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진보, 대화’는
인디다큐페스티발이 지향하는
독립다큐멘터리의
정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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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Experiment!

독립다큐멘터리는 기존의 관습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이는

인디다큐페스티발은 독립다큐멘터리의 실험과 함께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진보 Progress!

독립다큐멘터리는 진보적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를 제기함으로써

개폐막식 Opening & Closing Ceremony

영화의 사회참여를 실현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공적 영역뿐 아니라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도 진보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영화와 삶의 긴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개막식 Opening Ceremony

독립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른 세상을 마주하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2018.3.22(목) 19:00 |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

대화 Communication!

개막작 Opening Film

촬영하는 사람과 촬영되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촬영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찰과 기억 observational and memory

대화를 나누면서, 독립다큐멘터리는 적극적으로 타인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솜이 Somyi Lee

고민해왔습니다. 독립다큐멘터리의 대화는 보다 너른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2017 | DCP | Color+B&W

합니다.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영화를 통한 작가와 관객의 대화, 사람과 사람의

11min 23sec | 한글, 영어자막

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작품을 통한 진정한 교감과 의사소통은 영화의
궁극적 목표점이며,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숙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주최 (사)한국독립영화협회

퀴어의 방 Queer room

주관 인디다큐페스티발2018 집행위원회

권아람 Aram Kwon

후원

2018 | DCP | Color
29min 20sec | 자막없음

협찬

본 티켓카탈로그는 3월 9일 자로 발행되었습니다. 이후 변경사항은
인디다큐페스티발2018 공식홈페이지(www.sidof.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is Ticket Catalogue was printed off on March 9th.
Please check out website(www.sidof.org) periodically for changes.

폐막식 Closing Ceremony
2018.3.29(목) 19:00 |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

폐막작 Closing Film 인디다큐페스티발2018 관객상 수상작

03

국내신작전 SIDOF Choice

국내신작전6 3.24(토) 13:00 @2관_GV/ 3.28(수) 15:00 @2관_GV

옵티그래프 Optigraph
이원우 Wonwoo Lee | 2017 | DCP | Color+B&W | 104min | 한글, 영어자막

외할아버지의 백수(99세) 잔치 후, 손주 대표로 생일카드를 읽은 나는 할아버지
에게 자서전을 의뢰받는다. 2년 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부탁은 숙제로 남았
다. 그의 이름을 검색하며 과거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필름메이커가 된 나는 나
의 삶과 멀었던 이들의 장례에 자주 참석하게 되었다. 가족의 일로 미국에 잠시 살
국내신작전1 3.24(토) 15:30 @2관_GV/ 3.26(월) 20:00 @2관

게 된 나는 국가와 국적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되었다.

나무가 나에게 The Tree Talked To Me
안용우 Yongwoo Ahn | 2018 | DCP | Color+B&W | 92min 46sec | 자막없음

국내신작전7 3.23(금) 20:00 @2관/ 3.25(일) 11:00 @1관

나무가 말을 건넨다고 느끼던 나는 그 말을 좀 더 잘 듣고 싶어서 내가 사는 아파

집의 시간들 A LONG FAREWELL

트 단지에서 시작하여 서울 곳곳을 찾아다니며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 변해가는

라야 Raya | 2017 | DCP | Color | 72min 21sec | 영어자막

나무의 모습을 만난다. 그러는 사이사이 나무에 대해 진지한 태도를 가진 이들에

서울 끝자락의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다. 길거

게서 그들의 나무 이야기를 듣는다.

나 짧은 시간을 보낸 주민들이 곧 없어질 집과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

국내신작전2 3.25(일) 13:00 @1관_GV/ 3.28(수) 20:00 @1관_CT

랫동안 미뤄진 재건축이 현실로 다가오기 전, 평소와 같은 아파트 단지와 집 안
의 풍경이 조용히 지나간다.

더블랙 the BLACK
이마리오 Mario Lee | 2018 | DCP | Color+B&W | 70min | 자막없음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영

국내신작전8 3.24(토) 15:30 @1관/ 3.27(화) 15:00 @2관_GV

화는 28살의 국정원 요원이 선거 직전 발견되어 파란을 일으킨 시점부터, 박근

말해의 사계절 The Whispering Trees

혜 정권 출범 후 검찰 특별수사팀이 외압과 방해 속에 진실을 밝혀간 과정을 따

허철녕 Chulnyung Heo | 2017 | DCP | Color+B&W | 104min 14sec | 한글, 영어자막

라간다. 또한, 잊혀져가던 사건을 환기시킨 고 이남종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간

죽음의 문턱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90세 김말해의 성장 다큐멘터리. 영화

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는 과거 보도연맹 학살부터 현재 송전탑 반대 투쟁까지, 한국 현대사의 비극 속에

하는지 질문한다.

서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저항했던 한 여성의 삶을 쫓는다.

국내신작전3 3.24(토) 20:00 @1관_GV/ 3.27(화) 15:00 @1관_GV

하동채복: 두 사람의 노래

국내신작전9 3.25(일) 18:00 @2관_GV/ 3.27(화) 13:00 @2관

Ha Dong Chae Bok: A Song of Two Humans

남자, 화장을 하다 : 아이 원트 제로지 Glam Our : I want Zero.G

남승석 Seungsuk Nam | 2017 | DCP | Color | 102min 23sec | 영어자막

현영애 Youngae Hyun | 2017 | DCP | Color | 76min 46sec | 영어자막

귀농한 노년의 하동과 채복을 다룬 영화는 노부부의 사랑이라는 외피를 두르고

1980년대 중반 전 세계적으로 화려하게 화장을 한 글램메탈이 유행하면서 한국

있지만, 삶의 한 단계로서의 노년을 말한다. 그들의 삶 이면에는 1980년대 대학

에도 영향을 받은 밴드들이 등장했다. 제로지는 그 중에서도 비주얼이나 음악적

시절과 노동 운동,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있다. 시대를 향한 고민, 애틋함, 가족

으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고, 멤버들의 아름다운 외모, 파격적인 스타일이 화

에 대한 미안과 감사. 영화는 이들이 광장을 밝힌 촛불의 주인공(들)인 ‘우리’임

제가 되었다. 남자에게는 남성적인 것을 여자에게는 여성적인 것을 강요하는 한

을 비춰낸다.

국 사회, 그러나 방에서 몰래 화장을 하고 꽃무늬 셔츠를 입던 남자들은 있었다.

국내신작전4 3.24(토) 18:00 @1관_GV/ 3.27(화) 13:00 @1관_GV

모자(母子)란 기억 rewind, remind
박군제 Koonje Park | 2017 | HD | Color | 83min 8sec | 영어자막

이것은 되새기며 되감는 넋두리이다. 더듬거리며 꺼내놓는 옛 이야기들을 통해 어
머니와 나(母子)는 기억을 더듬는다.

국내신작전10 3.24(토) 11:00 @1관_GV/ 3.28(수) 20:00 @2관_GV

버블 패밀리 Family in the Bubble
마민지 Minji Ma | 2017 | DCP | Color+B&W | 77min 39sec | 영어자막

1980년대, 소위 ‘집장사’를 하던 부모님은 도시 개발의 붐을 타고 ‘중산층’ 대
열에 합류했지만 IMF 이후 모든 것이 거품처럼 사라졌다. 노심초사하는 나와 달

국내신작전5 3.25(일) 20:00 @1관_GV/ 3.28(수) 13:00 @1관_GV

리 부모님은 기약 없는 부동산 투자에만 관심을 보인다. 카메라를 든 나는 우리

앨리스 죽이기 To Kill Alice

가족 깊숙이 박혀있는 부동산에 대한 열망 뒤, 과거의 상처와 개발 시대의 탐욕

김상규 Sangkyu Kim | 2017 | HD | Color | 77min | 영어자막

을 마주한다.

미국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은미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북한 여행을
다녀온다. 한국시민단체의 초청으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여행담을 나누는데 종
편의 왜곡보도가 시작된다. 보수단체가 들고 일어서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은미를 비난한다.

04

05

당신의 문턱을 넘기까지

국내신작전11 3.24(토) 13:00 @1관_GV/ 3.26(월) 17:30 @2관_GV

국내신작전14

졸업 graduation 2017 봄프로젝트 제작지원작

3.25(일) 17:30 @1관_GV/ 3.28(수) 15:30 @1관_GV

박주환 Juhwan Park | 2018 | DCP | Color | 90min | 자막없음

해피해피쿠킹타임 HAPPYHAPPY COOKINGTIME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비리재단을 학교에 복귀시킨다. 학교를 장악하기 위

유재인 Jaein Yoo | 2017 | HD | Color | 8min 30sec | 자막없음

한 비리재단과 그에 맞서서 싸우는 구성원들의 10년의 기록.

예술가를 빙자한 백수인 ‘나’는 우울하다. 주로 집에서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는
데, 하루가 너무 길어 괴롭다.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요리를 하고 나를 먹이고 치우
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내일은 뭘 먹을지 계획을 세운다.

국내신작전12 3.23(금) 20:00 @1관_CT/ 3.28(수) 12:00 @2관

목포의 밤 a Routine 2017 봄프로젝트 제작지원작
엄희찬 Heechan Um | 2018 | DCP | Color | 35min | 한글자막

세월호가 침몰한 지 1080일 만에 목포신항으로 돌아왔다. 그 날부터 유가족들

끝과 시작 Root 2017 봄프로젝트 제작지원작
정현정 Hyeonjeong Jeong | 2018 | DCP | Color | 45min | 자막없음

태백에 갔다가 우연히 아이들을 만났다.

은 작은 조각 하나도 소중히 살피며 선체 수색과정을 지켜보는데… 그곳의 낮과

티켓 Ticket

밤을 고요히 들여다본다.

김태영 Taeyoung Kim | 2017 | DCP | Color | 30min 15sec | 한글자막

* 본 작품은 <416프로젝트 “공동의 기억: 트라우마”>에 포함되는 작품입니다.

뇌병변장애를 안고 태어난 태영에게 부모님이 TV를 한 대 선물한다. 1991년 처
음으로 프로야구를 알게 된 태영은, 30년간 TV로만 보던 프로야구를 야구경기
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같은 팀을 같이 응원하고 싶어 여행을 준비한다.

국내신작전13

다르게 다름을 들어보기

3.24(토) 20:30 @2관_GV/ 3.26(월) 13:00 @2관_GV

9월 SEPTEMBER
신나리 Nari Shin | 2017 | DCP | Color | 13min 44sec | 영어자막

자연 속에서 마치 태초의 모습처럼, 엄마와 함께 사진을 찍는 사진작가의 작업 과

국내신작전15

기억이 영화가 되는 세 가지 방법

3.25(일) 20:00 @2관_GV/ 3.28(수) 17:30 @2관_GV

정을 담았다. 사진작가는 영원이라는 프레임 안에 엄마와 함께한 그 날 구름의,

관찰과 기억 observational and memory

파도의, 모래의 결을 아로새긴다.

이솜이 Somyi Lee | 2017 | DCP | Color+B&W | 11min 23sec | 한글, 영어자막

투명한 음악 Transparent Music

성추행을 당했다. 8년이 지나자 증거는 없고 기억만 남았다.

조용기 Yonggi Joe | 2017 | DCP | Color+B&W | 20min 5sec | 영어자막

당산 Dangsan

라이브 스트리밍은 화자와 청자의 위치가 멀리 혹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음을 뜻

김건희 Geonhee Kim | 2017 | DCP | Color+B&W | 37min 13sec | 한글, 영어자막

한다. 공연장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소리를 불러들여 하나의 공연 이상의 체험

단산 위에 당집이 있어 붙여진 이름의 ‘당산(堂山)’에는 530년 된 은행나무가 있

을 위한 시도들. 이 다큐멘터리는 2017년 2월. 서울에서 열린 실험적인 라이브

다. 1920년대 대홍수로 잠겼던 때, 사람들은 은행나무에 매달려 살 수 있었다.

스트리밍 퍼포먼스의 기록 혹은 재구성이다.

20년 동안 살았던 당산을 다시 찾았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굉음들, 무너지는 소

퀴어의 방 Queer room

리는 당산의 풍경에 균열을 냈다.

권아람 Aram Kwon | 2018 | DCP | Color | 29min 20sec | 자막없음

콘크리트의 불안 Anxiety of Concrete

퀴어의 방에 들어간다.

장윤미 Yunmi Jang | 2017 | DCP | Color | 35min 37sec | 자막없음

나를 위한 변명 An Excuse
고승환, 남아름, 박소현 Seunghwan Ko, Arum Nam, Sohyun Park
2017 | HD | Color+B&W | 21min 41sec | 자막없음

1969년에 세워진 스카이아파트는 오랫동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있었다. 언
제 허물어질지 모를 이 콘크리트 건물을 보고 있는데, 불현듯 어릴 적 이가 흔들
거릴 때의 느낌이 떠올랐다.

그녀와 난 예상보다 빨리 첫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게 됐다. 그녀는 첫 선거에서 누
구를 뽑아야 될지 정하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우
리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고 친구들을 만나 어쩌면 변명일지도 모
를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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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신작전16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올해의 초점 SIDOF Focus

3.24(토) 18:00 @2관_GV/ 3.27(화) 20:00 @2관_GV

명호 Myeongho
김샛별, 김윤정 Setbyel Kim, Yunjeong Kim | 2017 | DCP | Color | 15min 18sec | 영어자막

56세 여성 명호는 우연히 과거의 선택을 바꿀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갖게 된다.
그녀의 인생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통금 Tong Guem 2017 봄프로젝트 제작지원작
김소람 Soram Kim | 2018 | DCP | Color | 37min | 자막없음

다시 한번, 액티비즘 나우!

‘나’는 통금 때문에 괴롭다. 좋은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

‘다시 한번, 액티비즘 나우!’에서는 ‘말’로 생산되는 ‘액티비즘’ 다큐멘터리

누고 새벽 감성에 밖에서 촬영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밤을 즐길 권리’를 찾기 위

의 새로운 역량들, 혹은 그 말들을 낳는 신체들이 구축하는 ‘정치적으로

해 우여곡절 끝에 독립하게 된 ‘나’. 하지만 그렇게 즐기고 싶던 밤은 무서운 밤

영화 만들기’의 경관을 재고한다. 진정한 ‘액티비즘’, 혹은 새로운

이 되었다.

‘정치적 다큐멘터리’란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만드는 것, 그저 소음

페미니스트와 휴머니스트 Feminist and Humanist

으로만 들릴 뿐이었던 어떤 것을 말로서 듣게 만드는 것, 특수한 쾌락이나

김시연 Siyeon Kim | 2017 | DCP | Color | 40min 22sec | 한글, 영어자막

고통의 표현으로 나타났을 뿐인 것을 공통의 선과 악에 대한 감각”으로서

고은과 보영은 3년째 만나고 있다. 힘닿는 데까지 엄마 밥 먹고 아빠 돈 쓰며 살고
싶은 분노조절장애 페미니스트 고은과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사랑하느라 고은에게
할애할 시간은 없는 주의력결핍장애 휴머니스트 보영의 이야기이다.

나타나게 하는데 있다. 지난해 ‘액티비즘, 나우!’에 이은 연속기획이다.
올해의 초점1 3.22(목) 15:00 @2관/ 3.27(화) 20:00 @1관_CT

시국페미 Candle Wave Feminists
국내신작전17

청년의 봄, 청년을 봄

3.23(금) 17:00 @1관_GV/ 3.25(일) 15:00 @1관_GV

친구들 FRIENDS
김민서, 김남주, 이성재 Minseo Kim, Namju Kim, Sungjae Lee
2017 | DCP | Color | 12min | 한글, 영어자막

2급 청각장애인 소라는 하자작업장학교 공연팀에 속해있다. “소라가 어떻게 활
동해왔고, 지금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소라와 친구들의 생
활을 영상에 담았다. 어느 날, 공연 중 보청기의 오작동으로 소라는 아무 것도 들
리지 않게 된다. 아무도 그 일을 모르고 소라도 언급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맞춰가고 있던 걸까?

불편한영화제 Inconvenient Festival
허건 Gun Huh | 2017 | DCP | Color | 38min 36sec | 한글자막

귀농청년 진남현과 영화감독 지망생 허건은 2017년 신년을 함께 보내며 밭에서
열리는 텐트촌영화제를 기획한다. 낭만을 가득 품은 둘이지만, 현실적 장벽 앞에
흔들리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농지 너멍굴은 가끔 멧돼지가 출몰하는 산 속 오지.
불편하고 또 불편한 이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강유가람 Garam Kangyu | 2017 | DCP | Color | 40min | 영어자막

광장에서 모두가 대통령의 비리에 맞서 싸웠다. 페미니스트들은 광장의 여성 혐
오에도 맞서 싸워야했다.

도시 목격자 City Witness
리슨투더시티 Listen to the city | 2017 | DCP | Color | 40min 14sec | 영어자막

일산 풍동의 <골리앗의 구조>(2006, 김경만), 은마아파트의 <모래>(2011, 강유
가람), 용산의 <두 개의 문> (2011, 연분홍치마), 두리반의 <어떤 점거>(2016, 젤
리), 아현포차와 우장창창의 <우리는 오늘도>(2017, 창작집단 3355). 도시문제
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왜 기록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바라본 도시는 무엇
이었는지 다섯 장소와 다섯 작품을 다섯 감독과 함께 다시 찾아보았다.

끝나지 않은 편지 Endless Letters
리슨투더시티 Listen to the city | 2017 | DCP | Color | 19min 8sec | 한글자막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된 김근태에게 아내 인재근이 보내는 편지에는 “무릎 꿇고
사느니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라는 구절이 자주 적혀있었고, 우리는 그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다.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지금 현재의 감옥에 갇힌 이들과 옥바
라지 한 자들이 읽으며 연대의 행위와 옥바라지의 의미를 재생산한다.

도망치는 것은 비겁하지만 도움이 된다
Escape, cowardly but helpful 2017 봄프로젝트 제작지원작

올해의 초점2 3.23(금) 13:00 @1관/ 3.27(화) 17:30 @1관_CT

박향진 Hyangjin Park | 2018 | DCP | Color | 40min 50sec | 자막없음

강정 인터뷰 프로젝트 GangJeong Interview Project

서울에 올라온 지 10년차. 서른 살을 앞둔 향진은 서울을 떠나고 싶다. 그는 고향

김성균, 이마리오, 안건형, 이원우, 김지곤, 강세진, 박배일, 문성준, 고은진, 손영, 박종필, 이동

인 남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한다.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각자의 이유

렬, 김준호, 장덕래, 선호빈, 문정현, 이정수, 하샛별, 홍리경, 나두경, 김조영현, 박명순 Sungk-

로 함께하겠다는 친구들이 생겼다. 이들은 왜 서울을 떠나려는 것일까? 진짜 서

yun Kim, Mario Lee, Kearnhyung Ahn, Wonwoo Lee, Jigon Kim, Sejin Kang, Baeil Park,

울을 떠날 수 있을까?

Sungjun Moon, Eunjin Go, Young Son, Jongpil Park, Donglyul Lee, Junho Kim, Deokrae
Jang, Hobin Sun, Jeonghyun Mun, Jungsu Lee, Saetbyul Ha, Rikyoung Hong, Dukyung
Na, Younghyun Kimjo, Myungsoon Parkㅣ2012 | DCP | Color+B&W | 80min | 자막없음

2012년을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대
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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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성주 특별전

새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정치적 존재임을 자임하는 이들이 치열하게 버텨

올해의 초점7 3.22(목) 13:00 @2관/ 3.27(화) 17:30 @2관_GV

낸 최전선을 우리는 목도한 바 있다. ‘밀양/성주 특별전’은 온 몸과 말로

소성리 Soseongri

국가폭력과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바치는 경의와 연대의 표현이기도 하다.

박배일 Baeil Park | 2017 | DCP | Color | 89min | 한글, 영어자막

그간 밀양과 성주에서 함께 싸우며 정치적 장에서 배제되던 이들을 가시화
한 카메라의 기록들, 밀양과 성주라는 지리적 공간이 정치의 최전선으로

2017년 4월 26일 소성리는 경찰의 군홧발과 미군의 비웃음으로 사드가 배치되
면서 평화로웠던 일상이 무너졌다. 전쟁을 막겠다고 들어온 사드는 소성리를 전쟁
터로 만들어버렸고, 사이렌 소리에 맞춰 주민들은 사납게 움직인다.

탈바꿈하는 과정을 증언하는 다채로운 형식의 액티비즘 다큐멘터리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던 몸들이 행위하며

올해의 초점8 3.24(토) 15:30 @1관/ 3.27(화) 15:00 @2관_GV

정치적 주체로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에 함께하는 작품들이다.

말해의 사계절 The Whispering Trees
허철녕 Chulnyung Heo | 2017 | DCP | Color+B&W | 104min 14sec | 한글, 영어자막

올해의 초점3 3.22(목) 13:00 @1관/ 3.26(월) 15:30 @1관_GV

송전탑 Pylons
이동렬 Donglyul Lee | 2013 | DCP | Color | 18min 31sec | 한글자막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에 송전철탑이 들어선다. 마을은 살 수 없는 곳이 되고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다. 마을 입구를 가로지르는 3기의 철탑 중 마지막 1기를
막기 위해 마을 사람들은 농성천막을 치고 공사장을 지키기 시작한다. 농성장에
서 할머니 9분과 4명의 형님, 형수님이 공사를 막고 있다.

765와 용회마을 A place where we belong
김소희 Sohee Kim | 2013 | HD | Color | 50min | 한글자막

단장면 용회마을에선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간다. 새벽같이 일어나 소밥을 주고,
깻잎을 따고 집을 나선다. 4-5명으로 이루어진 조는 산을 오르거나, 마을 입구에
서 보초를 선다. 농사와 공사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싸움이 일기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90세 김말해의 성장 다큐멘터리. 영화
는 과거 보도연맹 학살부터 현재 송전탑 반대 투쟁까지, 한국 현대사의 비극 속에
서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저항했던 한 여성의 삶을 쫓는다.
올해의 초점9 3.22(목) 15:00 @1관/ 3.26(월) 20:00 @1관_CT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김천/성주 Act as media in Gimcheon/Seongju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김천/성주 제작팀 Act as media in Gimcheon/Seongju Production Team
2017 | DCP | Color | 80min | 자막없음

밀양 송전탑, 삼척/영덕 원자력 발전소, 충북 유성기업 등 여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냈던 ‘미디어로 행동하라’가 사드배치 철회를 외치는 성주에서 ‘미디어로 행
동하라 in 김천/성주’를 진행하였다. 성주 소성리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일
까지 주민들과 함께 지내며, 다큐멘터리와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
을 제작했다.

하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지내고 있다.
올해의 초점4 3.23(금) 15:00 @1관/ 3.26(월) 17:30 @1관

국가에 대한 세 개의 질문, 이마리오의 경우

밀양, 반가운 손님 Miryang, a Welcome Guest

이마리오 감독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2001)를 통해 주민등록제도 및

하샛별, 노은지, 허철녕, 넝쿨, 이재환 Saetbyeol Ha, Eunji Roh, Chulnyung Heo, Nungcool,

지문 날인을 문제 삼으며 국가에 의한 국민 통제 장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

Jaehwan Lee | 2014 | HD | Color+B&W | 96min | 한글자막

밀양 투쟁을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선에서 점차 밀양에 거주하며 삶의 문제로서
송전탑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으로 옮겨가면서, 편견이나 오해로 왜곡되어 있
는 밀양투쟁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고자 한다.

을 던진 바 있다. 그는 이어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2009)를 통해
국가주권의 상징인 대통령의 민낯을 통렬하게 풍자했고, 2018년 <더블랙>
을 통해 어느덧 잊혀 가고 있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되밟으며 다시
한번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세 영화가 던지고 있는 국가에

올해의 초점5 3.26(월) 13:00 @1관/ 3.29(목) 15:00 @1관

즐거운 나의 집 101 Home Sweet Home 101

대한 근본적인 질문만큼이나, 그 질문을 수행하는 다양한 영화적 방식
(연행, 패러디, 재연) 또한 흥미롭다.

련 Ryun | 2015 | DCP | Color | 88min | 영어자막

밀양투쟁 최후의 거점이었던 4개 농성장 중 하나, 101번 농성장. 물도 전기도 없
어 물 한 병, 그릇 하나 다 등짐을 지고 올라야 했던 외딴 농성장. 하지만 농성장
은 어느 틈에 같이 생활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즐거운 나
의 집’을 건설한 사람들의 이야기.
올해의 초점6 3.24(토) 11:00 @2관_GV/ 3.29(목) 13:00 @1관

파란나비효과 Blue Butterfly Effect

올해의 초점10 3.25(일) 13:00 @1관_GV/ 3.28(수) 20:00 @1관_CT

더블랙 the BLACK
이마리오 Mario Lee | 2018 | DCP | Color+B&W | 70min | 자막없음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영
화는 28살의 국정원 요원이 선거 직전 발견되어 파란을 일으킨 시점부터, 박근
혜 정권 출범 후 검찰 특별수사팀이 외압과 방해 속에 진실을 밝혀간 과정을 따
라간다. 또한, 잊혀져가던 사건을 환기시킨 고 이남종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간

박문칠 Emmanuel Moonchil Park | 2017 | DCP | Color | 93min | 자막없음

다. 이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어디보다 보수적이었던 경상도 성주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사드 배치 반대투쟁!

하는지 질문한다.

그 중심에는 젊은 엄마들이 있었다. 아이들이 입을 전자파 피해가 걱정되어 시작
한 투쟁이었지만, 사드는 이 땅 어디에도 필요 없는 무기임을 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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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초점11 3.26(월) 15:30 @2관/ 3.28(수) 18:00 @1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Good morning! This is President Lee

하라 카즈오 특별전 Hara Kazuo Special

이마리오 Mario Lee | 2009 | DCP | B&W | 3min 30sec | 한글자막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Rip it up!
이마리오 Mario Lee | 2001 | DCP | Color | 45min | 자막없음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적과 구별하기 위한 역할과 동시에 모든 국민들을 통제, 감시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다. 그리고 이 제도 안에는 파시즘이 숨어있다.

싸우는 타자의 말과 몸, 이를 현시하는 카메라 하라 카즈오 특별전
진실을 찾는 상처의 부표

2014년 가라앉은 세월호는 단지 배가 침몰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총체적 모순들이 엉켜 무너져 버린 사건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배가
올라오고, 추모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말했다. 어떤 이들은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는가 묻기도 하지만,
4.16연대 미디어위원회가 추적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 작품은 ‘여전히’
라는 질문을 던진다. 어쩌면 카메라와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일본과 아시아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감독 하라 카즈오는 대담하고
집요한 시각으로 다큐멘터리 역사상 독보적인 작품들을 만들어 왔다.
1972년 발표하여 지금까지도 뜨거운 논의의 중심이 되는 데뷔작
<굿바이 CP>, 국가와 개인의 위계 구조를 투명하게 폭로하며 당시
일본 영화계를 뒤흔든 <천황군대는 진군한다>, 변증법의 경지에 이른
정치와 미학의 교차점을 보여주는 23년만의 신작 다큐멘터리
<센난 석면 피해 배상소송>까지, 그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주요작과 신작 세편을 소개한다.

있는 ‘관계’를 바탕으로,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감정들을 보게 하고, 말을 걸게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라 카즈오 특별전1 3.25(일) 11:00 @2관/ 3.29(목) 13:00 @2관

굿바이 CP Goodbye CP
올해의 초점12 3.23(금) 20:00 @1관_CT/ 3.28(수) 12:00 @2관

하라 카즈오 Hara Kazuo│1972 | 일본 | DCP | B&W | 82min | 한글, 영어자막

416프로젝트 “공동의 기억: 트라우마” We remember : Trauma

뇌성마비 환자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며 자기 자신의 삶은 어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4.16act Media Committee | 2018 | DCP | Color | 138min | 한글자막

떤 식으로 바라보는가? 사람들은 이에 대해 많은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Project 1. <어른이 되어>_오지수 / Project 2. <이름에게>_주현숙

이 영화는 그러한 편견과 맞서는 한 일본 뇌성마비 환자 단체에 대한 다큐멘터

Project 3. <상실의 궤>_문성준 / Project 4. <목포의 밤>_엄희찬

리이다.

<416프로젝트 “공동의 기억: 트라우마”>는 세월호참사 4주기에 맞춰 생존학생
과 세월호 세대의 마주함, 사회적 참사 속 명명되지 못한 무수한 이름들의 기억,
너무도 큰 상실감을 안은 유가족들의 발걸음, 목포에 거치되어 있는 세월호의 이

하라 카즈오 특별전2 3.23(금) 13:00 @2관/ 3.29(목) 15:00 @2관

천황군대는 진군한다 The Emperor’s Naked Army Marches On

면까지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존재하는 공동의 상흔을 더듬습니다. 트라

하라 카즈오 Hara Kazuo│1987 | 일본 | DCP | Color | 122min | 한글, 영어자막

우마! 희생자들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각인되어 있는 아픔. 그것을 직시하고 기

천황에게 파친코 구슬을 발사한 사건을 필두로 과격한 수단을 동원해 전쟁 책

억하며 또 다른 실천의 장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4.16연대 미디어

임을 추궁해 나가는 오쿠자키 겐조라는 인물의 행보를 추적한 작품. 그는 2차

위원회는 “망각과 기억”이라는 테마를 넘어 “공동의 기억”을 더듬으며 네 편의 옴

대전 당시 뉴기니전선에서 병사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의혹을, 당시 군

니버스 영화를 세상에 내어 놓습니다.

인들을 찾아다니며 집요하게 추궁하는 등, 무서울 정도의 집념을 가지고 진상
을 밝혀간다.
하라 카즈오 특별전3 3.23(금) 15:30 @2관/ 3.25(일) 13:00 @2관_CT

센난 석면 피해 배상소송 Sennan Asbestos Disaster
하라 카즈오 Hara Kazuo│2017 | 일본 | DCP | Color | 215min | 한글, 영어자막

<센난 석면 피해 배상소송>은 제목과 같이 오사카 지역 센난시에서 있었던 석면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룬 영화이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하
라 카즈오는 고소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8년간의 투쟁을 기록했다. 이 영화는 그
들의 치열한 싸움을 집요하고 드라마틱하게 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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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SIDOF Event

1-2

<시국페미>, <도시 목격자>, <끝나지 않은 편지>

3.27(화) 20:00 <시국페미>, <도시 목격자>, <끝나지 않은 편지> 상영 후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
사회 신은실(인디다큐페스티발2018 집행위원)
참석 강유가람(<시국페미> 연출), 박은선, 윤충근, 장현욱, 우에타 지로
(리슨투더시티, <도시 목격자>, <끝나지 않은 편지> 연출)
시네토크2

밀양/성주 특별전

3.26(월) 20:00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김천/성주> 상영 후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
사회 정지혜(인디다큐페스티발2018 집행위원)
참석 김상패(<미디어로 행동하라 in 김천/성주> 제작팀), 련(<즐거운 나의 집

프로그래머와 함께 하는 인디다큐페스티발 미리보기

101> 연출), 박문칠(<파란나비효과> 연출), 박배일(<소성리> 연출),

3.13(화) 19:00ㅣ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허철녕(<말해의 사계절> 연출, <밀양, 반가운 손님> 공동연출)

진행 정지혜(인디다큐페스티발2018 국내신작전 프로그래머)
신은실(인디다큐페스티발2018 집행위원)

다큐멘터리스트의 밤

시네토크3

국가에 대한 세 개의 질문, 이마리오의 경우

3.28(수) 20:00 <더블랙> 상영 후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
사회 변성찬(인디다큐페스티발2018 집행위원)

3.26(월) 21:00

참석 이마리오(<더블랙> 연출), 이승민(다큐멘터리 연구자)

다큐로 이야기하기

시네토크4

당일 국내신작전 상영작 감독과 관객이 함께 모여 자유로운 대화를 나눕
니다.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미처 다하지 못했던 깊고 친밀한 이야기를 이
어가고자 합니다.

3.23(금) 20:00 <416프로젝트 “공동의 기억: 트라우마”> 상영 후

3.24(토) - 25(일) 20:00ㅣ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SIDOF
지금 우리가 접해야 할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활동해왔던 ‘미디어로
행동하라!’가 인디다큐페스티발2018에서 다음 행선지를 택하기 위한 자
리를 마련합니다. 2018년 한국사회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닿지
않는지 확인하고 그 목소리를 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 합니다.
3.26(월) 15:00ㅣ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진실을 찾는 상처의 부표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
사회 박배일(인디다큐페스티발2018 집행위원)
참석 4.16연대 미디어위원회(<416프로젝트 “공동의 기억: 트라우마”> 연출)

대담 싸우는 타자의 말과 몸, 이를 현시하는 카메라
- 하라 카즈오 특별전
3.25(일) 13:00 <센난 석면 피해 배상소송> 상영 후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2관
사회 신은실(인디다큐페스티발2018 집행위원)
참석 류미례(다큐멘터리감독), 문정현(다큐멘터리감독)

1. 미디어로 행동하라!가 걸어온 길
2. 현장의 목소리
3. 2018년,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00

인디다큐 새 얼굴 찾기 ‘봄’
Campaign For Finding New Face, ‘Spring’

시네
토크

다시 한번, 액티비즘 나우!
1-1 <강정 인터뷰 프로젝트>
시네토크1

3.27(화) 17:30 <강정 인터뷰 프로젝트> 상영 후

<인디다큐 새얼굴 찾기 ‘봄’>은 독립다큐멘터리를 시작하는 신진 다큐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

멘터리 감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작경력과 포트폴리오

사회 신은실(인디다큐페스티발2018 집행위원)

의 완성도를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던 기존의 독립다큐멘터리

참석 <강정 인터뷰 프로젝트> 제작팀

제작지원 제도를 뛰어넘어 ‘인디다큐의 새얼굴’을 찾습니다.
지원자에게는 튜터링 및 제작과정에 필요한 워크숍, 컨설팅 등의 공동
교육과 제작비를 지원하며 다음 해 인디다큐페스티발에서 상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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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관람요금
일반상영 5,000원 / 개폐막식 10,000원

G 전체 관람가 General

단체관람
* 10인 이상 단체관람시 관람료 50% 할인
* 평일 상영작에 한하여 신청가능 (주말 제외)
* 교환/환불 불가
* 인디다큐페스티발2018 사무국(02-362-3163)으로 문의

현장판매 *당일발권 및 예매가능
2018.3.22(목)-3.29(목)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매표소(10층)
* 상영 시간 이전까지 예매/취소 가능

12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15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18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E

영어자막 or 영어대사 English Subtitles or Dialogue

K

한글자막 Korean Subtitles

J

일본어대사 Japanese Dialouge

GV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CT

시네토크/ 대담 Cine Talk

* 게스트의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온라인예매
롯데시네마
인터파크
맥스무비
예스24

www.lottecinema.co.kr
movie.interpark.com
www.maxmovie.com
movie.yes24.com

3월 22일(목)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Title

롯데시네마 1관
13:00

68min

올해의 초점3

초대권 *당일 현장에서만 발권 가능
2018.3.22(목)-3.29(목)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인디다큐페스티발2018 관객 부스(8층)
* 인디다큐페스티발2018 상영작 1편 관람 가능 (개폐막식 사용불가)
* 당일 상영작만 관람 가능 (예매 불가)
* 상영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상영작의 입장권으로 교환하여야 함
* 초대권으로 입장권 발권 후 교환/환불 불가
* 좌석은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매진 시 입장 불가

G

K

송전탑
Plyons

31sec

* 롯데시네마 영화 상영 20분 이전까지 예매/취소 가능
* 인터파크, 맥스무비, 예스24 영화 상영 30분 이전까지 예매/취소 가능

K

15:00

올해의 초점9

80min

G

19:00

개막식

40min

G

Opening

43sec

765와 용회마을
A place where we belong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김천/성주
Act as media in Gimcheon/Seongju

개막작 Opening Film
K,E

관찰과 기억
observational and memory

Ceremony

퀴어의 방
Queer room

롯데시네마 2관
13:00

올해의 초점7

89min

12

K,E

15:00

올해의 초점1

99min

G

E

소성리
Soseongri

상영관 안내 Theater Information

E

미디액트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동진시장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76
(동교동 166-14) 와이즈파크 8층
Tel. 1544-8855

K

수협

끝나지 않은 편지
Endless Letters

연희로

지하철

도시 목격자
City Witness

홍대입구역 방면
동교삼거리

시국페미
Candle Wave Feminists

22sec

신촌로터리 방면

3월 23일(금)

2호선 홍대입구역 8번 출구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Title

롯데시네마 1관

버스
간선(B) 271, 602, 603, 604, 760
지선(G) 5712, 5714, 6712, 6716, 7016, 7612, 7711 광역(R) 921

주차 안내

13:00

올해의 초점2

80min

G

15:00

올해의 초점4

96min

G

17:00

국내신작전17

91min

G

강정 인터뷰 프로젝트
GangJeong Interview Project
K

밀양, 반가운 손님
Miryang, a Welcome Guest

당일 영화티켓 소지시

영화티켓 미소지시

평일 3시간 / 주말 2시간 30분 무료

기본 30분 2,000원

GV

K,E

친구들
FRIENDS

26sec
K

이후 추가 10분당 1,000원

불편한영화제
Inconvenient Festival

·주차권 소지 후 매표소에서 주차할인권을 교부받아 사용(분실시 재발급 불가)하시면 됩니다.
·티켓 환불시 주차할인권도 회수됩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도망치는 것은 비겁하지만
도움이 된다
Escape, cowardly but helpful
20:00

올해의 초점12

138min

G

CT

K

416 프로젝트 “공동의 기억:
트라우마” We remember : Trauma

16

17

롯데시네마 2관
13:00

3월 25일(일)
하라 카즈오

122min

K,E,J

15

천황군대는 진군한다
The Emperor's Naked Army

특별전2

Marches On
15:30

하라 카즈오

215min

K,E,J

18

국내신작전7

11:00

72min

E

G

집의 시간들

국내신작전7

13:00

국내신작전2

72min

G

E

Title

15:00

국내신작전17

집의 시간들
A LONG FAREWELL

70min

G

GV

91min

G

GV

더블랙
the BLACK

올해의 초점10
K,E

친구들
FRIENDS

26sec

A LONG FAREWELL

21sec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21sec

Sennan Asbestos Disaster

특별전3
20:00

센난 석면 피해 배상소송

Section

롯데시네마 1관

K

불편한영화제
Inconvenient Festival

3월 24일(토)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Title

도망치는 것은 비겁하지만
도움이 된다

롯데시네마 1관
11:00

국내신작전10

77min

G

GV

E

Family in the Bubble

39sec
13:00

국내신작전11

90min

12

Escape, cowardly but helpful

버블 패밀리
17:30

국내신작전14

G

GV

해피해피쿠킹타임
HAPPYHAPPY COOKINGTIME

45sec

졸업

GV

83min

끝과 시작

graduation
15:30

18:00

국내신작전8

104min

올해의 초점8

14sec

국내신작전4

83min

G

K,E

국내신작전3

102min

K

The Whispering Trees
G

GV

E

모자(母子)란 기억

G

GV

E

하동채복: 두 사람의 노래
Ha Dong Chae Bok: A Song of

23sec

20:00

11:00

93min

12

GV

파란나비효과
Blue Butterfly Effect

13:00

국내신작전6

104min

12

GV

K,E

국내신작전1

92min

G

GV

11:00

국내신작전16

92min

하라 카즈오

GV

E

15

K,E,J

215min

18

CT

K,E,J

76min

12

GV

E

G

GV

K,E

82min

하라 카즈오

18:00

국내신작전9

46sec
20:00

국내신작전15

84min

GV

E

센난 석면 피해 배상소송

남자, 화장을 하다:
아이 원트 제로지
Glam Our : I want Zero.G

관찰과 기억
observational and memory

13sec
K,E

당산
Dangsan

명호

콘크리트의 불안

Myeongho

40sec

굿바이 CP

Sennan Asbestos Disaster

특별전3

The Tree Talked To Me
15

앨리스 죽이기

Goodbye CP

특별전1

나무가 나에게

46sec
18:00

12

옵티그래프
Optigraph

15:30

77min

To Kill Alice

13:00

올해의 초점6

국내신작전5

롯데시네마 2관

Two Humans

롯데시네마 2관

티켓
Ticket

rewind, remind

8sec
20:00

Root

말해의 사계절

Anxiety of Concrete

통금
Tong Guem
K,E

페미니스트와 휴머니스트
Feminist and Humanist

20:30

국내신작전13

84min

G

GV

E

E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13:00

올해의 초점5

88min

G

15:30

올해의 초점3

68min

G

GV

즐거운 나의 집 101

K

송전탑

Queer room

나를 위한 변명
An Excuse

Home Sweet Home 101

Plyons
K

Transparent Music

18

E

31sec

투명한 음악

퀴어의 방

Title

롯데시네마 1관

9월
SEPTEMBER

50sec

3월 26일(월)

765와 용회마을
A place where we belong

17:30

올해의 초점4

96min

G

20:00

올해의 초점9

80min

G

K

밀양, 반가운 손님
Miryang, a Welcome Guest

CT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김천/성주
Act as media in Gimcheon/Seongju

19

롯데시네마 2관
13:00

3월 28일(수)
국내신작전13

84min

G

GV

E

9월
SEPTEMBER

50sec
E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13:00

국내신작전5

77min

12

GV

15:30

국내신작전14

83min

G

GV

투명한 음악
Transparent Music

퀴어의 방

E

해피해피쿠킹타임
HAPPYHAPPY COOKINGTIME

45sec

끝과 시작

나를 위한 변명

Root

An Excuse

올해의 초점11

48min

G

K

30sec

K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18:00

올해의 초점11

국내신작전11

90min

12

GV

48min

K

G

30sec

Rip it up!
17:30

국내신작전1

92min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졸업

G

나무가 나에게

46sec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Good morning! This is President Lee

Rip it up!

graduation
20:00

티켓
Ticket

Good morning! This is President Lee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앨리스 죽이기
To Kill Alice

Queer room

15:30

Title

롯데시네마 1관

20:00

국내신작전2

70min

G

CT

더블랙
the BLACK

올해의 초점10

The Tree Talked To Me

롯데시네마 2관

3월 27일(화)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롯데시네마 1관
13:00

국내신작전4

83min

G

GV

8sec
15:00

국내신작전3

102min

G

GV

23sec

E

E

12:00

올해의 초점12

138min

15:00

국내신작전6

104min

12

GV

K,E

17:30

국내신작전15

84min

G

GV

K,E

G

K

하동채복: 두 사람의 노래
Ha Dong Chae Bok: A Song of

올해의 초점2

80min

G

CT

K,E

올해의 초점1

99min

G

CT

E

시국페미
Candle Wave Feminists

22sec
E

당산
Dangsan

강정 인터뷰 프로젝트

콘크리트의 불안

GangJeong Interview Project
20:00

관찰과 기억
observational and memory

13sec

Two Humans
17:30

옵티그래프
Optigraph

모자(母子)란 기억
rewind, remind

416 프로젝트 “공동의 기억:
트라우마” We remember : Trauma

Title

Anxiety of Concrete
20:00

국내신작전10

77min

G

GV

E

39sec

도시 목격자

버블 패밀리
Family in the Bubble

City Witness
K

끝나지 않은 편지
Endless Letters

13:00

국내신작전9

76min

12

E

46sec

남자, 화장을 하다:
아이 원트 제로지
Glam Our : I want Zero.G

15:00

17:30

20:00

3월 29일(목)

국내신작전8

104min

올해의 초점8

14sec

올해의 초점7

89min

국내신작전16

92min
40sec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G

12

15

GV

GV

GV

K,E

말해의 사계절

K,E

소성리

E

The Whispering Trees

13:00

올해의 초점6

93min

12

15:00

올해의 초점5

88min

G

Title

Myeongho

Tong Guem
K,E

페미니스트와 휴머니스트
Feminist and Humanist

E

즐거운 나의 집 101
Home Sweet Home 101

19:00

Soseongri

명호

파란나비효과
Blue Butterfly Effect

폐막식

폐막작 Closing Film

Closing

인디다큐페스티발2018

Ceremony

관객상 수상작

롯데시네마 2관
13:00

하라 카즈오

82min

15

K,E,J

15:00

하라 카즈오
특별전2

굿바이 CP
Goodbye CP

특별전1

통금

20

Section

롯데시네마 1관

롯데시네마 2관

122min

15

K,E,J

천황군대는 진군한다
The Emperor's Naked Army
Marches On

21

관람 에티켓 Etiquette for SIDOF

후원 안내 SIDOF Support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발2018

인디다큐페스티발과 함께 해주세요!

정시 입장/ 정시 상영

인디다큐페스티발2018의 모든 상영은 정시 입장 및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국내 독립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제작자 발굴과 흐름을 주도해온

장편 섹션의 경우 상영 시작 후 10분까지, 단편 섹션의 경우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실험, 진보, 대화’라는 슬로건으로 사회적

첫 번째 작품이 끝난 후에만 입장을 허용합니다.

발언과 미학적 성취를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자, 연구자, 관객과

단, 지정좌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인디다큐페스티발은 한국 독립다큐
멘터리의 부흥기를 만들어내고자,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입장권 소지

입장권을 소지해야만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상영관 입장을 위해 입장권을 미리 소지해주세요.
휴대전화 사용 자제

독립다큐멘터리와 함께 하는 동안은 다른 관객들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주세요.

관객과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인디다큐페스티발을 만드는 소중한 지지대이며,
독립다큐멘터리를 널리 퍼트리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인디다큐
페스티발이 보다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구가 되어주세요!
일시후원
우리은행 1005-702-804202 인디다큐페스티발

촬영 금지

후원금을 입금하신 후,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인디다큐페스티발 사무국 02-362-3163 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름, 연락처, 주소를 sidof_@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객과의 대화 참여

영화제의 묘미는 관객과의 대화! 영화가 끝나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당신은 이미 독립다큐멘터리의 열렬한 지지자입니다.

CMS 정기후원
CMS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매월 20일 후원회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출
금하여 인디다큐페스티발의 계좌로 자동이체 되는 서비스입니다.
인디다큐페스티발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무국 02-3623163 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름, 연락처, 주소, 출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
호), 주민등록번호, 후원약정액(5,000원 이상)을 sidof_@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CMS 출금에만 사용됩니다.
* 영화제 기간 동안 인디다큐페스티발2018 관객 부스에서도 신청가능
* 후원금 출금시 (사)한국독립영화협회로 기록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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