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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DMZ인더스트리 개요

DMZ인더스트리

DMZ INDUSTRY

DMZ Docs FUND

펀드/제작지원

Funding scheme

Tailored support 
through every stage of 
the production process 

(Production cost/
in-kind support)

제작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작비/현물 지원)

DMZ Docs PITCH

프로젝트 피칭

Pitching forum

공동 제작  및  투자 유치

+

사전컨설팅/트레이닝랩

Co-production and
co-financing

+
Pre-training lab

& consulting

DMZ Docs MATCH

비즈매칭

Business 

matchmaking

프로젝트-산업관계자 간

1:1 맞춤형 미팅 주선

One-on-one
business meetings
between projects 

and industry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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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DMZ Industry Overview

Documentary ‘One-Stop’ Support Platform

In a bid to invigorate documentary filmmaking in Korea as well as in Asia, DMZ 

Industry discovers promising documentary projects and provides comprehensive 

support. Its diverse schemes support Asian documentary filmmakers with tailored 

assistance that encompasses the entire process of documentary production, 

from planning and development to production, financing, post-production, and 

distribution.

다큐멘터리 ‘원스톱’ 지원 플랫폼

DMZ인더스트리는 한국 및 아시아의 전도유망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발굴해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제작, 투자유치, 후반작업, 배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큐멘터리 제작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글로벌 진출의 전초기지

DMZ인더스트리는 한국 다큐멘터리에 특화된 펀딩 및 피칭 프로그램,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 체계적인 서비스로 작품의 완성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기울입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그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 제작, 투자 유치, 해외 판로 

주선 등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해 한국 다큐멘터리 해외 진출의 든든한 교두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Vanguard of Korean Documentary’s Global Expansion

DMZ Industry aims to provide more active assistance tailored to needs of 

Korean documentaries through its funding scheme, pitching programs and 

intensive consulting with experts in the field so that the filmmakers can improve 

quality of their projects and strengthen global competitiveness. In an effort 

to serve as a solid bridgehead for Korean documentaries to explore overseas 

markets, DMZ Industry exerts itself strenuously to create various business 

opportunities such as co-producing, financing, and international s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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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종합 산업 허브

DMZ인더스트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큐멘터리 특화 영화제로써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난 10년간 축적해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획된 산업 전문 플랫폼입니다. 국내외 산업 

관계자들과 다큐멘터리 창작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제 공동제작 및 글로벌 배급은 물론, 영화, 

방송의 다양한 포맷과 장르를 아우르는 비즈니스 기틀을 다져 명실상부한 다큐멘터리의 종합 산업 

허브로써 도약하려 합니다.

Comprehensive Industry Hub for Asian Documentaries

Under the umbrella of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 Asia’s 

unique film festival dedicated to documentaries, DMZ Industry was founded 

on a solid basis of years of experiences and network that have been built up 

over the past decade. Bringing documentary filmdom together and facilitating 

international co-production as well as international sales, DMZ Industry endeavors 

to take a leap forward as a comprehensive industry hub for documentaries that 

encompasses the full diversity of documentary styles, themes, and formats. 

2019 DMZ인더스트리 개요

인터아시아 (Inter-Asia) 다큐멘터리 협업의 중심

DMZ인더스트리는 아시아 지역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주요 다큐멘터리 영화제, 산업 플랫폼과 

긴밀한 연대를 이어가 아시아 다큐멘터리 창작자 간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한층 강화합니다. 아시아 

지역 고유의 영화 언어와 다양성으로 무장한 다큐멘터리 정신을 한데 모아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가치를 

확장해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업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Epicenter of Collaboration in Documentary Filmmaking across Asian Countries

DMZ Industry seeks to strengthen its role as a bridge that connects Asian 

documentary creators by establishing a close tie with documentary film festivals 

and industry platforms that are actively operating in Asia. With the aim to spread 

the value of Asian documentaries on a global scale, DMZ Industry brings together 

an array of cinematic language and diversity in documentary filmmaking and 

firmly lays the foundation of solidarity and collaboration across the Asian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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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Fund 개요

DMZ Docs Fund Overview

DMZ Docs Pitch 개요

DMZ Docs Pitch Overview

DMZ Docs Match 개요

DMZ Docs Match Overview

2019 DMZ Industry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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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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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개발펀드는 기획개발 단계의 한국, 아시아 프로젝트를 선발해 500만 원 

상당의 기획개발비를 지원한다. DMZ프로젝트펀드는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향하는 주제나 소재로 제작 중인 프로젝트에 제작지원금과 공개 피칭, 비즈니스 

미팅, 사전 워크숍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후반작업지원펀드는 후반작업 지원이 

필요한 작품 색 보정, 사운드믹싱, DCP 패키징 등 기술 현물을 제공해 우수한 품질의 

상영본으로 관객의 만족도를 증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총 2회에 걸쳐 지원하게 

되는 후반작업지원펀드는 먼저 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출품작 중 공식 

상영이 확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영화제 이후 2번째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봉배급지원펀드는 영화제 시상과 통합 운영할 예정으로, 

제11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공식 상영작 가운데 2편을 선정, 극장 및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관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도록 개봉 준비금을 지급한다.

DMZ Docs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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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Fund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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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velopment Fund selects Korean and Asian projects in 

the stage of pre-production and development and provides 

a subsidy worth 5,000,000 Korean Won each. The DMZ 

Project Fund supports projects in the production stage, 

which contain topics the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ims for. Laureate projects benefit production 

subsidies, pitching opportunities, business meetings, and pre-

training workshops. The Post-Production Fund provides in-

kind support which covers color correction, sound mixing, 

and DCP packaging so that the selected projects will be able 

to present their completed films in better quality – the first 

round mainly supports the official films invited to the 11th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nd the second round 

will call for entry after the Festival. The Distribution Fund, 

which will be incorporated in the DMZ Docs Awards, selects 

two documentaries among the official selection and provides 

distribution subsidies, which will enable them to present their 

films to audiences through various platforms.

DMZ Docs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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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Fund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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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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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경우,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피칭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피칭 본 행사에 앞서 국내외 최고 다큐멘터리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사전 튜터링 프로그램(다큐랩) 참석 기회도 제공한다. 

DMZ인더스트리 본 행사 기간에는 피칭 행사와 산업 전문가와의 1:1 미팅 등을 

토대로 우수 프로젝트를 선정, 제작비와 현물 작업 등 실질적인 프로젝트 완성의 

추진 동력이자 공동제작, 투자 유입의 마중물이 되어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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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Pitch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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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ecially for the projects in the production stage, DMZ Docs 

Pitch invites them to a pre-training session (DMZ Docs Lab) 

where they can benefit one-on-one consulting and tutoring 

sessions with experts in various field such as documentary 

filmmaking, editing, pitching, and international distribution 

to improve quality of the projects and enhance the pitching 

skills. Based on the project pitch during the main event as 

well as one-on-one meetings with juries, DMZ Industry will 

select outstanding projects and present the awards including 

production subsidies and in-kind support, which can serve as 

the driving force for the project realization as well as attracting 

financiers and co-productions.

23

DMZ Docs Pitch Overview

DMZ Docs P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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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니스 매칭 서비스 외에도 

관계자 간 자유로운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비즈니스 라운지를 비롯한 각종 편의 

시설과 통역 서비스 (한국어-영어) 등을 제공한다. DMZ인더스트리 공식 일정 

참여가 어렵거나 추가 자료 열람이 필요한 산업 관계자들을 위해 트레일러 등 선정 

프로젝트의 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프리뷰 서비스 등, 보다 활발하고 

풍성한 비즈니스 미팅과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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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Match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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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ddition to business matching 

services, DMZ Docs Match accommodates more active and 

casual networking events and places by offering a guest 

lounge and translation services (English-Korean) and it also 

runs online preview screenings which give you access to the 

audiovisual materials (trailer, excerpt, or rough cut) of the 

DMZ Industry’s selected projects. DMZ Docs Match will serve 

as a business hub where you can have more active and rich 

business meetings and networking opportunities. 

25

DMZ Docs Match Overview

DMZ Docs Match



매치메이킹 서비스

매치메이킹 서비스는 DMZ인더스트리 선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미팅을 주선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별 산업적 니즈와 산업 관계자의 비즈니스 전략을 분석해 프로젝트 관계자-

디시전메이커 간 맞춤형 1대1 미팅 시간을 제공한다.

•DMZ인더스트리 공식 프로젝트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희망하는 인더스트리 및 영화제 참가자 모두 이용 가능

공간 운영기간 운영시간

지지향 1층

지혜의 숲 2 대회의실
9. 24(화) - 9. 26(목) 10:00 - 18:30

Matchmaking Services

DMZ Docs Match runs business meeting sessions tailored to the project 

participants’ specific needs and key business strategies of the industry 

professionals to increase more business opportunities during the DMZ Industry. 

•Open to Festival badge holders and Industry badge holders 

    who wish to have meetings with DMZ Industry official projects

VENUE PERIOD OPENING HOURS

Ground Floor sector 2, 

Grand Scale Conference 

Room, Jijihyang

Sep 24 (TUE) - 26 (THU) 10:00 - 18:30

26

DMZ Docs Match

프리뷰룸 서비스

트레일러, 프로모릴, 러프컷 등 DMZ인더스트리 공식 프로젝트의 영상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DMZ인더스트리 공식 프로젝트와의 비즈니스 미팅을 희망하는 인더스트리 및 영화제 참가자 모두 이용 가능

공간 운영기간 운영시간

지지향 1층

지혜의 숲 3 정보도서관
9. 24(화) - 9. 26(목) 10:00 - 19:00

Preview Screening Services

Preview screening services give you access to the audiovisual materials (trailer, 

excerpt, or rough cut) of DMZ Industry’s selected projects.

•Open to Festival badge holders and Industry badge holders 

    who wish to have meetings with DMZ Industry official projects

VENUE PERIOD OPENING HOURS

Ground Floor sector 3, 

Information Library, Jijihyang
Sep 24 (TUE) - 26 (THU) 10:00 - 19:00

27



DMZ Docs Pitch 공식 프로젝트를 위한 사전 준비 워크숍

Pre-training & consulting workshop for official projects of the DMZ Docs Pitch

다큐메이트 Documates (Tutors)

이름 Name 직함 Job Title

감병석 

Gary Byung-seok KAM

프로듀서

Producer

엄윤주

UM Yoonzoo

편집감독

Film Editor

한경수

HAN Kyungsoo

프로듀서, 아거스 필름 대표

Producer / CEO, Argus Film

김난숙

KIM Nan-Sook

㈜영화사진진 대표

CEO, JINJIN Pictures 

이자벨 글라샹

Isabelle GLACHANT

프로듀서, 아시안 섀도우 대표

Producer / CEO, ASIAN SHADOWS

리 차타메티쿨

Lee CHATAMETIKOOL

편집 감독, 화이트라이트포스트 대표

Film Editor / Managing Director, White Light Post

폴 파월스

Paul PAUWELS

콩우 아이디어 팩토리 대표

Managing Director, CONGOO - The Idea Factory

기테 한센 

Gitte HANSEN

퍼스트핸드필름 이사

Deputy Director, First Hand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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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Lab 8.23 - 8.26

프로그램 Programs

8. 23 8. 24 8. 25 8. 26

18:30-21:00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식

Orientation

& Welcome Dinner

10:00-12:00

그룹 튜터링 1

Group Tutoring 1

10:00-12:00

그룹 튜터링 4

Group Tutoring 4

09:30-12:00

1:1 컨설팅

1-on-1 Consulting

13:30-15:30

그룹 튜터링 2

Group Tutoring 2
13:30-17:30

1:1 컨설팅

1-on-1 Consulting
14:00-18:00

피치 리허설

Pitch Rehearsal
16:00-18:00

그룹 튜터링 3

Group Tutoring 3

19:00-20:00

폴 파월스 특별강연

- 피칭

Special Lecture

About Pitching

(Paul PAUWELS)

18:00-22:00

환송회

Farewell Dinner

18:00-19:00

폴 파월스 특별 강연 

- 스토리텔링

Special Lecture 

- Story Telling 

(Paul PAUW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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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인더스트리 상금 지원

시상명 시상 대상 선정 편수 시상 내용

한국 아시아

DMZ 최우수 프로젝트 

프로덕션 피치

•DMZ Docs Pitch: 프로덕션 피치에 

    소개된 제작 단계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월드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1 1 각 3천만 원

DMZ 최우수 프로젝트 

신진작가

•DMZ Docs Pitch: 프로덕션 피치에 소개된 

    제작 단계 프로젝트 중 장편 다큐 제작 2편 

    이하 연출 경험, 신진 작가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아시아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1 1 각 2천만 원

DMZ 우수 프로젝트 

프로덕션 피치

•DMZ Docs Pitch: 프로덕션 피치에 소개된 

    제작 단계 프로젝트 중 다큐멘터리의 정신, 

    패기를 잘 살린 우수 피칭 프로젝트 

    (기성 또는 신인 무관)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한국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2 2 각 1천5백만 원

DMZ 우수 프로젝트 

K-Doc Curated

•DMZ Docs Pitch: K-Doc Curated에 소개된 

    제작 단계 프로젝트 중 "한국" 다큐멘터리의 

    뚝심, 한국 다큐색을 잘 살린 우수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한국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1 1천5백만 원

DMZ 최우수 프로젝트 

러프컷 피치

•DMZ Docs Pitch: 러프컷 프레젠테이션에 

    소개된 러프컷 단계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아시아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한국 또는 아시아

1
2천 5백만 원

DMZ 우수 프로젝트 

러프컷 피치

•DMZ Docs Pitch: 러프컷 프레젠테이션에 

    소개된 러프컷 단계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한국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1 1 각 1천만 원

* 심사위원 회의에 따라 적합한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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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Industry Cash Prize

AWARDS ELIGIBILITY NUMBER OF SELECTION AMOUNT

KOREA ASIA

DMZ Best Project 
Production Pitch

- Projects pitched at the DMZ Docs Pitch:    
   Production Pitch 
- First-look deal: consider WP at the DMZ     
   Docs upon completion of the film

1 1

30,000,000KRW 
each

(approx. 
25,000USD)

DMZ Best Project 
Young Talent

- Projects pitched at the DMZ Docs Pitch: 
   Production Pitch 
- Directed by a promising filmmaker 
   (who made no more than two feature-
   length documentaries)
- First-look deal: consider AP at the 
   DMZ Docs upon completion of the film

1 1

20,000,000KRW 
each

(approx. 
17,000USD)

DMZ Excellent Project 
Production Pitch

- Projects pitched at the DMZ Docs Pitch: 
   Production Pitch
- Projects directed by either established 
   or up-and-coming filmmakers whose 
   project grasps the spirit and vigor of the  
   documentary filmmaking
- First-look deal: consider KP at the DMZ 
   Docs upon completion of the film

2 2

15,000,000KRW 
each

(approx. 
13,000USD)

DMZ Excellent Project 
K-Doc Curated

- Projects pitched at the DMZ Docs Pitch: 
   K-Doc Curated
- Projects that incorporate perseverance 
   and fortitude of Korean documentaries 
- First-look deal: consider KP at the DMZ 
   Docs upon completion of the film

1
15,000,000KRW

(approx. 
13,000USD)

DMZ Best Project 
Rough Cut 
Presentation

- Projects pitched at the DMZ Docs Pitch: 
   Rough Cut Presentation
- First-look deal: consider AP at the DMZ 
   Docs upon completion of the film

Korean or Asian

1

25,000,000KRW
(approx. 

21,000USD)

DMZ Excellent Project 
Rough Cut 
Presentation

- Projects pitched at the DMZ Docs Pitch: 
   Rough Cut Presentation 
- First-look deal: consider KP at the DMZ 
   Docs upon completion of the film

1 1

10,000,000KRW 
each

(approx. 
8,500USD)

* In case when no suitable candidate can be identified, the Award will not be granted.

* WP - World Premiere | AP - Asian Premiere | KP - Korean Premi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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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인더스트리 현물 지원

시상명 지원 내용 선정 편수 후원사

서울산업진흥원상 •후반작업 현물 지원 (DI, 사운드, DCP) 한국 2편 서울산업진흥원

포스트 핀상

•후반작업 현물 지원 

- D.I. 작업 5일 (5회) 무상 지원

- 영문 자막 스파팅 작업 무상 지원 

- DCP 제작 1회 무상지원

- ‘포스트핀’ 운영 복합문화공간 내 시사 지원 1회 

* 영문 번역본은 프로젝트 측에서 직접 준비

* 상기 지원 사항 외로 진행되는 추가 작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관계자 자부담

한국 1편 포스트 핀

무비블록상

•온라인 상영 지원

- 무비블록을 통한 비독점 형태의 글로벌 배급  

- 무비블록 서비스 개시 후 무비블록 메인 화면 

   상단 2주간 노출 등의 홍보 지원

•배급 시기, 가격 등은 협의 하에 결정

한국 1편

아시아 1편
무비블록

필앤플랜상 •완성 이후 극장 개봉 시 홍보마케팅 기획 및 대행 지원 한국 1편 필앤플랜

아트나인상
•프로젝트 완성 후 시사 대관 지원 

    (기술, 언론, 배급, VIP시사 등 1회)
한국 1편 아트나인

독엣지콜카타상

(Docedge Kolkata)

•2020 독엣지콜카타 공식 선정 및 참가 지원

- 숙박 4박 (독엣지콜카타 제공)

- 이코노미 왕복항공권 1개 (DMZ인더스트리 제공)

한국 1편
독엣지콜카타

(인도)

AIDC상

(Australian 
International 
Documentary 
Conference)

•2020 AIDC 참가 지원

- 옵저버 배지 2개 제공

- 숙박 4박 제공

- AIDC 피칭 프로그램 the FACTory 출품료 면제

한국 1편
호주국제다큐멘터

리컨퍼런스

* 시상 대상: DMZ인더스트리 (프로덕션 피치,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K-Doc Curated)를 통해 소개되는 공식 프로젝트 중 후원사에서 직접 선정

* 후원사가 지향하는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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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Industry In-kind Support Award

AWARDS IN-KIND SUPPORT NUMBER OF 
SELECTION SPONSORED BY

SBA (Seoul Business 
Agency) Award

•Post-production (DI, Sound Mixing, DCP) 2 Korean projects
Seoul Business 
Agency

Post Fin Award

•Post-production
 - D.I. for up to five days (five sessions max.)
 - English Subtitle Spotting
 - One DCP packaging 
 - One preview screening at Post Fin’s 
    multi-purpose cultural space

* Project must provide English transcript.
* Project must bear the cost for the additional services.

1 Korean project Post Fin

MovieBloc Award

•Online Screening
 - Non-exclusive global distribution 
    via MovieBloc Platform 
 - Guarantee of two-week promotion 
    on the main page of the website

* Separate contract will be made with the winner, 
    terms and conditions are subject to discussion. 

1 Korean project
1 Asian project

MovieBloc

Feel&Plan Award •Marketing & PR services for theatrical release 1 Korean project Feel&Plan

Artnine Award
•One preview screening at Artnine Cinema
    (for a technical check, media, distributors or VIPs)

1 Korean project Artnine

Docedge Kolkata  
Award

•Selection and Invitation to the 2020 Docedge Kolkata
 - Four night accommodation from Docedge Kolkata
 - One economy class roundtrip air ticket from 
    DMZ Industry

1 Korean project
Docedge Kolkata 
(India)

AIDC (Australian 
International 
Documentary 
Conference) Award

•Invitation to the 2020 AIDC
 - Two observer accreditations (All Access Pass)
 - Four-night accommodation
 - Waive the submission fee to submit the selected    
    project to AIDC’s showcase pitching event: 
    the FACTory 

1 Korean project

AIDC 
(Australian 
International 
Documentary 
Conference)

* Eligibility: DMZ Industry’s official projects presented at the DMZ Docs Pitch : Production Pitch, Rough Cut Presentation and 

   K-Doc Curated

* The winner of each Award will be selected by each sponsor. 

   In case when no suitable candidate can be identified, the Award will not be g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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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DMZ인더스트리 프로젝트

2019 DMZ Industry Projects



DMZ Docs Fund DMZ Docs Fund

기획개발펀드 *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나의 이웃 애나 마리암 바카초 해치바니 테무라즈 치크비미아니 조지아

듀크힐 마을의 루키 시장님 첸옌하오 션쓰취 대만

반송 차재민 박봉구, 이지원 한국

반쪽 가족을 찾아서 일라이 힐러 제럴리 앤 살바도르 필리핀, 미국

성덕 오세연 한국

숨 윤재호 윤재호 한국

숨은지혜찾기 임기웅 안창규 한국

어둠 속의 행진 킨슈크 수르잔 아리야 로테 인도

언니네사진관 이마리오 한국

홈그라운드 권아람 한국

2019 DMZ인더스트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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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FUND

PROJECT DIRECTOR PRODUCER
PRODUCTION 
COUNTRY

Breath YUN Jéro YUN Jéro Korea

Fanatic OH Seyeon Korea

Halfie Eli HILLER Jerilee Ann SALVADOR
Philippines, 

USA

Homeground KWON Aram Korea

Marching in the Dark Kinshuk SURJAN Arya ROTHE India

My Neighbor Ana
Mariam Bakacho 

KHATCHVANI
Teimuraz CHKHVIMIANI Georgia

Post Returned CHA Jeamin BARK Bongu, LEE Jiwon Korea

Space Baedari LIM Kiwoong AHN Chnangkyu Korea

The Rookie Chief in 

Duke Hill
CHEN Yen Hao SHEN Tzu Chi Taiwan

The Sister's 

Photo Studio
LEE Mario Korea

2019 DMZ Industr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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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lphabetical order



DMZ프로젝트펀드  

후반작업지원펀드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1989 베를린, 서울 2019: 

감격과 냉정 사이
최우영 하시내 한국

라이프 장민경 주현숙 한국

안개 속의 아이들 하레 디엠 짠 푸옹 타오 베트남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그림자꽃 이승준 감병석, 이승준 한국

녹턴 정관조 정관조 한국

2019 DMZ인더스트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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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POST-PRODUCTION FUND

PROJECT DIRECTOR PRODUCER
PRODUCTION 
COUNTRY

1989 Berlin, Seoul 2019 CHOI Wooyoung HA Sinae Korea

Children of the Mist HA LE Diem TRAN Phuong Thao Vietnam

LIFE JANG Minkyung JOO Hyunsook Korea

PROJECT DIRECTOR PRODUCER
PRODUCTION 
COUNTRY

Nocturne JEONG Gwanjo JEONG Gwanjo Korea

Shadow Flowers YI Seung-jun
Gary Byung-seok KAM, 
YI Seung-jun

Korea

2019 DMZ Industr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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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lphabetical order

DMZ PROJECT FUND * In alphabetical order

DMZ Docs Fund DMZ Docs Fund



DMZ Docs Pitch DMZ Docs Pitch

프로덕션 피치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아직도첫키스전 다오 티 민 짱 짠 쭝 히아우 베트남

고리를 끊어라 에카퐁 사란사테 노라하야 라티 태국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첸동난 바이올렛 두 펑 중국

너에게 가는 길(가제) 변규리 이혁상 한국

돌의 여정 션 왕 자오지아
네덜란드, 

중국, 그리스

마더케어서비스 전찬영 김혜실 한국

모어(가제) 이일하 이미진 한국

블랙 하모니 정관조 임강빈 한국

사랑이 떠나간 후 판지안 리처드 량, S. 레오 창 중국

아이, 파피 비벡 차우다리 비벡 차우다리 인도

평양유학생 클레어 샌포드 이미진 한국

플라이 백 김상규 김상규 한국

홍콩, 블루 아일랜드 찬치운 피터 얌 홍콩

희망의 사각링 - 킨샤사 우치야마 나오키 히라노 마유 일본

LOMA - 아워홈 후앙후이천 스테파노 첸티니 대만, 프랑스

2019 DMZ인더스트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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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PRODUCTION PITCH

PROJECT DIRECTOR PRODUCER
PRODUCTION 
COUNTRY

#NeverBeenKissed DAO Thi Minh Trang TRAN Trung Hieu Vietnam

Black Harmony JEONG Gwanjo LIM Gang-bin Korea

Blue Island CHAN Tze Woon Peter YAM Hong Kong

Born to be Second FAN Jian
Richard LIANG, 
S. Leo CHIANG

China

Breaking the Cycle Aekaphong SARANSATE Noorahaya LAHTEE Thailand

Epic of a Stone Sean WANG ZHAO Jia
Netherlands, 
China, Greece

Fly Back KIM Sangkyu KIM Sangkyu Korea

I, Poppy Vivek CHAUDHARY Vivek CHAUDHARY India

LOMA - Our Home HUANG Hui-Chen Stefano CENTINI Taiwan, France

More (working title) LEE Ilha LEE Mijin Korea

Mother Care Service JEON Chanyoung KIM Hyesil Korea

Ring of Hope UCHIYAMA Naoki HIRANO Mayu Japan

Singing in the Wilderness CHEN Dongnan Violet Du FENG China

Let the Light in Claire SANFORD LEE Mijin Korea

The Mothers’ Brave Journey 
(working title)

BYEN Gyuri LEE Hyucksang Korea

2019 DMZ Industry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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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lphabetical order



DMZ Docs Pitch DMZ Docs Pitch

K-DOC CURATED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미싱 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김정영 김정영 한국

바람의 로마니(가제) 김태일, 주로미 김일권 한국

사상 박배일 김일권 한국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까치발 권우정 김지현 한국

나는 스모그 감시관 한멍 빈센트 두
중국, 한국,

네덜란드, 미국

녹색 감옥 후앙인유 후앙인유 대만, 일본, 프랑스

박강아름 결혼하다 박강아름 김문경 한국

부서진 집
진 클레어 다이,

마뉴엘 돔즈

진 클레어 다이,

마뉴엘 돔즈
필리핀

사막의 진주 푸시펜드라 싱 오희정 인도

행복의 속도 박혁지 엄정화 한국

2019 DMZ인더스트리 프로젝트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44

*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PROJECT DIRECTOR PRODUCER
PRODUCTION 
COUNTRY

Sasang PARK Baeil KIM Ilgwon Korea

Sewing Sisters: Continuing
the Legacy of JEON Tae-il

KIM Jungyoung KIM Jungyoung Korea

The Life of Romani
 (working title)

KIM Taeil, JU Romi KIM Ilgwon Korea

PROJECT DIRECTOR PRODUCER
PRODUCTION 
COUNTRY

A House in Pieces
Jean Claire DY,
Manuel DOMES

Jean Claire DY,
Manuel DOMES

Philippines

Areum Married PARKKANG Areum KIM Moonkyung Korea

Green Jail HUANG Yin-yu HUANG Yin-yu
Taiwan,
Japan, France

Pearl of the Desert Pushpendra SINGH OH Heejung India

Smog Director HAN Meng Vincent DU
China, Korea,
Netherlands, USA

Speed of Happiness PARK Hyuckjee EOM Jeonghwa Korea

Tiptoeing KWON Woojung KIM Jihyun Korea

K-DOC CURATED

ROUGH CUT PRESENTATION

2019 DMZ Industry Project

45

* In alphabetical order

* In alphabetical order



DMZ DOCS FUND



"Projects with unique attempt to make documentaries; breaking the 
boundary, extending spectatorship beyond the big screen, exploring 
social or political issues through diverse perspectives on 
a generational or cultural basis"

Development Fund "스크린의 경계를 넘어선 다큐멘터리 형식의 확장, 새로운 스타일의 시도, 세대별, 

문화별 다양한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탐구해가는 독창적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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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 Post Returned

한국 | 한국어 | 70분 | MOV     Korea | Korean | 70min | MOV

그 사람은 왜 자살했을까. 자살로 생을 마감한 지인이 있는 개인들이 추측하는 자살의 이유를 수집한다. 

심리적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통념을 모아 현시대 사람들의 우울 원인을 살펴본다.

Why did they kill themselves? The reasons for suicide remain obscure and ungraspable, 

even when it happens with someone close. Circling around Korean society's preconceived 

notions on psychological behavior, the film collects the assumptions of those that have 

been left behind after suicide, and delves into the contemporary conditions of depression.

PRODUCTION STATUS

기획개발

Pre-production

BUDGET

￦32,500,000

Approx. $32,500
기획/개발 2019.05 - 2020.03

제작 2020.03 - 2020.06

후반작업 2020.06 - 2020.07

완성 2020.08

Pre-production 2019.05 - 2020.03

Production 2020.03 - 2020.06

Post-production 2020.06 - 2020.07

Completed 2020.08

PRODUCTION SCHEDULE

한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30만 명 정도가 자살로 생을 마쳤다. 10년 넘도록 한 해에 15,000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으며, 한국에는 120만 명 이상의 자살 유가족이 있는 셈이다. 자살의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남겨진 자들의 몫이다. <반송>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지인이 있는 개인들에게 ‘그는 왜 자살했을까’라는 

단순한 질문을 건네며 이야기를 수집한다. 기억과 추측, 왜곡과 미화, 때로는 완전한 허구일 수도 있는 

이 이야기들이 모여 그리는 자살은 어떤 모습일까. 이 모호한 이야기가 내레이션으로 풀리는 가운데, 

고속도로 위로 ‘훈련목’을 실은 트럭이 달린다. 카메라는 상품화 시스템 안에서 조련 받아 도시의 가로수로 

이주당하는 ‘훈련목’의 일생을 따라가면서, 자살의 장소를 암시적인 풍경으로 담아낸다. 그리고 그 풍경 속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연출된 이미지들을 통해, 자살 통계수치 이면에 놓인 한국사회의 정신 풍경을 그려본다.

In Korea, more than 15,000 people commit suicide every year, and around 300,000 have 

lost their lives due to suicide during the past decade. Currently, there are more than 

1.2 million surviving families of suicide, and it is left to these remaining people to try and 

understand why it happened. Post Returned collects stories by asking a simple question: 

“why did they kill themselves?” The answers to this question are layered with memories, 

speculations, distortion, romanticization and pure fiction, all coming together to create a 

certain portrait of suicide. While these ambiguous stories are unveiled, a truck loaded with 

‘farmed trees’ runs along the highway. A ‘farmed tree’ is a tree grown in a commercialized 

SYNOPSIS

DIRECTOR`S STATEMENT

우울과 자살의 원인은 개인의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지만, 한국의 자살률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OECD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에서도 내비치듯, 그 개인이 속한 사회의 가치관과 환경에 연속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반송>은 자살에 대한 한국 사회의 통념을 살펴볼 때, 통계가 다루지 못하는 이러한 관계를 드러내 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소위 정신 건강 관리에 있어 개인과 환경의 책임을 어떻게 가르는지, 자살의 

이유가 될 법한 문제를 어떻게 서사화하는지, 자살에 대한 과장과 축소가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담아낼 수 

있길 기대한다. 한편 <반송>에서는 자살을 객관적으로 보도하기보다, 추측과 허구가 섞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유해 자살을 다루려 한다. 그 다양한 관점의 이야기들이 나타내는 자살의 준(quasi) ‘이미지’가 바로 한국 

사회의 심리적 풍경에 대한 도큐멘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전형적인 영화 문법을 경계하고, 미술의 언어를 

발생시키는 이미지를 활용할 것이다.

Korea had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OECD countries from 2003 to 2015. This 

consistency leads us to think that depression and suicide can be explained not only at the 

individual level but also at the societal level, such as shared values and living environments. 

Post Returned begins with the premise that investigating the common notion of suicide 

in Korea will reveal these intricat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dividual and the social, 

an area where statistics cannot shed light. This film will focus on how the responsibility 

for so-called mental health constantly shifts between the individual and society, how 

the remaining people recreate suicides and their reasons into their own narratives, and 

whether and how these narratives share the patterns of exaggeration and reduction based 

on common notions. Rather than proclaiming objectivity, Post Returned will approach 

suicide by way of ambiguity and fiction, as the remaining people do. This quasi-portrait of 

suicide, formed by multiple perspectives and accounts, will serve as a document of the 

psychological landscape of Korean society. Moreover, in order to shift from predictable film 

language, the film will actively incorporate moving images and the arts.

프로덕션 콤플렉스 | mjoasis@naver.com

프로덕션 콤플렉스는 미술작가들의 작업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프로덕션이다. 무빙이미지, 설치, 퍼포먼스, 

사운드, 워크숍, 출판물 등 여러 매체를 다루며, 미술의 접근법과 맞물리는 제작 조건과 방식을 추구한다. 

2017년부터 송상희, 구민자, 주황, 박찬경 등의 작업을 프로덕션했다.

Production Complex | mjoasis@naver.com

Production Complex works with artists in producing new artworks. With the goal to shape 

better production conditions and develop methods more adequate to the creation of art, the 

company’s scope ranges from moving images, installations, performances and sound to 

workshops and publications. Since 2017, Production Complex has produced works by Song 

Sanghee, Gu Minja, Joo Hwang, and Park Chan-kyong, among others. 

PRODUCTION COMPANY

farming system, which is later relocated to a street side in a city. The camera follows the 

life of this 'farmed tree,’ while also passing by places that seem to be where suicides 

happened. A series of performed scenes intervene the landscapes, proposing the 

psychological landscape of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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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초 서는 사람 (2018) | 감독

2019 아트 오브 더 리얼 

12 (2016) | Director

2017 베를린국제영화제

히스테릭스 (2014) | 감독

2015 베를린국제영화제

독학자 (2014) | Director

2015 베를린국제영화제

미궁과 크로마키 (2013) | 감독

2016 광주비엔날레

안개와 연기 (2013) | 감독

2013 서울환경영화제 우수상

On Guard (2018) | Director

2019 Art of the Real

12 (2016) | Director

2017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ysterics (2014) | Director

2015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utodidact (2014) | Director

2015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hroma-key and Labyrinth (2013) | Director

2016 Gwangju Biennale

Fog and Smoke (2013) | Director

2013 Seoul Eco Film Festival - Excellence Prize

DIRECTOR

차재민  CHA Jeamin
theyoungowl@gmail.com 악어들 「폭발한 티켓」 (2018) 퍼포먼스

주황 「민요, 저곳에서 이곳에서」 (2018) 4채널 비디오

구민자 「전날의 섬, 내일의 섬」 (2018) 퍼포먼스, 비디오, 

설치

송상희 「다시 살아나거라 아가야」 (2017) 3채널 비디오

Aggudle 「The Ticket That Exploded」 (2018) 

Performance

Joo Hwang 「Minyo, There And Here」 (2018) 4ch 

Video

GU Minja 「Island of the Day Before, Island of 

the Day After」 (2018) Performance, Video, 

Installation

SONG Sanghee 「Come Back Alive Baby」 (2017) 

3ch Video

PRODUCER

이지원  LEE Jiwon
nocturama12@gmail.com

박봉구  BARK Bongu 
bongubark@gmail.com

성덕 Fanatic

한국 | 한국어 | 80분 | MOV     Korea | Korean | 80min | MOV

지금, 고통 받는 ‘성덕(성공한 덕후)’들을 만나러 간다.

From now on, we are going to meet the ‘luckiest’ fans ever.

PRODUCTION STATUS

기획개발

Pre-production

BUDGET

￦20,000,000

Approx. $20,000
기획/개발 2019.05 - 2019.09

제작 2019.08 - 2020.8

후반작업 2020.08 - 2021.01

완성 2021.01

Pre-production 2019.05 - 2019.09

Production 2019.08 - 2020.08

Post-production 2020.08 - 2021.01

Completed 2021.01

PRODUCTION SCHEDULE

가수 정준영은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 및 유포, 집단 성폭행, 준강간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되었다. 세상이 그를 

향해 손가락질하는데 팬카페에는 여전히 그를 믿는다는 팬들이 남아있다. 그들을 마음껏 비웃고 혐오할 수 

없었다. 2016년에 비슷한 사건으로 그의 이름이 들려왔을 때 무엇도 따지지 않고 그의 편에 섰던 이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나는 지난 5년간 가수 정준영의 팬, 그중에서도 ‘성덕’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지지하는 대상만 옳다고 말하는 이들은 어디에나 있다. 아직도 승리, 박유천 등을 여전히 

응원하는 팬덤과 박근혜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박사모까지. 예전엔 극단적 지지자의 한 축에 서 있던 내가 

이제는 한 발짝 떨어져 그들을 만나고 질문한다. 당신과 당신들의 우상은 안녕하신가요?

K-pop singer Jung Joon-young was arrested on suspicion of secretly filming and sharing 

sex videos and gang rape. The whole world was pointing a finger at him, but on his fan 

sites, there were fans who still protested his innocence. I couldn’t feel disgust or even 

laugh at them. When there was a similar case in 2016, one of his fans was also on his side 

without asking important questions. That person was me. I was a fan of Jung and I believed 

myself to be lucky to be one of his fans.

It is easy to meet fanatics who blindly advocate their idols. Still, there are fans who 

continue to support K-pop star Seungri or Park You-chun. Also, Park-Samo (the name of 

the fandom which supports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still claims the illegality of her 

impeachment. Once, I was extreme fanatic just like them. Now, I will meet and ask them 

from a distance. Do you still feel lucky to be a fan of your idols?

SYNOPSIS

예술&문화, 환경&자연, 사회&인류

Arts&Culture, Environment&Nature,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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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STATEMENT

2019년 3월, ‘정준영 단톡방’의 존재가 밝혀지고 알 수 없는 감정에 눈물이 흘렀다. 정준영을 좋아했던 건 이미 

오래 전의 일인데 나는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누가 이 감정의 원인을 알고 있을까? 나는 누구에게 나의 

심정을 토로할 수 있을까? 함께 ‘덕질’했던 친구들과 성덕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같은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 그들과 함께 분노하고 싶다. 한때는 자랑스러운 누군가의 ‘성덕'이었을 이들과 만나 

이제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과거 그리고 그때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현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이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상화, 극단주의, 팬 문화 등의 문제들을 짚어보려 한다. 극단적 지지자의 

역사는 다른 듯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다. 또 멀지 않은 곳에 존재하는 그릇된 

우상의 지지자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어떻게 이성이나 논리, 윤리 같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한 사람만을 

옹호할 수 있는지. 무엇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는지. 당신들은 지금 건강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In March 2019, the ‘Jung Joon-young Group Chat’ was disclosed, and I shed tears not even 

knowing why I was crying. It had been ages since I was a Jung Joon-young fanatic, but why 

I was so mad? Who might know the reason for this anger? To whom could I possibly talk 

about this? Other fans, or former fans like me, came to my mind. 

I want to talk with others who got as mad as I did, to explore and release our anger. Once, 

such fans may have been fanatic about a different celebrity and they must have thought 

they were lucky to idolize such people. With them, I want to talk about our unpleasant past 

and discuss how the present is different. Through their testimonies, I will deal with the 

problems on idolization, extremism, and fandom culture.  

The history of extreme fandom continues to occur all around us, as it always has. I want 

to ask the blind advocates of fallen idols - How did you come to advocate such people 

regardless of reason, logic, or moral values? For what do you advocate? Do you believe 

you are a true fan?

예술&문화, 젠더, 역사, 사적&관점, 사회&인류, 청소년&어린이

Arts&Culture, Gender&Sexuality, History, Personal&POV, Social&Human Interest, Youth& 

Children

KEYWORD

DIRECTOR

오세연  OH Seyeon
ohhhhhseyeon@gmail.com

숨 Breath

한국 | 한국어 | 90분 | DCP     Korea | Korean | 90min | DCP

한 남자와 한 노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A story about life and death through the experiences of a man and an old man.

DIRECTOR`S STATEMENT

다큐멘터리 <숨>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두 직업에 대한 이야기다. 

첫 번째로 장례를 치르기 전, 시체를 닦아주는 이들과 두 번째로 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모아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이들이다. 난 이 둘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죽음’과 ‘생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적 시각과 이들을 바라보는 휴머니즘적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을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며, 이 영화를 통해 관객이 삶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길 바란다.

Breath is about two jobs that exist in South Korean society.

The first is about a person who cleans bodies before the funeral service, while the second 

is about a person who collects waste from the street. Through these two people, I want 

to talk about 'death' and 'life'. It may be a heavy topic, but I want to approach the subject 

with a more philosophical point of view and humanistic perspective regarding the two 

characters. I want to show the realities of their lives and hope that the audience will be able 

to ask deep questions about our existence.

PRODUCTION STATUS

기획개발

Pre-production

BUDGET

￦47,000,000

Approx. $47.000
기획/개발 2019.05 - 2019.09

제작 2019.10 - 2020.08

후반작업 2019.11 - 2020.09

완성 2020.10

Pre-production 2019.05 - 2019.09 

Production 2019.10 - 2020.08

Post-production 2019.11 - 2020.09

Completed 2020.10

PRODUCTION SCHEDULE

한 남자가 있다. 그가 하는 일은 장례를 치르기 전, 죽은 자의 몸을 닦는 일이다.

한 노인이 있다. 그가 하는 일은 매일 거리에 나가,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수거하는 것이다.

There is a man. His job is to clean bodies before the funeral service. 

There is an old man. He goes out every day to collect waste from the street.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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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플러스와이

K PLUS Y

PRODUCTION COMPANY

생활, 사회&인류

Lifestyle,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DIRECTOR & PRODUCER

윤재호  YUN Jéro
jeroyun@gmail.com

레터스 (2017) | 감독

2018 IDF서호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올해의 감독상

히치하이커 (2016) | 감독

2017 키예프국제단편영화제 – 감독상

Letters (2017) | Director

2018 West Lake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 Filmmaker of the year

Hitchhiker (2016) | Director

2017 Kyiv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 Best Director

숨은지혜찾기 Space Baedari

한국 | 한국어 | 70분 | MOV     Korea | Korean | 70min | MOV

오래된 배다리 마을이 어느 순간 분칠된 세트장이 되어간다. 마을은 영화, 드라마 배경으로만 소비되는 곳이 

아니다. 이 마을 진짜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Baedari Village has been changed and become a painted set. However, it is not just a place 

which is utilised for background locations in film and TV drama productions. This is the 

story of the real main characters of the village.

PRODUCTION STATUS

기획개발

Pre-production

BUDGET

￦10,000,000

Approx. $10,000
기획/개발 2019.01 -  2019.06

제작 2019.06 - 2021.04

후반작업 2021.05 - 2021.10

완성 2022.03

Pre-production 2019.01 - 2019.06

Production 2019.06 - 2021.04

Post-production 2021.05 - 2021.10

Completed 2022.03

PRODUCTION SCHEDULE

마을은 공사 중이다. 영화, 드라마로 배다리 마을이 조금씩 알려지자 지자체는 3.1운동 기념 거리 만들기, 

마을 외벽 파사드 조성 사업을 벌인다. 마을에 새로 입주한 박성준씨 카페 역시 파사드 사업 대상이 되었고 

그가 있는 카페의 외벽은 바뀌었다. 그는 반질반질한 외벽을 보고 들어온 것이 아니다. 오래된 헌책방 

아벨서점처럼 서점 자체가 역사로 남은 곳들을 보고 들어왔기에 실망이 더 크다. 아벨서점 사장 곽현숙 대표는 

헌책방 거리에서 70년대부터 장사를 계속해온 헌책방 주인이다. 그녀에게 마을은 책을 사고파는 곳을 넘어 

지혜와 삶의 경험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 마을이 재개발로 인해 망가질 위험에 처하거나 산업도로로 인해 

마을 관통 위험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나섰다. 그런 개발들의 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젠 관광지로 개발된다니. 

참 고민이 많아진다. 주민들은 예술작업을 통해 행정과 자본이 아니더라도 마을을 가꾸고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한다. 주민들의 행동이 시작된다.

The village is under construction. As Baedari village became gradually known, the local 

government started to develop Samirundong-gil Road and the facade project. A cafe also 

has been picked for the facade project, which is run by Park Sungjoon who recently moved 

to the village. He was not interested in the fancy appearance of this village. Rather, he was 

fascinated by the historical places like the secondhand bookstore, Abel Bookstore, and felt 

disappointed more than other residents. The owner of Abel Bookstore, Kwak Hyunsook, 

has continued to run the shop in the Used Bookstore Street. For her, the village is a place 

of gathering wisdom and experiences of life, and is more than a site used for selling and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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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STATEMENT

언제부터인지 배다리 마을엔 연중행사처럼 영화와 드라마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중 흥행 성공한 영화와 

드라마는 마을에 관광객을 불러들인다. 그러자 행정이 나서서 마을을 분칠하기 시작했다.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을 파사드 경관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외벽공사를 하며 마치 세트장처럼 가려버린다. 그 모습은 흡사 

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유치한 정부가 철거민을 내쫓고 낡은 건물은 외벽으로 가려버린 군부정권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곳의 건물들과 주민들은 부끄럽거나 가려져야 할 존재가 

아니다. 이 영화는 숨죽였던 원래 이곳 주인인 주민들을 주인공으로 비춘다. 세트장이 아닌, 헌책방거리의 

역사를 토건 개발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담아내려 한다.

Seemingly forever, Baedari Village has been a popular site for shooting films and TV 

dramas as if they were annual events. Such films often do well at the box office and the 

TV dramas are typically popular, which drives a lot of sightseers to the village. Due to the 

wave of visitors, the administration set out to paint the village. The construction work on 

the exterior walls has changed the old and outdated buildings into a place which seems to 

be a set in the name of the facade Townscape Project. We feel sorry about this situation, 

because it is not far removed from the idea of the military regime when it displaced people 

and covered the outer walls of the old buildings after gaining the Asian Games and the 

Olympics in the 1980s. The buildings in this village are not something deserving of shame, 

and the residents are not beings who should be covered. This movie shows the original 

residents as the main characters who previously couldn't speak out about their rights. We 

are showing not a set, but a story of a community trying to keep the history of the Used 

Bookstore Street intact against the civil construction development force.

예술&문화, 역사, 생활, 사적&관점

Arts&Culture, History, Lifestyle, Personal&POV

KEYWORD

buying books. She first took action when the village was in the danger of going wrong 

due to the redevelopment and of penetration from an industrial road. Though the danger 

has not subsided, the village is going to become a tourist spot now - a real tragedy. The 

residents are showing what they can do to tend and protect their village through artwork, 

not via the administration or capital. Their protest has begun.

DIRECTOR

임기웅  LIM Kiwoong
kiwng@hanmail.net

PRODUCER

안창규  AHN Changkyu

고잔갯벌 | 감독

2011 인천환경영화제

골목아이 | 감독

2014 인천환경영화제

2013 인천독립영화제

Kojan Mudflat | Director

2011 Incheon Green Film Festival

Alley Child | Director

2014 Incheon Green Film Festival

2013 Incheon Independent Film Festival

망각과 기억 2: 돌아 봄 (2017) | 감독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

청춘유예 (2012) | 감독

2012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3 인디다큐페스티발

2014 후쿠오카아시아영화제

학교를 다니기 위해 필요한 것들 (2008) | 감독

2008 퍼블릭액세스영상제 - 대상

Forgetting and Remembering 2: reflection 

(2017) | Director

2017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 

Best Korean Documentary Award

Lost Our Generation (2012) | Director

2012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2013 Seoul Independent Documentary Film & Video 

Festival

2014 Fukuoka Asian Film Festival

The Necessary Things Around School (2008) | 

Director

2008 Public Access Festival - Grand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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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네사진관 The Sister's Photo Studio

한국 | 한국어 | 90분 | DCP     Korea | Korean | 90min | DCP

모든 사람은 늙는다. 그리고 늙은 혹은 노년의 삶 또한 중요하다. 

여기,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사는 이들이 있다.

Everyone gets older. Quality of life in old age is important. 

Here, there are people who live a rich life during their twilight years.

PRODUCTION STATUS

기획개발

Pre-production

BUDGET

￦87,200,000

Approx. $87,200
기획/개발 2019.01 - 2019.08

제작 2019.09 - 2020.04

후반작업 2020.04 - 2020.07

완성 2020.07 - 2020.08

Pre-production 2019.01 - 2019.08

Production 2019.09 - 2020.04

Post-production 2020.04 - 2020.07

Completed 2020.07 - 2020.08

PRODUCTION SCHEDULE

나이 든 이들이 느릿느릿하게 살아가는 강릉의 가장 오래된 구도심 명주동. 동계올림픽 이후 한적했던 

골목길은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기 시작하고, 오래된 집들은 카페로 바뀌기 시작한다. 

짧게는 30년부터 70년까지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할머니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우리들은 

언니라고 부른다-로 구성된 작은 정원.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모임을 하는 언니들은 골목길에 화분을 가꾸고 

스마트폰 사진을 찍어 함께 나눈다. 그리고 올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극영화를 제작하기로 한다. 

이들은 험난한 영화제작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영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신들의 존재를 지켜낼 수 있을까?

In MyungJu-Dong, which is home to the most elderly residents in downtown Gangneung, 

the citizens live well and at ease. After the 2018 Winter Olympics, those secluded alleys 

became crowded due to so many visitors every weekend, and many old houses were 

turned into new cafes. ‘Little Garden’ was created by the elderly - they are all grandmas, 

and are addressed as ‘Unnie’(which means sister) - who have lived in this town for over 30 

to 70 years. Once a month, the Unnies have a regular meeting. They grow flowers in the 

alley, take pictures with their smartphones, and share their photos with each other. And 

this year, they decided to make a short drama film about their own story. Can they endure 

the tough process of film-making, and finally produce their film? Can they protect their 

existence from the outside forces that are rapidly changing their community?

SYNOPSIS

DIRECTOR`S STATEMENT

100세 시대, 회색 쇼크, 인생 2막… 노인이 인구의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는 노년이 두렵기만 하다. 세상은 노후를 위해 보험을 들고 창업을 하라고만 한다. 조언이라기보다 

협박에 가깝다. 노인은 ‘문제’가 되었고, ‘존재’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렸다. 흔히 노년의 삶이 단조로운 회색빛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노년은 새로운 출발이며 폭넓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이다. 조금 덜 활동적일지언정, 삶의 

깊이는 더해가는 시기이다. 노년에 포기하는 것은 행동에 관한 것이지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른 식으로 

살아갈 뿐, 덜 살지는 않는다. 삶의 방법은 다르지만, 여전히 충만한 삶, 어쩌면 더 성숙한 삶이다. 노년에 

접어들었다는 건 혈연적 관계망에서 벗어난 것이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자식은 다 커서 자기 길을 가고, 

그(녀)들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 비로소 세상에 뚜벅뚜벅 나온 것이다. 온전히 세상과 만나는 일만 남은 것이다. 

그런 존재들의 결합이 우정이다. 같은 동네에서 30~40년을 함께 지낸 ‘작은 정원’ 언니(할머니)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The 'century generation,’ the ‘grey shock,’ the ‘second act of life’... an aged society where 

the elderly make up the main part of the population in Korea is an unavoidable reality. Yet 

we are still frightened by growing old. The world tells us to take various insurances, perhaps 

start a business for our later years, seemingly as if a threat rather than an advice. Old people 

have become a ‘problem,’ and have lost their value as an individual who simply ‘exists.’

Old age is commonly described as a monotonous grey-colored life, but it could still contain 

a brand new start and a time to have an extensive life experience. Even though it’s a less 

active period, it can add great depth. What is really given up in old age is the amount of 

activity, and has nothing to do with existence. Just living in a different way, not in a bland 

way. They live differently but it is still a full life, or perhaps a more mature life. 

People in their twilight years sometimes lose touch with family. Their parents have already 

passed away, their children have grown up and created their own lives. They are free 

from those responsibilities, and at last they step up into the world. It now remains for 

them to discover a new world of possibilities, and the friendships made with those around 

them. Through the ‘little garden’ project, we can find the truth of the bond among the 

‘Unnies’(grandmas) who has been living together in the same town for 30-40 years.

아나레스 | anarres.mario@gmail.com

Anarres | anarres.mario@gmail.com

PRODUCTION COMPANY

예술&문화, 생활, 사회&인류

Arts&Culture, Lifestyle,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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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이마리오  LEE Mario

nevermind.docu@gmail.com

더블랙 (2018) | 감독

애송이들의 브래지어 (2015) | 제작

바람이 불어오는 곳 (2008) | 감독

불타는 필름의 연대기 (2006) | 제작

미친시간 (2003) | 감독

The BLACK (2018) | Director

Rookies’ Brassiere (2015) | Producer

Into the Breeze (2008) | Director

16 Takes on Korean Society (2006) | Producer

Mad Minutes (2003) | Director

홈그라운드 Homeground

한국 | 한국어 | 70분 | DCP    Korea | Korean | 70min | DCP

70년대 명동 ‘샤넬다방’, 90년대 ‘신촌공원’. 한국의 레즈비언 커뮤니티 역사에서 전설로 남은 이 공간들은 

어떻게 생겨났으며, 왜 없어졌을까? 사라진 공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장소를 재건하는 여정.

Myeongdong ‘Chanel Tea Room’ in the '70s and ‘Sinchon Park’ in the ‘90s. How did these 

legendary spaces in Korean lesbian community history emerge, and why did they disappear? 

This is the journey to rebuild a place through the memory of those who miss the vanished 

spaces.

PRODUCTION STATUS

기획개발

Pre-production

BUDGET

￦93,650,000

Approx. $93,650
기획/개발 2018.10 - 2019.08

제작 2019.09 - 2020.11

후반작업 2020.12 - 2021.03

완성 2021.03

Pre-production 2018.10 - 2019.08

Production 2019.09 - 2020.11

Post-production 2020.12 - 2021.03

Completed 2021.03

PRODUCTION SCHEDULE

레즈비언 청년들은 남성, 이성애, 시스젠더의 공간 속에서 주변화되었지만, 도시 한편에 자신들의 공간을 

끊임없이 만들어왔다. 전설적인 퀴어 공간인 ‘샤넬’과 ‘신촌공원’처럼 말이다. 명동을 가득 채우던 마리화나 연기, 

겨울에도 따뜻하던 신촌공원 화장실, 첫사랑과의 가슴 아픈 이별. 기억을 통해 사라진 퀴어 공간을 다시 

바라본다. 그리고, 두 곳을 닮은 2019년의 장소를 바라본다.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퀴어 공간의 면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무대 위에 적힌 기억들이 말하기 시작한다.

Young lesbians have been marginalized in the spaces of men, heterosexuals, and cisgender 

people, but they have continuously made their own spaces in the middle of the city, such as 

the legendary queer spaces ‘Chanel’ and ‘Sinchon Park.’ The marijuana smoke filled rooms 

in Myeongdong, the Sinchon Park restrooms warm in winter, the heartbreaking parting 

with one’s first love. We look back at the disappeared queer spaces through memory. 

Furthermore, we look back at the new spaces in 2019 that are similar to the two places. How 

has the face of queer spaces changed according to contemporary culture? The memories 

written on the stage start speaking.psychological landscape of Korean society.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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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STATEMENT

도시 공간은 생동하며 매 순간 변화를 겪는다. 그 과정에서 특정 공간과 관련된 어떤 기억은 의미를 얻고, 

또 다른 기억은 퇴색된다. 그렇게 남겨진 기억들이 ‘아카이브’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공식적인 역사로 

자리매김한다. 도시의 장소성을 구성하는 지극히 미시적인 요소인 ‘기억’이라는 매체를 통해 주변화되고, 

‘의미’가 되지 못했던 순간들을 붙잡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단하게만 보이는 도시의 구조가 흔들리고, 

공간과 불화해온 퀴어 신체들의 기억이 역사가 된다.

Urban spaces are full of life and in every moment experiences change. In this process, 

some memories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space gain meaning while others fade. Those 

memories left behind are recorded under the name of ‘archive,’ and become an official 

history.  We try to capture the moments that have been marginalized through the medium 

of ‘memory,’ which is a microscopic element that constitutes the placeness of the city and 

failed to become ‘meaning.’ Through this, the solid looking city structure falter and the 

memory of queer bodies discordant with space becomes history.

실험적, 젠더

Experimental, Gender&Sexuality

KEYWORD

463 Poem of the lost (2018) | 감독

퀴어의 방 (2018) | 제작

2의 증명 (2013) | 감독

463 Poem of the lost (2018) | Director

Queer room (2018) | Producer

To become 2 (2013) | Director

DIRECTOR

권아람  KWON Aram 

speakkoutlouder@gmail.com

나의 이웃 애나 My Neighbor Ana

조지아 | 스페인어, 조지아어 | 80분 | DCP    Georgia | Spanish, Georgian | 80min | DCP

이 이야기는 젊고 강한 애나에 관한 이야기이다. 애나는 그녀의 땅과 집을 위해 투쟁 중이다. 법적으로는, 

성별에 상관없이 똑같이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산속의 사람들은 법을 무시한 채 오직 남자 상속자에게만 

토지를 물려주고 있다. 

A strong young woman named Ana is fighting for her house and land. According to the law, 

the land should be divided equally irrespective of gender, but the people in the mountains 

don’t follow the law and give the land only to the male heir.

PRODUCTION STATUS

기획개발

Pre-production

BUDGET

약 \134,000,000

$134,000
기획/개발 2019.07 - 2019.10

제작 2020.01 - 2021.01

후반작업 2021.02 - 2021.06

완성 2021.06 - 2021.08

Pre-production 2019.07 - 2019.10

Production 2020.01 - 2021.01

Post-production 2021.02 - 2021.06

Completed 2021.06 - 2021.08

PRODUCTION SCHEDULE

주인공은 내 이웃에 사는 19살 애나이다. 형제, 자매가 없는 애나는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유럽의 가장 

높은 마을에 살고 있다.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애나는 대학 진학 자금을 모으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의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변경할 비용이 없어 마을 사람들 대다수가 사업을 

시작할 때 신용 대출을 받듯, 애나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 한다. 은행을 방문한 애나는 신용대출 

담당자로부터 그녀가 집과 땅의 공식 소유자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애나는 집과 땅을 

등록하기 위한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지만, 삼촌과 사촌 그리고 적어도 다섯 명의 이웃에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서류 준비를 도와달라는 애나의 요청을 거절한 사촌은 “너는 여성이고, 우린 여성에겐 재산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애나는 현재 돈이 필요하고, 본인이 아버지의 무남독녀이기 때문에 그의 집과 땅, 

그리고 그의 모든 재산이 본인에게 속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곳엔 엄격한 규칙과 전통이 버티고 있다. 

과연 어느 누가 이 싸움의 승자가 될까.

The main character is my 19-year-old neighbor Ana. She lives in the highest village in 

Europe, home to many tourists. Ana is an only child, and two years ago, when her father 

died, she decided to open a guesthouse to help save money for university. However, as 

she doesn’t have enough money to convert the house into a guesthouse, Ana decides to 

take a loan from the bank. The bank credit manager asks her to show proof that she is the 

official owner of the house and land. Ana starts collecting the necessary documents, but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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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류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she needs consent from her uncle, cousins, and at least five neighbors. First, Ana asks her 

cousin to help with the documents, but her cousin refuses, saying that she is a woman and 

they do not give property to women. Ana tries to explain to her cousin that she needs the 

money, it is her father's land and house, she is the only child and all the property of her 

father belongs to her. Yet there are strict rules and traditions that govern such matters,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who shall prevail.

DIRECTOR`S STATEMENT

내가 사는 마을은 여름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천국 같은 곳이다. 관광 사업으로 마을에 돈이 돌면서 

생활은 나아졌지만, 정 많고 따뜻했던 주민들의 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주민들은 마을의 토지를 두고 

다툼을 벌이는 중이다. 여자를 상속자로 인정하지 않는 관습 때문에, 남자 상속자가 없는 이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집과 땅은 마을 소유가 돼버린다. 법적으로는, 성별에 상관없이 똑같이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이 마을의 사람들은 법을 무시한 채 오직 남자 상속자에게만 토지를 물려주고 있다. 아들이 없는 경우, 사촌이나 

같은 성을 가진 다른 누군가가 재산을 상속받는다. 딸은 상속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는 이 마을에 살면서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봐왔다. 이 관습에 불만이 없는 여성들도 있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들도 있다. 바로 

거기에 애나가 있다. 그 누구보다 더 개방적이고 강인한 애나는 자신의 집과 땅을 지키기 위해 투쟁을 결심한다.

My village is like a paradise, and it is full of tourists in the summer. Business is good for 

the inhabitants, but with the influx of money, many warm relationships have changed. Now 

the locals squabble over land, and if a man has only daughters and lacks a male heir, he's 

obliged to leave the house and land to his clan. Yet according to the law, the land belongs 

equally to both girls and boys, but the people in the mountains don't follow the law and give 

the land only to the male heir. If there’s no son in a family, they should leave the house to 

a cousin, or someone with the same family name, leaving the daughters without a home. 

I spent a long period in my village to observe the people, discovering that some girls do 

not have a problem with these rules, while some are demanding change. Here, I found my 

neighbor Ana, who is more open and strong and has decided to fight for her land and home.

Svaneti Film Studio

PRODUCTION COMPANY

DIRECTOR

마리암 바카초 해치바니  

Mariam Bakacho KHATCHVANI

khatchvani@gmail.com

테무라즈 치크비미아니  

Teimuraz CHKHVIMIANI

PRODUCER

Dede (2017) | Director

2017 Asia Pacific Screen Awards - UNESCO 

Award

2017 Karlovy Vary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Special Mention

2018 Beiji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Best 

Director, Best Cinematography

Dinola (2013) |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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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크힐 마을의 루키 시장님 The Rookie Chief in Duke Hill

대만 | 중국어 | 90분 | HDV    Taiwan | Mandarin | 90min | HDV

타이완 북쪽의 한 마을에서 심오하고 진보적인 비전을 가진 반항적인 젊은이가 마을의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보수 정치 체제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정치적 현실에 굴복하게 될까? 

A rebellious young man with profound progressive visions was elected as a village chief in 

northern Taiwan. Facing the conservative political scene, will he successfully transform the 

system or inevitably give in to political realities?

PRODUCTION STATUS

기획개발

Pre-production

BUDGET

약 \108,801,000

$108,801
기획/개발 2018.11 - 2019.06

제작 2019.07 - 2022.12

후반작업 2022.10 - 2023.03

완성 2023.04 - 2023.05

Pre-production 2018.11 - 2019.06

Production 2019.07 - 2022.12

Post-production 2022.10 - 2023.03

Completed 2023.04 - 2023.05

PRODUCTION SCHEDULE

2018년 11월 선거에서 타이완의 보수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뉴 타이페이 시티 듀크 힐에서는 

25살의 청년 시장이 탄생했다.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쿠오슈청은 자신을 ‘반항적 좌파’로 칭한 정치 

신인이었지만, 환갑을 훌쩍 넘긴 경쟁 후보 3명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듀크 힐의 많은 주민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쿠오의 취임식 이후, 쿠오의 이상주의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등 축제를 

어떻게 개최할지에 관한 사소한 문제에도 세대 차이로 인해 극적인 대결 구도를 야기하기도 한다. 반면, 

16년의 임기를 마친 전임 시장은 SNS상에서 쿠오를 협박한다. 쿠오는 선거 운동 중 고질적인 문제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지만, 시민들은 쿠오가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을 문제라 자각하지 못하고, 

그의 새로운 ‘접근’을 반기지 않는다.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된 쿠오는 과연 잔인한 현실과 타협하게 

될까? 아니면 그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꾸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In November 2018, the conservative party in Taiwan scored a landslide win in the election. 

However, a 25-year-old politician was elected as village chief in Duke Hill, New Taipei City. 

As a fresh college graduate who identifies himself as a “rebellious leftist,” Shu-Cheng Kuo 

defeated three other candidates, all aged over 60. For many people in Duke Hill, it was 

unforeseeable. After his inauguration, however, Kuo’s ideals are severely challenged by 

his constituents. Trivial issues such as how to celebrate the Lantern Festival can cause 

dramatic confrontations due to the generation gap. Meanwhile, the former village chief 

has been blackmailing Kuo on social media, after Kuo ended his 16-year-long tenure. 

SYNOPSIS

DIRECTOR`S STATEMENT

2018년 선거 이후, 내 친구들은 결과를 두고 기성세대를 비난했다. 어떤 이들은 ‘대만이 늙은 바보들에 의해 

무너졌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민주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세대 차이를 메울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이 다큐멘터리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 맥락에서 슈청은 운동가에서 정치가로 변신한 경우이다. 그도 

분명히 ‘늙은 바보들’과 일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할 것이다. 한때 나도 시장 선거에 나갈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내가 차마 하지 못하는 일을 나보다 어린 사람이 해내는 모습을 보며 흥미로우면서도 호기심이 생겼다. 

그 후, 나는 매주 슈청을 만나기 시작했다. 슈청은 내 앞이든 카메라 앞이든 숨기는 것이 없다. 우리는 밀레니얼 

듀오로서 우리들만의 방에서 한 발짝 나와 다른 세대 사람들과 교류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슈청의 임기 

4년은 영화감독인 내게도 모험이 될 것이다. 이 영화는 대화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이를 위한 

영화이다.

After the 2018 election, my friends were all blaming the older generation for the results, 

with some saying that “Taiwan has been destroyed by old morons.” This prompted me to 

ponder what went wrong with our democracy, and how I could bridge the generation gap. 

In this context, however, Shu-Cheng turned into a politician from an activist. He will 

doubtlessly meet many obstacles in working with the “old morons.” I also once considered 

running for the position of village chief. Seeing a younger person doing something that I 

dared not do made me both excited and curious. Since then I have met with Shu-Cheng 

weekly. He is open and honest to me as well as to the camera. As a millennial duo, we 

are seeking to step out of our echo chamber and build bridges with people from different 

generations. Shu-Cheng’s four-year tenure will be an adventure not only for him, but also 

for me as a filmmaker. This film is for whoever still has faith in making a change through 

conversation.

사회&인류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Authentic Film

PRODUCTION COMPANY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Kuo said that he would solve the old problems with new 

approaches, yet the citizens do not acknowledge what he sees as "problems" and may not 

appreciate his novel "approaches.” In this story of a 25-year-old young man confronting 

complexity and uncertainties, will Kuo compromise with the relentless reality or will he 

succeed in changing the world with his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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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첸옌하오  CHEN Yen Hao 

chen@authfilms.com

션쓰취  SHEN Tzu Chi 

tzuchishentw@gmail.com

PRODUCER

The Grandpa of Hu Wei (2018) | Director

The Child in the Park (2017) | Director, Writer

Jeff, Jenny, His Wife and Her Husband (2016) | 

Director, Writer

The Cello Player (2014) | Director

The Family Day (2012) | Director

반쪽 가족을 찾아서 Halfie

필리핀, 미국 | 영어, 타갈로그어 | 90분 | MOV    Philippines, United States | English, Tagalog | 90min | MOV

나는 필리핀에서 3년이란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나와 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8명의 이복형제, 자매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다. 이제 나는 자신을 "필리핀계" 

미국인으로 다시 정의 내리기로 결심한다. 

After three years in the Philippines, I return to the United States to redefine my personal 

identity as a Filipino-American while on an unpredictable journey to meet my eight donor-

conceived half-siblings, their families and find our anonymous sperm donor – my biological 

father.

PRODUCTION STATUS

기획개발

Pre-production

BUDGET

약 \401,000,000

$401,000
기획/개발 2019.06 - 2020.05

제작 2020.06 - 2021. 04

후반작업 2021.05 - 2022.03

완성 2022.04 - 2022.12

Pre-production 2019.06 - 2020.05

Production 2020.06 - 2021.04

Post-production 2021.05 - 2022.03

Completed 2022.04 - 2022.12

PRODUCTION SCHEDULE

<반쪽 가족을 찾아서>는 가족의 소중함과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정체성을 신선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90분간의 예측 불가한 여정이다. 감독인 나는 카메라 안팎을 오가며 내 이복형제, 자매와 그들의 

가족을 만나고, 우리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찾는 과정을 담고자 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현대 가족 구성원으로 태

어난 새로운 세대에 힘을 싣고, 함께 탐구하며 이해를 북돋는 전례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정자 기증자를 추적하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문제도 함께 담아내려 한다. 

정자 기증으로 태어난 수많은 아이는 친척의 이름, 사진, 주소 심지어 연락처도 알 수 없어 친척 하나를 

찾는 일도 너무나 힘들다. 내 가족을 찾기 위한 모험은 내가 오하이오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작된다. 먼저 

나는 어머니가 사는 내 고향, 오하이오 애선스를 방문한 후 생물학적 아버지가 대학 시절 살았던 콜럼버스로 

떠난다. 내 생물학적 아버지는 자신의 정자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편지 한 장을 남겼다. 편지에는 “이 세상이 

냉정한 곳이라는 말은 믿지 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너의 꿈을 좇아라. 하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길 바란다.”

Halfie is an unpredictable and reflective 90-minute journey that takes a fresh look at the 

significance of family and identity for donor-conceived children. This documentary will follow 

my perspective as a director, behind and in front of the lens, as I meet my half-siblings,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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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STATEMENT

미국에서는 자신의 뿌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다시 일기 시작했다. 이것은 2016년 12월 필리핀으로 

이주하면서 나의 현실이 되었다. 단 한 번도 필리핀의 문화를 접해본 적 없는 나였지만,  필리핀에 오자마자 

필리핀 특유의 버릇, 가족의 소중함에 미묘하게 동질감을 느꼈고, 현지 음식에도 흠뻑 빠져버렸다. 나는 이런 

타고난 듯한 동질감이야말로 나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혈통이 아닐까 생각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기로 한 이유이다. <반쪽 가족을 찾아서>는 전통적인 가족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가 살면서 당면하는 정체성 갈등을 파헤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것은 나 자신을 

찾는 것이다. 나는 이복형제, 자매와 나눈 대화가 중대한 의미를 주고, 더 나아가 정자 기증의 전반을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대 가족의 모습은 점점 흔해지고 있다. 모쪼록 <반쪽 가족을 찾아서>가 

자아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는 걸 상기시킬 수 있길 희망한다.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s been a resurgence in educating ourselves about our 

ancestral roots. This became my reality when I migrated to the Philippines in December 

2016. Although I was raised outside of Filipino culture, I instantaneously felt an ethereal 

connection to the mannerisms of the people, the significance of family and the undying 

love for food. I thought to myself, this innate connection must have been inherited through 

the bloodline of my father. This is what initially brought me to film this story. Halfie was 

born to reconsider our traditional definition of family and unearth the identity conflicts we 

all face in life. A search for a father is a search for oneself. I knew these conversations I 

had with my half-siblings were significant and would also shed light on the greater donor 

conception experience. These modern families are becoming the new norm. I hope Halfie 

can serve as a reminder that no one is alone on this journey for self-purpose.

예술&문화, 사적&관점, 사회&인류

Arts&Culture, Personal&POV,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their families and find our biological father. This documentary provides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empower, engage and enlighten a new generation that are born into a 

modern family. Throughout the documentary, I will attempt to track down our sperm donor 

and also capture on film the unavoidable pitfalls along the way. With no name, photo, 

address or contact information, many donor-conceived children have an incredibly difficult 

time finding their relatives. My journey will begin when I return home to Ohio. First, to my 

hometown in Athens, Ohio, to visit my mother, and then to Columbus, Ohio, where my 

biological father lived during his college years. My biological father left one letter to his 

donor children that said, “If someone told you that this is a cold world, they are lying. God 

helps those that help themselves, reach for the stars, but don’t let your dreams become 

too possessive.”

Barrio 99

PRODUCTION COMPANY

DIRECTOR

일라이 힐러  ELI Hiller
elihiller@gmail.com

제럴리 앤 살바도르  Jerilee Ann SALVADOR

jerileesalvador14@gmail.com

PRODUCER

Kemikal Romance (2018) | Director, 

Cinematographer

Fighting the HIV Epidemic (2018) | Director 

A Philippine PWD Charity Hospital (2018) | 

Director 

Homeless Parkour (2018) | Director, 

Cinematographer

Vaishnav Jan To (2018) | Producer

Kemikal Romance (2018) | Producer

Kalas (2017) | Assistant Director, Producer, 

Actor

Star Crossed (2016) | Director, Producer

Stop Catcalling (2015) | Producer, 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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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의 행진 Marching in the dark

인도 | 마라티어 | 75분 | MOV    India | Marathi | 75min | MOV 

인도의 농부 자살 사건이 점차 심각해지는 가운데, 최근 남편을 잃은 농부들은 한 심리학자와 함께 고통받는 

농민들을 어떻게 상담하고, 더 이상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지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을 

치유하는 것은 자신의 억눌린 슬픔에 맞서는 것이다. 

Amid the slow genocide of farmer suicides unfolding in India, a group of women farmers 

who recently lost their husbands has quietly taken a pledge with a local psychologist to 

learn how to counsel distressed farmers and prevent any further suicides. But to heal 

others is to confront one’s own suppressed grief.

PRODUCTION STATUS

기획개발

Pre-production

BUDGET

약 \225,719,000

$225,719
기획/개발 2019.02 -2019.08

제작 2019.12 - 2020.12

후반작업 2020.06 - 2020.12

완성 2021.01

Pre-production 2019.02 - 2019.08

Production 2019.12 - 2020.12

Post-production 2020.06 - 2020.12

Completed 2021.01

PRODUCTION SCHEDULE

가뭄이 닥친 마하라슈트라주 라투르 지역, 이곳은 지난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거주하던 수백 명의 농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국적으로 연간 12,000명에서 14,000명의 농부가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 신두타이와 산지바니는 자신들처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다른 지역의 여성 15명과 함께, 

자신이 겪은 비극을 다른 이들이 겪지 않도록 돕기로 한다. 이들은 주말마다 아이들, 시댁, 가사일 및 농사일을 

잠시 멈추고, 시간을 내어 심리학자이자 운동가인 포트다르 박사에게 지역사회 내 우울증의 신호를 읽어내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산지바니와 다른 여성들은 직간접적인 징후는 발견하지만, 아쉽게도 이것이 정신적 

상처라고는 인식하지 못했다. <어둠 속의 행진>은 여성들이 배우며 용기를 얻고, 지극히 가부장적인 인도 

사회에서 고통받는 남성 농부들에게 조언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각자 한때 겪었던 고통에 직면하며, 타인을 

치유하기 전에 자신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도전 또한 지속할 것이다.

In the drought-stricken Latur district of Maharashtra, it hasn’t rained in the past three 

years. Hundreds of farmers commit suicide in the district, and the national average is 

around 12,000-14,000 farmers every year. Together with 15 women from different villages, 

connected through a shared pain of losing a loved one, Sindhutai and Sanjeevani have 

taken a pledge— what has happened to them shouldn’t happen to others. With great 

effort, taking time off from their children, in-laws, families, domestic work and farms, every 

SYNOPSIS

DIRECTOR`S STATEMENT

지난 20년간 30만 명 이상의 농부가 자살을 결심하는 위기가 지속될 동안, 농업 침체기를 다룬 영화는 

이상하게도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약 10년 전, 영화 <Nero’s Guests>가 이 공백을 해결하려 

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농부들에게 더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는 연간 농부 

자살 통계조차 발표하지 않고 그저 이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 극도의 불안함과 선천적으로 실패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으로서, 나는 농업 위기의 한 가운데 있는 이 여성들이 다부지게 상처를 이겨내는 모습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 남편과 아들이 자살한 후, 가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마을의 가부장적인 관행에 저항하며 

남편이 갚지 못한 빚을 갚으려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워야만 했던 어머니와 할머니들. 이들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아이들과 노쇠한 시댁 어른들까지 모시고 있다. 나는 이들로부터 배울 것이 참 많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줄 것이라 믿는다.

In my opinion, in the 20 years of continuing crisis, with the suicides of more than 300,000 

farmers, there is absurdly an absolute vacuum of films on the agrarian emergency. Perhaps 

the only film eight years ago, Nero’s Guests tried to address this vacuum, yet we owe 

the farmers a lot more, as the crisis deepens further. Indeed since 2016, the government 

stopped publishing annual data on the number of farmer suicides.

On a personal level, as an extremely anxious person, having an inherent fear of failure, 

I was deeply touched by the resilience of the women farmers amid the current agrarian 

crisis. Mothers and grandmothers who lost their husbands and sons to suicide have 

managed to learn from scratch how to plan finances, defy patriarchal norms of the village, 

repay loans that their husbands couldn’t and manage their farms single-handedly, all the 

while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and elderly in-laws. I believe I have a lot to learn from 

them, and sharing their stories can inspire many others.

환경&자연, 사적&관점, 사회&인류 

Environment&Nature, Personal&POV,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weekend they gather together to learn from Dr. Potdar, a psychologist and activist, about 

identifying signs of depression in their communities. Much to the regret of Sanjeevani 

and other women, they had noticed many direct and indirect signs but didn’t come to 

understand them as mental wounds.

The film will track the journey of these women as they learn, gather courage and counsel 

distressed male farmers in a deeply patriarchal society. As they will be confronted with the 

pain and suffering they once went through, their biggest challenge is to look inward and 

see if they have healed from their own loss before they can heal others.

Nocut collective

PRODUC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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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킨슈크 수르잔  Kinshuk SURJAN

kinshuk.surjan@gmail.com

아리야 로테  Arya ROTHE

PRODUCER

Kemikal Romance (2018) | Director, 

Cinematographer

Fighting the HIV Epidemic (2018) | Director 

A Philippine PWD Charity Hospital (2018) | 

Director 

Homeless Parkour (2018) | Director, 

Cinematographer



DMZ Project Fund

"Projects with razor-sharp insight on reality and society, and warm 
perspective towards humanity, which value peace, communication, 
and life that DMZ Docs pursues"

"DMZ다큐멘터리영화제가 추구하는 평화, 소통, 생명의 가치를 담고 있으면서 

현실과 사회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통찰, 그리고 인간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자세를 

가진 프로젝트"



80 81

D
evelopm

ent Fund
기

획
개

발
펀

드

P
ost-production Fund

후
반

작
업

지
원

펀
드

R
ough C

ut P
resentation

러
프

컷
 프

레
젠

테
이

션

D
M

Z
 P

roject Fund
D

M
Z

프
로

젝
트

펀
드

P
roduction P

itch
프

로
덕

션
 피

치

P
roduction P

itch - K
-D

oc C
urated

프
로

덕
션

 피
치

 - K
-D

o
c C

u
ra

te
d

1989 베를린, 서울 2019: 감격과 냉정 사이 1989 Berlin, Seoul 2019

한국 | 한국어, 독일어, 영어 | 74분 | MP4     Korea | Korean, German, English | 74min | MP4

<1989 베를린, 서울 2019: 감격과 냉정 사이>는 같으면서도 다른, 한국과 독일, 양국의 분단 역사와 화해의 

순간을 체험한 인물의 자전적 기록이다. 10대 후반에 독일 통일을 경험하고 현재 중년의 나이로 서울에 정착한 

3명의 주한 독일인이 통일 이후의 삶을 회고하며, 한국 청년들과 함께 맞이할지도 모르는 다음 30년을 이야기한다.

1989 Berlin, Seoul 2019 is a documentary about three East and West Germans who faced the 

German reunification as teenagers and settled down in South Korea as they pursued their 

dreams and identities. As Koreanized Germans, they reveal the bittersweet consequences of 

unification and predict what the future holds tentatively changed in over the next 30 years.

선판매, 공동제작, 배급

Pre-sales, Co-

Producer, Distribution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BUDGET

약 \262,970,000

$262,970

FINANCING IN PLACE

약 \91,300,000

$91,300

GOAL

기획/개발 2018.12 - 2019.10

제작 2019.11 - 2020. 10

후반작업 2020.08 - 2020.12

완성 2021.01 - 2021.02

Pre-production 2018.12 - 2019.10

Production 2019.11 - 2020. 10

Post-production 2020.08 - 2020.12

Completed 2021.01 - 2021.0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제작지원 | 약 \91,300,000

Korea Communication Agency - Production Fund | $91,3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DIRECTOR`S STATEMENT

이념과 냉전으로 인해 분단되었던 독일과 한국! 한 나라는 30년 전 통일을 이루었고 한 나라는 통일로 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각국이 분단에 이른 원인과 과정은 다르지만. ‘통일’의 출발점이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독일의 통일은 정치적 논리와 이념에 의해 이뤄졌지만 그 과정의 시간을 오롯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통일은 각자가 감당해야 할 삶이 되었다. 생활습관부터 직업, 교육, 화폐 등의 변화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동·서독 사람들, 그 중 우리는 한국에 정착한 3인의 재한 독일인의 삶을 살펴보게 

된다. 그들은 말한다. 1989년 베를린과 2019년의 서울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감정의 데자뷰를 만들어 

낸다고... 우리는 통일 독일 1세대로 30년을 살아온 3인의 삶의 궤적을 들여다보며, 어쩌면 통일 1세대가 

될 수도 있는 지금의 한국 청년들이 변화의 격랑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 공동체의 내일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작품을 통해 가져보려 한다.

Politically, Germany was and South Korea is divided. The process to open the gate between 

East and West, and between South and North is both similar and distinct. The meaning of 

reunification is that people peacefully live together, talk freely and cross the border without 

any limitations. 1989 Berlin, Seoul 2019 is not only about a divided Korea and unified 

Germany. Through the fluctuating political situations among the Koreas, China, and the US, 

we'd like to extend our subject to border matters touching on great political, security and 

diplomatic sensitivities. However, the approach is not political and historical. Through three 

2019년 2월 28일 하노이 북미회담 결과에 실망한 앤디는 베토벤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한다. 30년 전 

음대생이던 그는 연습실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때와 같은 흥분과 감격의 

순간을 2019년 서울에서 기대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을까? 삼성 글로벌 팀에서 일하는 소냐도,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했던 마크도 시시각각 들려오는 소식에 하루하루가 초조하기만 하다. 10대 후반에 각기 

동독과 서독에서 거주했던 이들은 통일 독일을 맞이한 통일 1세대였다. 30년이 지나 한국에 정착한 이들이 

체감하는 한반도의 정세변화는 그들의 특별한 기억과 감정을 다시 자극한다. 최근 한반도의 변화를 보고 

느끼는 우리들의 기대와 걱정, 그리고 불안까지도 독일 통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해보고자 한다. 앤디는 

오는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 날, 그곳에서 재독 한인들과 남북 화해와 통일기원음악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고, 동독 출신인 마크는 고교시절 펜팔 친구였던 서독 친구를 찾아가고 아버지가 기록한 통일 일기를 다시 

열어본다. 소냐는 한반도를 이해하려는 외국인들과 함께 DMZ투어와 통일 특강을 시작한다. 그들은 혹시 모를 

인생의 두 번째 통일이 30년 전보다는 더 잘 준비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In February 2019, Andres, a 52-year-old German pianist living in Seoul, plays Beethoven’s 

Sonata No. 14 when the second summit between the US president and North Korea’s 

leader ends without any deal. It reminds him of the moment when the Wall abruptly fell 

down 30 years ago in Berlin. 1989 Berlin, Seoul 2019 is about three East and West Germans 

who were faced with the collapse of the Wall as teenagers and have lived in South Korea 

for over 15 years. Now they're facing an atmosphere that may lead to reunification in South 

Korea. As Koreanized Germans who experienced unification and know Korean society 

as well, Andres, Mark, and Sonya start to reveal its bittersweet consequences and share 

controversial futures if the two Koreas were to become one. This November, Andres and 

Mark will return to Germany to join a concert for peace and to meet a pen-pal who lived on 

the other side of the Berlin Wall. Sonya starts guiding DMZ tours and preparing classes to 

talk to youngsters about what our future holds. What will happen to us if we're made one?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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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s' daily lives, we'd like to reflect the consequences of German unification across 30 

years and predict controversial futures for the next 30 years in South Korea.

보다미디어그룹  | www.bodamediagroup.com

보다미디어그룹은 사람과 동물의 이야기에 사회의 문제를 투영시키며, 크리에이티브 다큐멘터리와 크로스 

미디어 작품을 제작하는 국제 다큐멘터리 제작사다. 2010년 국제 공동제작 다큐멘터리 <내일도 꼭, 엉클 조>

를 기획하며 시작되었으며, <공부의 나라>, <오 나의 블리스>, <말더듬이 발라드>, <시민오랑> 등 전세계 

감독 및 프로듀서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형태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있다.

Boda Media Group | www.bodamediagroup.com

Based in Seoul, South Korea, Boda Media Group was founded in 2010. Boda Media 

produces creative documentaries focusing on the genres of human interest, social issues 

and more recently, nature programs. The company’s first feature documentary Here 

Comes Uncle Joe (2013) was awarded at many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broadcast 

on many channels worldwide. Boda’s next production was Reach For The Sky (2015), a 

co-production with Belgian artists, which was screened at many prestigious film festivals 

such as Busan, DOK Leipzig, Udine, and Mar del Plata to name a few. It was also broadcast 

internationally. Boda Media’s portfolio also includes the feature-length documentary Ashes 

to Ashes (2015) and the international co-productions God BLISS Our Home (2017) and 

Stammering Ballad (2018).

PRODUCTION COMPANY

역사, 사적&관점, 사회&인류, 전쟁&분쟁

History, Personal&POV, Social&Human Interest, War&Conflict

KEYWORD

오 나의 블리스 (2017) | 프로듀서

무연 (2015) | 프로듀서 

공부의 나라 (2015) | 공동 감독

내일도 꼭, 엉클 조 (2013) | 공동 감독

미스터 선거왕 (2012) | 감독

God BLISS Our Home (2017) | Producer

Ashes To Ashes (2015) | Producer 

Reach For The SKY (2015) | Co-Director 

Here Comes Uncle Joe (2013) | Co-Director 

Mr. Election (2012) | Director

시민오랑 (제작 중) | 감독

말더듬이 발라드 (2018) | 프로듀서

오 나의 블리스 (2017) | 프로듀서

공부의 나라 (2015) | 프로듀서

내일도 꼭, 엉클 조 (2013) | 공동 감독, 프로듀서

The Primate Citizen (Producing) | Director 

Stammering Ballad (2018) | Producer

God BLISS Our Home (2017) | Producer

Reach For The SKY (2015) | Producer

Here Comes Uncle Joe (2013) | Co-Director, 

Producer

DIRECTOR

최우영  CHOI Wooyoung
50cwy@hanmail.net 

PRODUCER

하시내  HA Sinae
lilyyap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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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LIFE

한국 | 한국어 | 90분｜MOV     Korea | Korean | 90min | MOV

사라진 이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만났다. 남겨진 이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이후의 삶을 고민한다. 몇 번의 

계절을 지나 다시 또 만나게 된 이들은, 다음 사람을 위한 걸음을 준비한다.

People living with those who vanished meet each other. The people left behind console one 

another and figure out their life onward. Many seasons later, they meet again to prepare for 

the next steps of others.

기획/개발 2018.01 - 2018.05

제작 2018.06 - 2019.11  

후반작업 2019.12 - 2020.03

완성 2020.04 - 2020.05

Pre-Production 2018.01 - 2018.05  

Production 2018.06 - 2019.11  

Post-Production 2019.12 - 2020.03  

Completed 2020.04 - 2020.05

한국영화진흥위원회 | ￦20,000,000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 힘을 | ￦2,000,000

Korean Film Council | Approx. $20,000

Fieldcam | Approx. $2,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BUDGET

약 \98,970,000

$98,970 

FINANCING IN PLACE

약 \24,742,000

$24,742

GOAL

투자, 배급, 영화제

Financier, 

Distribution, 

Film Festival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DIRECTOR`S STATEMENT

한국에서는 건물 붕괴, 대형 화재, 여객선 침몰에서부터 노동 현장과 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죽음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회적 참사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함께 슬퍼하고, 죽음의 원인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슬퍼하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희생자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거나 고통을 전가하기도 했다. <라이프>는 우리가 중단한 혹은 우리가 행해왔거나 행할지도 모를 어떤 

사회적 참사의 애도 과정에 관한 탐구다. 그리고 그 가능성에 관한 관찰이다. 슬픔의 확산을 중단하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과 깊은 슬픔에서 출발해 죽은 이와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수의 

사람 틈에서, 실은 우리가 중단하고 묻었던 애도 속에 결국 더 많은 슬픔을 막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의 모임에서 우리는 다음 참사를 막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인물들이 지금 서 있는 

곳과 향하는 곳, 각 참사의 현장 및 추모 공간의 모습과 그 앞에 선 시민들의 행동을 통해 이 여정은 시각화된다. 

Countless social tragedies have taken place repeatedly in South Korean history, from 

building collapses, massive fires, and ferry sinkings to the casualties at the workplace and 

protest sites. But not everyone comes together to grieve and fully understand the causes 

of these deaths. Even those who had mourned at the beginning later started to blame 

and inflict pain on the victims. LIFE is an exploration of the process of mourning that we 

have stopped, have been or will be doing after a social disaster. It is also an observation 

of possibility. Between those who wanted to stop the emotional contagion of sadness and 

return to their previous lives, and the remaining few who wanted to start over from their 

deep sorrow by living with the dead, could there have been the possibility of preventing 

2014년 4월 16일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로 딸 예은을 잃은 유경근. 그로부터 4년 후 유경근은 

한 팟캐스트 라디오 녹음 스튜디오에 앉았다. 대한민국에서 유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겹다는 그는 

이 사회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고립된 유가족들이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을 시작한다. 1987년부터 2016년까지, 세월호 참사 전후에 일어난 또다른 참사의 유가족 네 사람이 차례

차례 손님으로 나온다. 그들은 저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다.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간 4인의 모습과 그들이 

마주하는 사회, 그것은 지금 유경근의 삶과 맞닿으며 교차한다. 한편 그해 겨울 또다시 참사는 일어나고, 

유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여든다. 이들의 애도 과정을 따라가던 카메라는 수많은 참사와 추모공간 앞에서 

망각의 의지로 가득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마주한다.

Yoo Gyeong-geun lost her daughter Ye-eun in Sewol ferry disaster that killed 304 people 

on April 16, 2014. Four years later, saying how difficult it is to live in Korea as the bereaved, 

Gyeong-geun sits in a podcast recording studio. He begins the podcast in hopes that the 

society understands how the bereaved feel and for the isolated bereaved to live in harmony 

in the society. Four guests that have lost a family member in tragedies that happened from 

1987 to 2016, before and after Sewol ferry disaster, come to the podcast one by one. 

They share how they have lived so far and how they plan to live ahead, also discussing 

how to prevent tragedies. The four people who return to their ordinary life, and the society 

that they face intercross with the current life of Gyeong-geun. Another tragedy happens 

yet again in that winter, and the bereaved gather up in one place. The camera follows their 

mourning process and faces our society filled with the will of oblivion before countless 

tragedies and mourning places.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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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sadness from taking place within the process of mourning, which we had rushed 

through and hastily suspended? If so, wouldn't we be able to find hope for preventing 

future disasters in their meetings? This journey is depicted by the places where these 

few individuals are standing and facing, the sites and memorials of each disaster, and the 

actions of the citizens who are standing in front of them.

DIRECTOR PRODUCER

장민경  JANG Minkyung
redbigbean@gmail.com

주현숙  JOO Hyunsook
schua0311@daum.net

안녕들하십니까 (2014) | 감독 

2014 인디다큐페스티발

How are you (2014) | Director 

2014 Seoul Independent Documentary Film & 

Video Festival

빨간 벽돌 (2017) | 감독 

2017 전주국제영화제

족장, 발 디딜 곳 (2014) | 감독 

2014 인디포럼

2014 서울독립영화제

가난뱅이의 역습 (2012) | 감독 

2013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멋진 그녀들 (2007) | 감독

2007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계속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기록되다 (2004) | 감독 

2004 부산국제영화제 

2004 서울독립영화제 – 독불장군상

Red Brick (2017) | Director

2017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onnect (2014) | Director 

2014 Indie Forum

2014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Counterattack (2012) | Director

2013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She Is (2007) | Director

2007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It Goes on – The Undocumented Is Documented 

(2004) | Director 

2004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04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 

Dokbuljanggun Award

역사, 사회&인류 

History,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FINANCING IN PLACE

약 \26,449,000

$26,449

기획/개발 2017.03 - 2018.03

제작 2018.11 - 2020.05

후반작업 2020.06 - 2020.12

완성 2020. 12 

Pre-production 2017.03 - 2018.03

Production 2018.11 - 2020.05

Post-production 2020.06 - 2020.12

Completed 2020. 12

Varan Vietnam Ltd. | 약 ￦8,849,000

Center for Development of Movie Talents | 약 ￦1,100,000

부산국제영화제 AND Fund | 약 ￦8,000,000

IDFA Bertha Fund Classic | 약 ￦16,500,000 

Varan Vietnam Ltd. | $8,849 

Center for Development of Movie Talents | $1,100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Fund | $8,000

IDFA Bertha Fund Classic | $16,5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BUDGET

약 \149,949,000

$149,949 

GOAL

투자, 공동제작, 방송, 

해외 세일즈 및 배급

Financier, Co-

producer, Broadcaster, 

International 

Sales&Distribution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안개 속의 아이들 Children of the Mist

베트남 | 몽족어, 베트남어 | 90분 | DCP     Vietnam | Hmong, Vietnamese | 90min | DCP

짙은 안개 속 베트남 북쪽 산에서 한 몽족 10대 소녀는 청소년기와 성년기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In the misty mountains of North Vietnam, a teenage Hmong girl walks the thin line between 

childhood and becoming an a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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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이는 북베트남 산맥의 안개 속 시골에 사는 13세 소녀이다. 디아이는 교육받을 기회를 가진 1세대 중 

유일한 행운아다. 하지만 공부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부모에게 설득해야 한다. 부모를 

설득하지 못하면 우물 안 개구리처럼 평생 시골에 갇혀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디아이가 속한 소수 민족 몽족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결혼을 시킨다.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신부 납치’가 바로 이 소수 

민족의 결혼 풍습이다. 남자 아이는 좋아하는 여자 아이가 생기면, 납치를 해 집으로 끌고 간다. 이 과정에서 

간혹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사춘기에 접어들자 자유분방했던 디아이는 성급하고 예민한 십대로 급격히 

변한다. 그리고 무모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어머니와 종종 말다툼 하기도 한다. 어머니는 딸이 다칠까, 

학대를 당할까, 상황을 차분히 대처하지 못할까 걱정이 많다. 설 명절을 기념하고 돌아온 디아이의 부모를 

반겨준 건 텅비고 고요한 집 뿐이다. 디아이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어머니는 딸이 납치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울음을 터뜨린다. 어쩌면 디아이의 어린 시절은 이미 끝나버렸고,  여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DI is a 13-year-old girl living in a village lost in the mist of northern Vietnamese mountains. 

She is fortunate in that she is part of the first generation of kids who have the opportunity 

to get an education, but she must convince her parents that studying is not a waste of time 

and money. If she can’t overcome this challenge, she will be trapped in the village her entire 

life, “just like a frog in a well.” DI belongs to the Hmong ethnic minority, where traditionally 

women get married very young, some of them as early as 12. In this society, marriage is 

linked to a very particular and controversial tradition: “bride-kidnapping.” When a boy is 

interested in a girl, he organizes her kidnapping before forcing her back to his own home. 

On some occasions this process turns dangerous and dark. When DI enters puberty, her 

personality changes drastically: the carefree little girl turns into an impetuous, hypersensitive 

teenager. She often has arguments with her mother who forbids her from having reckless 

relationships. Her mother worries that her daughter could be harmed or mistreated and 

won't have enough maturity to handle the situation. On the Lunar New Year's Eve, when 

DI's parents come back home after celebrating, the house is silent and empty: DI has 

disappeared. Her mother breaks into tears realizing that her daughter has been kidnapped: 

this may signify the end of DI's childhood and the beginning of her life as a woman.

SYNOPSIS

DIRECTOR`S STATEMENT

나는 타이라는 소수 민족 출신으로, 베트남 북부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단짝이 15살의 나이에 

결혼을 했을 때 나는 대성통곡을 했다. 친구가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던 일을 

겪으며, 나의 어린 시절도 끝이 나버렸다. 17살 때 난 고향을 떠나 내가 상상도 못 할 만큼 크나큰 세상을 

발견했다. 하노이에서 몇년을 공부한 끝에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기회가 닿아 영화 제작자가 

되었다. 2년 전 나는 몽족이 살고 있는 어느 외딴 마을에서 열린 영상 워크숍에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다. 어린 

소녀들이 안개 낀 자연 속에서 노는 모습이 꼭 15년 전의 내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다. 난 시간과 공을 들여 

디아이와 친해졌고, 디아이는 자기 가족과 공동체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다. 마치 친자매처럼 지낸 우리 둘은 

디아이의 꿈과 두려움을 공유했다. 몽족 마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나는 디아이 또래의 소녀들을 

위협하는 강압과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다. 이들을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이 소녀들이 두려워하는 

긴장과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대응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렇게 나는 어린 시절이라는 

성스러운 시간과 그 실종에 대한 영화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나는 디아이와 친족의 동의를 얻어 그녀의 삶 

전체를 좌우할 2년이라는 중대한 시기를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한다. 

사회&휴먼, 청소년&어린이

Social&Human Interest, Youth&Children

KEYWORD

PRODUCTION COMPANY

VARAN VIETNAM CO. LTD  varanvietnam2012@yahoo.fr 

Varan Vietnam은 시네마 베리테의 한 형태인 다이렉트 시네마에 관한 바랑-파리 워크숍에 참여한 감독, 

기술자들이 설립한 제작사다. 그때부터 Bua’s Carpet (2013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오가와 신스케

상), Finding Phong (2015 장루쉬국제영화제 - 그랑프리 나눅상), My father, the last communist (더홍다

큐멘터리페스티벌 - 최고 감독상), The Last journey of Ms. Phung 등 화려한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10편의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2015년 이들이 제작한 The Last journey of Ms. Phung은 베트남에서 상영, 

소개된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었다. Varan Vietnam은 정기적으로 베트남 전역을 돌며 워크숍을 

개최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베트남 창작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VARAN VIETNAM CO. LTD  varanvietnam2012@yahoo.fr

Varan Vietnam was founded by directors and technicians who mostly participated in the 

Varan-Paris workshops on direct cinema. Since then, they produced ten feature-length 

award-winning documentaries including Bua's Carpet (2013 Yamagata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 Ogawa Shinsuke Award), Finding Phong (2015 Jean Rouch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Grand Prix Nanook), My Father, the Last Communist (Dehong 

Documentary Festival - Best Director Award), and The Last Journey of Ms. Phung. In 

2015, their production The Last Journey of Ms. Phung became the first documentary film 

distributed in Vietnam. Varan Vietnam regularly runs workshops across Vietnam to share 

their experiences and knowledge with younger Vietnamese professionals.

I was born in a small mountainous village of northern Vietnam in an ethnic minority group 

called Tay. When my closest friend got married at the age of 15, I broke into tears. Despite 

her young age, she was going to be someone’s wife. I remember this as the end of my 

childhood. At 17, I left my hometown and discovered a great big world that I could not have 

ever imagined. After a few years of studies in Hanoi, I took an avid interest in documentary 

films and had the opportunity to become a filmmaker myself. Two years ago, I taught a 

video workshop in a remote village hosting the Hmong minority. Observing the young girls 

playing in the foggy landscape, I felt like I was looking at my own reflection in a mirror 

across a distance of 15 years. It took some time to gain her trust but I finally became very 

close to DI, who introduced me to her family and gave me access to the whole community. 

She became like a younger sister, sharing with me all her hopes and fears. As my 

understanding of the village society grows, a sense of awkwardness appears when I realize 

how much pressure and danger threatens girls of this age. I thought my camera could be 

used as a defensive weapon that could curtail tension and violence. This is how I came 

up with the idea to make a film about the sacred time of childhood and its disappearance. 

Together with DI and with the permission of her relatives, we decided to document this 

major step in her life over a period of two years, which will determine her who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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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PRODUCER

하레 디엠   HA LE Diem 
lediem204@gmail.com

짠 푸옹 타오  TRAN Phuong Thao
tpthao1977@gmail.com, tpthao1977@yahoo.fr 

Beautiful Beds (2016) | Director, 

Cinematographer

My Son Goes To School (2013) | Director, 

Cinematographer 

2013 Silver kite Award of Vietnamese Cinema 

Association

Pomelo (2018) | Director 

2019 Doxa Documentary Film Festival

Finding Phong (2015) | Director

2016 Jean Rouch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Grand 

Prix Nanook

With or Without Me (2011) | Director 

2012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 White Goose Award

Worker Dreams (2007) | Director 

2007 Cinéma du Réel - P. Perrault Award



"Projects with powerful stories and outstanding concepts" Post-Production Fund "작품의 소재적 힘과 기획력이 돋보이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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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꽃 Shadow Flowers

한국｜한국어｜107분｜DCP     Korea | Korean | 107min | DCP

강제로 남한 시민이 되어버린 북한 여성, 평양의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그녀의 긴 여정.

A North Korean woman struggles to go back to her family in Pyongyang, North Korea, but 
the political absurdity hinders her journey back to her loved ones.

DIRECTOR`S STATEMENT

이제는 서로에게 향기도, 색깔도 잊힌 채, 흐릿한 그림자 같은 존재가 돼버린 대한민국과 북한 사람들. 

다르다고, 그래서 서로 틀렸다고 해온 세월이 70년 가까이 된다. 그 빛과 향기를 되찾아야 한다면, ‘차이’나 

‘다름’보다 ‘같음’과 ‘비슷함’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분단이 그려내는 지금 우리의 자화상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싶다. 남과 북 사이에 갇힌 그녀가 던지는 질문들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란다.

Kim Ryun-hee is trapped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Following her struggle to go 
back to her family in the North, I realised that our understanding of the defectors was too 
simplistic. The journey of NK defectors cannot be a happy ending even though they arrive 
in the South. They are still drifting on the still-cold river of division, disconnected both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So I wanted to raise awareness about this absurdity that hinders 
a humanitarian desire to be together with her loved ones. Kim often thinks how wonderful 
it would be if all these things were available in the North. But a tearful Kim says, “Freedom 
and material and other lures of any kind, they are not as important to me as my family and 
my home.”

그녀는 평양에서 남편,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지난 2011년 남한에 오게 된 그녀는 줄곧 평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았지만 소용없었다. 2015년 여름, 그녀의 이야기가 언론에 소개된 후 그녀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송환을 요청하지만 소용없다. 2017년 남한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사 이후 

그녀의 희망은 최고조에 달한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남한에서 2019년을 살아가고 있다.

Kim Ryun-hee, a North Korean housewife, was forced to come to South Korea and became 
its citizen against her will. She tried to smuggle herself out and even sought political 
asylum at the Vietnamese Embassy but all in vain. As her seven years of struggle to go 
back to her family in North Korea continues, the political absurdity hinders her journey 
back to her loved ones. The life of her family in the North goes on in emptiness, and 
she fears that she might become someone, like a shadow, who exists only in the fading 
memory of her family.

SYNOPSIS

2019-09-22 | 12:30 - 14:17

MEGABOX BAEKSEOK 3

2019-09-24 | 16:30 - 18:17

MEGABOX ILSANBELLACITA 103

12 12GV GV

메가박스 백석 3관 메가박스 일산벨라시타 

더부티크 103호

302 527

블루버드픽쳐스

Bluebird Pictures

PRODUCTION COMPANY

사회&인류, 분단

Social&Human Interest, Divided Nation

KEYWORD

PRODUCTION STATUS

후반작업

Post-Production

BUDGET

￦337,100,000

Approx. $337,100
기획/개발 2016.08 - 2019.08

제작 2015.09 - 2019.02

후반작업 2019.03 - 2019.07

완성 2019.07 - 2019.08

Pre-production 2016.08 - 2019.08

Production 2015.09 - 2019.02

Post-production 2019.03 - 2019.07

Completed 2019.07 - 2019.08

PRODUCTION SCHEDULE



96 97

D
evelopm

ent Fund
기

획
개

발
펀

드

P
ost-production Fund

후
반

작
업

지
원

펀
드

R
ough C

ut P
resentation

러
프

컷
 프

레
젠

테
이

션

D
M

Z
 P

roject Fund
D

M
Z

프
로

젝
트

펀
드

P
roduction P

itch
프

로
덕

션
 피

치

P
roduction P

itch - K
-D

oc C
urated

프
로

덕
션

 피
치

 - K
-D

o
c C

u
ra

te
d

부재의 기억 (2018) | 감독

2018 뉴욕다큐멘터리영화제(DOC NYC) 단편부문 - 

대상

크로싱 비욘드 (2018) | 감독

2018 부산국제영화제

달에 부는 바람 (2014) | 감독

2014 EBS국제다큐영화제 - UNICEF 특별상

달팽이의 별 (2012) | 감독

2011 암스테르담국제다큐영화제 장편부문 - 대상

신의 아이들 (2008) | 감독

2008 전주국제영화제 - 넷팩상

In the Absence (2018) | Director

2018 DOC NYC - Grand Jury Prize for Short 

Documentary

Crossing Beyond (2018) | Director

2018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nd on the Moon (2014) | Director

2014 EBS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 

UNICEF Special Award

Planet of Snail (2012) | Director

2011 IDFA Award for Best Feature-Length 

Documentary - Grand Prize

Children of God (2008) | Director 

2008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NETPAC 

Award 

부재의 기억 (2018) | 프로듀서

2018 뉴욕다큐멘터리영화제(DOC NYC) 단편부문 - 

대상

크로싱 비욘드 (2018) | 프로듀서

2018 부산국제영화제 

물숨 (2016) | 프로듀서

2016 전주국제영화제 - 한국경쟁 특별언급, 

CGV아트하우스 배급지원상

달팽이의 별 (2012) | 프로듀서

2011 암스테르담국제다큐영화제 - 대상

In the Absence (2018) | Producer

2018 DOC NYC - Grand Jury Prize for Short 

Documentary

Crossing Beyond (2018) | Producer

2018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reathing Underwater (2016) | Producer

2016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Special 

Mention, CGV Arthouse Award

Planet of Snail (2012) | Producer

2011 IDFA Award for Best Feature-Length 

Documentary - Grand Prize

DIRECTOR & PRODUCER

이승준  YI Seung-jun
sean1936@gmail.com

PRODUCER

감병석  Gary Byung-Seok KAM
garykam@me.com

녹턴 Nocturne

한국｜한국어｜95분｜DCP      Korea | Korean | 95min | DCP

음악에 뛰어난 재능을 지닌 자폐성 장애인 형, 형만을 돌보는 엄마, 그리고 그들로부터 소외된 동생. 삶의 

운명적 소외에 맞서는 한 가족의 갈등과 화해를 다룬 다큐멘터리.

An autistic older brother, a mother preoccupied with him, and an isolated little brother. This 
story is about one family’s conflicts and reconciliations in the face of life’s fateful isolation.

2019-09-22 | 18:00 - 19:35 2019-09-27 | 10:30 - 12:05GV GVGG

메가박스 백석 3관 메가박스 백석 컴포트6관

329 802

PRODUCTION STATUS

후반작업

Post-Production

BUDGET

￦280,000,000

Approx. $280,000
기획/개발 2008.01 - 2008.05

제작 2008.06 - 2018.12

후반작업 2019.01 - 2019.08

완성 2019.08

Pre-production 2008.01 - 2008.05

Production 2008.06 - 2018.12

Post-production 2019.01 - 2019.08

Completed 2019.08

PRODUCTION SCHEDULE

MEGABOX BAEKSEOK 3 MEGABOX BAEKSEOK COMPOR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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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STATEMENT

우리는 만약 완벽하게 소통을 거부하는 사람과 일생을 대면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스스로를 

소외시킨 채 자신만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어떤 운명일까. 그리고 그에게서 어떤 

찬란한 빛 한 줄기가 보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된다면 삶은 어떤 모습일까. 성호는 일명 

서번트(Savant), 자폐성 장애가 있지만, 음악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피아니스트다. 성호의 엄마는 아들의 

그림자로 사는 삶을 택했다. 성호의 동생이자 엄마의 둘째 아들 건기는 엄마의 사랑을 원하지만, 엄마는 성호 

하나만으로도 삶이 희미하다. 건기는 ‘아무 생각 없이 엄마 뒤나 쫓아다니면서’ 사는 형이 차라리 낫다고 한다. 

가족의 삶은 늘 치열한 전쟁터다.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지하철 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곤 한다. 

성호의 음악은 가족에게 삶의 이유이자 재앙이다. 어머니는 처음 촬영을 시작한 10년 전보다 확연히 

쇠약해졌다. 그 사이 성호의 음악은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다. 이 가족의 불협화음이 조금씩 거대한 교향악이 

되어가고 있다.

How would you feel if you have to face and deal with someone who refuses to 
communicate with the world, society, and everything else? Imagine if you are destined to 
be responsible for the life of a person who lives in a world of his own, isolating himself. 
If there is any gleam of light and hope in him, and if it is the reason to live, what will their 
life look like? Seong-ho is a savant, a pianist/clarinet player with autistic disorder who 
has a gift for music. His mother has chosen to live in the shadow of her son to groom him 
into a professional musician. His little brother, Geon-gi, has been deprived of his mother’s 
affections from his brother since childhood. He would rather mindlessly trail behind his 
mother, just like Seong-ho. The life of this family is like a battlefield every day. Seong-ho 
often makes a weird sound and runs around like crazy in public places. Seong-ho’s music 
makes his family go through hell but also go on with their lives. It has been ten years since 

성호는 일명 서번트(Savant), 자폐성 장애를 가졌지만 음악적 천재성을 지닌 피아노/클라리넷 연주자다. 

그는 비디오게임과 텔레비전의 세계에 빠지고, 실제보다는 가상 현실에 열광하고 마음속에 성을 쌓고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아간다. 그를 위해 ‘그림자’가 되어 주기로 한 엄마. 늘 ‘성호보다 한 시간만 더 사는 것’이 

소원이라 말한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그의 ‘그림자’가 되어야 했던 또 다른 아이, 동생 건기. 엄마는 

건기에게 성호를 맡기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죽기 전에 건기가 형을 인정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던 건기가 

성호와 단둘이 음악 여행을 준비한다. “엄마 없는 예행연습이에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면, 

해 볼 생각 있어요.” 그 사이 성호의 음악은 나날이 정교해졌다. 소리 없는 운명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 가족의 

불협화음이 조금씩 거대한 교향악이 되어가고 있다.

Seong-ho is a pianist/clarinet player with autistic disorder who has an extraordinary talent 
in music. But he is trapped in the world of video games and television. He is enthusiastic 
about virtual reality rather than reality, at the same time, building castles surrounding 
his heart and living in a world of his own. His mother has chosen the life of his shadow 
to groom him into a professional musician. Her only wish is to ‘Live an hour longer than 
Seong-ho.’ She would like to leave Seong-ho to his little brother Geon-gi, but he still 
considers his brother ‘bothersome and useless’. Meanwhile, Seong-ho’s music is getting 
more and more elaborate. Two brothers went on a trip to Europe without their mother for 
the first time. “It’s a practice for when mom isn’t here.” This family’s cacophony is slowly 
forming a concerto.

SYNOPSIS

예술&문화, 사회&인류

Arts&Culture,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I’ve been filming this family, and the mother has become much weaker than she was in 
2008. Meanwhile, Seong-ho’s musical skill is getting more and more sophisticated. This 
family’s cacophony is slowly forming into a Concerto.

미디어 나무 | media-namu@naver.com | 02-3417-5153

미디어 나무는 「청춘, 길을 묻다」, SBS스페셜, EBS 「명의」 등의 다큐멘터리와 방송을 제작했으며 최근에는 

10년에 걸쳐 촬영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녹턴>을 제작했다. 인간의 삶의 아름다움을 담은 휴먼 다큐멘터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며, 인간, 문화, 예술 등의 테마를 가지고 해외의 작가들과 협업 중이다.

Media Namu | media-namu@naver.com | +82 2 3417 5153

Media Namu is a production company based in Seoul with its focus on human 
documentaries and television series. The company has created many high profile 
productions for television platforms such as MBC, EBS, KBS and SBS, and many more in 
Korea. Media Namu recently finished its first feature-length documentary Nocturne, which 
has filmed over a decade. The company pursuits to collaborate with filmmakers overseas 
who are interested in projects related to arts, culture, and human interests.

PRODUC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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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 PRODUCER

정관조  JEONG Gwanjo
sunrise18@naver.com

블랙 하모니 (2020) | 감독

2018 도쿄독스 - 베스트 피치 어워드

녹턴 (2019) | 감독, 프로듀서

2019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서번트 성호를 부탁해 (2017) | 감독

2018 한국PD대상 - 작품상

2018 한국독립PD대상 - 대상

Black Harmony (2020) | Director

2018 Tokyo Docs - Best Pitch Award

Nocturne (2019) | Director, Producer

2019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Take My Son (2017) | Director

2018 Korea Producers and Director's Award

2018 Korea Independent Producers and Director's Award

DMZ DOCS PITCH



"Projects with unbounded potential containing many different angles 
and styles"

Production Pitch "다양한 소재와 형식을 지닌 프로젝트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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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에게 가는 길 (가제) The Mothers’ Brave Journey (working title) 

한국 | 한국어 | 90분 | DCP     Korea | Korean | 90min | DCP

누구보다 당당한 삶을 살아온 중년 여성 나비, 비비안, 그리고 지인. 자녀의 커밍아웃을 마주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50대 엄마이자 여성들의 다시 만난 세계.

Nabi, Vivian, and Ji-in are three middle-aged parents in their 50’s who have led dignified 

lives, but now, as mothers and women, they face a new world of challenges due to their 

children coming out.

영화제, OTT 플랫폼, 

세일즈 및 배급, 후반작업 업체

Film Festival, OTT Platform, 

Sales&Distribution, Post-

production studios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BUDGET

약 ￦251,198,840

$251,198.84 

FINANCING IN PLACE

약 ￦74,047,130

$74,047.13

GOAL

기획/개발 2017.09 - 2018.01

제작 2018.02 - 2020.01

후반작업 2020.02 - 2020.08

완성 2020.09 - 2020.10

Pre-production 2017.09 - 2018.01

Production 2018.02 - 2020.01

Post-production 2020.02 - 2020.08

Completed 2020.09 - 2020.10

부산국제영화제 AND Fund | 약 ￦7,904,090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제작지원 | 약 ￦33,071,520

서울영상위원회 서울 배경 독립영화제작지원 | 약 ￦33,071,520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Fund | $7,904.09 

Korean Film Council Independent Film Production 

Support | $33,071.52

Seoul Film Commission Seoul Location Independent Film 

Production Support | $33,071.52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DIRECTOR`S STATEMENT

<너에게 가는 길>은 성 소수자 자녀를 둔 엄마들 이야기다. 영화는 엄마이자 동시에 독립적인 삶을 살아온 

세 여성의 관점에서 성 소수자 현실을 이야기한다. 세 명의 엄마들은 여성을 독립적인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았던 한국 사회에 질문하고, 저항하며 살고 있다. 진보적인 엄마들이지만, 자녀의 커밍아웃은 이들을 모순에 

빠지게 했고 갈등하게 하였다. 젠더 이분법에 익숙해진 이들은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 이제껏 정상이라고 

믿어 왔던 것들을 부정해야 한다. 자녀를 향한 좌절된 꿈은 이들을 고통받게 한다. 그러나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질문하고, 갈등하며 자녀와 만나길 시도하고 있다. 나는 이들에게서 타인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돌아보고자 노력하는 인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영화는 세 여성의 여성 서사를 

통해 현재의 성 소수자 이슈를 말한다. 엄마들은 자녀의 문제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인생의 중요한 

이슈를 찾는다. 여성으로서 자신을 긍정하는 경험은 곧 자녀의 성 정체성을 긍정하는 과정과 연결된다. 나는 

이 과정을 통해 여성과 성 소수자를 잇는 스토리텔링을 시도할 것이다.

The Mothers’ Brave Journey is the story of three mothers of LGBTQ children. The film talks 

about the reality of sexual minor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 mothers who have led 

소방서 센터장인 나비, 상사의 얼굴을 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브리핑한다. 다음 날 나비는 한결의 응원차 

퀴어퍼레이드에 간다. 그러나 가슴적출 수술을 하고도 빡빡 민 머리에 화장하고 춤추는 한결이 못마땅하다. 

좋은 엄마가 돼야 한다고 마음 먹었지만 한결에게 “페미니스트 꼰대”라는 말을 듣고 말았다. 언니에게 전화한 

나비는 “나는 왜 언니처럼 애한테 살갑지 못할까? 엄마한테 사랑받지 못한 건 똑같은데”라고 말한다. 공항 

옆 노조 사무실에서 노사협상 전략을 의논하는 비비안. 집에 온 비비안은 유학 중인 아들과 영상통화를 한다. 

고백할 것이 있다고 말하는 예준은 남자친구가 생겨 방학 때 한국에 가면 애인과 살 거라고 한다. 

당혹스럽지만 비비안은 아닌 척 예준 애인의 호구조사를 시작한다. 전화가 끝나자 시어머니에게 온 전화를 

보며 비비안은 한숨이 나온다. “성 소수자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하는 지인. 강의 후, 부모와 자녀가 얘기 

나누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짓지만, 어딘가 씁쓸하다. 집으로 돌아온 지인은 아들의 어릴 때 영상을 보며 웃는다.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지인. “네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려줬다면‥” 지인은 글을 

쓰고 지우길 반복한다.

As the head of the fire department, Nabi briefs the staff. The next day, Nabi joins a queer 

parade to support her child, Han-gyul. However, the sight of her child after breast removal 

surgery with a shaved head and heavy make-up dancing in the parade upsets her. She 

has decided to be a good mother, but has heard Han-gyul refer to her an “old feminist". 

Nabi calls her sister and asks, “Why can’t I be affectionate towards my child like you? 

Both of us grew up without knowing a mother's love.” Vivian discusses labor-management 

negotiations in a union office next to the airport. Vivian comes home and has a video call 

with her son, Ye-jun, who is studying abroad. Ye-jun says that he has something to confess. 

He has found a boyfriend and will live with him while returning to Korea for his vacation. 

She is embarrassed, but nonchalantly begins to inquire about the personal life of her son’s 

boyfriend. As soon as she hangs up, Vivian sighs at the sight of a call from her mother-

in-law. Ji-in lectures on the topic “Understanding Sexual Minorities.” After the lecture, she 

smiles as she sees parents and children talking together, but cannot help feeling a tinge of 

bitterness. Ji-in returns home and laughs while watching video of her son's childhood. Ji-in 

begins an email to her son in America. “If someone told you that there was nothing wrong 

with you…” she types and then deletes.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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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온 (2017) l 감독

2017 인디다큐페스티발 - 관객상

2017 인디포럼 - 올해의 관객상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7 서울독립영화제

Play On (2017) | Director

2017 Seoul Independent Documentary Film 

Festival - Audience Award

2017 Indie Forum - Audience Award for the Year

2017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2017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공동정범 (2018) l 공동 감독

2018 부산영평상 - 대상

2018 한국영화평론가협회 - 독립지원상 

2016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최우수한국다큐멘터리상, 관객상

2016 서울독립영화제 - 우수 작품상, 독불장군상 

종로의 기적 (2010) l 감독

2010 부산국제영화제 - 비프메세나상

The Remnants (2018) | Co-Director

2018 Busan Film Critics  Award - Grand Prize

2018 The Korean Association of Film Critics - 

Independent Film Support Award

2016 DMZ Documentary Film Festival - Best 

Korean Documentary Award, Audience Award

2016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 Grand 

Prize, Dokbuljanggun Award

Miracle on Jongno Street (2010) l Director

2010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BIFF 

Mecenat Award

DIRECTOR

변규리  BYEN Gyuri 
dt6452@daum.net 

PRODUCER

이혁상  LEE Hyucksang 
thatdenis@gmail.com

independent lives. The three mothers question and challenge Korean society, which does 

not respect independent women. These women are progressive; however, the coming out 

of their children has turned them into contradictory and conflicted mothers. Accustomed 

to binary gender norms, they must now deny what they have believed to be normal in order 

to understand their children. They suffer from frustrated hopes for their children. But they 

do not stop there; they ask questions, face their prejudices, and try to understand their 

children. Through these women, I discovered a humanity in their efforts to understand 

themselves and look back on their own lives. The film talks about current LGBTQ issues 

through the female narratives of these three women. Dealing with their children's 

challenges allows the mothers to become aware of their own problems and find important 

issues in their own lives. The experience of affirming themselves as women is linked to 

the process of affirming the gender identity of their children. I use this process to piece 

together the stories of women and sexual minorities.

연분홍치마 | www.facebook.com/ypinks | ypinks@gmail.com

2003년 설립된 연분홍치마는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소통과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성전환 남성 다큐멘터리 <3xFTM>(2008), <레즈비언 정치도전기>(2009)를 

제작하였고, 게이 커밍아웃 다큐멘터리 <종로의 기적>(2010)으로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메세나상, 

한국독립영화협회 올해의 독립영화상을 받았다. 그 외에도 2009년 용산참사를 다룬 <두 개의 문>(2011), 

<노라노>(2013), <안녕 히어로>(2016), <공동정범>(2017), <플레이온>(2017)을 제작하였다.

YPINKS | www.facebook.com/ypinks | ypinks@gmail.com

Founded in 2003, YPINKS is producing a documentary to seek communication and 

solidarity based on feminine sensibilities. YPINKS produced 3xFTM (2008) a documentary 

about transsexual men and The Time of our Lives (2009). The documentary dealing with 

the coming-out of a closet homosexual, Miracle on Jongno Street (2010) won the BIFF 

Mecenat Award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eceived the Film of the Year Prize 

from the KIFV (Association of Korean Independent Film & Video), and P&A Fund from the 

Korean Film Council (KOFIC). YPINKS also produced Two Doors (2011) which deals with 

the story of the Yongsan Fire disaster in 2009, Nora Noh (2013), Good Bye My Hero (2016), 

The Remnants (2017) and Play On (2017).

PRODUCTION COMPANY

젠더, LGBTQIA, 여성, 가족, 인권

Gender&Sexuality, LGBTQIA, Female, Family, Human Rights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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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케어서비스 Mother Care Service

한국 | 한국어 | 70분 | MOV     Korea | Korean | 70min | MOV

엄마의 삶 대부분을 이루는 ‘돌봄’, 이것을 돕겠다는 딸의 도전은 스스로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A mother’s life consists of caring for others. Her daughter challenges herself to help 

Hyojeong that also reveals the challenge of how to care for oneself.

기획/개발 2017.11 - 2018.06

제작 2018.06 - 2019.12

후반작업 2019.12 - 2020.06

완성 2020.06 - 2020.08

Pre-production 2017.11 - 2018.06

Production 2018.06 - 2019.12

Post-production 2019.12 - 2020.06

Completed 2020.06 - 2020.08

부산영상위원회 | 약 \12,000,000

Busan Film Commission | $12,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BUDGET

약 ￦46,946,000

$46,946 

FINANCING IN PLACE

약 \12,000,000

$12,000

GOAL

배급, 영화제, OTT 플랫폼, 

프로듀서 영입

Distribution, Film 

Festival, OTT Platform, 

Producer Scouting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DIRECTOR`S STATEMENT

<마더케어서비스>는 화자인 나, 찬영의 시선을 통해 가족을 들여다보는 자전적 형식의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찬영은 영화를 통해 엄마가 하는 ‘돌봄 노동’을 대신해보겠다는 도전을 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여성에게 

대물림 되고 있는 ‘돌봄 노동’이라는 도전에 의문을 갖고, 자신의 내면에서 가부장적인 모습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떠난다. 엄마인 효정의 희생을 통해 가족이 유지되어 가는 구조를 비판하지만, 딸인 찬영도 효정의 

희생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찬영은 효정의 삶을 통해 여성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엄마처럼 살고 싶지만,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라고 답한다. 그녀는 순종적인 

며느리로 살아온 효정의 삶이 자신의 미래가 될까 봐 두렵다. 찬영은 엄마라는 역할로만 불리는 효정에게 

그녀의 이름인 ‘김효정’을 되찾아 주고자 한다.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삶을 

찾고자 한다. 타인을 돌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여성이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돌봄’이 시작된다.

Mother Care Service is an autobiographical documentary film that examines the family 

through the eyes of the narrator Chanyoung (the director). Chanyoung takes on the 

challenge of doing the “care work” that her mother has been doing, but also comes to 

question why she has inherited care work conventionally assigned to women. She embarks 

on a journey of discovering the ways a patriarchy lives within her. Chanyoung criticizes 

the structure in which her mother Hyojeong’s sacrifice maintains the family; however, as 

a daughter, she also finds that she has been taking Hyojeong’s sacrifices for granted. By 

examining Hyojeong’s life, Chanyeong asks herself whether she is a woman living the 

life she wants to live. Her response to the question is, “I want and do not want to live like 

my mother.” She fears that Hyojeong’s life as a dutiful daughter-in-law will become her 

자취생활 8년 차인 세월에 반비례하게 나의 집은 아직도 엉망진창이다. 도무지 가사노동과 스스로를 돌보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족들이 사는 집은 나의 집과 다르게 항상 ‘사람 사는 집’처럼 유지되고 있다. 

그곳에는 엄마인 ‘효정’이 있기 때문이다. 효정은 남편인 ‘성’을 대신해서 새로운 가장이 되었다. 하지만 

집안일도 여전히 효정의 몫이다. 효정은 집 안에서는 가족들을 돌보고, 집 밖에서는 ’상담사’라는 직업을 통해 

내담자들을 돌보고 있다. 그녀는 어느 날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다. ‘엄마의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는 효정을 대신해 딸인 ‘나’는 가족을 돌보려고 도전한다. 늘 누군가를 돌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효정도 돌봄이 필요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서야 알아차렸다. 나 스스로도 책임지기 힘들어하는 

‘찬영’ 은 과연 엄마를 돌볼 수 있을까?

My home is still a mess despite having lived on my own for eight years. I cannot seem 

to grow accustomed to housekeeping and caring for myself. However, the house that 

my family lives in is always maintained as a “home people live in”. This is thanks to my 

mother, Hyojeong. Hyojeong has become the new breadwinner of the family in place of her 

husband, Sung. However, housework still remains her responsibility. At home, Hyojeong 

cares for her family and at work as a counselor, she takes care of her clients. One day, 

she says, “No one takes care of me.” As Hyojeong’s daughter, I attempt to take care of 

my family in place of Hyojeong, who wants to depart from the role of a mother. I have 

finally realized that Hyojeong, who has become so accustomed to taking care of someone 

else, needs to be taken care of as well. Can Chanyeong, who struggles to even take 

responsibility for herself, also take care of her mother?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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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n future. Chanyoung strives to help Hyojeong, who is often only called by her role as 

a mother, to retrieve her name “Kim Hyojeong”. Through this process, she attempts to 

overcome her fear and live an agentive life. “Care” in the true sense begins when a woman, 

who has become accustomed to taking care of others, realizes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take care of oneself.

디튠 엔터테인먼트 | www.dtent.kr | idetune@gmail.com

디튠 엔터테인먼트는 "우공이산"의 이념 아래 설립된 영화사다. 영화 제작에 꿈이 있는 청년들의 영상 

일자리를 마련해주어, 영화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조력해주고 있다. 상업 논리에 타협하지 않고, 연출가와 

기획자의 의도와 색깔대로 작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전찬영 감독의 가족 

다큐멘터리 <집 속의 집 속의 집>부터 장편 다큐멘터리 <마더케어서비스>까지 제작 총괄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편영화 <한적, 한 밤에>, <꽃>을 기획 개발 중에 있다.

Detune Entertainment | www.dtent.kr | idetune@gmail.com

Detune Entertainment is a film company founded under the philosophy of “The Foolish Old 

Man Removes the Mountains.” It is a company that helps young people find video work that 

allows them to pursue their dream in filmmaking. They strive to produce works according 

to the director’s and promoter’s intention that colors without a compromising commercial 

logic. They oversee the entire production process. Representative works include director 

Jeon Chan-young’s family documentary A House in a House, in a House as well as the 

feature-length documentary Mother Care Service. They are currently in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stage of a feature film Quiet, One Night (working title) and Flower (working 

title).

PRODUCTION COMPANY

DIRECTOR PRODUCER

전찬영  CHUN Chanyoung 
ryung5241@gmail.com

김혜실  KIM Hyesil 
measili@naver.com 

마더케어서비스 | 감독 

2018 부산프로젝트 피칭: 버즈업 - 피칭 우수상

집 속의 집 속의 집 (2017) | 감독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7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17 부산독립영화제 - 심사위원특별상

Mother Care Service | Director 

2018 Birds Up Pitch - Excellence Award

The House in a House in a House (2017) | 

Director 

2017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2017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2017 Independent Film Festival BUSAN - 

Special Jury Award

젠더, 사적&관점, 가족

Gender, Personal&POV, Family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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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어 (毛魚) (가제) MORE (working title)

FINANCING IN PLACE

약 \78,600,000

$78,600 

기획/개발 2018.07 - 2018.12

제작 2019.01 - 2020.04

후반작업 2020.04 - 2020.08

완성 2020.08 - 2020.09

Pre-production 2018.07 - 2018.12

Production 2019.01 - 2020.04

Post-production 2020.04 - 2020.08

Completed 2020.08 - 2020.09

부산국제영화제 AND Fund | 약 \8,300,000

방송통신전파진흥원 | 약 \8,300,000

영화진흥위원회 | 약 \33,000,000

서울영상위원회 | 약 \29,000,000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Fund | $8,300 

Korea Communication Agency | $8,300 

Korean Film Council | $33,000 

Seoul Film Commission | $29,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BUDGET

약 \300,000,000

$300,000 

GOAL

공동제작, 투자, 

영화제, 배급

Co-Producer, 

Financier, Film 

Festival, Distribution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이태원의 클럽 ‘트랜스’의 간판이 켜진다. 경력 20년의 모어의 쇼가 시작되면 관객들은 환호하고 무대 위로 

팁이 쏟아진다. 모어의 꿈은 발레리나였다. 세상이 그를 향해 "너 그 여성성 버려"라고 말했을 때 그 꿈은 

좌절됐다. 사람들은 그를 ‘드랙퀸’이라 부른다. 모어에겐 오랜 연인 제냐가 있다. 러시아인인 그의 이름은 

‘제냐’다. “너의 있는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워”라는 제냐의 말에 모어는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다.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온 둘은 마침내 결혼을 결심하지만, 제냐는 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처지가 된다. 

한편, 공연차 한국을 방문한 <헤드윅>의 존 카메론 미첼은 우연히 모어의 쇼를 보게 되고 “뉴욕에서 만나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모어에게 남기고 떠난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으로부터 공연 초청장이 도착하는데... 

우아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모어는 발레리나로서 뉴욕공연을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냐와의 결혼은 이뤄질 수 있을까?

The signboard for Club ‘Trans’ turns on and lights up. 20 years of drag queen ‘More’, when 

the More’s show begins, audiences cheer for him and tips rain down onto the stage. More 

always wanted to be a Ballerina, not a Ballerino. When the world told him to “Renounce 

your femininity!” his dream died on the vine. Now people call him ‘Drag Queen’. More and 

his boyfriend, Jenya have been together for 20 years. More did not have sex reassignment 

surgery because Jenya told More “You are beautiful just as you are”. They want to get 

married, but Jenya’s visa has expired. One day, John Cameron Mitchell from Hedwig saw 

More’s show and was deeply moved. John said to More “Hope to see you in New York”. 

Several months later, More received an invitation from New York’s finest theatre. Can 

More’s show as a ballerina be successful in New York? Will More’s marriage to Jenya will 

be possible?

SYNOPSIS

한국 | 한국어 | 90분 | DCP     Korea | Korean | 90min | DCP

스스로를 털 난 물고기라 부르는 드랙퀸 More(毛魚). 세상이란 무대에서 한바탕 드랙쇼를 펼치다.

This is a film about a man who always wanted to be a Ballerina, not a Ballerino. This is his 

drag show performance for the world.

DIRECTOR`S STATEMENT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모어는 남성과 여성의 경계,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가 일해온 지하 클럽 무대 위는 세상과 그의 경계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기꺼이 판매하고 

그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세상을 대한다. 모어에게 ‘드랙쇼’는 준엄한 밥벌이 수단이자 자신을 제멋대로 

규정하려 드는 세상을 향한 투쟁이다. 나의 전작들도 결국은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않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내고 소통하며 사랑하는지에 대한. 이 작품은 

두 개의 축이 있다. 모어의 일상을 담는 전통적인 휴먼 다큐멘터리와 모어의 과거사를 음악과 안무로 

풀어나가는 뮤지컬이 그것이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하는 한 아티스트의 

성장담을 뮤지컬 다큐멘터리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There are people who straddle boundaries. More is always straddling a borderline between 

man and woman, beauty and beast. The stage of the Club Trans, where he has been 

working for 20 years, is the borderline between the world and himself. On the stage, 

he flaunts his identity and confronts the world in his own way. For More, ‘Drag Show’ 

is noble meal ticket that also challenges the way the world defines him. Previous films 

were about people who straddle boundaries that tell stories of how individuals challenge 

and communicate with the world. This film More has two layers: one is a conventional 

documentary detailing More’s daily life and the other is a musical documentary showing 

the past days of More through music and dance. I want to unfold the transformational story 

of an artist who wants to challenge boundaries and overcome trauma using a musical 

documentary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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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COMPANY

익스포스 필름 | www.exposedfilm.net | exfilm2000@gmail.com  

그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해 온 익스포스 필름은 전통적인 휴먼 다큐멘터리의 내러티브 위에, 음악, 

미술, 애니메이터 등 다양한 창작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새로운 표현방식이 더해진 다큐멘터리를 선보여왔다. 

익스포스 필름은 다큐멘터리영화를 즐기는 관객층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형식과 장르적 특색을 

갖춘 다큐멘터리가 젊은 세대에게 ‘다큐멘터리’를 좀 더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Exposed Film | www.exposedfilm.net | exfilm2000@gmail.com 

Exposed Film produces cinema in Korea and Japan.

DIRECTOR PRODUCER

이일하  LEE Ilha  
exposedfilm2000@gmail.com

이미진  LEE Mijin 
mjoasis@naver.com 

카운터스 (2017) | 감독

울보권투부 (2014) | 감독

Counters (2017) | Director

A Crybaby Boxing Club (2014) | Director

소녀와 난파선 (2017) | 프로듀서

2017 서울환경영화제 

올드마린보이 (2017) | 프로듀서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보이후드, 그 해 여름 우리는 뜨거웠다 (2017) | 프로듀서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A Girl and a Shipwreck (2017) | Producer

2017 Seoul Eco Film Festival

Old Marine Boy (2017) | Producer

2017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Boys and Bows (2017) | Producer

2017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블랙 하모니 Black Harmony

한국, 중국｜한국어｜90분｜DCP     Korea, China | Korean | 90min | DCP

음악을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클라리넷 앙상블의 험난한 여정.

The arduous journey of a clarinet ensemble of developmentally disabled members who find 

hope through music.

공동제작, 투자, 해외 

세일즈 및 배급, 영화제

Co-Produce, 

Fianacier, International 

Sales&Distribution, Film 

Festival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BUDGET

약 \256,000,000

$256,000 

FINANCING IN PLACE

약 \152,500,000

$152,500

GOAL

기획/개발 2016.01 - 2018.01

제작 2018.01 - 2020.06

후반작업 2020.06 - 2020.11

완성 2020.11 - 2020.12

Pre-production 2016.01 - 2018.01

Production 2018.01 - 2020.06

Post-production 2020.06 - 2020.11

Completed 2020.11 - 2020.12

도쿄독스 기획개발펀드 | 약 \8,200,000

한국전파진흥협회 UHD 트레일러 제작지원 | 약 \12,300,000

K-Docs Fund | 약 \37,000,000

한국전파진흥협회 차세대 UHD 제작지원 | 약 \65,000,000

중국 Bilibili | 약 \30,000,000

Tokyo Docs Development Fund | $8,200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 UHD Trailer production 

support | $12,300, K-Docs Fund | $37,000

Korea Radio Promotion Association - next generation UHD 

production support | $65,000, Bilibili (China) | $30,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예술&문화, 젠더, 사회&인류

Arts&Culture, Gender&Sexuality,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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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STATEMENT

이 다큐멘터리는 음악은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가에서 출발한다. 음악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 

그것을 연주하는 이들의 즐거움과 고통을 통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희망과 절망을 함께 그려내고자 한다. 

과연 음악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자신을 파멸하는 그림자 앞에서 이들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은 앞으로 이 앙상블이 대답할 것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앙상블이 맺어가는 하모니의 빛과 

그림자를 담아갈 것이다.

This project begins with, “What kind of power does music hold?” It is about a group of 

clarinet play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luding autism, learning disabilities and 

드림위드 앙상블은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클라리넷 합주단이다. 아이들의 인간적인 삶을 꿈꾸는 어머니들이 

음악을 가르치고, 연주함으로써 직업적인 연주자로 키우기 위해 시작했다. 고대인 선생님은 2007년부터 

12년째 발달장애 앙상블과 함께했다. 그는 장애인이라고 서투르게 연주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할 수 없는 것’

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라며 단원들을 다그친다. 고 선생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단원들이 일으키는 ‘탠트럼’이다. 갑자기 고함을 지르거나 악보대를 집어던지고, 심지어 주먹으로 

공격하기까지 한다. 그건 블랙홀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앙상블은 지금까지 성공의 길을 걸어왔다. 단원들은 

자신을 짓누르는 어두운 그림자와 싸우며 하모니를 완성해 갔다. 성공에 취한 고 선생의 독단적 운영은 심해져 

갔고 단원들의 반발도 거세어졌다. 2018년, 고 선생은 해고되었다. 충격을 이기지 못한 고 선생은 감독과도 

연락을 끊었다. 자신이 헌신했던 12년의 세월을 지우려 노력했다. 드림위드 앙상블이 더욱더 발전하는 사이, 

고 선생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고향에서 박자조차 세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자신이 단원들의 

도움으로 성장했음을 깨닫게 되고, 지난날의 자신을 반성하고 후회한다. 단원들도 점차 고 선생의 빈자리를 

마음으로 알게 된다. 이들은 극도의 불협화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진정한 하모니를 느끼게 된다.

Dream With Ensemble is a clarinet ensemble group whose members all have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 mothers of the members first formed this musical group 

in the hope  that teaching their children music and providing opportunities to perform on 

stage as professional musicians would facilitat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ir children by 

society. Ko Dae-In, the teacher of the ensemble, has been with this group since 2007. Mr. 

Ko is adamant not to let members play substandard music only because of their disabilities. 

He pushes and keeps saying that members ‘won’t’ play well, not ‘can’t.’ His biggest 

challenge with them is the ‘tantrum’ caused by members who cannot bear the stress. They 

yell, throw music stands and even attack him with their fists during practice. Progress is 

seems to be swallowed into a black hole; however, the ensemble group eventually walks 

the path of success. The members complete the harmony by fighting the dark shadows 

that weigh on them. However, with the success of the ensemble, the teacher's dogmatic 

management sparks a strong opposition intensified by members. In 2018, Mr. Ko was 

dismissed from the group; dismayed he tried to erase his 12 years of dedication due to his 

failure to overcome the shock. Dream With Ensemble continued to grow; however, Mr. Ko 

realizes that he has grown through the support of members. Back to where he started in 

his hometown, he regrets his past and introspectively teaches kids with mental disabilities 

who cannot even follow a simple rhythm. The members of Dream With Ensemble gradually 

feel a big hole in their hearts due to the absence of Mr. Ko and start to feel a genuine 

harmony that resonates into an utmost cacophony.

SYNOPSIS

예술&문화, 사회&인류

Arts&Culture,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other cognitive impairments. But no one sees any limitations when they perform onstage. 

They repeatedly practice to create perfect harmony and music that goes beyond having 

a job or a dream; however, their path is filled with hardship. Four of the nine founding 

members have left the group due to self-harm, violence and other issues. Will they still be 

able to create harmony through music? We focus on the invisible minds that encounter 

music in their lives and portray their struggles as musicians.

PRODUCTION COMPANY

미디어 나무 | media-namu@naver.com | +81 2 3417 5153 

미디어 나무는 다큐멘터리와 TV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문화, 예술, 휴먼과 관련한 많은 작품을 만들었으며, 

국제 공동제작을 통해 외국의 필름메이커들과 협업을 추구하고 있다.

Media Namu | media-namu@naver.com | +81 2 3417 5153  
Media Namu is a production company based in Seoul that focuses on documentaries 

and television series. The company has created many high profile products for television 

platforms. It recently focused on international co-production making feature documentaries 

such as Nocturne and Black Harmony. The company pursues engagement with overseas 

filmmakers who are interested in projects related to the arts, culture, and human interest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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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PRODUCER

블랙 하모니 (2020) | 감독

2018 도쿄독스 - 베스트 피치 어워드

녹턴 (2019) | 감독, 프로듀서

2019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서번트 성호를 부탁해 (2017) | 감독

2018 한국피디대상 - 작품상

2018 한국독립PD대상 - 대상

Black Harmony (2020) | Director

2018 Tokyo Docs - Best Pitch Award

Nocturne (2019) | Director, Producer

2019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Take My Son (2017) | Director

2018 Korea Producers and Director's Award

2018 Korea Independent Producers and 

Director's Award

블랙 하모니 (2020) | 프로듀서

2018 도쿄독스 - 베스트 피치 어워드

녹턴 (2019) | 조감독

Black Harmony (2020) | Producer

2018 Tokyo Docs – Best Pitch Award

Nocturne (2019) | Assistant Director

정관조  JEONG Gwanjo
sunrise18@naver.com

임강빈  LIM Gangbin 
canucks88@hanmail.net

평양유학생 Let the Light in

한국 | 한국어, 영어 | 80분 | DCP     Korea | Korean, English | 80min | DCP

<평양유학생>은 세상에서 가장 닫혀있고 비밀스러운 나라, 북한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알렉 시글리의 이야기이다.

Let the Light in tells the story of Alek Sigley, an international student studying in the most 

closed-off and secretive country in the world: North Korea.

공동제작, 투자, 배급

Co-Producer, Financier, 

Distribution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BUDGET

약 \200,000,000

$200,000 

FINANCING IN PLACE

없음

N/A

GOAL

기획/개발 2018.12 - 2019.02

제작 2019.02 - 2020.03

후반작업 2020.03 - 2020.09

완성 2020.10 - 2020.12

Pre-production 2018.12 - 2019.02

Production 2019.02 - 2020. 03

Post-production 2020. 03 - 2020.09

Completed 2020.10 - 2020.12

없음

N/A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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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유학생>은 가장 기이한 상황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이다. 

다만 그 기이한 상황이 바로 북한,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것이다. 영화는 

바깥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세 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 한 명인 알렉 시글리의 관점으로 펼쳐진다. 

어떤 면에서, 평양의 대학생 생활은 평범하다. 호주에서 온 알렉은 김일성 대학에서 로맨스 소설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 문학을 전공하고, 그의 룸메이트 친구인 캐나다인 하워드는 일본 애니메이션과 비디오 게임에 

꽂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과 달리, 알렉과 하워드는 조작되고 고립된 나라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신분은 알렉이 평양 거리와 지하철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었다. 알렉은 

이 특별한 상황을 SNS를 통해서 마음껏 세상과 공유했다. 알렉은 북한과 북한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고 그의 포스팅들은 매우 단순했다. 식당 리뷰, 남성 패션 잡지 리뷰, 북한식 시리얼 비교 등등. 

잘 알려지지 않은 세계의 내부를 과감히 보여주는 그의 SNS는 팔로워가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던 어느 날, 

2019년 6월 25일, 알렉이 온라인 세상으로부터 사라졌다. 그의 가족, 친구들, 국제 미디어 그리고 호주 정부는 

답을 찾기 위해 분주했다. 알렉이 체포 된 것일까? 알렉은 안전한가? 도대체 알렉은 어디에 있는가? 9일 후, 

알렉은 베이징 공항에서 웃으며 나타났다. 하지만, 그가 오랫동안 관계 맺어온 나라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평양유학생>은 북한에서의 알렉의 경험들 그리고 그의 모든 행동에 대한 동기들을 깊이 들여다본다. 

관찰자적인 촬영과 인터뷰 그리고 알렉이 평양에서 촬영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영상들과 사진을 이용해, 

영화는 북한에 대한 알렉의 철학과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풀어보기로 한다. 그리고 영화는 묻는다. 

굳게 닫혀있는 사회에 작은 구멍을 내어 빛이 들어오게 했던 외국 유학생 알렉의 경험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것이었나…

Let the Light in is a documentary rooted in the lives of ordinary students studying under 

the most extraordinary of circumstances: international students at Kim Il Sung University 

in Pyongyang, North Korea. The film unfolds from the perspective of Alek Sigley, one of 

only three Western international students inside a country virtually unknown to the outside 

world. Granted unprecedented access to move freely through the streets and subways 

of Pyongyang with a student visa, Alek processes the world around him by filming and 

photographing as he and his friend Howard explore their neighborhood, interact with 

locals and interview each other in their dorm room. Alek posts seemingly simple material, 

a restaurant review, the centerfold of a men’s fashion magazine, and dedicated a detailed 

comparison of North Korean-made breakfast cereals in an effort to counter what he 

considers dehumanizing stereotypes of North Korea and its people. He quickly develops 

a following of people hungry for a glimpse inside this unknown society. Suddenly, on June 

25, 2019, Alek loses touch with the outside world and his online presence goes dark. 

Fearing the worst, family, friends, international media and the Australian government grasp 

for an answer: “Has Alek been arrested? Is he safe? Where is Alek?” After nine days, 

Alek appears in Beijing airport, smiling and unharmed, but permanently expelled from the 

country with which he has dedicated so many years to building bridges. Let the Light in 

is a deep voyage into the experiences and motivations for Alek’s studies and actions in 

North Korea. Using observational filming, interviews, as well as never-before-seen footage 

and photographs gathered by Alek in Pyongyang, the film unpacks Alek’s philosophy of 

engaging with North Korea as well as how it has changed over time and continues to 

evolve. The film asks, “How can th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like Alek expose 

the cracks in this closed society to let the light in?”

SYNOPSIS DIRECTOR`S STATEMENT

내가 처음 알렉을 만났을 때, 나는 그때까지 북한에 다녀온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나는 알렉이 

단순히 미스터리한 나라를 여행했다는 점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관광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평양에서 일본인 아내와 결혼식까지 했다니! 당시, 나는 알렉의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후 나는 알렉의 SNS를 팔로우하기 시작했고, 이 미스터리로 가득 찬 나라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면서 점차 평양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올린 사진들에 익숙해졌다. 그러던 중, 알렉은 평양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고, 그가 포스팅하는 이미지들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가 보여준 이미지들은 닫혀 있는 

어떤 사회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알렉은 북한에서 유일하게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실에 갑자기 팔로워가 늘었다. 이를 지켜보던 나는 알렉이 이 특별한 액세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기록하고 싶어졌다. 상황은 급격히 바뀌었다. 알렉의 갑작스러운 억류와 북한으로부터의 추방. 알렉의 세상을 

향한 관점은 뒤죽박죽이 되었다. 이 영화에서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한 청년을 

볼 수 있다. 그는 너무 순진했던 걸까? 오만했던 걸까? 혹은 더 큰 인간주의적인 면모가 있었을까? 우리는 

억류와 동시에 바뀌어 버린 알렉의 상황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노력하는 그의 

갈등 상황을 들여다본다. 더이상 그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없고, 사랑하는 나라에 갈 수 없어 상실감을 

느낀다. 알렉의 이야기로 영화는 더 깊은 질문들을 던진다. 우리는 억압적인 체제와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나라인 북한과 그 사회에 우리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알렉은 그가 찍은 모든 영상물, 억류 당시의 상황, 그의 미래에 대해 고심하는 모든 상황을 촬영할 우리의 

여정을 허락했다.

Before I met Alek several years ago, I had never met anyone who had been to North Korea. 

I could not believe it - not only had he travelled to this mysterious country, he had started a 

business offering tourists a North Korea experience that was centered on language and a 

cultural exchange. He even married his Japanese wife in Pyongyang. It is clear that Alek’s 

connection to North Korea is deeply rooted. I followed Alek on social media and began to 

see glimpses of this mysterious country through the pictures of his tours. Soon, though, 

the imagery became familiar and began to repeat the same statues, buildings and vantage 

points from a staged and consistent journey that all tourists take through Pyongyang. 

However, the images he posted shifted when Alek later entered Pyongyang as a student. 

The details he exposed offered a unique view into an otherwise completely closed society. 

Alek quickly became the most followed (and only) Twitter user posting from inside the 

DPRK; I was hooked. I have always wanted to document Alek’s unique access and how he 

used it.

바심픽쳐스 | mjoasis@naver.com

기획창작집단 ‘바심’은 5명의 여성들로 구성된 창의적이고 유쾌한 집단이다. ‘바심’은 국내 방송뿐 아니라, 아시

아를 비롯해 전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여, 전 세계인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한다.

Bassim Pictures | mjoasis@naver.com

Bassim Pictures was established in 2003 with 4 writers and 1 producer. Bassim has 

produced many documentaries for TV broadcasters, such as Born in 1945, Mr. Taylor's 

house, A Girl and a Shipwreck and is currently making a documentary about International 

Korean war veterans The Last Wish.

PRODUC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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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PRODUCER

클레어 샌포드  Claire SANFORD   
sanford.claire@gmail.com

이미진  LEE Mijin
mjoasis@naver.com 

The Wind Should Be Heard Not Seen (2017) | 

감독

2018 캐나다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The Wind Should Be Heard Not Seen (2017) | 

Director

2018 Hot Docs

소녀와 난파선 (2017) | 프로듀서

2017 서울환경영화제 

올드마린보이 (2017) | 프로듀서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보이후드, 그 해 여름 우리는 뜨거웠다 (2017) | 프로듀서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A Girl and a Shipwreck (2017) | Producer

2017 Seoul Eco Film Festival

Old Marine Boy (2017) | Producer

2017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Boys and Bows (2017) | Producer

2017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플라이 백 Fly Back

한국｜한국어｜80분｜MOV     Korea | Korean | 80min | MOV

대한항공 재벌일가의 갑질에 저항하는 직원들이 가면을 쓰고 거리로 나선다.

Employees who resist the power trip of the Korean Air chaebol family wear masks and go 

out into the streets.

투자, 영화제, 세일즈 및 

배급

Financier, Film Festival, 

Sales&Distribution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BUDGET

￦120,000,000

Approx. $120,000

FINANCING IN PLACE

￦14,900,000

Approx. $14,900

GOAL

기획개발 2018.05 - 2018.10

제작 2018.11 - 2019.12

후반작업 2020.01 - 2020.07

제작완료 2020.07

Pre-production  2018.05 - 2018.10

Production  2018.11 - 2019.12

Post-production  2020.01 - 2020.07

Completed  2020.07

PRODUCTION SCHEDULE

사회&인류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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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STATEMENT

대한항공 재벌 일가의 갑질 사건이 모든 언론을 장식하고 있던 2018년 5월, 가면을 쓴 대한항공의 기장, 

승무원, 정비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싶다는 그들의 목소리는 전파를 탔지만, 

회사는 바뀌지 않았다. 익명의 힘을 빌려 앞장섰던 이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 

궁지에 몰린 이들은 뭉치기로 했다. 그렇게 대한항공의 네 번째 노동조합이 탄생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재벌 갑질에 분노한 대한항공 직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좇으며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가면에 의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노동조합까지 만들어낸, 평범하지만 특별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갑질의 시간’들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May 2018 - when the Korean Air chaebol family’s abuses of power become public in the 

media, Korean Air captains, crew, and mechanics took to the streets wearing masks. 

Their voices, stating that they wanted to be treated with respect at work, are broadcast 

but the company has not changed. As the anonymous leaders’ identities are disclosed, 

they are penalized by the company. Forced into a corner, they decide to get together. As 

a result, the 4th labor union of Korean Air is born. This documentary follows the Korean 

2018년 4월 대한항공의 물컵 갑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 사이에 작은 파문이 인다. '관리자'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대한항공 내부 직원이 회장 일가의 갑질 제보를 위한 익명 단톡방을 만들면서 '재벌 갑질'은 

전국적 이슈가 되고, 용기를 낸 직원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저항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2014년 땅콩 회항 

이후 회사의 불이익과 동료의 따돌림을 받아 온 박창진은 회사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집회 준비를 

맡고, 집회를 위해 모인 대한항공 직원들은 게릴라 집회를 준비한다. 회사의 추적을 피하고자 집회의 참가자는 

모두 가면을 쓰기로 하고 모이는 시간과 장소를 철저하게 비밀에 부치지만, 참가자들의 얼굴 사진과 실명이 

공개되며 집회 참가자였던 정비사 세 명은 갑작스러운 지방 발령을 받게 된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직원들은 

분열되기 시작하고 얼굴과 이름을 밝히기로 한 7명만이 모여 새로운 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를 

결성한다. 새로운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객실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두 여성, 정지은과 편선화는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 가면을 벗을 채 실명을 밝히고 자신들의 노동에 대해 당당히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There is a small ripple among employees when the Korean Air ‘water cup incident’ was 

reported to the media in April 2018. An employee inside Korean Air, under the nickname 

‘manager’, created an anonymous chatroom where people could report the abuses of 

power by the chairman and his family, and as ‘chaebol power trip’ became a national 

issue, a movement of resistance began among the courageous employees. Park Chang-

jin, who had been bullied by colleagues and penalized by company peers since the 2014 

‘peanut incident’, thinks it is the last chance to change the company and takes charge of 

the preparations as Korean Air employees gather to prepare for the guerrilla rally. To avoid 

the company’s wrath, all participants in the rally plan to wear masks and keep the time 

and place of gathering a secret. However, as their faces and real names are disclosed, 

three mechanics who attended the rally are suddenly transferred to the provinces. In this 

confusing situation, the employees become divided and only seven people who decide to 

disclose their names and faces gather to form a new labor union - ‘Korean Air Employees’ 

Alliance.’ To protect the new labor union, two women who are working as cabin crew, Jung 

Ji-eun and Pyeon Seon-hwa create a YouTube channel. With their masks removed, they 

disclose their real names and proudly start talking about their work.

SYNOPSIS

사회&인류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Air employees, angry with the chaebol’s power trip, in the process of creating a new labor 

union and captures them as they seek their rights as workers. We should look into the 

deeply rooted ‘abuse of power’ in Korean society through the voices of these ordinary but 

special workers who started to voice their opinions with the help of masks and the creation 

of a new labor union.

지킬필름 | jikylfilm@gmail.com 

함께 사는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 영화를 만듭니다.

JIKYL Film Production | jikylfilm@gmail.com

We make films to protect the precious things of the world where we live together.

PRODUCTION COMPANY

DIRECTOR & PRODUCER

앨리스 죽이기 (2017) | 감독

2018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8 인디다큐페스티발 - 관객상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용감한 기러기상

To Kill Alice (2017) | Director

2018 Hot Docs

2018 Seoul Independent Documentary Film Festival - Audience Award

2017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 Brave New Docs Award

김상규  KIM Sangkyu 
pd39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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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첫키스전 #NeverBeenKissed

베트남 | 베트남어 | 90분 | DCP, MOV     Vietnam | Vietnamese | 90min | DCP, MOV 

30살을 앞둔 두 여자 친구. 둘은 인생에서 놓친 조각들을 찾아 나선다: 첫 키스, 그리고 그 키스를 담은 첫 영화.

Two female friends pick and choose their missing puzzles before they hit 30: a first kiss, 
and a film on that kiss.

제작 지원, 투자, 공동제작, 

영화제

Funding, Financier, Co-

producer, Film Festival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BUDGET

약 ￦111,299,000

$111,299 

FINANCING IN PLACE

약 ￦6,199,000

$6,199 

GOAL

기획/개발 2018.06 - 2018.12

제작 2019.01 - 2020.04

후반작업 2020.04 - 2020.08

완성 2020.08 - 2020.09

Pre-production 2018.06 - 2018.12 

Production 2019.01 - 2020.04 

Post-production 2020.04 - 2020.08 

Complete 2020.08 - 2020.09

Hanoi Doclab | 약 ￦2,299,000

주베트남미국대사관 + 하노이 영화인재지원개발센터 | 

약 ￦200,000

동남아시아필름랩 | 약 ￦3,700,000

Hanoi Doclab | $2,299

U.S Embassy in Vietnam + TPD Hanoi | $200

Southeast Asian Film Lab | $3,7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DIRECTOR`S STATEMENT

사춘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20살 혹은 30살의 나를 상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와 내 가장 친한 친구 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28살이 된 지금, 나는 영화를 만들고, 리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다. 무엇이 문제냐고? 

내 친구는 모태솔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고작 영화 일이나 하는 문제 많은 딸이 

되어버렸다. 부모님들의 눈에 친구와 나는 영락없는 실패작들이다. 뭐, 그렇게 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거랄까. 얼핏 키스와 영화는 아무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 둘은 많이 닮아있다. 자기 자신과 

남자애들을 이해해보려고 고군분투하거나, 키스를 할지 말지 고민하는 리나, 친구와 스스로를 이해해보고자 

이 영화를 만들려 씨름 중인 나의 모습이 별반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줄곧 억누르고 잊으려 했던 

생각과 감정들을 마주하게 된 나의 여정은 리의 여정과 겹쳐진다. 나는 이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대부분이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90년대 생인 우리들은 전쟁을 겪지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도 없다. 국가 개방 

정책 이후 서구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문화의 물결에 둘러싸여 자랐을 뿐이다. 변화에 들떠 호기심 왕성했던 

우리들은 자유롭게 새로운 가치관을 경험하고 싶었다. 또 한편으론, 동양의 가치관으로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중했다. 상반되는 두 가치관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쥐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망설여진다. 

부디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공감하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각자의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키스 한번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해온 절친 짱과 리. 둘은 일과 사랑,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꿈을 가졌더랬다. 

이제 28살이 된 리는 보기에 나무랄 것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인다. 세련되고 예쁜 외모에 명문대 출신으로, 

국제 은행에서 근무하며 사교 생활 역시 활발하다. 하지만 실상은 키스 한번 해본 적 없는 모태솔로. 결혼도 

못 하고 나이만 먹어가는 딸 때문에 걱정이 많은 리의 부모는 종교 행사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며 리의 짝 

찾기에 여념이 없다. 짱은 원래 인생 계획에서 벗어난 새로운 진로를 선택했다. 여성의 삶을 주제로 영화를 

만드는 영화 제작자가 된 짱.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런 그녀의 인생을 성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던 짱과 리는 자신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아보기로 한다. 리는 누구나 만나고 싶어 

할 만한 여자로의 변신을 꾀하고, 짱은 친구와의 이 달콤하고 쌉싸름한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며 온갖 

실수들과 씨름하게 된다. 재미와 고난이 교차하는 두 사람의 좌충우돌. 짱과 리는 오래전부터 꿈꿔온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누군가의 사랑을 찾아 헤매는 여정 속에서 리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그녀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Trang and Ly have been best friends since high school. They used to dream together: to 

be successful in career and in love. At 28, Ly seems to be leading an ideal life. She is good 

looking, modern, graduated from a top university, working for an international bank, and 

having a great social life. However, Ly has never kissed anyone and it’s driving her crazy. 

Her parents also go nuts over their daughter’s single status and take her to all kinds of 

spiritual ceremonies to find a cure. Trang has chosen a career path different from the one 

she had originally intended. She’s now a filmmaker who makes films about women issues, 

a choice her parents would hardly call a success. Together, Trang and Ly decide to turn 

their life upside down and make it less stressful by shooting a film about no one else but 

themselves. The girlfriends go through a series of fun but messy situations, with Ly trying 

to reinvent herself to become dateable and Trang wrestling with the mistakes in her first 

documentary about their bittersweet journey. Is it possible that Trang and Ly will achieve 

the dreams they once had? Will Ly learn to love herself in her journey to find love from 

others? And will what she finds make her happy and content?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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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어른이 된 것이 그렇게 끔찍한 일만은 아닐 테니 말이다.

Do you remember at 14, dreaming to be someone at 20 or 30? My best friend and I did. 

Now at 28, I make films and Ly works in an office. What seems to be the big deal? My friend 

is cursed with being single and I am, in the eyes of my parents, a rebellious daughter who 

doesn’t know better for choosing film after finishing my master. Both of us are somehow 

failures in our parents’ eyes. Well, I have decided to make a film about it anyway. A kiss 

and a film may sound like they have nothing in common, but to me 

they share lots of similarities. The way Ly struggles to understand herself and the boys, 

to kiss or not to kiss, is like me wrestling with the reasons I want to make the film, to 

understand my friend and even myself. Ly’s journey overlaps with my own in which I face 

the thoughts and emotions that I have tried to suppress and forget. During my research for 

this film, I talked to many people around our age. I realized that many of us millennials kids 

face very similar issues. We were born in the 90s, the children of peace. After the country 

was open, a new wave of cultures from Western countries rushed in and surrounded us. 

On one hand, we were curious and excited. We wanted to be free to experience those new 

values. On the other hand, we were raised with our parents’ Eastern values, the rules of 

the family, and we respect them just as much. Caught between those two opposites, we 

hesitate and get bewildered sometimes on deciding what to keep and what to let go. I hope 

that this story will resonate with people and help them along their path, wherever they are. 

And that perhaps after all, it is not such a terrible thing that you have never been kissed.

Hanoi Doclab + Flâneur Films

Hanoi Doclab + Flâneur Films는 다큐멘터리, 실험영화, 비디오 아트를 주력으로 하는 창작 센터이다. 

2009년 설립된 하노이독랩은 베트남 젊은 세대 독립 영화 제작자와 미디어 창작자를 양성하는 한편, 

지역 관객 개발에 힘쓰고 있다. 

Hanoi Doclab + Flâneur Films

A center for documentary and experimental films and video art. Doclab was created in 2009 

to help cultivate a new generation of Vietnamese independent filmmakers and media artists 

while encouraging the development of a local audience.

PRODUCTION COMPANY

DIRECTOR PRODUCER

다오 티 민 짱  DAO Thi Minh Trang

trangdao911@gmail.com

짠 쭝 히아우  TRAN Trung Hieu  
vincenthttran@gmail.com

A70 | Director, Screenwriter, Sound Mixer

2018 WAFM Confetti - Best Director, Best 

Actress

PINK LEMON | Director, Screenwriter

2016 Golden Lotus Bud for Best debut short film - 

Audience Awards

25 DAYS OF PEACE | Director

STORY OF THE SNOWMAN | Director

2012 United for Peace Film Festival - Peace Boat 

Prize

Dưới dốc viện Nhi | Producer 

2017 DocFest/DocPhet 

The Man Who Build Cambodia | Producer 

2017 DocFest/ DocPhet - Special Screening

전기, 실험, 생활, 사적&관점, 사회&인류

Biography, Experimental, Lifestyle, Personal&POV,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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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를 끊어라 Breaking the Cycle

태국 | 태국어 | 80분 | DCP     Thailand | Thai | 80min | DCP

태국 군사정권 아래 오랜 쿠데타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새 정치인 타나톤 쯩룽르앙낏(Thanathorn 

Juangroongruangkit). 두 명의 젊은 태국 영화 제작자들은 그를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찾으려 한다.

Under a military government, two young Thai filmmakers find their hope for democracy 
through Thanathorn Juangroongruangkit, a new politician who seeks to end this long 
lasting cycle of coup d’etats.

투자, 공동 제작, 방송

Financiers, Co-producer, 

Broadcaster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BUDGET

약 ￦263,000,000

$263,000 

FINANCING IN PLACE

약 ￦65,000,000

$65,000 

GOAL

기획/개발 2018.08 - 2018.11

제작 2018.11 - 2020.02

후반작업 2020.03 - 2020.10

완성 2020.10 - 2020.11

Pre-production 2018.08 - 2018.11

Production 2018.11 - 2020.02

Post-production 2020.03 - 2020.10 

Completed 2020.10 - 2020.11

Vertical Films | 약 ￦15,000,000

White Light Post - 후반작업 지원 | 약 ￦50,000,000

Vertical Films - Production Support | $15,000 

White Light Post - Post-Production Support | $50,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DIRECTOR`S STATEMENT

성숙한 사람이 되기는 힘들다. 특히 정치판에서는 더욱더 어렵다. 지난 20년 동안 성장해온 태국의 정치 

상황은 늘 혼란스러웠다. 대체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다 작년, 백만장자 사업가 

타나톤 쯩룽르앙낏이 정치인 입문을 선언하며 미래선진당을 결성하였고, 많은 이들이 그의 연설에 주목했다.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는 그를 지지했고 나 역시 그의 지지자 중 하나였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군사 쿠데타로 인해, 태국은  발전이 아닌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의문을 계기로, 나는  TJ가 

그의 신념을 이룰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의 행보를 함께 하며 나와는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결국 내가 고수해왔던 정치적 신념에도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태국의 변화를 희망하며, 태국 

정치사에서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다. 나의 이 여정에는 희망과 실망의 순간은 

에크와 사누크는 태국의 젊은 영화제작자들이다. 태국에서는 지난 87년간 13개의 쿠데타, 즉 평균 7년에 

한 번씩 쿠데타가 일어났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쿠데타는 2014년으로 이들이 대학 시절 때 일이다. 5년의 

군사 정치 이후 선거가 시행되지만, 이 역시 군정 장악을 위해 조작되고 만다. 에크와 사누크가 태국의 변화에 

기대를 저버린 그때, TJ라 불리는 타나톤 쯩룽르앙낏(Thanathorn Juangroongruangkit)이 미래선진당을 

결성, 출사표를 던진다. 독재 정치와 군사 정치에 맞선 미래 선진당은 TJ를 슈퍼스타로 만들었고 에크, 

사누크와 같은 젊은 유권자들은 다시 변화를 꿈꾼다. 우리는 두 젊은 영화 제작자의 시선으로 TJ와 

미래선진당이 일궈낸 거짓말 같은 비상, 의회 80 석 획득이라는 놀라운 승리, 그리고 군사 통치에 맞선 TJ의 

도전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날조된 이해 상충 의혹이 불거지고 TJ의 하위의원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의 

희망은 냉정한 현실에 자리를 내어주고 만다. 제작자들은 미래선진당이 정치 공방에 휘말리면서 TJ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진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은 물론 TJ를 지지하는 젊은 세대를 카메라에 담기로 한다. 체리는 

선거 운동 당시 TJ 팬클럽의 회장을 맡았던 회사원이다. 고등학생 쏨은 미래선진당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하는  

열혈 지지자다. 영화 전공생인 잉크 역시 기회가 될 때마다 시위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다. 에크와 사누크는 

선거를 겪으며 성장해가는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갈 예정이다. 체리, 쏨, 잉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믿는 변화를 얻어내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이다. 

Aek and Snook are young filmmakers from Thailand, a constitutional monarchy which has 

suffered 13 coup d’etats in the last 87 years: an average of one every 7 years. The most 

recent coup d’etat occurs in 2014, while both are in university. After 5 years of military rule, 

an election is called but rigged to ensure the military stays in control. Aek and Snook lose 

all hope of change until Thanathorn Juangroongruangkit, aka TJ, forms the Future Forward 

Party and throws his hat in the ring. The party’s stance against dictatorship and opposition 

to military rule turns TJ into a star and gives hope to young voters like Aek and Snook. 

Through the eyes of these two young filmmakers, we will witness the dream rise of TJ and 

his party, their unexpected victory of 80 seats in parliament, and the challenge to military 

rule. But when TJ is prevented from serving as an MP because of a trumped-up conflict of 

interest charge, reality sets in. As the party gets bogged down in politics, the filmmakers 

find their access to TJ restricted. So instead, they turn the camera on themselves and their 

generation of young TJ supporters. Cherry is an office worker and a leader of TJ’s fans 

group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Som is a high school senior who attends every FFP’s 

events. Ink is a film student who spends free time filming protests. Aek and Snook will 

follow these 3 subjects: Cherry, Som, and Ink as they all come of age in this election and 

ask themselves the question, “What must we do to create change that we believe in?”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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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스스로에 대한 회의감과 답을 찾으려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길 것이다. 

Turning into a person who has maturity is hard. But it’s harder when it comes to politics. 

For these 20 years of growing up,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ailand has always been in 

chaos. I don’t know which side to put my feet on. Last year, there’s a new political party 

which is led by Thanathorn Juangroongruangkit, a billionaire businessman who turns 

himself into a politician. The speeches he gave to people are an eye-opening. Many of 

us take on this idea, especially in the younger generation and I’m one of those who are 

marching along as his support. I believe that the cycle of military coup d'etats isn’t going 

to take Thailand any further. Instead, we're going backward. With this idea, I decide to 

follow this politician to see if he would succeed in his mission or not. But this journey also 

takes me to explore other different perspectives in this context which lead me to question 

my political standpoint. Therefore, I want to depict the whole picture of this significant 

moment of Thai Politics with the hope of change in Thailand. Along this journey, there will 

be moments of hope, disappointment, self-doubting, and struggling to find those answers.

Vertical Films | noorahaya.lt@gmail.com

Vertical Films는 2011년에 설립되었다. 영화의 사각 프레임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버티칼 시네마의 개념을 

사명(社名)으로 삼고, 전통적인 내러티브의 경계를 깨부수는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Vertical 

Films가 제작한 첫 영화는 리 차타메티쿨 감독의 <콘크리트 클라우드>다. 최근에는 사회 문제에 관한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담은 다큐멘터리 작품들을 개발 중이다.

Vertical Films | noorahaya.lt@gmail.com

Vertical Films was founded in 2011. Derived from the concept of vertical cinema, a proposed 

rethinking of cinema’s rectangular frame, it seeks to produce films and documentaries 

that cut through the boundaries of traditional narrative. Concrete Clouds, directed by 

Lee Chatametikool, was its first film production. Recently, the company is developing the 

documentary project reflecting the voices of the new generation regarding the social issues.

PRODUCTION COMPANY

DIRECTOR PRODUCER

에카퐁 사란사테  Aekaphong SARANSATE

a.saransate@gmail.com 

노라하야 라티  Noorahaya LAHTEE
noorahaya.lt@gmail.com

FON (2015) I Writer & Director

2015 Thai Short Film & Video Festival - Vichitmatra 

Award

2015 Young Thai Artist - Grand Prize

The Sea Recalls (2018) I Director

2018 Thai Short Film & Video Festival - Best 

Documentary

2018 Singapor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8 Ifva Festival

2019 SeaShorts Film Festival

2019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Soil Without Land (2019) I Editor

2019 Visions du Réel Film Festival

Call Me by Your Name (2018) I Post-Production 

Manager 

Pop Aye (2017) I Post Producer

Railway Sleepers (2016) I Post Producer 

Hello Again (2016) I Writer & Director

2016 Young Thai Artist - Distinguished Prize

Glowstick (2015) I Producer

2015 Cinequest Film Festival

2015 Thai Short Film & Video Festival - Jury Special 

Awards

사적&관점, 사회&인류

Personal&POV,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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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Singing in the Wilderness

중국 | 중국어, 묘족(토착)어｜85분｜MOV     China | Mandarin, Miao | 85min | MOV

중국의 외딴 산꼭대기 묘족 마을의 기독교 성가대. 이들은 한 공무원에 의해 존재가 발견되면서,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어 전 국민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된다. 마을을 향한 외부 세계의 관심이 갑작스레 집중되면서, 묘족의 젊은 청년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대한 갈망과 유혹에 맞서 믿음, 정체성, 그리고 사랑을 지켜야만 한다.

When an ethnic Miao Christian choir hidden on the most secluded mountain top village of 
China is discovered by a government official, it is transformed into a commercial site and 
becomes a national sensation. As the rest of the world suddenly becomes aware of the 
village, two young Miaos and the rest of the villagers must reconcile their faith, identity and 
love against their desires and temptations for materialism.

투자, 방송

Financier, Broadcaster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BUDGET

약 ￦309,416,000

$309,416

GOAL

기획개발 2015.12 - 2016.11

제작 2016.11 - 2019.09

후반작업 2019.02 - 2020.03

제작 완료 2020.02 - 2020.03

Pre-production  2015.12 - 2016.11

Production  2016.11 - 2019.09

Post-production  2019.02 - 2020.03

Completed  2020.02 - 2020.03

2016 중국 저우좡 프레시피치 - 자오치 | 약 \4,600,000

선댄스다큐멘터리펀드  | 약 \35,000,000

아시안사이드오브더독 아시안피치 (TAP) | 약 \100,000,000

산샤다큐멘터리펀드 | 약 \40,000,000, Tail Bites Tail Inc. | 약 \40,000,000

2016 Fresh Pitch - Zhao Qi | $4,600

Sundance Documentary Fund | $35,000

Asian Side of the Doc - The Asian Pitch | $100,000

Shanxia Documentary Fund | $40,000, Tail Bites Tail Inc. | $40,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FINANCING IN PLACE

약 \219,599,000

$219,599

DIRECTOR`S STATEMENT

중국은 성벽으로 세운 나라다. 이 벽은 우리에게 권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제해왔다. 내가 자란 

시안이라는 도시는 주변을 둘러싼 벽으로 집, 학교, 동네, 그리고 삶이 고립된 곳이다. 카메라를 통해 

자유로워진 나는 중국을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나는 외딴 곳에 사는 중국 소수 민족에 특히나 

관심이 많다. 이들의 터전이야말로, 모두가 같은 가치관, 이념, 그리고 생활방식을 강요하는 중국 주류 

사회로부터 벗어나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동부 도시의 물질적 풍요로움에 이끌려 소매치기를 하게 된 신장의 

이슬람교도 위구르족, 사원을 돌볼 시간이 부족해 미얀마에서 수도승들을 ‘수입’해온 윈난의 불교도 다이족 등, 

나의 전작들 역시 소수 민족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이번 작품을 통해 믿음과 정체성을 희생시킨 

대가로, 많은 부를 얻게 된 중국 고지대의 기독교 묘족을 다루고자 한다. 

China is a country built upon walls. They gave us power, but left us controlled. I grew up in 

Xi’an, a city with many walls that isolated my home, my school, my neighborhood and my 

life. My camera frees me to see China from outside the walls. I have a special interest in 

China’s ethnic minority groups in remote areas because to me, their enclave is an escape 

중국 윈난의 산꼭대기에는 고립된 묘족 마을이 있다. 지난 100년간 있었던 유일한 세상과의 접촉은 마을을 

기독교로 개종시킨 한 영국인 선교사와의 만남이었다. 그때부터 유럽의 찬송가를 부르는 묘족 성가대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한 공무원이 우연히 그들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갑작스레 그들은 

방송에서 맘마미아를 부르게 된다. 이 영화는 어린 두 묘족의 사적인 이야기이자 이들의 믿음, 정체성, 그리고 

사랑이 물질주의가 팽배한 중국의 현실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 탐구한다. 핑은 마을 최고의 미인이다. 바깥 

세상을 접한 그녀는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알게 된 한 소년과 사랑에 빠진다. 소년은 핑을 위해 새 교회를 

짓기로 약속한다. 소년과 결혼해 아들을 낳고 나서야, 핑은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비 

선교사 쉥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설득하려 하지만 결국 스스로 변하고 만다. 개발업자들이 성가대의 

명성에 이끌려 마을에 몰려오고, 아내의 요구에 따라 3층짜리 저택을 지으며 빚까지 지고 말았다. 어느 날, 

그는 자살을 시도한다. 한편, 핑은 쉥의 저택을 부러워하며 도시에서 일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욕망 가득한 세상에서 돈과 삶의 의미라는 딜레마에서 고민하는 모두를 연결한다. 

On a mountaintop in Yunnan China, a secluded Miao village exists. Their only encounter 

with the outside world in the past 100 years was through a British missionary who 

converted the village into devout Christians. Since then, the beautiful voices of a Miao 

choir singing classic European hymns carry over the mountains. But then, a government 

official discovered them by accident and all of a sudden, they are singing Mama Mia on 

national television. This is an intimate story about two young Miaos and how their faith, 

identity, and love are challenged when they step into the real world of materialistic China. 

Ping is the beauty of the village. After seeing the world, she fell in love with a boy through 

Internet dating, who promised to build a new church for her. After getting married and 

having a boy, she discovered the promise was a lie. Sheng is planning to become a 

missionary and determined to help the rest of China to accept Jesus, but ultimately finds 

he is changed. Because of the fame of the choir, developers flocked into the village and 

his wife demanded he build a three-story mansion which put them in severe debt. One day, 

he attempts suicide. On the other hand, Ping becomes jealous of Sheng’s mansion, and 

now debates whether to work in the city. This film connects everyone who is caught in the 

dilemma of money and meaning in a world filled with desires.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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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mainstream Chinese society where we are forced to have the same values, ideology 

and lifestyle. I have filmed the Muslim Uighurs in Xinjiang who were attracted by the 

material abundance of the eastern metropolises and came to pickpocket; the Buddhist Dai 

in Yunnan who no longer have time to be in the temple themselves thus imported monks 

from Myanmar; and this time, the Christian Miao in the highlands of China. Even though the 

villagers achieve greater wealth, it is at the cost of the death of their faith and identities.

Tail Bites Tail LLC | violet.feng@gmail.com

Tail Bites Tail LLC는 에미상 후보에 올랐던 감독 겸 프로듀서 첸동난 감독이 2013년 설립한 제작사다. 

중국과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다큐멘터리 제작사로, 동시대 중국에 집중한 논픽션 장편 다큐멘터리, 

단편 다큐멘터리 및 시리즈를 주로 제작하고 있다. 

Tail Bites Tail LLC | violet.feng@gmail.com

Tail Bites Tail LLC is a documentary production company based both in China and New York. 

We produce non-fiction content including feature length documentaries, documentary shorts 

and series especially about contemporary China. The company was founded by Emmy 

nominated director and producer CHEN Dongnan in 2013.

PRODUCTION COMPANY

DIRECTOR PRODUCER

첸동난  CHEN Dongnan

nanchen1895@yahoo.com

바이올렛 두 펑  Violet Du FENG
violet.feng@gmail.com

The Trail from Xinjiang (2013) | Director

2014 Asian Americ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AAIFF) - Best Documentary Short

Sound of Vision (2012) | Director

2013 New & Documentary Emmy award

Confucian Dream (2019) | Producer

2019 Hot Docs

2019 Karlovy Vary Intl. Film Festival - Special Jury 

Prize

Maine-land (2017) | Producer

2017 SXSW Film Festival - Special Jury Award

24th Street (2017) | Executive Producer

2017 IDFA

Please Remember Me (2015) | Producer

2016 GZDoc – Golden Kapok Award

2015 IDFA 

Nanking (2007) | Co-Producer

돌의 여정 Epic of a Stone

네덜란드, 중국, 프랑스, 그리스 | 중국어, 영어, 그리스어 | 85분 | DCP

Netherlands, China, France, Greece | Chinese, English, Greek | 85min | DCP

그리스에서 채굴된 하얀 대리석의 오디세이 여정을 통해 중국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세계 소비시장과 

그 소비시장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깊게 살펴본다.

A piece of white marble stone mined in Greece embarks on an Odyssey journey due to 

global consumption driven by the Chinese domestic market. Epic of a Stone investigates 

the current role of China in global consumption. 

FINANCING IN PLACE

약 \152,000,000

$152,000

기획/개발 2018.05 - 2019.04

제작 2019.05 - 2019.11

후반작업 2019.11 - 2020.05

완성 2020.05 - 2020.06

Pre-production 2018.05 - 2019.04

Production 2019.05 - 2019.11

Post-production 2019.11 - 2020.05 

Completed 2020.05 - 2020.06

Muyi Film | 약 ￦20,000,000

Black Fin | 약 ￦20,000,000

그리스 국영방송 ERT | 약 ￦12,000,000

ARTE G.E.I.E. | 약 ￦70,000,000

프랑스국립영화센터 (CNC) | 약 ￦30,000,000

Muyi Film | $20,000, Black Fin | $20,000

ERT  | $12,000, ARTE G.E.I.E. | $70,000

CNC | $30,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BUDGET

약 ￦305.000.000

$305,000

GOAL

선판매, 방송, 영화제

Pre-sales, 

Broadcaster, 

Film Festival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종교, 젠더, 사회&인류

Faith-Religion, Gender&Sexuality,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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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STATEMENT

그리스에서 장편 다큐멘터리 데뷔작 <항구의 여인>을 만들 때, 그리스 대리석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중국 

사업가를 만났다. 당시 나는 이 대리석 뒤에 숨겨진 놀라운 글로벌 상업적 연결고리에 관해 알게 되었다. 

대리석은 서양 문명의 상징이기도 하거니와, 중국과 유럽 사이를 오가는 오늘날의 오디세우스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 즉 이민, 서양 문화의 복제 및 과도기의 중국 상황을 함께 엮어주었다. 또한 대리석처럼 동서양을 

‘방황’하는 사람들을 만나 당혹감과 무력감의 복잡한 감정을 그들과 공유했다. 이야기는 3단계로 나뉜다. 

광산 산업의 과정인 석재 채굴, 선적, 가공이 단계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통해 자본, 생산자, 그리고 

원료 사이의 관계를 시각화한다.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회 및 경제 계층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

지 분석하고, 경제 사슬을 따라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개인들의 삶을 클로즈업하여 인간의 

운명을 거대한 글로벌 자본주의와 대조하여 보여준다.

When making my debut documentary feature Lady of the Harbour in Greece, I met Chinese 

businessmen who owned Greek marble mines. I soon discovered the surprising global 

commercial trade behind marble stone. Marble stone is a symbol for Western civilization 

중국을 “세계 공장”으로 묘사한 영화들과는 달리, 이 영화는 “세계 구매자”로서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려 시도한다. 그리스에서 캐낸 대리석은 중국으로 운송되어 서양식 제품으로 재탄생하고, 

대부분은 중국에서 판매되거나 유럽으로 다시 배송되어 중국 관광객에게 판매된다. 대리석의 여정은 영화 속 

각각의 이야기들과 엮여 다양한 사회 계급과 문화적 배경을 나타내는 장소와 개인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다룬다. 즉, 금융 위기 동안 그리스 대리석 광산을 인수한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는 중국인 사장, 유럽 스타일을 

모방하여 중국에서 성공한 프랑스 사업가, 기념품 공장에서 자랐으나 해외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아이들, 

유럽에서 결혼식을 꿈꾸는 중산층 커플을 포착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중국 안에서 소비에 의해 

주도되어온 여러 계층의 글로벌 경제 체인을 조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그리고 왜 서양 문화가 

중국으로부터 존경받고, 복제되고, 전환 되고, 소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중국 경제가 

둔화하기 시작하고, 미-중 간 긴장이 심화하여가는 와중에 영화는 ‘먹이 사슬’의 붕괴와 개인의 운명이 

“중국화”라는 거대한 경제 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대조한다. 

Different from films portraying China as the ‘world's factory’, our film attempts to reveal 

a new era where China plays the role of ‘world buyer.’ After being mined in Greece, a 

piece of marble stone is shipped to China and made into Western style products. Most 

of them will be sold in China, or shipped back to Europe to be sold to Chinese tourists. 

The journey of the stone will connect various individual stories in our film. We capture the 

meaningful details of locations and individuals representing diverse social classes and 

cultural backgrounds, such as the proud Chinese boss who bought the Greek marble 

mine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he French businessman whose success in China is 

based on copying European style, kids who grow up in a souvenir factory but never go 

abroad, middle-class couples who dream of weddings in Europe, and so forth. Through 

their stories, we investigate the multi-layered global economic chain driven by Chinese 

domestic consumption, and reflect on how and why Western cultures are being admired, 

copied, acquired and consumed by China during the past few decades. As the Chinese 

economy slows down and US-China tensions intensify, the film captures the breakdown of 

this ‘food chain’, contrasting the fate of individuals in the massive economic phenomenon 

of ‘Chinaisation.’

SYNOPSIS

사적&관점, 사회&인류

Personal&POV,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and its modern Odyssey between China and Europe contains themes that interest me, such 

as immigration, imitating Western cultures, and China in transition. I encounter people who 

‘wander’ like the stone between the East and West, with whom I share a complex feeling 

of embarrassment and helplessness. The narrative has 3 layers - through focusing on the 

details of industrialization i.e. how the stone is mined, shipped, processed, we visu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producer and material. We also analyze the complexity of 

diverse social and economic layers through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nd focus on the 

lives of individuals from different social/cultural background along the chain, to explore 

how human lives are connected to massive global capitalism.

Muyi Film | www.muyifilm.com | www.silkroadfilmsalon.com | jia@muyifilm.com

Muyi Film은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제작사로, 다양한 문화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회사 내 

다문화팀을 운영하며 네덜란드/유럽 및 중국/아시아의 신진/기성 감독들과 협력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을 담은 국제적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목표로 한다.

Muyi Film | www.muyifilm.com | www.silkroadfilmsalon.com | jia@muyifilm.com

Muyi Film is a production house based in Amsterdam which focuses on documentary films 

with intercultural themes. The company works a multi-cultural team and collaborates with 

emerging and experienced directors from the Netherlands/Europe and China/Asia. The 

mission of the company is to create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s that embrace cultural 

differences and express respect for human lives.

PRODUC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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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PRODUCER

션 왕  Sean WANG

oasisim@163.com 

자오지아  ZHAO Jia
jia@muyifilm.com

Huis Away From Home (2014) I Director 

2013 China Documentary Academy Award - Best 

Student Film

Chinese Canvasser (2015) I Director 

Lady of the Harbour (2017) I Director 

2017 IDFA

Kabul, City in the Wind (2018) | Producer

2018 IDFA - Opening Film

2018 IDFA - Special Jury Award

Lady of the Harbour (2017) | Producer

2017 IDFA

The Crow is Beautiful (2017) | Co-Director

2017 IDFA 

Fallen Flowers Thick Leaves (2017) | Co-

Producer

2016 IDFA

Angelus Novus (2015) | Producer

2015 IFFR

Mr. Hu and the Temple (2015) | Producer

2015 IDFA

사랑이 떠나간 후 Born to be Second

중국｜중국어｜90분｜DCP     China | Mandarin | 90min | DCP

지진이 중국의 한 도시를 폐허로 만든 후, 5,500여 가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잃어버린 아이를 대신할 아이를 

만들려 한다. <사랑이 떠나간 후>는 고통스러운 과거에 시달리며 불확실한 내일을 살아가는 두 가족을 그렸다.

After an earthquake razed a Chinese city to the ground, over 5,500 families try to replace 
the children they lost in order to move on with their lives. Born to be Second follows two of 
these families haunted by their painful past as they build towards an uncertain tomorrow.

공동 제작, 투자, 방송

Co-producer, Financier, 

Broadcaster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BUDGET

약 ￦399,633,000

$399,633 

FINANCING IN PLACE

약 ￦218,444,000

$218,444

GOAL

기획개발 2017.06 - 2017.12

제작 2018.01 - 2020.02

후반작업 2019.06 - 2020.06

제작 완료 2020.07 - 2020.08

Pre-production  2017.06 - 2017.12

Production  2018.01 - 2020.02

Post-production  2019.06 - 2020.06

Completed  2020.07 - 2020.08

중국 서호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IDF 베스트피치상 | 약 \17,000,000

Catapult Film | 약 ￦20,000,000

알 자지라 다큐멘터리 | 약 ￦19,000,000

NHK/NEP | 약 ￦42,765,000, 텐센트 | 약 ￦66,732,000

선댄스다큐멘터리펀드 | 약 ￦45,000,000

West Lake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 IDF Best 

Pitch Award | $17,000, Catapult Film Fund | $20,000

Al Jazeera Documentary | $19,000, NHK/NEP | $42,765

Tencent |  $66,732

Sundance Documentary Fund | $45,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142 143

D
evelopm

ent Fund
기

획
개

발
펀

드

P
ost-production Fund

후
반

작
업

지
원

펀
드

R
ough C

ut P
resentation

러
프

컷
 프

레
젠

테
이

션

D
M

Z
 P

roject Fund
D

M
Z

프
로

젝
트

펀
드

P
roduction P

itch
프

로
덕

션
 피

치

P
roduction P

itch - K
-D

oc C
urated

프
로

덕
션

 피
치

 - K
-D

o
c C

u
ra

te
d

DIRECTOR`S STATEMENT

<사랑이 떠나간 후>는 중국 사회의 기저에 깔린 부모-자식 관계를 탐구한다. 대부분의 서구 문학, 가치와는 

달리 전통적인 중국 문화는 개성을 장려하지 않는다. 기성세대는 한 사람, 즉 한 아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은 젊은 세대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영화 속의 부모들에게 있어 다른 아이를 갖는 것은 잃어버린 아이가 남긴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시도다. <사랑이 떠나간 후>는 중국의 관점에서 점차 발전하는 개인주의적 삶과 

정체성에 대한 정밀한 탐구 속으로 관객을 끌어들인다.

Born to be Second examines parent-child relationships, arguably the foundation of Chinese 

society. Unlike much of Western literature and culture, traditional Chinese culture does 

not celebrate individuality. Many in the older generations do not fully comprehend that one 

person—one child—can not be substituted for another. This puts tremendous pressure 

on the younger generation, but it does not deter them from finding their own identity. For 

the parents in our story, bearing another child is an attempt to fill the emptiness in their 

lives left by the ones they lost. Born to be Second leads our audiences through a complex 

examination in the evolving value of individual life and identity through a Chinese point-of-

view.

2008 쓰촨성 지진이 중국의 한 도시를 파괴한 후, 수천에 달하는 가족들이 그들의 유일한 아이를 잃었다. 

국가는 이 비극이 낳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들에게 둘째 임신 시도를 하락하였다. <사랑이 떠난 후>는 

이들 중 두 가족을 그린다. 메이와 그녀의 남편 쉥은 둘째 아들 츄안을 가졌고, 잉과 그녀의 남편 핑은 란란을 

딸로 입양하기로 했다. 6살이 된 츄안은 어느덧 죽은 누나의 나이에 가까워졌다. 이제 츄안은 부모가 자신에게 

지운 이상한 부담과 시간이 회복시키지 못한 상처에 관해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제 12살인 란란은 언제나 

잉과 핀이 자신의 친부모라는 말을 들었다. 더 어렸을 때 다른 곳에서 살았던 기억은 나지만 그녀는 부모님이 

들려주는 하얀 거짓말을 믿기로 했다. 얼마 있지 않아 진실의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가족은 서로를 

마주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두 가족은 지난 10년간 살아온 인생에 제동을 걸지도 모르는 중대한 시기에 

다다르고 있다. 

After the 2008 Sichuan earthquake razed a Chinese city to the ground, thousands of 

families lost their only child, and were permitted to try and have another, in an effort to fill 

the void created by this tragedy. Born to be Second follows two of these families. Mei and 

her husband Sheng had a biological son, Chuan, while their friends, Ying and her husband 

Ping, opted to adopt a daughter, Ran-Ran. Chuan, now 6, approaches the age of his late 

sister. He is starting to make sense of the unusual burdens his parents place on him, and 

of the wound that time has never healed. Ran-Ran, now 12, had always been told that Ying 

and Ping were her birth-parents. She can recall having lived somewhere else as a very 

young child, but has chosen to accept her parents’ white lie. Soon, fragments of the truth 

will emerge and the family will find it hard to face each other. Both families are arriving at 

critical junctures in their lives, challenging how they have been living for the past ten years.

SYNOPSIS

사회&인류, 청소년&어린이

Social&Human Interest, Youth&Children

KEYWORD

DIRECTOR PRODUCER

판지안  FAN Jian

travisfan34@hotmail.com 

리차드 량  Richard LIANG
lp300@yahoo.com

Still Tomorrow (2016) | Director

2016 IDFA - Special Jury Award 

My Land (2015) | Director

2016 Beijing Independent Film Festival - 

Best Documentary Award

The Next Life (2011) | Director

2011 Guangzhou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 Special Jury Award

Taxi (2008) | Director

2008 China Independent Film Festival - Top Ten 

Best Documentaries of the Year

The Road (2016) | Producer

Taiwan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 

Grand Prize

High Tech, Low Life (2013) | Co-producer

2013 The Grierson Trust - Best Newcomer 

Documentary

The Next Life (2011) | Producer

2011 Guangzhou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 Special Jury Award

S. 레오 창  S. Leo CHIANG

Our Time Machine (2019) | Director, Producer,

2019 Tribeca Film Festival - Best Cinematography

Out Run (2016) | Director, Producer, 

Cinematographer

2016 Los Angeles Asian Pacific Film Festival - 

Best Cinematography

Mr. Cao Goes to Washington (2013) | Director, 

Producer, Cinematographer

2012 Full Frame Documentary Film Festival - 

Inspiration Award

A Village Called Versailles (2011) | Director, 

Producer, Cinematographer

2011 Emmy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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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파피 I, Poppy

인도 | 힌디어 | 75분 | DCP     India | Hindi | 75min | DCP

평생을 바친 아편 재배는 하층 계급인 어머니가 사회적 인정을 받는 계기이자 아들의 학업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었다. 아들이 어머니의 아편 재배를 통제하는 부패한 마약국에 반기를 들면서 둘의 관계는 

위기에 처한다.

Farming opium poppies over her lifetime gives a lower-caste mother social status and 
the financial means to educate her son. Their loving relationship is tested when the son 
begins down the path of activism against the corrupt Narcotics Bureau, which controls his 
mother’s opium farming license.

FINANCING IN PLACE

약 ￦11,830,000

$11,830 

투자, 공동 제작

Financier, Co-Producer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BUDGET

약 ￦165,000,000

$165,000 

GOAL

기획/개발 2018.09 - 2019.04

제작 2019.05 - 2020.06

후반작업 2020.06 - 2020.11

완성 2020.11 - 2020.12

Pre-production 2018.09 - 2019.04

Production 2019.05 - 2020.06

Post-production 2020.06 - 2020.11

Completed 2020.11 - 2020.12

IDFA - IBF 펀드 클래식 (개발지원) | 약 ￦5,470,000

독엣지 콜카타 휘커스재단상 | 약 ￦3,600,000

독엣지 콜카타 베스트피치상 | 약 ￦2,760,000

IDFA | IBF Fund Classic (Development) | $5,470 

Whickers' DocEdge Bursary | $3,600 

DocEdge Kolkata Best Pitch (India) | $2,76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아이, 파피>는 구찌트라이베카펀드, 치킨&에그펀드, 알터시네재단,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크로스커런트펀드 등의 펀드에 신청해 지원 결

과 대기 중이며, 리스본 독스, 라이프치히마켓, IDFA아카데미 등에 초청 받았다. 

Along with the above, the film has already been applied to various funds whose results are awaited. These include Gucci Tribeca 

Documentary Fund, Chicken and Egg Fund, Alter Cine Foundation Grant, Hot Docs Cross Currents International and Catapult Film 

Fund. The film has also been selected to participate at Lisbon Docs, DOK Leipzig Co-Pro Market and IDFA Academy.

인도의 전통 카스트제도의 최하 계급인 달리트(불가촉천민) 출신인 발디바이는 대대로 이어온 양귀비 합법 

경작에 평생을 바쳐왔다. 인도에서 양귀비 경작은 부패한 마약단속국의 관리 대상이다. 양귀비 경작을 평생 

업으로 해온 만큼, 발디바이는 단속 관리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 그녀는 양귀비 농사에서 

번 돈으로 아들 공부도 시켰다. 정식 교육을 받게 된 건 집안 통틀어 그녀의 아들뿐이다. 마약단속국의 

직권남용을 알게 된 아들은 반대 시위를 시작하고, 모자 사이 역시 위태로워졌다. 아들이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하나, 생계 때문에 암시장거래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농부들에게 양귀비 가격을 제대로 지불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단속국 심기를 건드려 가족들이 곤란해지지 않았으면 한다. 아들의 시위 

때문인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마약단속국의 아편 농사 면허 갱신 허가가 더 까다로워졌다. 영화는 1년 

6개월에 걸쳐 두 번의 아편 재배 시기를 카메라에 담게 될 예정이다. 그 중 첫 번째 수확기에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얗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난 양귀비는 그 꽃잎이 떨어지면 단단한 양귀비의 꼬투리가 나오는데, 

이 사이로 흘러나오는 검붉은 액체가 아편이다. 한편, 발디바이의 반대에도 격렬해지는 아들의 시위 때문에, 

모자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결국 발디바이는 50년간 유지해왔던 아편 농사 면허를 박탈당하고 만다. 

모자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 나갈 것인가? 계속되는 갈등에도 새로운 국면이 찾아온다. 어머니가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던 아편 농사를 못하게 되자, “더이상 잃을 것이 없는” 아들은 반대 운동에 박차를 가한다. 

엄마와 아들은 이른 아침과 늦은 밤 몇 시간씩 서로를 마주하고, 그들의 대화와 침묵은 서서히 서로에게 쌓여 

각자의 세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 이미 무너져버린 시스템에 순응해 살아가야 할지, 문제를 싸워 

고쳐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 대가는 무엇인지. 이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는 56,000가구의 양귀비 재배 농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이다. 

Vardibai, a Dalit (low-caste) farmer, hails from a family of opium poppy farmers and 

has been legally farming opium all her life. The opium farming is controlled by a corrupt 

Narcotics Bureau. Over her lifetime, she has learned how to navigate the system. Farming 

opium gave her status and the financial means to educate her son, who became the first 

person in their entire family ever to get an education. But later, seeing the oppression of 

the Narcotics Bureau, he started to campaign against them, endangering their mother-

son relationship. The son wants the officials to raise opium rates paid to farmers and not 

make them resort to the black-market to make ends meet. His mother meanwhile just 

wants him to stop his activism so that her family is not put under undue pressure by the 

Narcotics Bureau. Her opium farming license is under threat as the officials are making it 

difficult for her to renew her annual license. The film takes place over the course of a year 

and half that spans two opium seasons. We enter their story in the first opium season. We 

see the mother lovingly sow poppies that bloom into beautiful white flowers. The flowers 

fall away to form hard poppy pods that when punctured ooze out a dark red liquid, opium. 

Alongside, the mother-son conflict develops and is heightened as the son keeps stepping 

up his activism even as his mother opposes it. This leads to a major development – the 

mother loses her opium farming license that she has relied on to farm for over 50 years. 

How will they navigate this new reality? The conflict remains but it changes course. The 

mother has to deal with having no opium in her field, the very crop that gave her respect in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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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And in her son’s words, “with nothing to lose” he is ramping up his activism. The 

mother and son meet each other for a few hours at a time, late in the night and early in 

the morning. Their conversations and silences, slowly piled one on top of the other, offer 

insight into their world. This mother-son story, in a microcosm, reflects the question that is 

faced by 56,000 opium farming families – should they reap the benefits of a broken system 

or try to mend it? And at what cost?

DIRECTOR`S STATEMENT

나의 가족은 400년 넘게 아편과 더불어 살아온 농부 공동체의 일부다.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삼촌 등 

친척 어른들이 마을에 둘러앉아 이 갈색 액체를 들이켜는 걸 봤다. 결혼식에서도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손에 

이 액체를 부어주고는 했다. 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정과 환대의 표시다. 하지만 마약국의 강압적인 

정책은 농부들을 압박하며 암시장으로 몰아가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농부들은 공정 가격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을 받으며 암거래로 내몰리고 있다. 이로 인해 오래 징역살이를 하거나 암거래상들에게 

더 심한 압박을 받기도 한다. 평균 6개월의 아편 수확기 동안, 마약국이 한 농가 당 지불하는 보상은 200불. 

2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는 금액이다. 영화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 지방 공동체의 문화를 이끌어내는 

한편, 동시대 농작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집중 조명한다. 시스템이 부패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선량한 농부들을 위협하고 갈취하는 단속기관에 자리를 꿰차버렸다. 나는 이 문제에 크게 공감했고, 

이를 대상으로 세밀한 담론을 끌어내고자 했다. 공동체와 뗄 수 없는 인연을 가진 사람이자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진 아편의 위상 변화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균형감 있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여러가지 외압이나 부담감으로 외부인을 두려워하는 현지 주민의 특성상, 공동체와의 가까운 인연 

덕에 외부인에게는 불가능한 접근이 가능한 것도 내가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이유이다. 

My family belongs to a community of farmers who have lived in close harmony with opium 

poppies for over 400 years. Ever since I was a kid, I have seen my grandfather, uncles and 

other elders of the village sit together and drink this brown liquid, opium. At weddings, 

they would sing songs and serve this brown liquid to each other in their palms. It was and 

continues to be a sign of friendship and hospitality. But presently, the oppressive policies 

of the Narcotics Bureau exert pressure on farmers and forces them to the black market 

putting the entire community in danger. The farmers are paid far below the fair prices for 

their produce and are encouraged to resort to trafficking. This puts them under risk of 

being jailed for long sentences or much worse in the form of pressure by the traffickers. 

Consider that for an average opium crop season of six months, the Narcotics Bureau 

pays a farming family close to USD 200 for their produce, and these rates have not been 

significantly revised for 21 years. The idea of the film is to observationally bring out the 

culture of this rural community along with shining a light on the issues that are faced by the 

present generation of farmers. The real beneficiaries, in a corrupt system, have become 

regulators who intimidate and extort. I feel strongly about this issue and this film is my 

attempt to build a nuanced discussion around this subject. I think I am the right person for 

this is because I am closely embedded with the community and I have a unique perspective 

on the position that opium poppies have held and the changes that they have seen over 

the years. Also, being closely embedded in the community gives me access unavailable to 

outsiders given locals’ fears of the various forces that are at play.

DIRECTOR & PRODUCER

비벡 차우다리   Vivek CHAUDHARY

vivekcaravan90@gmail.com 

GOONGA PEHELWAN (2014) | Co-Director, Writer

2015 National Film Award, India - Best Debut Film of a Director

사회&인류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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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블루 아일랜드 Blue Island

홍콩 | 광둥어 | 120분 | DCP     Hong Kong | Cantonese | 120min | DCP

3명의 남자가 과거 황량한 홍콩의 지울 수 없는 기억을 추억한다. 그들은 홍콩의 운명에 관해 이야기할 것인가?

Three men revisit an in-erasable part of their memories reminiscent of the desolate past of 
Hong Kong. Would they speak to the fate of Hong Kong?

FINANCING IN PLACE

약 ￦130,744,400

$130,744.4 

공동 제작, 투자, 영화제

Co-producer, Financier, 

Film Festival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BUDGET

약 ￦271,016,500

$271,016.5 

GOAL

기획/개발 2017.07 - 2018.03

제작 2018.03 - 2020.01

후반작업 2020.01 - 2020.05

완성 2020.06 - 2020.07

Pre-production 2017.07 - 2018.03

Production 2018.03 - 2020.01

Post-production 2020.01 - 2020.05

Completed 2020.06 - 2020.07

홍콩예술개발국 | 약 ￦24,651,000

홍콩 퓨어아트재단 | 약 ￦6,369,000

홍콩다큐멘터리이니셔티브 | 약 ￦19,109,000

부산국제영화제 AND펀드 | 약 ￦4,358,000

New Taipei Documentary Competition | 약 ￦6,257,400

the Asian Pitch | 약 ￦70,000,000

Hong Kong Art Development Council | $24,651

Pure Art Foundation | $6,369

Hong Kong Documentary Initiative | $19,109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Fund | $4,358

New Taipei Documentary Competition | $6,257.40

the Asian Pitch | $70,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60대의 레이먼드 영은 애국심 투철한 은퇴 사업가이다. 1967년, 청년 레이먼드는 홍콩의 애국 좌파 폭동에 

가담하기로 했다. 홍콩이 영국 통치를 받을 당시, 16살의 레이먼드는 폭동 선동 문구를 소지한 죄로 기소되어 

수감되기도 했다. 청년 지성인 찬학치는 1973년 문화혁명 당시 자유를 찾아 중국의 공산주의로부터 탈출했다. 

계곡과 강을 건너 성난 바다에서 겨우 살아남은 그는 홍콩으로의 망명을 택했다. 1989년, 홍콩대학 대표 

케네스 램은 베이징에서 열린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다. 천안문 사태의 대학살을 목격한 그는 현지 학생들의 

도움으로 그곳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이 영화는 시간의 흐름, 개개인의 삶과 운명을 통해 사랑과 증오, 

포용과 탈출, 약속과 배신으로 가득 찬 홍콩과 중국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준다. 레이먼드 영은 중국의 경제 

개혁 흐름을 타고 프랑스 텔레비전 튜브 조립 공장을 차렸다. 조국에 이바지하면서도 큰 돈을 번 레이먼드는 

자신만의 중국몽(中国梦, 차이니즈 드림)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찬학치는 오랜 시간 홍콩에서 일하며 

노쇠하고 병약해진 몸을 이끌고 매년 바다를 찾는다. 그 시절 난 바다를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던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램은 믿음과 신념을 모두 잃었음에도 오늘날 홍콩에서 민주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된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잊어버린 걸까, 그 시절 우리의 믿음을 아직도 

기억하는가, 우리의 기억, 진실 또는 거짓, 옳고 그름, 득과 실, 성공과 실패… 이런 감정들은 오늘날 홍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홍콩, 블루 아일랜드>는 기억과 믿음에 대한 것이다. 

Raymond Yeung, now a retired patriot businessman in his sixties. As a youth in 1967, 

he determined to join the patriotic leftist riot in Hong Kong. Charged with possession of 

seditious slogans, at sixteen he experienced prison incarceration under the British rule. 

Chan Hak-chi, an educated youth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flee from Communist 

China in pursuit of freedom in 1973. Traversing over valleys and streams, and barely 

survived from the raging seas, he found refuge in Hong Kong. In 1989, Kenneth Lam lend 

his support to the democratic movement in Beijing as a representative from Hong Kong 

University. He witnessed the carnage that was Tiananmen massacre, and escaped with the 

help of local students. With the torrent of time, through the lives and fate of the individuals, 

this film reflects on Hong Kong and China complicated relationship: love and hate, 

embrace and escape, commitment and betrayal. Raymond Yeung had established a French 

television tube assembly line under the waves of China’s economic reform. Contributing to 

the motherland meanwhile making a fortune, he is now able to render his unique Chinese 

dream. After working in Hong Kong for many years, despite his aging body that riddled with 

illness, Chan Hak-chi insist to visit the ocean every year, in remembrance of those who did 

not make it and lost their lives to the angry seas. Despite losing all faith and conviction, 

Lam becomes a human rights lawyer to help those who fight for democracy in Hong Kong 

today. This film is about memories and beliefs. When we are not young anymore, have we 

forgotten ourselves, do we still remember our beliefs? Our memories, true or false, right or 

wrong, gains or losses, success or failure; how do these sentiments continue to influence 

Hong Kong today?

SYNOPSIS

DIRECTOR`S STATEMENT

나의 전작 <YELLOWING>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는 한 젊은 활동가에게 질문했다. “지금부터 20년 후 현재의 

신념을 잃을까 두렵지 않나요?” 아직도 나는 스스로 반문할 뿐이다. “나는 신념을 잃었는가? 이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2014년 우산 혁명 이후, 홍콩은 외상 후 우울증에 빠졌다. 홍콩 

전체가 우울한 섬이 되었다. 이 도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작품 <홍콩, 블루 아일랜드>는 이 질문의 

답을 구하려고 한다. <홍콩, 블루 아일랜드>를 한창 제작 중인 2019년 여름, 홍콩에서는 범죄자 인도 조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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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Island Production Limited | blueislandprod@gmail.com

홍콩 기반의 다큐멘터리 제작 회사이다. Blue Island Production Limited가 제작한 다큐멘터리들은 많은 상을 

받았다. 앞으로 더욱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간의 증인이 되고자 한다.

Blue Island Production Limited | blueislandprod@gmail.com

Hong Kong based documentary production company. With several award-winning 

documentaries made, Blue Island Production Limited is striving for more high quality 

documentaries in the future. We are here to be the witness of time.

PRODUCTION COMPANY

DIRECTOR PRODUCER

찬치운  CHAN Tze Woon

chantzewoon@gmail.com   

피터 얌  Peter YAM
peteryam@ymail.com  

YELLOWING (2016) | Director 

2016 Yamagata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 Shinsuke Ogawa Award 

Being Rain: Representation and Will (2014) | 

Director 

2016 IFVA award

2015  Udine Far East Film Festival

2014 Fresh Wave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 Best Creativity Award

The Aqueous Truth (2013) | Director 

2015 Chinese Documentary Festival 

2014 IFVA 

Lost in the Fumes (2017) | Producer 

2018 HK Film Critics Society Awards 

2018 Taiwan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A Dream of Red Mansions: The Long Goodbye 

(2017) | Producer 

2017 Ryuichi Sakamoto International Short Film 

Competition

YELLOWING (2016) | Producer 

2016 Yamagata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 Shinsuke Ogawa Award 

실험적, 역사, 사회&인류, 전쟁&분쟁, 사회운동

Experimental, History, Social&Human Interest, War&Conflict, Social Movement

KEYWORD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나는 이 어려운 시점에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만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올해 천안문 사건 3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이 탄탄하게 경제 발전을 이뤄낸 사이, 

우리는 흐려져 가는 기억 속 진실을 향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은 함께 가슴이 아파했던 그 여름

밤을 쉽게 잊지 못할 것이다. 기억은 무엇인가? 왜 우리 중 어떤 이들은 기억을 잊고, 어떤 이들은 변해가는가? 

나는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던 시기에 식민지 홍콩에서 태어나 정치적, 사회적 대변동을 보며 

자랐다. 때문에 나는 내 정체성에 혼란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 영화를 통해 홍콩과 중국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해 파헤쳐보고 싶다. 

“Are you afraid that twenty years from now you will have lost your faith?” I questioned a 

young activist at the end of my previous film YELLOWING. Yet I can’t help but question 

myself, “Have I lost my faith? What will be the future of this city? Who will we become?” 

After the Umbrella Movement in 2014, Hong Kong descended into post-traumatic 

depression. The entire city became a melancholic island. What will be the future of this 

city? My film BLUE ISLAND try to answer this question. In the midst of our production, a 

larger movement ignited by extradition bill burst in Hong Kong in 2019 summer. I feel a 

strong responsibility to tell this story in troubled times. This year marks the 30th anniversary 

of the Tiananmen Square incident. We are in a battle for truth while memory fades through 

30 years of stable development in China. Like many Hong Kong people, that heartbreaking 

summer night could hardly be forgotten. But what is memory? Why do some of us forget 

or why do we change? I was born in colonial Hong Kong at the impending handover from 

Britain to China. I grew up during the times of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 which created a 

sense of confusion in my identity. I want to explore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Hong 

Kong and China through my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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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사각링 - 킨샤사 Ring of Hope

일본 | 링갈라어,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나이지리아어, 앙골라어 | 72분 | MOV

Japan | Lingala, English, French, Dutch, Nigerian Angola | 72min | MOV

콩고민주공화국 빈민가에 사는 한 소녀가 의외의 곳에서 희망을 찾는다. 그 희망의 원천은 바로 같은 동네 

주민인 괴짜 레슬러. 소녀는 그의 낙천주의와 끈기에 힘을 얻어 독립과 행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한다.

A girl living in the poverty-stricken slums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finds 

hope from an unexpected source for her future: an eccentric wrestler living in the same 

neighborhood. Inspired by the wrestler’s unwavering optimism and tenacity, she sets out 

on a journey of independence and happiness.

FINANCING IN PLACE

약 ￦85,000,000

$85,000

기획/개발 2017.03 - 2017.12

제작 2018.01 - 2020.10

후반작업 2020.11 - 2021.01

완성 2021.02

Pre-production 2017.03 - 2017.12

Production 2018.01 - 2020.10

Post-production 2020.11 - 2021.01

Completed 2021.02

NHK | 약 ￦25,000,000

야후재팬 | 약 ￦20,000,000

TEMJIN Co., Ltd | 약 ￦40,000,000

NHK | $25,000

Yahoo! JAPAN | $20,000

TEMJIN Co., Ltd | $40,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BUDGET

약 ￦410,250,000

$410,250

GOAL

투자, 방송, 공동 제작, 선판매

Financier, Broadcaster, 

Co-Producer, Pre-sales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주말이면 도시 사람들이 거리의 행렬에 이끌려 춤추고 환호한다. 어떤 남성 레슬러는 흑마술로 상대를 

물리치고, 여성 레슬러는 엉덩이를 흔들며 남성인 상대 선수의 주의를 흩뜨려 놓는다. 열 살 소녀 칸쿠비는 

시장에 얻은 음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엄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칸쿠비는 레슬링만 하면 엄마로부터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레슬링은 칸쿠비는 물론, 직업여성, 거리의 아이들, 마약 중독자 등 

경기를 구경하는 이들에게도 힘과 용기가 되어 준다. 콩고 사람들은 레슬러들의 퍼포먼스를 통해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모두 하나가 된다. 칸쿠비는 거리의 고아를 친구나 가족 대하듯 아끼며 레슬링을 

가르쳐 주는 레슬러 마시아에게 남다른 유대감을 느낀다. 마시아의 아내 나디아는 그가 시합 한 경기에 

1달러도 벌지 못하는 레슬링을 하루빨리 그만두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다그친다. 하지만 

마시아는 아직 그만둘 수가 없다. 그의 팀이 미국, 프랑스, 벨기에 레슬러들이 출전할 킨샤사 국제시합을 

주최할 기회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On weekends, a parade moves through the city streets, bringing out people to dance and 

cheer. A wrestler defeats his enemies with “black magic,” a female wrestler distracts her 

male opponents with her sexual hip dance. Ten-year-old Kankubi survives off of scraps 

in the marketplace. Driven by anger towards her mother, she sees the ring as her best 

chance for independence and happiness. Wrestling is a source of support and strength for 

both Kankubi along with the people who gather to watch – prostitutes, street children, and 

drug addicts. Despite their poverty and extreme hardships, the Congolese people find hope 

through the wrestlers and a ring that unites them all. Kankubi feels connected to Masia, a 

wrestler who discovered wrestling as an orphan in the streets, giving meaning to his life as 

it does for his friends and family. With wrestlers earning less than one dollar per match, his 

wife Nadia constantly urges him to quit and find a job that can support his family; however, 

he is not ready to give up. Masia’s team has high hopes of hosting an international match 

in Kinshasa, featuring wrestlers from America, France, and Belgium.

SYNOPSIS

DIRECTOR`S STATEMENT

콩고에 도착한 감독 우치야마 나오키는 상상과 다른 현실을 마주한다. 그는 이처럼 가난한 나라에서 어떻게 

저토록 수준 높은 레슬링 문화가 발전했는지 궁금해졌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는 답을 찾아 나섰다. 2017년 

10월, 현지 레슬링팀의 동의하에 촬영이 시작됐다. 그곳에서 감독은 레슬러 마시아와 가난한 어린 소녀 

칸쿠비를 만나 그들의 얘기에 주목하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칸쿠비는 분노와 설움으로 가득했고, 

절망을 탈출할 유일한 길은 레슬링과 마시아와의 관계라 보았다. 감독은 이 두 인물 사이의 소통 방식과 

킨샤사 국제시합을 주최하여 세계 화합의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현지 레슬러들의 꿈에서 감동과 영감을 

받았다. 나오키는 일본으로 돌아가 이 레슬러들이 암흑 속에서 희망과 힘을 찾는다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기획

하기 시작했다. 

Arriving in the DR-Congo, director Naoki Uchiyama encountered a very different reality from 

what he had imagined. “How could wrestling develop such a rich culture and following in 

this poor country?” he wondered. Captivated and intrigued, Naoki set out to search for an 

answer. Filming began in October 2017 with complete cooperation from the local wrestling 

club. While there, he became compelled to share the stories of a wrestler named Masia and 

an impoverished young girl named Kankubi. Despite being so young, Kankubi suffered with 

anger and sorrow, but saw a way out of her despair through wrestling and her bond with 

Masia. The director was touched and inspired by the interactions of these two as well a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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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eam of the local wrestlers to host an international match in Kinshasa, creating a place 

for the world to come together. After returning to Japan, Naoki began developing a project 

about these wrestlers and their ability to find hope and strength even in the harshest times.

DIRECTOR PRODUCER

우치야마 나오키  UCHIYAMA Naoki 

uchiyama@temjin.co.jp

히라노 마유  HIRANO Mayu
hirano@temjin.co.jp

Equator 360 Documentary series Episode 6: 

The Lives of People Deep Inside the Amazon 

Rainforest (2018) | Director 

Explorers (2017) | Director

Where is My Home? (2015) | Director

Only I Can Hear (2019) | Producer

Equator 360 Documentary series - Episode 6: 

The Lives of People Deep Inside the Amazon 

Rainforest (2018) | Producer

“Portrait of the Rainbow”: Photographer Leslie 

Kee takes portraits of 10,000 LGBTQ people 

living in Japan (2018) | Producer

“Red Children”: the stories of foreign children 

raised in China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2017) | Producer

TEMJIN Co.,Ltd. | http://temjin-tv.com | hirano@temjin.co.jp | +819 03590 5802

TEMJIN Co.,Ltd.는 1987년에 설립된 TV 다큐멘터리 제작 회사로, 중국을 중심으로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국제 공동제작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사업을 확장했다. 다양한 경력을 겸비한 

영화 제작자들로 구성된 자사의 팀은 이야기 속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동 작업자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얻고 있다. 시카고국제영화제의 실버 플라크 다큐멘터리상: 예술/인류 부문을 비롯하여 국내외 

각종 다큐멘터리상을 받았다.

TEMJIN Co., Ltd. | http://temjin-tv.com | hirano@temjin.co.jp | +819 03590 5802

Temjin Co., Ltd., TV Documentary production company established in 1987, has made 

numerous documentarie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China. We have expanded our 

operations to create highly-acclaimed projects around the world via international co-

productions. Our team of experienced filmmakers seeks to reveal the truth behind the 

story, earning us the trust and respect of our collaborators. We have won numer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awards for our documentary productions, including the Silver Plaque for 

Documentary: Arts/Humanities from the Chicag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PRODUCTION COMPANY

사회&인류, 청소년&어린이

Social&Human Interest, Youth&Children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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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MA – 아워홈 LOMA - Our Home

대만, 프랑스｜중국어, 아미어｜100분｜DCP     Taiwan, France | Chinese, Amis | 100min | DCP

한 대만 원주민 집단이 세상과 대결을 벌이지만, 세상은 이들이 서로를 대적하게 만든다. 이들은 예전의 

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A group of Taiwanese aboriginals fights against the world, but the world turns them against 
each other. Can they still be the tribe they once were?

FINANCING IN PLACE

약 ￦76,000,000

$76,000 

투자, 방송, 해외 

세일즈 및 배급

Financier, Broadcaster, 

International 

Sales&Distribution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BUDGET

약 ￦290,000,000

$290,000

GOAL

기획개발  2017.09 - 2018.10

제작  2018.11 - 2019.11

후반작업  2019.12 - 2020.05

완성 2020.06 - 2020.07

Pre-production  2017.09 - 2018.10

Production  2018.11 - 2019.11

Post-production  2019.12 - 2020.05

Completed  2020.06 - 2020.07

대만문화관광부 제작지원 | 약 ￦66,000,000

Volos Films | 약 ￦5,000,000

24 Images | 약 ￦5,000,000

TAIWAN Ministry of Culture Production Grant | $66,000

Volos Films | $5,000

24 Images | $5,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DIRECTOR`S STATEMENT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바로 이 철학적이고도 정치적인 질문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다. 우리 정체성을 단순히 혈연관계로 정의할 수 있을까? 한족과 원주민, 본토인, 그리고 현지 대만인, 

하카족, 그리고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 등 정체성의 다양성을 얘기하자면 예시가 넘쳐난다.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일 거다. 나는 산잉족이 토지 권리 인정 문제로 한족과 벌이는 갈등을 통해, 이 저항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이용되는지 탐구해보려 한다.

Who are we? This is the philosophical and political question that I wish to address with my 

film. Can our identity be defined by mere blood relations? Han and aboriginal, mainlanders 

and local Taiwanese, Hakka, foreign workers in Taiwan - we are certainly not short of 

examples when it comes to identity diversity, as is the case in many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rough the example of the Sanying trib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Han Chinese through their fight for land recognition, I wish to investigate how identity and 

opposition is often used for a political purpose.

2008년 2월 29일, 굴착기 한 대가 대만 동부 산잉 지역의 강기슭 옆을 지나간다. 굴착기는 30년도 더 전, 

아미스 부족이 구직난으로 산 위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사했던 나무집 옆에 정차한다. 지난 30년 사이 벌써 

7번째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된 것. 중국 민족 저널리스트 장이 아니었다면 아미스족은 마을을 8번째 새로이 

짓고 정부에서 보낸 굴착기가 마을을 파괴하는 날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장은 아미스족

에게 거리 시위로 이 문제를 세상에 알려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한다. 장을 선두로 그들은 주거 권리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고, 예술가들과 일반 대중이 이들의 싸움에 동참한다. 그사이 변화가 생겨났다. 장이 시작했던 

이 혁명은 원래의 색을 잃고 만다. 지원금이 들어오자, 피해자라 생각했던 이들이 오히려 장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장이 사람들을 잘못 봤던 것일까, 아니면 세상이 이 순박했던 사람들을 바꿔놓은 것일까? 

On February 29th, 2008, an excavator drives by the riverbanks in the community of San-

Ying, in the eastern part of Taiwan. He stops by a bunch of wooden houses where the tribe 

of Amis previously lived, yet more than 3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ck of jobs pushed 

them to move their village up into the mountains. This is already the seventh time they’ve 

moved in 30 years. If it weren’t for ethnic Chinese journalist Mr. Jiang, the Amis tribe would 

have built their village again for the eighth time, and waited for the excavator sent by the 

government to come and destroy it once more. But this time is different. Mr. Jiang asks - 

why don't you take this out on the streets? Led by Mr. Jiang, they start a fight for their right 

to housing in which they're joined by artists and the general public. But in the meantime, 

something changes. The revolution that Mr. Jiang started is not what it used to be, and 

when money flows in, those he considered the victims slowly become the oppressors. Did 

he make a mistake, or did the world change those simple people?

SYNOPSIS

VOLOS FILMS | stefano@volosfilms.com

2018년, Volos Films는 대만 타이베이를 기반으로, 이탈리아 프로듀서 Stefano Centini가 설립했다. 그는

이탈리아 CSC 졸업 후, 국립대만예술대학교에서 영화와 TV프로덕션을 공부했다. 대만 문화부에 의해 제작된 

단편 Nia’s Door (2015 부산국제영화제 - 선재상), 장편 다큐멘터리 Absent Without Leave (2016 싱가폴국

PRODUC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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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PRODUCER

후앙후이천  HUANG Hui-Chen

huizhenh2010@gmail.com

스테파노 첸티니  Stefano CENTINI
stefano@volosfilms.com

Small Talk (2016) | Director

2017 Teddy Award

ABSENT WITHOUT LEAVE (2016) | Producer

2016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6 Singapor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Audience Choice Award

제영화제 - 관객상), 홍콩의 흥행작 Ten Years를 위한 대만 편 The Sleep (2018) 등 여러 단편과 장편 영화를 

제작했다. 또한 그는 EAVE의 멤버이자 베를린 영화제 도쿄 탤런트의 졸업생이다. Volos Films는 유럽과 

아시아 일대의 국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주력하며, 두 대륙의 관객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재능 있는 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는 베를린국제영화제 테디 어워드 수상자 황후이첸의 다큐멘터리 

LOMA - Our Home (Paris Co-production Village, 2017 도쿄 탤런트)과 부준펑의 두 번째 작품 Dominion 

(Golden Horse FPP- CNC 어워드)이 있다. 독립, 아마추어를 기반으로 한 제작과 3Q 2020에 방영될 

「Secrets of the Ocean Tribes」 3부작 시리즈 등 HBO, National Geographic Channel과 같은 국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에 힘쓰고 있다. 2019년, Volos는 싱가포르의 Akanga Films와 Potocol, 

그리고 프랑스의 Fabrica Nocturna와 대만 남부에서 펼쳐질 야오지웨이의 첫 장편영화 Tomorrow is a Long 

Time의 공동 제작을 준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베를린국제영화제 탤런트 공동제작 마켓과 대본이 개발된 

Jerusalem Film Lab에도 선택되었다.

VOLOS FILMS | stefano@volosfilms.com

Volos Films was founded in 2018 by Stefano Centini, an Italian producer based in Taipei, 

Taiwan. After graduating from CSC in Italy, he relocated to Taiwan where he studied film 

and television production at the National Taiwan Art University. In Taiwan, he produced 

several short and feature films, including the short Nia's Door (2015 Busan IFF - Best 

Asian Short) funded by the Taiwan Ministry of Culture, the feature documentary Absent 

Without Leave (2016 SGIFF - Audience Choice Award) and the segment The Sleep (2018) 

for the Taiwanese installment of Hong Kong hit Ten Years. He is a member of EAVE and 

an alumni of Berlinale Tokyo Talents. Volos Films is committed to producing international 

content across Europe and Asia, bringing the voices of emerging talent in different genres 

to audiences across both continents. On-going projects include Berlinale Teddy Award-

winner Huang Hui-Chen's new documentary Loma - Our Home (Paris Coproduction Village, 

2017 Tokyo Talents) and Boo Junfeng's second film Dominion (Golden Horse FPP- CNC 

Award). In addition to its commitment towards independent and auteur-driven productions, 

Volos Films is also invested in the creation of original documentary series for international 

broadcasters such as HBO and National Geographic Channel, including a 3 parts series 

entitled 「Secrets of the Ocean Tribes「 that will broadcast in 3Q 2020. In 2019, Volos will 

also act as co-producer together with Singapore Akanga Films and Potocol, as well as 

French Fabrica Nocturna, for Yao Zhi Wei’s first feature film Tomorrow is a Long Time, that 

will take place in the south of Taiwan. The project was selected for the Berlinale Talent Co-

production Market and for the Jerusalem Film Lab where the script was developed.

사회&인류, 원주민 정책

Social&Human Interest, Indigenous Politics

KEYWORD



"Projects that delve into the past, present, and people"Production Pitch: 
K-Doc Curated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인물을 깊게 탐구하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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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싱 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Sewing Sisters:
Continuing the Legacy of JEON Tae-il

한국 | 한국어 | 90분 | MPEG4     Korea | Korean | 90min | MPEG4

2020년 전태일 분신 50년을 맞아 전태일의 어린 시다 출신 평화시장 여성 노동자들을 만나 당시를 회고하며 

현재를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 노동자들도 만나 달라진 환경에서의 노동 현장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다.

On the occasion of the 50th anniversary (in 2020) of the death of Jeon Tae-il, we speak to 

women who used to work as young seamstresses at Seoul’s Pyeonghwa Market in order to 

reflect upon the past and discuss the present. We also lend an ear to young contemporary 

workers whose vivid accounts show significant changes in working conditions.

투자, 배급

Financier, 

Distribution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BUDGET

\123,400,000 

Approx. $123,400 

FINANCING IN PLACE

￦63,750,000

Approx. $63,750 

GOAL

기획/개발 2018.01 - 2018.11

제작 2018.11 - 2020.02

후반작업 2020.02 - 2020.08

완성 2020.08

Pre-production 2018.01 - 2018.11

Production 2018.11 - 2020.02

Post-production 2020.02 - 2020.08

Completed 2020.08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다큐멘터리 부문 | 

￦40,000,000

서울영상위원회 서울배경 독립영화 제작지원 | ￦20,000,000

Korean Film Council Independent Film Production 

Support | $40,000

Seoul Film Commission Location Scouting Support | 

$20,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DIRECTOR`S STATEMENT

전태일을 폐병쟁이 깡패 정도로만 알고 있던 14살의 시다 소녀들, 그의 분신 후 ‘깡패가 다리 밑에서 죽었다'

라는 공장장의 말을 믿었던 시다들. 그녀들이 이소선 어머니의 노동 교실에서 공부하며 변해간다. 이소선 

어머니와 청계 피복의 친구들이 함께 어떻게 공부하고 전태일의 누이로 거듭나는지, 자신의 권리를 쟁취해 

나가는지 그녀들의 생생한 인터뷰로 만난다. 집에선 오빠와 남동생의 학비를 위해 공장으로 내몰리고, 

공장에선 번호로 불리며, 사회에선 공순이라 불리던 우리들의 할머니, 엄마, 언니들의 숨겨진 이야기와 

산업화의 제물로 바쳐지고 민주화의 공로자지만 학생들에 밀리고 남성 노동자에 밀려, 보이지 않는 존재로 

침묵하던 그녀들. 박정희 정권에도 그녀들은 일하며 투쟁했고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도 그녀들은 또 

일하며, 아이를 키우며 투쟁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기지 않은 시다들의 역사. 알려지지 않았던 노동의 

77년 9월 9일 청계피복노조의 이소선 석방과 노동 교실 사수 투쟁에서 ‘제2의 전태일은 여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죽겠다’라며 투신 시도를 하고 농성을 주도하다 1여 년 실형을 산 시다 출신 여성 노동자들을 40년 후 

만났다. 당시 평화시장은 아이들이 일을 했다. 청계 피복의 80%는 여성 노동자 바로 10대 소녀 시다들. 

상경한 노동자 가족 중 그녀들은 또래 친구들이 학교에 갈 때, 가정경제를 책임지려고 공장으로 갔다. 

그녀들의 열망은 학교, 바로 이소선 여사의 노동 교실이었다. 그 노동 교실 폐쇄 반대 투쟁을 하다가 빨갱이로 

불린 10대 소녀들의 수감기는 어처구니가 없다. 투쟁 당일인 9월 9일이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기념일이라는 것으로 빨갱이로 추궁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조에 들어가기 전에는 위축되고 공장에 

다니는 것을 창피해하고 했던 그녀들이 노조를 통해 자신감을 배워 뭐든지 해내는 당찬 여성 노동자가 되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빛나는 투쟁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역사 속에서 잊혀지게 되었다. 이제 당당하게 입을 연 

그녀들의 노동과 삶의 증언, 현재를 살고 있는 젊은 노동자들의 노동 현장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함께 영상화한

다. 기록되지 않는 기억은 사라지므로 과거와 현재의 노동 환경에 대해 노동자들의 기억 투쟁으로 

환기하며 2020년을 굳세게 맞이한다.

On 9th September 1977, in order to fight for labor education and the release of Lee So-

sun, a member of women’s laborers group from the Chunggye Textile Union attempted 

mass suicide, claiming that the next firebrand to follow in the steps of Jeon Tae-il should be 

a woman. Some 40 years have passed since they served one year in prison for leading the 

strike. At that time in the city of Seoul, many children worked in the Pyeonghwa Market and 

80% of the labor force in the Chunggye textile industry consisted of young teenage female 

workers. While their peers went to school to receive an education, the young seamstresses 

of the Pyeonghwa Market headed for factories to support their families. They longed to 

attend school (i.e. Lee So-sun’s labor education). The imprisonment stories of teenage girls 

who were branded as commies for their struggle against the termination of labor education 

and are simply absurd. However, they were accused of being communists just because 

the date they had chosen—9th September—happened to be the Foundation Day of the 

DPRK. Prior to joining the union, these girls had been intimidated and ashamed of working 

in factories, but the union instilled self-confidence, and they became assertive female 

laborers who could achieve anything. However, their brilliant struggle faded into history and 

became invisible. As they proudly speak out again, their testimonies of life and labor are 

visualized along with vivid contemporary accounts of young workers and current working 

circumstances. As we prepare to welcome 2020, it is important to capture the unrecorded 

past and present memories of laborers.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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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기억 투쟁으로 만나는 것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노동 즉, 삶과의 연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현장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달라진 노동환경에서의 그들의 애환과 문제점을 

환기해본다. 50년이 지나도 노동자들의 투지는 현재진행형이다.

Among the young teenage workers and seamstresses of Pyeonghwa Market, Jeon Tae-

il was demeaned as a thug who carried the disease TB. Even after he had set himself on 

fire, the girls believed their factory manager’s claim that ‘The thug died under the bridge’. 

We find out through vivid interviews how they began to transform themselves through Lee 

So-sun’s labor education class. They studied together with other textile workers in the 

Chunggye area and became born again as sisters of Jeon Tae-il, ready to fight for their 

rights. They were forced to work in factories to make money for their brothers’ education. 

The factories called them by a number and the society looked down on them. The secret 

stories of grandmothers, mothers and sisters, sacrificed by industrialization, and despite 

their contribution to democratization, pushed into silence by students and male workers. 

They continued their fight, raised children and persevered even while working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s of Park Chung-hee, Chun Doo-hwan and Roh Tae-woo. The film 

reignites the history of nameless seamstresses who left no traces of love or honor. We 

encounter the unknown history of labor through this notable struggle because it provides 

a link to our current conditions and work. The interviews with today’s young laborers 

also remind us of their joys and sorrows that show how the struggles of laborers are still 

ongoing 50 years later.

검은별 픽쳐스 | daria1028@nate.com

제작사 “검은별” 픽쳐스는 2014년 다큐멘터리 <마이 페어 웨딩> 공동 제작하여 극장 개봉하였다. 2018년 

서울시 봉제역사관 디지털 아카이빙 영상 부문을 제작했다. 2019년 다큐멘터리 <미싱 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을 제작 중이다.

Black Star Pictures | daria1028@nate.com

Black Star Pictures co-produced the documentary film My Fair Wedding in 2014, which was 

released in cinemas across Korea. In 2018, the company oversaw the production of the 

digital archiving image section of the Center of Sewing History in Seoul. As of 2019, it is 

currently producing Sewing Sisters: Continuing the Legacy of JEON Tae-il.

PRODUCTION COMPANY

마이 페어 웨딩 (2014) | 프로듀서

두 번의 결혼식과 한번의 장례식 (2012) | 프로듀서 

My Fair Wedding (2014) | Producer

Two Weddings And A Funeral (2012) | Producer

DIRECTOR & PRODUCER

김정영  KIM Jungyoung 
daria1028@nate.com

젠더, 역사, 사회&인류

Gender&Sexuality, History,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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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로마니 (가제) The Life of Romani (working title) 

한국｜한국, 영어｜90분｜DCP     Korea | Korean, English | 90min | DCP

타자 중의 가장 힘없는 타자 - 보스니아 집시들의 불안한 삶.

The unstable lives of the weakest of outsiders, Bosnian gypsies.

기획/개발 2018.08 - 2019.03

제작 2020.05 - 2020.09

후반작업 2020.10 - 2021.07

완성 2021.08 - 2021.09

Pre-production 2018.08 - 2019.03

Production 2020.05 - 2020.09

Post-production 2020.10 - 2021.07

Complete 2021.08 - 2021.09

리영희 재단 독립다큐제작지원 | 약 \4,129,850

부산국제영화제 AND 펀드 | 약 \8,259,700

Rheeyeunghui Foundation Independent Documentary 

Production Support | $4,129.85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Fund | $8,259.7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BUDGET

약 \132,626,000

$132,626

FINANCING IN PLACE

약 \12,389,550

$12,389.55

GOAL

제작비 확보, 영화제

Funding, 

Film Festival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DIRECTOR`S STATEMENT

역사 기록에 배제된 사람들의 이야기 - 민중의 세계사 4 번째 기록되지 않은 역사에는 언제나 약자들이 

존재한다.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고, 문명인과 미개인으로 나누고, 우리와 타자를 구별하는 차별의 시선에서 

벗어나, 다른 역사 속에 살아왔지만 동시대를 살아온 삶의 역사는 같다는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고 싶었다. 

발칸의 화약고 보스니아 - 영원한 타자 집시가 있다 20세기 가장 추악한 전쟁으로 꼽히는 보스니아 내전. 

증오의 상징들이 과거로부터 다시 소환되고 있다. 민족주의를 내세운 극우 세력들의 목소리는 커져가고 있고 

다시 혐오의 대상으로 집시를 지목하기 시작했다.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는 집시의 삶을 기록하고자 한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집시여성 - 유랑은 운명이 아니었다. 기록되지 않았던 그 폭력의 맨 밑바닥, 집시 여성. 

이 영화는 부도덕한 이미지로 때론 낭만적인 소재로 소비되어 왔던 외부의 시선을 걷어내고, 그녀들의 

진지하고 유쾌한 삶의 방식을 통해 공존과 평화의 의미를 묻고 싶었다.

A story about people who are neglected in the historical records – World History of 

the People Part 4. The weak always exist in the unrecorded history. Apart from the 

discriminatory view that separates East from West, the civilized from barbarians, and “us” 

from “them,” we wanted to capture the image of humans, who share the same history 

by living in the same period of time, despite having lived in different histories. In Bosnia, 

the powder keg of the Balkans, here are gypsies that are always considered as outsiders. 

The symbols of hatred from the Bosnian civil war, known by many as the ugliest war in 

the 20th century, are being summoned again from the past. The extreme right are raising 

their voices in advocating nationalism, making gypsies into an object of abhorrence. So 

그라차니차 집시 마을에 살고 있는 라미자 할머니는 평생 대장장이로 일해 왔다. 2차 세계 대전과 보스니아 

내전 두 번의 전쟁에도 살아남았다. 비소코시에 사는 아멜라는 지하 차고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딸만큼은 집시 사회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힘들게 일하고 있다. 한편 여전히 관광지를 떠돌며 관광객을 

상대로 구걸하며 살아가는 체르가시(보스니아에서 유랑하는 집시를 일컫는 말) 여성. 그녀는 정착해 살고 있는 

집시들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길 위에 선 그녀의 모습에서 유랑의 그림자를 보게 된다. 불안한 

시기 때마다 그녀들을 괴롭혔던 집시라는 낙인, 내전 당시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했던 기억, 그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불안하기만 하다. 내전 당시 슬레브니차 강간캠프에서 태어나 입양되었다가 정체성을 찾기 

위해 보스니아로 돌아온 청년의 삶,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들의 얘기를 들을 것이다. 

보스니아에서 살아가야하는 이들을 통해 평화로운 공존이 가능한지를 담아낼 것이다.

Ramija, a resident of a gypsy town in Gračanica, has worked as a blacksmith her whole 

life. She survived two wars: World War II and the Bosnian civil war. Amella, a resident of 

Visoko City, runs an arcade in her basement. She works hard in the hope that her second 

daughter can escape from gypsy society. On the other hand, a Chergash woman (a 

roaming Bosnian gypsy) is a beggar that wanders around the local tourist attractions. Other 

fellow gypsies that have settled down disapprove of her. Her standing on the street reflects 

the shadow of a vagabond. In times of trouble, the stigma of being gypsies and memories 

of belonging nowhere during the civil war are all brought back—they still live in an unstable 

world. Young people who were born in the Srebrenici rape camp during the civil war and 

then were adopted, return to Bosnia to discover their identity. We will listen to their stories, 

and capture whether a peaceful coexistence is possible through these people who must go 

on with their lives in Bosnia.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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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ould like to capture the lives of gypsies that cannot stand on any side—the uninvited 

gypsy women. Vagabondage was not their destiny. They stand at the very bottom of the 

unrecorded violence. Removing the external view of the topic that has been treated as 

unethical or romantic, we wanted to ask the meaning of coexistence and peace through 

their sincere and pleasant lifestyle.

PRODUCER

김일권  KIM Ilgwon
kimpdro@naver.com

올 리브 올리브 (2016) | 공동 감독

2017 서울환경영화제 - 우수상, 심사단상

2016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DMZ다큐 개봉지원

웰랑 뜨레이 (2012) | 감독

2012 부산국제영화제 - 심사위원 특별언급

오월愛 (2010) | 감독 

2010 서울독립영화제 - 대상 

All live, Olive (2016) | Co-Director

2017 Seoul Eco Film Festival - Excellence Prize, 

Special Audience Jury Award

2016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 Distribution Support

Wellang Trei (2012) | Director

2012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Jury Special Mention

No Name Stars (2010) | Director

2010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 

Grand Prize

올 리브 올리브 (2016) | 프로듀서

웰랑 뜨레이 (2013) | 프로듀서

오월愛 (2010) | 프로듀서

택시 블루스 (2005) | 프로듀서 

All live, Olive (2016) | Producer

Wellang Trei (2012) | Producer

No Name Stars (2010) | Producer

Taxi Blues (2006) | Producer

DIRECTOR

김태일  KIM Taeil
truedocu@hanmail.net

올 리브 올리브 (2016) | 공동 감독

2017 서울환경영화제 - 우수상, 심사단상

2016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DMZ다큐 개봉지원

All live, Olive (2016) | Co-Director

2017 Seoul Eco Film Festival - Excellence Prize, 

Special Audience Jury Award

2016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 Distribution Support

주로미  JU Romi 

juromi@hanmail.net

상구네 | truedocu@hanmail.net

상구네는 '민중의 세계사’ 10부작을 기획하며 만들어졌고, 현재 4부 <바람의 로마니(가제)>를 작업하면서 

가족 시스템으로 이어져왔다. <오월愛>, <웰랑 뜨레이>, <올 리브 올리브>까지 제작하며 점점 성장해 가는 

중이다. 상구네는 10부작 제작과 별도로 사회문제를 함께하기 위해 강정, 세월호 관련 옴니버스 작업도 진행

했다. 함께하는 가족이기에 쉽기도 하고 때론 힘들기도 하지만 과정 속에 작업 시스템을 보완해 가고 있는 

중이다.

SANGGUNE | truedocu@hanmail.net

SANGGUNE was established in the course of planning the 10-part series: World History of 

the People. Operating as a family venture, the company is currently working on Part 4: The 

Life of Romani (working title). Having produced No Name Stars, Wellang Tre and All Live, 

Olive, Sanggune continues to grow and expand. In addition, it has participated in omnibus 

projects on Gangjeong Village and the Sewol Ferry disaster, with the aim of sharing major 

social concerns. The family members of Sanggune work together through thick and thin to 

improve their work.

PRODUCTION COMPANY

역사, 전쟁&분쟁, 역사적 인물

History, War&Conflict, Historical Figure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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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Sasang

모래 위에 세워진 마을 ‘사상’에는 자본과 도시가 만들어낸 우울한 빛이 빠르게 스미고 있다. 사상에서 노동하며 

공동체를 일궜던 이들의 삶에도 암울한 빛이 드리운다. 그 빛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늙은 

노동자 성희와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이주민 나와츠,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수영이 모래 위를 

터벅터벅 걷는다.

In the town, ‘Sasang’ which is built on sand rapidly permeates the gloomy light created 

by capital and cities. A dark light cast over the lives of those who worked and cultivated a 

community in Sasang. To escape the light, old laborer Sung-hee who is gradually losing 

work, immigrant Nawatsu who is facing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nd Sooyoung who was 

committed to protecting the community trudge along the sand.

FINANCING IN PLACE

￦96,000,000

Approx. $96,000

기획/개발 2017.03 - 2017.05

제작 2017.06 - 2019.12

후반작업 2020.01 - 2020.08

완성 2020.08

Pre-production 2017.03 - 2017.05

Production 2017.06 - 2019.12

Post-production 2020.01 - 2020.08

Completed 2020.08

부산영상위원회 | ￦30,000,000

한국영상위원회 | ￦30,000,000

Busan Film Commission | Approx. $30,000

Korea Film Commission | Approx. $30,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BUDGET

￦177,000,000

Approx. $177,000 

GOAL

투자

Financier

PRODUCTION STATUS

제작

Production

평생 용접공으로 살았던 성희가 프레스를 다루던 중 손가락 하나를 잃는다. 심각한 우울증으로 잠이 줄고 

몸은 메말라간다.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무섭게 밀려온다. 130일 동안 노숙 농성을 

이어왔던 수영이 ‘같이 좀 살자!’며 절규한다. 무너진 마을을 절뚝절뚝 걸으며 씁쓸히 웃던 수영이 공동체를 

지켜달라는 편지를 남기고 하늘 감옥인 망루에 오른다. 나와츠는 한국에 정착한 지 6년 만에 무역회사를 

차린다. 꿈에 그리던 가족들도 한국에 온다.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던 나와츠가 아들의 울음과 아내의 

한숨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편견과 차별을 마주한다. 빼곡히 늘어선 공장들 사이를 가르며 굴착기가 쉼 없이 

집과 공장을 무너뜨린다. 사람들의 환호성 위로 폭죽이 터지고, 잿빛 하늘 높이 첨단지식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빌딩이 높게 솟는다. 쌩쌩 돌아가는 기계들로 굳건할 것 같던 사상은 비 맞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의 삶은 고립되어 간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마음을 안고, 그들은 이렇게 뭉그러져 갈 것인가? 

성희와 나와츠, 그리고 수영은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조용히, 움직인다.

Sung-hee, a lifelong welder, loses a finger while handing a press. Due to severe 

depression, he lacks sleep and becoming gaunt looking. He is having heavy thoughts and 

thinking it may be better to die than live like this. Soo-young who went on an all-night sit-

in demonstration for 130 days cries out ‘Let’s live together!’ Soo-young, who always had a 

bitter grin and walked the collapsed town with a limp, climbs up the watchtower, a prison in 

the sky, leaving a message to protect the community. Six years after Nawatsu has settled 

in Korea, he found a trading company. His dream of having his family in Korea comes true. 

Nawatsu thought everything would work out fine but when he sees his son’s tears and his 

wife’s sigh, he is faced with th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he had experienced before. 

The excavator ploughs its way through the tightly lined-up factories and breaks down the 

houses and factories without a break. Firecrackers are set off over the people’s cheers and 

buildings to attract advanced knowledge industry rise high in the grey sky. Sasang which 

seemed to be firm with great operating machines collapses like a sandcastle in the rain 

and people’s lives are isolated. Will they be crushed like this, with their hearts falling out of 

control? Sung-hee, Nawatsu, and Soo-young quietly move to support their lives.

SYNOPSIS

한국 | 한국어, 우르두어 | 90분 | DCP     Korea | Korean, Urdu | 90min | DCP

DIRECTOR`S STATEMENT

공간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역사가 새겨져 있고, 사회의 관계망과 권력 구조를 품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자본은 공간을 재편하며 그 세를 넓혀갔다. 최근 한국 사회는 개발의 광풍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미세먼지 

가득한 도시의 하늘에는 수많은 기중기가 건축자재를 매달고 둥둥 떠다닌다. 그뿐만 아니라 자본의 미친 

바람은 노동과 삶을 분리해 인간의 시간을 빼앗고 몸과 정신을 부유하게 한다. 영화는 자본이 할퀴고 간 

궤적이 고스란히 배인 ‘사상’과 끊임없이 착취가 벌어진 주인공들의 ‘삶’과 ‘몸’의 흔적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다. 

그리고 자본이 숨기려고 했던 노동과 지우려고 했던 존재를 드러낸다. 그 여정은 우울한 빛일 것이다. 그 빛을 

품고, 노동자의 삶을 꿈꾸는 성희와 차별 앞에 맞서 저항하는 나와츠, 공동체를 위해 연대 활동을 놓지 않는 

수영의 느린 걸음이 풍경처럼 펼쳐진다. 자극적이지 않은 풍경을 따라가다 보면 자본에 잠식된 도시에 작은 

균열을 일으킬 등불 하나를 발견할 것이다.

Space is engraved with the history of individual lives and community, embracing the 

relationship network and power structure of society. The capital of neo-liberalism has 

expanded its tax base by reorganizing such space. The current Korean society is struggling 

with the craze of development. In the fine dust-filled sky, numerous cranes float around 

with construction materials. Not only that, the crazy wind of capital separates labor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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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COMPANY

오지필름 | ozifilm@hanmail.net | +82 10 2728 7499 

2011년 1월,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한 독립영화창작공동체다. 7편의 장편 영화와 2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했다. 부산의 독립 다큐멘터리 저변 확대를 위한 정기상영회 ‘다큐 싶다’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독립예술영화관 설립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2013년 올해의 독립영화인에 선정되었고, 

2016년 부울경열사정신계승상, 2018년 유현목영화예술상을 수상했다.

Ozifilm | ozifilm@hanmail.net | +82 10 2728 7499

An independent film creative community that went into action in Busan in January 2011. 

They produced 7 feature films and 2 short films. They are working on various projects 

including ‘Docu10da’, a regular screening event to expand the base of independent 

documentaries in Busan. They are also working on establishing an independent art movie 

theater. In 2013, they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Filmmaker of the Year and received 

Busan-Gyeongnam Area Martyr Spirit Succession Award in 2016 and Yu Hyun-mok Film 

and Arts Award.

life, taking people’s time away and enriching body and mind. The film stocks up the traces 

of the “idea” that the capital has scratched as well as the traces of “life” and “body” of the 

main characters who have been constantly exploited. Furthermore, it reveals the labor and 

existence that the capital tried to hide. This journey will be a gloomy light. With such light, 

the film demonstrates as a landscape the slow steps of Sung-hee that dreams of a life of 

a laborer, Nawatsu that resists discrimination, and Sooyoung that continues activities of 

solidarity for the community. Along this less stimulating landscape, we will find a lamp that 

will cause a small crack in this capital-tainted city.

라스트 씬 (2018) | 감독 

소성리 (2017) | 감독 

2017 부산국제영화제 - 비프메세나상

깨어난 침묵 (2016) | 감독 

2016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 한국 최고구애상

밀양아리랑 (2014) | 감독 

2014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심사위원 특별상

나비와 바다 (2011) | 감독 

2012 부산국제영화제 - 비프메세나상

Last Scene (2018) | Director

Soseongri (2017) | Director 

2017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BIFF 

Mecenat Award 

After Breaking the Silence (2016) | Director

2016 Seoul International NewMedia Festival - 

Best Korean Propose

Milryang Arirang - Legend of Miryang 2 (2014) | 

Director

2014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 Special Jury Award 

Sea of Butterfly (2012) | Director 

2012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BIFF 

Mecenat Award

올 리브 올리브 (2016) | 프로듀서

웰랑 뜨레이 (2013) | 프로듀서

오월愛 (2010) | 프로듀서

택시 블루스 (2005) | 프로듀서

All live, Olive (2016) | Producer

Wellang Trei (2012) | Producer

No Name Stars (2010) | Producer

Taxi Blues (2006) | Producer

DIRECTOR

박배일  PARK Baeil   
ozifilm@hanmail.net

PRODUCER

김일권  KIM Ilgwon 
kimpdro@naver.com

사회&인류

Social&Human Interest

KEYWORD



"Projects that highlight unique visuality and storytelling which 
interpret directors' cinematic visions"

Rough Cut 
Presentation

"독특한 비주얼 감각과 스토리텔링으로 감독의 세계를 잘 드러낸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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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발 Tiptoeing

한국 | 한국어 | 90분 | DCP     Korea | Korean | 90min | DCP

한 아이가 자라나는 시간에 대한 기록이자, 엄마의 성장담. 딸의 까치발이 가져온 삶의 균열에 해답을 

찾아나가는 엄마의 성장 에세이. 이 영화는 딸과 함께한 나의 8년의 기록이다.

A record of passages through which a child has walked and her mother's stories of growth 

as a care giver. An essay on the life of a mother, who has sought to find an answer to the 

cracks in her life caused by her daughter's toe walking. Tiptoeing is my personal account 

of my past 8 years that I’ve spent with my daughter.

배급

Distribution

PRODUCTION STATUS

후반작업

Post-production

BUDGET

￦145,715,000

Approx. $145,715

FINANCING IN PLACE

￦62,500,000

Approx. $62,500

GOAL

기획/개발 2015.08 - 2016.02

제작 2016.03 - 2018.03

후반작업 2018.04 - 2019.04

완성 2019.05 - 2019.12

Pre-production 2015.08 - 2016.02

Production 2016.03 - 2018.03

Post-production 2018.04 - 2019.04

Completed 2019.05 - 2019.12

인천다큐멘터리포트 베스트코리안프로젝트 | ￦10,000,000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대명펀드 | ￦20,000,000

영화진흥위원회 | ￦25,000,000

한국여성재단 | ￦6,500,000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 ￦1,000,000

Docs Port Incheon Best Korean Project | Approx. $10,000 

DMZ Docs Daemyeong Fund | Approx. $20,000

Korean Film Council | Approx. $25,000

Korea Foundation for Women | Approx. $6,500

Seongbuk Community Media Center | Approx. $1,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DIRECTOR`S STATEMENT

다큐멘터리 <까치발>은 장애 자녀 엄마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그녀들의 모성애를 다룬 영화가 아니다. 오히려 

장애 자녀 엄마들을 비롯해 ‘여성’과 ‘엄마’라는 이름으로 요구되는 당위들에 질문을 던지고, 딸의 까치발을 

계기로 돌아보게 된 감독이자 엄마인 한 여성의 솔직한 욕망과 고민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 안에서 드러나는 

갈등과 부딪힘을 통해 점차 성장해 나가는 감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대면’

하는 용기가 우리가 지켜내야 할 하나의 사랑의 방법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Tiptoeing is not about unconditional love or motherhood of mothers who raise physically 

challenged children. This is more about questioning ‘womanhood’ or ‘motherhood’ itself 

which has usually been taken for granted. My daughter’s tiptoeing has made me look back 

my own desires and struggles as a filmmaker and as a mother. And I tried to capture this 

whole journey with camera. As we see the director herself grow through facing challenges 

and struggles in all sorts of shapes and ways, we all will be able to see that being honest 

with your feelings and allowing yourself to embrace them is another way of love we need to 

hold on to. 

나의 딸, 지후가 한 살 때, 의사에게 충격적인 선언을 들었다. “아이가 뇌성마비일 수 있어요.” 그리고 7살이 된 

지금도 지후는 여전히 까치발로 걷는다. 이 영화는 딸아이의 까치발을 계기로 돌아보게 된, 때로는 나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내 솔직한 감정의 파고들을 대면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엄마이며 여성인 한 인간의 자기 

성찰기이다.

When my daughter, Jihoo, was 1 year old, I took her to a doctor and heard something 

unexpected. "She might have cerebral palsy." Now that she is seven years old, she still 

walks on her toes. This film is a self-reflection story of a person, as she tries to dig into the 

waves of honest and sometimes intolerable feelings brought by her daughter´s toe walking.

SYNOPSIS

다큐이야기 | madcat2000@hanmail.net

기록영화제작소 다큐이야기. 2000년에 설립한 독립 다큐멘터리 제작 단체로 현재 김환태, 이병기, 권우정 

그리고 이진우 감독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제작한 작품으로는 <핵마피아> (2016)와 <까치발> (2019)이 

있으며, 현재 <총을 들지 않는 사람 2>와 <오이포비아의 래디컬한 의지>를 제작 중이다.

Documentary Film Production Space ‘Docustory’ | madcat2000@hanmail.net

Founded in 2000, ‘Docustory’ is an independent documentary production association 

whose key members are Kim Hwan-tae, Lee Byung-ki, Kwon Woo-jeong, and Lee Jin-

woo. Recent documentaries produced under Docustory include Nuclear Mafia (2016) and 

Tiptoeing (2019). And it is currently in production of two projects: People Without Guns 2 

and A Cucumberphobic’s Radical Will.

PRODUCTION COMPANY

젠더, 사적&관점, POV, 사회&휴먼, 청소년&어린이

Gender&Sexuality, Personal&POV, Social&Human Interest, Youth&Children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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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발 (2019) | 감독

2019 전주국제영화제

핵마피아 (2016) | 프로듀서

2016 서울환경영화제 - 우수상

땅의 여자 (2009) | 감독

2009 부산국제영화제 – 비프 메세나

2009 서울독립영화제 – 대상

2009 도쿄지구환경영화제 – 심사위원상

2009 두바이국제영화제

농가 일기 (2004) | 감독

2005 서울인권영화제 – 올해의 인권영화상

Tiptoeing (2019) | Director

2019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Nuclear mafia (2016) | Producer

2016 Seoul Eco Film Festival - Excellence Prize

Earth’s Women (2009) | Director

2009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BIFF Mecenat Award

2009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 Grand Prize

2009 Tokyo Global Environmental Film Festival - 

Jury Prize

2009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eturn to the Land (2004) | Director

2005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 

Human Rights Film Award of the Year

땅의 여자 (2009) | 해외 라인 프로듀서

Earth’s Women (2009) | Overseas Line Producer

DIRECTOR

권우정  KWON Woojung
jandrfilm@gmail.com

PRODUCER

김지현  KIM Jihyun
imazinekim@gmail.com

박강아름 결혼하다 Areum Married

한국 | 한국어 | 85분 | MOV     Korea | Korean | 85min | MOV

내 안의 정상가족욕망을 발견하다. 82년생 박강아름의 결혼모험기.

I’ve discovered a desire in me for a normal family. Areum PARKKANG’s marriage adventure 

story.

해외 세일즈 및 배급, 

영화제

Sales&Distribution, 

Film Festival

PRODUCTION STATUS

후반작업

Post-production

BUDGET

￦121,732,000

Approx. $121,732

FINANCING IN PLACE

￦50,532,000

Approx. $50,532

GOAL

기획/개발 2016.03 – 2016.07

제작 2016.08 – 2019.04

후반작업 2019.01 – 2019.08

완성 2019.08

Pre-production 2016.03 – 2016.07

Production 2016.08 – 2019.04

Post-production 2019.01 – 2019.08

Completed 2019.08

KBS미디어 독립영화제작지원 | ￦10,000,000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펀드 | ￦10,000,000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피치앤캐치 옥랑문화상 | ￦15,000,000

KBS Doc Fund | Approx. $10,000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eonju Cinema Fund | 

Approx. $10,000 

Seoul International Women's Film Festival Pitch&Catch 

Okrang Award | Approx. $15,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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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STATEMENT

남편을 데리고 프랑스로 떠난 82년생 박강아름이 고백과 성찰을 통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나는 왜 결혼했을까? 결혼, 도대체 뭘까?”

Areum, born in 1982, leaves for France with her husband and asks herself through 

confession and self-reflection, “Why did I get married? Marriage, what is it really?

영화감독 아름은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중 진보정당 활동가이자 요리사인 성만을 만나 결혼한다. 

아름은 결혼 후, 본인이 오랫동안 준비한 프랑스 유학에 성만도 데리고 떠난다. 프랑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가사 노동밖에 없는 불어 까막눈 성만은 주부우울증에 빠지고, 아름은 공동 생활의 경제와 행정 업무를 

책임진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 아름은 우울한 성만을 위해 정해진 날에만 집에서 요리하고 손님을 받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둘은 '외길식당'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하지만 출산 후 아름이 본격적으로 학업과 영화 

작업에 집중하면서 성만의 독박육아는 더 심해지고 둘은 더 격하게 싸운다. 결국 성만은 파업을 선언한다. 

아름의 결혼도 영화도 이대로 잘 갈 수 있을까?

While making her first feature-length documentary, Areum meets Seongman, a progressive 

activist and cook, and they get married. They move to France, but because he doesn’t 

know any French he can only do domestic chores, which makes him depressed. While she 

takes charge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 she also becomes pregnant. To please her 

husband, she suggests cooking and serving food at home on certain days, calling it ’Oegil 

Restaurant’. After childbirth, she focuses more on study and filmmaking while her husband 

has to take sole responsibility for raising the child, and as a result more arguments arise. 

Seongman calls a strike. Can Areum maintain her marriage and her dream of filmmaking?

SYNOPSIS

PRODUCTION COMPANY

젠더, 사적&POV

Gender&Sexuality, Personal&POV

KEYWORD

창작집단3355 | www.facebook.com/artists3355 | 3355film@daum.net 

창작집단3355(A.3355)는 영화, 문학,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작업자들이 모여서 따로 같이 작업하는 예술가 

그룹이다.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서 본인들이 사는 지역을 매개로 만난 예술가들이 2012년부터 극장 밖에 

극장을 만드는 대안 상영회를 진행하면서 만들어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서울에서 크고 작은 영화제와 대안 

상영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또 최근 몇 년 동안은 독립영화 제작과 배급, 다원예술퍼포먼스 

제작에 집중하고 있다. 공동체 안에서는 지역문화 예술운동을 실현하고 있으며 구성원들 각자의 작업 주제는 

젠트리피케이션과 재개발, 비자발적 이주, 여성의 몸과 젠더 역할, 소수자와 예술 등이 있다.

Artist Group 3355 | www.facebook.com/artists3355 | 3355film@daum.net

Artist Group 3355 (A.3355) is a group that incorporates and collaborates workers from 

film, literature, theatre, and a diverse array of genres together. The group was built as 

an alternative project in 2012 joining artists who met with each other on the basis of 

parameters from their own areas in the big city of Seoul. Also, in recent years the group 

has worked on multiple independent film projects taking on the topics of gentrification and 

redevelopment, the female body and gender roles, and minority art.

DIRECTOR PRODUCER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 (2016) | 감독

2016 IDFA 신인감독 경쟁부문

2015 인디포럼 – 올해의 돌파상

Areum (2016) | Director 

2016 IDFA Competition for First Appearance

2015 Indie Forum - Breakthrough of the Year 

Award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 (2016) | 프로듀서

2016 IDFA 신인감독 경쟁부문

2015 인디포럼 – 올해의 돌파상

Areum (2016) | Producer 

2016 IDFA Competition for First Appearance

2015 Indie Forum - Breakthrough of the Year 

Award

박강아름  PARKKANG Areum
areumfilm@naver.com

김문경  KIM Moonkyung
3355fil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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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속도 Speed of Happiness

한국 | 일본어 | 87분 | MOV     Korea | Japanese | 87min | MOV

늘 오가는 길 위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남자와 가본 적 없는 길 위에서 큰 행복을 찾으려는 남자. 두 남자가 

자연이 허락한 시간 속에서 고군분투한다.

Two men struggle in the time given by nature. One finds small happiness on the road of his 

daily life. The other strives for bigger happiness on the new road.

투자, 영화제, 해외 세일즈 

및 배급

Finacier, Film Festival, 

International Sales & 

Distribution

PRODUCTION STATUS

후반작업

Post-production

BUDGET

￦334,117,600

Approx. $334,118

FINANCING IN PLACE

￦237,481,600

Approx. $237,482

GOAL

기획/개발 2017.01 - 2017.08 

제작 2017.09 - 2019.06 

후반작업 2019.07 - 2020.03 

완성 2020.04 - 2020.07

Pre-production 2017.01 - 2017.08 

Production 2017.09 - 2019.06 

Post-production 2019.07 - 2020.03 

Completed 2020.04 - 2020.07

BCM글로벌피칭 베스트컨텐츠｜￦2,000,000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130,000,000

EIDF｜￦20,000,00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5,000,000

영화진흥위원회(KOFIC)｜￦25,000,000

BCM Global Pitching Best Content | Approx. $2,000

KOCCA | Approx. $130,000, EIDF | Approx. $20,000

Korea Communications Agency (KCA) | Approx. $5,000

Korean Film Council (KOFIC) | Approx. $25,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DIRECTOR`S STATEMENT

2016년, 나는 방송 다큐멘터리 아이템 리서치 도중 ‘봇카’들의 존재를 알게 됐다. 자신의 키보다 훨씬 높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걷는 사진은 궁금증을 갖게 했고, 게다가 매우 아름다웠다. 촬영이 시작된 후, 평소 촬영 

이외의 일로는 걷기를 즐기지 않는 나에게 오제는 체력적으로 힘든 촬영 장소였다. 매일 같은 길을 걷는 ‘봇카’

들의 오제에 대한 애정은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20년을 넘게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는 히로의 말은 정말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닷새가량의 촬영을 마칠 즈음, 의지할 교통수단이 전무한 공간에서 일찌감치 마음을 

비워서일까?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고, 큰 의미로 다가왔다. 게다가 지칠 무렵 나타나는 산장의 낡은 벤치는 

잠시지만 제법 큰 행복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두 인물을 알아가면 갈수록 같은 일을 할 뿐, 삶을 

마주하는 여러 생각이 아주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 오제를 오고 감에 의미를 두는 히로와, 오제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노리. 내 현실은 노리와 닮았지만, 어쩌면 나는 히로 같은 인물이 되고 싶었던 것 같다. 나는 

이 두 남자의 비슷한 듯 다른 일상과 생각들을 담아내고 싶어졌다.

In 2016, I became aware of the existence of Bokka while I was researching on TV 

documentary items. I saw a photograph of a man carrying a load that was much taller 

than his height. The photo was quite beautiful and evoked my curiosity. For me, Oze was 

a physically difficult place for filming as I don't walk a lot unless I need to and I don't enjoy 

‘히로’는 20년 넘게 오제에서 봇카로 일하고 있다. 늘 같은 길을 걷지만, 1초도 같은 순간은 없었다고 말하는 

그는 자기 일에 늘 만족한다. 7년 차 봇카 ‘노리’는 일에 대한 열정이 크지만, 1년 중 절반밖에 일할 수 없어 

‘일본청년봇카대’란 사업체를 만든다. 그리고 틈만 나면 도시로 나가 영업하며 봇카를 알린다. 히로는 짐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는 작은 생명체들을 발견하며 즐거워한다. 한 달에 한 번씩 출몰하는 대형 헬리콥터는 

봇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엄청난 속도로 그 위용을 뽐낸다. 오제 곳곳에 자리한 22개의 산장에서 쓰는 등유와 

LPG 가스 등 봇카들이 운반할 수 없는 것들을 공수하는 것이다. 히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제봇카 일을 

이어간다. 또한 가족들과 추억을 만드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반면 노리는 휴일에도 외부 봇카 일을 다니기 

시작한다. 어느 날, TV 중계국의 냉각용 가스통을 배달하고, 다음 날 통증을 호소하며 급기야 조퇴를 한다.

'Hiro' has been working as Bokka at Oze National Park for more than twenty years and 

always satisfied with his work. He says that there is no moment the same as the next one, 

although he always walks on the same path. 'Nori' is in his seventh year working as Bokka. 

He has a strong passion for work but is not happy that he can only work half of the year. 

He establishes a business called 'Japanese Young Bokka Team' to find Bokka jobs in 

winter. He is eager to expand his business to other organization that needs to carry heavy 

luggage on foot, such as mountaineering clubs and nature documentary productions. Hiro 

often stops to discover and photograph small creatures that can only be seen in Oze. A 

large helicopter appears once a month boasting at high speed, as if to ridicule the speed of 

Bokka. The helicopter delivers things that Bokka can't carry, including generator fuel and 

LPG gas used in 22 huts all over Oze. However, Hiro silently keeps his pace of work. And 

when he's back from work, he takes a walk with his family and makes memories with his 

two sons. The weekly holiday is now a day that Nori does Bokka work outside of Oze. Today 

he is delivering parts to a TV station facility on the top of a mountain located 300 meters 

above sea level. The weight of the gas barrel is 80 kg, and it is used as the coolant. Unlike 

Oze, which is mostly downhill and flatland, Nori climbs a steep uphill. Eventually, he has to 

leave the Oze work early the next day.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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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much. It was hard for me to understand the affection of Bokka towards Oze since 

they go back and forth on the same paths every day. And I couldn't believe what Hiro 

told me at first. He said every day feels like a new day although he is on the same paths 

for more than 20 years. However, after about five days of filming, I started to see how 

precious and meaningful every step is. Maybe it's because I quickly gave up the hopes of 

relying on transportations. Also, the sight of old benches at the cabins gave me brief but 

great happiness as I was walking towards the cabins feeling tired. The more I became 

acquainted with the two characters, I realized that the two men have different ideas about 

life, although they are doing the same job. Hiro finds it meaningful to work at Oze, but 

Nori wants to leave Oze. I felt like my reality resembles Nori, but I wanted to be more like 

Hiro. That's why I wanted to capture the ideas and daily lives of these two men that seem 

somewhat similar but different at the same time.

DIRECTOR PRODUCER

오! 마이 파파 (2016) | 감독

춘희막이 (2015) | 감독

Oh! My Papa (2016) | Director

With or Without you (2015) | Director

원더링 쉐프 (2018) | 프로듀서

The Wandering Chef (2018) | Producer

박혁지  PARK Hyuckjee 
oojooejoo@gmail.com  

엄정화  EOM Jeonghwa 
janie.eom@gmail.com

하이하버픽쳐스

하이하버픽쳐스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춘희막이>는 2015년 라이프치히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국제경쟁에 진출, 해외 다수 영화제에서 상영 된 바 있다. 같은 해 국내 개봉하였으며 이듬해  <오! 마이 파파>를 

제작, 개봉했다. 현재 <행복의 속도> 이 외에도 <지구에 온 첼리스트>, <12번째 노래>, <시간을 꿈꾸는 소녀>, 

<토이닥터> 등의 다큐멘터리를 기획, 제작 중이다.

Hiharbor Pictures

Hiharbor Pictures’s first feature film With or Without You has been invited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of DOK Leipzig in 2015, was released in cinemas in same year. Its 

second feature film Oh! My PaPa was released in 2016. In addition to Speed of Happiness, 

Hiharbor Pictures is currently producing many of documentaries such as A Cellist Coming to 

Earth, The 12th Song, My Genie, and Toy Doctor.

PRODUCTION COMPANY

환경&자연, 생활, 사회&인류, 가족

Environment&Nature, Life, Social&Human Interest, Family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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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스모그 감시관 Smog Director

중국, 한국, 네덜란드 | 중국어 | 90분 | DCP     China, Korea, Netherlands | Chinese | 90min | DCP

지역 사회 공해 해결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상주의자 공무원 리. 스모그를 줄이려는 사명감에 당장 가능한 

수단을 써보고 있지만, 조금씩 통제 불능이 되어버리고 만다.

He is an idealistic government official who is determined to get a grip on local air pollution. 

He uses quick methods to reduce smog, but, little by little, loses control.

기획/개발 2017.01 – 2017.04

제작 2017.04 – 2019.04

후반작업 2019.02 – 2020.01

완성 2020.01

Pre-production 2017.01 – 2017.04

Production 2017.04 – 2019.04

Post-production 2019.02 – 2020.01

Completed 2020.01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DMZ Docs Fund | 약 ￦17,500,000

IDFA Bertha Fund Classic | 약 ￦19,500,000

도쿄독스 우수피칭상 | 약 ￦4,460,000

NHK | 약 ￦26,800,000

China Youth Daily | 약 ￦7,400,000

DMZ Docs DMZ Docs Fund | $17,500 

IDFA Bertha Fund Classic | $19,500 

Tokyo Docs Excellent Pitch Award | $4,460

NHK | $26,800

China Youth Daily | $7,4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BUDGET

약 ￦286,659,000

$286,659

FINANCING IN PLACE

약 ￦75,660,000

$75,660

GOAL

투자, 방송, 영화제, 

해외 세일즈 및 배급

Financier, Broadcaster, 

Film Festival, International 

Sales & Distribution

PRODUCTION STATUS

후반작업

Post-production

DIRECTOR`S STATEMENT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무분별한 개발로 오염 물질 배출이 많아지면서, 공기 질 역시 눈에 띄게 나빠졌다. 

심각한 대기오염은 사람들의 건강뿐 아니라 중국 국가 이미지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인접 

국가들이 대기 변화를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 살짜리 아기 엄마로서, 나는 다른 누구보다 더 

대기에 대한 우려가 깊다. 해서 점차 악화되고 있는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환경 담당 공무원이 연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조치들이 

효과는 있는지, 공기 질 개선이 과연 가능한지 말이다. 그러던 중 2017년 리춘유안이 스모그를 주제로 한 

본인의 세 번째 소설 사인회를 연다는 뉴스를 우연히 접했고, 그가 소설가이기 전에 대기 오염을 담당하는 

환경보호청 청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탐사보도에 몸담았던 경험으로 봤을 때 분명 그에게는 

많은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나는 리로부터 대기 오염 저감 대책과 관련한 

독점 장기 촬영 허가를 얻어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은 대기 오염 개선이라는 만만치 않은 작업을 

단기간 내 해내려 하고 있다. 역사상 유례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 과업을 위해, 리춘유안은 마치 미지의 세계의 

탐험가처럼, 공기 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카메라는 “지금의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유지 가능할 것인지” 리춘유안이 느끼는 회의감과 의문도 함께 담아냈다. 개발, 

발전의 역사는 큰 바퀴와 같아서 앞으로 나아갈 뿐 멈추지 않는다. 리춘유안 한 개인만으로 그 바퀴를 계속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이라는 커다란 체제 안에서는 그가 목청껏 외치는 열정과 이상주의는 그저 

랑팡 지역 환경보호청 부청장으로 대기 오염을 관리하고 있는 리춘유안은 대기 질 개선에 사명감을 지닌 

성실한 지역 공산당 공무원이다. 수도인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인접 도시로, 천안문 광장에서 불과 40km 

거리에 위치한 랑팡시는 대기 오염 최악 10대 도시 중 한 곳이었다. 대기 오염의 주원인으로 알려진 석탄 연소 

배출량  PM2.5을 줄이기 위해 랑팡시는 제강소 3곳을 폐쇄 조치했고, 그 결과 수천수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했다. 대다수의 주민이 깨끗한 공기를 누리고 건강을 지킬 수만 있다면,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기업을 

폐쇄해 실업 문제가 생기는 것은 대의를 위한 희생일 뿐이라는 것이 리의 생각이다. 문제는 많은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 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랑팡시의 경기가 나빠졌다는 것이다. 중국 중앙 정부 역시 경제 

개발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확신에 차 실행에 옮겼던 리의 계획은 단기간 내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대기 질 개선이란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다. 대기 오염 개선에 실패한 리는 과연 

계속 지금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Li Chunyuan, deputy director of Langfang’s Environmental Protection Bureau, is in charge 

of air quality. He is a local Communist Party official who is persistent, hardworking, and 

determined to get a grip on air pollution. Located just 40 kilometers from Tiananmen 

Square, it is the city closest to Beijing. It was one of the 10 cities with the worst air quality. 

Coal burning is considered to be the primary source of pollutants. In order to reduce 

PM2.5 emissions from coal burning, Langfang closed three steel plants, resulting in tens of 

thousands of laid-off workers. In Li's view, shutting down polluting enterprises and laying 

off their workers sacrifices the interests of a few people, but protects the health of the 

majority by allowing them to breathe clean air. Because of rising unemployment following 

the closure of a large number of factories, Langfang’s economy declined. At this time, the 

government came under pressure to balance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governance. Li confidently implemented policies, but these short-term measures did not 

fundamentally change the air quality in the long run. Will Li be removed from his post 

because of deteriotating air quality?

SYNOP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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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잘 것 없는 작은 외침일 뿐이다.

The rapid growth of China’s economy and its large-scale developments brought about 

disorderly emissions, resulting in significantly worsening air quality. Increasingly serious 

air pollution seriously affected both people’s health and the country’s image; China’s 

neighboring countries started closely monitoring changes in air quality. As the mother of 

a one-year-old child, I really concern about the daily air quality more than most people. 

Therefore, I really wanted to know whether the government was taking action against the 

continually deteriorating air quality. How do environmental protection officials combat 

haze? What measures do they use? Are these effective? Is it possible to clean up the air?

By chance, in early 2017, I read a news bulletin about Li Chunyuan holding a book signing 

event for his third novel about smog, and learned that he wasn’t just a writer, but also an 

environmental protection bureau chief in charge of air quality. My experience as a ten-

year investigative journalist told me that he would surely become involved in lots of stories. 

A month later, I received exclusive long-term permission to film Li during his air quality 

control work. China is developing quickly, and the arduous task of curbing air pollution 

must be comple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In the absence of historical precedent, Li 

Chunyuan is like an explorer, trying various methods to clean up the air. Through my lens, I 

saw Li Chunyuan’s doubt himself: “These measures are effective in the short term, but how 

can we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history is like a big wheel, 

it rolls forward and never stops. As an individual, Li Chunyuan is unable to steer this wheel. 

His full-throated passion and idealism become insignificantly small within the system.

DIRECTOR PRODUCER

China’s Forgotten Daughters (2018) | Director

2019 One World Film Festival

2018 Los Angeles Asian Pacific Film Festival

2018 Hong Kong Asian Film Festival

China’s Forgotten Daughters (2018) | Director 

2019 One World Film Festival

2018 Los Angeles Asian Pacific Film Festival

2018 Hong Kong Asian Film Festival

Five to Nine (2016) | Co-Director, Co-Producer 

2016 Osaka Asian Film Festival 

2016 Singapor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16 Hong Kong Independent Film Festival

2015 Golden Horse Film Festival

Almost Famous (2014) | Director, Producer 

2013 Student Award of One World Media Awards 

2013 Taipei International Documentary Festival

한멍  HAN Meng
hanmeng1004@gmail.com

빈센트 두  Vincent DU
duhaiphoto@gmail.com

DuGood Productions | duhaiphoto@gmail.com | +86 1375 206 2864

DuGood 프로덕션은 중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제작 회사이다. 전세계 관객을 목표로, 사회 이슈를 다룬 

작품, 독립 영화 및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으며, 알자지라 영어 방송, NHK 월드, 채널 뉴스아시아, 

텐센트 및 세계보건기구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DuGood Productions | duhaiphoto@gmail.com | +86 1375 206 2864

DuGood Productions is a China-based production house, with a mission to produce social 

issue films, independent and TV non-fiction films for international audience. DuGood works 

closely for Al Jazeera English, NHK World, Channel NewsAsia, Tencent,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PRODUCTION COMPANY

환경&자연, 사회&휴먼, 정치

Environment&Nature, Social&Human Interest, Politics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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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감옥 Green Jail

대만,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 | 중국어, 일본어 | 100분 | DCP

Taiwan, Japan, France, Austria | Taiwanese, Japanese | 100min | DCP

하시마 할머니는 일본의 대만 강점기 동안 강제로 오키나와의 “녹색 감옥”으로 노역을 간 마지막 생존자이다. 

오늘날 논쟁을 피할 수 없는 할머니의 숨겨진 기억과 비밀에 관한 이야기.

Grandma Hashima is the last survivor of Taiwanese forced laborers brought to Okinawa 

into the “Green Jail”, during Japan’s colonization of Taiwan. A tale of hidden memories and 

secrets those are essential to an imperative debate today.

FINANCING IN PLACE

약 ￦145,025,000

$145,025

기획/개발 2013.08 – 2014.01

제작 2014.02 - 2019.10

후반작업 2019.11 – 2020.01

완성 2019.02

Pre-production 2013.08 – 2014.01

Production 2014.02 - 2019.10

Post-production 2019.11 – 2020.01

Completed 2019.02

대만국립문화예술재단 | 약 ￦49,820,000

뉴타이베이다큐어워드 | 약 ￦10,960,000

무린필름 (대만) | 약 ￦66,427,000

크라우드펀딩 (일본) | 약 ￦17,818,000

National Culture and Arts Foundation of Taiwan | $49,820

New Taipei City Doc Award (Taiwan) | $10,960

Moolin Films, Ltd. (Taiwan) | $66,427

Crowd funding (Japan) | $17,818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BUDGET

약 ￦243,758,000

$243,758

GOAL

투자, 방송, 공동제작

Financier, Broadcaster, 

Co-producer

PRODUCTION STATUS

후반작업

Post-production

일본 오키나와의 이리오모테섬 “녹색 감옥”에는 고요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세계 제2차대전이 일어나기 전, 

“녹색 감옥”은 대동아 제국주의 시절 조성된 대규모 광산마을로, 규슈, 일제 치하에 있던 대만과 한국 및 기타 

일본 지역에서 온 광부들 수천 명을 감금하고 있었다. 하시마 할머니는 식민지 대만 광부들의 수장이었던 

양티엔푸의 딸로, 전쟁이 터지기 전 탄광에서의 일을 모두 겪으며 자랐다. 이제 92세가 된 하시마 할머니는 

“바다 위의 감옥”이라 불리는 섬에서 부모님의 묘지를 가까이 두고, 가족과 함께 살던 낡고 덤불로 뒤덮인 

나무집에서 찾아오는 이들 거의 없이 홀로 지내고 있다. 할머니는 섬을 떠나 돌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추억하곤 

한다. 할머니의 가족은 아들이 도쿄에 있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전쟁 후 성을 양에서 하시마로 바꾸고 

일본인으로 귀화했다. 할머니의 아들은 가족 모두가  도쿄로 옮겨와 살길 바랐지만, 도쿄로 떠난 후 단 한 차례 

전화를 걸어왔을 뿐, 40년 동안 연락이 없다. 하루하루 외로움이 쌓여 할머니는 나이가 들어간다. 할머니는 가

끔 10년 전 사소한 이야기를 생각하기도, 어렸을 때 양아버지의 외로워 보이던 실루엣을 그려보기도, 

“석탄광 외국인”으로 놀림을 받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한다. 전쟁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닫고 

아무도 탄광 시절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망자들의 섬”이라고도 불리는 “녹색 감옥”은 아무도 가지 않는 

폐허가 되었다. 탄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양티엔푸는 한 때 수백 명의 대만 광부를 이 곳 “녹색 

감옥”으로 불러들여 다시는 대만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 장본인이었다. 그는 시대가 나은 폭력자였을까? 

아니면 일본 제국의 희생양이었을까?

There remains only silence in the “Green Jail” in Iriomote Island, Okinawa, Japan. Before 

World War II, “Green Jail” was a large-scale mining village under Greater East Asia 

Imperialism which imprisoned thousands of miners, who were from Kyushu, Japanese 

colonies Taiwan and Korea and other places of Japan. 

Grandma Hashima is the daughter of Yang Tien-fu, head of colonial Taiwanese mine, who 

experienced the coal mine period in the pre-war. She’s already 92 years old, living alone 

in an old shaggy wooden house where her family lived, near the “jail on the sea” with the 

tomb of her parents, and nearly no one visits her. 

What about Grandma’s children? She often recalls her lost sons who left the island and 

never came back. After the war, the family changed their name from Yang to Hashima and 

became naturalized Japanese so as to make their son eligible to be enrolled in a university 

in Tokyo. However, her son carried the hope of the entire family to depart for Tokyo but he 

only called home once and has disappeared for more than 40 years. 

The solitude makes her grow older day by day. Sometimes she thinks of trivial anecdotes 

10 years ago; sometimes she recalls how her adoptive father with a lonely silhouette 

looked like when she was young; sometimes she recalls the days they were teased as “coal 

mine foreigners”... After the war, the villagers clammed up and no one talks about the coal 

mine days anymore. “Green Jail”, the so-called "Dead Man's Island" has all become ruins 

that no one goes in.  What has happened in the coal mine? Yang Tien-fu has once recruited 

hundreds of Taiwanese miners to this “Green Jail”, making them unable to get back to 

Taiwan and leave the jail... Is he an assaulter or a victim under Japanese Imperialism?

SYNOPSIS

DIRECTOR`S STATEMENT

2014년, 시간이 멈춘 듯한 나무집에서 하시마 할머니를 만났다. 덤불이 울창한 할머니의 집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대만 식민지 시대의 물건으로 채워진 곳이었다. 할머니는 괴팍한 성격에 이웃과도 다툼이 잦은 

분이었다. 할머니의 기억 깊숙이 자리한 대만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나는 할머니 집을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해가 잘 들지 않는 할머니의 집, 시간이 멈춰 있는 것만 같은 평온한 열대의 섬.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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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ON COMPANY

Moolin Films, Ltd. | info@moolinfilms.com | http://www.moolinfilms.com 

무린 필름은 후앙인유가 2015년 설립한 제작사다. 오키나와, 타이페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무린 필름은 최근 

전쟁 전 오키나와로 건너간 대만 이민자들과 대만-일본 역사와 관련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다. 

2016년 제작한 다큐멘터리 After Spring, the Tamaki Family…는 대만과 일본에서 상영되었다. 현재 준비 

중인 프로젝트 <녹색 감옥>은 스위스 비젼뒤릴영화제와 베를린영화제 탤런트캠퍼스의 독스테이션 프로젝트

로 선정되었다. 무린 필름은 2018년부터 다큐멘터리 제작 외에도 국제 공동 제작사들과 함께 일본과 대만에서 

해외 다큐멘터리 배급을 시작했다. 2019년 후앙인유 감독은 체코 이흘라바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2020

신진 프로듀서 프로그램에 발탁되기도 하였다.

Moolin Films, Ltd. | info@moolinfilms.com | http://www.moolinfilms.com

Moolin Films, Ltd. was founded by Huang Yin-yu in 2015. Based in both Okinawa and Taipei, 

it is recently producing a series of documentaries about pre-War Taiwanese immigrants in 

Okinawa region and related to Taiwan-Japan history. In 2016, documentary After Spring, 

the Tamaki Family… was theatrical released in Taiwan and Japan. The project Green Jail 

was selected in Visions du Réel and “Doc Station” of Berlinale Talents. Besides producing 

the documentaries, Moolin Films started to work with international co-production since 

2018, and start to distribute foreign documentaries in Japan and Taiwan. In 2019, Huang 

Yin-yu is selected as “Emerging Producers 2020” of Jihlava IDFF.

DIRECTOR & PRODUCER

후앙인유  HUANG Yin-yu
info@moolinfilms.com

AFTER SPRING, THE TAMAKI FAMILY (2016) | Director, Producer, Editor 

2016 Osaka Asian Film Festival

TEMPERATURE AT NIGHTS (2013) | Director, Producer, Editor

2013 Visions du Réel

역사, 사회&휴먼, 전쟁&갈등

History, Social&Human Interest, War&Conflict

KEYWORD

머니의 집은 마치 지금과는 다른 시기,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 속하는, 현재는 존재할 수 없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녹색 감옥>은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은은하면서도, 무언가에 홀린 듯한 분위기를 담았다. 유령이 

깃들어있는 듯한 공간(집, 탄광, 정글 및 섬들)들이 영화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영화는 하시마 할머니의 

움직임과 보이지 않는 공간의 리듬에 따라 흘러간다. 우리는 할머니의 기억을 통해, 어둠이 덮인 집, 식민지 

시대, 광산, 가족사이자 할머니의 마음이 담긴 “녹색 감옥”을 탐험하게 된다. 나에게 이 영화는 흔히 볼 수 있는 

보통의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닌, 사람들의 기억과 현대 세계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영화이다. 

영화는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 현재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고, 과거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줄 

것이다. 하시마 할머니는 어째서 양아버지에게 어린 신부로 끌려올 수밖에 없던 것일까? 할머니는 왜 

폐허가 된 광산 마을을 떠나지 않았을까? 할머니의 가족은 어째서 대만 국적을 버리고 일본인이 되어야만 

했던 걸까?

In 2014, I found my protagonist Grandma Hashima in a shaggy wooden house that seems 

timeless in that space. It’s a place full of stuff from colonial Taiwan which I never had a 

chance to know. The grandma is a cranky old woman who has bad relationship with her 

neighbors; I am the only one who visits her because I can speak the Taiwanese language 

which belongs to the deep inside of her memory. Sunshine never gets into her house, and 

time comes to a halt in this tranquil tropical island. Her house itself is a territory which 

should not exist nowadays: a place belonging to another time, and another country which 

no longer exists. 

The atmosphere of the film is silent, indirect, and haunted. The haunted space (the house, 

the coal mines, the jungle, and the islands) creates the flow of this film: the film follows the 

rhythm of Grandma Hashima, also the invisible rhythm of the space. Grandma’s memory 

takes us to the world inside the “Green Jail”: the dark house, the colonial time, the mines, 

her family history, and her mind.

For me, this film will not be a typical history documentary, as what it would really like to 

explore is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s memory and the modern world. It also reflects 

their current spiritual life from their memory, and how their past impacts their future. Why 

did Grandma have no choice but brought to her adoptive father as a child bride; Why does 

she never leave the coal mine village even after it’s ruined? And why did her family have to 

experience the changing of nationality and without cho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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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 집 A House in Pieces

필리핀 | 타갈로그어, 마라나오어 | 60분 | DCP     Philippines | Tagalog, Maranao | 60min | DCP

필리핀 정부와 필리핀 마라위 ISIS 소속 과격단체 간의 전쟁으로 수백, 수천 명의 민간인이 집을 버리고 달아나

야만 했다. 전쟁이 끝난 후 폐허가 된 도시에서 자신들의 집과 일상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의 이야기.

A war between government and ISIS-affiliated extremists in Marawi, Philippines, forced 

hundreds of thousands to flee from their homes. After the war, residents struggle to rebuild 

their homes and lives in a deformed city.

방송, 영화제, 해외 세일즈 및 

배급, 후반작업비용 지원

Broadcaster, Film Festival, 

International Sales & Distribution, 

Post-production funding

PRODUCTION STATUS

후반작업

Post-production

BUDGET

약 ￦100,000,000

$100,000

FINANCING IN PLACE

약 ￦30,000,000

$30,000

GOAL

기획/개발 2017.08 – 2018.01

제작 2018.02 – 2019.06

후반작업 2019.10 – 2019.12

완성 2020.01 – 2020.08

Pre-production 2017.08 – 2018.01

Production 2018.02 – 2019.06

Post-production 2019.10 – 2019.12

Completed 2020.01 – 2020.08

Misereor | 약 ￦4,000,000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제작지원 | 약 ￦9,500,000

아시아유럽재단, 독일영화진흥위원회 지원금 | 약 ￦2,000,000

인디고고 크라우드펀딩 | 약 ￦2,500,000

감독 인건비 (지급 보류분) | 약 ￦12,000,000

Misereor | $4,000, DMZ Docs Fund Production Grant | $9,500

Asia-Europe Foundation, German Films - Travel Grants | $2,000

Indiegogo Crowdfunding | $2,500, Deferred Honoraria: Directors | $12,0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DIRECTOR`S STATEMENT

<부서진 집>은 필리핀-독일 공동 제작 다큐멘터리다. 각자의 관점을 겹겹이 쌓아, 복잡하면서도 풍성한 

작품의 뉘앙스를 담아내고자 한다. 그럼에도 <부서진 집>은 필리핀 사회가 가진 현실의 모호함과 난제들을 

성찰해가는 필리핀 색채가 더없이 강한 작품이기도 하다. 우리는 필리핀을 담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평범하게 묘사되고 정형화 되는 방식을 보며 염증을 느껴왔다. <부서진 집>을 통해 특정 국가를 넘어 울려 

퍼지는, 보편적이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적인 경험으로 풀어가려 한다. 이 영화를 작업하며 우리는 

예외의 상황에 처한 평범한 사람들의 경험이 말해 주는 작은 이야기의 힘을 발견했다. 그들의 목소리를 널리 

전하는 것이 곧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믿는다.

As a Filipino-German directing team we believe that this combination of our lenses provides 

a layer of complexity and nuance to our storytelling. On the one hand, A House in Pieces 

is a deeply Filipino film, acknowledging the ambiguities of reality and unresolved issues 

in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we have been frustrated about how Filipino topics are 

often portrayed and stereotyped. We would like to tell this story as a universal and relatable 

human experience which resonates far beyond the country. Working on this film, we 

have discovered the power of the small stories that speak of the experiences of ordinary 

people caught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We believe that making their voices heard is 

empowering.

<부서진 집>은 2년의 세월 동안 면밀히 담아낸 세 무리의 주인공 이야기를 한데 엮어 드라마처럼 풀어가는 

다큐멘터리다. 난민이 된 유솝과 파한나 부부와 아이들은 과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는 도시에 돌아와 자유와 

생계, 생활의 안락함을 갈망한다. 과거 부유하게 살았던 낸시는 기약 없이 대피소 생활에서 집을 잃은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한편, 놀라운 식견을 갖춘 무명의 택시 운전사는 도시를 돌며 전쟁으로 무너진 도시 

곳곳의 사연을 들려준다.

The film unfolds like a drama weaving together the stories of three sets of protagonists, 

immersively observed over a period of two years. Displaced couple Yusop and Farhanna 

and their children yearn for freedom, income, and comfort after returning to their city, 

which will never be the same. Nancy, a once wealthy woman, has to cope with her loss of 

home in an evacuation shelter where she will have to remain for an indefinite period. An 

anonymous driver with striking insights shuttles back and forth between places and stories 

around a city deformed by warfare. 

SYNOPSIS

Stories Beyond | www.stories-beyond.com

Stories Beyond는 언제나 단 하나의 이야기가 아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상상 그 이상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한다.

Stories Beyond | www.stories-beyond.com

Stories Beyond envisions telling restorative and transformative narratives of communities, 

always beyond the "single story."

PRODUC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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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PRODUCER DIRECTOR, PRODUCER

A Memory of Empire (2018) | Director, Producer 

2019 Sinesaysay Documentary Film Showcase 

Paglubad (2017) | Director, Producer

2019 Sharjah Film Platform

2019 UAE, Fringe Manila Festival

Pagrara Sang Patipuron (2017) | Director, 

Producer

2017 Sinag Maynila Film Festival 

2017 Scholars for Humanity Conference, 

Philippines

Walay Naa Diri (2015) | Director,  Producer

A Memory of Empire (2018) | Director,  

Producer 

2019 Sinesaysay Documentary Film Showcase

Pagrara Sang Patipuron (2017) | Director, 

Producer

2017 Sinag Maynila Film Festival 

2017 Scholars for Humanity Conference, 

Philippines

Traces (2016) | Director, Producer

2016 Fringe Manila 

진 클레어 다이   Jean Claire DY 
jeanclairedy@gmail.com

마뉴엘 돔즈  Manuel DOMES
manueldomes@gmail.com

사막의 진주 Pearl of the Desert

인도, 한국 | 힌디어, 한국어, 영어 | 86분 | DCP     India, Korea | Indian, Korean, English | 86min | DCP 

모티는 오랜 관습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인도의 사막에서 노래를 부른다. 그는 혼자만의 음악 

여정을 떠난 후 자신의 음악이 있을 곳을 발견한다.

Moti sings out in the Indian desert to be free from the shackles of old customs. After a 

musical journey of his own, he realizes where his music belongs.

투자, 방송, 영화제, 해외 세일즈 및 배급, 

후반작업 업체

Financier, Broadcaster, Film Festival, International 

Sales & Distribution, Post-production studios

PRODUCTION STATUS

후반작업

Post-production

BUDGET

￦139,700,000

Approx. $139,700

FINANCING IN PLACE

￦77,200,000

Approx. $77,200

GOAL

기획/개발 2016.06 – 2016.12 

제작 2017.01 – 2019.02 

후반작업 2019.03 – 2019.11 

완성 2019.12

Pre-production 2016.06 – 2016.12 

Production 2017.01 – 2019.02 

Post-production 2019.03 – 2019.11 

Completed 2019.12

부산국제영화제 AND펀드 | ￦5,900,000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Fund | 

Approx. $5,900

PRODUCTION SCHEDULE

FUNDING SOURCES

전쟁&갈등

War&Conflict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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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STATEMENT

힌두 카스트 제도의 차별적 특성으로 하층 계급민들이 개종하는 상황이 수 세기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망간니어스 가문도 이슬람으로 개종했지만 음악을 업으로 했기에 급진적인 종교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다. 

갈 곳 없는 이들은 상층 계급 밑에서 음악을 계속했다. 망간니어스는 그들의 후원자 라지푸트족과 가까이 

지내며 그들을 위해 노래하고,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예술가-후원자 관계를 이어왔고, 덕분에 음악을 계속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화를 통해 인도는 세계에 개방됐고 문화와 관광은 이들이 사는 사막까지 손을 

뻗었다. 이로 인해 사막의 질서가 바뀌기 시작하고, 잦은 가뭄까지 겹쳐 상황이 악화되었다. 망간니어스는 

전통적으로 후원자를 위해 노래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후원자들은 사막을 떠나 도시로 이동했고, 그 중 

일부는 가난해져 더는 망간니어스의 노래를 살 수 없게 됐다. 결국 망간니어스 가수들은 기존의 경제적 

수단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존법을 배우기 시작한다. 이들은 생존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지만, 카스트의 법칙과 

권위에 도전한다는 상층 계급의 비난에 직면한다. 바브리 마스지드 사원 붕괴 후, 힌두와 무슬림 사이의 

갈등과 충돌은 깊어졌고, 힌두 우익이 부상하며 사막의 조화도 파괴됐다. 망간니어스 공동체에는 이 혼란을 

자신의 부흥으로 악용하려는 자들과 전통을 지키며 평화롭게 살려는 자들이 있다. 동시에 젊은 세대는 모티가 

제시하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 폭력보다는 자신들의 음악으로 카스트 내 

차별을 상쇄하고자 한다.

The discriminatory character of the Hindu caste system has sparked a situation in which 

the lower classes have converted religion to escape discrimination that has been through 

for centuries. The Manganiar family also converted to Islam, but because they were 

occupational musicians, they underwent persecution by radical religious people. They had 

no place to go, and eventually they decided to continue their business under the hereditary 

upper classes. The Manganiar family is deeply connected with the sponsor Rajput family 

and sings for them and builds an artist-sponsor relationship with strong economic 

dependence. This relationship allowed the Manganiar family to continue their lives with 

music. However, through globalization, India has opened up to the world, and culture 

and tourism have reached upto the desert where they live. And this situation is breaking 

down the order of the desert. The situation got worse because of frequent drought. 

Manganiyar is traditionally a singer for their patron. Over time, however, the patrons left 

the desert and moved to the city, and some of them became poor that they could not 

afford the Manganiyar family. In the end, the singing community can not rely on existing 

economic means and is forced to take other means to survive. The Manganiyar family has 

made several attempts to make a living, but it is criticized by their upper classes that the 

12살 인도 소년 모티 칸은 음악적 재능을 타고났다. 모티는 망간니어스 음악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 이 음악은 예술가와 군사적 후원 관계의 오랜 전통이었다. 모티는 예술가를 천하게 여기는 후원자들을 

위해 노래하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며, 음악을 통해 존중받길 열망한다. 마침내 모티는 더 큰 세상을 향해 

여정을 떠난다. 그는 망간니어스의 정신을 지킬 수 있을까?

Moti Kahn, a 12-year-old Indian boy, is talented in singing. He loves singing the Manganiyar 

songs, a big part of which has been the long-time tradition of artist-hereditary patron 

relationship. But Moti finds singing for their patrons humiliating as they are still treated 

lowly, and he aspires to earn respect from the world through the music. He sets on a 

journey to the bigger world - will he be able to keep the spirit of Manganiyars?

SYNOPSIS

라이프스타일, 여행&모험, 청소년&어린이

Life style, Travel&Adventure, Youth&Children

KEYWORD

Manganiyar family is blurring and challenging the rules and authority of Caste.

After the collapse of the Babri Masjid Temple, the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Hindus 

and Muslims deepened, and the rise of the Hindu right wing is also breaking the harmony 

of the desert. In Manganiyar community, there are people who want to make use of this 

confusion as a stepping stone to their revival, while others want to keep old traditions and 

live peacefully. This leads to a generation-to-generation conflict, and elders within the 

village think that modernity is taking away a new generation from an old heritage. At the 

same time, the younger generation looks up for the possibilities that Moti shows. They are 

eager to offset discrimination within the castes through publicizing their music, rather than 

violent means, to receive equal treatment in society.

시소픽쳐스 | hj.oh.film@gmail.com | seesawpictures.kr 

시소픽쳐스는 <위로공단>,<목숨>,<길 위에서> 등의 우수한 한국 다큐멘터리의 해외배급을 전담하며

 아시아 다큐멘터리 분야에 전문성을 쌓아온 오희정 프로듀서가 설립한 회사이다. 현재 제작중인 <눈썹>은 

유럽프로듀서 조합 Eurodoc 2018에 선정 및 네덜란드 국제 다큐멘터리 마켓 IDFA 2018에 센트럴 피칭에 

참여한 이력이 있으며 유럽 시장에서의 탄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큐멘터리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배급

분야에서 인정받는 신생제작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SeeSaw Pictures | hj.oh.film@gmail.com | seesawpictures.kr 

SeeSaw Pictures is a boutique company based in Seoul that produces and distributes 

artistic factual contents, closely working with young and seasoned filmmakers. Oh Heejung, 

the founder has worked on feature-length documentaries that have strong track record 

both in domestic box office and international festivals. She is specialized in developing 

projects that appeal to wider audiences and international co-production. SeeSaw Pictures 

participated in Eurodoc 2018 and IDFA 2018 Central Pitch to present its works.

PRODUC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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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PRODUCER

ASHWATTHAMA (2017) | Director 

2017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New 

Currents

THE HONOUR KEEPER (LAJWANTI) (2014) | 

Director 

2014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 Forum

그날, 바다 (2018) | 공동프로듀서

2018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피의 연대기 (2017) | 프로듀서

2018 서울독립영화제 – 새로운 시선상

더 플랜 (2017) | 프로듀서

Intention (2018) | Co-producer

2018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For Vagina’s Sake (2017) | Producer

2018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 New 

Vision Award

The Plan (2017) | Producer

푸시펜드라 싱  Pushpendra SINGH 
greatgabbar@gmail.com 

오희정  OH Heejung
hj.oh.film@gmail.com

DMZ DOCS BEYOND 
BOUNDARIES



"In celeb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Denmark, DMZ Docs and ANIDOX — a 
creative platform for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animated 
documentary projects in Denmark — co-host a collaborative 
documentary residency program in Denmark for filmmakers from 
both countries. 

DMZ Docs, ANIDOX and a local Danish animation studio will select 
together one Korean animated documentary project currently under 
production, and invite one person from the project to Denmark for 
a month-long residency program. The participant will be engaged in 
producing a promotional animation trailer in collaboration with an 
animation studio based in Viborg, Denmark." 

ANIDOX: RESIDENCY 
2019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덴마크의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창작 

플랫폼인 애니독스는 한국-덴마크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의 공동 작업 지원을 

목표로 덴마크 현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공동 주최한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애니독스, 덴마크 현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함께 

한국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1편을 선정한다. 선정된 프로젝트는 덴마크 비보르크 

소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함께 작품 홍보용 애니메이션 트레일러를 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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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장의사 (가제) Happy Funeral Director (working title)

스스로 ‘행복한 장의사’라 칭하며 한국 장례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청년 사업가가 있다.

There is a young entrepreneur who is trying to make a new trend to the funeral culture in 

Korea who is called himself as a ‘happy funeral director’.

청년 사업가인 ‘행복한 장의사’ 종희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담긴 엔딩노트를 만들거나, 다양한 세대에게 그림책을 통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는 스타트업 장례문화기업인 ‘꽃잠’을 재능 있는 동료들과 함께 시작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예술치유적인 방식들을 통해 죽음과 상실을 대한다. 그런 그는 장례 지도사로서 장례절차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관식을 준비한다.

This young entrepreneur, ‘happy funeral director’ tries to help people to prepare their end, 

funerals, by themselves through various rites. Such as making drawing books based on 

their story of life, finding flowers of their life which they want to take with them to their 

funeral and holding a funeral rehearsal. Also, he has prepared his own casketing to get 

better understanding of death rites as a funeral director. Through these rites, he tries 

to bring a chance to rethink and experience the loss and death in life for the people in a 

therapeutic and enjoyable way.

SYNOPSIS

Edinburgh College of Art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했고,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연출을 하고 있다. 

2015년 단편영화 <장수목욕탕의 여름>으로 연출을 시작했고, 2017년에 연출한 단편 다큐멘터리 <Winter with Umma>

는 에딘버러국제영화제에 상영된 바 있다. 현재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와 애니독스의 지원을 받아 장편 다큐멘터리 

<행복한 장의사>를 제작 중에 있다.

Suhyun is an emerging filmmaker based in Korea, who recently gained a MFA in Film Directing 

from Edinburgh College of Art, University of Edinburgh. She has been working in both fiction and 

documentary. Her first short fiction film, A Boy’s Summer, and her first short documentary Winter 

with Umma, have been screened internationally. Happy Funeral Director is in development as a hybrid 

feature length documentary film with support from the DMZ Docs and The Animation Workshop.

DIRECTOR

송수현  SONG Suhyun
suhyunsong2016@gmail.com

+82 10 3068 7109

2019 DMZ인더스트리 행사일정

2019 DMZ Industry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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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15

11:00-13:00

독아시아 런천

DOCASIA LUNCHEON

*비공식행사

*by INVITATION ONLY

까사밀

CASAMEAL

11:15-11:30

11:30-11:45

11:45-12:00

12:00-12:30

12:30-13:00

19:00-19:30
19:00-22:00

개막식&개막 리셉션

OPENING CEREMONY&RECEPTION

지지향 대회의실

Grand Scale Meeting Room, Jijihyang

19:30-20:00

20:00-21:00

21:00-22:00

9.23. MON

교류행사 MIXER

09:00-09:15

09:00-12:00

DMZ DOCS 피치 1일차

프로덕션 피치 1

DMZ DOCS PITCH
DAY 1

PRODUCTION
PITCH 1

지지향 다목적홀

Multipurpose
Meeting Room, Jijihyang

09:15-09:30

09:30-09:45

09:45-10:00

10:00-10:15

10:00-12:00

DMZ DOCS 매치

캐주얼 미팅

DMZ DOCS MATCH
CASUAL MEETING 

SERVICE

지지향 대회의실

Grand Scale
Meeting Room, Jijihyang

10:15-10:30

10:30-10:45

10:45-11:00

11:00-11:15

11:15-11:30

11:30-11:45

11:45-12:00

12:00-12:30 12:00-14:00

네트워킹 런천

NETWORKING 
LUNCHEON

아이스타일

i-style café

12:30-13:00

13:00-13:30

13:30-14:00

14:00-14:30

14:00-18:30

DMZ DOCS 매치

프로덕션 피치

프로젝트 집중 미팅

DMZ DOCS MATCH
1:1 MEETING

FOR PRODUCTION
PITCH

지지향 대회의실

Grand Scale
Meeting Room, Jijihyang

14:00-18:30

DMZ DOCS 매치

인더스트리 공식

프로젝트 집중 미팅

DMZ DOCS MATCH
1:1 MEETING

FOR DMZ INDUSTRY
OFFICIAL PROJECTS

지지향 대회의실

Grand Scale
Meeting Room, Jijihyang

14:30-15:00

15:00-15:30 15:00-17:00

인더스트리 토크

비즈포커스

INDUSTRY TALKS
BIZFOCUS

지지향 다목적홀

Multipurpose
Meeting Room, Jijihyang

15:30-16:00

16:00-16:30

16:30-17:00

17:00-17:30 17:00-18:00
HAPPY HOUR

지지향 이벤트광장

Jijihyang Courtyard17:30-18:00

18:00-18:30

9.24. TUE

교류행사 MIXER

DMZ DOCS PITCH

DMZ DOCS MATCH

2019 DMZ인더스트리 행사일정 2019 DMZ Industry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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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15

09:00-12:00

DMZ DOCS 피치 2일차

프로덕션 피치 2

DMZ DOCS PITCH
DAY 2

PRODUCTION
PITCH 2

지지향 다목적홀

Multipurpose
Meeting Room, Jijihyang

09:15-09:30

09:30-09:45

09:45-10:00

10:00-10:15

10:00-12:00

DMZ DOCS 매치

캐주얼 미팅

DMZ DOCS MATCH
CASUAL MEETING 

SERVICE

지지향 대회의실

Grand Scale
Meeting Room, Jijihyang

10:15-10:30

10:30-10:45

10:45-11:00

11:00-11:15

11:15-11:30

11:30-11:45

11:45-12:00

12:00-12:30 12:00-14:00

네트워킹 런천

NETWORKING 
LUNCHEON

아이스타일

i-style café

12:30-13:00

13:00-13:30

13:30-14:00

14:30-15:00

14:30-19:00

DMZ DOCS 매치

프로덕션 피치

프로젝트 집중 미팅

DMZ DOCS MATCH
1:1 MEETING

FOR PRODUCTION
PITCH

지지향 대회의실

Grand Scale
Meeting Room, Jijihyang

14:30-15:30

DMZ DOCS 피치

K-DOC CURATED

DMZ DOCS PITCH
K-DOC CURATED

지지향 다목적홀

Multipurpose 
Meeting Room, Jijihyang

15:00-15:30

15:30-16:00 15:30-18:30

DMZ DOCS 매치

K-Doc Curated
프로젝트 집중 미팅

DMZ DOCS MATCH
1:1 MEETING

FOR K-DOC CURATED

지지향 대회의실

Grand Scale
Meeting Room, Jijihyang

16:00-16:30

16:30-17:00

17:00-17:30 17:00-18:00
HAPPY HOUR

지지향 이벤트광장

Jijihyang Courtyard17:30-18:00

18:00-18:30

18:30-19:00

21:00-22:00

21:00-23:00

DMZ다큐나이트

DMZ DOCUNIGHT

벨라시타 라운지 비

Lounge B, 
Bella Citta Stores

22:00-23:00

09:00-09:15

09:00-11:30

DMZ DOCS 피치 3일차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DMZ DOCS PITCH
DAY 3

ROUGH CUT
PRESENTATION

지지향 다목적홀

Multipurpose
Meeting Room, Jijihyang

09:15-09:30

09:30-09:45

09:45-10:00

10:00-10:15

10:00-12:00

DMZ DOCS 매치

캐주얼 미팅

DMZ DOCS MATCH
CASUAL MEETING 

SERVICE

지지향 대회의실

Grand Scale
Meeting Room, Jijihyang

10:15-10:30

10:30-10:45

10:45-11:00

11:00-11:15

11:15-11:30

11:30-11:45

11:30-12:00

미니 피치

MINI PITCH

애니독스 프로젝트

ANIDOX PROJECT

지지향 다목적홀

Multipurpose Meeting 
Room, Jijihyang

11:45-12:00

14:00-14:30

14:00-18:30

DMZ DOCS 매치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 집중 미팅

DMZ DOCS MATCH
1:1 MEETING

FOR ROUGH CUT
PRESENTATION

지지향 대회의실

Grand Scale
Meeting Room, Jijihyang

14:00-18:30

DMZ DOCS 매치

인더스트리 공식

프로젝트 집중 미팅

DMZ DOCS MATCH
1:1 MEETING

FOR DMZ INDUSTRY
OFFICIAL PROJECTS

지지향 대회의실

Grand Scale
Meeting Room, Jijihyang

14:30-15:00

15:00-15:30

15:30-16:00

16:00-16:30

16:30-17:00

17:00-17:30

17:30-18:00

18:00-18:30

20:00-21:00
20:00-23:00

폐막식&폐막리셉션

CLOSING 
RECEPTION&AWARDS 

CEREMONY

지지향 대회의실

Grand Scale
Meeting Room, Jijihyang

21:00-22:00

22:00-23:00

9.26. THU

교류행사 MIXER

DMZ DOCS PITCH

DMZ DOCS MATCH

9.25. WED

교류행사 MIXER

DMZ DOCS PITCH

DMZ DOCS MATCH

2019 DMZ인더스트리 행사일정 2019 DMZ Industry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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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 1

gate 2

gate 3

i

PP 1

4

5

3
2

WC

피칭룸 DMZ Docs Pitch Hall

매칭룸 DMZ Docs Match Lounge

프리뷰룸 Preview Room

게스트 라운지 Guest Lounge

          배지&인포메이션 데스크 Badge&Information Desk

1

2

3

5

4

WC

WC

WC

i

i

2019 DMZ인더스트리 행사장 2019 DMZ Industry Venue

DMZ인더스트리

DMZ Docs Fund

DMZ Docs Pitch

DMZ Docs Match

기획운영

홍보/출판

초청

DMZ Industry

DMZ Docs Fund

DMZ Docs Pitch

DMZ Docs Match

Event Planning

PR/Publication

Industry Hospitality

DMZ Industry Contact Point

industry.dmzdocs.com
+82 31 936 7393

industry@dmzdocs.com 

dmzfund@dmzdocs.com

pitch@dmzdocs.com

match@dmzdocs.com

planning.industry@dmzdocs.com

pr.industry@dmzdocs.com

welcome.industry@dmzdocs.com

welcome2industry@dmzdocs.com

industry@dmzdocs.com 

dmzfund@dmzdocs.com

pitch@dmzdocs.com

match@dmzdocs.com

planning.industry@dmzdocs.com

pr.industry@dmzdocs.com

welcome.industry@dmzdocs.com

welcome2industry@dmzdoc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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