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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원스톱’ 지원 플랫폼, DMZ인더스트리
DMZ인더스트리는 한국 및 아시아의 전도유망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발굴해 기획개발 단계에서부터 제작,
투자유치, 후반작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큐멘터리 제작
활성화를 위한 입체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글로벌 진출의 전초기지, DMZ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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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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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종합 산업 허브, DMZ인더스트리
DMZ인더스트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큐멘터리 특화 영화제로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지난 10년간
축적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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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브로서 도약하려 합니다.

인터아시아 (INTER-ASIA) 다큐멘터리 협업의 중심, DMZ인더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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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업
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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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FUND

‘DMZ DOCS FUND’는 지난 10년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을 위해 진행해 온 ‘DMZ
제작지원’ 사업에서 한층 확장된 프로젝트이다. 기획개발부터 제작, 후반작업 단계에 걸쳐 20편 내외의 다큐멘터
리 프로젝트를 선정하며, 제작지원금과 현물 지원 등 다방면으로 우수 프로젝트 완성과 공개를 지원한다.

기획개발펀드
선정
편수

한국 및 아시아 10편

제작 30% 미만 단계의 프로젝트

제작펀드

한국 2편, 아시아 1편

•제작 30-70% 단계 프로젝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리미어 상영을 위한 퍼스트룩

대상

옵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후반작업지원펀드

한국 2편

•접수 당해 DMZ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출품작
•촬영 및 편집 완료된 후반작업
예정작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리미어 상영을 위한 퍼스트룩
옵션을 제공하는 프로젝트

기획개발단계 지원금 5,000,000원

•제작지원금
15,000,000원~30,000,000원

혜택

•당해 DMZ Docs Lab 초청
•당해 DMZ인더스트리 초청 및
피칭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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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당해 상영 전 지정 업체를
통한 후반작업 현물 지원
(색보정, 사운드 믹싱, DCP패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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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PITCH

‘DMZ DOCS PITCH’는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프로젝트에 공동제작과 투자, 배급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마련된 전문
플랫폼이다. 현재 제작 중인 프로젝트와 촬영을 완료하고 1차 편집이 마무리된 러프컷 단계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제작 단계별 구분된 피칭 행사에서 방송, 배급, 투자 등 국내외 다큐멘터리 산업 관계자 앞에 프로젝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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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 DOC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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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분

소개
형식

대상

프로덕션 피치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공개 피칭

공개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당 각 15분

프로젝트당 각 10분

(프로젝트 발표 7분+Q&A 8분)

(프로젝트 발표 10분+Q&A 없음)

•30%~70% 제작 단계의 한국 또는 아시아

•후반작업 및 완성 단계에 있는 한국 또는

프로젝트, 또는 아시아 지역의 자본이 30% 이상
투입된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

아시아 프로젝트
•미개봉, 미방영 다큐멘터리 (영화제 상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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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MATCH

‘DMZ DOCS MATCH’는 프로젝트 관계자와 구매/투자결정권자(디시전메이커) 간 적극적인 교류, 선구매, 수출/투자,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비즈니스 매칭 프로그램이다. 특히 다큐멘터
리 산업 정보 파악이 쉽지 않은 참가자들을 위해, 아시아 다큐멘터리 창작자와 다큐멘터리 비즈니스 관계자와의
네트워킹이 풍부한 전문가를 매치메이커로 기용하여 매칭 가능성이 높은 파트너와의 1:1 미팅을 주선한다.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 행사 현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해외 산업 관계자들, 아시아 선정
프로젝트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위해 전문 미팅 플랫폼과 화상회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온・오프라인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한국 및 아시아 프로젝트가 세계 다큐멘터리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DMZ DOCS MATCH가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DMZ인더스트리 프로젝트의 추가 자료 열람이 필요하거나 현장 참석이 어려운 산업 관계자들을 위해서는 트레일러
등 선정 프로젝트의 영상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 라이브러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THE MBL COMPANY와
의 협력을 통해 OTT 플랫폼 무비블록에 DMZ인더스트리 전용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마련될 예정이며, 영화제 기간
부터 두 달여간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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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인더스트리 상금 지원
시상명

참가부문

시상 대상

선정 편수

지원금

•DMZ Docs Pitch: 프로덕션 피치에 소개된 제작 단계
프로덕션 피치

프로젝트 중 최우수 피칭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월드

•한국 1편
•아시아 1편

각 3천만 원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DMZ Docs Pitch: 러프컷 프레젠테이션에 소개된
DMZ
최우수
프로
젝트

러프컷 피치

러프컷 단계 프로젝트 중 최우수 피칭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아시아

•한국 또는
아시아 1편

2천 5백만 원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DMZ Docs Pitch: 프로덕션 피치에 소개된 제작 단계
프로젝트 중 장편 다큐 제작 2편 이하 연출 경험, 신진
신진작가

작가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아시아

•한국 1편
•아시아 1편

각 2천만 원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DMZ Docs Pitch: 프로덕션 피치에 소개된 제작 단계
프로젝트 중 다큐멘터리의 정신, 패기를 잘 살린 우수
프로덕션 피치

피칭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한국

•한국 2편
•아시아 2편

각 1천 5백만 원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DMZ
우수
프로
젝트

•DMZ Docs Pitch에 소개된 한국 프로젝트 중
“한국” 다큐멘터리의 뚝심, 한국 다큐 색을 잘 살린
K-Doc Curated

우수 프로젝트

•한국 1편

1천 5백만 원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한국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DMZ Docs Pitch: 러프컷 프레젠테이션에 소개된
러프컷 피치

러프컷 단계 프로젝트 중 우수 피칭 프로젝트
•퍼스트룩딜 의무: 작품 완성 시 DMZ DOCS 한국

•한국 1편
•아시아 1편

각 1천만 원

프리미어 최우선 고려

* 시상 대상: DMZ인더스트리(프로덕션 피치, 러프컷 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소개되는 공식 프로젝트 중 DMZ인더스트리
심사위원단에서 직접 선정
* 심사위원 회의에 따라 적합한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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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인더스트리 현물 지원
시상명
서울산업
진흥원상

지원내용
•후반작업 현물 지원 (색보정, 사운드 믹싱, DCP패키징)

선정편수
한국 2편

후원기관
서울산업진흥원

•온라인 상영 지원
무비블록상

- 무비블록을 통한 비독점 형태의 글로벌 배급

한국 1편

- 무비블록 서비스 개시 후 무비블록 메인 화면

아시아 1편

무비블록

상단 2주간 노출 등의 홍보 지원
필앤플랜상

•완성 이후 극장 개봉 시 홍보마케팅 대행 지원

한국 1편

필앤플랜

•2022 독엣지콜카타 공식 선정 및 참가 지원
- 숙박 4박 (독엣지콜카타 제공)

한국 1편

-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 1개 (DMZ인더스트리 제공)
독엣지콜카타상

인도 독엣지콜카타
•2022 독엣지콜카타 공식 선정 및 참가 지원
- 숙박 4박 (독엣지콜카타 제공)

아시아 1편

-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 1개 (독엣지콜카타 제공)
•2022 AIDC (Australian International Documentary
AIDC상

Conference) 참가 지원
- 온라인 올액세스 패스 1개 지원

호주
한국 1편

컨퍼런스

- AIDC 피칭 프로그램 the FACTory 출품료 면제

IDFA상

다카독랩상

•2021 IDFAcademy (IDFA 창작자 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IDFA Forum (세계 최대 규모의 피칭 행사) 참관 혜택 제공

•2022 다카독랩 공식 선정 및 참가 지원

•2022 뉴질랜드 독엣지 공식 선정 (Doc Pitch 2022
독엣지상

또는 Rough Cuts 2022 참가 혜택)
•비선정 프로젝트의 경우 출품료 25% 할인 제공

핫독스
인더스트리상

•2022 핫독스 인더스트리 올액세스 패스 지원

국제다큐멘터리

한국 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시아 1편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국 또는
아시아 1편

한국 또는
아시아 2편

방글라데시 다카독랩

뉴질랜드 독엣지

한국 또는

캐나다 핫독스

아시아 1편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시상 대상 : D
 MZ인더스트리(프로덕션 피치, 러프컷 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소개되는 공식 프로젝트 중 DMZ인더스트리 공식
후원사에서 직접 선정
* 후원사가 지향하는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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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인더스트리 매칭펀드
시상명

지원내용

선정편수

협력기관

•작품당 최대 1천만 원 제작비 지원 (원천세 포함)
•제작비 지급 방식: 계약 체결 후 50%, 촬영 완료 후 50%
EBS 프라임
피치 펀드

•작품 완성 후 50분물 방송용 제작 제출 조건

•한국 또는
아시아 2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 완성작 판권 구매 시 별도의 방영권료 지급
* 지원 상금 수여 후 1년 이후 방송 또는 1년 재연장 가능

•작품당 최대 1천만 원 지원
뉴스타파펀드

•제작비 지급 방식: 계약 체결 후 50%, 완성본 제출 후 50%
•작품 선정 후 뉴스타파재단과 별도 계약 체결

•한국 1편
이상

뉴스타파재단

* 시상 대상: DMZ인더스트리(프로덕션 피치, 러프컷 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소개되는 공식 프로젝트 중 DMZ인더스트리 공식
협력사에서 직접 선정
* 협력사가 지향하는 프로젝트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024

2021 DMZ INDUSTRY
PROJECTS
2021 DMZ인더스트리 프로젝트

DMZ Industry 2021

DMZ DOCS FUND
기획개발펀드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한국
나를 찍어줘, 언니

임연정

이현빈

대한민국

다큐멘터리 손선이

류승진

박홍열

대한민국

브라이트 퓨처

안드라 포페스쿠

어크로스

김지

라우라 비아지니

대한민국, 독일, 이탈리아

용산 레거시

김다혜

최석원

대한민국

풀

이수정

오은실

대한민국

모니카 라주리안-고르간,
고두현

루마니아, 대한민국

아시아
자하라 간도르,

이라크, 스위스

바그다드의 여성들

자하라 간도르

소명

안드레아 스위토

여기 우리가 있다

랜드 베이루티

주드 카와

요르단

출렁이는 강물

폴렌 리

리티 판

캄보디아,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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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르
맨디 마라히민, 핀바르 소머스,
하비에르 로체르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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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펀드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한국
숨

윤재호

이기남

대한민국

에디와 앨리스

김일란

조소나

대한민국

빈센트 두

중국

아시아
엄마는 챔피언

우위에

후반작업지원펀드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1989 베를린, 서울 Now

최우영

하시내

대한민국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고한벌

류형석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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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DOCS PITCH
프로덕션 피치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프로젝트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한국
멘탈과 브레인 사이(가제)

김혜이

방아란

대한민국

청년정치백서 1

이일하

펠롱펠롱

강희진

조이예환

대한민국

할머니 조경가의 ‘땅에 쓰는 시’

정다운

김종신

대한민국

해적판 미래

정유진

강사라, 막심 나코네치니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후방 땅

이준용

김상규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시아
니쉬타 자인,

니쉬타 자인,

아카시 바우마타리

발레리 몽마르틴

뒷골목 유토피아

진장

류지아, 진장

중국

베이비 잭프루트 베이비 구아바

농꾸앙

다오창

베트남

아가르의 귀향

양보

쉬샤오페이

중국

오지 않은 겨울

장추이샨

테레사 광

홍콩

우리가 힌두의 미래다

판카즈 조하르

한스 로버트 아이젠하워

인도, 독일

장가 싱 샴의 죽음

투샤르 마드하브

투샤르 마드하브

인도

길 위의 농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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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프컷 프레젠테이션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가나다순
감독

프로듀서

제작 국가

한국
다섯번째 방(가제)

전찬영

전찬영

대한민국

수카바티

선호빈, 나바루

박진석, 이효림

대한민국

아시아
이시카와 토모코,

미스핏 코미디언

휴가 후미아리

신성한 가족

엘비스 잉량 루

스테파노 첸티니

파르나즈 주랍시안,

주얼 마라난,

모하마드레자 주랍시안

엘라헤 노바흐트

침묵의 집

우에야마 에미

일본

대만, 프랑스

이란, 필리핀,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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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개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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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찍어줘, 언니 Breakthrough
대한민국 | 한국어 | 100 min | Color | DCP | 예술&문화, 젠더, 사적&관점

기획개발펀드

우리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내가 주인공이 되는 순간을 찍어줘, 언니.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유치, 국내외 영화제 출품,

기획/개발

2020.05 - 2021.06

제작

2021.07 - 2022.06

후반작업

2021.11 - 2022.10

제작완료

2022.10

선판매, 세일즈&배급, 방송&뉴미디어

예산 현황

확보 예산
DMZ인더스트리 기획개발펀드
전체 예산

서울독립영화제

₩283,410,000

자체조달

필요 예산

확보 예산

₩263,410,000

₩20,000,000

￦5,000,000
￦10,000,000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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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정

감독

afilmmaker@hanmail.net
플라이 | 연출 | 2016
2017 클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
2016 전주국제영화제
컷글라스 그릇 | 연출 | 2014
2014 미쟝센단편영화제
2014 파리한국영화제
화분 | 연출 | 2012

이현빈

프로듀서

lhbvidala@gmail.com
여성 영화인 지원 프로젝트 : 코로나 시대, 서로를 보다 | 제작 | 2020
2020 서울국제여성영화제 - 개막작
풍진 | 연출 | 2014
아주 작게만 보이더라도 | 연출 | 2011
플라워 | 연출 | 2009

<나를 찍어줘, 언니>는 아마추어 복서 출신의 스턴트우먼이자 무술 감독인 이혜미, 그리고 액션 영화를

시놉시스

만들고 싶은 감독인 ‘나’의 이야기이다.
5년 전, 우리가 함께 만든 단편 영화는 좋은 성과를 내었고, 우리는 함께 영화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좋은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다. 어딜 가서 무슨 일을 하건 ‘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만들 액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혜미는 어느새 독립 장편 영화의 무술 감독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스스로 원하는 영화를 만들지 못하고 업계 언저리를 맴돈다는 자괴감,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고립감과
불안을 느끼며 확실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차근차근 우울감에 잠겼다.
그런 ‘나’에게 이혜미가 자신을 찍어달라고 한다. 우리의 영화를 만들자고. 스턴트 팀으로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고 무술 감독까지 되었지만, 어딜 가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달라고.
우리는 함께 액션 영화를 만들기로 하고,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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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손선이 Sunny
대한민국 | 한국어 | 80 min | Color | DCP | 전기, 젠더, 사적&관점

동네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내 집에 들어와 밥을 먹고 잠을 잔다. 그렇게 가족처럼 지낸 지 7년째 되던 어느
날, 할머니는 평생 간직해 온 패물을 내게 건네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목표

제작 계획

방송&뉴미디어,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기획/개발

2021.01 - 2022.06

제작

2021.07 - 2022.07

후반작업

2022.07 - 2023.02

제작완료

2023.03

세일즈&배급, 공동제작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조달
전체 예산

DMZ인더스트리 기획개발펀드

₩17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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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예산

확보 예산

₩145,000,000

₩25,000,000

￦20,000,000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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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진

감독

ddangdo@gmail.com
관 | 연출 | 2020
제5종 보급품 | 공동연출 | 2018
길의 무게 | 연출 | 2013
형님과 나 | 연출 | 2010
빵의 세월 | 연출 | 2007

박홍열

프로듀서

filmdocu@naver.com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2 | 연출 | 2019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 연출 | 2005

기획개발펀드

상암동 월드컵 사람은 철거되지 않는다 | 연출 | 2001

손선이 할머니는 어느 날 품속에 간직해온 패물을 내민다. “누구 절대 주지 말고, 너만 가지고 있어.”

시놉시스

사람들은 나와 할머니의 관계를 친손자와 친할머니의 관계로 보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9년 전 나는 영화과 졸업작품을 찍기 위해 수원에 왔다. 도시재생 구역에서 만난
할머니는 자기 몸보다 더 큰 리어카에 박스를 가득 싣고, 자신을 향해 빵빵거리는 자동차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매료돼 촬영을 시작했다. 영화는 마무리했지만 미완성된
느낌이었다. 대신 할머니와 나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 버렸다. 어느 날 잔뜩 술을 마신 할머니가
집으로 찾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일본 사람들이 데려간 후 영영 돌아오지 않은 부모님,
미군을 상대로 술을 파는 판잣집에서 도망쳐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던 과거…. 부산, 부평, 서울,
수원으로 이어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따라서 함께 여행을 떠난다. 할머니의 과거를 이해하면 나는
할머니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할머니를 처음 만나 무작정 찍기 시작했을 땐 길에서 박스를 줍는 여성 노인의 노동과 삶의 고단함에

기획의도

초점을 맞췄었다. 할머니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감히 묻지 못했었다. 나의 짧은
졸업작품에 담기기에 여든이 넘은 나이에 가족 없이 혼자 폐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여성의
역사는 들어보지 않아도 무척 무거운 것임을 짐작했기 때문이었다.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온갖 금붙이와 현금 뭉치를 건네며 하나하나에 얽힌 사연을 얘기해 줄 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 9년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와 나는 진짜 가족이 되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지난 시간과
이야기가 나를 통해 기억되고 내가 아니면 곧 사라져버릴 것이었다. 이 영화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기억할 필요도 없는 폐지 줍는 노인의 삶과 그의 삶에 끼어든 나의 책임감에 관한 것이다.
영화를 통해 본인의 목소리로 자기 역사를 말하며, ‘동네 박스 할머니’가 아니라 ‘손선이’로 존재하는
순간을 담아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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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도프로덕션

제작사

ddangdo@gmail.com

땅도프로덕션은 ‘당신의 역사를 만듭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설립된 프로덕션이다. 개인이 살아온
삶이 공식 역사와 같은 중요도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으로 2015년부터 여러 구술사 작업과 인터뷰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 다큐멘터리,
홍보영상, 아카이브 영상 등 많은 영상을 제작해 왔다. <다큐멘터리 손선이>는 땅도프로덕션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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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트 퓨처 Bright Future
루마니아, 대한민국 |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영어, 한국어 | 85 min | Color | DCP | 예술&문화, 역사, 사회&인류, 청소년&어린이

기획개발펀드

1989년 여름, 사회주의적 국제주의를 기념하는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위해 전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북한에 모
였다. 천안문 광장에서의 학생 시위와 철의 장막 뒤의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영화는 한 시대의
황혼기 속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다룬다.

목표

제작 계획

홍보&마케팅,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기획/개발

2021.06 - 2021.12

제작

2022.02 - 2023.01

후반작업

2023.01 - 2023.05

제작완료

2023.05

국내외 영화제 출품, 방송&뉴미디어, 선판매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400,200,000

매니페스트 필름 (자체조달)

￦15,180,000

Conset Film (자체조달)

￦13,800,000

Playtime Post
(In-kind investment: editing and digitalization)
DMZ인더스트리 기획개발펀드
Romanian Film Center

필요 예산

확보 예산

₩298,770,000

₩101,600,000

￦17,940,000
￦5,000,000
￦49,680,000

039

DMZ Industry 2021

안드라 포페스쿠

감독

andramarina.popescu@studio.unibo.it
Centro Studi Autogestito Cagliari | 연출 | 2018
헛간의 마돈나 Holy Cow | 제작 | 2015

모니카 라주리안-고르간

프로듀서

monica.manifestfilm@gmail.com
아카사, 마이홈 Acasa, My Home | 제작 | 2020
Wood | 공동연출 / 제작 | 2020
Timebox | 제작 | 2018
Touch Me Not | 제작 | 2018
어 미어 브리쓰 A Mere Breath | 연출 / 제작 | 2016

고두현
keumyoil.film@gmail.com
40 | 제작 | 2020
요요현상 Loop Dreams | 연출 | 2019
목소리 Poltergeist | 연출 | 2017
옥상 위에 버마 Burmese on the Roof | 연출 | 2016

‘반제 연대성, 평화와 친선’이라는 구호 아래 국제 사회주의 행사가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177개국의

시놉시스

사회주의 국가, 비동맹국, 서구 국가에서 모두 22,000명이 참가하여 평화, 군비 축소, 환경, 여성 및
아동의 권리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자리를 가졌다. 1945년에 축전이 설립된
이래 아시아에서는 최초인 제13회 평양 축전에서 루마니아와 북한 두 국가 정상의 각별한 관계에
따라, 루마니아 청년 대표단이 주빈으로 참가하였다. 축전 기간 루마니아 대사관에서 보낸 외교
전문에는 막후의 정치적 상황이 묘사되었는데, 이것은 후에 역사적인 큰 변화를 낳았다. 루마니아,
미국, 러시아와 한국의 젊은 참가자들의 경험이 마치 역사의 끝에 놓인 세대의 양상을 보인다. 냉전
시대의 가장 뜨거운 여름이자 한 시대의 끝이다.

세계청년학생축전은 ‘사회주의를 세계화’하는 데에 목표를 둔 정치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브라이트

기획의도

퓨처>는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자 하는 국제적 청년 운동의 복잡한 구성을 들여다보고,
당위성을 잃은 단체의 경험과 행태에 대해 고민한다. 국제주의의 역사는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의
몰락과 함께 빠르게 잊혀졌다. 하지만 이제 이야기는 신세대를 열광시키고 과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추구하며 수면 위로 부상한다. 이 모두는 냉전의 단편적인 흑백논리를 부수고 과거의 국제 관계, 젊음,
연대는 무엇이었고, 지금은 어떠한지에 대해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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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ifest Film

제작사

monica.manifestfilm@gmail.com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 위치한 Manifest Film은 수상경력이 있는 제작사이며, 경력이 풍부한
프로듀서 모니카 라주리안-고르간이 이끌고 있다. 최근 작품으로는 라두 초르니치우크의 장편
다큐멘터리 <아카사, 마이홈>이 있으며, 이 작품으로 선댄스영화제 수상을 포함하여 30여 개의
상을 받았다.

영화사 금요일
keumyoil.film@gmail.com

영화사 금요일은 역사에서 지워진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한국의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사의 이름은 소설 『로빈슨 크루소』의
등장인물 ‘프라이데이’에서 따왔다. 회사는 고두현과 양주연을 주축으로 운영 중이다. 최근작인
기획개발펀드

<요요현상>(고두현, 2019)은 2021년 1월 한국에서 개봉해 관객과 평단에서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고, 현재 제작하고 있는 영화 <양양>과 <안경, 안경들>은 국내외 여러 필름 마켓에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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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크로스 ACROSS
대한민국, 독일, 이탈리아 | 영어, 독일어, 아랍어, 이탈리아어 | 90 min | Color | DCP | 사회&인류, 전쟁&분쟁

제주도의 예멘 난민, 베를린의 인권 변호사, 사르디니아의 반전 활동가. 서로 다른 세 공간에 사는 이들의 이야기
가 예멘의 ‘잊혀진 전쟁’을 중심으로 연결되기 시작한다.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공동제작,

기획/개발

2021.01 - 2021.07

제작

2021.08 - 2022.07

후반작업

2022.07 - 2022.11

제작완료

2022.11

방송&뉴미디어, 세일즈&배급, 선판매

예산 현황

확보 예산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전체 예산

DMZ인더스트리 기획개발펀드

₩497,79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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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예산

확보 예산

₩410,348,400

₩87,450,000

￦25,500,000
￦5,000,000

자체조달

￦14,300,000

이탈리아 정부 세금 공제

￦42,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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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

감독

jkim.rec@posteo.net
6, 20 and 7 | 연출 | 2020
2021 베를린리프트오프영화제
2021 비스톤영화제
Hair, Queer, and Rain | 연출 | 2020
2020 프린지퀴어필름아트페스티벌
2020 루스트스트라이펜퀴어필름페스티벌
2의 증명 | 공동연출 | 2013
2013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13 서울LGBT영화제 - 핑크머니 어워드

라우라 비아지니

프로듀서

info@momotty.it
기획개발펀드

테우라다로의 여행 | 제작 | 제작중
아산디라 | 제작 | 2020
2020 베니스국제영화제
비내리는 사막 | 제작 | 2019
2020 토리노필름랩
2020 이스리얼페스티벌

개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개인의 삶은 더 이상 국제 정세와 무관하지 않다. 국제 분쟁이 발발할 경우

기획의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는 난민이 되고, 누군가는 가해자의 편에서 직간접적인 이익을 취하게
된다. 이 거대한 국제 정치의 흐름에서 개인에게는 어떠한 선택지가 남아있는가. 피동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하거나 원하지 않는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외에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개인에게 아직 남아있다면, 어떠한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가. <어크로스>는 예멘 전쟁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인과 관계로 이어진 세 공간의 세 인물을
따라가면서 일상과 밀접하게 닿아 있지만 좀처럼 인지하기 어려운 국제정치적 흐름을 시각화하고,
무력한 개인으로 남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의 단초를 발견하고자 한다.

Mommotty Production

제작사

info@mommotty.it

2013년 감독, 프로듀서, 카메라 감독 4인이 공동 설립한 사르디니아 소재 프로덕션. ‘어둠 속 괴물’
을 뜻하는 이름처럼 어두운 극장에 대한 열정을 기반으로 사르디니아 지역을 배경으로 한 다수
작품을 제작 및 공동 제작하였고, 오퇴르 신에서 잘 알려진 국내외 감독들과 수 차례 협업해왔다. 현재
사르디니아 남부 NATO 군사 기지의 토지 수용을 배경으로 하는 장편 애니메이션 <테우라다로의 여행>
을 제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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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레거시 Yongsan Legacy
대한민국 | 한국어, 영어 | 100 min | Color/B&W | MOV | 역사

용산 미군기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떠나는가? 사람들의 기억 속 장소들을 따라 용산 미군기지 일대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가상 여행.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세일즈&배급,

기획/개발

2021.06 – 2021.11

제작

2021.11 – 2022.11

후반작업

2022.11 – 2023.05

제작완료

2023.06

홍보&마케팅, 방송&뉴미디어, 국내외 영화제 출품

예산 현황

확보 예산
DMZ인더스트리 기획개발펀드
전체 예산
₩2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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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예산

확보 예산

₩245,000,000

₩5,000,000

￦5,000,000

DMZ Industry 2021

김다혜

감독

mianirea@gmail.com
감각적 시간 | 연출 | 2021
비포 & 애프터 이시엽 | 연출 | 2018
Addicted Memory: Bergen | 연출 | 2016
Urban Garden | 연출 | 2015
Three, Two, One | 연출 | 2013

최석원

프로듀서

swfilm@hanmail.net
한국 남자 | 연출 / 제작 | 2021
언더커버 | 각본 / 제작 | 2019
콜라보란 | 연출 / 제작 | 2017

기획개발펀드

B형 남자친구 | 각본 / 연출 | 2005
현상 수배 | 각본 | 1995

한 국가의 수도 한가운데를 차지해온 용산 미군기지의 거대한 땅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보이지

시놉시스

않는 역사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며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는 그동안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가? 이 다큐멘터리는 용산 기지가 품어왔던
역사를 추적하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보고자 한다. 그 안에는 그곳을 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곳을
한때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사람들, 한국과 미국의 경계에서 삶을 일군 사람들, 그곳에서 미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전설이 된 사람들, 고향을 떠나와 혼돈의 세월을 몸으로 부딪쳐냈던 사람들,
사회적 배척 속에서 그곳 주변을 서성이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이드 삼아 용산 미군기지와 그 일대를 여행한다. 이는 가족, 사랑, 우정과
같은 이야기에서부터 패션, 케이팝, 젠트리피케이션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한국을 이해하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되고 그곳을 공원으로 바꾸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 설계를 위한

기획의도

국제공모에서 당선된 건축가는 네덜란드의 아드리안 후즈였다. 그는 용산 미군기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제자였던 한국계 미국인 다니엘 오에게 연락하게 된다. 다니엘 오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건축을 가르치며 다양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다. 이 만남은 다니엘 오가
‘용산 레거시’ 프로젝트를 탄생시키도록 만들었다. 용산 미군기지와 용산 지역 일대의 역사를 기록으로
보존하기 위한 아카이브 프로젝트였다. 용산 미군기지와 관련된 기억과 사적 이야기들을 수집하려
했던 그의 노력은 이제 다큐멘터리로 탄생한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용산 미군기지라는 독특한 관점을
통해 탐구하는 이 다큐멘터리 작업은 또한 도시 개발로 인해 사라져버릴 수 있는 개인의 역사이자
동시에 한 국가의 역사인 이야기들을 기록함으로써 이를 보존하는 데 공헌하고자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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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 Cannabis Project
대한민국 | 한국어 | 90 min | Color/B&W | DCP | 환경&자연, 사회&인류

기획개발펀드

“내 이름은 삼, 영어로 칸나비스… 대마초, 마리화나로 불리며 오랫동안 죄악시돼 왔어요. 하지만 당신들과 이
땅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은 풀이랍니다.”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홍보&마케팅,

기획/개발

2020.06 - 2021.05

제작

2021.06 - 2021.11

후반작업

2021.12 - 2022.06

제작완료

2022.07

방송&뉴미디어, 공동제작, 선판매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180,700,000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 지원

￦2,000,000

DMZ인더스트리 기획개발펀드

￦5,000,000

자체조달

필요 예산

확보 예산

₩143,700,000

₩37,000,000

￦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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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감독

crissi63@hanmail.net
재춘언니 | 연출 / 제작 / 촬영 | 2020
2020 부산국제영화제 - 비프메세나상
2020 서울독립영화제 - 집행위원회특별상
시 읽는 시간 | 연출 / 제작 | 2016
2016 부산국제영화제
2016 라이프찌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영화제
깔깔깔 희망버스 | 연출 / 제작 / 촬영 | 2012
2012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12 인천여성영화제 - 개막작

오은실

프로듀서

esoh9999@naver.com
잊혀질 수 없는 | 제작 | 2021
시인의 집 | 제작 | 2020
구미호카페 | 제작 | 2018
오래된 정원 | 제작 | 2006
형사듀얼리스트 | 제작 | 2005

대마의 식물권 소송을 위해 모이는 사람들. 이들이 증언하는 대마는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시놉시스

아직 대마가 양귀비인지, 히로뽕인지, 아편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하다.
고대로부터 대마는 인간의 역사와 어떻게 함께해 왔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나쁜 풀이 되었을까…
술이나 담배가 주는 중독성, 해악과는 비교가 안 되는 풀, 대마는 때로 사람들을 나른하게 만들고
일하지 않게 해서 과도한 노동, 경쟁과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로부터 죄악시되고 금지되었다. 또한,
자본주의 발전과 함께 석유, 화학에 기반한 편의성의 결과는 지구온난화, 기후 위기, 생태계 파괴이다.
여기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대마 농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전쟁과 분단의 결과
만들어진 DMZ 접경 지역에 대마 씨를 뿌리는 천호균. 우리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농사를 통해 땅을
살리고 다양한 미생물들과 함께하는 제주의 여성 농부, 안동포의 고장에서 대마 농사를 시작한 농부.
한편, 대마라는 풀이 가진 질긴 생명력과 의료적 효능을 실험하며 한국에서 대마 합법화, 비범죄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이들의 활동은 그간의 오해와 편견, 우려의 시선들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인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박탈당하고도, 그것도 모른 채 자본과 권력이 시키는 대로

기획의도

살아간다. 그중의 하나가 대마에 관한 것이라면? 기후 위기 시대,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작물
‘대마’. 인간에게 이로운 풀, 대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인간 중심, 자본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대마’라는 식물을 중심에 놓고
인간이 그 대리자가 되기로 해보자. 대마의 식물권 소송을 준비하고 그 위임자가 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봄으로써 도대체 왜 이 죄 없는 풀이 악마화되었는지, 금지의 역사는 어떤 배경에서
생겨났는지 추적해보는 과정을 통해 풀과 함께 행복해질 방안을 모색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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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한가운데

제작사

crissi63@hanmail.net

‘생의 한가운데’는 이수정 감독이 창립한 영화사로써 주로 독립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인간, 노동, 자본주의, 존재, 비(非)-인간에 대한 관심을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작품을 만들고 있다.

기획개발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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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다드의 여성들 Women of My Life
이라크, 스위스 | 아랍어 | 90 min | Color | MOV | 젠더, 사회&인류, 전쟁&분쟁

배우이자 운동가인 자하라는 조산사 하야트, 인권운동가 하나 에드워와 함께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고, 오늘날
바그다드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에 질문을 던진다.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선판매,

기획/개발

2021.09 - 2022.04

제작

2022.05 - 2022.11

후반작업

2022.11 - 2023.06

제작완료

2023.07

국내외 영화제 출품, 방송&뉴미디어, 홍보&마케팅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427,6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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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 Bosch Film Prize

￦13,429,125

International Media Support (IMS)

￦13,429,125

DMZ인더스트리 기획개발펀드

필요 예산

확보 예산

₩371,128,200

₩56,486,650

￦5,000,000

French Cultural Center in Baghdad

￦11,500,000

감독/프로듀서 자체조달

￦13,128,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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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라 간도르

감독

zahraaghandour@gmail.com
I DREAM | 연출 / 각본 | 2020
2021 레드존페스티벌
2020 이라크독립영화제

자하라 간도르

프로듀서

zahraaghandour@gmail.com
I DREAM | 연출 / 각본 | 2020
2021 레드존페스티벌
2020 이라크독립영화제

기획개발펀드

사미르
samir@dvfilm.ch
Ils Giacomettis | 제작 | 제작중
바그다드 인 마이 쉐도우 Baghdad in My Shadow | 연출 / 작가 | 2019
크리스 더 스위스 Chris the Swiss | 제작 | 2018
Go Home | 제작 | 2017
OFFSHORE - Elmer und das Bankgeheimnis | 제작 | 2016

자하라(30)는 바그다드에서 활동하는 배우다. 그녀는 매일같이 도시에서 일어나는 여성 살인에 대한

시놉시스

뉴스를 접하며 깨어있을 때도 잠들었을 때도 고통받는다. 그녀는 그녀가 나고 자란 집, 이모 하야트
(65)의 집으로 돌아간다. 하야트는 공인된 조산사로 자하라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녀를 받은 사람이다.
하야트에게 즐거운 일이라곤 공포 영화를 보며 담배를 피우는 것과 신생아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뿐이다.
자하라는 어린 시절 그 집에서 사라진 소녀, 누르에 대해 이모에게 질문한다. 자하라는 소녀가 국영 TV
에 출연해 가족들이 자신을 버렸으며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고 말하는 방송을 보았으며, 이모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 믿는다. 자하라는 누르를 찾기 위해 친구이자 멘토, 인권운동가인 하나 에드워(74)와 함께
길을 떠난다. 가족의 역사를 마주하고 누르를 찾으면서, 자하라는 바그다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친족살해를 당하는 여성들의 일상과 악몽에 맞선다. 이 도시에서 왜 소녀들이 살해당하는지에 대한
변명은 과연 끝이 있을까? 누르를 찾게 되면 악몽이 멈추게 될까?

감독인 나의 개인적 이야기이자 삶과 생존이 서로에게 달려있는 다른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획의도

들려주고자 이 영화를 만들고 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결정된다. 많은 소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모의 집에서 태어나자마자 친모로부터 버림받고 이웃 가족에게
넘겨져 장애가 생길 때까지 약을 먹게 된 한 소녀의 실종을 목격했었다. 그 당시 나는 너무 어려서
그 소녀를 챙기거나 그녀와 함께 사라진 안전함을 붙잡을 수 없었다. 이제야 나는 내 첫 번째 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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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녀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함께하고 있는 제작 팀은 이라크 현지 팀으로 구성되었다.
이곳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비전과 경험을 기리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라크
영화계의 새로운 세대에 속해 있으며, 스스로를 표현하고 온갖 전쟁과 위기 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전부인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하여 영화를 제작하는 첫 경험을 함께 해낼 것이다.

Dschoint Ventschr Filmproduktion

제작사

office@dvfilm.ch

Dschoint Ventschr Filmproduktion은 크로스컬처, 정치, 사회 등의 현상을 주로 다룬 영화를
기획하고 제작, 판매하는 회사이다. 다양한 문화 간 만남을 주제로 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영화를
모두 작업하며, 현대 영화 회화 언어의 지속적 발전과 신기술의 창의적 가능성에 관련된 작업들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1994년 설립 이후 100편이 넘는 영화를 작업했는데, 대부분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잉글랜드, 캐나다 등과 국제 공동제작를 진행한 작품들이다. 신진작가들과의 작업에도
열중하고 있어 스위스 내에서 ‘인재 풀’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안자 코프멜 감독의 데뷔작인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크리스 더 스위스>는 2018년 칸영화제 비평가주간에서 상영된 바 있다.
Dschoint Ventschr Filmproduktion에는 작가이자 감독, 프로듀서인 사미르 리아드 자말 알딘과
베르너 쉬웨이저, 프로듀서 카린 코치, 프로젝트 매니저 소피아 루비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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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A Distant Call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어, 부기어 | 90 min | Color | DCP, MOV, MP4 | 예술&문화, 종교, 젠더, 역사, 사회&인류

기획개발펀드

남아있는 마지막 지도자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화가 멸종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순응할 것인가,
거부하고 사회로부터 추방될 것인가.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유치

기획/개발

2020.03 - 2021.03

제작

2021.03 - 2022.12

후반작업

2022.12 - 2023.05

제작완료

2023.06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조달
Docs By The Sea 2020 COVID-19 Solidarity Fund

전체 예산
₩191,372,650

필요 예산

확보 예산

₩167,722,900

₩23,934,750

￦12,535,000
￦649,750

Tanakhir Films

￦5,750,000

DMZ인더스트리 기획개발펀드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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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레아 스위토

감독

andreasuwito@outlook.com
My Grandmother Is A Bird | 연출 | 2021
Don’t Forget To Come Home | 연출 | 2020
As Told By Stephanie | 연출 | 2019

맨디 마라히민

프로듀서

mm@tanakhirfilms.com
ONE BIG SUMBA FAMILY | 제작 | 2021
자연을 지키는 7가지 믿음 SEMESTA (ISLANDS OF FAITH) | 제작 | 2020
THE WOVEN PATH | 제작 | 2020
PEREMPUAN TANA HUMBA (WOMEN OF SUMBA LAND) | 제작 | 2019
SUSATYO (A MAN WITH 12 WIVES) | 제작 | 2017

핀바르 소머스
finbar@finbarsomers.com
My Grandmother Is A Bird | 제작 | 2021
Don’t Forget To Come Home | 제작 | 2020
Resonance | 제작 / 연출 | 2020
Garden of Paradise | 제작 / 연출 | 2019

하비에르 로체르
xavier@lafabricanocturna.com
GLOW OF THE HYENAS (INCANDESCENCE DES HYENES) | 제작 | 2021
SCENES D’UN PLACEMENT FAMILIAL | 제작 | 2021
더 트러블 위드 네이쳐 THE TROUBLE WITH NATURE | 제작 | 2020
고아원 THE ORPHANAGE (PARWARESHGHAH) | 제작 | 2019
MOTH (PHALENE) | 제작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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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우리가 있다 Tell Them About Us
요르단 | 아랍어, 독일어, 쿠르드어, 루마니아어 | 90 min | Color | DCP | 사회&인류, 청소년&어린이

아랍, 쿠르드, 로마 출신의 십 대 소녀 집단이 독일에서 여성성에 대한 길을 찾아간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가족적
압박을 극복하고자 소녀들은 자신들의 투쟁과 꿈을 카메라 앞에 제시한다.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국내외 영화제 출품,

기획/개발

2021.05 - 2021.09

제작

2022.03 - 2022.11

후반작업

2022.07 - 2023.03

제작완료

2023.04 - 2023.06

공동제작, 방송&뉴미디어, 세일즈&배급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조달 (Shaghab Films)
DMZ인더스트리 기획개발펀드

전체 예산
₩593,37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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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예산

확보 예산

₩251,341,700

₩342,434,150

￦19,873,150
￦5,000,000

자체조달 (Tondowski Films)

￦10,244,200

ARTE /rbb - TV Co-production

￦88,780,000

Mitteldeutscher Rundfunk - Presale

￦27,317,100

BKM
Medienboard Berlin Brandenburg
- Production support

￦136,585,500

￦54,6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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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 베이루티

감독

randbeiruty@gmail.com
ENCOUNTERING SAMIR | 연출 / 각본 | 2020
NUDAR | 연출 / 제작 / 각본 | 2018
HALFWAY | 연출 / 제작 / 각본 | 2017

주드 카와

프로듀서

kawwa.jude@gmail.com
Tala’Vision | 공동제작 | 2021
Neither Here Nor There | 연출 / 각본 | 2018
The Mute | 제작 | 2017

기획개발펀드

소녀들은 난민과 이민자의 딸이라는 역할에 도전하고 있다. 이들은 줄곧 새로운 조국에 자신들만의

시놉시스

공간을 만들고, 동시에 공동체 내 젊은 여성의 역할을 협상하려 했다. <여기 우리가 있다>는 희망과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녀들의 결정적인 세월을 동행한다. 감독은 그녀들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워크숍을 통해 소녀들이 자신의 새로운 집, 그리고 고향의 집과의 관계, 관습과 전통의 충돌,
서로 간의 관계, 독일인들과의 관계 (혹은 관계의 부재), 미래 목표와 꿈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마침내 소녀들은 장면들을 써서 카메라 앞에 내보인다. 그 장면 속에서 소녀들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예를 들어 손님을 짝사랑하는 유명 요리사가 되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범죄를
예방하는 경찰관이 될 수도 있다. 그들은 어머니나 학교의 독일 친구들의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아픈 경험을 받아들이고 픽션이라는 이름 하에 그 경험을 미래에 일어날법한 일로
재미있게 승화시킨다.

3년 전에 만난 이 소녀들은 내가 또래인 줄 알았다가 10년은 더 나이가 많은 미혼에, 요르단에 가족을

기획의도

두고 독일에서 공부 중인 것을 알고 놀랐다. 이 여정을 함께하며 나는 내 정체성과 부모, 지역사회
및 고향과의 관계를 탐구한다. 내가 그 나이였을 때도 비슷한 희망과 꿈, 질문들이 있었다. 아랍계
여성으로서 그리고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영화의 주제에 깊게 공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박사 과정 중인 학생으로서, 독일에서의 내 위치가 난민이나 이민자인 그들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그들과 동행하며 이 특권을 그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잘 활용하고 싶다.
감독으로서 나는 소녀들을 영화의 ‘대상’이 아닌 활발한 참가자로 바라본다. 그래서 나의 존재는
카메라 뒤에서도 강하게 느껴지고, 가끔은 앞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는 소녀들의 제안으로 리서치
단계에서 유기적으로 발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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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ghab Films

제작사

mail@shaghab.com

요르단 암만에 위치한 Shaghab Films는 주드 카와, 랜드 베이루티가 설립한 신생 기업으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고무적인 여성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제작 중인 작품들로는 랜드 베이루티의 장편 창작 다큐멘터리 데뷔작 <여기 우리가
있다>, 도하필름인스티튜트와 요르단필름펀드 등에서 투자한 요르단, 프랑스 공동제작 단편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Shadows>, 독일, 요르단 공동제작 버추얼 프로덕션 영화 <Alora>,
요르단펀드로부터 지원 받은 8부작 요르단시리즈 <A Lizard’s Tal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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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이는 강물 The Tongue of Water
캄보디아, 프랑스 | 캄보디아 부농어 | 90 min | Color | DCP | 환경&자연, 사회&인류

기획개발펀드

토착민 싱글맘이 수력발전 댐 저수지에 의해 집이 침수된 이후로 가족의 균형을 되찾고자 한다. 계속되는 외부의
위협으로 그녀가 사랑하는 땅의 평화가 흔들리자 그녀의 분투는 힘들어진다.

목표

제작 계획

세일즈&배급, 선판매,

기획/개발

2020.06 - 2021.06

제작

2021.06 - 2022.06

후반작업

2022.07 - 2022.10

제작완료

2022.10 - 2022.11

방송&뉴미디어, 국내외 영화제 출품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463,806,500

Anupheap Production

￦11,562,100

Avant la Nuit

￦18,027,400

IDFA Bertha Fund Classics

￦24,552,500

Sundance Institute

￦17,250,000

DMZ인더스트리 기획개발펀드
필요 예산

확보 예산

₩387,441,900

₩76,392,000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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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렌 리

감독

polennelop@gmail.com
Side By Side | 연출 | 2020
Where The Root Belongs | 연출 | 2019
Untrapped | 연출 | 2018
A Daughter’s Scars | 연출 | 2013
Daughter & The Palmae Blossoms | 연출 | 2012

리티 판

프로듀서

rithy.panh@gmail.com
피폭의 연대 Irradiated | 연출 | 2020
2020 베를린국제영화제 - 다큐멘터리상
이름 없는 무덤들 Graves Without a Name | 연출 | 2018
2018 나무르프랑스영화제 - 골든바야드상
추방자 Exile | 연출 | 2016
2016 칸영화제
잃어버린 사진 The Missing Picture | 연출 | 2013
2013 칸영화제 - 주목할 만한 시선상
2014 아카데미 - 최우수외국어영화상 후보
크메르 루즈 - 피의 기억 S21: The Khmer Rouge Death Machine | 연출 | 2003
2003 칸영화제 - 프랑수와샬레상
2003 코펜하겐국제영화제 - 심사위원상

2018년 초 캄보디아 북동지방. 닝은 토착민이자 엄마이다. 부모와 네 명의 아이들과 함께 캄보디아

시놉시스

북동지방의 머나먼 마을, 크발 로미에스에 살고 있다. 그녀는 가족들과 자연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을 꿈꾼다. 하지만 2014년, 수력발전 댐 건설이 그들의 삶을 파괴했다. 2017년 말에는, 저수지가
닝과 마을 주민들의 집을 침수시켰다. 몇몇 주민들과 함께 닝은 보상받기를 거부하고 남아 있기로
했다. 그들은 스스로를 땅의 수호자라고 믿고 있다. 닝은 숲의 끝자락 작은 오두막에 살고 있다.
남아 있는 이들은 마을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서 자연과 더불어 조상들의 정신과 함께 살고자 한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그들을 무법자라 여긴다. 이에 그들은 서서히 금지된 땅에서 자신들의
새로운 삶을 재건하고 있다. 크발 로미에스 마을에서의 침수부터 현재까지, <출렁이는 강물>은 닝의
회복력과 가족과 자연이 있는 새 삶을 그녀의 땅에 다시 짓고자 하는 고군분투를 그린다.

캄보디아 영화 산업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는 번창했으나, 크메르 루주 정권에 의해

기획의도

난폭하게 억압받았다. 떠오르는 신세대 감독 중 한 명으로서 캄보디아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어 기쁘다. <출렁이는 강물>은 사람들이 듣지 못한 많은 이야기 중 하나이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들어서고 있으며 자연의 수호자인 토착민들의 경험은 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수 세기간 그들은 인류가 조국에 한 행동들을 목도해 왔다. 숲을 통해 그들은 진짜 캄보디아인은
평화로운 사고방식과 애정 어린 영혼의 진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기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 박애감과 함께 굉장한 여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닝과 더불어, 나는 이 마을에서의 경험이
마치 신비로운 세상의 꿈처럼 느껴진다. 닝과 크발 로미에스 마을의 삶의 방식은 소비와 과욕으로
피폐해진 우리 세상의 등대를 상징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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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upheap Production

제작사

boluny.ros@anupheapproduction.com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Anupheap Production은 캄보디아에서 영화 제작을 꿈꾸는 국제
팀들에게 신뢰성 있고 투명한 프로덕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 높은 작품을 만들고자 한다. 포괄적인
턴키 방식의 프로덕션을 제공하고 캄보디아의 로케이션 촬영을 지원한다. 캄보디아 내 최고의 크루,
맞춤형 제작 시설과 제작에 필요한 각종 장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좋다. 촬영 허가에서부터
수출입까지 모든 행정적 절차들을 담당한다.

기획개발펀드
061

제작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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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Breath
대한민국 | 한국어 | 90 min | DCP | Color | 사회&인류

제작펀드

살아가기 위해 깊은 한숨을 쉬는 자,
죽은 이를 대면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유치, 선판매,

기획/개발

2019.09 - 2021.02

제작

2021.03 - 2022.06

후반작업

2022.07 - 2022.08

제작완료

2022.08 - 2022.09

국내외 영화제 출품, 세일즈&배급, 방송&뉴미디어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180,000,000

DMZ인더스트리 제작펀드

￦30,000,000

개인투자

￦10,000,000

DMZ인더스트리 기획개발펀드

필요 예산

확보 예산

₩135,000,000

₩45,000,000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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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감독

jeroyun@gmail.com
송해 1927 | 연출 | 2021
2021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020 부산국제영화제

레터스 | 연출 | 2017
2018 예테보리국제영화제
2018 코펜하겐다큐멘터리영화제

파이터 | 연출 | 2021
2021 베를린국제영화제
2020 부산국제영화제 - 넷팩상

마담 B | 연출 | 2016
2016 칸영화제
2016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뷰티풀 데이즈 | 연출 | 2018
2019 프랑스낭시국제영화제
2018 부산국제영화제 – 개막작

이기남

프로듀서

babonoom@hanmail.net
송해 1927 | 제작 | 2021
2021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020 부산국제영화제
짧은 속눈썹을 말할 때 | 제작 | 2021
2021 한국퀴어영화제

“육체를 떠난 이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종교적, 철학적인 이유로 그 관점은 모두 다를 수

시놉시스

있지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해왔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주의 광활한 역사에 비하면 매우 짧게 느껴지기도 한다.
인간의 삶은 마치 성냥개비에 불을 붙인 듯 삶의 아름다움, 추함을 거침없고 강렬하게 불태운다.
그것이 꺼지고 났을 때, 산 자가 느끼는 공허함은 어떠한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깊고
어둡다. 죽은 자의 영혼이 저 멀리 광활한 우주까지 솟아나갈 것처럼 가볍게 느껴졌다면, 산 자의
영혼은 더욱더 깊은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무거움을 느낀다. 산 자의 관점에서는 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저 너머에서는 이제 시작일지도.

다큐멘터리 <숨>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두 ‘직업’을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육체를 닦고 염을

기획의도

해주며 장례를 치러주는 장의사, 두 번째는 거리에서 주운 파지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노인의 이야기다.
영화의 구성은 한국과 노르웨이에서 공동 제작한 <레터스>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화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두 인물의 모습을 교차시키며 보여주는 방식을 택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국
하나의 주제 안에서 펼쳐진다.
‘살아간다는 것’과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 이 사이에서 느껴지는 ‘삶’과 ‘죽음’에 대해 철학적이며,
휴머니즘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한다. 이 영화를 통해 관객이 삶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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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스로드

제작사

jungyunjae77@naver.com

커피와 영화를 사랑하는 빈스로드는 그간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후원을 끊임없이 이어온 영화
제작사 겸 커피전문점이다. 한국 영화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52시간제 도입’과 같은 흐름에
적극 동참하는 등 커피차로 현장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하고, 현장의 생생한 소식들을 제일
먼저 알리기도 한다. 2013년도부터 꾸준히 이어온 영화에 대한 사랑은 영화 기획과 제작으로까지
발전해 최근 ‘영화 전문 제작사’로 거듭났다.

제작펀드
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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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와 앨리스 Edhi and Alice
대한민국 | 한국어 | 90 min | DCP | Color | 젠더, 하이브리드

“트랜스젠더는 영화다”
<에디와 앨리스>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삶을 순환적 고리로 이루어진 2겹의 이야기로 구성하여, 트랜스젠더 여성
의 경험을 영화의 존재론적 유사성과 영화 언어의 본질적 특징으로 드러내는 하이브리드 다큐멘터리이다.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유치, 방송&뉴미디어,

기획/개발

2020.10 - 2021.06

제작

2021.07 - 2022.04

후반작업

2022.05 - 2023.03

제작완료

2023.03

공동제작, 선판매, 홍보&마케팅

예산 현황

확보 예산
DMZ인더스트리 인큐베이팅펀드
전체 예산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예술영화 제작지원

₩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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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예산

확보 예산

₩383,000,000

₩117,000,000

￦2,000,000
￦100,000,000
￦15,000,000

DMZ Industry 2021

김일란

감독
공동정범 | 공동연출 | 2016
2016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최우수다큐멘터리상
2016 부산국제영화제
노라노 | 제작 | 2013
2013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13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두 개의 문 | 공동연출 | 2012
2013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12 여성영화인축제 - 올해의 여성영화인상
종로의 기적 | 제작 | 2010
2010 부산국제영화제 - 비프메세나상
3XFTM | 연출 | 2008
2008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08 대만국제여성영화제

조소나

프로듀서
너에게 가는 길 | 제작 | 2021
2021 전주국제영화제
- 다큐멘터리상, 심사위원 특별언급상

준하의 행성 | 협력프로듀서 | 2018
2019 전주국제영화제
2018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스모그 타운 | 공동제작 | 2019
2020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9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 제작 | 2017
2017 로테르담국제영화제
2017 전주국제영화제

제작펀드

기억의 전쟁 | 제작 | 2018
2019 가치봄영화제 - 우수상
2018 부산국제영화제 - 심사위원 특별언급

2020년 대한민국. 트랜스젠더 여성 A씨는 여대 입학을 시도했지만 거부당한다. 트랜스젠더 여성 B씨

기획의도

는 여군으로 복무를 신청했지만 강제 전역을 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트랜스젠더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일었다. 그러나 모든 이슈는 ‘진짜 생물학적 여성 vs 가짜
트랜스젠더 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빨려 들어갔다. <에디와 앨리스>는 트랜스젠더 여성인 에디와
앨리스를 주인공으로 그녀들의 삶과 영화 미학의 실험을 통해,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성이 구축되는
방식을 탐구하여 트랜스젠더 서사를 다시 쓰고자 한다. 영화의 선형적 시간은 두 주인공의 각기 다른
삶과 재현 등을 통해 순환적 고리로 재구성되고, 영화가 의미를 생산하는 방식인 편집은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수술하는 몸의 경험을 통해 영화 안에서 유사성을 획득한다. 결국 본 영화를 통해 트랜스젠더
여성들의 정체성과 삶이 보다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새롭게 감각되고 상상되길 희망한다.

제작사

연분홍치마
ypinks@gmail.com

2004년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으로 발족한 연분홍치마는 여성주의적 삶을 지향하며 일상의
경험과 성적 감수성을 바꾸어 나가는 감수성의 정치를 실천하고 새로운 성적 문화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연분홍치마는 다양한 정체성이 넘나드는 경계 위의 다채로운 삶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기 위해 여성주의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으며, 인권의 가치를 지키며
세상의 변화를 위해 애쓰는 삶의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 제작과 미디어 활동을 통해 새로운 시선으로
담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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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챔피언 Mom of the Ring
중국 | 중국어 | 90 min | DCP | Color | 젠더, 스포츠, 청소년&어린이

제작펀드

엄마, 부인, 며느리로서 사회적 기대에 맞선 중국 프로 복서. 아들을 돌보고 타이틀 매치를 준비하며 선수 경력을
이어간다.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유치, 방송&뉴미디어,

기획/개발

2019.01 - 2019.03

제작

2019.05 - 2022.02

후반작업

2022.03 - 2022.06

제작완료

2022.06

공동제작, 선판매, 세일즈&배급

예산 현황

확보 예산
Tokyo Docs Best Pitch Award
전체 예산
₩384,611,750

필요 예산

확보 예산

₩177,371,400

₩206,749,850

￦10,350,000

GZ Docs Wanda Elite Project Award

￦8,280,000

GZ Docs Best Pitch Award

￦8,280,000

Sundance Production/Post Production Fund

￦34,500,000

EIDF Asian Producer Pitching Award

￦20,700,000

West Lake Documentary Pitch Award

￦24,725,000

DMZ인더스트리 제작펀드

￦15,000,000

DuGood Productions

￦84,91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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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에

감독

yuewucq@gmail.com
Wuhan A Year After COVID Struck | 촬영 | 2020
Boxing Shadows | 연출 | 2019
China’s Forgotten Daughter | 촬영 | 2019
스모그 타운 Smog Town | 촬영 | 2019

빈센트 두

프로듀서

duhaiphoto@gmail.com
스모그 타운 Smog Town | 제작 / 촬영 | 2019
China’s Forgotten Daughters | 제작 | 2018

서른두 살의 씨씨는 세계권투평의회 아시아 챔피언이자, 세 살배기 남자아이의 엄마이다. 2020년은

시놉시스

그녀에게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선수 경력을 뒤바꿀지도 모를 국제복싱연맹 경기에 출전할
기회를 얻음과 동시에, 조부모님 댁에서 지내던 아들을 하루 종일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씨씨는
중국의 여느 가정과 다름없이 여성의 가장 중요한 일은 엄마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믿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나고 자랐다. 출산 후 그녀는 심각한 산후 우울증을 앓았고, 복싱은 그녀의 존재를
세상에 보여줄 탈출구가 되었다. 운동선수로서의 경력을 활발히 쌓아 가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삶의
선택들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고 있다. 그녀는 결혼했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며 살고 있다. 남편은 수천
킬로 떨어진 곳에 살며 아이의 양육에는 거의 이바지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아들을 일터에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복싱계의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남들은 이를 보고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고, 시댁은 그녀의 우선순위를 비난한다. 무릇 좋은 엄마라 하면 아들이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게 해줘야 하지 않나? 둘째를 갖는 건 어때?

영화는 삶의 여러 가닥을 하나로 엮고자 분투하는 씨씨의 여정을 따라가는 인물 중심의 관찰

기획의도

다큐멘터리이다. 그녀는 어린 아들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프로복싱에 발을 들이고 있는 많은 중국
여성 중 하나이다. 영화는 씨씨의 삶이 교육과 양육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평화로운 때에서
시작된다. 하지만 그녀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사는 국제복싱연맹의 경기를 위해 훈련을 시작하면서
갈등은 빠르게 시작된다. 그녀는 아들을 불행하게 하고 복싱에도 온전히 매진하지 못하는 스스로를
자책한다. 남편은 타지에서 일하고 있어서 부부는 일 년에 두 번밖에 만나지 못한다. 고향을 방문하는
동안, 씨씨는 시어머니로부터 질책과 함께 둘째를 가지라는 심한 압박을 받는다. 하지만 그녀에게
복싱은 단지 스포츠가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보여준다. 그녀는 훈련에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피임 수술을 받기로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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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Good Productions

제작사

duhaiphoto@gmail.com

DuGood Productions은 중국 톈진 기반의 제작사로 국제적인 관객을 위한 사회 이슈 독립영화와
논픽션 TV 영화 제작을 목표로 한다. 알자지라잉글리시, NHK World, 채널 뉴스아시아, 텐센트,
중국중앙텔레비전(CCTV)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제작펀드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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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베를린, 서울 Now 1989 Berlin, Seoul Now
대한민국 | 한국어, 독일어, 영어 | 89 min | Color | MOV | 역사, 사적&관점, 사회&인류

후반작업지원펀드

10대 후반에 독일 통일을 경험하고, 현재 중년의 나이로 서울에 정착한 주한 독일인 마크, 소냐 그리고 안드레아
스. 그들은 통일 이후 마주해야 했던 달콤쌉싸래한 삶을 회고하며, 한국 청년들과 함께 맞이할지도 모르는 다음
30년을 이야기한다.

목표

제작 계획

세일즈&배급, 국내외 영화제 출품,

기획/개발

2018.06 - 2019.02

제작

2019.03 - 2020.12

후반작업

2021.01 - 2021.08

제작완료

2021.08 - 2021.09

홍보&마케팅, 방송&뉴미디어, 공동제작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조달
전체 예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313,203,000

DMZ인더스트리 - DMZ프로젝트펀드

필요 예산

확보 예산

₩151,203,000

₩162,000,000

￦22,000,000
￦110,000,000
￦30,000,000

073

DMZ Industry 2021

최우영

감독

50cwy@hanmail.net
오 나의 블리스 | 제작 | 2017
공부의 나라 | 연출 | 2015
내일도 꼭, 엉클 조 | 연출 | 2013
미스터 일렉션 | 연출 | 2012

하시내

프로듀서

lilyyapd@gmail.com
시민오랑 | 연출 | 제작중
말더듬이 발라드 | 제작 | 2018
오 나의 블리스 | 제작 | 2017
공부의 나라 | 제작 | 2015
내일도 꼭, 엉클 조 | 공동연출 / 제작 | 2013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당시 이 장면을 목도했던 안드레아스, 소냐, 마크는

시놉시스

30년이 지나 쉰을 바라보는 중년이 되었다. 적응 시간도 없이 갑자기 불어 닥친 통일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살아야 했던 그들. 이후 독일을 떠나 현재 한국에서 피아니스트, 삼성전자 연구원, 영화
프로덕션 매니저로 살고 있다. 2018년부터 2019년을 관통하며 판문점 선언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소로 한국에 화해의 물결이 흐르자 통일을 경험했던 재한 독일인으로서 그들은 다시 한번 통일을
목도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 묵은 짐을 청소하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24통의 펜팔
편지를 발견한 마크는 30년 전에 만난 서독 출신 여학생 브리타를 만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한다.
안드레아스는 30년 전 독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딸과 함께 베를린으로, 소냐는 1989년 독일과
한국의 현재를 교차시켜 주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 역사 등을 전파하고 있다. 시공간의 격차를
뛰어넘어 그 당시 동서독의 현실이 오늘의 남북한과 미묘하게 닿아 있음을 느끼는 그들. 통일은
그들의 ‘생’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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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의도

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각국이 분단에 이른 과정은 다르지만, ‘통일’의 출발점이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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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우리는 한국에 정착한 3인의
재한 독일인의 삶을 살펴보게 된다. 그들은 말한다. 1989년 베를린과 현재의 서울은 3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감정의 데자뷔를 만들어 낸다고…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독일통일 1세대로 30년을 살아온
3인의 미시사를 들여다보며, 어쩌면 통일 1세대가 될 수도 있는 지금의 한국 청년들이 변화의 격랑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고 공동체의 내일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반추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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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미디어그룹

제작사

lilyyapd@gmail.com

보다미디어그룹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이야기에 사회의 문제를 투영시키며, 크리에이티브
다큐멘터리와 크로스미디어 작품을 제작하는 국제 다큐멘터리 제작사다. 2010년 국제 공동제작
다큐멘터리 <내일도 꼭, 엉클 조>를 기획하며 시작되었으며, <공부의 나라>, <오 나의 블리스>,
<말더듬이 발라드>, <시민오랑> 등을 전 세계 감독 및 프로듀서들과 협업하며 새로운 형태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있다.

후반작업지원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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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In the Sky Where Seasons Pass By
대한민국 | 한국어 | 102 min | Color | DCP | 예술&문화, 청소년&어린이

제천덕산초등학교에는 6년 동안 한 반으로 지낸 15명의 아이들이 있다. 이 아이들은 여느 학교 아이들처럼 수업
시간에 다소곳이 앉아있질 않는다. 교실에 얌전히 앉아있는 아이들을 상상했던 신규 교사 윤재는 아이들과 1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

목표

제작 계획

국내외 영화제 출품, 세일즈&배급

기획/개발

2018.01 - 2018.12

제작

2019.01 - 2020.12

후반작업

2021.01 - 2021.06

제작완료

2021.06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자체조달

￦23,000,000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글로벌피칭

￦10,000,000

₩40,000,000
청풍영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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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예산

확보 예산

₩5,000,000

₩35,000,000

￦2,000,000

DMZ Industry 2021

고한벌

감독

jokoh123@naver.com
코리도라스 | 촬영 | 2021
2021 전주국제영화제
어느날 교실을 나오면서 | 연출 | 2017
2018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류형석

프로듀서

gudtjr0819@naver.com
코리도라스 | 연출 | 2021
2021 전주국제영화제
그루잠 | 연출 | 2018
2018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아름다운기러기상, 관객상

후반작업지원펀드

월악산 아래 있는 제천덕산초등학교에는 6년 동안 한 반으로 지낸 15명의 아이들이 있다. 이

시놉시스

아이들은 여느 학교 아이들처럼 수업 시간에 다소곳이 앉아있질 않는다. 학교를 마치면 냇가에
숨겨진 비밀 장소에 모이기도 하고, 감정 조절도 못 하는 어른이 담임이 되었다며 쑥덕쑥덕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교실에 얌전히 앉아있는 아이들을 상상했던 신규교사 윤재는 예상과 다른 아이들의
모습에 당황한다. 졸업을 향해 가는 아이들의 시간. 아이들의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까.

몇 년 전, 제천덕산초등학교에 부임했을 때 나는 아이들이 가진 감정이나 상상들을 미숙하고

기획의도

단순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아이들이 건네는 아리송한 질문들 그리고 어디론가 깊은 세계로
사라질 듯한 아이들의 표정들을 보며 나의 어린 시절들을 어렴풋이 떠올렸다. 그 시절을 함께 했던
제천덕산초등학교 아이들이 6학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갔다. 이 아이들 곁에 머물다
보면 어른이 되며 상실해 갔던 생생하고 충만한 시간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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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덕션 피치

DMZ Industry 2021

멘탈과 브레인 사이(가제) Beyond the Mental (Working title)
대한민국 | 한국어 | 75 min | Color | DCP | 젠더, 역사, 사회&인류

프로덕션 피치

미친년이라 불리며 바깥으로 내몰려온 여성들이 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여성 조현병
당사자들의 이야기.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국내외 영화제 출품,

기획/개발

2019.01 - 2019.12

제작

2020.01 - 2022.05

후반작업

2022.06 - 2022.08

제작완료

2022.08

공동제작, 세일즈&배급, 홍보&마케팅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149,030,000

영화진흥위원회

￦25,000,000

EBS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KOCCA- EIDF Pitch

￦10,000,000

한국여성재단

￦6,500,000

방송콘텐츠진흥재단

￦5,000,000

자체조달
필요 예산

확보 예산

₩92,530,000

₩56,500,000

￦1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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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이

감독

heiiiiikim@gmail.com
이야기의 얼굴 | 연출 | 2018
2019 서울국제대안영상예술페스티벌

방아란

프로듀서

viche9@naver.com
달과 닻 | 연출 | 2018
2019 서울노인영화제
2019 부산평화영화제 - 드넓은 푸른공감상
2018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이 영화는 조현병이라는 어지럽고 고독한 세계에서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세 인물에 관한

시놉시스

이야기이다. 가정환경, 나이, 강제 입원, 결혼과 출산, 경제적 상황 등 개인적 조건과 배경의 차이는
세 인물(은주, 인숙, 혜정) 각자의 상황과 삶의 궤적에 영향을 끼쳐왔다. 여성으로서, 그리고
조현병 환자로서 그녀들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싸워내며 살아가고 있다.
뛰어내리라고 끊임없이 조잘대는 환청과 침대 아래에서 항상 노려보고 있는 커다랗고 검은
형체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으로 반복되는 하루하루는 삶을 허물어뜨리지
않기 위한 분투로 가득하다. 그러나 삶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은 나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되자 그녀들의 하루는 세상이 만들어 내는 규칙과 정상성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 된다.
보이지 않는 병과 함께 매 순간 고군분투하는 주인공들의 일상 속에는 정상에서 빗겨나간
여성들의 삶의 풍경과 그들 사이의 연대가 있다. 서로를 향한 측은지심과 전화 한 통화, 함께 먹는
밥 한 끼는 언제라도 불이 꺼져버릴 것만 같은 내일을 이어주는 힘이 된다.

이상하다며 눈총 받는 대상들에 대한 관심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기획의도

우리는 잘 모르고 낯선 것들을 어떻게 배척하고, 무지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
정신분열증이라 불리던 조현병을 수십 년째 앓고 있는 주인공들은 가족들에 의해, 사회에 의해
버림받고 격리되어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살아왔다. 조현병 당사자들은 현실과 망상의 경계를
넘나들며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그 불안과 고통을 이해받기도 전에 ‘미친
사람’이라는 사회의 편견 속에서 더욱 멀고 낯설어질 뿐이다. 이 영화는 수십 년간 조현병과
함께 살아온 세 인물이 겪어낸 시간들과 현재 삶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듣는다. 우리는 당사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통해 조현병이 무엇인지, 그들을 둘러싼 세계는 어떤 모습인지 상상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증상이 있는 환자를 관찰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일이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세상을 고민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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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치백서 1 Being a Politician for Dummies 1
대한민국 | 한국어 | 100 min | Color | DCP | 사회&인류

진보와 보수의 대격돌! 민주적 사회주의자 VS 청년화랑. 정치인을 꿈꾸는 두 청년의 좌충우돌 여의도 입문기.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유치, 국내외 영화제 출품,

기획/개발

2019.04 - 2019.08

제작

2019.08 - 2022.06

후반작업

2022.01 - 2022.08

제작완료

2022.09

공동제작, 선판매, 세일즈&배급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209,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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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예산

확보 예산

₩149,520,000

₩60,000,000

영화진흥위원회

￦50,000,000

자체조달

￦10,000,000

DMZ Industry 2021

이일하

감독

exposedfilm2000@gmail.com
카운터스 | 연출 | 2018
울보권투부 | 연출 | 2015
금붕어, 그리고 면도날 | 연출 | 2010
로드멘터리 | 연출 | 2009
라테지수 | 연출 | 2007

대구 출신의 사업가 A는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애국가가 흘러나오면 무의식적으로 손을 가슴에 얹는

시놉시스

A는 청년 보수단체 ‘청년화랑’을 꾸리고,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를 목표로 발에 땀이 나도록 현장을
뛰고 있다. 삭발 퍼포먼스를 하고, 단식 하고, 요충지를 찾아다니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천 배
프로덕션 피치

퍼포먼스를 하고, 자신의 전투력을 알리려 ‘권력의 시중을 들고 있는’ 경찰과 ‘맞짱’을 뜬다. 그는
청와대 앞에 텐트를 치고 단식에 들어간 ‘황교안’ 옆에 텐트를 치고 함께 단식에 들어간다. 드디어
기다리던 황교안이 A의 텐트에 찾아왔다.
서울 출신의 자영업자 B는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라는 대자보를 붙이고 자퇴한 소위 잘나가는
운동권 출신이다. B는 쌍용차, 용산참사, 세월호와 박근혜 퇴진까지 중요한 현장에 언제나 있었다.
그 현장들에서 국가 공권력의 민낯을 본 그는 분노했고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B에게 정의당
비례대표라는 목표가 생겼다. 자신의 정치적 동지를 모아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조직하고, 출마
선언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한다. 정의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는 경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실패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카메라는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큰 도전을 치르고 난 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카메라는 기다리고 있다.

<보이후드>를 기억하는가? 촬영 기간이 무려 12년에 달한다. <보이후드>의 기록은 개인과 사회의 기억이

기획의도

맞물리며 삶의 공명을 만들어 낸다. <청년정치백서 1>의 기본 콘셉트는 ‘오래 기록하기’다. 1은 청년, 2는
중년(기득권)이 된 이들, 3은 기득권 이후를 기록할 것이다.
지금 서울에서 정치 출사표를 던진 두 명의 청년이 있다. 이들은 진보와 보수의 끝자락에 서 있다
<청년정치 백서 1>은 정치라는 세상의 축소판에 두 청춘이 자신의 이념과 철학을 어떻게 펼쳐 나가며
성장하는지 기록할 것이다. 그들의 앞모습에 보이는 ‘정치 여정=욕망’과 그들의 뒷모습에 담긴 ‘삶의
진정성’ 을 카메라는 오랜 시간을 들여 기록해 나갈 것이다.
정치의 기능은 무엇일까? 갈등과 다툼을 제도화해 사회를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정치의 주요한
기능이다. 진보와 보수는 오래전부터 인간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원동력이 되는 두 기둥이었다.
하지만 자신만의 울타리에 갇혀 버렸다.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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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포스필름

제작사

exposedfilm2000@gmail.com

익스포스필름은 한국과 일본의 TV프로그램 및 영화를 중점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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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롱펠롱 Twinkle Twinkle
대한민국 | 한국어 | 70 min | Color/B&W | DCP, MOV, MP4 | 전기, 실험적, 역사, 전쟁&분쟁

프로덕션 피치

70년 전 학살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그리는 그날의 반짝이는 기억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유치, 공동제작,

기획/개발

2020.01 - 2021.06

제작

2021.07 - 2022.12

후반작업

2023.01 - 2023.06

제작완료

2023.06

홍보&마케팅, 방송&뉴미디어, 세일즈&배급

예산 현황

확보 예산
DMZ인더스트리 기획개발펀드
전체 예산

뉴스타파펀드

￦5,000,000
￦10,000,000

₩199,600,000

필요 예산

확보 예산

₩184,600,000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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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진

감독

judekang22@gmail.com
메이·제주·데이 May·JEJU·Day | 연출 | 2021
2021 전주국제영화제
2021 인디포럼
꽃피는 편지 | 연출 | 2016
2016 인디다큐페스티발
2016 디아스포라영화제
할망바다 | 연출 | 2012
2012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 트래블링숏츠코리아 최우수작품상
2012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조이예환

프로듀서

paparung1@gmail.com
불빛아래서 | 연출 | 2017
2017 제천국제음악영화제
2017 인디다큐페스티발
B급 며느리 | 촬영팀 | 2017
검열시대 | 제작 | 2012
사람이 미래다? | 연출 | 2011
2012 대전독립영화제
2012 인디다큐페스티발

한국의 하와이라고 불리며 많은 여행객이 사랑하는 섬 제주는 아름다운 반짝임으로 가득하다.

시놉시스

그러나 섬을 찾는 이들과는 다른 반짝이는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고완순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그림 속에 묘사된 70년 전 제주의 모습에서 유독
눈에 띄게 반짝이는 것이 보인다. 그림 속에서 반짝이는 것은 바로 검붉은 피로 물든 제주의
동토이다.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며 평화를 꿈꿨던 섬 주민들에게 불어닥친 비극.
당시 제주도에서는 3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이 일어났다. 대량학살의 광풍에서
살아남은 어린이들이 70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그날의 기억을 그림으로 증언한다. 그리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외면하고 싶었던 역사를 이어나가려 한다.

제주4·3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지만 아직도 역사적

기획의도

정의가 합의되지 않은 사건이다. 유족들은 말한다. “제주4·3은 미국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전 세계적
냉전의 비극이다.” 영화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제주4·3의 실체를 쫓는다.
한편, 폭력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세대를 넘어가는 오랜 상처가 남는다. 이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
영화는 생존자들이 그림을 통해 직접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로 꺼내게 함으로써 일종의 치유를
시도한다. 또한, 역사규명을 통해서도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현실에 존재하는 어려움과 아이러니를 직시하고자 한다. 역사규명작업은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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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상처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영화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해 나가는 것에 얼마나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지 되묻고자 한다.

프로덕션 피치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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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조경가의 ‘땅에 쓰는 시’
‘Poetry on Land’ by the Grandmother Landscape Architect
대한민국 | 한국어 | 90 min | Color | DCP | 예술&문화, 환경&자연

시인이 되려고 했던 경상도 소녀는 어느새 팔순인 조경 건축가 할머니가 되었다. 집 앞마당에서 무덤까지, 한강의
샛강, 선유도공원, 대규모 도시 개발의 밑그림을 그린 조경가들의 대모로서, 정영선은 우리의 녹록지 않은 삶에
좋은 풍경과 자연을 선물해 주고자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도 땅에 시를 쓰듯 일을 한다.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국내외 영화제 출품,

기획/개발

2019.09 - 2020.10

제작

2020.10 - 2022.03

후반작업

2022.02 - 2022.04

제작완료

2022.04

방송&뉴미디어, 홍보&마케팅, 세일즈&배급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영화진흥위원회
전체 예산
₩1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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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예산

확보 예산

₩108,000,000

₩42,000,000

￦4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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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

감독

kirin@giraffe-pictures.com
위대한 계약: 파주, 책, 도시 | 연출 | 2020
2020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예술공헌상
이타미 준의 바다 | 연출 | 2019
2019 전주국제영화제 - CGV아트하우스 배급지원상
2019 제주영화제 - 관객상
한국 현대건축의 오늘: 집 | 연출 | 2017
시간의 건축 | 연출 | 2017
한국 현대건축의 오늘 | 연출 | 2016

김종신

프로듀서

kirin@giraffe-pictures.com
프로덕션 피치

위대한 계약: 파주, 책, 도시 | 연출 | 2020
2020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예술공헌상
이타미 준의 바다 | 제작 | 2019
2019 전주국제영화제 - CGV아트하우스 배급지원상
2019 제주영화제 - 관객상
한국 현대건축의 오늘: 집 | 제작 | 2017
시간의 건축 | 제작 | 2017
한국 현대건축의 오늘 | 제작 | 2016

대한민국 1호 여성 조경가이자 선유도공원이란 아름다운 정원을 우리에게 선물한 정영선은 81세

시놉시스

현역 조경가 할머니다. 여전히 호미를 들고 전국을 누비는 정영선은 자신 작품의 근원이 한국의 자연,
본연의 모습이라고 강조해왔다. 한국의 도시는 고성장, 고효율을 목표로 수많은 난개발이 진행됐고 그
안에서 정영선은 다양한 공공 조경프로젝트를 담당하며 한국 개발사와 함께했다. 건축을 위해 파헤친
경관을 녹색으로 덮고 조용히 나무와 꽃을 심는 일로 치부됐던 한국의 조경을 평생 굳건히 지켜왔다.
그녀가 은퇴를 잊고 아직도 작업에 매진하는 이유는 여전히 꿈꾸고 있는 한국적 경관의 동시대적 복원
때문이다. 한국적 경관의 복원이란 가장 좋은 모습을 찾아, 남길 것은 남기고 그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래야 아름다운 자연이 후세에게 전달될 것이라 믿는다. 기업 회장들과 저명한 건축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력을 증명해냈던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두 살 손자 사진을 바라보며 스케치를
하는 우리네 정겨운 할머니다. 한국의 경관이 사람들과 건강하게 연결되길 희망하며, 그녀는 오늘도
땅 위에 시를 쓴다.

선유도공원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정원이다. 그러나 이곳의 설계자는 조성룡 건축가로 알려져 있다.

기획의도

우리 삶에 자연을 끌어들이고 공원을 디자인하는 ‘조경가’라는 직업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조경가란 자연과 공간 속 생명력을 디자인하여, 우리 삶과 자연이 회복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다. 81세
정영선은 조경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여전한 현역이다. 그녀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 한국
개발사와 함께했고 제주에서 파주까지 전 국토에 걸쳐 작업했다. 집 앞 정원부터 묘지의 한 그루 나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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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의 작품은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삶의 정경을 보여준다. 물론 그녀의 작업 중에 ‘4대강 사업’
은 없다. 그녀의 시간은 난개발의 칼날을 다독이며 우리 산야의 아름다운 본질을 지켜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여전히 회복보다 개발을 추구하는 한국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한국적
경관의 복원이라는 희망을 심고 있는 조경가 할머니의 꿈을 통해 더 이상 잃으면 안 되는 오늘을 이야
기하고자 한다.

기린그림

제작사

kirin@giraffe-pictures.com

기린그림은 건축과 공간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 전시용 영상 등 각종 공간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 제작을 전문으로 한다. 건축의 공간감과 시간성을 잘 전달하고 그 건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드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촬영으로 건물의 전체 모습을
담아내는 등 사실적이면서도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공간을 영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한국 현대건축의 오늘>, <이타미 준의 바다>, <위대한 계약: 파주, 책, 도시>
다큐멘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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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미래 Pirated Future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 한국어, 영어, 우크라이나어, 일본어 | 75 min | Color | DCP | 예술&문화, 실험적, 재앙

프로덕션 피치

과거에 디스토피아적 이미지를 상상하던 인류는 어느새 팬데믹이라는 현실에 들어서 있다. 이미지의 홍수 속에
서 무엇이 가상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구별하는 것조차 무의미해진 듯하다.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 선 인간은 다시
이미지로 돌아가 현실의 미래를 꿈꿔본다. 우리는 어떤 미래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까?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유치, 공동제작, 선판매,

기획/개발

2018.08 - 2020.12

제작

2021.01 - 2022.04

후반작업

2022.05 - 2022.07

제작완료

2022.08

세일즈&배급, 방송&뉴미디어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266,350,000

시소픽쳐스

￦15,000,000

한국예술종합학교

￦10,000,000

서울문화재단

필요 예산

확보 예산

₩236,350,000

₩30,000,000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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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감독

eugeene95@naver.com
신두꺼비 (HD Video, 13min) | 연출 | 2021
2021 soco1010, 도쿄, 일본
해적판 미래 (HD Video, 48min)
+인간백해무익가든(가변설치) | 연출 | 2019
2019 아트선재센터 아트홀, 서울, 한국
적어도 현실답게 (가변설치) | 작가 | 2019
2019 화랑자리, 도쿄, 일본

무자비둥, 점쟁이 문어
파울의 부활 (가변설치) | 작가 | 2019
2019 두산갤러리, 서울, 한국
CHERNOBYL TOUR®
(HD Video, 20min) | 연출 | 2018
2018 일현미술관 을지로 스페이스, 서울, 한국

강사라

프로듀서

sarah.kang@seesawpics.com
수리솔 수중 연구소에서 | 협력프로듀서 | 2020
2021 전주국제영화제
2020 부산비엔날레

겨울밤에 | 프로젝트 매니저 | 2018
2019 로테르담영화제
2018 탈린블랙나이츠영화제 - 감독상

이사도라의 아이들 | 프로젝트 매니저 | 2019
2019 로카르노국제영화제 - 감독상
2019 산세스바스티안국제영화제 - 특별언급상

어둔 밤 | 제작 | 2017
2017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 한국경쟁 작품상
2017 마르델플라타국제영화제

막심 나코네치니
contact@taborproduction.com
This Rain Will Never Stop | 제작 | 2020
2020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신인경쟁 최우수작품상
2020 포폴리영화제 - 최우수장편
School #3 | 제작 | 2017
2017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14플러스 - 심사위원대상

거대한 핵폭발이 도쿄를 뒤덮고, 서울 한강 변에서는 사람들이 괴물을 피해 도망간다.

시놉시스

에펠탑은 화학물질로 녹아내리고, 자유의 여신상은 폭설에 파묻혀 있다.
이는 모두 영화 속 이야기다.
하지만 2020년, 영화 속 재난이 모두의 현실로 들이닥쳤다.
전례 없는 팬데믹 속 우리는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고,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해적판 미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영화는 가상의 재난 이미지가 어떻게 제작되어 소비되어
왔는지, 현실의 재난이 어떻게 다시 이미지가 되어 수없이 재생산되었는지 관찰한다.
체르노빌의 재난 현장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일본의 쓰나미 현장과 코로나19로 아수라장이 된
한국의 모습 역시 핸드폰 속 이미지가 되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우리는 현실의 재난마저 가상의
재난 이미지로 치환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해적판 미래>는 재난 영화 속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현실의 재난 상황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보받아 확인하는 사람들 등 현실의 재난과 이미지
사이에 위치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미지와 현실의 관계를 질문한다.
현실의 재난 상황이 가상의 재난 이미지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이 괴리의 순간.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까? <해적판 미래>는 재난 이미지의 생산, 유통과정을 관찰하며 이미지가
만들어내는 파동을 탐구함으로써, 이미지와 현실 사이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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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곳곳의 재난을 알리는 기사에서 “마치 재난 영화 같았다”라는 헤드라인이 사용되곤 한다. 미디어

기획의도

속의 넘쳐나는 재난 이미지로 인해 우리의 무뎌진 현실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우리는 화면 속
재난 이미지를 보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영화 속 장면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해적판 미래>는 현실과 이미지의 세계를 단순하게 구분하며 가치판단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상의 재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과정과 재난이 되어버린 현실의 모습을 충실히 담아내며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엉킨 세계를 그대로 응시한다. 그리고 관객 스스로 이러한 과정들을 경험하며
이미지와 현실이 인간에게 일으키는 파동을 감지하게 한다. 이미지는 현실의 상황을 반영하여
탄생하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침략당했다. <해적판 미래>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에서 이미지를 분리하고 현실을 오롯이 감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그리고 관객들을 재난 이미지의 세계로 초대하여, 이미지와 현실의 흐려진 경계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제시한다.

프로덕션 피치

시소픽쳐스

제작사

contact@seesawpics.com

시소픽쳐스는 한국 다큐멘터리의 해외배급을 전담하며 아시아 다큐멘터리 분야 전문성을 쌓아온
오희정 프로듀서가 설립한 제작사다. 최근작 <사막의 진주>는 2019년 IDFA, DMZ Docs 등 다수의
영화제에서 상영하고 수상했으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진행했던 <다공성 계곡 2: 트릭스터
플롯>은 2020년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시소픽쳐스는 픽션과 논픽션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고 있으며, 탄탄한 해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큐멘터리 국제공동제작 및
해외배급 분야에서 인정받는 제작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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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땅 The Land of Frogs
대한민국 | 한국어 | 76 min | Color | DCP, MOV | 역사, 사회&인류, 전쟁&분쟁

프로덕션 피치

민통선 철책 너머 평생 땅을 일궈 온 이기인 할머니는, 강제수용당한 ‘후방 땅’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

목표

제작 계획

홍보&마케팅, 방송&뉴미디어,

기획/개발

2020.07 - 2020.11

제작

2020.11 - 2021.12

후반작업

2022.03 - 2022.08

제작완료

2022.08 - 2022.09

세일즈&배급, 공동제작,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예산 현황

확보 예산
뉴스타파펀드
전체 예산

DMZ인더스트리 인큐베이팅펀드

￦10,000,000
￦2,000,000

₩99,500,000

필요 예산

확보 예산

₩87,500,000

₩1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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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용

감독

kinbo7952@gmail.com
편안한 밤 | 연출 | 2018
2019 인디다큐페스티발
2018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캥거루 남매 | 연출 | 2017
앨리스 죽이기 | 조연출 | 2017
2018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용감한기러기상

김상규

프로듀서

pd39kim@gmail.com
하이킹 아티스트 | 연출 | 2021
편안한 밤 | 제작 | 2018
2019 인디다큐페스티발
2018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
앨리스 죽이기 | 연출 | 2017
2018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용감한기러기상

이기인 할머니는 철원에서 농사를 짓는다. 어느 날, 덤프트럭이 할머니의 논에 들어와 흙을 가득

시놉시스

부어버렸다. 그녀는 가녀린 몸으로 불도저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할머니의 ‘후방 땅’은
그렇게 개발 속에 파묻혀 갔다. 철원군은 ‘근대 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이유로 할머니의 땅을
강제 수용했다. 철원군청에 면담을 요청해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해도 변하는 것은 없었다.
할머니는 전쟁으로 고향땅을 잃은 적이 있다. 70년 전,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을
때였다. 중공군이 내려온다고, 3일만 서울에 가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나 휴전이 되고, 분단이
굳어지며 다시 고향에 갈 수 없었다. 돈을 벌고 땅을 구해 고향에 가장 가까운 철원에 자리를 잡았다.
2021년 봄, 할머니는 개발로 불도저가 지나다니는 땅 조그마한 모퉁이에 모를 심는다. 수확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법과 제도를 잘 모르는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저항은, 꿋꿋하게 농사를 짓는
것뿐이다.

분단을 찍고 싶었다. 분단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찾아왔다. 남북 접경 지역에서 태어난 이기인

기획의도

할머니는 전쟁과 개발이 교차하는 ‘땅’ 위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녀의 삶을 따라가자 전쟁으로 갈린 땅
위의 선이 보였다. 사람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민통선 내부 지역(전방 땅)과 민통선 밖 출입이 자유로운
땅(후방 땅)을 오가며 농사를 지었다. 매일같이 ‘분단의 선’을 넘는 할머니의 모습을, 개발로 ‘후방 땅’을
잃은 모습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세계를 대하는 겸손한 태도와, 들판의 개구리와 두루미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이기인 할머니의 모습은
주인공으로서 매료되기에 충분했다. 작업의 과정을 통해 이기인 할머니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고,
멀게만 느껴왔던 분단을 ‘현재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분단의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깊은 의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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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위의 농부들 Farming the Revolution
인도 | 펀자브어, 힌디어, 영어 | 120 min | Color | DCP | 종교, 역사, 사회&인류, 전쟁&분쟁

<길 위의 농부들>은 델리 국경에서 인도 농업 기업화에 대항하여 일어나고 있는 농부들의 역사적 시위의 중심으
로 데려간다. 용감하고 선지자인 그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가면서 영화는 굽히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한 장엄한 싸
움을 담아낸다.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공동제작,

기획/개발

2020.11 - 2020.11

제작

2020.12 - 2021.12

후반작업

2021.07 - 2022.10

제작완료

2022.11

방송&뉴미디어, 선판매, 국내외 영화제 출품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조달 (Raintree Films) + 후원
BBC Storyville

전체 예산
₩449,133,650

100

필요 예산

확보 예산

₩415,766,400

₩33,367,250

₩25,300,000
₩8,06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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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쉬타 자인

감독

raintreefilms@gmail.com
Jute | 연출 | 제작중
Proof | 연출 | 2019
2019 브루클린영화제 - 최우수단편
2019 슬램댄스영화제 - 특별언급상

At My Doorstep | 연출 | 2009
2010 로스앤젤레스인도영화제
- 최우수다큐멘터리
라크쉬미와 나 Lakshmi and Me | 연출 | 2007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07
Gulabi Gang | 연출 | 2012
2012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2 두바이국제영화제 - 최우수작품상

아카시 바우마타리
akashb.van@gmail.com
Phang In My Basket |
연출 / 촬영 / 편집 | 2019
2021 사인스영화제
2020 다람살라국제영화제

Fireflies | 편집 | 2018
 트하우스아시아국제영화제 - 최우수단편다큐멘터리
2018 아
2018 첸나이국제단편영화제 - 최우수단편다큐멘터리
The Itinerants | 연출 | 2016
2017 인도다큐멘터리제작자협회 - 특별심사위원언급상
2016 케랄라국제다큐멘터리단편영화제

프로덕션 피치

니쉬타 자인
raintreefilms@gmail.com

프로듀서

Jute | 제작 | 제작중

Family Album | 제작 | 2010

Proof | 공동제작 | 2019
2019 브루클린영화제 - 최우수단편
2019 슬램댄스영화제 - 특별언급상

At My Doorstep | 제작 | 2009
2010 로스앤젤레스인도영화제 - 최우수다큐멘터리

Gulabi Gang | 공동제작 | 2012
2012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2 두바이국제영화제 - 최우수작품상

발레리 몽마르틴
vmontmartin@lbstory.fr
#387 | 제작 | 2019
The World According to Amazon | 제작 | 2019
On the Inside a Military Dictatorship | 제작 | 2019

농부들의 시위가 여러 계절에 걸쳐 계속되고, 그 역사와 평화적 시위 특유의 문화를 보여주는 이

시놉시스

영화는 시위의 핵심을 들여다본다. 시위가 시작되고 10개월 만에 500명 이상의 농부들이 목숨을
잃었고, 시위는 2024년 총선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는 주요 인물들을 통해 이 거대한 시위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들의 이해관계와 그토록 큰
규모의 동원과 유지를 가능하게 한 계획에 대해 알게 된다. 가장 큰 규모의 농부 연합의 장인 조긴더
싱 어그라한은는 30년간 농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노동자들,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해 쉼 없이
일했다. 영화는 5개월째 시위에 참가 중인 젊은 농부 구르바즈와 시간을 보내며 시위의 발자취와
고난을 보여준다. 36세인 빈트 카우르는 인도 펀자브의 녹색혁명의 끔찍한 유산에 대해 얘기하고
시와 행동주의를 통해 사회적 인식의 씨를 뿌린다. 젊은 달리트 운동가인 노딥 카우르는 공업지대의
공장 노동자들을 시위 현장으로 모아 왔다. 그녀는 체포되어 구금되던 중 심한 폭력을 당했지만,
풀려나자마자 그녀는 다시 시위에 동참했다. 노동자들이 농부들과 함께한다면, 진정한 시위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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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많은 영화를 제작했었지만 이토록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없었다. 2014년 우익 정부가

기획의도

세력을 차지하면서 인도는 공동의 증오로 인해 분열되었다. 경제, 건강 상태와 교육이 역대 최대치로
떨어졌고 비판의 목소리들은 억압되었다. 국가가 희망을 잃으면서 농부들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심화되는 부당함에 싸우도록 사람들의 꺼진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인다.
농부들이 델리 국경에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았을 때 촬영을 시작했다. 지난 6개월간 용맹한
농부들이 적대적인 정부, 편향된 언론, 혹독한 겨울, 비, 여름, 팬데믹까지 뚫고 나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기록했다. 그들을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영원한 낙관주의에 대한 이념과 혁신적인
정치관이다. 그들은 상당히 조직적이며, 정치인은 거의 없다. 시위 현장은 전쟁터라기보다는 영적인
공간, 생활 공동체나 대학과 같다. 시위는 인도의 정치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언론이 이들을 완전히 억압하고 있기에 <길 위의 농부들>과 같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필
요성은 더욱 커진다.

Raintree Films

제작사

raintreefilms@gmail.com

Raintree Films는 뭄바이에 위치한 제작사로 다수의 수상작 다큐멘터리들과 단편영화를 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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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골목 유토피아 Republic
중국 | 중국어 | 100 min | Color | MOV | 예술&문화, 전기, 종교, 생활, 사회&인류

프로덕션 피치

베이징의 좁은 골목길인 후통에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대마초를 피우고, 음악을 연주
하며 밤낮으로 이상에 대해 논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근거지를 ‘리퍼블릭’이라 칭한다. <뒷골목 유토피아>는
그 핵심 인물인 리 얼량에 대한 이야기이다.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유치, 국내외 영화제 출품

기획/개발

2020.08 - 2020.10

제작

2020.11 - 2021.06

후반작업

2021.07 - 2022.01

제작완료

2022.02 - 2022.03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조달

₩19,305,050

전체 예산
₩53,502,600

필요 예산

확보 예산

₩34,197,550

₩19,3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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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

감독

1018579563@qq.com
끊어진 능선 The Broken Ridge | 연출 | 2020
원 데이 One Day | 연출 | 2020
2021 트렌토영화제 - 최우수단편
2020 베이징국제단편영화제 - 우수예술탐구상
Shang’ajia | 연출 | 2018
2018 베이징독립영화제 - 심사위원상

류지아

프로듀서

ruby9408@163.com

진장
1018579563@qq.com
끊어진 능선 The Broken Ridge | 연출 | 2020
원 데이 One Day | 연출 | 2020
2021 트렌토영화제 - 최우수단편
2020 베이징국제단편영화제 - 우수예술탐구상
Shang’ajia | 연출 | 2018
2018 베이징독립영화제 - 심사위원상

영화는 주요 인물인 리얼량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경험과 이야기를 가진 그의 친구들의

시놉시스

모습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들을 따라가며, 우리는 리얼량이 세우고자 하는 리퍼블릭의 모습과
5제곱미터 보다 작은 방에서 리얼량이 공산주의를 실천하는 방식을 본다.
이 방은 ‘리퍼블릭’이라 불린다. 이 곳에는 자물쇠가 없으며, 누구나 환영 받으며, 물건들을 누구의 허락
없이도 가져갈 수 있다. 몇몇은 이곳을 ‘고아원’이라 부르고, 몇몇은 ‘비행청소년 쉼터’라고 부른다.
합성 카나비노이드(대마)로 불리는 새로운 약물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다. 리얼량은 그
약물에 심하게 중독되어, 3~4개월 동안 그의 생활이라고는 오직 약물을 흡연하는 것뿐이었다. 그의
실업 상태 또한 갖은 현실적 문제들을 불러온다. 빌린 돈으로 채무를 갚는 방식은 더이상 유지될 수
없어, 그의 어머니는 모든 저축금을 인출해 그가 진 빚의 대부분을 갚아준다. 가족에 대한 고마움,
여자친구의 말썽 그리고 금단의 기간은 그를 제정신으로 돌려놓는다. 그는 현실로 깨어나 한때 믿었던
공산주의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다.
‘리퍼블릭’의 미래에 띄워진 물음표가 마침표로 바뀌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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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리퍼블릭'과 리얼량이라는 청년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저 일부만 알고

기획의도

있을 뿐이다. 이런 식의 이상주의는 현실이 불어닥치면 한 방에 넘어지곤 한다. '리퍼블릭'이
없어지길 원하지는 않지만, 앞으로의 모습은 꽤나 예측 가능하다.
첫 번째 장편을 찍은 후로, 사람들은 나에게 다큐멘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묻곤 했다. 나는 "어떤 임
무도 없다.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의 인간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답하곤 했
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마치 무언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나는 사명감을 느끼
기 시작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그것이 나의 임무라고 여기게 되었다.

프로덕션 피치
105

DMZ Industry 2021

베이비 잭프루트 베이비 구아바 Baby Jackfruit Baby Guava
베트남 | 베트남어 | 90 min | Color | MOV | 사적&관점, 사회&인류, 청소년&어린이

보수적인 엄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딸, 소외된 게이 아들 3명으로 이루어진 한 가족에게 예상에 없던 아이가
찾아온다. 이 문제 있는 가족은 그들의 일기장을 통해 과거를 돌아보며 그들의 분열된 유대를 되찾고, 기억을 다
시 쓰며, 새로운 모성을 준비한다.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유치, 공동제작

기획/개발

2020.01 - 2021.03

제작

2021.03 - 2022.06

후반작업

2022.06 - 2023.06

제작완료

2023.09

예산 현황

확보 예산
SGIFF Southeast Asian Film Lab 전체 예산
₩249,460,300

필요 예산

확보 예산

₩226,958,250

₩22,502,050

Most promising project award

￦4,267,650

IDFA Bertha Fund for development

￦6,734,400

American Film Showcase - Equipment fund

￦4,600,000

Waxcastle - Production Company Investment

￦1,150,000

Flaneur Film - Production Company Investment

￦1,725,000

Docs By The Sea Solidarity Fund
자체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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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00
￦3,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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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꾸앙

감독

nongnhatquang@gmail.com
Our Queer History | 연출 | 2019
Dating with Dan Ni | 연출 | 2019
Search | 연출 | 2017
2018 베트남퀴어영화제
2017 하노이국제퀴어필름위크

다오창

프로듀서

trangdao911@gmail.com
#아직도첫키스전 #NeverBeenKissed | 연출 / 제작 | 제작중
Mirage | 각본 | 2020
A70 | 연출 / 각본 | 2018
2018 WAFM 콘페티영화제 - 감독상

프로덕션 피치

Fight back to School | 각본 | 2018
Pink Lemon | 연출 / 제작 / 각본 | 2016
2016 골든로터스영화제 - 최우수단편데뷔상, 관객상

완전한 게이인 23세 꾸앙은 언제나 그의 어린 시절이 전통을 고집하는 56세의 엄마 쿡과 약간

시놉시스

망상적인 32세 누나 마이 사이의 끝없는 갈등의 반복이었다고 생각한다. 가족을 떠나 당당히 생활하고
있지만, 매번 고향 집에 갈 때마다 순종적인 5살의 꾸앙이 되어 다시 갈등의 반복에 빠진다. 마이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이후에 예상치 못한 임신까지 하면서, 꾸앙은 그가 언제나 느꼈던 이 반복의 끝이
다가왔음을 깨닫는다. 갑자기 그의 누나는 엄마가 되고, 엄마는 할머니가 되고, 가장 막내였던 그는
삼촌이 된다. 가족은 불확실성에 휩싸여,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모성을 준비한다. 쿡이 항정신병약이
태아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동안, 꾸앙은 타임캡슐, 이 영화 <베이비 잭프루트 베이비 구아바>
를 만들기 시작한다. 그는 조카가 자신과 같은 불화를 겪지 않게 하려 한다. 그는 쿡과 마이를 꾸앙
자신의 나이, 어른이 된다는 것이 그들을 앗아가기 전으로 데려간다. 썼던 일기를 읽으면서, 세 명은
서로의 숨겨왔던 삶에 대해 알게 된다. 그들은 아마 서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것이다. 혹은 배우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모두 아이가 사랑이 넘치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는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마이의 남동생이자 가장 친한 친구로서, 나는 누나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의사이신 우리

기획의도

부모님보다는 먼저 심리상담사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누나와 나는 함께 자랐지만 양극단의
방식으로 양육되었고, 이는 나의 창의성을 길러줬지만 동시에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게 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막내인 내가 유일하다. 이제 그 위치가 조카에게 돌아갈 것이다. 조현병과 임신이
동반하는 의학적인 복잡성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인 가족 구성원을 감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하지만 정신질환은 여전히 터부시되기에 우리는 이 상황을 스스로 헤쳐 나가는 중이다.
가족의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조현병 환자도 행복할 수 있는 복잡한
인간임을 말하고자 한다. 이 영화는 또한 나의 가족 내에서 대화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과 공생을 위한
방법을 생각해봄과 동시에, 부디 이 소외의 굴레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나만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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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âneur Film

제작사

trangdao911@gmail.com

영화 제작자 다오창에 의해 2019년 설립된 Flâneur Films은 독립 다큐멘터리와 실험 영화에
주력하는 베트남 제작사이며 특히 청소년, 여성, 불우한 이들에 대한 주제에 창의적이고 개인적으로
접근한다. 2020년부터 Doc Cicada에서 채택된 다큐멘터리들을 제작하고 있다. 하노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Doc Cicada는 신흥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을 발굴하고, 작품 및 프로젝트 개발을
조사에서부터 제작까지 지원하는 독립영화제작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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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르의 귀향 The Return of Agaar
중국 | 몽고어, 영어, 중국어 | 90 min | Color | MOV | 생활, 사회&인류, 청소년&어린이

프로덕션 피치

몽골의 초원에서 자란 목동 아가르는 미국 크루즈 선박에서 일하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4년간 세계를
여행한 후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목동으로 사는 것을 택했다. 경력, 가족, 꿈의 여러 압박에 직면한 그의 삶은
어떨까?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유치, 국내외 영화제 출품, 공동제작, 선판매,

기획/개발

2018.10 - 2019.02

제작

2019.02 - 2021.06

후반작업

2021.07 - 2021.11

제작완료

2021.11 - 2022.02

세일즈&배급, 방송&뉴미디어, 홍보&마케팅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464,051,450

필요 예산

확보 예산

₩243,333,100

₩220,718,350

NHK

￦55,200,000

Bilibili

￦71,262,050

White Light Studio (Thailand)

￦17,250,000

French TV2

￦56,952,600

자체조달

￦17,753,700

CCDF Project with
Most International Potential/CNEX

￦2,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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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감독

Your friends | 연출 / 촬영 / 편집 | 2021
Borders | 연출 / 촬영 / 편집 | 2020
New England | 연출 / 촬영 / 편집 | 2019

쉬샤오페이

프로듀서

xiaofei2304@foxmail.com
온 더 웨이 투 스쿨 Ways To School | 공동제작 | 2016
2016 프랑스 텔레비지옹
I Am Here | 배급코디네이터 | 2014
2014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4 토론토국제영화제

낙관주의와 자신감으로 가득한 29세의 ‘카우보이’ 아가르는 미국 크루즈 선박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시놉시스

그의 고향 내몽골로 돌아오는 것을 택했다. 외딴 지역 아가르의 집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가족의 모습은 빠르게 변하는 개발도상국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가르가 온라인 e-농장을
만들고 싶어 하는 반면, 그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목동의 삶을 이어간다. 하지만, 현실은 부족하기만
하다. 투자는 실패하고, 그가 아끼던 황소는 졸도하여 죽었다. 그의 가족은 빚 문제에 시달리고, 그의
아내는 지난 10월에 막 아이를 출산했다. 그의 성공에 대한 갈망은 점점 커져간다. 집안의 유일한
남자로서 (그의 부모님은 그가 고등학교 시절 이혼했다), 아가르는 종종 그의 아버지를 그리워한다.
그는 이 짐을 짊어지는 것을 도와줄 한 명의 인력이 더 있었으면 하고 희망한다. 그는 미국에서의
업무 경험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여 그의 사업을 홍보해보지만 성사되는 일은 없다. 초과 신용카드
비용으로 종종 빚을 지기도 한다. 그의 어머니가 초원에 홀로 남아 소들과 양을 돌보는 동안, 그는
부인과 함께 도시 쪽으로 점점 이동한다.

5년 전 아가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곧바로 내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는 내가 며칠간 만난 사람

기획의도

중 유일하게 젊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따라다녀도 되냐고 물었고, 그는 동의하며 내 카메라에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자연을 소유하고 있어, 나는 놀라운 사람이고 그것이 자랑스러워.” 오늘날
중국에서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대도시 생활을 동경한다. 미래의 발전을 위한 더 많은 자원과 넓은
공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아가르는 원하는 곳은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미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에 정착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베이징이나 상하이 혹은 적어도 에르도스에서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대신, 그는 먼지 날리는 외딴곳으로 돌아와 목동이 되기로 결정한다.
그다지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는 삶과의 항쟁을 겪고도 여전히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열려 있다. <아가르의 귀향>의 핵심은 ‘시간과 현실을 통한 한 사람의 성장과 변화’
이며,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아가르 같은 인물의 삶이 고착화되기 전에 어떻게 삶의 방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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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nan Mind Image Film Productions

제작사

mindimagefilm@163.com

2020년 쉬샤오페이가 설립한 다큐멘터리 제작사이다.

프로덕션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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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않은 겨울 Winter Chants
홍콩 | 광둥어, 영어 | 90 min | Color | DCP | 예술&문화, 환경&자연, 생활, 사회&인류

<오지 않은 겨울>은 세계적 유행병 사태를 배경으로 한다. 홍콩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십 년마다 열리는
타이핑칭치우 축제를 통해 가족과 전통의 중요성을 들여다본다.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선판매, 세일즈&배급,

기획/개발

2019.06 - 2020.08

제작

2020.09 - 2020.12

후반작업

2021.01 - 2022.05

제작완료

2022.07

국내외 영화제 출품, 방송&뉴미디어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자체조달
Hong Kong Arts Development

전체 예산
₩221,154,200

112

￦11,795,550

필요 예산

확보 예산

₩125,355,750

₩95,798,450

Council production grant

￦61,922,900

Heaven Pictures Young Director Awards

￦22,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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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추이샨

감독
초야: 맛의 유혹 The Lady Improper | 연출 | 2019
2019 시네마아시아영화제
2019 홍콩금상장영화제
향기 Scent | 연출 | 2014
팔로잉 스토리즈 Flowing Stories | 연출 | 2014
2014 남대만영화제 - 최우수다큐멘터리
2014 함부르크영화제

대람호 Big Blue Lake | 연출 | 2011
2012 상하이국제영화제
- 아시아신인 심사위원상
2011 벤쿠버국제영화제
연인노상 Lovers on the Road |
연출 | 2008
2009 남대만영화제

테레사 광

프로듀서
팔로잉 스토리즈 Flowing Stories | 제작 | 2014
2014 남대만영화제 - 최우수다큐멘터리
2014 함부르크영화제

내핑 키드 Napping Kid | 제작 | 2018
2019 싱가포르중국영화제

대람호 Big Blue Lake | 제작 | 2011
2012 상하이국제영화제
- 아시아신인 심사위원상
2011 벤쿠버국제영화제

닷 2 닷 Dot 2 Dot | 제작 | 2014
2014 금마장영화제

영화는 서로 다른 세대의 준비위원회 구성원 두 명이 사계절 동안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을 따라간다.

시놉시스

마을의 수장은 마을을 떠나 영국에서 수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그의 국민적 정서는 홍콩에서 자란
신세대 청년과는 사뭇 다르다. 갈수록 더 많은 마을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민들은 마을의
전통이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한다. 그와 동시에 다른 이들은 세계적 유행병 사태가 여전히 극심한
상황에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마을 사람들이 과연 십 년에 한 번 있는 축제를 위해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한다. 현재 마을에 사는 주민들의 대부분은 토착민이 아니며, 여행 규제로 인해
홍콩에 발이 묶여 있는 사람들이다. 카메라는 공사 현장, 마을 광장에서 쉬고 있는 주민들과 놀고
있는 아이들, 타지에서 머나먼 고향을 그리워하는 주민들의 상황을 훑는다. 현지인에서부터 해외
중국인들까지, 영화는 다른 시각들을 탐구하며 사람들간 상호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불교에 따르면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작은 관계망들은 온 우주에 영향을 줄 만큼 확장될

기획의도

수 있다. 십 년에 한 번 열리는 타이핑칭치우 축제는 홍콩 호청 마을의 중요한 전통 행사이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기도와 재회를 보여준다. 하지만 과연 작은 마을의 운명이 온 세상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자연의 과소비와 파괴로 인해 전 세계에 걸친 유행병 사태가 극심하다. 많은
나라에서 국경을 봉쇄했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며, 가족과 공동체 간 관계를 시험하고
있다. 마을 주민으로서, 또 다큐멘터리 제작자로서, 나의 고향 마을을 촬영하며 가정과 재회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또한 관찰자이자 참여자로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내 정체성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 <오지 않은 겨울>은 에너지가 모이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변해가는 사람들과
자연의 모든 순간을 드러나지 않는 위치에서 기록하고 관찰하는 실험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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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아저씨 Suk Suk | 제작 | 2019
2020 베를린국제영화제
2019 금마장영화제

DMZ Industry 2021

River Vision Company Limited

제작사

rivervision.prod@gmail.com

River Vision Company Limited는 장추이샨 감독에 의해 설립되었고, 독립 영화와 주류 영화를
모두 제작하는 회사이다. 첫 제작 영화 <연인노상>(2008)은 제8회 남대만영화제에서 최고 드라마
영화상을 받았다. 영화 <대람호>(2011)는 다수의 국제 영화제에 초청받았다. 2014년에는
<팔로잉 스토리즈>(2014) 제작을 위해 24 Images와 협업한 바 있다. 2018년에 새로운 장편 영화
<초야: 맛의 유혹>(2018)을 제작하였고 제38회 홍콩금상장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부문 후보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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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힌두의 미래다 Catching them Young
인도, 독일 | 힌디어, 산스크리트어 | 90 min | Color | DCP | 예술&문화, 종교, 사회&인류, 청소년&어린이

프로덕션 피치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공동제작,

기획/개발

2018.12 - 2019.04

제작

2019.05 - 2022.04

후반작업

2022.05 - 2022.12

제작완료

2023.01

방송&뉴미디어, 선판매, 국내외 영화제 출품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281,750,000

필요 예산

확보 예산

₩201,250,000

₩80,500,000

자체조달

￦23,000,000

Penny Wise Films Private Limited

￦34,500,000

Seven Seas Pty

￦11,500,000

크라우드 펀딩

￦11,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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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카즈 조하르

감독

pankaj@pennywisefilms.com
Selling Children | 연출 / 제작 | 2018
2018 BBC 스토리빌
세실리아 Cecilia | 연출 / 제작 | 2015
2016 슈투트가르트영화제 - 최우수다큐멘터리
2016 조지아시네독트빌리시다큐멘터리영화제 - 최우수다큐멘터리
2015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한스 로버트 아이젠하워

프로듀서

hre@ventana-film.com
아버지와 아들 Of Fathers and Sons | 제작 | 2017
2019 아카데미 - 최우수장편다큐멘터리상 후보
2018 선댄스영화제 - 최우수다큐멘터리
The Return to Homs | 제작 | 2013
2014 선댄스영화제 - 최우수다큐멘터리
2014 풀프레임다큐멘터리영화제 - 최우수다큐멘터리
택시 투 더 다크 사이드 Taxi to the Dark Side | 제작 | 2007
2008 아카데미 - 최우수장편다큐멘터리

Penny Wise Films Pvt Ltd

제작사

info@pennywisefilms.com

Penny Wise Films (P) Ltd.는 2008년 뉴델리에서 설립되었으며 13년 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인도에서 손꼽히는 독립영화 제작사가 되었다. 첫 번째 영화 <셔틀콕 보이즈>는 발리우드
영화로 4만 유로의 아주 적은 예산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혁신적인 일이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발리우드 영화가 이처럼 적은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일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영화의 네거티브 필름이
작업실의 부주의로 손상되었지만 디지털 프린트로 복구하여 2012년에 개봉하였으며, 비평가의
절찬을 받고 당해 비평가 선정 인도 영화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제작사는 후에 다큐멘터리 제작에
뛰어들었고 <세실리아>가 2015년 IDFA에서 상영되었다. 선댄스인스시튜트와 노르웨이영화협회,
브릿독, IDFA베르타펀드에서 지원받은 <세실리아>는 약 25개국을 다니며 스투트가르트와
트빌리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지금까지 BBC, DR, SVT, ZDF 아르테 등 유럽
방송사의 영화를 제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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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 싱 샴의 죽음 Another World
인도 | 힌디어, 일본어, 곤드어, 영어 | 90 min | Color | DCP | 예술&문화, 사회&인류

한 인도 예술가가 일본에서 자살했고 이는 지난 20년동안 논란거리였다. 신화와 기억이 그의 영혼을 불러내고 작
품 속 세계가 되살아나 그의 죽음과 삶의 수수께끼를 풀어낸다.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유치, 공동제작, 선판매

기획/개발

2018.06 - 2022.02

제작

2022.03 - 2022.06

후반작업

2022.07 - 2022.12

제작완료

2023.01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334,356,750

Arts Research Grant/India Foundation for the Arts

￦6,325,000

Arts Fellowship/Raza Foundation

￦5,175,000

Macawber Beekay Limited CSR for Arts Grant

￦4,025,000

자체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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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예산

확보 예산

₩290,656,750

₩43,700,000

￦28,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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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샤르 마드하브

감독

tosh.madhav@gmail.com
저항의 발라드 A Ballad of Maladies | 공동연출 / 편집 / 촬영 | 2016
2018 케랄라국제다큐멘터리단편영화제 - 최우수작품상
2017 인도 내셔널필름어워드 - 최우수데뷔작품상

2001년, 상징적인 인도의 화가이자 곤드 민화의 선구자인 장가 싱 샴은 일본의 미틸라 미술관에

시놉시스

입주작가로 초청되었다. 하지만 미술관 내 그의 방에서 장가가 목을 매단 채 발견된 것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년간 장가의 영혼은 미틸라 미술관에 깃들어 있었고, 이를 이유로 언론과
활동가들은 토착민 화가들을 착취한다며 큐레이터인 토키오 하세가와를 질타하며 괴롭혔다. 장가의
살아가고 있다. 난큐샤는 정부 산하 갤러리에서 남편과 같은 일을 하며 토착 마을에 장가의 미술관을
짓고 싶어한다. 영화는 장가의 내면 및 외면세계에서의 여정을 재발견하며 그의 다작의 삶과
수수께끼 같은 죽음의 복잡한 유산을 보여준다. 그의 자살을 둘러싼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조사하며,
영화는 숲의 매혹과 미술관과 갤러리 세계의 페티쉬 사이에 갇힌 채 토속성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작가의 마음 속을 들여다본다. 신화와 기억 사이를 옮겨가며 영화는 그의 사후세계에서 그를 되살려
치유의 길을 열고 성공, 추방, 식민지 독립 후 현대 사회에서의 고립의 심오한 미스터리를 풀어간다.

<장가 싱 샴의 죽음>은 변화와 소생에 관한 사색적이고 시적인 이야기이다. 베리테 다큐멘터리와

기획의도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형태로 장가 싱 샴의 물질적, 영적 세계를 항해하며, 그의 불가사의한 자살의
사라진 조각을 맞닥뜨린다. 나는 3년 전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 장가를 알게 되었다. 이단아라
여겨지던 장가는 22세의 나이에 그의 발라드 커뮤니티의 음악적 관행을 시각 예술로 옮기면서
인도의 곤드 민화 운동을 선구했다. 탁월한 그의 작품은 놀라움 그 자체였지만, 타지에서의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모호함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다. 직접 조사하면서 그의 정신적, 그리고 창작적
우울증을 문화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지난 20년간 어떤 매체나 정부
측에서 일본에 방문하여 미틸라 미술관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상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장가를 죽음으로 내몬 그 페티쉬가 계속해서 그를 소비하고, 미스터리로서
그리고 현대 신화로서 그를 추앙한다. 누가 현대적인 것과 부족적인 것의 차이를 결정짓는가? 누가
예술품에 상위, 하위 예술의 이름표를 다는가? 일본에서의 장가의 이야기를 다루는 첫 번째 인도
감독으로서, 이러한 질문을 따라가며 그의 죽음에 대해 예기치 않은 계시적인 발견을 하였고, 이는
곧 인도에 있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영화에 참여하도록 마음을 움직였다. 가족들은 예술을
통하여 장가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싶어했다. 다큐멘터리와 애니메이션을 결합한 것은 이러한
장가의 가족과의 공동 협업 관계에 기초한다. 영화가 장가의 이야기를 해방시키는 공간으로 발전해
가면서, 현대 사회에서 전통과 현대성의 관념을 바라보고 정의하는 방식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의
진정한 창조 정신을 되살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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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 마을에서는 장가를 신격화해 왔고, 그의 아내 난큐샤는 그의 자살의 어렴풋한 미스터리를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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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Bae Films

제작사

basicbaefilms@gmail.com

Basic Bae Films은 DIY 영화 제작, 실험적 미디어, 연구 기반의 다큐멘터리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인도 뭄바이에 위치한 독립영화제작사이다. 수상 경력이 있는 감독이자 예술학자 투샤르 마드하브가
이끄는 제작사이며, <장가 싱 샴의 죽음>은 제작사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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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방(가제) Her 5th Room (Working title)
대한민국 | 한국어 | 80 min | Color | DCP | 젠더, 사적&관점

엄마와 딸은 집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찾을 수 있을까?

목표

제작 계획

세일즈&배급, 방송&뉴미디어,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기획/개발

2017.10 - 2018.05

제작

2018.05 - 2021.01

후반작업

2021.01 - 2022.04

제작완료

2022.04

국내외 영화제 출품, 홍보&마케팅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8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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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예산

확보 예산

₩45,000,000

₩40,000,000

부산지역 영화제작지원작 선정

￦15,000,000

Birds UP(버즈업) 피칭 우수상

￦3,000,000

DMZ인더스트리 프로덕션 피치 - DMZ 우수 프로젝트

￦15,000,000

SJM재단 X 전주국제영화제 러프컷네비게이팅 우수상

￦3,000,000

부산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

￦4,000,000

DMZ Industry 2021

전찬영

감독/프로듀서

ryung5241@naver.com
집 속의 집 속의 집 | 연출 | 2017
2017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바보아빠 | 연출 | 2014
2014 부산독립영화제

엄마 효정은 시댁살이를 하면서 방을 세 번이나 옮겼다. 2층 주택에서 맞이한 첫 번째 방에서

시놉시스

엄마는 아빠와 함께 살며 전업주부로서 육아와 남편 내조를 담당했다.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
우리는 늘 얹혀사는 사람일 뿐이었다. 아빠의 사업실패로 엄마는 상담사라는 직업으로 집안의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새로운 가장이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집안일도 엄마의 몫이었고, 아빠는 가장의 권위만 유지하려
들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방을 거치며 엄마는 2층으로 방을 옮기게 되고 처음으로 독립된 공간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아빠는 끊임없이 2층을 침입하며 엄마의 공간에 훼방을 놓는다. 독립의
자유도 잠시, 아빠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을 원한다. 엄마는 자신이 오롯이 있을 수 있는
안전한 네 번째 방을 찾고 있다. 아니면 집 밖의 다섯번째 방으로 가야할까?

사회는 효정과 같은 여성을 ‘슈퍼우먼’ 이라 부르며 육아와 일을 거뜬히 해내야 한다는 사회적

기획의도

요구를 여성에게 하고 있다. 효정 스스로도 내면적 압박감을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 30년 만에
토로한 효정의 힘겨움에 대해서 가족은 응답하지 않았다. 효정이 가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변하지 않는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가부장제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꼬집어 본다. 할머니-며느리-딸로 내려오는 구조 속에 더이상 ‘피해자’의 모습으로만
재현되지 않고 여성이 자기의 역사를 쓰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첫 번째로, 젠더 폭력의 피해자를
넘어서기 위해 트라우마를 직면하는 방식으로 여성의 위치를 재정립한다. 두 번째로,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 가는 방식을 통해 여성적 공간의 의미와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 한 사람으로서
가족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려 한다.

탄탄필름

제작사

ttan2film@gmail.com

다큐멘터리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는 데 집중한다. ‘기록’과 ‘여성’이라는 테마로 부산을
거점으로 영상기록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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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카바티 SUKHAVATI
대한민국 | 한국어 | 100 min | Color | DCP | 예술&문화, 역사, 생활, 사회&인류, 스포츠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팀을 잃은 서포터즈, ‘안양축구’를 되찾기 위한 9년 동안의 투쟁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세일즈&배급,

기획/개발

2019.04 - 2019.05

제작

2019.05 - 2021.11

후반작업

2021.11 - 2022.05

제작완료

2022.06

홍보&마케팅, 선판매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347,000,000

필요 예산

확보 예산

₩154,000,000

₩193,000,000

영화진흥위원회

￦83,000,000

한국콘텐츠진흥원

￦30,000,000

한국전파진흥협회

￦15,000,000

DMZ인더스트리 프로덕션 피치 - DMZ 우수 프로젝트

￦15,000,000

경기콘텐츠진흥원

￦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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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빈

감독

sunhobin@gmail.com
B급 며느리 | 연출 | 2018
2018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 문화콘텐츠상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강정 인터뷰 프로젝트 | 연출 | 2012
레즈 | 연출 | 2011
2011 인디다큐페스티발
2011 서울독립영화제 - 특별언급상

나바루
nabaru2@naver.com
1% 선배의 비밀 | 연출 | 2018
2019 프랑스낭시국제영화제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 우수상
두 번째 행군 | 연출 | 2017
바보들의 행군 | 연출 | 2014

박진석

프로듀서

notfree1976@naver.com
B급 며느리 | 제작 | 2018
2018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 문화콘텐츠상
2017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이효림
immune7@naver.com
인생공격 | 연출 | 2017

안양 LG치타스(현 FC서울)의 서포터즈인 RED는 연고 이전으로 팀을 잃어버린 후 무려 9년 동안의

시놉시스

치열한 투쟁을 전개한다.
RED가 낳은 자식과 같은 팀, FC안양은 이제 ‘복수’의 칼을 갈며 1부 리그 진출에 도전한다.
다큐멘터리 <수카바티>는 비극적 운명을 이겨낸 서포터즈 ‘RED’에 대한 이야기다. <수카바티>에는
RED가 결성되고 ‘안양축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 연고 이전과 9년 동안의 투쟁, 시민구단 FC
안양의 탄생과 성장이 펼쳐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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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자본의 법칙은 중력과 같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예외 없이 빨아들이고 만다.

기획의도

그렇지만 RED는 중력을 거부했다. 그들은 거대 기업과 정치인, 무기력한 패배감과 싸웠다. 그리고
결국 승리했다.
누군가는 바보 같고 무모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다. 축구팀 붙잡고 버틴 것이 무슨 투쟁
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오타쿠 혹은 훌리건일 뿐이라고 단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RED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
우리는 <수카바티>가 현대인이 상실한 뜨거운 열정과 의지를 담고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가 느낀
뜨거움을 많은 관객과 나누고 싶다.

영화연구소

제작사

notfree1976@naver.com

고민한다. 이것이 영화연구소의 핵심 모토이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소재를 가리지 않는다. 영화 그
자체만을 바라보며 영화연구소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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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프컷 프레젠테이션

영화연구소는 2015년 설립된 영화제작사이다. 영화 본연의 재미를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DMZ Industry 2021

미스핏 코미디언 The Misfit Comedian
일본 | 일본어 | 85 min | Color | Mpeg4 | 사회&인류

더이상 TV에서 볼 수 없는 한 코미디언이 유머의 힘을 통해 일본 사회의 제약을 깨뜨리려 고군분투한다.

목표

제작 계획

방송&뉴미디어, 국내외 영화제 출품,

기획/개발

2019.10 - 2019.12

제작

2020.01 - 2021.03

후반작업

2021.06 - 2021.08

제작완료

2021.08 - 2021.09

공동제작, 세일즈&배급, 홍보&마케팅

예산 현황

확보 예산
전체 예산
₩264,500,000

BS TV12

￦57,500,000

Documentary Japan

￦57,500,000

Yahoo Japan

￦11,500,000

Arts Council Promotion Fund

￦34,500,000

Yoshim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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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예산

확보 예산

₩86,250,000

₩178,250,000

기타 확보 예산

￦5,750,000
￦11,500,000

DMZ Industry 2021

휴가 후미아리

감독

f.hyuga@documentary.jp
도쿄의 쿠르드 청년 TOKYO KURDS (단편) | 연출 | 2017
2019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8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Should young people shoot guns? (TV Program) | 연출 | 2015

이시카와 토모코

프로듀서

t.ishikawa@documentary.jp
Why Daisuke Muramoto disappeared from TV (TV Program) | 제작 | 2021
From the street to the world Nigerian table tennis (TV Program) | 제작 | 2019
30th Year Promise- North Korean Defectors (TV Program) | 제작 | 2018
비트윈 투데이 앤드 투모로우 Between Today and Tomorrow | 제작 | 2012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팬더 다이어리 Pandaful Life | 제작 | 2008

우에야마 에미
emi@articlefilms.com
URAYASU | 제작 | 2021
ORIGAMI | 제작 | 2021
TOKYO KURDS | 제작 | 2021
프리다 칼로의 유품 The Legacy of Frida Kahlo | 제작 | 2015

39세의 다이스케 무라모토는 20년간 연예 업계에 종사해 왔다. 2013년, 그는 1,855명의 경쟁자를

시놉시스

뚫고 정상에 올라 일본 내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코미디 경연대회의 우승자가 되었다. 그 시절 그는
수많은 출연 제안을 받으며 TV에 매일 모습을 비추었다. 그러나 7년 동안 계속해서 정치인들을
비판하고 핵발전소, 재일 한국인 혹은 일본군 ‘위안부’ 같은 소수집단 등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일본
연예 업계에서 터부시되는 주제에 대해 빈번히 언급하면서 다이스케의 TV 출연은 전무하게 되었다.
소란을 일으키는 이들은 조화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서 배척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다이스케는
연예 업계에서 ‘문제아’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코미디 스타일을
바꾸는 것을 거부한다. 그의 목표는 사람들이 보거나 언급하기 꺼리는 것들을 조명하여 ‘유머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이스케는 그의 실력을 갈고닦아 언젠가는 코미디의 힘으로 일본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년에 스탠드업 코미디의 중심부,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7년 전, 다이스케는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는 코미디 경연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그 시절 그는

기획의도

거의 매일 TV에 출연했다. 하지만 약 3년 전부터 TV 출연 제안이 급격히 감소했다. 그가 일본 TV
코미디 방송에서 언급하기에 논란거리가 될만한 터부시되는 주제들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장애인,
후쿠시마 핵폭발 사고의 피해자들, 천황, 재일 한국인 등 소수집단에 대해서도 서슴없이 언급한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코미디언들이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일본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누군가 사회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때면 분란이 야기되고, 조화로움을 중시하는 일본에서는
분란을 야기하는 이들을 모두 꺼린다. 코미디의 힘을 빌려, 다이스케는 누구든지 터놓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일본 사회를 바꾸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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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ary Japan

제작사

info@documentaryjapan.com

일본의 최초 독립 TV 제작사 중 하나로 1981년 설립되어 TV 및 극장용 다큐멘터리에서 선두로
활약하고 있다. NHK, TV Asahi, NTV, TBS, TV Tokyo, Fuji TV 등 모든 일본 방송사에 더해 Canal,
Arte, PBS 같은 해외 방송사와 협업하고 있다. 극장용 장편 영화와 온라인 시각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한다. ATP 그랑프리, 문화과학부와 통신부에서 수여하는 최우수다큐멘터리상, 프리 이탈리아
등으로 국내외에서 수상경력을 쌓았다.

ARTicle films
emi@articlefilms.com

ARTicle films는 일본 독립 다큐멘터리에 주력하는 도쿄의 국제 세일즈 및 제작사이다. 일본, 멕시코
공동제작의 <프리다 칼로의 유품>(2015)은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과달라하라국제영화제
등 다수의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며, 일본에서 제작한 <TOKYO KURDS>는 일본 전역에서
상영 중이다. 후반 작업 중인 작품들은 <미스핏 코미디언>(2022), 도쿄의 지역 어시장에 관한
<URAYASU>(2022), 유명 일본 화가 스와 아츠시를 다룬 <ORIGAMI>(2021)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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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한 가족 A Holy Family
대만, 프랑스 | 대만어, 중국어 | 90 min | Color | DCP | 종교, 사적&관점, 사회&인류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20년 넘게 집을 떠나 있던 감독 엘비스는 대만의 깊은 시골 마을의 가족들에게 돌아와 어떻게 도박, 종교 그리고
질병이 가족 간의 간극을 넓혔는지 이해하고, 오랫동안 교류하지 않았던 가족 구성원들과 타협해보려 한다.

목표

제작 계획

세일즈&배급, 방송&뉴미디어,

기획/개발

2018.11 - 2019.03

제작

2019.03 - 2020.07

후반작업

2020.09 - 2021.10

제작완료

2021.11 - 2021.12

국내외 영화제 출품, 홍보&마케팅,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예산 현황

확보 예산
SCAM - Brouillons d’un Rêve
전체 예산
₩207,000,000

필요 예산

확보 예산

₩64,400,000

₩142,600,000

￦4,600,000

Chiayi County Government
- Production Subsidies

￦23,000,000

Region du Sud - Developement

￦23,000,000

New Taipei City Documentary Film Festival
- Outstanding Achievement

￦11,500,000

Golden Horse WIP Taicca Creative Award (Taiwan)

￦11,500,000

자체조달 (VOLOS Films Ltd., Taiwan)

￦17,250,000

Taiwan National Arts Council
- Taiwan Arts Council Visual Arts Grant

￦34,500,000

자체조달 (Films de Force Majeure, France)

￦17,2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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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비스 잉량 루

감독

THE SHEPHERDS | 연출 | 2017
2018 체코국제독립영화제 - 최우수다큐멘터리

스테파노 첸티니

프로듀서

stefano@volosfilms.com

VOLOS Films Ltd.

제작사

stefano@volosfilms.com

VOLOS Films은 2018년에 대만 타이페이에서 활동하는 이탈리아 프로듀서인 스테파노 첸티니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는 싱가포르국제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한 <무단외출>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선재상을 수상한 <가정부 니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한 옴니버스 작 <10년: 대만>의
<불면> 등 단편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주로 제작하였다. 현재 제작 중에 있는 작품으로는 엘비스
잉량 루의 <신성한 가족>과 마르세유국제영화제 프로그램인 FIDLab에서 2019년 Micro-Climate
Award를 수상한 <FAR AWAY EYES>가 있으며, 2020년 DMZ인더스트리 DMZ 최우수 프로젝트 신진작가상을 받은 홍콩 다큐멘터리 <두 번째 고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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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집 Silent House
이란, 필리핀, 캐나다 | 페르시아어 | 80 min | Color/B&W | DCP, MOV, MP4 | 전기, 역사, 사적&관점, 사회&인류, 전쟁&분쟁

<침묵의 집>은 테헤란의 한 고택에 살고 있는 전통적인 상류층 가족을 통해 혁명 전후의 이란을 탐험한다. 이 가
족이 수십 년간 겪은 고군분투, 꿈, 희망이 이란의 사회정치적 격변과 교차하고 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때부
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흐름은 두 명의 남매 영화감독이자 이 가족의 막내인 파르나즈와 모하마드레자에
의해 기록된다.

목표

제작 계획

제작비 마련·투자 유치, 선판매,

기획/개발

2017.01 - 2017.07

제작

2017.08 - 2021.04

후반작업

2021.05 - 2022.03

제작완료

2022.04

방송&뉴미디어, 국내외 영화제 출품, 홍보&마케팅

예산 현황

확보 예산
Al Jazeera Media Network, Co-production Investment ￦23,000,000
National Film Board Canada - Postproduction Fund

전체 예산
₩196,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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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000

ZagrebDox Pro Pitch 2021 - Al Jazeera Balkans Award ￦1,380,000

필요 예산

확보 예산

₩167,134,100

₩28,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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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르나즈 주랍시안

감독

Farnaz.jr@gmail.com
LIFE: A Reza Lavassani’s papier
mâché Installation | 연출 | 2019
2019 베니스비엔날레
CINEMA CRYSTAL | 연출 | 2017
2019 비엔나단편영화제
2017 이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FINAL ENCORE | 연출 | 2013
2014 아비프칸예술영화제
THE LAST IMAGE OF A MEMORY | 연출 | 2012
2012 칸영화제
2012 테헤란국제단편영화제

OVERRULED | 연출 | 2016
2017 스웨덴아프가니스탄국제영화제
- 최우수다큐멘터리
2016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모하마드레자 주랍시안
jourabchian.m@gmail.com
LIFE: A Reza Lavassani’s
papier mâché Installation | 연출 | 2019
2019 베니스비엔날레

THE LAST IMAGE
OF A MEMORY | 연출 | 2012
2012 칸영화제
2012 테헤란국제단편영화제

러프컷 프레젠테이션

OVERRULED | 연출 | 2016
2017 스웨덴아프가니스탄 국제영화제
- 최우수다큐멘터리
2016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FINAL ENCORE | 연출 | 2013
2014 아비프칸예술영화제

LAST DAY | 연출 | 2007

주얼 마라난

프로듀서

jewelmaranan@gmail.com
IN THE CLAWS OF A CENTURY WANTING |
연출 / 제작 | 2017
2019 부에노스아이레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최우수다큐멘터리
THE FUTURE CRIES BENEATH OUR SOIL | 2019 홍콩국제영화제
제작 | 2018
TONDO, BELOVED: TO WHAT ARE THE
2019 루사스다큐멘터리영화제
POOR BORN? | 연출 / 제작 | 2012
2018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8 뭄바이국제영화제
2013 야마가타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 특별언급상
THE SILHOUETTES | 제작 | 2020
2021 비엔나에스노시네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0 비젼뒤릴 - 심사위원특별언급상

엘라헤 노바흐트

nobakht.e@gmail.com
성스러운 빵 HOLY BREAD | 제작 | 2020
2021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20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IT’S A DREAM | 제작 | 2016
SHAHED | 제작 | 2013

비러브드 BELOVED | 제작 | 2018
2019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2019 베를린국제영화제

영화는 테헤란의 100년 된 고택에 살고 있는 이란의 3대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다. 현대 이미지들과

시놉시스

홈 비디오의 아카이브 푸티지를 통해 두 감독은 1979년 이슬람 혁명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40년 간의 가족의 진화를 그려 간다. 국가의 복잡한 역사의 흐름과 구성원들 개개인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고 있다.
사진, 슈퍼 8밀리, 아날로그 홈 비디오 등을 통해 영화는 우리 가족의 가장 즐겁고 인상적인 순간들을
회상하며, 역사 속으로 돌아가 그 집의 정신을 기억하며 과거를 환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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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집>은 테헤란 북쪽의 100년 된 고택에서 할머니, 두 명의 삼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기획의도

가족의 이야기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간다. 몇 년 동안의 복잡하고 새로운 시대 속
이란을 통해 희망과 꿈, 고군분투와 후회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1970년대부터 어머니가 직접 찍었던 홈 비디오 영상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지난
몇 년 간 우리가 집 안에서 찍었던 이미지들과 엮어내려 한다.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우리는 이란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맞닥뜨리고 가족의 운명을 바꾸면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지 못한 꿈과 희망 속 우리 가족 이야기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Cinema Is Incomplete

제작사

connect@cinemaisincomplete.com

주얼 마라난은 다큐멘터리 제작자, 프로듀서이자 카메라맨이며, 그의 크리에이티브 다큐멘터리는
역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서서히 바꾸는지를 탐험한다. 그는 필리핀과 아시아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영화 제작 및 배급사인 Cinema Is Incomplete의 창립자이자 총책임자이다. 영화 제작에
더불어 필리핀에서 영화 이니셔티브에 앞장섰는데, Daang Dokyu Film Festival, Nation in Visions
Film Festival과 Alternative Cinema Initiatives Conference 등이 있다. 2020년에는 Filipino
Documentary Society를 공동 창립했다. 그의 작품과 이니셔티브는 선댄스, Visions sud est, Asian
Network of Documentary, Ford Foundation, Doha Film Institute, IDFA Bertha Fund, Purin
Foundation과 Movies That Matter 등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Eli Image
eliimage18@gmail.com

엘라헤 노바흐트는 이란 영화 업계에서 가장 활발한 여성이다. 프로듀서로 참가한 <비러브드>는 IDFA
와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선보였고 2019년 캐나다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았다.
공동 프로듀서로 참가한 <성스러운 빵>는 2020년 IDFA 중편 경쟁 부문에서 상영되었다. 이란 프로듀서
연합 IPA에서 활발한 일원이자 이란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연합에서 활동 중이다.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