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DMZ-POV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일시

장소

2019년 9월 22일(일) – 26일(목)

일산 벨라시타, 백석 메가박스, 파주아울렛 롯데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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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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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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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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POV：
다큐멘터리를 말하다

Military Demarcation Line

Demilitarized Zone (DMZ)

248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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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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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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in Asia Focus in Asia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지형도 - 
한국 다큐멘터리 
50개의 시선

비평가가 뽑은 한국 다큐멘터리 10선 Critics' Top 10 Korean Documentary Films 

10개의 다큐, 
10개의 장면, 
10개의 한국 사회

10 Docs, 
10 Scenes, 
10 Korean Societies

일시

장소

강연자

Date

Venue

Speaker 

Date

Venue

Speaker 

Date

Venue

Speaker 

Date

Venue

Speaker 

9월 23일(월) 16:00-17:00

DMZ스퀘어 2층

허남웅 (영화평론가)

Sep 23 (MON) 16:00-17:00

DMZ Square 2F

HUH Namwoong (Film Critic)

내가 사랑한 
다큐멘터리 순간들

Documentary Moments 
I Loved

일시

장소

강연자

9월 24일(화) 16:00-17:00

DMZ스퀘어 2층

조혜영 (영화평론가)

Sep 24 (TUE) 16:00-17:00

DMZ Square 2F

CHO Hyeyoung (Film Critic)

모자이크를 벗겨라：
한국 페미니스트 
다큐멘터리의 도전들

Take the Mosaic to 
Pieces：Challenges of 
Korean Feminist 
Documentary

일시

장소

강연자

9월 24일(화) 13:00-14:00

DMZ스퀘어 2층

손희정 (문화평론가)

Sep 24 (TUE) 13:00-14:00

DMZ Square 2F

SOHN Jay (Cultural Critic)

미술관과
극장 사이에서

Between Art Museum 
and Theater

한국 다큐멘터리 
50개의 시선을 너머

50 Voices of Korean 
Documentary

일시

장소

강연자

9월 25일(수) 13:00-14:00

DMZ스퀘어 2층

서동진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Sep 25 (WED) 13:00-14:00

DMZ Square 2F

SEO Dongjin
(Professor, Kaywon Univ. of Art & Design)

한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흔적을 찾아서 50 Voices of Korean Documentary

일시

장소

발표

토론	

사회자

Date

Venue

Presentation

Panel	

Respondent

9월 23일(월) 12:00-14:00

DMZ홀 (벨라시타 지하1층 일살롱)

심혜경 (중앙대학교), 이하나 (연세대학교)

정지혜 (영화평론가)

이승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Sep 23 (MON) 12:00-14:00

DMZ Hall (Bellacitta B1, Il Salone)

SHIM Hye-gyung (Chungang Univ.), 
LEE Hana (Yonsei Univ.)

JUNG Jihye (Film Critic)

LEE Seung-min 
(Programmer, DMZ Docs)

Topography of Asian 
Documentary：50 Voices 
of Korean Documentary

아시아 다큐멘터리 영화의 
최전선

Forefront of 
Asian documentary

아시아 아티스트를 
만나다 - ACC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동연계 프로젝트

Meet Asian Artists - 
Collaborative Project 
with ACC (Gwangju 
National Asian Culture 
Center)

일시

장소

게스트

Date

Venue

Guest

9월 25일(수) 10:30-13:40, 
상영 후 토크

메가박스 일산 벨라시타 102호

전성권 (AAMP 프로그래머)
이장욱 (스페이스셀 대표)
비묵디 자야순다라 (감독)
보왕 (감독)

Sep 25 (WED) 10:30-13:40, 
(After screening ACC Collaborative Project)

Megabox Ilsan Bellacitta 102

JEON Sungkwon (Programmer, AAMP)
LEE Jangwook (Space Cell)
Vimukthi JAYASUNDARA (Director)
Bo WANG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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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Focus in World 장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두 축으로 짚어본다. 
최첨단이라 일컫는 두 흐름은 과거 오래된 예술 양식의 연장선상에서 동시대적 특성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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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in World Focus in World

포스트 다큐멘터리：
오래된 미래

Post Documentary： 
The Ancient Future

일시

장소

진행

Date

Venue

Respondent

9월 24일(화) 10:00-13:00

DMZ홀 (벨라시타 지하1층 일살롱)

김이석 (동의대학교 교수)

Sep 24 (TUE) 10:00-13:00

DMZ Hall 
(Bellacitta B1, Il Salone)

KIM Yiseok 
(Professor, Dong-eui Univ.)

발제

토론

Presentation

Panels
디지털 기록의 
재생저장소： 
데스크톱 다큐멘터리 

Recycling Storage of 
Digital Records：
Desktop 
Documentary

이상훈 (부산국제단편영화제 프로그래머) 

김무규 (부경대학교 교수)
변성찬 (인디다큐페스티벌 집행위원장)

LEE Sanghoon (Programmer, BISFF)

KIM Mookyu (Professor, Bukgung Univ.)
BYUN Seongchan (Festival Director, SIDOF)

놀이와 교감이 
기록과 만날 때：
인터렉티브 다큐멘터리 

When play and 
interacting encounter 
record：Interactive 
Documentary

발제

토론

Presentation

Panels

차민철 (동의대학교 교수)

김영조 (감독)
김대희 (포스트미디어 콘텐츠 팀장)

CHA Minchul (Professor, Dong-eui Univ.)

KIM Young-jo (Director of Punch Bowl)
KIM Daehee (Post Media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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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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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V-WHAT POV-WHAT

아시아의 오스카를 꿈꾸며! -  
동남아시아영화제와 
아시아영화네트워크의 
기원에 대하여

It’s ‘Oscar’ Time in Asia!： 
Southeast Asian Film Festival 
and the Origins of 
the Asian Cinema Network

일시

장소

발표

Date

Venue

Presentation

9월 22일(일) 17:00

DMZ스퀘어

이상준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교수)

Sep 22 (SUN)) 17:00

DMZ Square 2F

LEE Sangjoon (Professor, NTU)



8 9

Date

Venue

일시

장소
Sep 25 (WED) 
10:00-18:30

Lotte Cinema 
Paju Oulets 7

9월 25일(수 
10:00-18:30

롯데시네마 
파주아울렛 7관

접경 예술 – 
RCCZ 연계심포지엄

Border Art – 
Collaborative 
Symposium with RCC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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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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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V-WHERE POV-WHERE

북한예술

North Korean Art

일시

장소
Date

Venue

북한을 다시 보다 

북한을 마주보다

Revise North Korea 

Face North Korea

북한 사람들의 
일상

북한을 마주보다

Daily Life of 
the North 
Koreans

Face North Korea

일시

장소

강연자

패널

Date

Venue

Speakers

Panel

9월 25일(수) 18:56-19:56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6관, 상영 후 토크

박영이〈사이사, 무지개의 기억〉감독

김승 (북한 영화 연구자)

피에르-올리베이라 프랑수아〈평양유량〉 감독

Sep 25 (WED) 18:56-19:56

Megabox Baeseok Comport 6

PARK Yeong-I (Director, Over The Rainbow)
KIM Seung (Film scholar of North Korean cinema)

Pierre-Olivier FRANCOIS (Director)

9월 22일(일) 10:00-17:00

롯데시네마 파주 아울렛 6관
Sep 22 (SUN) 10:00-17:00

Lotte Cinema Paju Oulets 6

시간

발제

발표

패널

Time

Respondent

Presentation

Panels

경계를 넘나든 
다큐멘터리：
저널리즘 다큐멘터리 2 Documentary 

Crossing 
the border：
Journalism 
Documentary 2

16:40-18:30

전우형 (중앙대학교 교수) 

남수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양희 (EBS 다큐멘터리 작가)
안보영 (독립영화 PD)

16:40-18:30

JEON Woo-hyeong
(Professor, RCCZ, Chung-Ang Univ.)

NAM Soo-young (Professor, K’Arts)

YANG Hee (Documentary Writer, EBS)
AHN Boyoung (Independent Film Producer)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역사 

History of 
Unrecorded 
People

시간

사회

패널

토론

Time

Respondent

Presentation

Panels

10:00-12:00

남인영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연구소 소장) 

이큰별 (SBS PD)

정민아 (성결대학교 교수)

10:00-12:00

NAM Inyoung
(Professor, IM Kwon-Taek Film Research Center) 

JEONG Min-ah (Professor, Sunkyul Univ.)

LEE Keunbyol (SBS PD), Joseph JUHN (Director),
LIM Kyunghwa (RCCZ, Chung-Ang Univ.)

시간

사회

발제

패널

Time

Respondent

Presentation

Panel

판도라의 
종북종합선물세트

Pandora Box 
of Pro-North

13:00-14:30

이승민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이나라 (영화﹡트랜스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원) 

노순택 (사진작가)

13:00-14:30

LEE Seung-Min (Programmer, DMZ Docs)

LEE Nara (DEU Cinema & Transmedia Institute)

NOH Suntag (Photographer) 시간

사회

발표

패널

Time

Respondent

Presentation

Panels

유목：증식하는 접경 

Nomadism： 
Multiplying 
border

14:50-16:20

반기현 (중앙대학교 교수)

정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아나스타샤 슈비나〈유랑예술〉감독

티모페이 글리닌〈유랑예술〉감독

14:50-16:20

BAN Kee-hyun (Professor, RCCZ, Chung-Ang Univ.)

JUNG Jin-han (Professor, HUFS)

Anastasia SHUBINA (Director),
Timofey GLININ (Director),
KWAK Dongchul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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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연계 프로그램 Exhibition Talk
기사와 용： 
서사, 극장, 다큐멘터리

Kight and Dragon： 
Narrative, Theater, 
and Documentary

일시

장소

진행

패널

Date

Venue

Respondent

Panels

9월 26일(목) 19:00-20:40

DMZ홀 (벨라시타 지하 1층 일살롱)

이양헌 

채희숙 (영화평론가), 남지수 (연극평론가)

Sep 26 (THU) 19:00-20:40

DMZ Hall 
(Ilsan Bellacitta B1, Il Salone)

LEE Yangheon 

CHAE Heesuk (Film Critic)
NAM Jisoo (Theater Critic)

겨울에는 
왕을 죽여야 한다

We Must Kill the King 
in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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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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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V-HOW POV-HOW

전시 기간

전시 장소

관람 시간

오프닝

큐레이터

참여 감독

퍼포먼스

Period

Venue

Hour

Opening

Curator

Directors

Performance

9월 21일(토) - 9월 27일(금)

DMZ홀 
(벨라시타 지하 1층 일살롱) 

15:00-21:00

9월 21일(토) 17:00

이양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전문위원)

김일란, 박배일, 故박종필, 이강현, 
이원우, 이혁상

사계절 연극제

Sep 21 (SAT)－Sep 27 (Fri)

DMZ Hall 
(Ilsan Bellacitta B1, Il Salone) 

15:00-21:00

Sep 21 (SAT) 17:00

LEE Yangheon
(Festival Advisor, DMZ Docs)

KIM Ilran, PARK Baeil, 
PARK Jongphil, LEE Kanghyun, 
LEE Wonwoo, LEE Hyuksang 

SSFW Festival



12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045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36 4층

TEL. 1899-8318  Fax. 031-936-7399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ll Rights Reserved.

http://www.dmzdocs.com

CONT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