidence 
to prove it. Like wanderers, we can roam around 
Pyongyang city and suburbs as well as Hamheung, 
Wonsan, Mt. Geumgang, and Mt. Baekdu. And 
we travel through tim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Reminiscent of the diary films by Jonas 
Mekas, the film is a thoughtful North Korean 
travelogue and guidebook. The film touches upon 
North Korea's history, politics, economy and 
daily life, and also delicatelycaptures personal 
desires and the practice of Juche-socialism. It is 
interesting to meet the people in the images of 
Chris Marker, who visited North Korea in 1956. 
At the end of our journey, we may fall asleep, 
wondering what “North Korea” is for everyone 
outside the country, and what it is especially for 
South Koreans living beyond the truce line. (YOO 
Jisu Klaire)

France｜2019｜73min｜DCP｜Color｜Ⓖ

평양 유랑
Have Fun in Pyongyang

STAFF	

Producer 김태곤 KIM Tea-gon 	

Cinematographer

 석혜인 Hein SEOK, 

김태곤 KIM Tea-gon	

Editor 이승헌 LEE Seung Heon 	

Music 박세환 PARK Sae whan 	

Sound 이승헌 LEE Seung Heon 

유진벨재단은 유진 벨 선교사의 한국선교사역 100주년을 
기념하여 미국에서 설립된 민간 비영리단체이다. 
1995년부터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지원을 시작했고, 97년을 
기점으로 결핵퇴치를 위한 의료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인세반(Stephen W. Linton) 박사는 재단을 이끌며 80여 
차례 남북을 오간다. 한국계 미국인 감독은 재단의 북한행에 
함께 한다. 36시간 이동으로 평양에 도착, 다시 5시간 남짓 
비포장 도로를 타고 외떨어진 결핵환자 캠프로 향하면서 
감독은 “마치 1950년대 사진에서나 보던 과거”를 만난 듯한 
경험을 토로한다. 열악한 병동과 의료장비, 부족한 약품과 
의료진, 기력 없는 환자와 가족들을 마주하며 안타까움과 
당혹감이 밀려온다. 남북한과 미국을 둘러싼 정치 상황에 
따라 의료장비를 비롯한 구호물자를 선적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할 때 안타까움은 배가된다. 한편, 북한과 인도적 차원의 
민간 교류를 고취하는 활동에 대해 공감을 충분히 불러 
일으키지만, 영화는 이 단순한 메시지만을 담고 있지 않다.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권력 관계, 관찰하는 자와 대상화된 
자의 위계, 선교와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권력의 존재가 
그리는 포물선이 영화 전체에 촘촘히 숨겨져 있다. 무엇보다 
당혹스러운 것은 현대적인 평양의 풍경보다 결핵센터의 
낙후함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나’를 발견하는 지점이다. 
참고:대한민국은 OECD회원 국가 중 결핵발생률 1위의 결핵 
후진국이다. (유지수) 
 
 

석혜인
Hein SEOK

함녕전 황제의 침실 Hamnyeongjeon 

(2019)  	

브릴리언트 아이디어스 Brilliant Ideas 

(2017) 	

무극 Limitlessness (2016) 	

이산가족 Divided Families (2015) 	

세월의 침몰 Sinking of the Sewol (2014)

The Eugene Bell Foundation is a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established in the United States to 
commemorate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arrival 
of Eugene Bell in Korea. It began food aid for 
North Koreans in 1995, and its medical support for 
tuberculosis has continued since 1997. Dr. Stephen 
W. Linton led the foundation to North Korea over 
80 times. The Korean-American filmmaker joins 
the foundation's trip to North Korea. After arriving 
in Pyongyang via a 36-hour journey, she travels 
again for five hours on an unpaved road to an 
isolated tuberculosis camp, where she describes 
her experience as if she had encountered the ""past 
as seen in photography in the 1950s."" She felt sad 
and embarrassed to face the poor hospital wards 
and medical equipment, a shortage of medicine 
and medical staff, and helpless patients. She has 
faced the sad reality of not being able to ship 
medical equipment and other relief supplies due to 
the political situation surrounding the two Koreas 
and the United States. The film doesn't just talk 
about a simple message with the activities that 
promote private exchanges with North Korea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It carefully reflects 
the issue of Western power represented by the 
missionary work and the United States. The power 
relationship between the giver and the receiver, 
the hierarchy of observer and observed. It is 
perhaps most embarrassing that I find myself more 
accustomed to the backward state of tuberculosis 
centers in North Korea than the modern landscape 
of Pyongyang. (YOO Jisu Klaire)

South Korea｜2018｜63min｜DCP｜Color｜WP｜Ⓖ

아웃 오브 브레스
Out of Br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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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Cinematography Terada 

YOSHITAKA, KOH Jeongja

Editor Terada YOSHITAKA, 

고정자 KOH Jeongja

Music 안성민 AHN Sungmin, 

이정미 LEE Jungmi, 금강산가극단 

Kumgangsan Opera Troupe etc.

Sound Terada YOSHITAKA

식민지 시대에 일본으로 이주한 1세대의 삶만 고달팠던 
것은 아니다. 2.3세대 재일한국인은 부모의 조국과 나의 
국가, 부모의 언어와 나의 언어가 달랐고, 이름이 다르기도 
했다. 이 영화의 중심인물들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음악에 
매료되었고 그들이 평생 노래하게 된 계기 또한 다르다. 
마당극의 매력에 빠진 안성민은 한국에서 판소리를 
배웠고, 조선학교를 다닌 송명화는 북한에서 한민족의 
음악을 배웠다. 부당한 제도에 저항하고 투쟁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던 이정미는 다른 음악인과 교류하면서 노래의 
범위를 넓혀갔다. 이 영화는 음악을 통해 부모와 나 사이, 
한국/북한과 나 사이, 일본어와 한국어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나로 존재하는 과정을 
기록한다. 그들의 노래는 자신의 삶과 기억에 대한 고백이며 
정체성에 대한 증거이자 우리라는 ‘장단’이 되어간다. 성악, 
포크, 판소리로 ‘아리랑’을 부르는 세 사람의 모습에서 
시작해 ‘밀양아리랑’을 함께 부르는 모습으로 끝을 맺는 
이 영화는 강인하고도 아름다운 이들의 노래, 부드럽고도 
단호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다.(박인호) 
 

고정자, 테라타 요시타카 
KOH Jeongja, 
Terada YOSHITAKA

It is not only the life of first generation Korean-
Japanese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that was 
tough.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 Korean-
Japanese have nationality, language and names 
tha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ir parents. 
The characters in the film are also fascinated by 
music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and start 
singing for all different reasons. Ahn Seong-min, 
captivated by Madangguk, one of traditional 
Korean performance, learns Pansori, a traditional 
Korean fork play. Song Myung-hwa, who went to 
the Chosun school, learned Korean traditional 
music in North Korea. Lee Jeong-mi, who sang to 
resist and fight against unjust system, broadens 
her musical horizons through exchanges with 
other musicians. The film records the processes 
of finding their identity between parents and 
themselve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Japanese language and Korean languages, of 
leading their lives and being as they are. It starts 
with the three singing classical, folk and Pansori 
versions of “Arirang” and ends with the three 
singing Miryang Arirang together. Just listening to 
the songs of strong and beautiful minds, their soft 
but firm voice is impressive enough. (PARK Inho)

Japan｜2018｜76min｜DCP｜Color｜Ⓖ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자이니치 코리안 음악
Over the Arirang Pass -	

Zainichi Korean Music Today

故오덕수 감독은 온 힘을 다해 매진한 다큐멘터리를 
우리에게 남겼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재일한국인이 겪은 
역사적 질곡을 진솔하게 기록한 이 영화의 ‘촬영기간 2년, 
500여명의 후원자’라는 기록과 미국 공문서관에서 찾아낸 
방대한 자료보다 놀라운 것은 재일한국인의 고난과 투쟁을 
분노의 도구로 삼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다. 
그가 수집한 자료는 양국의 역사와 재일한국인이 겪은 
격랑을 객관적으로 접근하게끔 길을 열어주고, 그가 채집한 
이미지는 그들의 삶을 살피고 기억과 경험을 경청하고 마음을 
헤아리자는 제안의 손길처럼 자상하다. 야스쿠니 신사, 
전몰자 위령제와 광복 50주년 기념식, 구총독부 첨탑 철거와 
같은 국가적 행사의 기록보다 귀중한 것은 증언자의 얼굴, 
학교 앞의 조각상을 향해 돌진하듯 다가가는 카메라의 속도, 
거실에 걸린 조선의 풍경화와 도자기에 깃든 내밀함이다. 
재일한국인 위령비 근처의 무궁화, 국립묘지의 허름한 비석, 
이름도 모를 재일한국인 가족사진 속 얼굴들을 바라보는 그의 
다정한 시선과 마주하니 『반일 종족주의』라는 헛된 망령이 
더 없이 부끄럽다. (박인호) 
 

故오덕수 
OH Deok-su

The late director OH Deok-su left us a documentary 
with all his might. We should be truly grateful for 
his work. In the film, which faithfully chronicles 
the historic tragedies suffered by Korean-Japanese, 
what is more surprising than "two years of filming 
and some 500 sponsors," and its vast data found 
in the U.S. archive is its unwillingness to use the 
hardships and struggles of the Korean-Japanese 
as a tool to provoke anger. The data he collected 
opens the way for an objective approach to the 
turbulent history of the two countries and the 
struggles experienced by Korean-Japanese, and the 
images he captured are thoughtful as if proposing 
to look into their lives, listen to their memories and 
experiences, and understand their hearts. What is 
more valuable than recording national events such 
as the demoli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Building, memorial servic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war or Yasukuni Shrine 
are the faces of witnesses, the speed of the camera 
approaching the statue in front of the school as if 
dashing into it and intimacy dwelling in ceramics 
and a landscape of the Joseon Dynasty in the 
living room. Faced with mugunghwa or the rose 
of Sharon, near a memorial stone for victimized 
Japanese-Koreans, shabby monuments at the 
national cemetery, and his affectionate gaze at the 
faces of the nameless Korean family, I feel ashamed 
of the specter of "anti-Japanese nationalism." 
(PARK Inho)

South Korea｜1997｜135min｜DCP｜Color｜⑮

전후재일 50년사-재일 역사편
The Story of Koreans in Postwar Japan: Zain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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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Linn ARONSEN, 

Eirin O. HØGETVEIT, 

Benedikte DANIELSEN	

Cinematographer Sven-Erling 

BRUSLETTO	

Editor  Uwe KLIMMECK	

Music  Kjetil RØSTNILSEN, 

Nik NOWAK	

Sound  Øyvind PLANTING

북한과 예술 교류를 시도하는 서구 예술인 그룹의 여정을 
다룬 작품. 여정은 실패로 끝난다. 교류는 일방적 전달에 
가깝고 편견과 판단이 전제되어 있다. 영화는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결의 해석이 가능하다. 서구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북한의 예술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 
순간 서구 예술인들의 편견과 아집 그리고 우월주의를 
목도하게 된다. 선의와 박애 이면에 깔린 내려다봄의 태도. 
교류라는 이름 아래 서구 예술가들이 드러내는 이중성은 
사유를 촉발한다. 남한 사람들의 시선 역시 서구인의 시선과 
크게 다른가? 북한을 북한 그자체로 이해하는 시선이 
존재하는가? 영화는 의도된 혹은 의도치 않은 불편한 
시선들이 도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옥같이 몇가지 
장면들이 있다. 서구의 사대주의에 전혀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의견을 풀어내는 젊은 북한 통역가의 시선과 
태도는 북한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논쟁하는 
것은 당신이 맞서서 논쟁하는 사람의 현실을 깨뜨린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현실을 잃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므로 비록 당신이 옳다고 하더라도 섬세해야 합니다.” 
(이승민) 
 

토미 굴릭슨 
Tommy  GULLIKSEN

A film about the journey of a Western artist 
group attempting cultural exchange with North 
Korea, which ends in failure. The exchange was 
not mutual and was based on the premise of 
prejudice. The film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viewer’s point of view. 
If we look at North Korean art from a Western 
artist’sperspective, we may see prejudice, apathy 
and supremacy. The attitude of looking down 
on someone behind goodwill and fraternity. The 
duality revealed by Western artists under the 
name of cultural exchange triggers a thought. Are 
South Koreans' views so different from those of 
Westerners? Is there a view to understand North 
Korea itself? The film has some outstanding 
scenes, despite the critical view foundeverywhere, 
whether intended or not. The words and 
attitude of the young North Korean interpreter, 
who expresses his opinions outside of Western 
ideology, suggest another possibility for North 
Korea. “Remember always that arguing breaks the 
reality of the person you are arguing with. Losing 
reality is painful, so even if you are right, you need 
to be delicate.” (LEE Seung-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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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양, 예술의 기술
War of Art

이수진 
Jade Sujin LEE

최아람
CHOI Ahram

오프닝에서 카메라는 수풀을 헤치며 앞으로 나아간다. 좁은 길을 통과한 후 카메라는 비무장지대(DMZ) 풍경을 비춘다. 낡은 철조망 뒤로는 강이 흐르고, 길에는 
발자국이 남았을 뿐 지나가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윽고 카메라는 베를린으로 이동한다. 도시는 빠르게 변하며, ‘자유’라고 쓰인 장벽을 배경으로 
셀프카메라를 찍는 사람만큼이나 이질적으로 보인다. 감독은 대개 카메라를 고정한 채,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그저 들여다본다. 그 안에는 움직이는 자연과 흑백 
사진, 자연물로 만들어낸 기호와 시적 언어로 쓰인 텍스트가 담긴다. 영화는 한국과 독일을 오가는 여정에서 만난 영혼을 기리는 추모 행위이자, 얼룩진 역사와 
매끈한 도시 사이의 간극을 이미지로 연결하려는 지적인 연구이다. (차한비) 
 
In the opening, the camera moves forward through the bushes and a narrow street, and reveals the DMZ landscape. The river flows over 
the old barbed wire. There are footprints left on the road, but it is difficult to find people passing by. The camera then moves to Berlin. 
The fast-changing city looks as heterogeneous as people who take photos of themselves in front of the words ""freedom"" written on 
the wall. The director keeps the camera fixed and just peers into it. The film contains moving nature, black and white photographs, 
symbols made from natural objects, and text in poetic language. It is a tribute to the soul we met on the journey between Korea and 
Germany, and an intellectual essay to connect the gap between the bloody history and the spotless cities with images. (CHA Han-bi)

오사카에서 열린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2심 재판 전후에 촬영된 이 영화는 집회현장과 패소의 순간을 기록한다. 1년 전 승소로 인한 기쁨과 감사는 울먹임과 
눈물어린 다짐으로 변했다. 300번 집회가 열릴 동안 상황은 더 나빠지고 걱정거리는 늘어가지만 조선학교 어머니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굳건하게 연대를 지킨다. 
할머니 세대는 4.24교육투쟁을 증언하고 어머니들은 온 힘을 다해 함께 이겨내겠다고 다짐한다. 청소년 딸은 담담하게 자신의 어려움, 신념과 의지에 대해 
말한다. 故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조선학교는 살아날 것이다. (박인호) 
 
The movie was filmed before and after the second trial over the fact that Chosun schools have been removed from the scope of free 
tuition fe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Osaka. It records the scene of rallies and the moment of defeat. The joy and gratefulness 
from winning the first trial a year earlier turns into tears and resolution. During the 300 times of rallies, situations get worse and worries 
escalate but mothers of Chosun schools remain in strong solidarity, holding each other’s hands tightly. Grandmothers testify The April 
24 Educational Struggle and mothers resolve to fight with all their might. Teenage daughters calmly tell their difficulties, faiths and will. 
Chosun schools will survive like the story of the late former sex slavery, Kim Bok-dong. (PARK Inho)

South Korea｜2019｜16min｜DCP｜Color｜KP｜Ⓖ

South Korea｜2019｜32min｜DCP｜Color｜Ⓖ

저 끝 가장자리 메아리
An Echo at the Edge

부당, 쓰러지지 않는
Finally End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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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제인 진 카이젠은 <이별의 공동체>(2019), <거듭되는 항거>(2014), <여자, 고아, 그리고 호랑이>(2010) 등 국내에서도 꾸준히 작품을 소개해온 작가이다. 그는 
국가, 기억, 역사, 폭력, 여성에 관한 질문을 심도 있게 던져왔으며, <하나 혹은 여러 이름의 산 이야기>에서도 이러한 주제의식은 이어진다. 영화는 산을 조망하는 
압도적인 풍경으로 시작하여, 산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여러 인물의 증언으로 이야기를 엮어나간다.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자리한 산은 국가마다 명칭이 다르며, 
국민이자 개인인 인간마다 상이한 내용과 언어로 기억된다. 감독의 시선 속에서 산은 유구한 시간을 품고 다양한 문화가 얽혀든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 
이는 국경이라는 개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디아스포라의 시선이기도 하다.(차한비) 
 
Jane Jin KAISEN has consistently introduced her works to South Korea, including Community of Parting (2019), Reiterations of Dissent 
(2014), and The Woman, the Orphan, and the Tiger (2010). Through her films, she has asked deep questions about the nation, memories, 
violence, and women. The same themes are also present in Tale of One of Many Mountains. Beginning with a stunning bird’s eye view 
of a mountain, this film tells a story of the mountain by putting together the testimonies of various people. The mountain, located on 
the border of China and North Korea, has different names in different countries; it is remembered in different forms and languages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who are  citizens of different countries. The mountain becomes a symbolic space where time is never-
ending and intertwined with different cultures under the director’s gaze. This is also a diasporic gaze that fundamentally questions the 
concept of borders. (CHA Han-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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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혹은 여러개의 산 이야기
Tale of One or Many Mountains

아드리안 빌라르 로자스
 Adrián Villar ROJAS

얀 이야스 
Jan IJÄS

The Raft of the Medusa (2017)	

Waste no.3 Boom (2017)	

Waste no.1 Money (2017)	

Social Connection (2016)	

Waste no.2 Wreck (2016)

‘가장’이라는 수식을 붙일 정도로 전쟁에 아름다운 순간이 여럿일까. 아름다움과 전쟁을 연결하는 행위는 모순적으로 느껴진다. 마치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처럼 
말이다. 오랜 시간 DMZ의 평화는 무장한 군대에 근거를 두고 성립되었다. 영화는 ‘청정환경의 도시’ 철원으로 입장하며 시작하는데, 작고 조용한 양지리에는 
군인과 폭발 같은 단어가 여전히 일상적으로 떠다닌다.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마을 같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곳이 ‘짊어진’ 자연에는 매일 생과 사의 경계에서 
사투를 벌이는 수많은 존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영화는 영상, 조각, 퍼포먼스를 통해 공간이 지닌 아이러니를 비춤으로써, 끝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찾아낸다. 그것은 전쟁이 없는, 전쟁을 암시하지도 전쟁에 위협받지도 않는 순간이다.(차한비) 
 
Could there be more than one beautiful moment in war to allow for the expression "the most"? The attempt to connect beauty with war seems contradictory, like 
the name "Demilitarized Zone." For a long time, the peace of the DMZ has been based on armed forces. The film starts with Cheorwon, “City of Clean Environment,” 
in which words like soldiers and explosions still float about in the everyday life of the quiet village Yangjiri. It seems a village where time passes so slowly, but it 
is home to many locals strugglingevery day at the border between life and death. The film finally finds the most beautiful moment of war by showing the irony of 
space through images, sculptures and performance. It is a moment when there is no war, no suggestion of war, no threat of war. (CHA Han-bi)

영화는 오프닝 텍스트에서 40여 년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쓴 『영화예술론』 중 “세트는 시대를 반영하여야 한다” 챕터를 서술하며, 안내원이 통제하는 
북한투어 촬영영상을 사용한다고 알려준다. 주체-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고취와 실천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극장국가’인 북한이 영화의 배경이자 등장인물이다. 
영상은 아마추어 관광객이 촬영한 듯 시종 흔들리고, 스톱모션 효과 같은 의도적 점프컷이 주를 이룬다. 현장음은 말끔히 지워진 채 내레이터의 목소리로 영화광 
김위원장의 교리가 울리는 관광버스에 올라보라. 마치 사람이 살고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도 온 듯 북한의 공간과 건축, 그 조형과 색감, 사람들의 복식과 
제스처를 흘긋 거리며 돌다보면, 북한이 영화의 주제인가 싶지만 곧 그 안과 밖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숙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득 우리가 북한의 안이 
무엇인지 마주한 적이나 있었던가 하며, 북적이는 낯선 관광지에서 덩그러니 멋쩍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리라. (유지수) 
 
In the opening title, the film informs it uses the footage of North Korea tour filmed under the guide's control, citing the chapter “The Set Must 
Reflect the Time” in An Essay on Film Art by the past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Il. North Korea, a “theater country” that systematically 
does the promotion and practice of Juche-socialist realism, is the character and background of the film. The images continue to shake, with 
intentional jump cuts of stop motion effect. In the tour bus, only the doctrines of cinephile Kim Jong Il can be heard in the voice of the narrator, 
while the sound of the scene is completely removed. Looking at the streets of North Korea outside the window like a film set where people live, 
we will dwell on the "our" perspective on North Korea and ask ourselves whether we have ever faced North Korea. (YOO Jisu Klaire)

Argentina｜2017｜56min｜DCP｜Color｜Ⓖ

Finland｜2019｜13min｜DCP｜Color｜AP｜Ⓖ

전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The Most Beautiful Moment of War

세트 디자인 너머
On the Art of Se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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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Special Focus: 한국다큐멘터리 50개의 시선
DMZ Special Focus: 
50 Voices of Korean Documentary

올해 특별전은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지형도: 한국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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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year's DMZ Special Focus is "Top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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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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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배인정 BAE In-jeong	

Screenwriter 주명진 JOO Myung-jin, 

배인정 BAE In-jeong, 

최원석 CHOI Won-seok, 

한경훈 HAN Kyung-hoon, 

한요한 HAN Yohan	

Cinematography 한경훈 

HAN Kyung-hoon, 

이상빈 LEE Sang-bin, 

신종관 SHIN Jong-kwan, 

김양래 KIM Yang-rae, 

정현주 JEONG Hyun-joo	

Editor 최원석 CHOI Won-seok, 

한경훈 HAN Kyung-hoon, 

이상빈 LEE Sang-bin, 

신종관 SHIN Jong-kwan, 

김양래 KIM Yang-rae

<노동자뉴스  1호>는 1989년에 결성된 
‘노동자뉴스제작단’이 제작한 ‘노동자뉴스’ 시리즈의 첫 
작품이다. 이 작품은 ‘종합 뉴스 매거진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8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영화운동과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본격화된 노동운동이라는 
두 흐름의 만남의 산물, 즉 당대의 집단지성이 
만들어낸 자연발생적이면서도 창조적인 형식이자 
미학이다. 주류매체의 포위공격으로부터 노동운동을 
엄호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자연발생적이지만, 또한 비디오라는 새로운 매체의 
가능성(기동성과 정기성)을 가장 선구적이자 능동적으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천편일률적이었던 당대의 주류매체의 
뉴스 형식을 한 발 앞서갔다는 점에서 창조적이다. 
<노동자뉴스 1호>는 디지털 시대를 맞은 오늘의 
독립다큐멘터리를 향해 근본적인 질문과 과제를 던지고 
있는 영화다. 바로 이것이 이 작품을 다시 보아야 할 
이유이다. 
* ‘노동자뉴스’ 시리즈는 1992년 6월까지, 총 8호가 
제작되었다. 이후로도 ‘노뉴단’은 다양한 형식의 작품 제작, 
현장 영상 교육, 영화제 개최 등의 활동을 해왔다. (변성찬) 
 

노동자뉴스제작단 
Labor News Production

Labor News No.1 is the first work of the Labor 
News series by Labor News Production formed in 
1989. It takes the form of Total News Magazine. 
It is the product from the two currents of the 
film movement, which started from the mid-80s, 
and the labor movement that began in earnest 
after the Workers' Struggle in 1987 in Korea.It 
has both a naturally occurring and creative 
form and aesthetics created by contemporary 
collective intelligence. Labor News is a naturally 
occurring medium born out of the urgent need 
to protect the labor movement from the attack 
of mainstream media. It is also creative in that it 
not only takes full advantage of the possibilities 
(mobility and regularity) of the new medium of 
video, but also takes the lead in the form of news 
of the mainstream media of its time. Labor News 
No.1 is a film that asks fundamental questions of 
today's independent documentaries in the digital 
age, and that is why we must see this film again. 
* The Labor News series produced a total of eight 
films until June 1992. Since then, Labor News 
Production has been making different types 
offilms, providing media education, and holding 
film festivals.  
(BYUN Seong-Chan)

South Korea｜1989｜73min｜DCP｜Color｜Ⓖ

노동자뉴스 1호
Labor News No.1

STAFF	

Cinematography 

계운경 GHE Woon-gyoung	

Editor 계운경 GHE Woon-gyoung

<팬지와 담쟁이>(2000)는 30대 여성 장애인 수정의 연애 
이야기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녀에게 어느 날 찾아온 
사랑의 감정에 대한 영화다. 이 작품은 이중의 의미에서 
클로즈업의 영화라고 말할 수 있다. 유독 수정 자매를 비롯한 
인물들의 클로즈업이 많이 등장한다는 직접적인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 인물들의 일상 중에서 오로지 수정에게 깃든 그 
사랑의 감정과 관련된 순간과 일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유적인 의미에서도 그렇다. <팬지와 담쟁이>는 최대한 
근접해서 포착한 순도 높은 감정의 초상화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다층적이고 미묘한 긴장을 품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원래 사랑의 감정은 설렘과 불안 또는 기대와 두려움의 
공존이라는 원초적인 긴장을 품고 있는 감정이다. 이 
영화에서 그 원초적 긴장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의 벽과 
충돌하면서 다층적이며 미묘한 뉘앙스로 변주되고 증폭된다. 
그 긴장 속에는 무엇보다 여성이라는 사실 자체가 장애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담겨 있다. 그 
질문,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변성찬) 
 

계운경 
GHE Woon-gyoung

언니 Unnie (2017)	

나의 선택, 가족 My Choice, Family 

(2005)	

팬지와 담쟁이 Pansy & Ivy (2000)

Pansy & Ivy (2000) is the love story of Sujeong, a 
woman in her thirtieswith a disability. To be more 
precise, it is about the feelings of love that came 
to her. The work can be said to be a close-up film 
in two senses: in the direct sense that there are 
many close-up shots of itscharacters, including 
Sujeong and her sister, and in the figurative 
sense that it focuses only on the moments and 
episodes of Sujeong's feelings of love. Pansy & Ivy 
is a portrait of the intense feelings captured as 
closely as possible, but also of a layered and subtle 
tension. Originally, the feelings of love retain the 
primitive tension born from thecoexistence of thrill 
and anxiety or expectation and fear. The primitive 
tension is transformed and amplified in a multi-
layered and subtle meaning as it collides with 
the double wall of disability and femininity in the 
film. It raises, among other thing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a societyin which being female 
can be a condition of disability. The question is still 
valid 20 years on. (BYUN Seong-Chan)

South Korea｜2000｜60min｜DCP｜Color｜Ⓖ

팬지와 담쟁이
Pansy & I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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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경순 Kyungsoon, 

최하동하 CHOIHA Dongha 	

Cinematography 

안종현 AHN Jonghyeon, 

서경태 SEO Kyeongtae, 

경순 Kyungsoon, 

최하동하 CHOIHA Dongha 	

Editor 경순 Kyungsoon, 

최하동하 CHOIHA Dongha

<애국자 게임>은 세기 전환기에 한국사회에서 나타났던 
두 번의 애국적 감정의 고조 현상 사이에 등장한 영화다. 
1997년 IMF 직후 ‘금모으기운동’에서 나타났던 흐름과 
2002년 월드컵의 전 국민적인 ‘응원 열기’에서 나타났던 
흐름이 그것이다. 돌이켜 보면, 그 두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가속화되는 계기이자, 그 불안을 전 
국민적인 애국적 감정을 통해 무마하거나 달랬던 시대의 
상징이다. <애국자 게임>은 단지 지배세력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애국주의라는 이념에 대한 폭로와 풍자의 
영화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그 이념이 
지배력을 발휘하게 되는 메커니즘 또는 그 동력으로 
이용되는 집단적인 감정의 흐름에 대한 질문의 영화다. 
그것이 이 영화가 10대 소녀부터 80대 할아버지까지, 
서울역 노숙자부터 사회 지도층 인사까지, 진보좌파에서 
보수우파까지를 전 방위적으로 쫓아다니며 질문을 던지는 
이유이고, 두 명의 감독이 자신들까지 풍자적 퍼포먼스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유이며, 끝내 카오스에 가까운 게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이다.(변성찬) 
 

경순, 최하동하 
Kyung Soon, 
CHOI-HA Dongha

경순 Kyung Soon	

레드 마리아 Red Maria (2011)	

Jam Docu 강정 Jam Docu GANGJEONG 

(2011)	

쇼킹 패밀리 Shocking Family (2006)	

애국자게임 Patriot Game (2001)	

	

최하동하 CHOI-HA Dongha	

Jam Docu 강정 Jam Docu GANGJEONG 

(2011)	

택시 블루스 Taxi Blues (2005)	

애국자게임 Patriot Game (2001)

Patriot Game revolves around the two phenomena 
in which patriotic emotions had been rising high 
in Korean society at the turn of the century. One 
is "the Gold-Collection Campaign" shortly after 
the IMF's bailout in 1997, and the other is the 
national passionate cheering for the 2002 World 
Cup. In hindsight, these two phenomena were 
the occasion for the proliferation of neoliberalism 
in Korea, and a symbol of a time when the social 
crisis has been managed oreased by appealing to 
national patriotic emotions. Patriot Game is not 
just a film satirizing and revealing the ideology of 
patriotism that the ruling forces use for their own 
benefit. Above all, it questions the mechanism 
in which the ideology becomes powerful or the 
nation's collective emotion is built up and used. 
That's why the film asks questions from the 
teenage girls to the grandfathers in their 80s, 
from homeless people in Seoul Station to social 
leaders, and from liberal left to conservative right. 
And that's why the two directors took themselves 
as subjects for their satirical performance, and 
eventually take a form of a chaos-like game. 
(BYUN Seong-Chan)

South Korea｜2001｜90min｜DCP｜Color｜⑮

애국자게임
Patriot Game

STAFF	

Producer 이영 LEE Young	

Cinematography 이혜란 

LEE Hye-ran, 이영 LEE Young	

Editor 이혜란 LEE Hye-ran	

Music 이지은 LEE Jieun	

Sound Sound렉 sound REC

1990년대부터 노동에 관심을 갖고 다큐멘터리 작업을 해온 
이혜란 감독은, 여성노동자가 얼마나 겹겹이 둘러싸인 장벽에 
부딪치는지 목격하게 된다. 현대자동차 식당여성조합원의 
부당해고 투쟁을 담은 <평행선>(2000) 이후, 감독은 국내 
최초로 민주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여성지부장을 탄생시켰던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를 찾아간다. <우리들은 정의파다>는 
인터뷰 다큐멘터리이자 구술사 프로젝트이다. 인터뷰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룸으로써, 영화는 그들을 
노동자, 여성, 투쟁가, 시민 등 여러 위치에 놓고 바라보게 
만든다. 이름 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관객은 
“그때 정남이가 용감하게 그러는 거야”라는 말에서 동지이자 
친구로 겪어온 시간을 짐작하며, “언니들이 맞잖아, 바른 
소리 했잖아”라는 말에서 자매애로 결속된 신념을 읽는다. 
화면에는 국가, 기업, 어용노조가 결탁한 계획적인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끊임없이 남성권력에 저항해온 ‘정의로운’ 
인물들이 자리 잡는다. 회고하고 증언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자연스레 몸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병과 피로를 달고 다니던 
몸, 어마어마한 공포에 질렸던 몸, 여성의 몸이 어떻게 
정치화되는지 직감적으로 알았던 몸, 세상을 향해 소리쳤던 
몸에 남은 감각을 기억하며 스스로 역사를 써나간다. 이는 
결국 “할 일을 했다”는 자기긍정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갖는다.(차한비) 
 
 

이혜란 
LEE Hye-ran

우리들은 정의파다 We Are Not Defeated 

2006	

돌 속에 갇힌 말-구로구청 부정투표함 항의

농성사건 Words Kept In A Stone (2004)	

평행선 Parallel (2000)

Filmmaker Lee Hye-ran, who has made 
documentaries on labor and laborers since the 
1990s, witnesses barriers upon barriers that women 
laborers are up against. After Parallel (2000), which 
portrayed the struggle of laid-off female union 
members from Hyundai Motor’s cafeteria, Lee met 
with the women laborers of Dong Il Corp, who 
organized a democratic labor un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 with a woman president. We Are Not 
Defeated is a documentary of interviews and an oral 
history project. By focusing on the story told by the 
interviewees, the documentary allows us to look at 
the interviewees as laborers, women, activists, and 
citizens. Although nothing other than their names 
are revealed,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times 
they have spent together as friends and comrades 
when they say, “And that’s when Jeongnam bravely 
spoke up.” It is possible to tell how strongly their 
conviction is bound by sisterly love, from statements 
like, “And unni were right. What they said was 
right.” The screen shows the righteous people who 
have endlessly fought against male authority in the 
face of calculated violence committed in collusion 
by the state, the company, and the company-
dominated union. In the process of testifying and 
recollecting their memories, they naturally discuss 
what their bodies experienced—disease and fatigue 
bodies, bodies that were overwhelmed by extreme 
fear, bodies that instinctively realized how women’s 
bodies are politicized, and bodies that screamed at 
the world. Remembering the senses that have not 
completely left their bodies, these women write 
their own history. They remain “undefeated” as 
they eventually come to reaffirm that they “have 
done what needed to be done.” (CHA Han-bi)

South Korea｜2006｜105min｜DCP｜Color｜Ⓖ

우리들은 정의파다
We Are Not Def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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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Cinematography, Editor 박경근 

Kelvin Kyung-kun PARK	

Producer 김경미 KIM Kyungmi	

Composer Paulo Vivacqua

<청계천 메들리>는 영화의 화자가 어린 시절부터 꿈에서 
본 어떤 사고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화자는 ‘쇠’의 이미지와 쇠들이 부딪치며 내는 소리를 
통해 꿈의 일부분을 구현하고 구비구비 이어진 청계천 
뒷골목 상가를 파고드는 한 남자의 뒤를 따르며 자신만의 
‘쇠’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한다. 영화는 지극히 개인적인 
목소리로 시작하지만 이러한 사적 발화 지점을 디딤돌 삼아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1970년대 경제개발계획 시기 등을 
기록한 영상 푸티지 삽입과 오랜 기간 금속산업에 종사해온 
청계천 뒷골목 사람들의 이야기 삽입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보다 보편적인 것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시도를 
한다. 이때 화자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쇠’로 대표되는 
한국근대사의 어떤 근원적인 힘들에 대한 인상이며 
기억이다. 2000년대 이후 다큐멘터리의 역사쓰기는 좀 더 
구축적인 것이 되거나 혹은 렌즈의 비인간적인 힘에 무게를 
싣거나 하는 방식으로 분화한 바 있다. 이 영화는 이 두 
개의 태도를 동시에 포획하려는 시도로서,또한 ‘인상’이나 
‘기억’의 형태로 존재하는 세계의 이미지의 불완전성을 
탐구하는 방식으로서 성립하는 대안적 역사쓰기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진희) 
 
 

박경근
Kelvin Kyung-kun PARK

군대 ARMY (2018)	

철의 꿈 A Dream of Iron (2013)	

청계천 메들리 Cheonggyecheon 

Medley: A Dream of Iron (2010)

Cheonggyecheon Medley: A Dream of Iron 
begins with the voice explaining the image of an 
accident that the narrator has seen in his dream 
since childhood. The narrator embodies a part 
of the dream through the image of "iron" and 
the sound of the irons colliding with each other, 
and he begins to talk about his own iron story, 
following a man who walks through the back 
alleys of Cheonggyecheon with ironmonger shops. 
The film starts with a very personal voice, but 
based on these personal utterances, it is trying 
to turn his story into more universal thing, while 
inserting a video footage record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Korean War,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of the 1970s, and dealing 
with the story of people in the back streets of 
Cheonggyecheon who had been in the metal 
industry for a long time. What the narrator wants 
to talk about here is the impression and memory 
of Korean modern history represented by "iron". 
Since 2000, the historiography of the documentary 
has been divided into a more constructive attitude 
and a trend of emphasizing the neutral power of 
camera lenses.  The film is an attempt to capture 
these two attitudes at the same time, and is also a 
type of alternative historiography, such as the way 
of exploring the imperfection of the image of the 
world in the form of "impression" or "memory." 
(PARK Jinhee)

South Korea｜2010｜70min｜DCP｜Color｜Ⓖ

청계천 메들리
Cheonggyecheon Medley:  A Dream of Iron

10년 전 <호수길>이 보여준 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영화는 
칠전팔기처럼 낮과 밤을 교차하며 여전히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다. 호수길은 사라지고 응암2동에는 힐스테이트가 
들어섰지만, 영화에 담긴 풍경과 표정을 마주할 때면 모든 
것이 곧 다시 시작될 듯하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나무 사이에서는 새가 지저귄다. 그렇게 하나의 완전한 
세상이 돌아옴으로써, 애써 부여잡고 기다리는 카메라의 
노력은 지나간 일이 되어야 할 것만 같다.  
내레이션도 인터뷰도 없지만, 영화는 주장과 호소가 섞인 
목소리로 웅성댄다. 감독은 렌즈를 통해 눈앞을 바라보는데, 
그저 가만히 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화면이 깨질 정도로 
타이트하게 노인의 뒷모습을 잡아내는가 하면, 카메라를 
발견한 아이와 대치를 이루기도 한다. 다가서고 물러서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원칙적으로 카메라는 자리를 
지킨다. 노인이 프레임 밖으로 이동하고 아이가 놀이에 
빠져들 때까지, 그들과 같은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다. 
재개발이 시작된 이후, 카메라는 움직인다. 창이 뜯겨나간 
집에서 다른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정면으로 목격하며, 
카메라 또한 어디론가 쫓겨난다. 활기를 띤 목소리 대신 길고 
불길한 밤이 화면을 채울 때, ‘호수길’에는 수많은 공사와 
붕괴와 밀려남이 중첩된다. 오래전 <호수길>이 기록한 
것을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다. 다만 영화로 남은 세상을 
경험하며 상기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다.(차한비) 
 
What can we call what Hosu-gil has shown us 10 
years ago? The film remains rooted in its place, 
persevering in difficulties as days and nights pass. 
Hosu-gil no longer exists, and Hillstate Apartment 
Complex has been established in its stead in 
Eungam 2-dong. Yet when we look at the scenery 
and people’s faces in the film, it feels as though 

정재훈
JUNG Jae-hoon

도돌이 언덕에 난기류 

Dodoli eondeok e nangiryu 

(Turbulence at Dodoli hill) (2017)	

환호성 Hurrahh! (2011)	

호수길 Hosu-gil (2009)	

누군가의 마음 Someone's Thought 

(2004)

what happened in the past will start back up again. 
Children are playing in the playground, and birds 
are chirping in the trees. A peaceful world has been 
created, and it seems that the camera’s efforts to 
hang onto the past is something that should have 
ended long ago. There is no narration or interviews, 
but the film is packed with voices making assertions 
and pleas. The director looks forward through 
the camera lens, but he does more than that. He 
captures the back of an elderly man in full view, so 
tightly that it seems as though the man might burst 
out of the screen; he quietly stands face to face 
with a child who has discovered the presence of the 
camera. The camera stays in its place, all the while 
making its presence known by approaching and 
pulling back from its subjects. Until the elderly man 
moves out of the camera frame and until the child 
resumes playing, the film spends time with them 
in the same place they occupy. The camera moves 
after the development project begins. Witnessing 
the destruction of a house from another house 
where the windows have been removed, the camera 
is also chased out of its place. When a long and 
ominous night fills the screen instead of energetic 
and lively voices, layers of numerous construction 
projects, destructions, and removals are overlapped 
on Hosu-gil. It is still difficult to find a name for 
what Hosu-gil has recorded a long time ago. But 
stories like that are the ones that we remember 
when we experience the world that only exists on 
film today. (CHA Han-bi)

South Korea｜2009｜72min｜DCP｜Color｜⑫

호수길
Hosu-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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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김경만 Kyungman KIM	

Cinematography 김경만 

KIM Kyungman	

Editor 김경만 KIM Kyungman	

Music 차이코프스키 

Pyotr TCHAIKOVSKY	

Sound 고은하 KOH Eunha

영화에 이용된 푸티지의 상당수는 대한뉴스나 미군 뉴스릴 
같은 국가 공인 기록물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국가에 
기념이 될 만한 순간을 보도하는 영상들이다. 국가권력의 
승인을 받은 일종의 홍보영상 쇼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화는 이러한 영상들을 연결하여 사회에 부과되어 
온 이데올로기를 인식하게 만드는 한편, 4.3항쟁이나 
5.18항쟁 등의 클립과 이 영상들을 충돌시켜 그 의미를 
비튼다. 이런 재편집 과정에서 진실이라고 주장된 쇼는 
쇼의 진실로서 드러난다. 재구성되는 것은 믿음의 구조다. 
한국을 구해준 미국이라는 거짓 우호 관계 혹은 권력관계 
연합의 연설은, 영어마을을 짓고 미국사회의 허상을 
소비하는 환경에까지 이어져있다. 이처럼 영화의 몽타주는 
기록물의 원래 의도된 가치를 전복하여 욕망의 기록물로서 
그것들을 다시 소개한다. SNS 등에 무수한 이미지들이 
축적되어가는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미지들을 유랑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있다. 
<미국의 바람과 불>은 또한 이러한 디지털 환경이 사회의 
흐름으로서 기록되기를 기다리는 욕망의 아카이브임을 
일깨운다. (채희숙) 
 

김경만 
KIM Kyung-man

지나가는 사람들 People Passing By 

(2015)	

삐 소리가 울리면 Beep (2014)	

시간의 소멸 Destruction of Time (2013)	

미국의 바람과 불 An Escalator in World 

Order (2011)

The film features footage taken from official 
archives such as Daehan News and U.S. Army 
newsreels which intend to report monumental 
moments of a nation. You may call them 
promotional videos approved by national 
authorities. By connecting clips ofvideo footage, 
the film reveals the ideology and intention 
behind those images. The film attempt to twist 
the meaning of propaganda by colliding them 
with clips of the April 3 Jeju Uprising and the May 
18 Gwangju Uprising. In this re-editing process, 
the authority’s alleged truths reveal their true 
nature and reorganize our belief.s All the talk of 
friendship and power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U.S.lead to the construction of English villages 
and the consumption of the illusion of America. 
The montage of the film subverts the intended 
values of theoriginal archives and presents them 
as mere records of desire. In this digital era when 
countless images are piled up on SNS, we are free 
to wander around the sea of images. The film 
lets us remember that the digital environment 
is another archive of desire which longs to be 
recorded as a social trend. (CHAI Hee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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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바람과 불
An Escalator in World Order

STAFF	

Cinematography 이강현 

LEE Kanghyun , 

박영준 PARK Youngjun	

Editor 이강현 LEE Kanghyun	

Music 강민석 KANG Minseok	

Sound 김경만 KIM Kyeongman, 

허성호 HER Seongho,

표용수 PYO Yongsu

장면들이 좀 이상하다. 카메라 앵글은 대상들과 어떤 
친밀감이나 교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멀찍이 서거나 조금 
높은 곳에 비스듬히 서서 감정이입 없는 태도를 취한다. 
반면 그 속의 어떤 대화나 인터뷰 소리는 매우 가깝게 다가와 
있는데, 그 사운드는 원근법을 무시하고 조정되어 요컨대 
가장 멀리 있는 대상들의 말소리가 증폭되어 있거나 한다. 
명백한 거리감과 너무나 가까운 말소리. 이러한 장면구성은 
우리가 한 공간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수렴되어 흘러가는 
모습으로 수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보라>는 익숙하고 
손쉬운 인지 습관을 거스르고, 통증의 색 ‘보라’가 우리에게 
축적되어 급기야 무감각해진 상태를 감각하도록 한다. 
우리에게 만연한 이 사태를 정말로 ‘보라’고 한다. 고통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급박함을 느낄 
수 없는 노동사회의 풍경, 그리고 이에 대한 무감각을 
재생산하는 영화의 관습적 시선. <보라>는 습관들이 촘촘히 
얽혀있는 사회를 깊게 응시하는 한편 그 습관을 빠져나올 
균열을 찾고자 고군분투하는 짙은 노력이다. (채희숙) 
 

이강현 
LEE Kang-hyun

얼굴들 Possible Faces (2017)	

보라 The Color of Pain (2010)	

파산의 기술記述 The Description Of 

Bankruptcy (2006)

Scenes look a bit strange. The camera either 
remainsdistant or slightly above without showing 
any sign of intimacy and exchange with subjects. 
However, some dialogues and interviews sound too 
close out of perspective. Sometimes, aconversation 
of the farthest people is amplified too much. This 
setting of noticeable distance and close sound 
prevents viewers from accepting the image of space 
as it is. The film goes against any familiar and 
convenient cognitive habit. It intends to make the 
color of pain be accumulated within us so that we 
can sense the state of numbness. The film asks us to 
see the reality. The labor world shows no sense of 
crisis against the pain and no sense of urgency for 
improving the situation. Amid all this, the film just 
observes the numbness. The film looks into society 
entangled with numerous habits and struggles 
to find any crevice to come out of conventional 
practices. (CHAI Heesuk)

South Korea｜2010｜136min｜DCP｜Color｜Ⓖ

보라
The Color of 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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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김종원 KIM Jongwon	

Cinematography 양근영 

YANG Gunyoung Kay	

Editor 박영언 PARK Yeong-eon	

Music 이지현 LEE Jiyeon	

Sound 이승철 LEE Seungchul

영화는 진실에 가닿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변화는 세계 
안에서 영화는 진실이라 불리는 그 무엇에 가닿길 갈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흔들리는 좌표 안에서 어쩔 도리 
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실패가 전제된 
모험 혹은 매혹적인 패배의 흔적은 비참하게 무너져도 
허무하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어떤 필사의 의지일 것이다. 
<천당의 밤과 안개>는 세계의 진실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왕빙 감독에 대한 영화이자, 왕빙 감독의 영화적 진실에 
가닿길 간절하게 갈망하는 정성일 감독의 영화다. 한 
명의 영화작가에 대한 기록이면서 영화라는 해소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작가적 질문으로서 이 탐색에서 중요한 
것은 영화가 진실에 가닿았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치열하게 카메라를 놓고, 집요하게 
피사체를 찍고, 찍은 것들을 진중하게 이어붙이는 영화라는 
감각 자체다. 어느 순간 문득 우러나왔다 이내 사라지는 
진실의 편린들을 포착하기 위한 절실한 시선들만으로 
236분에 육박하는 이 영화의 길고 더딘 호흡은, 너무나 
짧고 다급해 보인다. (박우성) 
 

정성일
JUNG Sung-il

녹차의 중력 Gravity of the Tea (2018)	

백두 번째 구름 Cloud, Encore (2018)	

천당의 밤과 안개 Night and Fog In Zona 

(2015)	

카페 느와르 Cafe Noir (2009)

Can a film come close to reality? In our ever-
changing world, cinema often seeks to achieve  
something called truth but we know that it can't 
help but fail to do.<Night and Fog in Zona> is a 
film about director Wang Bing who eagerly seeks 
the truth of the world, and also Jung Sung-il 
who desires to approach the truth within Wang 
Bing's film. This film, a record about a director, 
raises the question about the irresolvable truth 
of cinema;but it doesn't matter whether a film 
captures the truth. What we have to face is film 
itself, which features carefully placed cameras, 
persistently shots of a subject, and editing that 
connects shots. Despite a long, slow flow of 
nearly 236 minutes, the film seems too short to 
capture all the fragments of truth that appear and 
disappear within a moment. (PARK Woosung)

South Korea｜2015｜235min｜DCP｜Color｜Ⓖ

천당의 밤과 안개
Night and Fog In Zona

STAFF	

Producer 강유가람 Garam KANGYU	

Cinematography 손경화 

SON Kyungwha, 

원순애 WON Soon-ae	

Editor 조세영 JO Seyoung, 

박소현 PARK Sohyun	

Music 윤성혜 YOON Sunghye

올해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생긴 낙태죄가 66년 만에 개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진일보한 것이었지만 
낙태죄를 둘러싼 갈등의 목소리가 수그러들진 않았다. 
지금처럼 이 문제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갈등하는 문제로 본다면 이 논쟁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 둘은 배치되는 문제로 다뤄지기보다는 각각 좀 
더 근본적으로 사고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자, 이제 댄스 
타임>은 이 모든 문제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영화다. 영화는 
‘여성의 몸에 이뤄진 원치 않은 임신’이라는 사건을 해결하는 
일이 그다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행위의 
당사자(겸 책임자)는 남녀 두 명이며,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 간의 합의와 자본(혹은 
가족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의료기관 등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결정과 선택 과정을 거쳐야 이 사건은 
‘해결’이라는 과정을 맞이하며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명백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다. 
(박진희) 
 

조세영
JO Se-young

물물교환 Fair Trade (2015)	

자, 이제 댄스 타임 Let's Dance (2013)	

버라이어티 생존토크 Variety Survival 

Talkshow (2009)

In April this yea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current law, which 
punishes women who had abortions and medical 
practitioners who helped them, is against the 
Constitution. Abortion became illegal at the time 
of criminal law enactment in 1953, and finally, 
it will be in the process of being revised after 66 
year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as a 
step forward, but the voice of conflict over abortion 
didn't diminish. If we view this issue as a conflict 
betwee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this debate may not 
go away forever. Those two should be discussed 
more in-depth rather than being considered as 
two conflicting opinions. <Let's Dance> is a film 
that explains all of these problems in detail. The 
film shows that resolving the case of 'undesired 
pregnancy in a woman's body' is not a simple 
matter. There are two parties (and who are 
responsible) of the act, and no matter what the 
conclusion is, this requires consensus and capital (or 
family care) between the two parties and external 
help, including medical institutions. Only through 
the process of this decision and making choices can 
the case be brought to the next level for the process 
of resolution. This is clearly a social issue, not an 
individual problem. (PARK Jinhee)

South Korea｜2013｜83min｜DCP｜Color｜⑮

자, 이제 댄스 타임
Let’s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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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오픈 시네마
DMZ Open Cinema

많은 관객이 즐길 수 있는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최고의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섹션. 영화제 기간 동안 극장뿐만 
아니라 일산 벨라시타에 마련된 야외상영공간에서 
상영된다. 

DMZ Open Cinema presents the outstanding 
documentary films with both popularity and 
cinematic quality that can appeal to a wider 
audience. Its program will be held at the open 
screening venue of Ilsan BellaCitta as well as in the 
theaters during th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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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Joe BOYD, Rob JOHNSON, 

Chiemi KARASAWA, Spike LEE

Color Rebecca ARCE

Editor Jeff BUCHANAN

Music Jimmy DOUGLASS

1972년 미국 LA 남부 작은 침례교회. 당시 29살의 나이에 
이미 소울의 여왕이란 칭송을 받던 아레사 프랭클린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틀에 걸쳐 열린 역사적인 콘서트는 
라이브 앨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발매되었고 200만장이 
넘는 판매고를 올리며 역대 최고 가스펠 앨범으로 
기록되었다. 당시 이 콘서트 현장에는 훗날 <추억>과 <아웃 
오브 아프리카>로 미국을 대표하는 감독이 될 시드니 
폴락이 TV용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위해 연출을 맡아 
현장에 참여했는데, 막상 촬영본의 음향과 화면의 싱크가 
맞지 않아 완성이 불가능해지면서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다. 
그렇게 창고에 묻혀 있던 푸티지를 구매한 프로듀서 알렌 
엘리엇은 싱크를 맞추고 재편집해 2011년 공개하려 했으나 
아레사 플랭클린의 반대로 공개가 무산되었다. 2018년 
아레사 프랭클린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의 동의를 얻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된 영화는 그녀의 팬들뿐만 아니라 
평단과 관객들의 극찬을 받았다.  
위대한 예술가의 전성기 시절을 만날 수 있다는 매력 
외에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관객들을 시공간을 지나 
영적이고 신비한 체험의 순간으로 데려간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음악과 하나가 되는 황홀경과 무화의 순간. 
60년대 인권운동이 활발하던 시기를 지나 존 F. 케네디의 
암살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로 혼란스럽고 암울하던 
시대에 건넨 그녀의 위로와 치유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시드니 폴락, 알랜 엘리엇 
Sydney POLLACK, 
Alan ELLIOTT

In 1972 at a small Baptist church in southern 
Los Angeles, USA, 29-year-old Aretha Franklin 
appeared and a two-day historic concert began. 
By then, she was already praised as the Queen 
of Soul. The live album of the 'Amazing Grace' 
concert was released and became the best gospel 
album in history, with more than 2 million sales. 
At the time, Sydney Pollock, who would later 
become a leading American director with <The 
Way We Were> and <Out of Africa>, took part in 
the production of a TV documentary. However, the 
documentary was not able to be released as the 
sound didn't sink with the images. Producer Alan 
Elliott, who purchased the footage that was buried 
in a warehouse, tried to publish it in 2011 with a 
new completed and re-edited version, but it was 
canceled as Aretha Franklin was against it. After 
her death in 2018, the film was finally unveiled 
to the world thanks to the family's consent, and 
it received high praise internationally not only by 
her fans, but also by critics and audiences. 
The film is attractive as it gives a chance to see this 
wonderful artist during her prime. Furthermore, 
it takes the audience through time and space to 
a spiritual experience. It is a moment of ecstasy 
where everything disappears and becomes one 
with music. Her voice still comforts and touches 
audiences today as it did for people who lived in 
the chaotic and gloomy times of Kennedy’s and 
Martin Luther King's assassination following the 
1960s' high-spirited human rights movement.

USA｜2018｜87min｜DCP｜Color｜KP｜Ⓖ

어메이징 그레이스
Amazing Grace

STAFF	

Writer John CHESTER, 

Mark MONROE	

Executive Producer Laurie DAVID, 

Erica MESSER, Paul GURINAS, 

Jessica GURINAS	

Editor Amy OVERBECK	

Music Jeff BEAL

존과 몰리는 사랑하는 개와 함께 미국 LA 시내에 신혼집을 
차린다. 하지만 둘이 자리만 비우면 짖어대는 개 때문에 
매번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던 중,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LA 북쪽 교외 대지를 장만해 농장생활에 도전해보기로 
한다. 모자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들을 모아 파티를 
하고 여기저기서 자금을 마련해 대지를 구입하고 버려진 
황무지 같은 땅을 개간하기 시작한다. 기왕 시작하는 거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사육하기로 하지만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일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고비를 넘어가는 
동안, 농장은 점점 커져가고 가축들의 숫자는 늘어난다. 
애프리콧 레인 농장은 돼지, 염소, 양, 닭, 오리, 말, 소 등 
각종 가축들과 아보카도, 레몬, 채소, 매실, 복숭아 등 75 
종이 넘는 핵과일들이 모여 있는  그 자체로 작은 하나의 
생태계다. 2011년부터 LA 외곽에 문을 연 이 농장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수확하고 균형 있는 생태계, 동물과 
환경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간한 비옥한 토지들이 생산하는 
양질의 수확물들로 가득하다. <위대한 작은 농장>은 
자연에 순응하는 농장을 만들기 위한 존과 몰리의 8년간의 
악전고투를 담은 다큐멘터리이자 더 나은 삶과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강력한 경고와 메시지를 담은 영화다. 
자칫 계몽적인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려한 화면과 
극적인 사건과 구성은 어떤 극영화보다 스펙타클하다. 귀엽고 
사랑스런 동물들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생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주는 감동은 덤이다.  
 

존 체스터 
John CHESTER

Toronto FF 2018	

Sundance FF 2019

Newly-wed couple John and Molly start their life 
together in downtown Los Angeles with a beloved 
dog. But as their dog barks too much when they 
are not around, they have to move several times. 
Finally, they decide to clean up the city and buy 
farmland in the suburbs of North LA. They gather 
friends at a party to raise money for the land, and 
start clearing up an abandoned wasteland. Plus, 
since they decide to farm, they choose eco-friendly 
ways of farming and raising livestock, but things 
don't go smoothly. While overcoming problems 
with the help of experts and those who participate 
in daily experience programs, the size of farm and 
number of livestock grow. Apricot Lane Farm is a 
small ecosystem with pigs, goats, sheep, chickens, 
ducks, horses, cattle, and more than 75 species of 
fruits and vegetables including avocados, lemons, 
Japanese apricots, and peaches. Since it opened 
in 2011in the Los Angeles suburbs, the farm has 
produced quality crops. The fertile land is reclaimed 
in ways that balance the ecosystem, and the crops 
are harvested with methods that respect the 
environment and animals. <The Biggest Little Farm> 
is a documentary about John and Molly's eight-year 
struggle to create a farm that conforms to nature, 
and contains a powerful warning and message for 
a better life and a healthy future for humanity. You 
may think it's an enlightening film, but the beautiful 
scenes, dramatic events, and compositions are 
more spectacular than any dramatic film. A bonus 
is the inspiration that comes from beautiful people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alongside cute and 
lovely animals.

USA｜2018｜91min｜DCP｜Color｜KP｜Ⓖ

위대한 작은 농장
The Biggest Little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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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Joe TUCKER, Eric HOHAN

Screenplay Don MILLAR, Hart SNIDER

Cinematography Johan LEGRAIE, 

Joe TUCKER

Music David BERTOK

STAFF	

Producer James GAY-REES, 

Paul MARTIN

Executive Producer George PANK, 

Will CLARKE, Julian BIRD, Bil BUNGAY

Editor Chris KING

Technical Editor Rafael BETTEGA

Music Antonio PINTO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칭송 받는 화가이자 
조각가 페르난도 보테로.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의 
둥그스름한 얼굴과 마치 풍선처럼 터질듯한 풍만한 
육체는 인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감성을 환기시키는 
그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보여주는 특징들이다. 1961년 
뉴욕현대미술관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12살의 모나리자>를 구입한 이후 현재 전세계 
50곳이 넘는 박물관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갤러리에서 그의 회고전이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페르난도 보테로에 대한 다큐멘터리 <보테로>는 미술계를 
이끄는 거장의 삶에 대한 사적 이야기와 작품세계에 대한 
그의 신념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콜롬비아 출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미술계를 이끄는 거장이 되기까지의 한 
아티스트의 삶에 대한 이야기, 예술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등은 페르난도 보테로와 그의 가족들의 인터뷰, 세계 
곳곳의 전시장과 그의 일상을 보여주는 다채로운 영상들을 
통해 전달된다. 다큐멘터리 <보테로>는 이 시대의 세계적 
거장 페르난도 보테로의 생애를 들여다보는 기회와 그의 
작품세계를 스크린으로 만나는 기쁨을 선사한다. (김현미) 
 

돈 밀러
Don MILLAR 

Painter and sculptor Fernando Botero is acclaimed 
as the most celebrated artist in existence. The 
round faces and voluptuous bodies of characters 
bursting like balloons are the unique features 
of his artistic world, and they evoke new 
interpretations and emotional aspects about 
the human body.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purchased <Mona Lisa, Age Twelve>, a 
parody of Leonardo da Vinci's Mona Lisa, in 1961. 
Now, more than 50 museums have his artwork, 
and retrospectives are continually being held in 
galleries around the world. This documentary 
of Fernando Botero, simply entitled <Botero>, 
vividly depicts the private life of the master who 
lead the world of art along with his belief in the 
arts. The life story - from his poor childhood 
in Colombia to becoming a master - and his 
unwavering passion for art are conveyed through 
interesting images and interviews with Fernando 
Botero and his family, exhibition halls around the 
world, and excerpts his daily life. <Botero> offers 
an opportunity to look into the life of the world-
renowned artist, and the joy of seeing his art on 
the big screen. (KIM Hyunmi)

Canada｜2018｜82min｜DCP｜Color｜KP｜Ⓖ

보테로
Botero

호날두와 메시 이전 축구의 신이라 불렸던 디에고 마라도나가 
있다. 축구팬이라면 그에 대해 며칠이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 만큼 독보적인 축구실력만큼이나 숱한 화제와 스캔들을 
뿌렸던 시대의 아이콘이자 전설적인 선수였고, 여전히 메인 
뉴스를 장식하는 뉴스메이커이기도 하다.  
요절한 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비극적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에이미>로 명성을 얻은 아시프 카파디아는 
마라도나에 관심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스토리구성에 어려움을 겪던 감독은 1981년부터 시작해 
1984년 바르셀로나에서 나폴리로 역대급 계약금을 받고 
이적해 나폴리의 전설이 되어 활동한 1991년까지의 
마라도나에 집중한다. 야구하면 부산을 떠올리듯이 
이탈리아에서는 나폴리가 유별나게 축구에 대한 광기 어린 
열정을 자랑하는데, 자본으로 무장한 북부 지역 리그에 늘 
밀리기만 하던 나폴리 구단은 마라도나의 등장으로 86-
87 시즌과 89-90시즌 두 번에 걸쳐 세리에A 리그 우승컵을 
거머쥔다. 나폴리 구단의 영구결번 10번, 그리고 마라도나에 
헌정하는 제단이 있을 만큼 나폴리에게 마라도나는 
절대적인 존재인데, 영화는 공개된 적 없는 500시간이 넘는 
마라도나의 영상자료들과 푸티지를 활용해 마라도나와 
범죄의 도시 나폴리와의 드라마틱하고 광기 어린 만남의 
순간들을 담아냈다.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관습을 따라가면서, 
타고난 재능을 갖고 태어난 한 천재의 성장과 성공, 그리고 
절망을 딛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담은 이 영화는 그 어떤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극적이고 흥미롭다. 
 

아시프 카파디아
 Asif KAPADIA

Ali and Nino (2016)

Amy (2015)

Senna (2010)

Cannes FF 2019	

Sheffield Doc/Fest 2019

Before Ronaldo and Messi, there was Diego 
Maradona, who was called the god of football. He 
was an iconic and legendary player of the time, with 
a lot of issues and scandals, as well as a football 
genius no one could match. If you're a football fan, 
you could talk about him for days, and even today, 
he still makes headline news. 
Asif Kapadia, who earned a reputation for the 
documentary<Amy>, based on singer Amy 
Winehouse's tragic life, began preparing for the 
project with interest in Maradona. He had difficulty 
in composing the story, but then he decided 
to concentrate on the years between 1981 and 
1991. During those years, Maradona moved from 
Barcelona to Naples in 1984 with the-then world-
record fee, and he became the legend of Naples. 
As we think of Busan for baseball in Korea, Naples 
has an extraordinary football fan base in Italy. But 
the Napoli club had never won a league title, as the 
teams from the north of the country were heavily 
armed with capital and dominated the league. The 
Napoli club finally won Serie A-League Cup twice in 
86-87 and 89-90, and Maradona became the absolute 
presence for Naples. The Napoli Club dedicated 
the permanent number 10 shirt and even an altar 
to Maradona. The film uses more than 500 hours 
of footage and other video clips, presenting the 
dramatic and crazy encounters between Maradona 
and the city of crime. It follows the customs of sports 
documentaries and depicts the process of a genius 
with a natural gift growing into the greatest player in 
the world, along with his success, despair, and finally 
reaching salvation. It is more dramatic and exciting 
than any blockbuster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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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고 마라도나
Diego Mara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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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Executive Producer Wim WENDERS 

Associate Producer Uwe KIEFER 

Cinematography Thomas SCHAFER

Animation Rainer LUDWIGS, 

Tetyana CHERNUQAVSKA

1920-30년대에 이미 재즈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사는 독일 출신의 젊은 유대인 
난민 알프레드 라이온은 자신이 사랑하는 재즈 앨범들을 
할렘의 상점들, 심지어 그마저도 ‘유색인 앨범’ 이라는 
끔찍한 이름이 붙은 섹션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이 열정적으로 사랑하던 음악을 대중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그는, 1939 년 전설적인 
재즈 레이블인 블루 노트 레코드를 설립했고  고국에서 
온 소중한 친구이자 같은 재즈 애호가이며 유대인 난민인 
프랜시스 울프가 곧 그와 합류했다. 
이후 30년 동안, 이 두명의 독일 이민자들은 재즈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로 불렸던 셀로니어스 몽크와 아트 
블래키의 초기작부터 마일즈 데이비스, 존 콜트레인, 캐논볼 
애덜리, 덱스터 고든, 허비 행콕 등 하드 밥의 전성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명 재즈 음악가들과 함께 일했다. 
위대한 재즈 레이블을 설립하고 경영했던 두 사람에게 
이토록 애정깊은 헌사와 같은 영화를 제작한 사람은 
다름 아닌 독일 뉴 웨이브의 거장인 빔 벤더스이며, 에릭 
프리들러 감독은 라이온과 울프의 삶을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해 이를 재즈 역사를 개척해낸 수십 명의 인물들에 
대한 추억과 함께 풀어냈다. 스튜디오에서 라이온은 
녹음하던 음악의 모든 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까지 항상 
음악가들을 밀어붙이며, 독일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잇 
머스트 슈윙’이라고 했다고 한다. 영원히 기억될 재즈 음악, 
클래식한 블루 노트 레이블의 재즈 앨범 커버들, 그리고 
매혹적인 음악의 일화들은 이 다큐멘터리를 확실히 멋지게 
만들어주고 있다. (피어스 콘란) 
 

에릭 프리들러  
Eric FRIEDLER

Though the jazz scene was already in full swing 
(pun intended) by the 1920s and 30s, a young 
German Jewish refugee living in New York by the 
name of Alfred Lion discovered that he could only 
track down records of his beloved music in Harlem 
stores. Even then, he could only find them in the 
horrifically-labelled ‘race records’ section. Fuelled 
by a desire to bring his passion to the masses, 
he founded the fabled Blue Note Records label in 
1939, where he was soon joined by his dear friend 
from the homeland, and fellow jazz enthusiast 
and Jewish refugeee, Francis Wolff. 
Over the next 30 years, this pair of German 
émigrés would foster some of the greatest talents 
in jazz, from the early works of Thelonious Monk 
and Art Blakey all the way into the heyday of hard 
bop, with names like Miles Davis, John Coltrane, 
Cannonball Adderley, Dexter Gordon and Herbie 
Hancock, among many, many others, all becoming 
associated with the label. 
In this lovingly rendered tribute to the great jazz 
house executive produced by none other than the 
German New Wave master Wim Wenders, director 
Eric Friedler combines animated reconstructions 
of the lives of Lion and Wolff, with remembrances 
from dozens of pioneering figures of the jazz 
scene. When in the studio, Lion would always 
push his musicians until the music was just right, 
telling them in his heavily-accented English, ‘it 
must schwing.’ With unforgettable Jazz tunes, 
classic Blue Note album covers and fascinating 
anecdotes, this doc most certainly does. 
(Pierce CONRAN)

Germany｜2018｜115min｜DCP｜Color｜KP｜Ⓖ

슈윙! 블루 노트 레코드 스토리
It Must Schwing - The Blue Note Story

STAFF	

Producer Bobette BUSTER, 

Karen JOHNSON, Midge COSTIN	

Screenwriter Bobette BUSTER	

Editor David J. TURNER	

Music Allyson NEWMAN	

Sound David J. TURNER, 

Kimberly PATRICK, 

Qianbaihui YANG

유명인에게 열광하고 인스타그램에 집착하는 전 세계적인 
문화 속에서, 영화가 시각과 음향의 예술이라는 것이 
쉽게 잊혀지고 있다.  <아마겟돈> 등의 90 년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사운드 편집자 미지 
코스틴은 <메이킹 웨이브: 영화 사운드의 예술>을 통해, <재즈 
싱어>와 함께 유성 영화가 소개된 1927 년 이후 영화 음향의 
풍경을 만들어왔던 거장들에게 찬사를 바친다.  
먼저 코스틴은 영화카메라를 발명했지만 음향을 결합하는 
방법은 찾지 못했던 토마스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 초창기 유성영화의 등장부터, 
<지옥의 묵시록>의 5.1 서라운드 사운드를 소개했던 월터 
먼치나, <스타워즈>의 음향세계를 만들어냈던 벤 버트와 같은 
인물들이 보여준 70년대와 80년대 사운드디자인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메이킹 웨이브: 영화 사운드의 예술>은 영화의 
진화에 미친 음향의 중요한 역할을 검증해 나간다.  
스필버그나 크리스토퍼 놀란 등의 유명 할리우드 감독들도 이 
작품에 등장하여, 사운드편집이나 사운드디자인 뿐만 아니라, 
ADR, 앰비언트사운드, 효과음, 그리고 음악을 포함하는 
여러 분야를 포괄하면서도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영화 
사운드라는 예술형식에 경의를 표한다. (피어스 콘란)
 

밋지 코스틴 
Midge COSTIN

Tribeca FF 2019	

Cannes 2019

In a global culture fascinated by celebrities and 
obsessed with Instagram, it’s easy to forget that 
cinema is the art of sight AND sound. From Midge 
Costin, a sound editor on some major 90s Hollywood 
blockbusters such as Armageddon, comes Making 
Waves: The Art of Cinematic Sound, a loving 
tribute to the artisans responsible for the evolving 
soundscapes of our most treasured filmic memories, 
ever since synchronized sound was introduction in 
the theater with the release of The Jazz Singer in 
1927. 
Yet Costin’s work takes us all the way back to the 
invention of the phonograph by Thomas Edison, the 
man who would later invent the movie camera, but 
never figured out how to combine both techniques. 
From the early advances in the talkies to the key 
innovations of sound design in the 70s and 80s by 
figures such as Walter Murch, who introduced 5.1 
surround sound on Apocalypse Now and Ben Burtt, 
who craft the sonic world of Star Wars, Making Waves 
examines the key role that sound has had in the 
evolution of film.  
Some of Hollywood’s biggest names, such Steven 
Spielberg and Christoper Nolan, also drop by to pay 
tribute to the often unsung artform of cinematic 
sound in a wide-ranging work that explores sound 
editing and design, as well as related fields such as 
ADR, ambient sound, foley work and music. 
(Pierce CONRAN)

USA｜2019｜94min｜DCP｜Color｜AP｜Ⓖ

메이킹 웨이브: 영화 사운드의 예술 
Making Waves: The Art of Cinematic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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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안무가 벤자맹 밀피에는 2014 년도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파리 무용단 단장에 임명된 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의 
통솔권을 전달받았다. 2015년, 그가 발레단을 위해 준비한 
첫 발레 공연의 초연을 앞두고 몇 주에 걸쳐 촬영된 티에리 
드메지에르와 알방 퇴를레의 <파리 오페라 발레단>은 낡은 
전통과 위계질서에 지배되는 오래된 기관을 부활시키려 
노력하는. 의욕 넘치고 열정적인 38세 남성의 이야기를 
전해준다.  
이 다큐멘터리가 촬영 된 지 불과 몇 개월 뒤인 2016 년 
초, 밀피에는 이 기관 역사상 처음으로 혼혈 댄서를 가장 
높은 '에뚜왈'의 지위로 승격시키기 위해 파리 발레단과 
싸워야 했다. <파리 오페라 발레단>은 발레의 현대화를 
위한 본질적인 갈등을 보여준 뒤에, 밀피에가 홀로 헤드폰을 
쓰고 춤추면서 쇼를 준비하는 장면과 사라져버린 그를 
찾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대는 비서의 모습을 교대로 
보여주면서, 발레공연을 무대에 올리기 위한 리허설의 
어려움과 신중한 준비과정을 흥미롭고도 역동적인 
관점으로 보여준다.  
발레 분야 밖에서 밀피에는 대런 애러노프스키 감독의 
<블랙 스완>의 안무가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바로 이 영화 
세트장에서 나중에 아내가 된 나탈리 포트만을 만나게 된다. 
(피어스 콘란) 
 

알반 투를라이, 
티에리 데마이지에르
 Alban TEURLAI, 
Thierry DEMAIZIÈRE

Ballet choreographer Benjamin Millepied was 
handed the keys the Paris Opera Ballet after 
landing the coveted post of Director of Dance in 
2014. Shot over the course of a few weeks in 2015, 
in the lead-up to the opening night of his first 
ballet for the company, Reset, from filmmakers 
Thierry Demaizière and Alban Teurlai, shows us 
a driven, passionate and tenacious man who at 
the age of just 38, seeks to revitalize an age-old 
institution that he considers to be governed by 
hierarchy and archaic traditions.  
Millepied, who would part ways with the Paris 
ballet in early 2016, just a few months after 
this documentary was shot, had to fight to 
promote a mixed-race dancer to the highest 
‘etoile’ rank for the first time in the institution’s 
history. Beyond clashes of this nature over the 
modernization of the ballet, Reset largely serves 
has a fascinating and dynamic insight into the 
painstaking rehearsals and careful planning 
that go into staging a ballet, interspersed with 
footage of Millepied designing the show as he 
dances alone with his headphones or of his 
assistant constantly calling people up to find out 
where he’s disappeared to, and culminates with 
stunning footage from the show’s applauded first 
performance. 
Outside of the ballet world, Millepied is best 
known as the choreographer of Darren Aronofsky’s 
Black Swan, on the set of which he met his future 
wife Natalie Portman. (Pierce CONRAN)

France｜2015｜110min｜DCP｜Color｜KP｜Ⓖ

파리 오페라 발레단
Reset

STAFF	

Producer 방용국 BANG Young-guk	

Cinematography 김진범 

KIM Jinbeom	

Editor 김진범 KIM Jinbeom	

Music 방용국 BANG Young-guk	

Sound 김진범 KIM Jinbeom

STAFF	

Producer STÉPHANIE SCHORTER 	

Cinematography ALBAN TEURLAI, 

ÉRIC DUMONT 	

Editor ALICE MOINE, ALBAN 

TEURLAI 	

Music PIERRE AVIAT, 

FALABRACKS 	

Sound EMMANUEL GUIONET

유명 음악인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붙은 ‘숨’이라는  제목은 
다소 의아함을 불러일으킨다. 음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힘겨운 과정, 동료들과의 관계, 감각적인 음악 씬등, 음악 
다큐멘터리의 필수 흥미요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친근한 
작품이지만, 작품 속 방용국에게서 느껴지는 고뇌의 
수위는 생각보다 높다. 웃는 모습이 너무나 해맑은 젊은 
음악인이어서일까? 죽음까지 생각했던 우울의 시간을 그의 
입을 통해 들으면서 ‘숨’이라는 제목에 담은 절박함을 조금 
이해하게 된다. 아슬아슬하게 엇나가는 박자, 정신병적 외침, 
코드도, 악보도 모르는 채 건반을 눌러 본능적으로 찾은 
화음들은 방용국의 내면에서 소용돌이 치는 화해하지 못한 
감정들의 포효에 다름 아니다. 내뱉어야 살 수 있었던 ‘숨’ 
같은 것이 하나의 장르로 분류하기 힘든 그의 음악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한 음악인의 이미지 만들기와 방용국의 
표현욕구가 만들어내는 깊은 어둠 사이를 오가며 작품은 그의 
첫 정규앨범 “야해”가 탄생한 과정을 드러낸다. 주변의 격려와 
함께 무대에 서는 방용국의 화려한 뒷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아티스트 방용국의 깊이를 본다. (설경숙) 
 

김진범 
KIM Jinbeom

숨 Something to Talk About (2019)

 As the title of a documentary on a well-known 
musician, ‘Something to Talk About’ (Korean title 
‘Breath’) provokes certain curiosity. Although it is 
in a way, an audience-friendly music documentary 
with some of the must-include elements like agony 
on the music-making process, relation among the 
fellow musicians and the sensual music scenes, 
the extent of Bang Yongguk’s agony in the film is 
more significant than one can expect from a flick 
documentary. While Bang shares his darkest times 
when he even thought of death, we can glimpse the 
desperation implied by the title. Bang’s psychotic 
shout and chords rather instinctive are like outburst 
of his irreconcilable emotions. The film tells that his 
music, out of any category of genre, is like ‘breath’ 
that he cannot survive without. On the boundary 
between illuminating a star and digging into his deep 
darkness, the film eventually reveals the process his 
first album ‘Yahae’ is made. On the heartwarming 
ending where everybody wishes him a luck and Bang 
goes on the stage, we now see his inner depth as an 
artist. (Suan S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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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
Something to Talk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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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의 얼굴 없는 여성들, 이라는 표현이 있다.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과 파급력을 지닌 할리우드 영화에서 
여성을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에 주로 인용되는 
문장으로, 신체의 일부만 드러내거나 일부를 과장해서 
이미지로 소비하는 오랜 폭력적인 관행에 대한 지적이다. 
영화와 미디어산업에서 젠더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된 
지는 꽤 오랜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선은 요원하고, 
변화는 더디다. <우먼 인 할리우드>는 미국을 대표하는 
감독과 배우들이 등장해 견고해서 결코 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강고한 남성 중심의 할리우드 영화산업과 
미디어산업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다. 영화에는 
<델마와 루이스>의 지나 데이비스를 비롯해, 메릴 
스트립, 나탈리 포트만, 케이트 블란쳇, 리즈 위더스푼 
등 스크린에서 익숙한 할리우드 배우들과 영화인들이 
총출동해 각자 현장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들려준다. 
100년의 역사에 달하는 아카데미영화상에서 지금까지 단 
한번 여성감독이 감독상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개봉하는 
영화의 감독 대부분이 남성들이고 산업의 모든 지표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영화는 고발하는데, 
단지 남성과 여성의 젠더 문제에만 머무르진 않는다. 
영화부터 TV,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유색 인종과 아시아인의 이미지까지 다루며 미디어 
산업의 전반적인 변화와 행동을 촉구한다. 계몽적이지만 
감동적이며 그들의 진심 어린 호소를 담은 다큐멘터리. 
 
 

톰 도나휴 
Tom DONAHUE

Toronto IFF 2018

There is an expression -‘the faceless women of 
Hollywood.’ The quote is often cited for criticizing 
the way women are ‘consumed' in Hollywood 
films, which has a strong influence around the 
world. It is used to point out the long and violent 
practice of using female bodies on screen, by 
exposing or exaggerating only part of the body 
in the image. It's been a long time since gender 
issues have become a significant issue in the film 
and media industries. Still, improvements are 
far from being made, and change is slow. <This 
Changes Everything> features leading American 
directors and actors, and delivers a powerful 
message to the strong male-centered Hollywood 
film and media industry, which appears to be 
impossible to break. Familiar Hollywood actors 
and filmmakers including Geena Davis from 
Thelma and Louise, Meryl Streep, Natalie Portman, 
Cate Blanchett, and Reese Witherspoon, talk 
about their experiences. The film indicates that all 
industry indicators point toward an imbalanced 
playground, including facts such as only one 
female director has ever received the Best Director 
Award in the 100-year history of the Academy 
Awards, and that most of the directors are males. 
However, it's not just about gender issues between 
men and women. It covers stories with people of 
color and Asians who only exist in the background 
in film, TV, and animation, and calls action and 
overall changes in the media industry. It is an 
enlightening, earnest, and inspiring documentary.

USA｜2018｜96min｜DCP｜Color｜KP｜Ⓖ

우먼 인 할리우드 
This Changes Everything

미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활기 넘치는 도시들 중 하나인 
뉴올리언스는 오랫동안 음악과 매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그 들 중 한 사람인 튜바 
연주자 알란 자페와 그의 아내 샌드라는 1960년대 뉴올리언스 
재즈문화의 아성이었던 전설적인 '프리저베이션 홀'을 
운영했다.  
이 도시의 독특한 문화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음악적 유산에 미친 핵심적인 영향은 쿠바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자페의 아들 벤이 운영하는 '프리저베이션 홀' 
밴드는 그들의 뿌리를 찾기 위해 캐러비안 섬으로 일생 단 
한 번의 여행을 떠난다. 하바나, 산티아고 그리고 섬의 여러 
장소를 방문한 그들은 언어는 모르지만 그랜드 홀과 클럽과 
라운지에서 음악인들을 만나 음악을 통해 소통하였으며, 
특별히 거리에서는 마치 뉴올리언스의 프렌치쿼터에서처럼 
지역사람들과 함께 공통의 리듬과 춤의 즉흥연주를 즐기기도 
했다. 
데이비드 사이먼의 HBO TV시리즈 <트림>과 빔 벤더스의 
다큐멘터리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의 팬들이라면 관람을 
해야만하는 <프리져베이션 재즈클럽: 튜바 투 쿠바>는 
뉴올리언스 재즈의 풍요로운 쿠바의 유산을 탐험한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고 같은 악기들을 많이 연주하지도 
않지만, 문화를 공유하는 긴밀한 유대관계는 이 음악의 전통에 
바치는 황홀한 찬사를 통해 활기를 더하게 된다. (피어스 콘란)
 
 

T.G. 해링턴, 대니클린치  
T.G. HERRINGTON, 
Danny CLINCH 

One of the most unique and vibrant cities of the 
United States, New Orleans has long attracted fans of 
music and spicy cuisine. Among these visitors were 
tuba player Allan Jaffe and his wife Sandra, who took 
over management of what became the legendary 
Preservation Hall, a bastion of local jazz culture, in 
the 1960s. 
The city’s unique culture has many roots, but the 
chief influence on its musical heritage comes from 
Cuba. The Preservation Hall Band, now run by the 
Jaffes’ son Ben, takes a once-in-a-lifetime trip to 
the Caribbean island to explore these roots. What 
they find in Havana, Santiago and other corners of 
the island are kindred spirits who don’t speak their 
language but can connect with them through music, 
which they do in a grand hall, club rooms and living 
rooms, but most fittingly out on the streets, when 
whole neighbourhoods come out to celebrate with 
them in a communal jam of rhythm and dance, just 
as they would back in the French Quarter.  
Indispensable viewing for fans of David Simon’s New 
Orleans-set HBO series Treme and Wim Wenders’ 
documentary Buena Vista Social Club, A Tuba to 
Cuba explores the rich Cuban roots of New Orleans 
jazz. They may not speak a language or play many 
of the same instruments, but the close bond shared 
by these cultures comes to the fore in exuberant 
fashion through this thrilling celebration of musical 
traditions. (Pierce CONRAN)

Cuba, USA｜2018｜82min｜DCP｜Color｜KP｜Ⓖ

프리저베이션 홀 재즈밴드
A Tuba to Cu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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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섹션
Youth Film Show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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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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온 
YUE Si-on

이성빈 
LEE Sungbin

정수인 
JEONG Soo-in

김희준 
KIM Hee-jun

남아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그 시각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날 차가운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생각하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조차 
특권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특권은 좀 더 많이 누려져야 할지도 모른다. 감독은 그 일을 기록한 다른 매체들의 보도 화면을 찾고, 그날에 대해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날 희생된 
친구들을 위해 미술 작품을 만들고, 그 친구들의 어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영화를 완성했다. 그러고는 지인들에게 노란팔찌와 노란리본을 전달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우리들은 
세월호에 대해 좀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박진희) 
 
The surviving Sewol students can tell what they were doing at that time on April 16, 2014. It may be seen as a privilege to talk about it if we consider their 
friends who did not make it out of the cold sea that day. But this privilege may have to be exercised more. The director uses press footage from other media that 
recorded the events, and talks with the surviving students about the day to make her film. She also makes art works for the victims, meets and listens to their 
mothers. She also remembers to share the yellow bracelets and yellow ribbons with the people around her. (PARK Jinhee)

어릴 때 아빠를 무서워했지만 그런대로 사이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나’는 커갈수록 아빠와 단 둘이 있는 것에 어색함을 느낀다. 혹시나 나만 아빠와 어색함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의문이 들던 
나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만 아빠를 어려워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이후 친구들과 함께 아빠와 멀어진 이유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던 나는 아빠와 대화 
단절, 교류 부족이 아빠와 멀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깨닫고 아빠와의 대화를 시도한다. 아빠도 어린 시절 자신처럼 할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앞으로 아빠와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갖으며 서로를 알아가기로 결심한다. 진정한 소통의 시작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과 대화에서 시작됨을 일깨워주는 담백한 성장 영화다. (권진경)  
 
When I was young, I was afraid of my father, but as I grew up, I felt awkward to be alone with him. From talking with my friends, I learn that I am not the only 
one who is uncomfortable with his or her father. After I discuss with my friends about why I was distant from my father and how I could rebuild my relationship 
with him, I try to talk with him after realizing that our lack of communication caused us to be apart from one another. I find that my father did not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my grandfather in his youth, and I decide to take the time to talk with my father to get to know him better. A simple coming-of-age film that 
reminds us that true communication begins with an open mind and a conversation to understand each other. (KWON Jinkyung)

<Q에 대하여>는 몇 마디의 말로 쉽게 정의할 수 없는 친구 Q에 대한 영화다. 하지만 세상은 Q가 가진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Q의 모든 것을 판단하려든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Q는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한국 교회 문화와 사회 분위기에 혼란을 느끼게 되고, 그런 Q가 염려되는 나와 친구는 Q가 자기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도 Q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허심탄회한 고백을 이어나간다. 영화에 등장하는 ‘나’와 친구의 바람처럼 많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다가오는 존재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퀴어 축제 부스 게시판에 붙여진 ‘사랑을 베푸는 분께서 사랑을 가리실 리 없다.’라는 쪽지가 유독 선명하게 눈에 띈다. (권진경)  
 
About Q is a film about a friend Q that cannot be easily defined in a few words. But the world tries to judge Q based entirely on his sexual identity. Another 
friendand I, both concerned about Q, candidly talk with each other in the hope that Q can love himself more and that others can accept him as he is. Like the 
hope of me and my friend in the film, if we understand and respect people who live differently from ourselves, will the world we live in be happier? On the board 
of a booth at the Queer Festival, a note stands out: “He who gives love will not love people by discrimination.” (KWON Jinkyung)"

영화감독을 꿈꾸는 ‘나’는 꿈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 고민하던 차, 스케이트보드 선수를 희망하는 친구 희권이의 하루를 관찰하며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스케이트보드 
선수라는 확고한 꿈을 가지고 보드를 타고 도로를 종횡 무진하는 희권이에게는 꿈을 가진 자의 자신감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러나 깨진 보드 바닥을 테이프로 임시 봉합시키고 연습 시간이 
없어 도시락으로 끼니를 대강 해결하고 각종 부상에 시달리며 집에서는 의료 보조기기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희권이의 하루는 마냥 순탄해보이지 않는다. 현재 희권이의 가장 큰 고민은 보드를 
탈 수 있는 저변이 많지 않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청춘의 솔직한 열정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한 희망을 엿보게 한다. (권진경)  
 
Confused about his dream of being a film director, Kim Hee-jun is trying to motivate himself by observing a day in the lifeof his friend, Heekwon, who hopes to 
become a professional skateboarder. Heekwon, who rides on his board all over the city, expresses the self-confidence of a person with a firm dream. However, 
his day is not looking so good. He mends his broken board with tape, and grabs a lunch boxto eat to save time for practicing. He also wears a medical assisting 
device at home due to various injuries. Heekwon's biggest concern at the moment is that there is not much of a base for skateboarding. Nevertheless, the pure 
passion of youth silently running toward a dream gives us a glimpse of the hope of a better tomorrow. (KWON Jinkyung)

South Korea｜2018｜14min｜DCP｜Color｜Ⓖ South Korea｜2018｜15min｜DCP｜Color｜Ⓖ

South Korea｜2018｜8min｜DCP｜Color｜Ⓖ South Korea｜2018｜21min｜DCP｜Color｜WP｜Ⓖ

304개의 별
304 Stars

방 한 칸의 어색함..
The Awkwardness of A Room

Q에 대하여
About Q

하루, 발자국
Day, Foo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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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은 
JEONG Ho-eun

사진영 
SA Jinyoung

이현정 
LEE Hyeonjeong

영화를 만드는 일은 보여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그것이 설사 자기자신일지라도). 그렇기에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된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은 문제 의식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취재를 하고, 스스로 설정한 문제 의식에 대한 답변을 찾아내고, 결론을 내린다. 자문자답의 형식이면서도 소통을 위한 전제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아이돌에 열광할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영화는 ‘팬’이라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행동을 기록한다. 이내 감독은 우리가 가족과 친구, 연인을 사랑하듯 
아이돌 역시 누군가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하나의 답에 도달한다.(박진희) 
 
Making a film requires someone to watch it, even if it's the person who made the film. So it is a matter of social communication. A person, making a film to 
communicate with others, brings up a topic, reports on it, finds answers to the questions on the topic, and concludes. It takes a form of answering his or her own 
question, based upon a premise for communication. The Fan's director meets people who call themselves fans, and records their actions, to answer her own 
question,""Why are people so excited about idols?"" Soon the director arrives at one answer: idols are also objects of love, like family, friends and lovers. (PARK 
Jinhee)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 및 각종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궁금했던 감독은 할머니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참전했던 지인 등을 통해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감독 주변인과의 밀착 인터뷰 방식으로 생전 자신이 받은 고통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할아버지와 그런 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의 심정을 솔직하게 
담은 영화는 전쟁은 참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주변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고 있음을 넌지시 보여준다. 수많은 양민 학살은 물론 참전 용사에게도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긴 월남전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전쟁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상처를 감싸 안는 사려 깊은 시선과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다큐다.(권진경)  
 
The director's grandfather was a Vietnam veteran, who died after suffering from the defoliant and various traumas after the war. Wondering about his 
grandfather, he hears a new story about him from his grandmother, his parents and other veterans who fought with his grandfather.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eople around him, the director honestly depicts the feelings of his grandfather, who couldn't easily tell of his pain, and ofhis family who 
had to watch him. It also shows that war causes great damage not only to the veterans but also to their families and friends. A documentary that shows its 
intention to embrace people suffering from the trauma of war, and to remember their painful history, rather than discussing the faults of the Vietnam War, 
which massacred countless civilians and left many veteransto deal with the aftermath. (KWON Jinkyung)

과거와 달리 동요가 사람들에게 많이 불러지지 않는다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삼이세끼’팀은 동요 작곡가, 거리에서 만난 시민, 어린이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요가 예전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 초등학생들이 직접 지은 동시로 동요를 만들어 함께 부르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동요가 어린 학생들에게조차 외면 받는 것은 분명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어루만지는데 소홀히 했던 것은 아닐까. 사회가 어린이들에게 요구하는 바른 생각, 긍정적인 마음만이 아닌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다양한 감정이 담겨져야 비로소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는 동요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 예술에게도 해당되는 보편적 진리가 아닌가 싶다.(권진경)  
 
Lamenting that children's songs aren't as popular these days, the team ‘Sam-i-se-ki’ aims to find out why. They interview writers of children's songs, citizens 
and children on the streets, and work on a project that sings the songs together with the poems written by elementary students. There are many reasons why 
children's songs are ignored even by children, but maybe it is because our society has neglected to take care of the honest emotions that children feel as they 
grow up. Such songs, dealing with children's real experiences and emotions as well as positive thinking, can move the hearts of the listeners. It is a universal 
truth that applies to all popular art and not just children's songs. (KWON Jinkyung)

South Korea｜2018｜8min｜DCP｜Color｜WP｜Ⓖ South Korea｜2019｜20min｜DCP｜Color｜WP｜Ⓖ

South Korea｜2019｜19min｜DCP｜Color｜Ⓖ

더 팬
The Fan

할아버지에 대하여
A Man of National Merit

잃어버린 조각 찾기
Find Lost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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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POV: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올해 새롭게 다큐멘터리 
비평의 장, ‘DMZ-POV: 다큐멘터리를 말하다’를 신설한다. 
DMZ-POV는 영화 용어 시점쇼트(Point of View)에서 
영감을 얻은 말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의 시점 혹은 
시선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과 아시아 다큐멘터리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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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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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in World

POV-WHAT

DMZ-POV 행사 개요

Focus in Asia

DMZ-POV: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올해 새롭게 다큐멘터리 영화의 
비평의 장, DMZ-POV: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를 신설했다. DMZ-
POV는 영화 용어 시점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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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DMZ-POV: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는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중적이면서도 
전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관객과 가장 최전선에서 만나는 
비평가와 함께, 다큐멘터리가 관객에게 더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의 서구 중심 담론을 넘어서, 아시아와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한다. 영화제 기간 
4일 동안 집중적으로 강연과 토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그 시발점으로 
다큐멘터리의 새로움과 재미를 강조하고, 다큐멘터리를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행사를 다방면으로 시도한다. 

올해 Focus in Asia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된다. 한 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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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지형도 -  한국 다큐멘터리 50개의 시선
   비평가가 뽑은 한국 다큐멘터리 10선 
   10개의 다큐, 10개의 장면, 10개의 한국 사회
   일시 	 9월 23일(월) 16:00-17:00
   장소 	 DMZ스퀘어 2층
   강연자	 허남웅 (영화평론가)

   내가 사랑한 다큐멘터리 순간들
   일시 	 9월 24일(화) 16:00-17:00
   장소 	 DMZ스퀘어 2층
   강연자	 조혜영 (영화평론가)

   모자이크를 벗겨라: 
   한국 페미니스트 다큐멘터리의 도전들
   일시 	 9월 24일(화) 13:00-14:00
   장소 	 DMZ스퀘어 2층
   강연자	 손희정 (문화평론가)

   미술관과 극장 사이에서
   일시 	 9월 25일(수) 13:00-14:00
   장소 	 DMZ스퀘어 2층
   강연자	 서동진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DMZ-POV

The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created a new forum for 
documentary criticism, "DMZ-POV" this year. DMZ-POV, inspired by the film term 
"Point of View shot," means the gaze or perspective of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DMZ-POV is planning to review and criticize the 
currents and trends of Korean and international documentary during the year.  

It is an attempt to approach the documentary genre in a popular 
and professional way. First, we will guide the audience in accessing 
the documentary on a more popular level with critics who come in 
close contact with them. In the second place, we will try to esta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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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year, FOCUS in Asia is divided into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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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pared as a long-term project for the promotion of Asian documentary research and criticism.

 Topography of Asian Documentary: 50 Voices of Korean Documentary
   Critics' Top 10 Korean Documentary Films
   10 Docs, 10 Scenes, 10 Korean Societies 
   Date	 Sep 23 (MON) 16:00-17:00
   Venue	 DMZ Square 2F   
   Speaker	 HUH Namwoong (Film Critic)

   Documentary Moments I Loved 
   Date	 Sep 24 (TUE) 16:00-17:00
   Venue	 DMZ Square 2F   
   Speaker	 CHO Hyeyoung (Film Critic)

   Take the Mosaic to Pieces: 
   Challenges of Korean Feminist Documentary
   Date	 Sep 24 (TUE) 13:00-14:00
   Venue	 DMZ Square 2F   
   Speaker	 Jay SOHN(Cultural Critic)

   Between Art Museum and Theater
   Date	 Sep 25 (WED) 13:00-14:00
   Venue	 DMZ Square 2F   
   Speaker	 SEO Dongjin (Kaywon Univ. of Art & Design)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흔적을 찾아서: 
   한국 다큐멘터리 50개의 시선을 넘어
   일시 	 9월 23일(월) 12:00-14:00
   장소	 DMZ홀 (벨라시타 지하1층 일살롱)
   발표 	 심혜경(중앙대학교)
	 이하나(연세대학교)
   토론 	 정지혜 (영화평론가)
   사회자	 이승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다큐멘터리 영화의 최전선
   아시아 아티스트를 만나다 
   - ACC(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동연계 프로젝트
   날짜	 9월 25일(수) 10:00-12:50, 상영 후 토크
   장소	 메가박스 일산 벨라시타 102호 
   게스트	 전성권(AAMP 프로그래머) 
	 이장욱 (스페이스셀 대표) 
	 비묵디 자야순다라 (감독)
	 보왕 (감독)

올해 Focus in World 장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두 축으로 
짚어본다. 최첨단이라 일컫는 두 흐름은 과거 오래된 예술 양식의 연장선상에서 
동시대적 특성을 반영한다. 

 포스트 다큐멘터리 : 오래된 미래
일시	 9월 24일(화) 10:00-13:00
진행 	 김이석(동의대학교 교수)

   놀이와 교감이 기록과 만날 때 : 인터렉티브 다큐멘터리  
   발제 	 차민철(동의대학교 교수)
   토론  	 김영조(감독), 
	 김대희(포스트미디어 콘텐츠 팀장)

   디지털 기록의 재생저장소: 데스크톱 다큐멘터리  
   발제 	 이상훈(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토론  	 김무규(부경대학교 교수), 
	 변성찬(인디다큐페스티벌 집행위원장)

다큐멘터리와 영화제라는 장 자체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던지면서 다음 단계를 
모색한다.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및 세계 다큐멘터리 영화제의 연대를 
시도한다. 연대는 동시대 경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실험과 실천이 가능한 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아시아의 오스카를 꿈꾸며! 
   - 동남아시아영화제와 아시아영화네트워크의 기원에 대하여
   일시 	 9월 22일(일) 17:00
   장소 	 DMZ스퀘어 2층
   발표 	 이상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교수) 

   50 Voices of Korean Documentary
   Date	 Sep 23 (MON) 12:00-14:00
   Venue	 DMZ Hall (Bellacitta B1, Il Salone)
   Respondent    LEE Seung-Min (Programmer, DMZ Docs) 
   Panels	 JUNG Jihye(Film Critic) 
   Presentation	 SHIM Hye-gyung (Chung-ang Univ), 
	 LEE Hana (Yonsei Univ)

 Forefront of Asian documentary
   Meet Asian Artists – Collaborative Project with ACC 
   (Gwangju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Date	 Sep 25 (WED) 10:00-12:50
	 (After screening ACC Collaborative Project)
   Venue	 Megabox Ilsan Bellacitta 102 
   Guest	 JEON Sungkwon (Programmer, AAMP)
	 LEE Jangwook (Space Cell)
	 Vimukthi JAYASUNDARA (Director)
	 Bo WANG (Director)

This year's Focus in World section looks at two new trends in 
documentary films. The two trends, regarded as cutting-edge, reflect the 
contemporary cultural characteristics on the background of old art forms.

 Post Documentary: The Ancient Future 
Date	     Sep 24 (TUE) 10:00-13:00
Respondent   KIM Yiseok (Professor, Dong-eui Univ)

   When play and interacting encounter record: Interactive Documentary
   Presentation  CHA Minchul (Professor, Dong-eui Univ),
   Panels	      KIM Young-jo (Director of Punch Bowl)
	      KIM Daehee(Post Media Contents)

   Recycling Storage of Digital Records: Desktop Documentary
   Presentation  LEE Sanghoon (Programmer, BISFF),
   Panels	      KIM Mookyu (Professor, Bukgung Univ.)
	      BYUN Seongchan (Festival Director, SIDOF)

The program seeks the next step by asking the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fields: Documentary and Film Festival. Talk 
about the solidarity between Korean, Asian and world documentary 
film festivals. Solidarity is planning to share contemporary trends 
and to move into a new field where new experiments and practices 
can be carried out.

   It’s ‘Oscar’ Time in Asia!: Southeast Asian Film 
   Festival and the Origins of the Asian Cinema Network
   Date	 Sep 22 (SUN) 17:00
   Venue	 DMZ Square 2F
   Presentation	 LEE Sangjoon (Professor, N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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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V-HOW

POV-WHERE
접경지역 DMZ 공간의 특성을 주목하면서 분단, 이주, 경계의 현실을 예술로 
풀어내고 모아내는 장이다. 올해는 접경의 의미를 보다 확장하여 역사, 유목, 
매체의 접경 까지도 포괄한다.

 접경예술 – RCCZ 연계심포지엄   
일시 	 9월 25일 (수) 10:00-18:30
장소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7관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
   시간	 10:00 – 12:00   
   사회 	 남인영 (동서대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교수) 
   발표  	 정민아 (성결대 연극영화학부 교수)
   패널  	 이큰별 (SBS PD, <요한, 씨돌, 용현> 연출)
	 전후석 (다큐멘터리 감독, <헤로니모> 연출)
	 임경화 (중앙대 접경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판도라의 종북종합선물세트
   시간	 13:00-14:30   
   사회 	 이승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발제  	 이나라 (동의대 영화‧트랜스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패널  	 노순택 (사진작가)

   유목: 증식하는 접경 
   시간	 14:50-16:20  
   사회	 반기현 (중앙대 접경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 
   발표	 정진한 (한국외대 아랍어과 외래교수) 
   패널	 아나스타샤 슈비나 (다큐멘터리 감독, <유랑예술> 공동연출)
	 티모페이 글리닌 (다큐멘터리 감독, <유랑예술> 공동연출)
	 곽동철 (다큐멘터리 감독, <센베노, 평창> 연출)

   경계를 넘나든 다큐멘터리;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2
   시간	 16:40-18:30  
   발표 	 전우형 (중앙대 전경인문학연구단 교수) 
   	 남수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패널	 양희 (다큐멘터리 작가, <김군> 각본)
	 안보영 (독립영화 PD, <거미의 땅> PD)

 북한예술
   북한을 다시 보다
      북한 사람들의 일상  
      일시 	 9월 25일(수) 18:56-19:56
	 <세트디자인너머+평양유랑> 상영 후 토크
      장소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 6관
      강연자	 김승 (북한 영화 연구자)
	 박영이 (<사이사, 무지개의 기억> 감독)
      패널	 피에르 올리비에 프랑수아 (<평양유랑> 감독)

   북한을 마주보다
      일시 	 9월 22일(일) 10:00 – 17:00
      장소 	 롯데시네마 파주 아울렛 6관

      세션 1 : 영화, 냉전, 그리고 분단 시스템
      진행	 이상준(싱가포르 난양 공과대학교)
      발표	 가보 세보 (고려대학교 박사)
	 안민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송 샤오치안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The program is a place to explore the reality of division, migration, and 
boundary through art, paying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DMZ, the border area. This year, the meaning of "border" is expanded 
to cover the borders of history, nomadism, and media.

 Border Art – Collaborative Symposium with RCCZ  
Date	 Sep 25 (WED) 10:00-18:30
Venue	 Lotte Cinema Paju Oulets 7

   History of Unrecorded People 
   Time	 10:00 – 12:00   
   Respondent	 NAM Inyoung(Professor, IM Kwon-Taek Film Research Center)
   Presentation	JEONG Min-ah(Professor, Sunkyul Univ.)
   Panels	 LEE Keunbyol(SBS PD)
	 Joseph JUHN (Director)
	 LIM Kyunghwa (RCCZ, Chung-Ang Univ.)

   Pandora Box of Pro-North
   Time	 13:00-14:30   
   Respondent	 LEE Seung-Min (Programmer, DMZ Docs)
   Presentation	LEE Nara (DEU Cinema & Transmedia Institute)
   Panel	 NOH Suntag(Photographer)

   Nomadism: Multiplying border 
   Time	 14:50-16:20  
   Respondent	 BAN Kee-hyun (Professor, RCCZ, Chung-Ang Univ.)
   Presentation	JUNG Jin-han (Professor, HUFS)
   Panels	 Anastasia SHUBINA (Director)
   	 Timofey GLININ (Director)
   	 KWAK Dongchul (Director)

   Documentary crossing the border; Journalism Documentary 2
   Time	 16:40-18:30  
   Presentation	JEON Woo-hyeong (Professor, RCCZ, Chung-Ang Univ.)
 	 NAM Soo-young (Professor, K’Arts)
   Panels	 YANG Hee (Documentary Writer, EBS)
   	 AHN Boyoung (Independent Film Producer)

 North Korean Art
   Revise North Korea
      Daily Life of the North Koreans 
      Date	 Sep 25 (WED) 18:56-19:56, Lecture after screening On the
	 Art of Set Design + Have Fun in Pyongyang
      Venue	 Megabox Baeseok Comport 6
      Speakers	PARK Yeong-I (Director, Over The Rainbow)
	 KIM Seung (Film scholar of North Korean cinema)
      Panel	 Pierre-Olivier FRANCOIS (Director)

   Face North Korea
      Date	 Sep 22 (SUN) 10:00 – 17:00
      Venue	 Lotte Cinema Paju Oulets 6

      Session 1: Cinema, Cold War, and the Division System
      Chair	 Sang-Joon Le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Presentation	 Gabor Sebo (PhD, Korea University)
	 Minhwa Ahn (KNUA)

	 성경숙 (독일 본 대학교)

      기조발제 및 토론
      진행 	 김청강 (한양대학교)
      발표 	 이향진 (일본 릿코대학교)

      세션 2 : 북한과 영화적 표현의 정치
      진행	 김지훈 (중앙대학교)
      발표	 박미영 (서던 일리노이 대학교 박사)
	 김네모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정은 (서울대학교)
	 보니 틸랜드 (연세대학교)

      세션 3 : 범세계적 맥락 안에서의 분단 시스템
      진행	 노광우 (고려대학교)
      발표	 그렉 엘머 (캐나다 라이어슨대학교)
	 자키르 호세인 라주 (방글라데시 인디펜던트 대학교)
	 제퍼슨 마틴스 다 실바 곤칼베스 (브라질)
	 발레리 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
	 유리 타카하시 (일본 도시샤 대학교)

      세션 4 : 관광객의 시선 속의 공간, DMZ
      진행	 김 몰리 효정 (한양대학교) 
      발표	 스티브 청 로콰이 (홍콩 중문대학교), 
	 클레어 천 (UC 버클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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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에는 왕을 죽여야 한다
   전시기간	 9월 21일(토) - 9월 27일(금)
   전시장소	 DMZ홀 (벨라시타 지하 1층 일살롱)
   관람시간	 15:00 – 21:00
   오프닝	 9월 21일(토) 오후 5시
   큐레이터	 이양헌(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문위원)
   참여 감독	 김일란, 이혁상, 박배일, 故 박종필, 이강현, 이원우
   퍼포먼스	 사계절 연극제

      전시연계 프로그램 
      - 기사와 용: 서사, 극장, 다큐멘터리
      일시	 9월 26일(목) 19:00-20:40
      장소	 DMZ홀 (벨라시타 지하 1층 일살롱)
      진행	 이양헌 
      패널	 채희숙 (영화평론가)
	 남지수 (연극평론가)

	 Xiaoqian Song (PhD, Ewha Woman’s University)
	 Kyoung-Suk Sung (University of Bonn Germany)

      Keynote presentation and discussion
      Chair	 Chung-kang Kim (Hanyang University, Korea)
      Presentation	 Hyang Jin Lee (Rikkyo University, Japan)

      Session 2: North Korea and the Politics of 
      Cinematic Representation
      Chair	 Jihoon Kim (Chung-Ang University, Korea)
      Presentation	 Park Miyoung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Nemo Kim (HUFS)
	 Jung E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Bonnie Tilland (Yonsei University)

      Session 3: Division System in the Global Context
      Chair	 KwangWoo Noh (Korea University, Korea)
      Presentation	 Greg Elmer (Ryerson University, Canada)
	 Zakir Hossain Raju (Independent University, Bangladesh)
	 Jeferson Martins da Silva Goncalves (Brazil)
	 Valerie Soe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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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ilms by the activist directors, who recorded disasters striking 
the Korean society in the last decade, are moved to the exhibition 
place. A triple movement is performed here. They move from the 
"scene" of the accidents to the theater and then from the theate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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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Kill the King in Winter”
   Period	 Sep 21 (SAT) – Sep 27 (Fri)
   Venue	 DMZ Hall (Ilsan Bellacitta B1, Il Salone)
   Hour	 15:00 – 21:00
   Opening	 Sep 21 (SAT) 17:00
   Curator	 LEE Yangheon (Festival Advisor, DMZ Docs)
   Directors	KIM Ilran, LEE Hyuksang
	 PARK Baeil
	 LEE Kanghyun
	 LEE Won-woo
   Performance	 SSFW Festival

      Exhibition Talk 
      - Kight and Dragon: Narrative, Theater, and Documentary
      Date	 Sep 26 (THU) 19:00-20:40
      Venue	 DMZ Hall (Ilsan Bellacitta B1, Il Salone)
      Respondent	LEE Yangheon
      Panels	 CHAE Heesuk(Film Critic)
	 NAM Jisoo (Theater Cr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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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키 삭피싯 
Taiki SAKPISIT

타이키 삭피싯은 이 영화에서 2개의 공간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첫번째 공간은 폐업한 사진 스튜디오다. 이곳은 태국의 독재자 쁠랙 피분송크람이 선호했던 
스튜디오로 알려져있다. 다른 공간은 치앙마이에 위치한 동물원이다. 타이키 삭피싯은 이미 그의 작품 <폭발 직전의 화산 A ripe volcano>(2011)에서 3개의 
장소를 제시하며 역사적 장소들의 연결을 시도한 바 있다. <폭발 직전의 화산>에서 제시된, 학생들의 은신처였던 호텔과 무에타이 경기장의 연결은, ‘그림자와 
행위’에서 스튜디오와 동물원의 관계로 옮겨진다. 연결은 반복되었지만, 그 결과는 반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예측되지 않는 그 연결의 의미 형성은 각 공간의 
역사성을 강하게 환기시킨다.(이장욱) 
 
Taiki Sakpisit presents two spaces sequentially in the film. The first space is a photo studio that has goneout of business, which is known as the studio 
favored by Thai dictator Plaek Phibunsongkhram. The other space is a zoo in Chiang Mai. The director has already attempted to link historical sites 
by presenting three locations in his previous film A Ripe Volcano (2011), in which the connection between a hotel, which was a hideout for students, 
and a Muay Thai stadium is replaced by the connection between the photo studio and the zoo in Shadow and Act. The connection is repeated, but its 
results are not. Rather, the unpredictable motives of the connection strongly evoke the historicity of each space. (LEE Jangwook)

Thailand｜2018｜23min｜DCP｜Color｜Ⓖ

존 토레스
John TORRES

존 토레스의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아야 한다’는 리모트 대디 프로젝트(remote daddy project)라는 과정 혹은 방법론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프로젝트는 감독 자신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변화된 현실적 작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고안해낸 방법론이다. 
촬영은 감독의 동료들에 의해 행해지고 감독은 수집된 재료를 세심하게 분류하고, 재사용하고 재배치 한다. 그러므로 감독에게 대상은, 영화 속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사물이 아닌, 기록된 영상이다. 그리고 그 새로운 현실에 픽션의 허구가 덧 씌어진다. 그리고 이 작용의 중심에는 그의 방법론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므로  리모트 대디 프로젝트는 방법론인 동시에 필연적으로 주제 그 자체이다.(이장욱) 
 
We Still Have to Close Our Eyes by John Torres is a film applying a process or methodology called the remote daddy project, which is designed 
by the director himself to actively respond to the changed working environment after the birth of a child. Shooting is done by the director's 
colleagues, and he carefully classifies, selects and rearranges the footage collected. Therefore, the director's object is video footage, not the 
characters or things in the film. And then a fictional narrative is overlaid on a newly constructed reality. This filmmaking operation is based on 
his methodology. The remote daddy project is not only a methodology but also a topic for the film in itself. (LEE Jangwook)

Philippines｜2019｜13min｜DCP｜B&W｜Ⓖ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아야만 한다
We Still Have to Close Our Eyes

아시아 아티스트를 만나다 - ACC 공동연계 프로젝트	
Meet Asian Artists - Collaborative Project with ACC

알버트 삼렛 
Albert SAMRETH

“그녀는 프놈펜에 관해 내게 편지를 썼다. 처음에는 어땠는지… 원래 그곳은 메콩이라 불리는 강이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강은 도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세계로 뻗쳐 나갔는지. 그리고…한때는 그곳이 강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흘렀다.”라고. 화자는 그녀가 걸었던 프놈펜의 거리를 걸으며 50년대와 60년대에 걸친 
캄보디아의 식민지 근대화의 신화를, 크메르 루즈의 통치가 시작된 1975년 4월의 ‘프놈펜의 몰락’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고자 한다. 그녀는 프놈펜의 거리와 건물을 
떠돌아 다니는 유령이자, 기억이 역사를 대체하도록 만드는 상상적 기표처럼 보여진다. 온종일 도시를 배회하는 산보자(The Flâneur)처럼 화자는 프놈펜의 
변신(metamorphosis)을 경험 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모파상이나 아폴리네르의 또 다른 ‘방랑하는 유대인’(The Wandering Jew)의 풍경이지 않을까? (전성권) 
 
She wrote me about Phnom Penh. How in the beginning, all there was was a river called the Mekong. And how that river became a road. And how that 
road branched out into the world. And because it was once a river, it kept on running. Walking on the streets of Phnom Penh she once walked, the 
narrator tries to recall the myth of modernization through the colonization of Cambodia in the 50s and 60s and the memories of thefall of the capital on 
April 1975 when the rule of the Khmer Rouge began. She appears to be a ghost wandering about the streets and buildings of the city and the imaginary 
signifier that allows memory to replace history. The narrator might have experienced a metamorphosis of Phnom Penh like the flaneur who wanders 
around the city all day. Or it may be a another Wandering Jew like that of Maupassant or Apollinaire. (JEON Sung-kwon)

Cambodia, Mexico｜2018｜16min｜DCP｜Color｜Ⓖ

비묵티 자야순다라 
Vimukthi JAYASUNDARA

불교에서의 무아지경을 먼저 떠올려 봐야 할 듯하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철학에서의 
존재론적 전환이나 칸트의 ‘물 자체’에 관한 인식론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여기선 철학적 사유가 아닌 풍경의 존재론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면 어떨까. 한 
남자가 수 없이 반복되는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첫 번째 장은 다름 아닌 공간도 시간도 없는 정지 상태에서 시간은 어디에 있는가?란 질문에 직면한다. 마치 
‘앤트로피와 새로운 기념비들’이 선언했던 시간의 소멸처럼. 두 번째 장은 픽셔널한 캐릭터와 엔트로피 법칙이 가시화된 듯한 풍경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 풍경 이미지가 
‘중도(中道)의 이미지’ 혹은 ‘감각적 이미지’를 요구한다면 그 이미지는 수행적 몸짓을 통한 상징-이미지인가, 아니면 그 자체로 사물이 될 수 있는가. (전성권) 
 
Let us think of a trance state in Buddhism. How should we understand that there is no substance to an individual self, called "me"? As it is beyond our 
understanding, you could think of the ontological turn in philosophy or Kant's idea of thing-in-itself. Why not turn to a question on the ontology of 
landscape, not philosophical thoughts? The first chapter, in which a man tells about his dream that repeats endlessly, faces the question, “Where is time 
in a state of repose with no space or time?” Like “time as decay” proclaimed in Entropy and the New Monuments. The second chapter shows landscape 
images into which fictional characters and the law of entropy seem to have been visualized. If the landscape image demands an image of the middle way 
or a sensational image, would the image be a symbol through performative gestures, or can it be an object in itself? (JEON Sung-kwon)

Sri Lanka｜2019｜25min｜DCP｜Color｜Ⓖ

순간
Instantaneous

지구에서의 일광년
One Lightyear on Earth

그림자와 행위
Shadow and Act



다
큐

멘
터

리
를

 말
하

다

DM
Z-PO

V

174 175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보 왕 
Bo WANG

평평한 시간과 경험의 두께(들). 이를 시간으로서의 역사성을 대하는 태도이자 제스처라고 하면 어떨까. 2018년 태국의 영화감독인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인 상처로 남아있는 폐허의 옛 국군광주병원을 방문한다. 그는 작가노트에서 역사인식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빛과 
색 입자들의 잔상효과를 건축적인 맥락으로 재현하고자 한다. 라고 썼다. 기억을 매체로 작업하는 그는 상흔, 외상, 치유의 공간이 아닌 잔여물, 소품 재료들을 
재배치하면서 그 자체의 재료들이 그 장소에 거주하게 되는 (불)가능의 건축물로 탈구축 시킨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장소를 중복, 축적, 변형, 찢어지고 꼬이는 
시간으로서의 역사성으로 경험케 만든다면, 그것은 겹겹이 포개진 동시성의 세계 일지도 모른다. 혹은 이중인화된 영화적 장면(들). 중국 작가인 보왕은 아카이브 
되어진 기억의 건축물을 하나의 몸짓으로 다시 도큐먼트하고 있다. (전성권) 
 
The evenness of time and the thickness of experience. Can it be a gesture toward historicity as time? In 2018, Thai director Apichatpong 
Weerasethakul visits the ruins of the Armed Forces Gwangju Hospital, which remains a tragic scar of the May 18 Gwangju Democratic 
Movement. In his notes, he wrote that he would like to represent the afterimage of light and colored particles in an architectural form, 
based on historical recognition. Working through a medium of memory, he deconstructs a building in which the materials reside in 
themselves while relocating the residue, not a space of trauma and healing. And if this historic site is experienced in the overlapping and 
distorted historicity, it may be an overlaid world of synchronism, or superimposed cinematic scene(s). The Chinese author Bo Wang is re-
documenting the archived memory ofarchitecture as a gesture. (JEON Sung-kwon)

South Korea｜2018｜22min｜DCP｜Color｜Ⓖ

속삭이는 잔해와 소리없이 떨어지는 잎들
Murmuring Debris and Leaves Silently Fall

접경예술
Border Art

STAFF	

Producer  Timofey GLININ 	

Cinematographer  Julia KAPSHUK 	

Editor   Anastasia SHUBINA 

Timofey GLININ

Music   Jah WOBBLE Sainkho 

NAMTCHYLAK Tom CARTER Pierre 

JOLIVET Kaboom KARAVAN 	

Sound   Alexey SMOLKIN

세상에서 가장 원형적인 삶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불가사의하고 경이로운 소수민족이 있다. 이들은 차탄족, 
‘순록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몽골과 러시아 
국경지대를 오가며 순록의 이동경로를 따라 함께 이동하는 
유목민들에게 정착과 고향이란 없다. 노마드적 삶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은 순록이 만들어주는 유우와 고기, 
그리고 가죽과 뿔로 생활한다. 이들은 소수민족 중에서도 
소수로 전체 인구는 200여 명이다. 놀랍도록 단순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면서 원초적인 인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이들이 조상 대대로 이어온 유목 생활을 하도록 
놔두면 좋으련만, 국가는 이들을 정착시키고 통제하려고 
했다. 그러자 질병들이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이들은 무속 
의식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숲 속에서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차탄족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꼼꼼하게 담은 
작품이다. 원시적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차탄족의 
삶이 펼쳐지는 화면 위로 울리는 싸이키델릭한 사운드는 
우주적인 신비를 더욱 강화한다. (정민아) 
 

아나스타샤 슈비나, 
티모페이 글리닌, 율리아  캅슈크 
Anastasia SHUBINA, 
Timofey GLININ, 
Julia KAPSHUK 

There is a mysterious and wonderful minority who 
live the most original form of human life. They are 
’Tsaatan’, which means "reindeer growers." There 
is no settlement or homeland for these nomads 
who move between Mongolia and Russia along 
the reindeer's migration routes. Maintaining their 
nomadic life, they live on milk and meat, skins and 
horns from reindeer. They are from a tiny ethnic 
minority, with a total population of about 200. If 
only they could maintain their incredibly simple 
ways and live their nomadic life as their ancestors 
once did! When the government tries to settle and 
control them, they are struck with diseases, and 
naturally they want to be healed through shamanic 
rituals. The film closely observes the daily lives of 
the reindeer growers who live invisible in the forest. 
Its psychedelic sound deepens the universal mystery 
with the images of the reindeer growers’ lives, which 
represent the archetype of primitive life. 
(JEONG Minah)

Russian Federation ｜2019｜60min｜DCP｜Color｜WP｜Ⓖ

유랑예술
The Art of Falling A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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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SBS 스페셜’을 통해 “어디에나 있었고 
어디에도 없었던” 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방영된 2부작 
다큐멘터리를 극장 버전으로 재편집한 작품이다. 씨돌은 
수십 년을 강원도 정선의 산 아저씨로 살면서 이웃에게 삼촌 
같은 인물이자, 농촌이라서 받는 부조리함을 행정소원을 
통해 해결해주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감쪽같이 사라진 그를 
다큐 제작팀은 찾아 나선다. 어디선가 풍문으로 들려온 
요한이라는 사나이는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대선 때 
야당을 찍었다는 이유로 의문사를 당한 억울한 군인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유족과 함께 했다. 그리고 
또 한명의 인물 용현, 그는 삼풍백화점 참사에 민간구조사로 
온 몸을 던졌다. 그리고 그 역시도 홀연히 사라졌다. 놀라운 
것은 이 세 인물이 한 남자로 수렴된다는 사실이다. 역사에 
이름으로 남지는 않았지만 이웃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꼼꼼히 발로 뛰며 찾아난 사람들과 기록 속에서 우리는 
1980-90년대 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이겨낸 한 영웅을 
만나게 된다. 감동과 안타까움,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작품이다. (정민아) 
 

이큰별 
LEE Keunbyol

The film is a theater version of a two-part 
documentary which was broadcasted with the title 
“Everywhere yet nowhere” through “SBS Special” 
last June. Ssi-dol, who has lived in Jeongseon 
County, Gangwon-do Province for decades, is 
an uncle-like character and a go-to guy who 
combats irregularities his town faces as a small 
country town through administrative petition. He 
vanishes into thin air and the documentary crew 
goes searching for him. John, an unidentified 
man, supported the bereaved family of a soldier 
who was killed for voting for the opposition party 
under the military regime in the 1980s, at the 
risk of his life. And there is another man, Yong-
hyun. He threw himself at the sit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collapse. Then, he, too, 
vanishes. What is astonishing is that the three 
are actually the same one man. Although history 
might not remember his name, his neighbors 
remember him. In the records he acquired and 
through the people he helped, we meet an unsung 
hero who endured the pains of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rough the 80s to 90s. It is moving, sad 
and heartening. (JEONG Minah)

South Korea｜2019｜80min｜DCP｜Color｜Ⓖ

요한, 씨돌, 용현
Everywhere & Nowhere J.S.Y

STAFF	

Producer Max TUULA maria 

GAVRILOVA 	

Cinematographer Ksenyia ELYAN 	

Editor  Tomá  DORU KA Ksenyia 

ELYAN Evgenia OSTANINA 	

Music  Luisa KAZARYAN-TOPCHYAN 	

Sound  Andrey GURYANOV Anton 

KURYSHEV 

부모와 두 아들로 이루어진 자르코프 가족은 시베리아 
최북단 지역에서 전통적인 유목민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돌갈족이다. 아이들은 학기 중에는 기숙학교로 
보내지면서 점차 가족과 자신들만의 고유문화에서 
멀어지자 러시아 정부는 교사를 출장 보내 홈스쿨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눈으로 덮여 모든 곳이 새하얀 툰드라에서 
이들은 순록 떼를 키우며 자연에 동화되어 살아간다. 
주인공은 일곱 살 자카르와 그의 형 프로코피이다. 여느 
문명권의 아이들처럼 자카르와 프로코피도 게임을 즐기고, 
수학을 배우고, 고전 시를 암기한다. 호기심 많고 총명한 
자카르는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많다. 그는 끊임없이 
기발한 질문을 한다. 그리고 선생님이 모든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내심 놀란다. 어른 못지않게 집안 
노동에 한몫하는 천진한 소년들은 밤하늘에 가득한 
은하수를 관찰하고 순록의 생과 사를 목격하면서 자연과 
세상에 대해 알아나간다. 이를 관찰자적 시선에서 지켜보는 
신비로운 작품이다. (정민아) 
 

크세니아 엘리얀 
Ksenia ELYAN

The Zharkov family, consisting of the parents and 
two sons, belongs to the Dolgan community who 
maintain a traditional nomadic lifestyle in the 
northernmost part of Siberia. The children are sent 
to boarding schools during the school term and 
gradually move away from their families and their 
own culture, so the Russian government sends 
teachers to provide them with homeschooling. They 
are all assimilated into nature by raising herds of 
reindeer in the white tundra. The main characters 
are seven-year-old Zakhar and his older brother 
Prokopy. Like children in any civilized society, 
they play games, learn math, and memorize 
classic poems. Curious and smart, Zakhar wants to 
know about the world and constantly asks quirky 
questions, and he is surprised to find that the 
teachers cannot answer them all. These innocent 
boys, who live as adults, learn about nature and 
the world by observing the milky way in the night 
sky and witnessing the life and death of reindeer. 
A mystical film looking at them with an observer's 
gaze. (JEONG Minah)

Russian Federation, Estonia｜2018｜72min｜DCP｜Color｜AP｜⑫

은하수는 얼마나 클까요?
How Big is the Gala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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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그날, 바다> 이후 세월호 특조위 2기에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작업을 하던 중 그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데이터를 확인하게 된다. 영화는 다시 선박 
데이터 조작에 대한 집요한 추적을 시작한다. AIS 데이터 
조작 공정을 하나 하나 짚어가다 보면, 스웨덴과 중국과 
한국을 넘나들게 된다. 영화는 가설과 추정을 전제하고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세월호의 진실을 오늘도 끈질기게 
묻고 찾고 있다. (이승민) 
 

김지영 
KIM Jiyoung

The film begins with the discovery of data that had 
not be spotted from the Sewol ferry tragedy, while 
working on providing all relevant information 
to the Second Special Sewol Investigative 
Commission. Once again, the filmmaker begins a 
persistent investigation into the manipulation of 
vessel data. Tracing back the process of altering 
AIS data brings leads the film to travel across 
Sweden, China, and South Korea. Intention Part 
2: Made in China is premised on a hypothesis and 
assumptions, but it continues to seek the truth 
of the Sewol ferry incident that still has remains 
unexposed today. (LEE Seung-min)

South Korea｜2019｜42min｜DCP｜Color｜WP｜⑮

메이드 인 차이나 -그날, 바다 SPINOFF#1	
Made In China -Intention SPINOFF#1

STAFF	

Producer  Roy CHOI 	

Cinematographer  Brais 

REVALDERIA 	

Editor   Yan VEGA 	

Music   Matthew WANG 	

Sound   Raymel CASAMAYOR 

헤로니모는 쿠바 혁명 시기에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와 
함께 싸웠다. 그의 본명은 임은조, 한국인이다. 미국교포 
조셉 준 감독은 쿠바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탐구하기 
위해 하바나로 향한다. 한국 땅을 떠난 해외 교포가 
800만 명인 현재, 쿠바에도 많은 한국인이 살고 있으며, 
더군다나 어떤 한국인이 쿠바 국가 건설에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다큐멘터리는 한 인물의 
일대기와 한 가족의 이민 이동 경로를 되짚어가면서 한 
사회의 근현대사를 엮는 성실한 작품이다. 코리언 이민 
역사는 식민의 고통으로부터 시작한다. 일본 침략으로 살 
길이 곤궁해진 조선인들이 하와이와 멕시코의 사탕수수 
농장으로 일하러 갔다가 식민지가 된 조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독립운동을 측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임씨네 
가족은 1920년대에 좀 더 나은 노동조건을 찾아 쿠바로 
갔고, 대가족의 장남인 헤로니모는 공부와 야구에 열정을 
불태운 뒤 하나바대학에서 사회참여에 눈뜬다. 헤로니모를 
중심으로 한 쿠반 한국인들의 디아스포라 역사가 사진, 
아카이빙 필름, 인터뷰를 통해 방대하게 펼쳐진다. (정민아) 
 

전후석 
Joseph JUHN

Letter to My Children (2018)

Jeronimo, who fought with Fidel Castro and Che 
Guevara during the Cuban Revolution, is a Korean 
and his real name is Lim Eun-jo. Korean-American 
filmmaker Joseph Jun went to Havana to explore 
theKorean diaspora in Cuba. There are currently 
8 million overseas Koreans, and many of them 
live in Cuba. It is not well known that a Korean 
contributed to the nation building of Cuba. The 
documentary sincerely examines the modern 
history of society, retracing a character's biography 
and the family's migration routes. The history 
of Korean immigration begins with the suffering 
of colonization. Many Koreans, who had been 
struggling to live following the Japanese invasion, 
went to work on sugarcane farms in Hawaii and 
Mexico, and decided to stay there and support the 
local independence movement instead of returning 
to their colonized homeland. Lim's family went 
to Cuba in search of better working conditions in 
the 1920s, and the eldest son, Jeronimo, became 
interested in social participation at the University 
of Havana with his passion for study and baseball. 
The diasporic history of Korean Cubans, mainly 
Jeronimo, is developed through photographs, 
archive films and interviews. (JEONG Minah)

Cuba, USA｜2019｜93min｜DCP｜Color/B&W｜IP｜Ⓖ

헤로니모
Jeron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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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FF	

Producer 이선필 LEE Sunphil	

Cinematographer 안정호  

AHN Jeongho, 

김혜주 KIM Hyeju	

Editor 이연정 LEE Yeonjung	

Music 양정원 YANG Jeongwon	

Sound 정민수 JEONG Minjoo, 

김필수 KIM Pilsoo

영화는 녹조 알갱이로 뒤덮힌 강에서 시작한다. 일명 
“녹조라떼”로 불리는 강의 현재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영화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된다. 한 축은 10년 
이상 4대강 현장을 살펴온 일명 ‘4대강 독립군’이 담은 
죽어가는 현재 강의 모습, 다른 한 축은 대운하사업에서 
4대강 살리기로 변경되어 진행된 4대강 사업의 사건 개요를 
짚어낸다. 오마이뉴스 기자이자 감독은 4대강 사업을 
옹호하던 인물들의 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모습은 간격이 크다. 영화는 
정치와 경제가 자연을 이용하는 걸 너머 인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극명한 사례를 적나라하게 담아낸다. <삽질>의 
새로운 버전은 다큐멘터리 영화의 고발의 힘과 영상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초록 강을 담은 영상미는 그 자체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승민) 
 

김병기 
KIM Byeongki

The film begins with a river covered with green 
algae. The current appearance of the river, called 
‘Green Algae Latte,’ is shocking in itself. The film 
is largely follows two threads. One shows the 
current river as it slowly dies, recorded by the so-
called ‘the Four-River Independence fighters’ that 
have been observing the four rivers for more than 
10 years; the other outlines the case of the Four 
Rivers project, which was changed from the Grand 
Canal project to a Four-River refurbishing project. 
The OhMyNews reporter and director consistently 
tries to interview with people who advocated the 
Four Rivers Project, as there is a big gap between 
what people see and what they do.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figure presented for the 
public, and the actual figure. The film reveals 
prominent examples of how politics and economy 
exploit nature and destroy the ecosystem. This 
new version of <Rivercide: The Secret Six> 
actively examines the powerful accusations of 
the elite while employing the visual aesthetics of 
documentary film. The images of the green river 
contain everything in themselves. 
(LEE Seung-min)

South Korea｜2018｜108min｜DCP｜Color｜⑫

삽질
Rivercide: The Secret Six

STAFF	

Cinematographer 김광복  

KIM Gwangbok 

Editor 이호승 LEE  Hoseung 	

Music  남진석 NAM Jinuk 

신종환 SHIN Jonghwan 	

Sound 신종환 SHIN Jonghwan

몽골의 유목민은 다섯 살만 되어도 말을 능숙하게 탄다고 
한다. 걸음마를 하는 순간 말을 타고, 못 걸을 순간까지 
말을 탄다고 하니 과연 생의 거의 모든 나날을 말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차는 말을 타는 것보다 스키 
타는 것을 더 좋아했다. 스키를 탄 첫 순간부터 아차는 
스키에 매료되었고, 성인이 된 이제 크로스컨트리 몽골 
국가대표 선수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한다. 몽골 최초의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되는 꿈을 꾸던 중, 그는 심각한 부상에 
시달린다. 시원스레 뻗은 광활한 대지를 달리는 말떼들, 
호기롭게 자연과 어우러지는 유목민의 삶은 돈의 굴레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린 현대인에게 큰 깨달음을 줄 것이다. 
이들의 삶은 소박하고, 미니멀하고, 단순하다. 개발도상국의 
외양만 보고 우월감을 가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유목민의 삶과 자연을 대하는 묵직한 태도는 크나큰 울림을 
준다. 아차가 끝내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초원 풍경을 보며 끝까지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정민아) 
 

곽동철 
KWAK Dongchul

Mongolian nomads are known for riding a horse 
skillfully even at the age of five. As they learn to 
ride horses when they start taking baby steps 
and continue till they become unable to walk, 
they indeed spend most days of their life with 
horses. However, Acha preferred skiing to horse-
riding. He was captivated by ski the moment he 
first skied and grows up to be a member of the 
Mongolian national cross-country skiing team. And 
he puts his heart and soul to compete at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While dreaming 
of becoming the first Mongolian gold medalist, he 
faces serious injuries. A hoard of horses running 
through vast stretches of land and the life of 
nomads mingling with the nature would give an 
enlightening experience to people who are gripped 
by money and have lost a direction in life. Their 
life is humble, minimal and simple. It is shameful 
to feel a sense of superiority by looking at a mere 
appearance of developing countries. Humble 
attitudes of nomads towards life and nature moves 
the audience. The film keeps our eyes on the screen 
till the last moment to find out if Acha would 
accomplish his goal in the end, relaxing our eyes 
with the landscape of meadows. (JEONG Minah)

South Korea｜2018｜53min｜DCP｜Color｜Ⓖ

센베노, 평창
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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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에는 왕을 죽여야 한다
We kill the king in winter

겨울에는 왕을 죽여야 한다

전시는 지난 영화제의 출품작들을 회고적으로 소환하는 한편, 전시장 안으로 
재분배하면서 다큐멘터리의 진실을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선보일 작품들은 
근과거에 생산된 이미지들로, 모두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정치적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국가의 통치성으로부터 탈주하는, 이데올로기를 
폭로하거나 그 자체로 대항-이미지로 기능할 수 있는 작품들을 선정하려 
했다. 그러나 지표성의 상실과 실재의 망각, 세계의 원리를 산출할 ‘현장’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큐멘터리는 이제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동시대 
다큐멘터리들을 다른 방식으로 극작함으로써 새로운 서사시를 위한 
총체극을 상연하고자 한다. 고전적인 시네마 극장과 점멸하는 화이트 큐브, 
신체가 발흥하는 연극의 무대 위에서 형상을 쫒는 순례자-관객들은 특정한 
서사의 궤적으로 합류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는, 아마도 왕이 
서거한 이후 도래할 다른 계절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양헌)

We kill the king in winter

This exhibition gathers the earlier works once appeared on the 
film festival, and it is an attempt itself to scrutinize fidelity of 
documentary as being distributed on exhibition. Here the films 
displayed are related to historical and political situations in Korea, 
and their images were produced over the years. Especially, It 
adopted the films which reveal ideology making its escape from 
governmentality and have a function as Counter-Image. However, 
in a situation having a loss of indexicality, oblivion of reality, 
and lack of adequate ‘site,’ it faced the question if the previous 
documentaries would be able to continue to work as it was. So, 
composing such contemporary documentaries newly, the total 
theatre represents. On this precise new epic, classic cinema 
theaters, flickering white cubes, and pilgrim-audience performing 
and chasing after the images on the stage of play join all together. 
Thus, at the end of the story, the anew season after the death of 
the king and another history which is unheard ever before might be 
waiting.　（LEE Yangheon）

다문화 청소년 다큐제작교실
Multiculture Youth Documentary Workshop

인더스트리
Industry
DMZ 인더스트리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제로 성장하고 있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2019년 제11회를 맞이해, 기획/개발 단계부터 
완성된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작 단계의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큐멘터리 전문 산업 플랫폼 ‘DMZ인더스트리’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젝트 개발과 완성도 제고에 도움을 줄 사전 워크숍, 
프로젝트 피칭, 국내외 주요 산업 관계자들과의 1대1 비즈니스 매칭, 온라인 
프리뷰룸 서비스 등 풍부한 산업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공동제작, 투자, 배급 등 
전도유망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다양한 기회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일시	 9월 23일(월) – 26일(목), 4일간
	 9.23(월) 	 19:00	 개막식
	 9.24(화)	 09:00	 DMZ Docs Pitch (프로젝트 피칭)  	
	 - 9.26(목)  	 14:00	 DMZ Docs Match (비즈니스 미팅)
	 9.26(목)	  20:00	 폐막식 및 시상식
장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지지향

DMZ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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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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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s	 September 23 (MON) – 26 (THU)
	 September 23 (MON) 
	 19:00 Opening Ceremony
	 September 24 (TUE) – 26 (THU)
	 09:00 DMZ Docs Pitch (Project Showcase & Presentation)
	 14:00 DMZ Docs Match (Business Meetings)
	 September 26(THU)
	 20:00 Closing & Awards Ceremony
Venue	 Paju Book City Hotel Jijihyang

2019.9.21.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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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인더스트리 프로그램
DMZ INDUSTRY PROGRAMS

DMZ Docs Fund Projects

기획개발펀드

후반작업지원펀드

* 가나다순 

프로젝트

나의 이웃 애나

듀크힐 마을의 루키 시장님

반송

반쪽 가족을 찾아서

성덕

숨

숨은지혜찾기

어둠 속의 행진

언니네사진관

홈그라운드

프로젝트

그림자꽃

녹턴

프로듀서

테무라즈

치크비미아니

션쓰취

박봉구, 이지원

제럴리 앤 살바도르

-

윤재호

안창규

아리야 로테

-

-

프로듀서

감병석, 이승준

정관조

감독

마리암 바카초 

해치바니

첸옌하오 

차재민

일라이 힐러

오세연

윤재호

임기웅

킨슈크 수르잔

이마리오

권아람

감독

이승준

정관조

제작 국가

조지아

대만

한국

필리핀, 미국

한국

한국

한국

인도

한국

한국

제작 국가

한국

한국

DMZ프로젝트펀드

프로젝트

1989 베를린, 서울 2019: 

감격과 냉정사이

라이프

안개 속의 아이들

프로듀서

하시내

주현숙

짠 푸옹 타오

감독

최우영

장민경

하레 디엠

제작 국가

한국

한국

베트남

Development Fund

DMZ Project Fund

Post-Production Fund

* In alphabetical order

Project

Breath

Fanatic

Halfie

Homeground

Marching in the Dark

My Neighbor Ana

Post Returned

Space Baedari

The Rookie Chief in Duke Hill

The Sister's Photo Studio

Project

1989 Berlin, Seoul 2019

Children of the Mist

LIFE

Project

Nocturne

Shadow Flowers

Producer

YUN Jéro

-

Jerilee Ann SALVADOR

-

Arya ROTHE

Teimuraz 

CHKHVIMIANI

BARK Bongu, 

LEE Jiwon

AHN Chnangkyu

SHEN Tzu Chi

-

Producer

HA Sinae

TRAN Phuong Thao

JOO Hyunsook

Producer

JEONG Gwanjo

Gary Byung-

seok KAM,

YI Seung-jun

Director

YUN Jéro

OH Seyeon

Eli HILLER

KWON Aram

Kinshuk SURJAN

Mariam Bakacho 

KHATCHVANI

CHA Jeamin

LIM Kiwoong

CHEN Yen Hao

LEE Mario

Director

CHOI Wooyoung

HA LE Diem

JANG Minkyung

Director

JEONG Gwanjo

YI Seung-jun

Production Country

Korea

Korea

Philippines, USA

Korea

India

Georgia

Korea

Korea

Taiwan

Korea

Production Country

Korea

Vietnam

Korea

Production Country

Korea

Korea

DMZ Docs Fund
‘DMZ Docs Fund’는 지난 10년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위해 진행해 온 ‘DMZ 제작지원’ 사업에서 한층 확장된 
프로젝트이다. 기획개발부터 제작, 후반작업 단계의 20편 내외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선정해 제작지원금과 현물을 제공한다.

DMZ Docs Pitch
‘DMZ Docs Pitch’는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에 공동제작과 
투자, 배급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마련된 전문 플랫폼이다. 현재 제작 중인 
프로젝트와 촬영을 완료하고 1차 편집이 마무리된 러프컷 단계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제작 단계별 구분된 피칭 행사에서 방송, 배급, 투자 등 국내외 
다큐멘터리 산업 관계자 앞에 소개한다.

DMZ Docs Match
'DMZ Docs Match'는 프로젝트 관계자와 구매/투자결정권자(디시전메이커) 
간 적극적인 교류, 선구매, 수출/투자,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이다. 특히 
다큐멘터리 산업 정보 파악이 쉽지 않은 참가자들을 위해, 아시아 다큐멘터리 
창작자와 다큐멘터리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이 풍부한 전문가를 
매치메이커로 기용하여 매칭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와의 1대1 미팅을 
주선한다. 

DMZ Docs Fund
DMZ Docs Fund is a funding initiative having dealt with monetary 
and in-kind grants over the last decade at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DMZ Docs). With the infusion of renewed 
funds, the program provides expanded support towards the entire 
filmmaking process, from development to pre-production, production, 
even through to theatrical release.

DMZ Docs Pitch
DMZ Docs Pitch is a co-production and financing forum where Asian 
creative documentary projects with high potentials are discovered 
and presented to key industry players ranging from commissioning 
editors, funders, to broadcasters. The program mainly supports the 
documentary projects in the production stage as well as in the rough-
cut stage and provide them with diverse opportunities via its official 
pitching sessions.

DMZ Docs Match
DMZ Docs Match is a business matching program to connect 
documentary projects with industry professionals and to create 
more diverse business opportunities such as pre-sales, international 
distribution, and financing or co-production. In a bid to arrange one-
on-one meetings tailored to the participants’ specific needs and key 
business strategies of the industry professionals, DMZ Docs Match 
recruits an Industry Matchmaker whose well-rounded background in 
documentary filmmaking and business expertise will be the catalyst 
to increase more business meetings by assisting industry guests and 
project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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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Pitch Projects

프로덕션 피치 Production Pitch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

#아직도첫키스전

고리를 끊어라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너에게 가는 길(가제)

돌의 여정

마더케어서비스

모어(가제)

블랙 하모니

사랑이 떠나간 후

아이, 파피

평양유학생

플라이 백

홍콩, 블루 아일랜드

희망의 사각링 - 킨샤사

LOMA - 아워홈

Project

#NeverBeenKissed

Black Harmony

Blue Island

Born to be Second

Breaking the Cycle

Epic of a Stone

Fly Back

I, Poppy

LOMA - Our Home

More (working title)

Mother Care Service

Ring of Hope

Singing in the Wilderness

Let the Light in

The Mothers’ Brave 

Journey (working title)

프로젝트

까치발

나는 스모그 감시관

녹색감옥

박강아름 결혼하다

부서진 집

사막의 진주

행복의 속도

프로듀서

짠 쭝 히아우

노라하야 라티

바이올렛 두 펑

이혁상

자오지아

김혜실

이미진

임강빈

리처드 량,

S. 레오 창

비벡 차우다리

이미진

김상규

피터 얌

히라노 마유

스테파노 첸티니

Producer

TRAN Trung Hieu

LIM Gang-bin

Peter YAM

Richard LIANG,

S. Leo CHIANG

Noorahaya LAHTEE

ZHAO Jia

KIM Sangkyu

Vivek CHAUDHARY

Stefano CENTINI

LEE Mijin

KIM Hyesil

HIRANO Mayu

Violet Du FENG

LEE Mijin

LEE Hyucksang

프로듀서

김지현

빈센트 두

후앙인유

김문경

진 클레어 다이, 

마뉴엘 돔즈

오희정

엄정화

감독

다오 티 민 짱

에카퐁 사란사테

첸동난

변규리

션 왕

전찬영

이일하

정관조

판지안

비벡 차우다리

클레어 샌포드

김상규

찬치운

우치야마 나오키

후앙후이천

Director

DAO Thi Minh Trang

JEONG Gwanjo

CHAN Tze Woon

FAN Jian

Aekaphong SARANSATE

Sean WANG

KIM Sangkyu

Vivek CHAUDHARY

HUANG Hui-Chen

LEE Ilha

JEON Chanyoung

UCHIYAMA Naoki

CHEN Dongnan

Claire SANFORD

BYEN Gyuri

감독

권우정

한멍

후앙인유

박강아름

진 클레어 다이, 

마뉴엘 돔즈

푸시펜드라 싱

박혁지

제작 국가

베트남

태국

중국

한국

네덜란드, 중국, 그리스

한국

한국

한국

중국

인도

한국

한국

홍콩

일본

대만, 프랑스

Production Country

Vietnam

Korea

Hong Kong

China

Thailand

Netherlands, 

China, Greece

Korea

India

Taiwan, France

Korea

Korea

Japan

China

Korea

Korea

제작 국가

한국

중국, 한국, 

네덜란드, 미국

대만, 일본, 프랑스

한국

필리핀

인도

한국

Rough Cut Presentation

Project

A House in Pieces

Areum Married

Green Jail

Pearl of the Desert

Smog Director

Speed of Happiness

Tiptoeing

Producer

Jean Claire DY,

Manuel DOMES

KIM Moonkyung

HUANG Yin-yu

OH Heejung

Vincent DU

EOM Jeonghwa

KIM Jihyun

Director

Jean Claire DY,

Manuel DOMES

PARKKANG Areum

HUANG Yin-yu

Pushpendra SINGH

HAN Meng

PARK Hyuckjee

KWON Woojung

Production Country

Philippines

Korea

Taiwan, Japan, France

India

China, Korea,

Netherlands, 

USA

Korea

Korea

DMZ Docs Pitch Projects

K-Doc Curated

프로젝트

미싱 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바람의 로마니(가제)

사상

프로듀서

김정영

김일권

김일권

감독

김정영

김태일, 주로미

박배일

제작 국가

한국

한국

한국

K-Doc Curated

Project

Sasang

Sewing Sisters: Continuing

the Legacy of JEON Tae-il

The Life of Romani 

(working title)

Producer

KIM Ilgwon

KIM Jungyoung

KIM Ilgwon

Director

PARK Baeil

KIM Jungyoung

KIM Taeil, 

JU Romi

Production Country

Korea

Korea

Korea

* 가나다순 

* 가나다순 

* In alphabetical order

* In alphabetical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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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Youth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통해 
청소년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청소년 우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9년 차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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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th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will 
be presenting its 9th edition this year, which is an 
education program to develop youth media literacy 
and to find excellent contents by the youth with 
the educational value of documentary genre. A 
total of 35 films, in which youths deal with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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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Kuma Youth Center

작품

끝말잇기

Last And First

기억력 올림픽

Memory Olympic

안녕 나의 할머니 

Hi, My Grandmother

나를 사랑하는 법

How to love Myself

7월의 열아홉

The last nineteen of my Life

당신의 리틀 포레스트는?

What about your Little Forrest?

나의 평범한 일상생활

My normal Daily life

돈 그리고 그후 

Money and then

방과후에

After school

감독

김가을

KIM Gaeul

유다현

YU Dahyeon

김현진

KIM Hyunjin

백유경

BAEK Yookyung

김채현

KIM Chaehyun

김경은

KIM Kyungeun

오해인

OH Heain

김현우

KIM Hyunwoo

최은서

CHOI Eunseo

문정현
2003년부터 다큐멘터리제작집단 '푸른 영상'에서 작품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청소년 제
작워크샵을 진행해왔다.

권우정
독립다큐멘터리제작집단 '다큐인' 그리고 '다큐이야기'까지 20년 넘게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
자이자 미디어 교육가로 살아가고 있다.

친구들~
가끔은 간식을 먹으러 수업을 온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소한 고민이
나 일상의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면서 수업을 하러 간다는 느낌보다 수다 떨러 간다는 느낌이 
들만큼 편안하고 줄거운시간들이었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나는 그 시절 이렇게 과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낸 
적이 있었을까…오히려 친구들의 솔직한 이야기와 그 안에서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나에
게도 적지 않은 인상으로 남을 것 같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서 아쉽지만, 영화제가 끝나고도 꾸마를 중심으로 친구
들은 자주 모일 거 같다는 느낌이 드네.
제작기간동안 이래저래 좌충우돌했지만 어른들의 잔소리와 서로간의 독려 속에 하나의 영화
를 완성한 것처럼, 앞으로도 좋은 선배들과 어깨동무 친구들의 힘으로 힘든 고비를 잘 이겨낼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들어요. 친구들의 앞길에도 모두 파이팅~ [권우정]

MUN Jeonghyun
Since 2003, he has worked in the documentary production group "Purn" and has 
been responsible for youth production workshops.

KWON Woojung
She has been an independent documentary producer and media educator for over 20 
years, from the independent documentary production group "DocuIn" to "Doc Story".

Dear friends!
As time goes by, I shared with you all your little worries and everyday stories. My time 
with you was so relaxing and enjoyable that I thought I would go to class to chat with 
you rather than teach you.
As I listened to you, I wondered if I had revealed my story so daringly as a young 
person. Your honest stories and expressions of yourself will leave a lot of impressions 
on me.
It's a pity that there are some friends who didn't get together until the end, but I think 
you will gather around "Kooma" often after the festival. 
I believe you will be able to cope with the hard times with the help of good seniors 
and friends, just as you have made your films with the nagging of the adults and 
encouragement to each other in spite of the difficulties during the production. I’m 
cheering for you! [KWON Woojung]

멘토 Mentor



청
소

년
다

큐
제

작
워

크
숍

Youth Docum
entary Production W

orkshop

190 191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교하도서관 
Kyoha Library

작품

공부의 목적 

Purpose of Studying 

스위치 

Switch

니토 

NITO

감독

천솔범

Chun Solbeom 

이주원

Lee Juwon

윤소정

Yoon Sojung 

이소현
영화를 전공하고 다큐멘터리 <할머니의 먼 집>을 만들고 현재는 세월호 어머니들의 연극을 
담은 작업 '장기자랑'을 촬영 중에 있다.

안현준
대학에서 영상학을 전공하고, 다큐멘터리 <멀리 있는 그대와 가까이 있는 당신에게>를 제작
하였다. 기억과 재현 그리고 공간에 관심을 두며 영화를 만들고 있다.

파주교하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나 본인의 환경에 대해 함
께 이야기하고 머리를 맞대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세명의 감독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내었습니다. 반려동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
홀하게 생각하는 소동물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트라우마와 그것을 극복하게 되었던 과거의 
이야기, 공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의 생각을 담은 이야기들을 다큐멘
터리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품 모두 자신의 상황에서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심도있게 고민
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이번 수업을 통하여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
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들의고민을 함께 보며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야기를 담아낸 용기와 완성을 
한 열정에 우리 함께 박수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안현준]

LEE Sohyun
After studying filmmaking, she made a documentary film, The Dear Grandma, 
and is currently filming Talent show, which deals with the theater performance of 
Sewol's mothers.

ANH Hyunjun
He studied visual arts at university and made the documentary Dear, My family 
(2017). He is making films, interested in memory, representation and space.

Students living in Paju and Gyoha talked about their problems and their 
environment, and together they made a documentary.
This year, three young directors made documentary films about their story. 
Their documentaries deal with a story about small non-popular animals that 
are relatively neglected among pets, a traumatic experience of the past that a 
student overcame, and people's thoughts about studying, including friends, and 
parents. I hope that they have the opportunity to reexamine their problems from 
different angles and to think of them more seriously through the class. 
I hope that the audience will have time to think about the young directors' 
concerns, with watching their films, and applaud the courage of telling their own 
stories and the passion for completing their films. [ANH Hyunjun]

멘토 Mentor멘토 Mentor

박성언
영화학 박사수료 후 프로덕션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연출 제작 했으며 현재는 미디어관련 강
사로 활동 중이다.

최솔
DMZ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 7기를 거쳐, 영상학과에 진학하여 드라마 감독으로의 길을 준비
하고 있다.

초등학생티를 갓 벗어난 중학교 1학년, 2학년으로 이루어진 이번 워크숍을 이끌어 나가는 것
은 꽤 신선한 작업이었다. 일반적인 영상 제작과 다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하는 다큐
멘터리 특성상, 학생들은 글로 써냈던 기획의도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현
실과 이상의 차이를 학생들 스스로 체감하는 순간도 있었다.
워크숍 과정 동안 학생들이 백 퍼센트 그 모든 순간을 이겨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
들은 작품을 완성했고, 완성했다는 것에 환호했고, 끝이라 기쁘게 소리쳤다. 그것만으로도 이
번 워크숍은 학생들에게도, 멘토를 담당한 우리에게도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다. [박성언]

PARK Sungeon
After completing a doctoral course in cinema, she has directed various visual 
contents for a film production company and is currently working as a lecturer in 
media education.

CHOI Sol
After going through the 7th term of the DMZ Youth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she is studying visual arts at university to become a TV drama PD.

It was quite fresh for me to lead this workshop with first and second graders in 
middle schools, just out of schoolchildren. Due to the nature of the documentary, 
in which the students had to deal with their own stories, different from a 
general video image making, they struggled to visualize their planning. There 
was a moment when students realized the difference between reality and ideal 
themselves.
My students did not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during the workshop, but 
eventually they completed their films, and shouted with joy of completing them. 
With the experience alone, this workshop was definitely meaningful for our 
students and for us as mentors. [PARK Sungeon]

고양영상미디어센터
Goyang Media Center

작품

길고양이

Alley cat

당신 근처 길 위에서

On the street

Searching Career

Searching Career

감독

고명은

KO Myungeun

최예린, 김시우

CHOI Yerin, KIM Siwoo

허도윤, 권혁준

HU Doyun, KWON Hyuk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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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소년미디어센터
Gwangmyeong-si Youth Media Center

작품

토끼야 고마워

Thank you, My bunny

낙

Joyfall

길

Forked Road

10일

10 days

잘 쉬고 있나요?

Are you taking a good rest?

감독

나아정

NA AhJeong

양주연

YANG Jooyeon

조민희

JO Minhee

이한주

LEE Hanju

한경윤

HAN Kyong-yun

김보람
<개의 역사>를 포함해 3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청소년 워크숍에서 만난 아이들의 새
로운 시선에 에너지를 얻는다.

명소희
나와 엄마, 외할머니를 바라보는 영화<방문>을 마쳤다. 청소년 워크샵을 하며 작업자의 초심
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작업 기획을 시작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자기성찰적 이야기를 주제로 잡고 영화를 만드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래서일까. 
올해는 다큐멘터리 수업을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 친구들을 보며, ‘영화를 만
드는 일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멘토인 우리도 다시금 고민하던 시간이 되었다. 늘 그렇듯 친
구들이 만든 영화를 모두 출력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발걸음이 무겁다. 매주 토요일에 마
음 붙이고 가던 장소 하나가 툭, 떼어진다는 것은 매년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출력본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시간이 좀더 주어진다면 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 매년 워크샵 마지막날이면 하는 생각을 올해도 반복했다. 늘 아쉬움이 남
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친구들이 최선을 다했지.' 하고 헛헛한 마음을 다독인다. 친구
들아...이제 영화는 너희 손을 떠났고, 완성된 영화는 보는 이들의 몫인 듯하다. 아주 긴 여름
이었다. 모두들 애썼어. [명소희]

KIM Boram
She has made three documentary films, including Baek-gu. She gained the 
creative strength with the new eyes of young people she met at the youth 
workshop. 

MYOUNG Sohee
She finished making the film The Strangers, which looks at herself, her mother, 
and her grandmother. She is preparing for a new project with challenge spirit as 
a creator who recovered from the youth workshop.  

This year, more students chose self-reflective stories as their documentary 
themes than last year. So, many students found this documentary class difficult. 
Looking at the students, we, as mentors, thought again about what it is to make 
a film.
After outputting all the video files by the students, I left the office with a heavy 
heart. The disappearance of the place where I went willingly every Saturday, 
although It happens to me every year, I do not get used to it. I thought for a 
moment on the bus back home with the output. Would we have made better 
films if we had more time?
I had the same thought this year that I had on the last day of the workshop 
every year. "It could be better, but the students did their best." My friends! 
Now, the films are out of your hands, and the completed films seem to be for 
the audience. It was a very long summer. Thanks for your hard work, everyone. 
[MYOUNG Sohee]

멘토 Mentor

미디어경청 남부제작센터
Media Gyeong-chung Southern Center

작품

무근지설

A Groundless Rumor

우리는 축구하고 싶다 

We want to play soccer

도산 안창호

Dosan Ahn Changho

수학귀신

Math Ghost 

거리의 제왕

King of the Streets

감독

이정서, 신유정

LEE Jungseo, SHIN Yoojung

김동주

KIM Dongjoo

이은우

LEE Eunwoo

김우영

KIM Wooyoung

조서혁

JO Seohyok

박중하
늘 영화 속 인물들과 씨름하는 연출자인 나에게 학생들과의 다큐 모임은 에너지를 얻는 활력
소이자 나의 태도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신지현
철학을 공부하고 이미지 만지는 일을 했다. 미디어교육을 하며 청소년들에게 배우는 것이 많다. 

수업을 시작하고, 몇 주 뒤 촬영을 해오고, 또 얼마 뒤 편집까지 하며 스스로의 생각을 다큐멘
터리로 완성해나가는 모습은 언제봐도 놀랍다. 많은 사람의 학창시절을 괴롭힌 수학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우영이, 좋아하는 운동과 해야 하는 것 사이의 고민을 담은 동주, 청소년들의 
다양한 생각을 유쾌하게 담은 유정이와 정서, 자전거 타기의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했던 서혁
이, 존경하는 독립운동가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던 은우. 몇 달 동안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했
던 시간이 지금은 고맙게도 행복하게 남아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기를 바라며 이번 교육을 마친다. [신지현]

PARK Joongha
As a director who always struggles with the characters in the film, he gets new 
energy from the documentary production meetings with the students, but also 
look back on my attitude.

SHIN Jihyeon
After studying philosophy at university, she has worked on visual arts. She 
saysshe learns a lot from young people through in the media education.

A few weeks after class, they filmed, edited later, and finished to make their own 
ideas into documentary, and it was really amazing. Wooyung tells a story about 
mathematics that are bothering many people during their school years, Dongjoo 
deals with his conflict between a favorite sport and what he must do,Yoojung 
and Jungseo deliver various thoughts of teenagers in a humorous way, Seohyuk 
wants to share the joy of riding a bike, and Eunwoo talks about a respected 
independence activist. A few months of sharing their concerns with the students 
left me with happy memories.At the end of this documentary workshop, I hope 
they will continue to tell their stories.  [SHIN Jihyeon]

멘토 M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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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운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대학교, 미디어센터 등에서 영화를 가르치고 있다. 삶
과 영화를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다큐멘터리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혹은 그 상상을 뛰어넘는 삶의 모습이 담기곤 한다. 
예상했던 이야기, 기대했던 이야기의 비슷하지만 다른 모습을 마주하며 떠나는 또 다른 세계
로의 여행이라고나 할까? 다큐멘터리를 보는 사람도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도 그 세계가 
낯설기는 마찬가지다. 여기 불과 몇 달 전까지 그 낯선 여행, 길 앞에 서있던 19명의 아이들이 
있다. 장장 5개월간의 길고 낯선 여정을 마친 그들은 이제 카메라로 세상을 그릴 줄 아는 어엿
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서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부터 작품화를 위해 이야기를 직
접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여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내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하면
서 상상을 뛰어넘는 경험을 했다.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고 선택해야했던 나의 아름다운 제
자들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보낸다. 19명의 아이들이 진정성을 담아 녹여낸 8개의 이야기들은 
우리 삶의 기록이 될 것이며 영원히 우리 세계 안에서 기억될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임을,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으며 보여
줄 이야기는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란다. Carpe Diem! [김가운]

KIM Gaun
She studied film at university and graduate school and teaches filmmaking at 
universities and media centers. A beautiful person who thinks about life and 
cinema.

The documentary contains the images of life, which humans can imagine or 
beyond human imagination. Is it a journey to another world to face the image 
similar to what is expected, but different from it? The “another world” is strange 
to both person watching documentary and person who makes documentary. 
Just a few months ago, 19 students were standing in front of the strange journey. 
After a long five-month journey, they now stand as documentary directors who 
can draw the world with a camera. In all the processes from arranging their ideas 
to planning, shooting, editing, and making them into film, I have experienced 
beyond my imagination with them. I applaud my beautiful students who had 
to constantly learn, ponder, and choose. The eight stories by the sincerity of 19 
students will be the record of our lives and will be remembered forever in our 
world.
This is not the end, but the beginning. I hope people remember that the world 
we see is much wider than we think, and it has more stories to show. Carpe 
Diem! [KIM Gaun]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Uijeongbu Media Center

작품

우리는 괴짜가 아니다

We are not Weirdos

숨은 여자 찾기 

Find a Hidden Woman

같은 하늘 아래

On the same world

독립운동가, 남자현

Independent Fighter, NAM Jahyeon

(우리가 모르는) 할머니들의 진실

The truth about grandmothers we don't know

사운드

SOUND

오늘도 go?

Today as well go?

오엠쥐(오 마이 게임)

OMG(Oh My Game)

감독

여윤서, 김윤아, 서주연

YEO Yunseo, KIM Yuna, SEO Juyeon 

이순주, 최보명, 김혜원

LEE Soonjoo, CHOI Bomyoung, KIM Hyewon

김민정, 강석진, 김은지

KIM Minjeong, KANG Seokjin, KIM Eunji

배현예, 권진서

BAE Hyunyei, KWON Jinseo

이성재

LEE Seongjae

김상철, 한은혜, 김명수, 백준흠

KIM Sangcheol , Han Eunhye, 

KIM Myungsoo, Baek Jun-heum

황다솔, 임정아

HWANG Dasol, IM Jeonga

이신평

LEE Sinpyeng

멘토 Mentor

최종호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자, 공동체라디오 활동가

홍다예
DMZ청소년다큐제작워크샵 3. 4기 수료생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만 열심히 하자!”
대학입시 시절 주변에서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저에겐 이말이 묘하게 상처가 되어서, 부모님이
이런말씀을 하실때면 화를 내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한편으론 ’공부만’ 하는 환경
을 받아들이며 지냈기도 합니다. 다른 무슨 생각을 하든 그 환경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다큐제작워크숍을 통해 3년째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의 그때
와 같은 말들을 듣고 있고, 그 말들에 대해 화를 내고 싶어합니다.
올해는 두 친구가 수료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채연이는, 친구들과 서로 도우며 지내는 학교를 
바라지만 서로 싸우게 하고 자신을 낙오시키는 현실이 밉다고 합니다. 해은이는, 작은 신체적
인 차이로 여자와 남자가 구분되는 사회에서 자신이 여자임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일들이 밉
다고 합니다.
다큐멘터리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두 친구가 ‘화’내고 싶은 것, 바꾸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
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어서, 저도 그와 같은 말들을 할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현실에 어
떻게 발맞추어 갈지에 대한 지루한 얘기들은 영화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
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종호]

CHOI Jongho
He is an independent documentary producer and currently works in a community 
radio.

HONG Daye
A participant in third and fourth terms of the DMZ Youth Documentary Workshop.

"Think you are dead and study hard!"
While preparing for college, I often heard it from people around me.
It strangely hurt me, and I used to get angry at my parents when they said it. But 
on the other hand, I had also accepted an environment to “study only.” I thought 
it would be difficult to get out of the environment, no matter what I tried. I 
have met teenagers for three years through the Youth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Most of them hear the same words I heard back then and want to be 
angry about them.
This year, two students completed their films. Chae-yeon wants a school where 
students can help each other, but hates the reality of making each other fight 
and dropping her. Hae-eun says she hates the things she has to do because she 
is a woman in a society that distinguishes women from men by small physical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making documentary film, I was happy to hear from those two 
students about what they wanted to get angry about and what they wanted to 
change, and I could agree with them. I'm glad to hear that boring stories about 
how to adjust to reality don't help us make a film. [CHOI Jongho]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Bundang Jeongja Youth Training Center

작품

참 잘했어요

Good Job!

¹®±úÁü½ºÆ®	

¹®±úÁü½ºÆ®

감독

강채연

KANG Chaeyeon

김해은

KIM Hae-eun

멘토 M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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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청소년 다큐제작교실
Multiculture Youth Documentary Workshop

‘다문화 청소년 다큐제작교실’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를 통해 건전한 
또래문화 수용능력 함양과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적 안목을 
길러주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신설되었다. 
관산중학교,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온누리 
지역아동센터 5개의 학교 및 기관과 협력해 총 15편의 
수료작이 완성되었다.
공동주최: 아시아발전재단

‘Multiculture Youth Documentary Workshop’ was 
launched this year as an education program for 
youth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designed to 
encourage them to accept sound peer group culture 
and to have a critical understanding in society 
through the educational value of documentary 
genre.A total of 16 films were completed in 
cooperation with five schools andinstitutions, 
including Kwansan Middle School, Hangyeore High 
School, Education Community Woorinuri Social 
Cooperative Village Culture Community, Social 
Cooperative and Onnuri Community Child Center.
Co-host: Asia Development Foundation(ADF)

류미례
장애, 여성, 돌봄에 관심을 갖고 1997년부터 다큐공동체푸른영상에서 활동하고 있다.

영화수업을 위해 복도를 걷다 보면 여러 나라의 언어가 들린다. 그렇게 서로 다른 언어를 
쓰면서도 웃고 장난치는 학생들의 모습이 신선했다. 첫 수업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한국말을 
못해서 난감했지만, 또 다른 소통수단인 영상이 있어서 수업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1학년 경산이가 간절히 바랐지만, 출연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산이는 유일한 1학년이라 
소통을 도와줄 친구가 없었던 반면, 3학년 군형이는 친한 친구들이 함께한 덕분에 한국말이 
서툴렀어도 주연을 맡을 수 있었다. 장애가 있어서 잘 듣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경산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3학년 학생들은 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함께 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꿔바로우와 탕수육의 차이를 설명해주던 언택, 중국어 통역이 
병행되는 수업에서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준 필리핀 출신의 재경, 한국인 부모를 둔 
현우도 고마웠다. 2학년 학생들과는 거리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진 게 아쉽다. 다시 기회가 
온다면 좀 더 입체적인 준비로 다양한 학생들과 함께하고 싶다.

RYU Mirye
Interested in the issues of disability, women and care, she has been working on a 
documentary community "DocuPurn" since 1997.

When I walked down the hall for film class, I heard the languages of many countries. 
The students who laughed and made jokes while using different languages gave me a 
fresh surprise. I was bewildered because more than half of my students didn't speak 
Korean in the first class, but thanks to video, another means of communication, I 
was able to finish the class well.First year student Gyungsan was desperately hoping, 
but it was a pity that he could not appear in the film. Unlike Gyungsan, who didn't 
have any friends to help communicate, third-year Gunhyung was able to take on the 
main character thanks to his close friends even though he was not good at Korean. 
Although hard to hear due to hearing impairment, Kyungsan was trying to understand. 
I enjoyed my time with 3rd grade students who are working hard outside of class. I 
am also grateful to Ean-taek, who explained the difference between "guobaoro" and 
"tangsuyuk,”Jaekyung from the Philippines, who was considerate in the class with 
only Chinese interpreter, and Hyunwoo with Korean parents. I am sorry to have broken 
up with my second graders without even getting very close to them. If I have a chance 
again, I would like to work with a variety of students in more specific preparation.

관산중학교
Kwansan Middle School

작품

원군형을 알아보자!!

My Friend, Kun-hyung

10min

감독

박현우, 이언택, 원군형, 이경산	

PARK Hyeonwoo, LI Yanze, 

YUAN Junheng, LEE Gyeongsan

멘토 M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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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중고등학교
Hangyeore High School

작품

새터민 차별

Satamin Discrimination

9min

반려견에게 좋은 사료

Good for Dogs

3min

제3국 출생 학생

A Third-Country Student

5min

하루살이

Mayfly

4min

감독

김춘길,박현아,서혜주,오정우,조성림

KIM Chungil, PARK Hyunah, 

SEO Hyeju, O Jeongwoo, JO Suonglim

김길룡,서혜주,심진성,양예영,오정우

KIM Gilryong,  SEO Hyeju, SIM Jinsung, 

YANG Yeyeong, O Jeongwoo

김광진, 송미령, 서혜주, 오정우, 정허명찬

KIM Gwangjin, SONG Miryung, SEO Hyeju,

O Jeongwoo, JUGN-HEO Myungchan

방국희,서혜주,오정우,조위성

BANG Gughui, SEO Hyeju, 

O Jeongwoo, JO Wiseong

멘토 Mentor

오정훈
농사와 농부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으며, 한 걸음이라도 나아지는 세상을 위해 살고 싶다.

모든 것을 녹아버리게 만드는 용광로가 아니라, 서로의 맛과 색이 살아있는 샐러드나 김밥을 
생각했다.다들 바쁜 일정 속에서 각자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이 모두들 열심히 작업했다.수업이 
진행되면서, 밀도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었고, 모둠별 협동이 잘 이루어졌다. 
여기 소개되는 네 편의 작품은 그 어디서도 다루고 있지 못하는, 남한으로 이주해온 사람들, 
특히 청소년의 자리에서 느끼는 생각과 정서가 잘 담겨 있다. 무엇을 가르쳤다기보다는, 함께 
무언가를 공동으로 이루어냈다는 성취감이 더욱 크게 남는다. 앞으로 지속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 보여주고 싶은 것을 즐겁게 만들었으면 한다.

OH Junghun
He is making documentaries about farming and farmers, and he wants to make the 
world a little better. 

I think of this workshop not as a furnace that melts everything, but as a salad or 
gimbap where each ingredient has its own taste and color. Everyone worked hard 
without neglecting their roles in the busy schedule. As the class progressed, they all 
had intense experiences, and the teams worked well together.
The four films presented here reflect the thoughts and emotions of those who have 
moved to South Korea, especially youths, which have not been dealt with anywhere 
else. Rather than my teaching, it was more fulfilling that we worked together to 
accomplish something. I hope they will continue to enjoy making what they want to 
say and show in their positions.

교육공동체 우리누리 사회적협동조합
Education Community Woorinuri Social Cooperative

작품

테이블 슬립: 잠의 정석

Table Sleep: Bible of Sleeping

5min

쳇바퀴

Treadwheel

5min

나에게 쓰는 편지

A Letter to Myself

8min

내 이름은 와타나베 가즈키

My Name, Watanabe Kazuki

5min

엘리베이터

Elevator

4min

감독

김준형, 정예지, 임혁, 김효근	

KIM Junhung, JUNG Yeji,	

LIM Hyuk, KIM Hyogeun

김찬영, 김효근, 임혁

KIM Chanyoung, KIM Hyogeun, 

LIM Hyuk

정예지, 김지민, 김준형, 김찬영, 김효근, 임혁

JUNG Yeji, KIM Jimin, KIM Junhung,

KIM Chanyoung, KIM Hyogeun, LIM Hyuk 

김효근, 김준형, 김찬영, 임혁, 정예지	

KIM Hyogeun, KIM Junhung, 

KIM Chanyoung, LIM Hyuk, JUNG Yeji

이상빈, 김사무엘

LEE Sangbin, KIM Samuel

김성범
동국대학교 영화학 석사, 2013년부터 대학생과 청소년에게 영화제작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다큐멘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눈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카
메라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출자(감독, 작가)의 시선이고 관객은 그 시선의 흐름
을 따라 공명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감각하고 지각할 수 있는 세상은 하나가 아니라 
셀 수없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창문 밖 풍경일지라도 그것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관점은 저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수없이 많은 다양한 생각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차이와 다양성이 메인 스
트림이 되어 관객들에게 공명과 울림이 되는 것입니다. 공명과 울림이 없는 차이와 다양성은 
공허한 외침일 뿐입니다. 다큐멘터리는 세상을 향한 공허한 외침이 아닌 공명과 울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메라의 눈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 충실하게 자아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찰적 자아는 세상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눈의 시작입니다.

KIM Sungpum
A student at Dongguk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Film Studies, he has been 
sharing his knowledge and information about filmmaking with college students 
and teenagers since 2013.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documentaries are the essence of the eyes of 
camera looking at the world. It is the gaze of the director (filmmaker, author) 
who sees the world through the eyes of the camera, and the audience resonates 
along the that gaze.Theworld, which people can sense and perceive, is not one 
but composed of countless things. Even though it is the scenery outside the 
window that everyone looks at together, each one has a different point of view 
and perception. "Different" means that there are differences, which means tha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ideas. This difference and diversity are the main 
stream that resonates with the audience. Differences and diversity without 
resonance are just empty cry. A documentary film is not an empty cry, but a 
resonance for the world. 

멘토 M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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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Village Culture Community Social Cooperative

작품

가지마

Don't Go

3min

아빠의 하루

My Day

3min

교정기의 삶

The Braces

5min

감독

김현수

KIM Hyeonsu

이서영

LEE Seoyeong

최민혁

CHOI Minhyeok

멘토 Mentor

장효봉
대학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했고, 다큐멘터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조성륜
김포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 마을문화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무척이나 더운 여름이었다. 다음 주에는 몇 명이나 나올까 늘 걱정하며 김포로 향했던 것 같다. 
내가 너무 재미없는 강사인가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괜히 한다고 했구나’하는 후회도 했다. 
그러나 한 주 한 주 기대감을 가지고 꾸준히 나와 준 친구들이 있었다. 고맙다. 

짧은 시간동안 이야기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고 완성해 낸 모두에게 찬사와 감사를 보낸다. 흰 
종이 위에 까만 볼펜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면서 각자에게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해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뿌듯함을 마음껏 느끼길 바란다. 꾸역꾸역 앞으로 
나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완성의 의지를 다시금 다진다.

JANG Hyobong
He studied film directing at university and continues to make his own documentaries.

CHO Sunglyun
Executive Chairman of Gimpo Youth Film Festival. Chief director of the Social 
Cooperative of Village Culture Community.

It was a very hot summer. I seemed to be heading to Gimpo, always worried about 
how many students would be attending next week. I was worried that they would 
think I was a too boring instructor, and I also regretted that I shouldn't have done. 
However, there were students who attended with expectation week-to-week. Thank 
you all. 
I give praise and thanks to everyone who came up with the story, put it into film, and 
completed it for a short time. While a story that began with a black ballpoint pen on 
white paper was made into a film, this experience would remain an intense memory 
for each student. I hope they feel proud of what they have achieved. I am getting 
motivated to complete my film like them who move forward under any circumstances.

온누리지역아동센터
Onnuri Community Child Center

작품

우리들의 첫 이야기

Our first story

7min

모자이크

Mosaic

5min

감독

이용정, 이다윗, 신지웅

LEE Youngjung, LI David, 

XIN Zhixiong

한유섭, 에덴, 엠와딤, 다스단	

HAN Yusuf, MAMO Eden Wendwesen, 

EM Vadim, QADAMBOEV Dostonbek

이승구
대학원에서 신문방송전공, 독립 피디로 다큐멘터리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현재 한
국외대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요즘 청소년들은 대부분 게임과 유튜브에 익숙한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간다. 그런 가운데 다
문화 청소년들과의 만남은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여는 의미 있는 기회였다. 이들에게 다큐멘
터리는 재미없는 것, 아니 관심 없던 것이었다. 과연 교육이 잘 진행될까? 고민이 많았다. 중
학교 1학년 4명, 중학교 3학년 2명, 고등학교 1학년 1명, 이렇게 7명과 함께 했다. 중국, 우즈
벡, 러시아, 에티오피아…국적과 언어가 서로 다르고 한국어가 서툴지만 통역해주고 도와주
는 친구들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물론 아직 익숙하지 않은 용어, 촬영과 편집이 서툴지만 그
런데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는 것이 대견했다. 다큐멘터리 제작 교실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이 한국에서의 삶과 관심, 고민을 서로 나누었다. 자기 삶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이번 교육 때 한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했다.
“선생님~ 다큐멘터리 제작 너무 재미있어요. 다음에 또 하나요?”
“그래? 너희들 다큐멘터리 만들 때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 교실이 다문화 청소년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만드는 기회가 되었
기를 바란다.

LEE Seungku
Having studied journalism in graduate school, he is an independent PD, 
producing documentaries and current affairs programs, and is currently an 
adjunct professor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Nowadays, young people mostly live in the media environment with a focus on 
games and YouTube. Meanwhile, meeting with youth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gave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me to open up new perspectives. For them, 
the documentary was either uninteresting or of no interest at all. Would be 
media education going well? I had a lot of trouble. The class was held with six 
middle school students and one high school student. China, Uzbekistan, Russia, 
Ethiopia… Their nationalities and languages are different, and they are not good 
at Korean, but with the help of the interpreters and assisted people, there was 
no great difficulty. Of course, they are unfamiliar with the filming terms and poor 
at shooting and editing, but nonetheless I am very proud that they were present 
without absence. The young people shared their lives, interests and concerns in 
Korea within the fence of documentary production workshop. One student said 
he decided to make a video of his life, and he wanted to make it not only once at 
this workshop, but to continue in the future.
“Teacher! It's so much fun making a documentary. Can I do it again next time?”
"Really? If you need my help in making a documentary, feel free to contact me”.
I hope this documentary production class is an opportunity to create a window 
into the world for the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멘토 Mentor



202 203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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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r cinematic 
style reveals neither individuals nor societies, indeed always 
to learn from the past. It is a rare opportunity to learn about 
her world and process.

일시	 9월 21일 (토) 12:40 <말로리의 수난>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벨라시타 105호 
모더레이터 	김선아
게스트	 헬레나 트레슈티코바

Date	 Sep 21 (SAT) 12:40 (after screening Mallory)
Venue	 Megabox Ilsan Bella Citta 105
Moderator	 KIM Sunah
Guest	 Helena TŘEŠTÍKOVÁ

추모 상영회: 친구를 추모하다
Memorial Screening : Coming to you, Minu 
 
10회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인 <안녕, 미누>의 주인공 
미누의 1주기를 맞아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는 그를 기억하는 
관객들과 함께 그를 기억하는 자리 

Special screening for late Minu, who visited last year for 
opening film of 10th DMZDOCS.  
 
일시	 2019년 9월 21일 토요일 18:30  <안녕, 미누>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백석 3관 
모더레이터	 이승민
게스트	 지혜원 감독과 미누의 친구들 

Date	 September 21th (SAT) 18:30
	 (after screening Coming to you, Minu)
Venue	 Megabox Baekseok 3
Guest	 Director JEE Hyewon, Minu’s Friends

사운드와 독립영화 & 다큐멘터리 
Sound for Indies and Docs
 
<더 록>, <브로큰 애로우>, <아마게돈> 등 우리에게 익숙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사운드 에디터로 참여했던 밋지 코스틴은 미국 
USC 대학에서 20년 넘게 영화사운드 에디팅을 강의해왔다. 현장과 
강단을 오고 가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독립영화와 다큐멘터리 
사운드 작업과정에서 고민하게 되는 레코딩 사운드부터 현장에서 
사운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실용적이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Midge Costin is the Kay Rose Professor in the Art of Sound 
Editing at the USC School of Cinematic Arts and over 25 years 
she has been a feature film sound editor. Midge will share 
her more than 20 years teaching experiences with filmmakers 
for sound for film, from recording sound on the set to using 
sound effectively for their movies. 
  
일시	 9월 22일 (일) 12:35
	 <메이킹 웨이브: 영화 사운드의 예술>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벨라시타 105호 
모더레이터	 이규석(한예종 교수)
게스트	 밋지 코스틴

Date	 Sep 22 (SUN) 12:35(after screening Making 
	 Waves: The Art of Cinematic Sound)
Venue	 Megabox Ilsan Bella Citta 105
Moderator	 Lee Kyusuk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Guest	 Midge COSTIN

메이드 인 차이나 - 그날, 바다 SPINOFF #1
Made In China - Intention SPINOFF#1
 
아직도 원인을 밝히지 못한 국가적 대재난 세월호 사건의 또다른 증거 
추적. 
제작자 김어준과 감독 김지영 감독의 실시간 토크 자리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is still unsolved. The film focuses 
on the Sewol ferry disaster and features scientific analyses and 
testimonies from survivors to determine the causes of the sinking. 
Live Talk with director 
KIM Ji-young and producer KIM Ou-Joon
 
일시	 2019년 9월 22일 일요일 21:12  
	 <메이드 인 차이나 - 그날, 바다 SPINOFF #1>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백석 7관
모더레이터	 이승민
게스트	 김지영(감독), 김어준(프로듀서)

Date	 September 22th (SUN) 21:12 
	 (After Made In China - Intention SPINOFF#1)
Venue	 Megabox Baekseok 7
Guest	 KIM Ji-young(Director), 
	 KIM Ou-Joon(Producer)

재일 조선인과 조선 학교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Chosun School
 
일시	 9월 27일(금) 15:30 <사이사-무지개의 기적>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일산 벨라시타 103호
모더레이터	 임경화(교수)
게스트	 박영이 감독, 김공철 감독, 김명준 감독
*<사이사-무지개의 기적> 2019년 평양영화죽전 상영작

Date	 September 27th (FRI) 15:30 
	 (After Screening Over the Rainbow)
Venue	 Megabox Ilsan Bella Citta 103
Moderator	 LIM Kyung-hwa
Guest	 PARK Young-I(Director), KIM Gongchol(Director), 
	 KIM Myoungjun(Director)
*Over the Rainbow (Pyongya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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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시의 사운드스케이프> 상영 후 
장소	 메가박스 백석 3관 
모더레이터	 임대근(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 대표)
참석자	 장양, 장시엔민

Date	 Sep 25 (WED) 17:30 
	 (after screening The Sound of Dali)
Venue	 Megabox Baekseok 3
Moderator	 Lim Dae-geun
	 (Chairperson, Asia Cultural Creativity Institute)
Guest	 ZHANG Yang, ZHANG Xian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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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여성단체협의회

앙띠브 호텔

앨리캣

엣나인필름

영화나눔협동조합

영화사 키노

영화사 풀

영화의전당

오비에스 경인티브이㈜

위원장/김달수
양경석
정윤경
강태형
김봉균
김용성
문형근
안광률
양운석
오광덕
이원웅
임성환
채신덕
최만식

전영섭
최호균
송광혁
김현기
이은미
이철호

안신영
최정은
유시열

최인국
태은정
박신영

장은옥
심예은

김교원
양옥이
김미리
박정현
양진걸
이종화

이마리아
이병학
성기경
유미경

송승민

이환구
김춘식

김선정
문경원

이대호
심병수

오재진
홍성호

김영

김근우
김태호

이충신
권희주
남창훈

권세정
김종화
조은민

이기명
신웅재
김혜진

유미경

김나연

홍은기

전진수
김보미
김지훈
문세운
손지혜
송준두
오경섭
이가람

이덕
전완재
정다솜

서지형
임훈

이명훈 

안성수
신차자

정지혜

하성철

이현경
강봉수

김나연
권종현
박정훈

조종건
김정희

이화정

어주영
최지은

정소희

김준일
조남철
차민아
조은혜

박재현
박태희
엄인정

이인순

백옥현
차미정

이진형

서유진
남유경
박재환
양보라
이민지
이다솜
함지혜
정민재
김세린

정세희
양예주

조진화

김종원

최낙용

신나영

황선대

김지하

서재두
이권우

신현해
김진

금창일

최미진

김별하

전수정
정의만
최진홍
정은선

고재열
김태욱
임영신

Andy RUTHERFORD
이한호

박충만

형건
강이선
강샘이

김판기
임창섭

박성익
이남연

박선하

박재현
조용채

김민석

이미경

김주영
장혜진

서정문
임은옥

오창환
문정현
권우정

정일화
김유훈
김선혜
이영지
박성언

최솔
정은영

허문수

이기동
김보람
명소회

이인숙
이영옥
김우정
신홍선
추보경
이소현
안현준

문향숙

박주선
박민정
고영순

허욱
유지수

김현아
강지은
온명희
김성범
임준용

장인태
남상훈
이상우
김가운

김인희

김형동

양철진

윤미향
오성희
김혜슬

전우형
반기현
임경화
김만중
이승찬
은희녕
김현진
손주경
김효정

백선
이근영

박찬진
김정남
최수훈
박종효
남한별
김일지
이준희
손정예

유리
김희진
유한나
김종욱

신운하
류승환

진수민
진용호

권영신

주병문
백승경
김송이

원치은
심재걸

유윤석
최정은
박유빈

김승원

김용배

이영호

유영환
권영민

김나영

최순일

이우창
양정아

은재식
김상목

홍미화
이강희

김상현

김이석
차민철
이나라
전병원
변소영
오진원

김종환
박길영
오준석

김정은
이해연
김은영
남보배
현민태
조원빈

서동환

김선아
조성륜

소희정

신희식
송진영
신재승
조성호
박성원
김지영
최지영
조승원
임연희

심재명
서정일
김소희

이은
강태희
김정수
강선아

박중하
장혜진

박병철
마주연

한범승
노은지

김성경
최순미
엄현숙

김기봉
홍다예
최종호

허성희

정선임

안지은

전규찬
김진혁

이치헌

최진우

강우람

박선래
조민정
정인교
이주연

최창의
김순영
이성한

박동민
김미연

Roland LOEBNER

Nilotpal MAJUMDAR

Crystal GUO

WU Fan

강민경
김고운
김혜나

박민
양한결
유지성
이우림
이윤정
이재성
이정규
이호정
장택수
장혜영
조용경
주은정
한송희
박영이
이양헌
정민아
정지혜

Simon MCENTEGGART
Simon ROBINSON

ACC(광주 국립문화아시아전당)

ACCESSICT

CDMB

CGV

CJ 올리브네트웍스

DHL 코리아

DMZ 문화로 종전캠프

DMZ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EBS국제다큐영화제

KD운송그룹

KEB하나은행

KT&G상상마당

Lounge B

MVL HOTEL

Real DMZ Project

경기도교육청

경기문화재단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꾸마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관산중학교

광명시청소년미디어센터

교하도서관

군포북라이크 독서지도사
인성봉사단

오색작업소

용인대학교

우리누리 교육공동체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인디스토리

인디플러그

인타임

전곡중학교

정의기억연대

중앙대 접경연구소

지지향

진미디어

취우그림스

커피팩토리세븐

파오페라디바스

펨코이엔티

평택신문

프랙티스

필앤플랜

하이디자인

한겨레중고등학교

군포신문

그랜드백화점

노마드블룸

누리미디어

다큐공동체상영시민모임

대구사회복지영화제

더진컴퍼니

돈워리베이비

동의대 영화•
트랜스미디어 연구소

롯데쇼핑㈜
롯데파주프리미엄아울렛

롯데컬처웍스㈜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리치 호텔

마을문화공동체

마음과공간 심리연구소

메가박스 중앙 주식회사

명필름 문화재단

명필름 아트센터

미디어경청

벨라시타

부천문화재단
부천시민미디어센터

북한대학원대학교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한국북네트웍스교육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종합예술학교

한국철도공사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한우물

항공대학교

행복한미래교육포럼

호텔 미라벨
홈즈

DOK Leipzig

Docedge Kolkata

GZ DOC

TI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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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SAHARA STREET
Centrale Electrique 	
Olivier BOISCHOT	
33 609750541	
olibois1@gmail.com

304 Stars
YUE Si-On
john10118439@gmail.com

AAGASWADI
Ramesh HOLBOLE	
91 84 46 27 90 05	  
rameshhholbole@gmail.com

About Love	 	  
TESLA'S PIGEON 	  
ARCHANA ATUL PHADKE	
91 98 20 99 93 02	
archuphadke@gmail.com

About Q
JEONG Soo-In
qoarhaxod@naver.com

ACHA	
CM PICTURES
KOH Juhwan	 	
theshoot360@naver.com 

Again	
Blackboardfilms GmbH & 
Co.KG	  
Mario PFEIFER 
info@blackboardfilms.info

A is for Agustin
Grace SIMBULAN
63 91 75 92 90 89
gracesimbulan@gmail.com

Almost One	 	  
CHA Jeamin 	 	
jeaminchaemail@gmail.com

Amazing Grace
JINJIN Pictures
JUNG Taewon
taewon.jung@gmail.com

Anthropocene: The Human Epoch
Seville International
Ruby RONDINA
416 646 2400	
rrondina@filmsseville.com

Art of Falling Apart, The	
Rhizome Film Production	
Timofey GLININ	
7 92 17 71 11 02	  
studio@rhizomefilms.ru

Awkwardness of a room, The
LEE Sungbin	 	
sbyjlee1@naver.com

Bamboo Theatre	
Golden Scene Company 
Limited 	  
Pearl CHEUNG	
85 22 65 99 99	
pearl@goldenscene.com

Be My Baby
PEN AND PAPER FILMS
BAK Ildong 
ildong.bak@gmail.com 

Beauty Lives in Freedom	
Galerie Chantal Crousel
Marie-Laure GILLES
33 1 42 77 08 10
marie-laure@crousel.com

Beirut, Never Again
Mathilde ROUXEL
33 6 74 74 76 58	  
m.rouxel@hotmail.fr

Beyond the Fence
Arman Gholipour DASHTAKI
armangholipourdashtaki@gmail.com

Beyond the North Winds: A Post 
Nuclear Reverie
Natalie CUBIDES-BRADY	
44 7968362140	
natalie.cubidesbrady@gmail.com

Biggest Little Farm, The
ATNINE FILM	
PARK Hyejin	 	
isabelle@at9film.com

Black Sheep
The Guardian		
Charlie Phillips
charlie.phillips@theguardian.com

Botero
MANO Entertainment Inc.
JEONG Ina	 	
manoent@manoent.com

Boy's Room	 	
KIM Dongjun	 	
1000jakim@hanmail.net

Carlotta's Face	
AG Animations film
fabian@fabianfred.com

Cheonggyecheon Medley: 
A Dream of Iron	
Kelvin Kyung-kun PARK 
kinemasta@gmail.com

Chul-kyu	
Media Namu	
KIM Seonghwan
docunamu@naver.com

Color of Pain, The	
Cinema Dal 	
KANG Bongsu
02 337 2135	 	
evank@cinemadal.com

Coming to you, Minu
Seoul Business Agency
LEE Myunghoon
cinehoon@sba.seoul.kr

Copper Notes of a Wish	
ArtHouse Cinematheque	
Marjan ALIZADEH
Arthousecinematheque@Gmail.com

Couple Is Not the Same Birds, The
Tony TAN	
86 1 30 21 24 63 97	
emi@articlefilms.com

Dancing for you	
FF Sales&Promotion 	
Malgorzata KRAMEK
48 1 22 94 69 45	   
malgorzata.kramek@kff.com.pl

Day, footprint
KIM Heejun	 	
tldls1526@naver.com

Days of Castaway 
BAE Hyeweon
baequiao@gmail.com 

Dear Elephant	
ANAMNESIS FILM 	
LEE Changmin 
filmanamnesis@gmail.com 

Diary of Cattle	  
Ingatan Visual	
Lidia AFRILITA	
62 8 53 64 89 73 83	
lidiaafrilita@yahoo.com

Diego Maradona
CONTENTS PANDA CO. LTD.
KIM Muyeun
muyeun2002@its-new.co.kr

Dreaming In The Red ight	
Hiraya Pictures 	
Wena SANCHEZ
26 619 078	 	
wenna.sanchez@gmail.com

Echo at the Edge, An 	  
Jade Sujin LEE
jadesujinlee@gmail.com 

Escalator in World Order, An
KIM Kyung-man
zadoz99@gmail.com

Evaporated
Middle	
AHN Jeehwan
jeehway@gmail.com 

Everywhere & Nowhere J.S.Y
LEE Keunbyol
bigstar@sbs.co.kr

Execution, The	
Misantropoville	
Jeroen Van der STOCK	
81 70 14 62 88 25	
misantropoville@yahoo.com

Face the Music	
Looking for	
Katya SUVOROVA
katya.suvorova@gmail.com

Fan, The	 	  
JEONG Ho-eun 
wjdghdms01@hanmail.net

Fantastic City
SEO Hyun-suk	
lucida@yonsei.ac.kr

Fantasy, Fantasy	
Sonntag Pictures
Sara STOCKMANN	
sara@sonntagpictures.com

Father	 	  
CHENG Sharon	
88 6 952 620 430	  
sharon.pampas@gmail.com 

FEAR NOT	
B Films	
HUR Jang 
notaplace@gmail.com

Finally Endless
CHOI Ahram 	 	
charmdocu@gmail.com 

Find lost pieces
LEE Hyeon-Jeong
yesiamjeong@naver.com

Flying Dream
Sai Leng LEARN KHAM	
95 94 28 79 88 69	
saisaisky@gmail.com 

For Sama	
Autlook Films	
Salma ABDALLA	
salma@autlookfilms.com	 	
	
Forman vs. Forman	
Negativ Film Productions
Daniel VADOCKY	
42 07 77 69 75 43	
daniel@negativ.cz

Frame In Frame	
POST FIN	  
JANG Dana  
BYUN Sungbin
distribution@postfin.co.kr

Freedom Fields	
Wide House	
KWAK Saejeong 
33 1 53 95 04 64
festivals@widehouse.org 

Glow Worm in a Jungle
Ramana DUMPALA
91 95 02 67 85 67
ramana.ftii@gmail.com

Goodbye Again, Macau
KONG Cheang
31 05 70 74 16
kongcheangfilm@gmail.com

HAMMERING	 	  
CHOI Seoyoon
monthlyingyeo@tistory.com  

Hand, remember, mosaic
PARK Eunsun 		
akckglzh@naver.com 

Hasina: A Daughter's Tale	
CRI	
Sabbir Bin SHAMS	
88 0 18 19 85 07 99	
sabbir.shams@cri.org.bd 

HAVE FUN IN PYONGYANG	
ALEGRIA PRODUCTIONS 	
Marie-Azadeh ZAND	
33 1 82 28 40 21	
marie-azadeh@alegria-productions.com

HIRONO	
ARTicle Films	
UEYAMA Emi 	  
81 9 066 651 129	
emi@articlefilms.com

Hosu-gil	 	  
JUNG Jae-Hoon 
jjh8705@gmail.com

How Big is the Galaxy	
New Docs	
Elina KEWITZ	
49 2 21 16 81 97 43	  
elina.kewitz@@newdocs.de

How Far I'll Go
Ucu AGUSTIN		
ucuagustin@gmail.com

I only had to say	
Film_Dabin	  
BAEK Dabin	 	
film_dabin@daum.net

Indianara
Wide House	
KWAK Saejeong 	
33 1 53 95 04 64	
festivals@widehouse.org 

FInstantaneous
KIM jiha	 	
jhkim@aci-k.kr

Introduction to Imamura 
Shohei	
Docustory	
LEE Byung-ki	 	
dokidokidocu@naver.com

Island of the Hungry Ghosts
AUTLOOK Filmsales GmbH
Astrid GUGER		
astrid@autlookfilms.com

It Must Schwing - 
The Blue Note Story 
Sycomad
KANG Jihyeong
mkt@sycomad.com

JERONIMO	
Daehan Drama	
Brice LONGNOS
brice@daehandrama.com	
	
Kabul, City in the Wind
Rediance Films
XU Jing 	
33 07 85 80 45 97	
jing@rediancefilms.com 

Labor News No.1
Labor News Production	
PARK Jeongmi

Land of Peach Blossoms, The
ZHOU Mingying 	
08 61 86 23 15 79 51	
dingzhouidfa@gmail.com 

LAPÜ	
Syndicado Film Sales	
Jasmina VIGNJEVIC	  
admin@syndicado.com

Let's Dance	
Cinema Dal 	
KANG Bongsu	
02 337 2135	  
evank@cinemadal.com
Let's Peace!	 	  
PARK So-hyun
cinest98@gmail.com

Letter to a Friend in Gaza, A
Cinephil 	
Shoshi KORMAN	
97 25 02 82 79 55	
shoshi@cinephil.com

Lifeboat	
Spinfilm	
Skye FITZGERALD
spinfilm@gmail.com 

Lights on the road, The
LEE Eunkyoung 
ofia21@hanmail.net

Little Miss Sumo	
Netflix	
Kevin HARMAN
kharman@netflix.com

Love bomb	 	
YU Narae	 	
sojulist@gmail.com

Made In China - 
Intention SPINOFF#1
CHOI Jin-A	 	
jinawood617@gmail.com

Making Waves: 
The Art of Cinematic Sound
Dogwoof
Luke BRAWLEY 
luke@dogwoof.com

Mallory	
Negativ Film Productions 	
Daniel VADOCKY	
42 07 77 69 75 43	
daniel@negativ.cz

Man of national merit, A 
SA Jinyoung	 	
sasi1004@naver.com 

Many Undulating Things	
BOC Features LLC	
KIM Kyungmi 		
kyungmi007@gmail.com

MAO MAO COOL	
FORTISSIMO FILMS	
Jane YAO 
31 2 02 15 93 10
info@fortissimofilms.com

Marriage Story, A 	
Negativ Film Productions
Daniel VADOCKY	
42 07 77 69 75 43	
daniel@negativ.cz

Most Beautiful Moment of War, The
Noelia FERRETTI
noeliaferretti@gmail.com

Murmuring Debris and Leaves 
Silently Fall
KIM jiha	 	
jhkim@aci-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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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Saves My Soul	 	
Xaisongkham Induangchanthy
85 6 20 28 58 00 55	 	
xaisongkham@gmail.com

My Dead Dad's Porno Tapes
Julie BALDASSI	 	 	
16 47 26 93 356	
j.baldassi@gmail.com

My Empire Dream	
Zhang Zhou digital cube 	
SHEN Xiaomin	
86 1 39 11 50 13 87	
peking88@163.com

My Name is Mei Shigenobu	 	
Mathilde ROUXEL
33 6 74 74 76 58	
m.rouxel@hotmail.fr 

Night and Fog in Zona	
KINO Film Production Co.	
KIM Jongwon		
kinoline@naver.com

No Fun Running Away with No Bee	 	
HAM Hyekyung 	 	
hyekyungham@gmail.com

No one is grasshopper	  
PABALEKIKI 	
KIM Tae-oh	 	
pabalekiki@naver.com

Nocturne	 	  
LIM Kangbin	 	
canucks88@hanmail.net

Notes for a Heist Film	 	
Luana Maximo MURCIA	 	
uanamaximo@feelsales.com

Old fighter's story	 	
SHIN Imho	 	
potocine@gmail.com 

On the Art of Set Design
The Centre for Finnish Media Art 
Tytti RANTANEN
programme@av-arkki.fi
	 	 	
One Lightyear on Earth
KIM Jiha	 	
jhkim@aci-k.kr

Ordinary Life, -70	 	
KANG Sejin 	 	  
kinnon2008@gmail.com 

Our Time Machine	
Cat&Docs	
Catherine LECLEF	 	
cat@catndocs.com

Out of Breath	
Journeyman	 	 	
sales@journeyman.tv

Over the Arirang Pass - Zainichi Korean Music Today	  
The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KOH Jeongja 		  
jeongjak66@yahoo.co.jp

Over the Rainbow	 	  
CHOI Yongcheol 	 	
products.newstyle@gmail.com

Palace of Colours	
PSBT	
Prantik Narayan BASU	 	
prantik.n.basu@gmail.com

Pansy & Ivy 
GYE Woon-gyoung	 	
belle272@hanmail.net

Patriot Game	
Cinema Dal 	
KANG Bongsu
02 337 2135	 	  
evank@cinemadal.com

PATRIOT GAME 2 - To Call a Deer a Horse
CHOAE jihyeon	 	
jihyeonchoae@naver.com

People Next to Coal Power Plant, The
CHOI Hyewon 	 	
helloheyone@gmail.com

Prison Friends	
Kimoon Film	
Kinue SWAGUCHI	 	  
info@kimoon.net

Projectionist, The	
The Match Factory	
Valentina BRONZINI
valentina.bronzini@matchfactory.de	

Quan Ma He	
Taiwan Public Television Service Foundation	  
HUANG Yuhan 	
88 6 26 33 20 00	
ptsfestival@gmail.com

Queer053	 	
Emmanuel Moon-Chil PARK	 	
jazzurup@gmail.com

Re:play	 	
Jeehye Kay JANG	 	  
kaycake@hotmail.com

Reset
JINJIN Pictures
JUNG Taewon	 	
taewon.jung@gmail.com

Rivercide: The Secret Six
ATNINE FILM	
PARK Hyejin	 	
isabelle@at9film.com

Romantic Machine	
Film_Dabin	
BAEK Dabin	 	
film_dabin@daum.net

Room 19	 	
HONG Hyemi 		
ham.calm@gmail.com 

Scheme Birds	
Syndicado Film Sales 	
Jasmina VIGNJEVIC
38 7 65 65 92 14	
admin@syndicado.com

Sea Recalls, The	 	
Aekaphong SARANSATE
66 8 04 42 28 24	
a.saransate@gmail.com 

second home	 	
SHEKH Almamun 	 	
mamun97@naver.com 

Self-Portrait: Window in 47 KM	  
Caochangdi Workstation 	
ZHANG Mengqi	 	
mengqiz@foxmail.com

Shadow and Act
KIM Jiha	 	
jhkim@aci-k.kr

Shadow Flowers	 	
YI Seungjun	 	
yiseungjun0515@gmail.com

Shooting the Mafia	  
MetFilm Sales 	
Ella PHAM
44 20 82 80 91 17	
coordinator@metfilm.co.uk

Soil Without Land	
White Light Post 	
Thanyathorn BOONTHUAM	
66 9 87 73 15 95	
hong@whitelightpost.com

SOMETHING TO TALK ABOUT	 	
KIM Jinbeom 
rayonvert.film@gmail.com 

Song for my Children	
Negeri Films	
Shalahuddin SIREGAR	
62 81229944661	
s.siregar@me.com

SOUND OF DALI, The	
FORTISSIMO FILMS	
Jane YAO	
31 2 02 15 93 10	  
info@fortissimofilms.com

Story of Koreans in Postwar Japan: Zainich, The 
AHN Hae-ryong	 	
badasaram@gmail.com

Tale of One or Many Mountains	
INCISIONS	
Jane Jin KAISEN	
janejinkaisen@gmail.com

Tenzo	
Festival des 3 Continents	 	
33 6 08 12 61 34	  
terutaro.osanai@gmail.com

This Changes Everything
MANO Entertainment Inc.
JEONG Ina	 	
manoent@manoent.com

Tokyo Kurds	
ARTicle Films 	 
Emi UEYAMA	
81 90 66 65 11 29	
emi@articlefilms.com

Trapped in the City of a Thousand Mountains	
Some Shorts 	
Wouter	 	
info@someshorts.com

Tree House, The
Levo Films Pte. Ltd.
GUO Xiao-Dong	
info@cobaltfilms.be

Tree Remembers, The	
HUMMINGBIRD PRODUCTION LTD CO 	 	
88 69 83 85 65 22	  
DARLLAU27@GMAIL.COM

Tuba to Cuba, A
Sycomad
KANG Jihyeong	 	
mkt@sycomad.com

Uncomfortable, The	 	
SEOl Suan 	 	
suanseol@gmail.com 

Underground	
Wook & Hee Film	
Wook Steven HEO 	 	
ny_film@hotmail.com

Wandering Chef, The	
Hayanso Entertainment 
EOM Jeonghwa 	 	
108plates@naver.com

War of Art	
Norwegian Film Institute 	
Toril SIMONSEN
47 22 47 45 74	  
toril.simonsen@nfi.no

We Are Not Defeated
WOM DOCS 	 	
LEE Hye-ran	 	
womact@hanmail.net

We Still Have to Close Our Eyes
KIM Jiha	 	
jhkim@aci-k.kr

Weather, there	 	
LEE Wonwoo 		
wwooya@gmail.com

Western Arabs	  
Rise And Shine World Sales 
Anja DZIERSK	
49 30 47 37 29 80	
anja.dziersk@riseandshine-berlin.de

Yukiko	
Survivance	
Carine CHICHKOWSKY	 	
carine@survivan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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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색인
Index of Films

0-9
143 사하라 스트리트
19호실
1보다 크거나 작거나
304개의 별
3억 분의 1: 난임부부 다이어리

A-Z
A는 아구스틴의 A
Ninety One: 세상에 맞서다
Q에 대하여

ㄱ
가자의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결혼 이야기
고철 더미에서 피는 꿈
굶주린 귀신들의 섬
굿바이 어게인, 마카오
그곳, 날씨는
그림자꽃
그림자와 행위
길 위의 빛들
꿈을 날리다
꿈의 구장: 리비아 여성축구대표팀

ㄴ
내 이름은 메이 시게노부
노동자뉴스 1호
녹턴
늙은 투쟁, 가 이야기

ㄷ
다리시의 사운드스케이프
대나무로 엮은 경극장
댄싱 포 유
더 팬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기억한다
도쿄의 쿠르드 청년
두려워하지 마라
디어 엘리펀트
디에고 마라도나

ㄹ
라이프보트
라푸 
로맨틱 머신
리:플레이

34
78
70

162
112

35
90

162

106
85
36
95
73

120
66

172
116

72
93

109
138

61
62

42
87

104
164

55
79

115
122
153

106
39

124
77

96
84

123
70

178
155
145

78
163
123

75
109
117
144
152

63
53

133
103

79
47
75

46
60
92
31
64
72

180
101
125
134
181

51
113

71
174

74
173
157
154
100
107

88
130
107

40
129
140

65
102
105
150
119

74
118
176
172
141

67
89

151
175
121
177
103
124

37
86
49

164
52

146
99

133
76

134
43

131
73
50

108
58

173

147
114
143

38
104

97
77

54

156
105
139
128
132

83
71
98

159

135
41

164
94

165
122
179
142

76
59
91
48

102

ㅁ
마오 마오 쿨 초등학교의 기말고사
말로리의 수난
망치
메마른 마을 아가스와디
메이드 인 차이나 -그날, 바다 SPINOFF#1
메이킹 웨이브: 영화 사운드의 예술
미국의 바람과 불

ㅂ
바다가 기억하는 것
방 한 칸의 어색함..
뱃속이 무거워서 꺼내야 했어
벌이 없으면, 도망치는 재미도 없다
베이루트를 떠나며
베짱이는 없다
보라
보테로
보통의 삶 -70
복사꽃의 나라
부당, 쓰러지지 않는
북풍을 거슬러: 환상이 떠난 자리
불편
블론디의 선택
빛의 궁전

ㅅ
사랑에 관하여
사랑폭탄
사마를 위하여
사막을 건너 호수를 지나
사이사-무지개의 기적
사형집행인
삽질
서양의 아랍인들
세컨드 홈
세트 디자인 너머
센베노, 평창
소년병: 영토 없는 국가
소년의 방
소의 하루
속삭이는 잔해와 소리없이 떨어지는 잎들
손, 기억, 모자이크
순간
숨
슈윙! 블루 노트 레코드 스토리
슈팅 마피아
스모선수 도전기

ㅇ
아름다움은 자유에 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 자이니치 코리안 음악
아버지가 남긴 포르노 테이프
아버지의 타임머신
아웃 오브 브레스
애국자게임
애국자게임2-지록위마
어게인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언더그라운드
영혼을 치유하는 노래
옥우
요한, 씨돌, 용현
우리는 여전히 눈을 감아야만 한다
우리들은 정의파다
원더링쉐프
원앙새는 없다
위대한 작은 농장
유랑예술
유키코
은하수는 얼마나 클까요?
이단아
이마무라 쇼헤이 입문
인디아나라의 마지막 전투
인류세: 인간의 시대
일렁이는 도시
잃어버린 조각 찾기
잊혀진 혁명의 노래

ㅈ
자, 이제 댄스 타임
자화상: 47km 마을의 창
저 끝 가장자리 메아리
전, 마, 하
전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전좌-후쿠시마의 승려
전후재일 50년사-재일 역사편
정글의 반딧불이
제국을 꿈꾸며
중경의 래퍼들
증발
지구에서의 일광년

ㅊ
천당의 밤과 안개
철규
청계천 메들리

ㅋ
카불, 바람에 흔들리는 도시
칼로타의 얼굴 
케이퍼 무비 제작설명서
퀴어053

ㅌ
트리 하우스

ㅍ
파리 오페라 발레단
판타지, 판타지
팬지와 담쟁이
평양 유랑
평양, 예술의 기술
포만 VS 포만
표해록
프로젝셔니스트: 아벨 페라라와 70년대 뉴욕 
프리져베이션 홀 재즈클럽

ㅎ
하나 혹은 여러개의 산 이야기
하늘을 나는 자유로운 새처럼 
하루, 발자국
하시나: 방글라데시의 딸
할아버지에 대하여
해변의 발견
헤로니모
호수길
화력발전소 옆 사람들
환상도시
희몽인생: 아버지와 아들
히로노 마을 사람들
히잡과 축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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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색인
Index of Films

0-9
143 Sahara Street
304 Stars

A
AAGASWADI 
A is for Agustin
About Love
About Q
ACHA
Again
Almost One
Amazing Grace
Anthropocene: The Human Epoch
Art of Falling Apart, The 
Awkwardness of a Room, The 

B
Bamboo Theatre
Be My Baby
Beauty Lives in Freedom
Beirut, Never Again
Beyond the Fence
Beyond the North Winds: A Post Nuclear Reverie
Biggest Little Farm
Black Sheep
Botero
Boy's Room

C
Carlotta's Face
Cheonggyecheon Medley: A Dream of Iron
Chul-kyu
Color of Pain, The 
Copper Notes of a Dream 
Couple Is Not the Same Birds, The 

D
Dancing for you
Day, Footprint
Days of Castaway
Dear Elephant
Diary of Cattle
Diego Maradona
Dreaming In The Red Light

E
Echo at the Edge, An 
Escalator in World Order, An 
Evaporated

34
162

70
35
46

162
181
102

70
150

86
175
163

87
112

88
109
102
103
151
103
152
113

104
143
114
144

36
89

104
163

71
122

71
153

47

133
145

58

176
72

90
164

59
105

91
115
133
164

72
92
83

122
93

73
73

123
74
94

128
48

142
177
105

123
37

173
124

95
154

179

38

138
53
39

146
31

106
106
116
107

60

178
155

84
165

49
96
85

134
174

74
107

50
109

147
75

117
61
97

62
134
173

63
40

129
130

64

75
139
140

65
76

118
98

76
77

77
156
180
124

78

41
78

125
99

172
66

100
51

157
52
42

131

135
43

158
79

108
54
55

159

79
119

67
132
141
172
101
120

121

Everywhere & Nowhere J.S.Y
Execution, The

F
Face the Music
Fan, The 
Fantastic City
Fantasy, Fantasy
Father
Fear Not
Finally Endless
Find Lost Pieces
Flying Dream
For Sama
Forman vs. Forman
Frame In Frame
Freedom Fields

G
Glow Worm in a Jungle
Goodbye Again, Macau

H
Hammering
Hand, Remember, Mosaic
Hasina: A Daughter's Tale
Have Fun in Pyongyang
Hirono
Hosu-gil
How Big is the Galaxy
How Far I'll Go

I
I Only Had To Say
Indianara
Instantaneous
Introduction to Imamura Shohei
Island of the Hungry Ghosts
It Must Schwing - The Blue Note Story

J
Jeronimo

K
Kabul, City in the Wind

L

Labor News No.1
Land of Peach Blossoms, The 
LAPÜ
Let’s Dance
Let's Peace!
Letter to a Friend in Gaza, A 
Lifeboat
Lights on the Road, The 
Little Miss Sumo
Love Bomb

M
Made In China - Intention SPINOFF#1
Making Waves: The Art of Cinematic Sound
Mallory
Man of National Merit, A 
Many Undulating Things
Mao Mao Cool
Marriage Story, A 
Most Beautiful Moment of War, The 
Murmuring Debris and Leaves Silently Fall
Music Saves My Soul
My Dead Dad's Porno Tapes
My Empire Dream
My Name is Mei Shigenobu

N
Night and Fog In Zona
No Fun Running Away with No Bee
No One is Grasshopper
Nocturne
Notes for a Heist Film

O
Old Fighter's Story
On the Art of Set Design
One Lightyear on Earth
Ordinary Life, -70
Our Time Machine
Out of Breath
Over the Arirang Pass -  Zainichi Korean Music Today
Over the Rainbow

P
Palace of Colours
Pansy & Ivy
Patriot Game
Patriot Game 2 - To Call a Deer a Horse
People Next to Coal Power Plant, The 
Prison Friends
Projectionist, The 
Q

Quan Ma He 
Queer053

R
Re:play
Reset
Rivercide: The Secret Six
Romantic Machine
Room19

S
Scheme Birds
Sea Recalls, The 
Second Home
Self Portrait: Window in 47 KM
Shadow and Act
Shadow Flowers
Shooting the Mafia
Soil Without Land
Something to Talk About
Song for My Children
Sound of Dali, The 
Story of Koreans in Postwar Japan: Zainichi, The 

T
Tale of One or Many Mountains
Tenzo
This Changes Everything
Tokyo Kurds
Trapped in the City of a Thousand Mountains
Tree House, The 
Tree Remembers, The 
Tuba to Cuba, A 

U
Uncomfortable, The 
Underground

W
Wandering Chef, The
War of Art
We Are Not Defeated
We Still Have to Close Our Eyes
Western Arabs
Weather, There

Y
Yuki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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