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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다큐멘터리는 기존의 관습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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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밀한 관계 속에서 구현되어, 삶의 역동적인 흐름과 함께 합니다.
인디다큐페스티발은 독립다큐멘터리의 실험과 함께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진보 Progress!

독립다큐멘터리는 진보적 관점에서 사회적 의제를 제기함으로써
영화의 사회참여를 실현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공적 영역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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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영화와 삶의 긴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독립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른 세상을 마주하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개폐막식 Opening & Closing Ceremony

대화 Communication!

촬영하는 사람과 촬영되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촬영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나누면서, 독립다큐멘터리는 적극적으로 타인과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왔습니다. 독립다큐멘터리의 대화는 보다 너른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영화를 통한 작가와 관객의 대화,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작품을 통한 진정한 교감과 의사소통은 영화의
궁극적 목표점이며, 우리 사회의 문화적 성숙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개막식 Opening Ceremony
2019.3.21(목) 19:00 |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

개막작 Opening Film
방문 The Strangers
명소희 Sohee Myoung | 2018 | DCP | Color | 80min 56sec | 영어자막

주최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주관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집행위원회
후원

협찬

미디어후원

폐막식 Closing Ceremony
본 티켓카탈로그는 3월 9일 자로 발행되었습니다. 이후 변경사항은

2019.3.28(목) 19:00 |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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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막작 Closing Film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관객상 수상작

03

국내신작전 SIDOF Choice

국내신작전 07 3.23(토) 18:00 @2관_GV/ 3.27(수) 12:00 @1관_GV

12 하고 24 12 AND 24
김남석 Namsuk Kim | 2018 | DCP | Color | 101min 56sec | 영어자막

국내신작전 01 3.23(토) 13:30 @1관_GV/ 3.25(월) 11:00 @1관_GV

방문 The Strangers
명소희 Sohee Myoung | 2018 | DCP | Color | 80min 56sec | 영어자막

참 오랜만에 나는 다시 춘천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곳엔 여전히 4년 전과 똑같은 삶
을 사는 엄마가 있었다. 머릿속에 오로지 ‘열심히’ 라는 단어밖에 모르는 엄마. 그런

신세하는 첫 음반을 내고 오존, 콴돌과 함께 밴드를 결성해 활동한다. 관객들에게
는 좋은 반응을 얻으며 밴드는 활발하게 공연을 이어가지만, 병원에 계신 어머니
걱정에 세하의 심경은 복잡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안정한 속내를 용기 있게
쳐다보고, 그것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소리 낸다.
국내신작전 08 3.24(일) 20:30 @1관_GV/ 3.27(수) 14:30 @1관

엄마를 보는 것이 싫으면서도, 나는 계속 그녀의 삶을 지켜보고 다가간다. 아주 긴

야광 Glow job

시간을 돌아서 나는 ‘엄마와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질문 앞에 선다. 그 질문

임철민 Cheolmin Im | 2018 | DCP | Color | 80min 34sec | 영어자막

에 답을 찾아가며 나는 ‘엄마’를 ‘엄마의 엄마’를 그리고 그들 안의 ‘나’를 마주한다.

남성 성소수자들의 ‘크루징스팟(Cruising Spot)’으로 향유되었던 장소들은 6~90

국내신작전 02 3.23(토) 15:30 @1관/ 3.26(화) 11:00 @2관

년대에 걸쳐 전국적으로 확장되었다. 이후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터넷과 어플리케
이션의 등장은 남성 성소수자들에게 다른 성소수자들을 만나는데 있어서 이전보

한국인을 관두는 법 How to stop being Korean

다 더 개인적이고 익명적인 통로를 마련해주었다. 한때 크루징스팟이었던 공간들

안건형 Kearnhyung Ahn | 2018 | DCP | B&W | 120min | 한글자막

은 이제 더 이상 시대에 유효하지 않는 듯하다.

<한국인을 관두는 법>은 페이크 다큐멘터리다. 화면에서는 태극기 집회와 그런
태극기가 있게끔 하는 한국의 위인 동상들이 보인다. 그 위로 자기가 위원장이라

국내신작전 09 3.23(토) 13:00 @2관_GV/ 3.27(수) 13:00 @2관_GV

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유령방송 <출세의 소리>를 낭독하는 ‘기회주의 반도 총

사수 For dear life

연합 중앙위’의 위원장들이다. 그들은 3·1운동 이후 100년간의 한국 기회주의의

김설해, 정종민, 조영은 Seolhae Kim, Jongmin Jeong, Youngeun Jo
2018 | DCP | Color | 103min 59sec | 한글, 영어자막

역사를 정리하여 들려준다.

2011년 5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인 유성기업은 납품처인 현대차의 지시에
국내신작전 03 3.24(일) 17:30 @1관_GV/ 3.26(화) 12:00 @1관_GV

따라 노조파괴를 시작한다. 5년 뒤 용역의 폭력과 차별, 징계, 고소고발이 일상이

보이지 않는 배우들 Invisible Actors

된 일터에서 노동자 한광호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남은 동료들은 그의 장례조

채형식 HyeongSik Chae | 2018 | DCP | Color | 122min 15sec | 영어자막

유림, 지혜, 문영, 주연 등 네 명의 배우들에게 어떤 영화 제작을 제안했다. 네 배
우는 ‘움직이는 사람들’ 이라는 연극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2~3주에 한 번
씩 모여 각자의 일상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서, 무엇을 찍을지 정한 후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
국내신작전 04 3.23(토) 20:30 @1관_GV/ 3.27(수) 11:00 @2관_GV

길모퉁이가게 A Corner Shop
이숙경 Sukgyung Lee | 2018 | DCP | Color | 75min | 자막없음

자원 없는 청(소)년들과 어른들이 모여 8년째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는 ‘소풍가는

차 치르지 못한 채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노조파괴에 맞선 싸움을 이어가지
만, 끝이 잘 보이지 않는다.
국내신작전 10 3.22(금) 13:30 @2관_GV/ 3.24(일) 20:30 @2관

동물, 원 Garden, Zoological
왕민철 Mincheol Wang | 2018 | DCP | Color | 97min 56sec | 자막없음

사육사들은 각자 맡은 동물들을 관리한다. 야생의 본성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야생으로 방사되면 살아남는 경우가 드물다.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기 힘들
고, 먹이를 구하는 능력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동물원은 그들이 적응하고 살아야
할 새로운 서식지인지도 모른다.

고양이’는 대학에 가지 않은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적 기업이

국내신작전 11 3.24(일) 11:00 @2관_GV/ 3.27(수) 18:00 @2관

다. 2014년 봄, 매출 천만 원이 안 되던 작은 가게는 3년 뒤 매출 5천만 원을 돌파

기프실 Gipeusil

했다. 그 사이 가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이 영화는 작은 가
게가 성장하는 동안 돈벌이와 인간다움 사이에서 진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국내신작전 05 3.22(금) 20:00 @1관_GV/ 3.26(화) 18:00 @2관_GV

로그북 LOGBOOK
복진오 Jinoh Bok | 2018 | DCP | Color | 103min | 한글자막

문창현 Changhyeon Moon | 2018 | DCP | Color | 85min 16sec | 한글, 영어자막

할머니 댁이 있는 기프실 마을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주댐 건설로 변해가고 있
다. 마을 주민들은 기한 없이 미뤄지는 이주를 앞두고도 뜯겨난 땅에 또다시 삶을
일구고, 떠나가는 이웃을 배웅하며 함께 생활한다. 나는 그분들과 섞여 하루가 다
르게 비어 가는 기프실의 모습과 황폐해져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는다. 그리고
검은 물속으로 잠기는 마을과 마음을 보며 내 안에 숨겨둔 기억을 꺼낸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뉴스를 접한 베테랑잠수사 강유성은 ‘전원구조’라
는 뉴스가 오보임이 드러나자 장비를 챙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수색이 장기화되기
시작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잠수사가 수색 도중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 다시 뭍
으로 돌아온 잠수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 둘 정신과를 찾는다. 그들의 첫 말
은 “살고싶다..살고싶다..” 라는 울먹임이었다.

국내신작전 12

무모하지만 괜찮아

3.23(토) 18:00 @1관_GV/ 3.25(월) 11:00 @2관_GV

망치 HAMMERING
최서윤 Seoyoon Choi | 2018 | DCP | Color | 33min 50sec | 한글자막

국내신작전 06 3.23(토) 11:00 @1관_GV/ 3.27(수) 20:30 @2관

‘나’와 친구들은 건물주 때문에 고통 받은 적 있다. 그래서인지 나쁜 건물주에게 당

공사의 희로애락 Under construction

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난다. 건물주 아들인 어느 래퍼가 여성 사장을 아줌

장윤미 Yunmi Jang | 2018 | DCP | Color | 88min 53sec | 영어자막

마라 칭하며 희롱하고, 여자 다리 벌리기 전문이라고 랩 했다는 소식은 불난 데 기

평생 건물 만드는 일을 해온 노동자가 있다. 그는 일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잘 될

름 부은 셈이었다. 래퍼에게 화난 마음 랩으로 푸는 게 인지상정. 그래서 한다. 망

거라고 믿었다. 그의 한 세월의 노동, 그리고 한 시절의 마음.

원 ‘참프루’와 서촌 ‘궁중족발’에 대한 랩이다.

04

05

국내신작전 14

채집된 도시

3.23(토) 15:30 @2관_GV/ 3.25(월) 13:00 @2관_GV

75미터의 끝에서 On the Edge of 75 metres

추방자들 Deportees

김현정 Hyunjung Kim | 2018 | DCP | Color | 29min 46sec | 영어자막

백종관 Jongkwan Paik | 2018 | DCP | Color | 27min 7sec | 자막없음

2006년부터 시작된 길고 긴 투쟁. 사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화마저 일방적

날이 어두워진다.

으로 거부한다. 마지막 남은 다섯명의 노동자들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해보지만,
대중은 무관심하기만 하다. 노동자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 어느새 10년이 넘

편안한 밤 Night of collapse

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 그들은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준용 Junyong Lee | 2018 | DCP | Color | 20min 19sec | 영어자막

그는 밤이 편안하다고 했다. 낮과 다르게 밤에는 강제집행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유언 The Will
김성은, 제니조 Sungeun Kim, Jenny Cho | 2018 | DCP | Color+B&W | 20min 16sec | 영어자막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촛불혁명을 수행하는 광경은 사실 낯선 풍경은 아니었
다. 20세기 내내 재현 혹은 재생산되었던 혁명의 이미지들이 그곳에서도 반복되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다가올 변화의 주류에 자신이 포함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촛불과 깃발을 들었다. 이 영화는 곧 잊혀져버리고 말 감상과 정치
적 함의들을 2016년 당시 재연과 퍼포먼스로 기록한 시도이다.

장위7구역의 마지막 남은 주민 조한정씨의 이야기다. 2016년 초, 재개발 사업 승
인 인가가 떨어지고 주민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하자 이주는 현실이 되었다. 철
거는 시작되었다. “어둡다는 거. 밤은 지저분한 것들도 다 가려주잖아요.” 강제집행
을 하루 앞둔 밤, 조한정씨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환영의 도시 Fireworks
정한 Han Jeong | 2018 | DCP | Color | 11min | 한글자막

2017년 4월 2일 서울,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타워의 개장을 앞두고 불꽃놀이가
열렸다. 40만 명의 관람객이 몰렸고, 사람들은 너나없이 핸드폰을 들어 그 광경을

국내신작전 13

사이 너머

촬영했다. 같은 순간, 어떤 이는 불꽃의 아름다움에 탄성을 질렀고, 어떤 이는 멀리
있는 다른 누군가를 걱정했다. 40억에 달하는 화약이 사용된 시간은 11분이었다.

3.23(토) 20:30 @2관_GV/ 3.25(월) 15:30 @2관_GV

모스크바 닭도리탕 Moscow Chicken Stew
오재형 Jaehyeong Oh | 2019 | DCP | Color+B&W | 7min 47sec | 자막없음

나는 꿈속에서 줄을 잡아당기는 사람이다. 어딘가로 초대되었지만 마련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위층에서 국물을 튀기며 쏟아지는 사람들을 목격하고, 누군가는 내
게 부당한 심부름을 시킨다.

오늘과 내일 My dream

거대 생명체들의 도시 CITY OF GIGAS
박군제 Koonje Park | 2018 | DCP | Color | 18min 37sec | 영어자막

도시의 소리가 있다. 그것은 끊임없는, 꾸밈없는 기원을 담은 망(望)의 음성이다.
개인의 소리가 있다. 그것은 조용한 편견의 혼잣말이기도 하고 나지막한 분노의
내뱉음 이기도 하다. 더 작은 소리가 있다. 그것은 낮은 곳에 존재하여 아무렇지
않게 여겨져 왔지만, 긴 시간 동안 겹겹이 쌓여져 온 그것은 순간 공진한다. 소리
가 함성이 되는 그 순간,

유하은 Haeun Yoo | 2019 | DCP | Color | 22min 8sec | 한글자막

나는 강화여고 2학년생이다. 영화학도를 꿈꾸지만 현재 예술고등학교가 아닌 일

경청의 온기

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기숙사에 살고 있다. 평일에는 매일 1시까지 학교공부

국내신작전 15

를 하기 때문에 영화공부를 못한다. 나와 비슷한 진로를 가진 친구들도 각자의 상

3.22(금) 20:00 @2관_GV/ 3.25(월) 17:30 @2관_GV

황에서 힘든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래도 우리는 2시간 거리에 있는 서울의 학원을

부당, 쓰러지지 않는 Finally Endless

다니거나 동아리시간에 영화를 찍는 등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본다.

94. 비디오앨범 94. Video Album
허세준 Sejun Huh | 2018 | DCP | Color | 22min 35sec | 영어자막

오랜만에 1994년 유치원 학예회 비디오를 재생해 본 나는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을
보고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쓸쓸함을 느낀다. 이 비디오를 처음 본 것도 아닌데 왜
지금의 나는 슬퍼졌을까? 좀처럼 답을 찾을 수 없는 이 물음을 시작으로 슬픔의
이유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최아람 Ahram Choi | 2018 | DCP | Color | 32min 40sec | 한글자막

1948년 일본정부는 조선학교폐쇄령을 내린다. 전국의 조선학교는 격렬히 저항했고
사망자까지 나왔다. 그로부터 70년이 지난 지금, 조선학교는 일본정부와 또다른 싸
움을 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외국인학교까지 포함한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무
상으로 하는 ‘고교무상화 제도’를 유일하게 조선학교만 배제시켰다. 이에 조선학교
학생과 학부모, 재일조선인들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일본정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보이지 않는 아이들 Invisiable child
아오리 Aori | 2018 | DCP | Color | 30min 56sec

핑크페미 Pink-Femi

13세에 라오스를 통해 탈북한 은경, 19세에 중국 국경에서 총을 맞을 뻔한 성진,

남아름 Arum Nam | 2018 | DCP | Color | 22min 25sec | 영어자막

11세에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온 중국 출신 승희는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

여성인권단체에서 엄마가 일을 시작하면서, 어릴 적 나의 놀이터는 여성운동 현장
이 되었다. ‘나’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치마 원복도 거부하는 꼬마 페미니스트로 거

례 Courtesy

듭났지만, 어째 커 갈수록 페미니즘에서 도망가고 싶은 일들이 생겨났다. 결국 ‘나’

권순현 Soonhyeon Kwon | 2018 | DCP | Color | 26min 23sec | 한글, 영어자막

는 페미니스트보다 공주병으로 사는 게 낫겠다는 생존전략을 세워 핑크색에 집착

크레인이 무너지고 1년, 6벌의 작업복과 31켤레의 작업화가 지킨 어떤 빈소에

하기 시작한다. 이런 내가 다시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을까?

관하여.

0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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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나의 하루

3.22(금) 16:00 @2관_GV/ 3.24(일) 18:30 @2관_GV

올해의 초점 SIDOF Focus

밤낮 Night and Day
우주인 Juin Woo | 2018 | DCP | Color | 38min 22sec | 한글, 영어자막

내가 본 “잔느 딜망”, 또 하나의 “잔느 딜망”. 이 영화는 샹탈 애커만의 “잔느 딜망”
을 해체, 재구성하여 만든 오디오비주얼에세이 혹은 오디오비주얼필름크리틱 작
업이다.

경험하지 않은, 당사자성 너머의 역사에 관한 영화적 재현

역사적 과거, 과거의 역사는 어떻게 재현할 수 있는가. 역사적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그것은 어떤 방식일 수 있는가. 다큐멘터리가 제기

463 Poem of the lost

해온 오랜 질문일 것이다.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올해의 초점’은 그 가운데

권아람 Aram Kwon | 2018 | DCP | Color | 20min 4sec | 한글, 영어, 태국어자막

서도 역사적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후속 세대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낯선 풍경이 지나가고, 망각과 기억이 공존하는 장소에 다다른다. 기억을 복원하려

사건 이후의 기억 주체가 자신만의 관점과 방법으로 역사적 사건에 접근하

는 시도는 불완전하다. 만날 수 없는 누군가를 기억하는 한 사람의 독백.

는 경우를 알아보고자 한다. 후속 세대가 관심을 기울이는 역사적 사건은

우리 아버지께 Prayer to our Father
김유진 Yujin Kim | 2018 | DCP | Color | 11min 15sec | 영어자막

이제는 노인밖에 남지 않은 작은 마을, 마을의 여인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소원

무엇이며 관심의 연유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또한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영화화되고 있는가. 잠정적인 답을 찾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된 4편
의 영화를 주목한다. 이들 영화를 통해 ‘과거사’나 ‘당사자성’이라고 통칭돼
온 것을 넘어서는 현재의 영화적 시도, 가능한 형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을 속삭인다.

올해의 초점 01 3.24(일) 16:00 @2관_GV/ 3.25(월) 15:00 @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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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세계를 횡단하다

3.23(토) 11:00 @2관/ 3.27(수) 17:00 @1관_GV

김군 KIM-GUN
강상우 Sangwoo Kang | 2018 | DCP | Color+B&W | 89min 5sec | 영어자막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촬영된 한 무장 시민군의 흑백사진에서 출발한다.

SFdrome: 주세죽 SFdrome

35년이 지난 2015년 봄, 사진 속 청년이 5·18 항쟁을 배후에서 주동한 북한군이

김소영 Soyoung Kim | 2018 | DCP | Color | 25min 55sec | 영어자막

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다. 사진 속 단서들을

사회주의 여성 혁명가(socialist feminist) 주세죽의 중앙 아시아의 유배 시기와

토대로 영화는 사라진 청년의 행방을 추적한다.

그 지역에 들어선 우주선 발사기지 코즈모드롬의 science fiction의 아우라는
SFdrome으로 이어진다. 우주 속 지구라는 행성에서 주세죽, 플로라 트리스탄 그

올해의 초점 02 3.22(금) 15:30 @1관/ 3.25(월) 17:00 @1관_GV

리고 함께 유배되었던 트로츠키는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루었는가? 인류세

리틀보이 12725 Little Boy 12725

(Anthropocene) 시기, 낯선 세계 지도첩을 다시 열다(Re-worlding).

김지곤 Jigon Kim | 2018 | DCP | Color | 99min 47sec | 한글자막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투하된다. 그

눈의 마음: 이후 Heart of Snow: afterlife

시각 그곳에 있던 여섯 살 소녀는 귀향한뒤 어른이되어 자신의 ‘리틀보이’ 김형률

김소영 Soyoung Kim | 2018 | DCP | Color | 16min 55sec | 영어자막

을 낳는다. 김형률은 자신의 몸에 원폭의 비극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1920년 4월 일본인 군대는 러시아 백군과 손잡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이주해
신한촌을 만들어 살아가고 있던 조선인들을 학살한다. 동방의 레닌이라고 불리던
김 아파나시등을 처형하고, 조선인 여성 혁명가 김 알렉산드라 스탄게비치는 혁명

를 세상에 알린다.
올해의 초점 03 3.22(금) 17:30 @1관/ 3.25(월) 20:00 @2관_GV

이후 1918년 사형당한다. 우스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톡의 조선인 학살(genocide)

기억의 전쟁 A War of Memories

의 장면들이 망명 삼부작의 프리퀄을 이루며 접힌 역사의 장소, 이미지를 스크린

이길보라 Bora Leekil | 2018 | DCP | Color | 88min | 한글, 영어자막

위에 아카이빙한다.

베트남 중부에는 1968년에 있었던 학살의 기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로
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따이한(한국군) 제사’를 지낸다. 1960년대, 한국

스윗 골든 키위 Sweet Golden Kiwi
전규리 Kyuri Jeon | 2018 | DCP | Color | 20min 47sec | 영어자막

국경을 넘는 여성들을 항상 생각한다. 하나의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의 이동이 어
떻게 개인의 삶과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는지 대한 짧은 이야기를 만들고 싶었다.
또한 이러한 이동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이원론적인 것이 아닌 혼종적
이고 다차원적인 성격과 연결망을 갖고 있다는 것, 정말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
다는 것, 그리고 마치 키위처럼 아주 일상적임을 나누고 싶다.

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러나 한국은 그 전쟁으로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기억할 뿐이다. 살아남은 이들의 기억은 공
적 기억이 되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돌고 있다. 전쟁의 기억이, 기억의 전쟁이 된다.
올해의 초점 04 3.24(일) 13:00 @2관_GV/ 3.27(수) 15:30 @2관

나의 노래: 메아리 Re-sound
정일건 Ilgeon Jeong | 2018 | DCP | Color+B&W | 120min | 한글자막

창립 40주년을 맞은 ‘메아리’는 70년대 후반 포크 음악에서 시작해 80년대 독재
에 저항하기 위한 민중가요, 90년대 이후 밴드 음악을 만들고 불러온 서울대학교
노래 동아리이다. 포크와 노래운동에 평생을 바쳐온 선배들과 대학생으로서 청춘
을 노래하는 밴드동아리 메아리 사이의 40년은 한국의 현대사이자 진보적 음악
운동의 역사이다.

08

09

비가시적인 것의 현전 - 김응수 영화의 방법론

우리 시대의 다큐멘터리들은 ‘비가시적’인 것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올해의 초점 07 3.22(금) 14:00 @1관/ 3.25(월) 19:30 @1관_CT

상 Phase
오민욱 Minwook Oh | 2012 | DCP | Color | 20min 26sec | 한글자막

김응수 감독은, 심리적이고 상대적인 시간, 거시사와 사건의 재현 (불)가능성,

부산 미문화원은 일제 때는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리고 오늘날에는 부산근대역사

공간과 인간의 정동, 대문자 역사 속 주체와 대상 등 녹록하지 않은 사유를

관으로 남아있다. 최면처럼 맴도는 현재의 일상과 일그러진 역사적 순간은 고스란

영화로 형상화해 왔다. IPTV와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관객을 먼저 만난

히 부산근대역사관의 형상이 된다.

<오, 사랑>은 자식을 향하는 아버지의 애끊는 사랑을, <산나리>는 70년을

적막의 경관 A landscape between past and future

끌어온 두 정치체제 간의 증오를 인상적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인디다큐

오민욱 Minwook Oh | 2015 | DCP | Color+B&W | 20min 58sec | 영어자막

페스티발2019 '올해의 초점'은, 시선과 몸, 목소리와 말을 프레임의 안과 밖에

1. 산을 깊게 파고 들어간 계곡에서 시작하는 물의 줄기. 그 표면의 잔상과 수면아

새로운 방식으로 던지고 조직하여, ‘비가시적인 것’을 포착하는 감각을 끊임
없이 갱신하는 그의 영화적 방법론을 보고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래 작은 생명체. 정지된 숲과 바위. 이 경관을 스치며 뚫고 들어간 왕복 2차선 도
로. 그 끝에 보이는 추모공원. 적막의 경관. 2. 과거에 파묻어 버린 현재. 관성적인
희망으로 채워질 미래. 멀어진 과거로부터의 현재. 다가올 미래로부터의 현재. 과
거와 미래가 무수히 만나는 순간의 연속적인 현재. 적막의 현재.

올해의 초점 05 3.26(화) 19:00 @1관_CT/ 3.28(목) 15:00 @1관

야경 Night Scene

오, 사랑 oh, love

오민욱 Minwook Oh | 2018 | DCP | Color | 18min 15sec | 자막없음

김응수 Eungsu Kim | 2018 | DCP | Color+B&W | 75min 15sec | 자막없음

배우 손혜윤과 이설은 이기대에 전해 내려오는 기생설화를 토대로 쓰여진 영화 속

J는 버스 옆자리에 탄 남자의 가슴에 달린 노란 카네이션을 본다. 그 꽃은 여행 내

인물 남이와 경이의 역할을 맡는다. 리허설과 촬영이 진행되고 영화가 완성된다.

내 그에게서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린다. 보도로만 접했던 세월호의 비극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다. 더욱 놀란 것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것이다. 여행에서 돌
아온 그는 그 남자에 대한 이미지가 잊히지 않아 자신의 가게에 노란 리본을 붙인
다. 떼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는 떼지 않는다.
올해의 초점 06 3.22(금) 12:00 @1관/ 3.26(화) 17:30 @1관

올해의 초점 08 3.22(금) 15:30 @1관/ 3.25(월) 17:00 @1관_GV

리틀보이 12725 Little Boy 12725
김지곤 Jigon Kim | 2018 | DCP | Color | 99min 47sec | 한글자막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투하된다. 그
시각 그곳에 있던 여섯 살 소녀는 귀향한뒤 어른이되어 자신의 ‘리틀보이’ 김형률

산나리 mountain rily

을 낳는다. 김형률은 자신의 몸에 원폭의 비극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김응수 Eungsu Kim | 2018 | DCP | Color+B&W | 73min 35sec | 자막없음

를 세상에 알린다.

깊은 산, 검은 동굴 앞에 산나리가 피어있다. 그는 평화를 알려면 자기를 보러 오
라고 손짓한다. 하지만 그 여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다. 평화는 언제나 추상적이
고 낯설다. 소망은 강렬하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되돌아와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벽을 마주본다. 70년의 기다림! 산나리는 말한다. ‘멀리 보지 말

봄프로젝트 10주년 기념 특별상영

고 옆을 보라.’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희생된 반을 보라.’ 바로 이 깨달음으로부
터 평화는 시작된다.

봄, 10년의 기록
인디다큐페스티발의 신진작가 제작지원 프로젝트 ‘봄’이 10주년을 맞이한
따로 또 같이 다큐멘터리 만들기 - ‘탁주조합’의 사례

올해, 영화제는 지나온 시간들과, 변화한 지금의 환경을 돌아보며, 미래의

인디다큐페스티발2019는 부산에서 활동 중인 제작집단인 ‘탁주조합’의 사례를

신진 작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시 질문하고자 한다. 봄프로젝트 10주년

만나려 한다. “부산의 공간들이 품고 있는 시간의 층위에 대한 응시를 다큐

기념 특별상영에서는 봄프로젝트를 통해 영화제에 상영됐던 29편의 작품

멘터리 형식을 통해 영화에 담아내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오민욱과,

중 6편의 작품을 다시 소개한다. 기성세대가 형성해 온 사회를 자신만의

“중학교 2학년 수업 시간에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TV 다큐멘터리를 보고”

고유한 감각으로 바라보며, 때로는 경쾌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질문을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했다는 김지곤이 결성한 ‘탁주조합’은, 공동

던지는 작품들,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실험과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연출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고 한 사람이 연출을 맡으면 다른 이는 제작을

작품들을 통해 사회와 삶에 대해 민감한 촉수를 지닌 신진 감독들을

맡는 식으로, 품앗이 공동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탁주조합’의 근작 중 원폭

발굴하고자 했던 ‘봄’의 취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피해 2세인 김형률 선생의 12725일을 기록한 <리틀보이 12725>, 근현대사의
여러 지층이 운동 중인 부산의 이기대를 담는 긴 작업의 출사표인 <야경> 등
을 함께 보고, 그들을 서울로 청해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봄프로젝트 10주년 기념 특별상영 01 3.22(금) 18:00 @2관/ 3.28(목) 14:00 @2관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Good-for-Nothing
남순아 Soona Nam | 2015 | DCP | Color | 31min 41sec | 자막없음

다들 힘들다는데 순아는 별로 힘들지 않다.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든 순아
는 죄책감을 덜기 위해 알바를 시작한다. 그러나 그런 순아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
긴다.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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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My Father’s House

해외초청전 01 3.26(화) 15:00 @1관_GV/ 3.27(수) 19:00 @1관_CT

강유가람 Garam Kangyu | 2011 | DCP | Color | 49min 18sec | 영어자막

엄마의 외길 Along the One Way

우리 가족은 서울 강남 은마 아파트에 산다. 아버지는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아파

바니 나수티온 Bani Nasution | 인도네시아 | 2016 | DCP | Color | 16min | 한글자막

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매 달 엄청난 이자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집값이 오르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집으로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도착한 집에서, 어
머니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이슬람교를 믿는 주지사를 뽑아달라고 말했다. 어머니
의 논리에 동의하지 못한 나는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
서 종교를 기준으로 선거를 하자고 나에게 말한다. 선거날이 다가오고, 나는 아무에
게도 투표하지 않기로 했다.

리라는 기대로 집을 팔지 않고 있다. 나는 이런 아버지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그
러나 점점 우리 집의 경제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집값에 따라 좌불안석
인 아버지를 보면서 나 역시 불안해진다. 아버지는 과연 아파트를 팔 수 있을까.
봄프로젝트 10주년 기념 특별상영 02 3.26(화) 14:00 @2관/ 3.28(목) 16:00 @2관_GV

친밀한 가족 The Close Family
윤다희 Dahee Yoon | 2014 | DCP | Color | 34min | 영어자막

이 영화는 홈 비디오이자 가족사진 앨범이다. ‘나’의 가족들은 8년째 뿔뿔이 흩어
져 살고 있다. ‘나’는 가족이 그립지만, 만나러 가기엔 시간의 간극이 깊게만 느껴
진다. 결국 ‘나’는 영화를 핑계삼아 가족들을 찾아가기로 한다.

빛의 환영 Phantom of Illumination
와따나뿌메 라이수완차이 Wattanapume Laisuwanchai | 태국 | 2017 | DCP | Color | 70min | 한글자막

30년 전에는 방콕에서만 140관의 단관 영화관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구
식 영화관은 잊혀져갔다. 톤부리 라마는 2013년 폐관되었을 당시 마지막 남은 2급 영
화관(한국의 재개봉관, the second movie theater)이었다. 톤부리 라마가 폐관되자,
약 25년 동안 그 영화관에서 영사기사로 일했던 숨릿은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었다.

꽃피는 편지 Blossom Letters
강희진 Jude Kang | 2016 | DCP | Color+B&W | 11min | 자막없음

두 20대 새터민 여성의 남한 정착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우리보고 죽우란 말이냐 WE WILL NEVER DIE

저항의 고고학: 안젤라 리치 루키, 예르반트 지아니키안 특별전
2018년 2월 28일 이탈리아 영화감독 안젤라 리치 루키가 타계했다. 이에
인디다큐페스티발2019는, 안젤라 리치 루키를 추모하고 작품을 조명하는

고상현 Sanghyun Ko | 2015 | DCP | Color | 63min | 한글자막

자리를 마련했다. 조형예술가로 자신의 창작 이력을 시작했던 안젤라 리치

평범해 보이는 할머니들이 강남구청 앞에서 매일같이 함께 먹고 자며 밤샘농성을

루키는, 삶의 동반자이기도 한 아르메니아계 감독 예르반트 지아니키안과

벌인다. 할머니들은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일까?
봄프로젝트 10주년 기념 특별상영 03 3.22(금) 12:00 @2관/ 3.26(화) 16:00 @2관

옥탑방 열기 Summer Days in Bloom

더불어 작업한 영화들을 1970년대 중반부터 발표한다. 발견된 20세기 초반
의 필름들을 주재료로 삼아 “발췌 편집”한 그들의 작품은, 지난 세기를 관통
하여 오늘날까지 세계를 지배하는 폭력과 학살, 전쟁의 뿌리와 전개를 생생

고유정, 노은지 Ujung Go, Eunji Roh | 2012 | DCP | Color | 70min | 한글자막

히 증언하는 ‘아카이브’라 불린다.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영화 계보의 일원

HIV/AIDS 감염 이후 10년 만에 처음 열렬한 사랑을 하게 된 가브리엘, 그리고 10

이었으나, 그간 한국에 상대적으로 덜 소개되어왔던 안젤라 리치 루키와

년 전 HIV/AIDS 감염 이후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의 애인 두열. 두 사

예르반트 지아니키안의 세계를 이번을 계기로 더욱 깊이 소개하고자 한다.

람은 옥탑방에서 함께 살기로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열은 가브리엘과 말다
툼을 하고 옥탑방을 나간다. 다시 연락하고 만나는 두 사람. 두열은 옥탑방을 왜
나가는 걸까?

해외초청전 02 3.24(일) 14:30 @1관_CT/ 3.28(목) 13:00 @1관

야만의 땅 Babaric Land
안젤라 리치 루키, 예르반트 지아니키안 Angela Ricci Lucchi, Yervant Gianikian
프랑스 | 2013 | DCP | Color | 65min | 한글, 영어자막

해외초청전 SIDOF Focus in Overseas

동남아시아 다큐멘터리 포럼 Hara Kazuo Special

무솔리니 집권기 에티오피아에 주둔해 있던 이탈리아 군인들의 기록물을 중심으로
재편집된 <야만의 땅>의 이미지들은, 21세기를 사유하도록 관객을 견인하는 내레이
션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창작물로 탈바꿈한다. 이 아름답고도 격렬한 경험에는 필연
적으로 저항이라는 실천이 따른다.
해외초청전 03 3.24(일) 12:30 @1관/ 3.25(월) 13:00 @1관

인디다큐페스티발2019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트랜스:아시아영상문화연구소’

동양 이미지 - 반달 투어리즘 Images of the Orient - Vandal Tourism

와 공동으로 동남아시아 다큐멘터리 포럼을 개최한다. 경제 논리를 중심

안젤라 리치 루키, 예르반트 지아니키안 Angela Ricci Lucchi, Yervant Gianikian

으로 삼아 아세안과 교류하려는 흐름이 지배적인 지금, 우리는 다큐멘터리

프랑스, 이탈리아 | 2001 | DCP | Color | 62min | 한글자막

다시 인식하려 한다. 이번 포럼에 초대된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근작 다큐

인도 등 아시아 식민지에 처음 발을 디딘 뒤 여행하고 “경영”한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
까? 과거의 이미지들은, 이민과 인종 문제, ‘오리엔탈리즘’이 격렬히 충돌하고 있는 현
재와 강력하게 공명한다.

멘터리들은 각국의 정치, 문화, 사회상이 예민하고 치열하게 반영되어

해외초청전 04 3.24(일) 11:00 @1관/ 3.26(화) 20:30 @2관

와 무빙 이미지를 가장 활발히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 동남아시아를

있는 한편, 한국 다큐멘터리와 매우 닮아 있기도 하다. '비어 있는 동질적 시

정상에선 모든 것이 조용하다 On the heights all is peace

간'을 영화로 채워, '심원한 우애를 바탕으로' 작품과 창작자, 관객의 운명을

안젤라 리치 루키, 예르반트 지아니키안 Angela Ricci Lucchi, Yervant Gianikian

공유하길 염원하는 새로운 시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이탈리아 | 1999 | DCP | Color | 72min | 한글자막

공동주최

12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편에 섰으나 연합국이 유리하다 여기고
말을 갈아탄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의 동맹국 독일과 알프스 산맥을 두고 전투를 벌
인다. 전쟁 기록 영화의 선구자였던 루카 코메리오가 촬영한 필름 등을 재편집한 이미
지를 로베르트 무질의 텍스트가 동반하여 20세기 제국주의 전면전의 초상을 그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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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 SIDOF Event

시네
토크

시네토크1

따로 또 같이 다큐멘터리 만들기
- ‘탁주조합’의 사례

3.25.(월) 19:30 <상>, <적막의 경관>, <야경> 상영 후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
사회 김보람(인디다큐페스티발2019 집행위원, 푸른영상)
참석 김지곤(<리틀보이 12725> 연출)
오민욱(<상>, <적막의 경관>, <야경> 연출)
시네토크2

비가시적인 것의 현전 - 김응수 영화의 방법론

3.26.(화) 19:00 <오, 사랑> 상영 후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
사회 권은혜(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참석 김응수(<산나리>, <오, 사랑> 연출)

프로그래머와 함께 하는 인디다큐페스티발 미리보기
3.13(수) 19:00ㅣ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진행 신은실(인디다큐페스티발2019 집행위원)
이도훈(인디다큐페스티발2019 국내신작전 프로그래머)

강연

저항의 고고학: 안젤라 리치 루키,
예르반트 지아니키안 특별전
3.24.(일) 14:30 <야만의 땅> 상영 후

다큐멘터리스트의 밤
3.26.(화) 21:00

포럼

포럼 1

경험하지 않은, 당사자성 너머의
역사에 관한 영화적 재현

3.24.(일) 19:00ㅣ공중캠프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
강연 유운성(영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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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정지혜(인디다큐페스티발2019 집행위원)
토론 이승민(다큐멘터리 연구자)
강상우(<김군> 연출)
정일건(<나의 노래: 메아리> 연출)
포럼 2

인디다큐 새 얼굴 찾기 ‘봄’ 프로젝트 10주년 기념 포럼
- 신진작가 제작지원 프로젝트 ’봄’의 새 활로 찾기

3.26.(화) 18:00ㅣ공중캠프
진행 김보람, 나바루, 박배일, 박주환, 박향진, 이병기, 주현숙
(10주년 포럼 기획팀)
내용 1. ’봄’ 프로젝트가 걸어온 길과 현재의 고민들
2. 그룹토론: 신진작가 지원제도의 변화된 지형과 가치 판단
3. 새로운 ‘봄’ 상상하기
포럼 3

동남아시아 다큐멘터리 포럼

3.27.(수) 19:00 <엄마의 외길>, <빛의 환영> 상영 후

<인디다큐 새얼굴 찾기 ‘봄’>은 독립다큐멘터리를 시작하는 신진 다큐
멘터리 감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작경력과 포트폴리오
의 완성도를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던 기존의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제도를 뛰어넘어 ‘인디다큐의 새얼굴’을 찾습니다. 제작 경험
이 없어도, 장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해도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관
사회 박배일(인디다큐페스티발2019 집행위원)

지원자에게는 튜터링 및 제작과정에 필요한 워크숍, 컨설팅 등의 공동

참석 김소영(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상이론과 교수)

교육과 제작비를 지원하며 다음 해 인디다큐페스티발에서 상영합니다.

다그 윙베슨(University of Nottingham Malaysia 교수)
바니 나수티온(<엄마의 외길> 연출)

14

15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관람요금
일반상영작 7,000원

G 전체 관람가 General

개막식

10,000원

12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폐막식

7,000원

15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18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2019.3.21(목) - 3.28(목) 10:00 - 20:00

E

영어자막 or 영어대사 English Subtitles or Dialogue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매표소(10층)

K

한글자막 Korean Subtitles

N

비영어대사 Non English subtitle

GV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CT

강연 / 시네토크 / 포럼 Lecture / Cine Talk / Forum

현장판매 *당일발권 및 예매가능

인터넷예매
롯데시네마 www.lottecinema.co.kr
movie.interpark.com
인터파크
맥스무비

www.maxmovie.com

예스24

movie.ye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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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권 *당일 현장에서만 발권 가능

3월 21일(목)

2019.3.21(목) - 3.28(목)

롯데시네마 1관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19:00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관객 부스(8층)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Title

개막식

80min

Opening

56sec

12

E

방문
The Strangers

Ceremony

* 초대권으로 개/폐막식을 제외한 인디다큐페스티발2019의 상영작 1편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개막작 Opening Film

* 초대권으로는 당일 상영작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매 불가)
* 초대권은 상영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상영작의 입장권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 초대권으로 발권한 입장권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좌석은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매진 시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3월 22일(금)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Title

롯데시네마 1관
12:00

올해의 초점6

73min

G

산나리
mountain rily

35sec
14:00

올해의 초점7

59min

12

39sec

K

상 Phase

E

적막의 경관
A landscape between past and future

상영관 안내 Theater Information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야경 Night Scene
15:30

공중캠프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76

홍대입구역
17:30 방면

(동교동 166-14) 와이즈파크 8층

20:00

Tel. 1544-8855

신촌로터리
12:00 방면

2호선 홍대입구역 8번 출구

99min

올해의 초점8

동진시장
47sec

올해의 초점3

동교삼거리

롯데시네마 2관

지하철

올해의 초점2

국내신작전5

12

K

88min

G

K,E

103min

수협

70min

12

리틀보이 12725
Little Boy 12725

G

GV

기억의 전쟁 A War of Memories

K

로그북 LOGBOOK

K

옥탑방 열기

연희로

봄프로젝트

Summer Days in Bloom

10주년 기념
특별상영3

버스 *홍대입구(중) 정류장 하차

13:30

국내신작전10

간선(B) 271, 602, 603, 604, 760

97min

G

GV

G

GV

동물, 원
Garden, Zoological

56sec

지선(G) 5712, 5714, 6712, 6716, 7016, 7612, 7711 광역(R) 921

16:00

국내신작전16

69min

K,E

밤낮 Night and Day

41sec

주차 안내

K,E,N

당일 영화티켓 소지시

영화티켓 미소지시

평일 3시간 / 주말 2시간 30분 무료

기본 30분 2,000원

E
18:00

이후 추가 10분당 1,000원

봄프로젝트

80min

10주년 기념

59sec

G

·티켓 환불시 주차할인권도 회수됩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20:00

국내신작전15

89min

우리 아버지께 Prayer to our Father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Good-for-Nothing

특별상영1

·주차권 소지 후 매표소에서 주차할인권을 교부받아 사용(분실시 재발급 불가)하시면 됩니다.

463 Poem of the lost

15

GV

E

모래 My Father's House

K

부당, 쓰러지지 않는

59sec

Finally Endless

보이지 않는 아이들
Invisiable child
K,E

16

례 Courtesy

17

3월 23일(토)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Title

롯데시네마 1관
11:00

국내신작전6

88min

G

GV

E

국내신작전1

80min

국내신작전2

120min

공사의 희로애락

12

GV

E

방문

국내신작전12

83min

18

K

12

GV

K

52sec

E

75min

72min

12

K

12:30

해외초청전3

62min

12

K

75미터의 끝에서

G

GV

해외초청전2

65min

12

CT

17:30

국내신작전3

122min

G

GV

G

GV

K,E

보이지 않는 배우들

15sec
20:30

국내신작전8

80min

Invisible Actors
E

34sec

롯데시네마 2관

The Will

11:00

국내신작전11

85min

Glow job

G

GV

K,E

12

GV

K

올해의초점4

120min

국내신작전17

63min

12

E

SFdrome: 주세죽

16:00

올해의초점1

눈의 마음: 이후

E

89min

12

GV

E

G

GV

K,E

18:30

국내신작전16

69min

국내신작전9

103min

12

GV

K,E

59sec

국내신작전14

77min

GV

K,E,N
E

사수

편안한 밤
Night of collapse

K

E

G

GV

E

56sec
74min

Prayer to our Father
20:30

국내신작전10

97min

G

동물, 원

56sec

Garden, Zoological

GV

11:00

80min

12

GV

E

13:00

해외초청전3

62min

방문
The Strangers

12

K

Images of the Orient -

12 하고 24

오늘과 내일

94. 비디오앨범
94. Video Album

E

Title

CITY OF GIGAS

My dream
E

국내신작전1

56sec

Vandal Tourism
15:00

올해의초점1

89min

12

E

5sec
17:00

Moscow Chicken Stew
K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동양 이미지 - 반달 투어리즘
투어리즘

모스크바 닭도리탕

55sec

Section

롯데시네마 1관

거대 생명체들의 도시

12 AND 24
G

3월 25일(월)

환영의 도시
Fireworks

국내신작전13

우리 아버지께

Deportees
E

101min

463 Poem of the lost

추방자들

3sec

국내신작전7

밤낮

스윗 골든 키위

For dear life
G

김군

Night and Day

41sec

Sweet Golden Kiwi

18

나의 노래: 메아리

KIM-GUN

5sec

SFdrome

Heart of Snow: afterlife

20:30

기프실
Gipeusil

16sec
13:00

야광

Re-sound

E

18:00

야만의 땅
Babaric Land

길모퉁이가게

37sec

15:30

동양 이미지 - 반달 투어리즘
투어리즘
Vandal Tourism

14:30

롯데시네마 2관

13:00

정상에선 모든 것이 조용하다

Images of the Orient -

유언

A Corner Shop

11:00

Title

On the heights all is peace

망치

On the Edge of 75 metres

국내신작전4

해외초청전4

한국인을 관두는 법

HAMMERING
E

20:30

11:00

The Strangers

How to stop being Korean
18:00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Under construction

56sec
15:30

Section

롯데시네마 1관
53sec

13:30

3월 24일(일)

19:30

올해의 초점2

99min

올해의 초점8

47sec

올해의 초점7

59min

김군
KIM-GUN

12

GV

K

리틀보이 12725
Little Boy 12725

12

CT

K

39sec

상
Phase

E

적막의 경관
A landscape between past
and future

핑크페미

야경

Pink-Femi

Night Scene

19

롯데시네마 2관
11:00

3월 27일(수)
국내신작전12

83min

12

GV

52sec

K

망치 HAMMERING

롯데시네마 1관

E

75미터의 끝에서

12:00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Title

국내신작전7

101min

E

12 하고 24

E

야광

56sec

On the Edge of 75 metres
E
13:00

국내신작전14

77min

G

추방자들 Deportees

GV

3sec

유언 The Will

E

편안한 밤 Night of collapse

K

환영의 도시 Fireworks

E

거대 생명체들의 도시

14:30

국내신작전8

80min

G

GV

G

Glow job

34sec
17:00

국내신작전17

63min
37sec

12

GV

국내신작전13

74min

G

GV

모스크바 닭도리탕

55sec

17:30

국내신작전15

89min

Moscow Chicken Stew

15

GV

59sec

20:00

올해의 초점3

88min

K

오늘과 내일 My dream

E

94. 비디오앨범 94. Video Album

E

핑크페미 Pink-Femi

K

부당, 쓰러지지 않는 Finally Endless

G

GV

례 Courtesy

K,E

기억의 전쟁 A War of Memories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Title

국내신작전3

122min

보이지 않는 배우들

눈의 마음: 이후
Heart of Snow: afterlife

19:00

해외초청전1

86min

12

CT

스윗 골든 키위 Sweet Golden Kiwi

K,E

엄마의 외길 Along the One Way

K,E

빛의 환영
Phantom of Illumination

롯데시네마 2관
11:00

국내신작전4

75min

G

GV

길모퉁이가게
A Corner Shop

13:00

국내신작전9

103min

12

GV

K,E

59sec
15:30

올해의초점4

120min

사수
For dear life

12

K

나의 노래: 메아리
Re-sound

18:00

국내신작전1

85min

G

K,E

G

E

16sec

3월 26일(화)

SFdrome: 주세죽
SFdrome

E

보이지 않는 아이들 Invisiable child
K,E

E

E

CITY OF GIGAS
15:30

12 AND 24

20:30

국내신작전6

88min

기프실
Gipeusil

53sec

공사의 희로애락
Under construction

롯데시네마 1관
12:00

G

GV

GV

15sec

Invisible Actors

15:00

해외초청전1

86min

12

17:30

올해의 초점6

73min

G

올해의 초점5

75min

K,E

빛의 환영 Phantom of Illumination

13:00

해외초청전2

65min

12

15:00

올해의 초점5

75min

G

산나리

CT

oh, love

19:00

120min

18

K

폐막작 Closing Film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관객상 수상작

폐막식

봄프로젝트

108min

G

E

Ceremony

한국인을 관두는 법
How to stop being Korean

14:00

oh, love

Closing

국내신작전2

친밀한 가족

롯데시네마 2관
12:00

특별상영2

E

꽃피는 편지
A letter that bloom flowers

K

다큐멘터리

60min

GV

수료작
14:00

봄프로젝트

80min

10주년 기념

59sec

G

아빠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Good-for-Nothing

특별상영1

우리보고 죽우란 말이냐

E

WE WILL NEVER DIE
16:00

봄프로젝트

70min

12

K

옥탑방 열기
Summer Days in Bloom

10주년 기념
특별상영3
18:00

103min

G

GV

K

로그북

16:00

봄프로젝트

108min

G

GV

E

해외초청전4

72min

12

K

정상에선 모든 것이 조용하다
On the heights all is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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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가족
The Close Family

10주년 기념
E

꽃피는 편지
A letter that bloom flowers

LOGBOOK
20:30

모래
My Father's House

특별상영2
국내신작전5

인디다큐와 미디액트가 함께하는
다큐멘터리 제작 “실험, 진보,
대화” 워크숍 수료작

제작 워크숍

The Close Family

10주년 기념

야만의 땅

오, 사랑

15sec

오, 사랑

15sec

K,E

Title

Babaric Land

롯데시네마 2관
11:00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롯데시네마 1관

mountain rily
G

Section

엄마의 외길 Along the One Way

35sec
19:00

3월 28일(목)

K,E

K

우리보고 죽우란 말이냐
WE WILL NEVER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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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 에티켓 Etiquette for SIDOF

후원 안내 SIDOF Support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영화제,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인디다큐페스티발과 함께 해주세요!

정시 입장/ 정시 상영

인디다큐페스티발2019의 모든 상영은 정시 입장 및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장편 섹션의 경우 상영 시작 후 15분까지, 단편 섹션의 경우
첫 번째 작품이 끝난 후에만 입장을 허용합니다.
단, 지정좌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국내 독립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제작자 발굴과 흐름을 주도해온

입장권 소지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실험, 진보, 대화’라는 슬로건으로 사회적

입장권을 소지해야만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과 미학적 성취를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자, 연구자, 관객과

원활한 상영관 입장을 위해 입장권을 미리 소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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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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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금지

페스티발이 보다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친구가 되어주세요!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사진과 동영상 촬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시후원
관객과의 대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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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1005-702-804202 인디다큐페스티발
후원금을 입금하신 후,
인디다큐페스티발 사무국 02-362-3163 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름, 연락처, 주소를 sidof_@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MS 정기후원
CMS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매월 20일 후원회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출금
하여 인디다큐페스티발의 계좌로 자동이체 되는 서비스입니다.
인디다큐페스티발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무국 02-3623163 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름, 연락처, 주소, 출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후원약정액(5,000원 이상)을 sidof_@naver.com 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CMS 출금에만 사용됩니다.
* 영화제 기간 동안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관객 부스에서도 신청가능
* 후원금 출금시 (사)한국독립영화협회로 기록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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