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 진보, 대화’는
인디다큐페스티발이 지향하는
독립다큐멘터리의
정신입니다.
실험 Experiment!
독립다큐멘터리는 기존의 관습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펼쳐 보이는
실험성을 발휘하여 왔습니다. 독립다큐멘터리의 실험정신은
영화적 세계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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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삶의 영역에서도 진보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영화와 삶의 긴장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독립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다른 세상을 마주하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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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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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폐막식 Opening & Closing Ceremony
개막식 Opening Ceremony
2016.3.24(목) 19:00 |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2관
사회 김수경(인디다큐페스티발2016 집행위원)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주최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주관 인디다큐페스티발2016 집행위원회
후원

개막작 Opening Film 사람이 산다 Slice Room
송윤혁 Yunhyeok Song│2015│HD│color│69min│자막없음│전체관람가
협찬

폐막식 Closing Ceremony
2016.3.31(목) 19:00 |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2관
본 카탈로그는 3월 14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이후 변동 사항은 인디다큐페스티발 홈페이지(www.sidof.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is Ticket Catalogue was printed off on.

Please check out website (www.sidof.org) periodically for changes.

폐막작 Closing Film 인디다큐페스티발2016 관객상 수상작

국내신작전 SIDOF Choice

국내신작전4 인터뷰, 영혼의 목소리 3.25(금) 11:00 2관_GV / 3.27(일) 13:00 3관_GV

이름없는 자들의 이름 The name of the nameless
박영임 Youngim Park│2015│DCP│color+B&W│64min│영어자막

6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다. 아주 솔직하고 깊은 대답과 마음을 파
고드는 이미지들. 견고한 일상이 갈라져서, 내가 빠져버릴 것 같은 순간들. 삶에서 나를
간지럽히는 것들. 반응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 아무렇지 않은 질문에 아무렇
지 않지 않은 대답을 원합니다.
국내신작전5 송전탑에 가려진 사람들 3.27(일) 11:00 3관_GV / 3.30(수) 13:00 3관_GV

즐거운 나의 집 101 Home Sweet Home 101
련 Ryun│2015│DCP│color│88min│영어자막

밀양투쟁 최후의 거점이었던 4개 농성장 중 하나, 101번 농성장 이야기. 물도 전기도 없
어 물 한 병, 그릇 하나 다 등짐을 지고 올라야 했던 외딴 농성장. 하지만 농성장은 어느
틈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다. 주민과 연대
자들의 공동체 ‘즐거운 나의 집’을 건설한 사람들의 이야기.
국내신작전1 다큐멘터리의 힘 3.26(토) 18:00 3관_GV / 3.28(월) 11:00 2관_GV

국내신작전6 세밀하게 기억하는 공간 3.26(토) 11:00 2관 / 3.29(화) 17:30 2관_GV

사람이 산다 Slice Room

범전 A Roar of the Prairie

송윤혁 Yunhyeok Song│2015│HD│color│69min│자막없음

오민욱 Minwook Oh│2015│HD│color│86min 17sec│한글자막

창현은 부족한 기초수급비 때문에 부정수급단속의 눈을 피해 몰래 하는 아르바이트로 생

부산의 범전동. 조용하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민방위 훈련을 알리는 익숙한 사이렌이 들

계를 이어간다. 일수는 27살의 젊은 나이에 결핵, 고위험성당뇨, 고혈압으로 기초수급자의

려온다.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날이 개이고 바람이 느껴진다. 동해남부선 위를 달리는

삶을 살고 있다. 남선은 부양의무제도로 수급을 포기하게 되고 폐지수집으로 쪽방생활을

기차가 일으킨 것인지, 아름다운 초원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에서 불어온 것인

해보려 하지만 월세와 생활비 감당은 녹록한 문제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지 묘연하기만 한 그 바람은 ‘사라진 마을(돌출마을)’을 지나 ‘붉은 골목(300번지)에 이

쪽방. 그들을 굴레 속에 가두는 제도. 일 년 동안의 쪽방의 기록으로 빈곤의 굴레를 본다.

르고 ‘굉음’으로 사라진다.

국내신작전2 아주 특별한 친구를 사귀다 3.25(금) 20:00 2관 / 3.31(목) 13:00 2관

국내신작전7 국적없는 플랫폼 사이에서 3.28(월) 15:00 2관 / 3.30(수) 20:00 2관_GV

스페셜 애니 Special Annie

도시를 떠돌다 Drifting City

김현경 Hyunkyung Kim│2015│DCP│color│87min│한글,영어자막

김정 Jeong Kim│2015│DCP│color│65min│한글자막

되는 일 하나 없이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던 나는 뉴욕에서 우연히 애니라는

로베르토는 대학원에서 중국 광조우의 아프리칸 상인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로베르

이름의 명랑씩씩한 미국 아줌마를 알게 된다. 나는 이상하게 애니의 모습에서 자꾸만

토가 광조우로 가는 길에 중국계 호주인인 나디미가 동행한다. 카메라가 따라간다. 낮에

한국에 있는 언니의 모습이 겹친다. 외로운 외국인 노처녀와 에이즈환자인 애니가 만나

는 무역상, 밤에는 힙합가수로 활동하는 디바오차를 만난다. 광조우의 아프리카인 디바오

쌓아가는 우정의 기록. 덤으로 귀여운 뚱보 고양이 한 마리 등장.

차의 등장은 예측 불가능한 세계화 시대의 알레고리다. 열린 상처처럼 쓰라리고 아픈 이
방인, 이주민들의 사랑과 희망을 찾는 끝없는 이동. 세계 도시들의 Stateless Platform.

국내신작전3 여성노동의 새로운 뜨개질 3.27(일) 11:00 2관_GV / 3.29(화) 15:00 2관_GV

야근 대신 뜨개질 The Knitting Club

국내신작전8 할머니와 손녀의 수채화 3.25(금) 13:00 2관 / 3.27(일) 20:30 3관_GV

박소현 Sohyun Park│2015│DCP│color│105min│영어자막

할머니의 먼 집 Dear Grandma

주말 근무와 야근에 지친 나나와 동료들은 이런 생활이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문득 깨

이소현 Sohyun Lee│2015│DCP│color│95min│자막없음

닫는다. 야근 대신 재미있는 걸 해보기로 한다. 그녀들의 첫 시도는 다름 아닌 ‘뜨개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여름,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할머니가 수면제를 모아 자살

헌 티셔츠를 잘라 만든 실로 뜨개질을 해서 삭막한 도시를 알록달록 물들이자! 모두가

을 시도했다고 한다. 나는 할머니가 나를 떠나지 못하도록 지키기로 결심하고 할머니 곁

잠든 새벽에 이루어진 ‘도시 테러’에 한껏 고무된 멤버들은 장기적인 퍼포먼스 계획을 세

으로 갔다. 그런데 왜 할머니는 죽으려고 했을까? 나는 할머니와 함께 보내며 조금씩 할

우지만, 그녀들의 프로젝트가 순조롭지만은 않다.

머니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04

05

국내신작전9 편견과 차별에 대한 발랄한 도전 3.26(토) 11:00 3관 / 3.28(월) 14:30 3관

국내신작전12 이상한 세상을 향한 날선 도전 3.26(토) 20:00 2관_GV / 3.29(화) 13:00 2관_GV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 Areum

광화문의 어떤 하루 A day in Gwanghwamun

박강아름 Areum Parkkang│2015│DCP│color│93min 6sec│자막없음

김경만 Kyungman Kim│2015│HD│color│13min│자막없음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하고 싶은 아름. 그러나 소개팅은 오늘도 실패다. 친구들은 그에

2014년 6월 1일 세월호 참사 46일후, 6.4 지방선거 3일전. 광화문에서 우리시대의 후안

게 조언한다. 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너를 꾸미려고 하지 않아! 정말로 내가 사

무치함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랑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예쁘지 않아서일까?

알바하는 당신이 꼭 봐야할 영화 The Movie for Part-time Job
국내신작전10 내가 읽는 여성과 삶 3.27(일) 18:00 2관_GV / 3.31(목) 15:00 2관_GV

서원철 Woncheol Seo│2015│HD│color│14min│한글자막

같이 Solidarity: today, and every day

알바생이었던 내가 주휴수당을 받았던 사건을 보여준다. 현재 이희준 씨도 주휴수당을

2015 봄 프로젝트 제작지원작

이병기 Byungki Lee│2016│HD│color│50min│자막없음

받기위해 노력한다. 과연 이희준 씨는 받을 수 있을까? 또한 노동청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고 사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위장면접을 시도한다.

대학생인 ‘나’는 학교 청소노동자들의 천막농성 이후 1년 째 그들을 기록하고 있다. 하
지만 여전히 그들을 찍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청소노동자들과 보낸 지난 1년의 시간
은 어떤 의미였을까.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밀양 Act as a media in Miryang
방준극,유민아,전상의,박주환,이인현,최승철,문성준,엄희찬,백선,주강민,황지민,련,최종호,윤가현,

그녀들의 점심시간 Ladies’ Lunchtime

2015 봄 프로젝트 제작지원작

윤형근 Jungeuk Bang, Mina Yu, Sangui Jeon, Juhwan Park, Inhyeon Lee, Seungcheol Choi,
Seongjun Moon, Huichan Eom, Seon Baek, Gangmin Ju, Jimin Hwang, Ryeon, Jongho Choi,

구대희 Daehee Koo│2016│HD│color│50min│자막없음

Gahyeon Yoon, Hyeonggeun Yoon│2015│HD│color│54min│자막없음

각양각색 여자들의 점심시간 풍경,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여자들의 삶과 이야기들.

행정대집행 1년 후 각지에서 미디어활동가들이 밀양에 모여 마을로 들어간다. 밀양 주
민들은 송전탑 이전의 자신의 이야기와 6.11 이후 송전탑을 안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

국내신작전11 아, 눈물과 불안과 허무여!

3.26(토) 18:00 2관_GV / 3.31(목) 13:00 3관_GV

한다. 그리고 송전탑이 뽑힌 내일을 상상해본다.

김수영, 불온한 시절 Kim, Soo-young, the Period of Turbulence
권라임,김건영,문종현,배혜원,오온유,임정서
Lime Gwon, Geonyoung Kim, Jonghyun Moon, Hyeweon Bae, Onyou Oh, Jungsuh Sue Lim
2015│DCP│color+B&W│31min 54sec│영어자막

여섯 명의 사람은 김수영이 생전에 쓴 시와 산문을 읽고, 그 속에서 발견한 키워드를 글

국내신작전13 시간을 붙잡는 카메라 3.26(토) 15:30 3관_GV / 3.30(수) 11:00 3관_GV

천국 장의사 Heaven’s touch

이 쓰인 시대와 현재의 시점에서 다각도로 바라본다. 공간과 온도, 영상과 음악을 통해

신나리 Nari Shin│2015│DCP│color│19min 44sec│한글자막

대한민국 현대사는 재구성된다.

옛 건물의 죽음들이 치러지는 곳에서 사람의 죽음을 마무리 하는 사람...그리고 나.

1968년, 눈물의 영화 The film of tears, 1968

서울의 입구 The Entrance to Seoul

권진경 Jinkyeong Kwon│2016│HD│color+B&W│8min 29sec│자막없음

김다연 Dayeon Kim│2015│HD│color│11min 26sec│자막없음

1968년 겨울 남산에 올라가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부둥켜 우는 남녀의 이야기를

어둠 속에서 깜박거리는 네온사인 패턴들이 건네는 말들, 서울이라는 도시가 그려내는

시작으로, 60년대 한국 영화에 등장하는 극중 인물들이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밤의 이미지들을 직조하다.

이 연이어 이어진다. 이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대상에 원인이
있었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긴 했지만, 자신들을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영화는 마무리된다.

사라질 것들, 살아갈 곳들 To leave and To live
이철우 Cheolwoo Lee│2015│HD│color│13min 11sec│영어자막

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 A Clean, Well-Lighted Place

통장을 맡아서 동네 소식을 전하고 저녁에 심심할 땐 악기 연주를 하는 쌀집 아저씨, 꾸준히

고재홍 Jaehong Go│2015│HD│color│21min 23sec│자막없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리사 아저씨, 주민들의 머리를 책임져 주었던 이발소 아저씨, 어른이

대학교에 다닐 때 한 영문학과 교수가 내게 말했었다. ‘문학이 삶의 지도가 되어 줄 것이
다.’ 당시엔 흘려들었던 그 말이, 졸업을 하니 점점 와 닿기 시작했다. 내가 바라보는 사회

되어버린 아이들의 추억이야기가 삶의 소소한 낙이라는 문방구 아저씨. 변화의 흐름에 따라
필요성을 잃게 되어 열심히 살아온 공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다.

의 풍경 속엔 당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문학의 문장들이 겹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자주 길을 잃었고 답답한 마음에 교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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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파라다이스 Adieu, Paradise

봉준호를 찾아서 Searching for Bong

이강옥 Kangok Lee│2015│HD│color│22min│한글,영어자막

정하림 Harim Jeong│2015│HD│color│21min 13sec│한글자막

2015년 3월 1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낙원에서의 마지막 영화제 “아듀, 파라다이스” 기

훌륭한 영화인이 되고 싶은 우리의 꿈과 달리 어른들이 말하는 영화판은 험난하기만 하

간 동안 바라본 낙원동과 서울아트시네마. 마지막 영화제를 맞아, 지금이 아니면 이제

다. 우린 고민 끝에 우리의 우상인 봉준호 감독님을 찾아 나서는데…

다시는 촬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바쁘게 카메라를 들었다.

덩어리 The lump
오재형 Jaehyung Oh│2016│HD│color│18min 32sec│자막없음
국내신작전14 이주민 목소리 그리기 3.25(금) 13:00 3관_GV / 3.27(일) 20:30 2관_GV

꽃피는 편지 Blossom Letters

UFO가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확실한 증거는 없다. 몸
안에 이상한 덩어리가 있다고 믿는 친구와 내가 있다. 역시 확실한 증거는 없다.

2015 봄 프로젝트 제작지원작

강희진 Jude Kang│2016│HD│color+B&W│11min│자막없음

두 20대 새터민 여성의 남한 정착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국내신작전16 가슴 끝에서 오는 끈끈함 3.25(금) 20:00 3관_GV / 3.28(월) 13:00 2관_GV

별헤는 밤 Counting stars at night in Garibong

늙은 연꽃 The old lotus

최아람 Aram Choi│2015│HD│color│24min 40sec│한글자막

장윤미 Yunmi Jang│2015│HD│color│30min│자막없음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아는 시 ‘별 헤는 밤’의 시인 윤동주.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은 중

내 할머니가 하루하루 기억을 잃어 간다. 60년을 살아 온 집에 여전히 살고 있는 할머

국 길림, 즉 지금의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독립운동을 위

니를 찾아갔다.

해 두만강을 건너갔던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다시 할아버지의 고향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
다. 별이 채 지지 않은 가리봉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인력을 실어 나르는 차의 불빛들과 가
리봉 시장 특유의 묘한 불빛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별 헤는 사람들이 있다.

내동공간(來同空間), 남동공단 My fact_or_Y

워크맨 The Walkman
김혜련 Herian Kim│2015│HD│color+B&W│12min│한글자막

아파트 단지 안 공원에 90대 노인이 여느 때처럼 걸어 들어온다. 공원에서 젊은 노인들
이 장기를 두고 있는데, 세대가 다른 이 노인에게는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다. 구경만 하

박군제 Koonje Park│2015│HD│color│16min 24sec│한글자막

던 주인공 노인은 옆 벤치에 앉았다가 그 옆에 놓인 ‘워크맨’을 발견한다. 그는 잠시 망설

나는 마석공단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그것은 어릴 적 인천 남동공단에서 외국인 노

이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거꾸로 된 모양의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그러자 갑자기 노인

동자와 함께 했던 기억 때문이었다. 그러다 부모님과 전혀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

은 거꾸로 행동하기 시작하면서 삶과 세상이 되감기된다.

를 알게 되었는데, 왜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날고 싶어 Why not, Shanta

매듭 A man who was not my dad
2015 봄 프로젝트 제작지원작

김준형 Junhyeong Kim│2015│HD│color│28min 35sec│자막없음

산타 모니카 Shanta│2016│HD│color│35min│한글자막

금호동 철거지역에서 살던 연출가 본인은 이사를 하던 날 자신이 이 곳에서 아버지와 살았

나는 평범한 20대 이다. 내가 ‘마석’에 사는 ‘이주 여성’이라는 사실만 빼면 말이다. 초등

던 기억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금호동에서 살던 주민들의 기억과 자신의 기억, 그

학교 때부터 이제까지 쭈욱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나는 내 이름으로 불리기

리고 동네의 흔적들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다큐로 만들기 위해 기록하던 중, 본인은 자신

보다는 이주 아동에서 이주 청소년을 거쳐 현재는 이주 청년 혹은 이주 여성으로 불린

이 찾고 싶었던 것은 사라진 기억이 아니라 10년 전에 사라진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 나는 카메라로 내 일상과 주변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너무 가까워서 미처 몰랐던 가
족들의 꿈과 고민을 보게 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한다.

국내신작전15 첫 자리에서 끝을 본다

3.27(일) 16:00 2관_GV / 3.30(수) 15:30 3관_GV

퍼펙트마라톤 Perfect Marathon
박윤진 Yunjin Park│2015│HD│color│28min│한글자막

우리는 사귄지 1000일이 된 커플이다.
이 마라톤 종점에서 헤어지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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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초점 SIDOF Focus

당신의 삶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불온한 당신의 이야기

차별과 혐오가 시대를 묘파하는 키워드가 되어버린 2016년. 기록의
장에서 배제되고 잊혀진 여성 성소수자들의 삶을 복원하는 시선을
아시아로도 확장해 온 여성영상집단 ‘움’ 이영 감독의 작품을 통해
성소수자 기록의 프레임이 진화해온 과정을 톺아본다.
올해의 초점3

3.25(금) 11:00 3관 / 3.27(일) 17:30 3관_CT

불온한 당신 Troublers
이영 Young Lee│2015│DCP│color│98min│영어자막

다큐멘터리 감독인 나는 “당신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비난하는 이들을 만났다.
혐오의 시대에 성소수자들은 ‘종북 게이’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은 ‘불온한 세력’이 되
어갔다. 혐오의 타깃은 사회적 소수자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확장되어 가고, 증오를 쏟아

역사를 기록하고 서술하는 주체로서의 다큐멘터리

최근 한일 협상을 계기로 다시 첨예한 이슈로 떠오른 ‘위안부’ 문제는
한국 근현대사 인식의 층위와 차이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작동해
왔다. 성노동 비범죄화 문제도 21세기 한국의 사회 제도 수립과
실천에 유사한 잣대가 되어가고 있다. 국가폭력에 맞선 이들의 삶,
여성사와 노동을 깊이 천착해온 경순 감독은 다시 한 번
역사의 소용돌이와 피할 수 없는 논쟁점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역사 서술 주체로 굳건히 서는 다큐멘터리의 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올해의 초점1

올해의 초점4

3.27(일) 15:00 3관_CT

Out :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Out : Smashing Homophobia Project
이영 Young Lee│2007│HD│color│110min│영어자막

10대 레즈비언 커밍아웃 이야기
Coming Out 천재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날 레즈비언이라고 말할까?”
Outing 초이 “그건 사랑 이었을까? 우정 이었을까?”
Outsider 꼬마 “엄마, 나 사실 레즈비언이야!”

3.24(목) 15:00 3관 / 3.28(월) 19:00 3관_CT

레드마리아2 Red Maria2
경순 Kyungsoon│2015│DCP│color│120min│한글,영어자막

한국의 성노동자 연희는 일본 성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위해 일본으로 떠난다. 일본의 야
마시타 영애는 매춘부 출신의 위안부가 운동에서 배제됐던 과정을 강의하기 위해 교
토로 향한다. 한국의 박유하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출판하고 위안부 할머
니들에게 고소를 당한다.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은 성노동자들과 피해자도 될 수 없었
던 매춘부 출신의 위안부 문제가 교차되며 영화는 기억에서 사라진 이야기들을 하나
씩 들춰낸다.

올해의 초점2

내던 사람들의 정체가 서서히 밝혀지는데….

대안교육의 좌충우돌 성장기와 입시 지옥의 끔찍한 현실의 만남

한 나라 전체가 홍역을 겪는 한국의 입시일 풍경은 국제 사회에서도
드문 일로 화제가 되곤 한다. 대학을 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학교 교육, 교육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해 도전하는 대안교육,
어느 하나도 쉬운 것은 없다. 교육에 살고, 교육에 죽는 지금 이곳의
삶을 어찌할 것인지, 다큐멘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두 작품을 통해 현재 한국의 교육지형도를 그려본다.

3.28(월) 16:30 3관_CT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What do people live for

올해의 초점5

3.24(목) 13:00 3관 / 3.29(화) 19:00 3관_CT

경순 Kyungsoon│2003│Digi Beta│color│111min│자막없음

소년, 달리다 Boys Run

유가족들의 422일간의 투쟁으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설

강석필 Seokpil Kang│2015│DCP│color│104min│영어자막

립됐다. 그 위원회에 죽은자들의 동지였던 민간조사관들과 군,경찰,기무사,국정원에서

민수와 상호는 마을에서 함께 자란 친구다.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택견을 가르치던

파견된 공무원 출신 조사관들이 함께 일을 한다. 그들의 목표는 진상규명이지만 목표를

사부님과 파란만장한 자전거 여행을 떠나고, 호시탐탐 모반을 꾀하던 소년들은 사부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은 여러 가지다. 미비한 권한과 높은 대의 그리고 그 속에 준

를 배신하게 되는데... 열일곱 소년에서 스물 셋 청년이 되기까지, 어설픈 청춘들의 인

비되지 않는 사람들의 갈등과 모순. 위원회는 바로 우리 시대의 얼굴이다.

간 성장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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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초점6

3.26(토) 13:00 3관_GV / 3.29(화) 17:00 3관_CT

공부의 나라 Reach for the SKY

포럼 기획 Forum Focus

최우영, 스티븐 두트 Wooyoung Choi, Steven Dhoedt
2015│DCP│color+B&W│90min│영어자막

“당신의 국적은 바꿔도 학력은 바꿀 수 없다” 한국의 아이비리그라 불리는 스카이
(S.K.Y) 대학 입학을 목표로 치열하게 공부하는 고3 학생들과 재수생의 대학입학 여정
을 일 년간 관찰하며, 수험생과 사교육 전문가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꿈’과 ‘스카이대학’
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칠전팔기(七顚八起) 입시관찰 다큐멘터리.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망각과 기억 사이를 잇는 다큐멘터리,
퍼즐을 맞추다

2년이 되어가는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거대한 참사 앞에서 사회는 잊으라 강요하지만 가슴 깊이 묻어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의문들이 남아있다. 그것을 풀지 못하면
안전한 사회를 마주할 수 없다. 416프로젝트 “망각과 기억”을 통해
잃어버리도록 강요됐던 우리의 기억을 퍼즐처럼 맞춰 복원시키고
독립다큐멘터리의 정통적인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본다.
올해의 초점7

3.30(수) 17:30 3관_CT

416프로젝트 “망각과 기억” 416 projects: oblivion and memory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4.16act Media Committee│2016┃HD┃color┃180min┃한글자막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과 함께 대한민국은 뒤흔들렸다. 그 충격은 오래 지속
될 것 같았지만 700일이 되어가는 지금, 마치 해결이라도 된 듯 잊고자 하는 모습에 좌
절하게 된다. 지금이야말로 망각의 조짐에 저항하며 기억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 416연대의 미디어위원회는 일곱 개의 옴니버스 영상을 기획했다. 무심한
시간은 상처를 치유도 해결도 해주지 않는다. 잊지 않으려는 공동의 노력만이 시간에 그

포스트-멜랑콜리아(Post-Melancholia)

최근 ‘사적 다큐멘터리’, 또는 ‘에세이 영화’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 흐름의 저류에는 불안에 대한 퇴행적인 방어의 산물
인 자기연민과 우울증(melancholia)의 정서가 자리 잡고 있다.
진정으로 ‘사적인 것(the private)’, 또는 ‘에세이적인 것(the essayistic)’
것은 신화적인(허구적인) ‘나’로의 퇴행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
나려는 모험이다. 예술적 실험은 그 모험의 다른 이름이자 표현이다.
미술과 영화, 픽션과 다큐멘터리라는 관습적인 경계를 위반/횡단하는
동시대 작품들을 모아, 사적 다큐멘터리 또는 에세이 영화의
진정한 정치성과 윤리성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다.

오디오 비주얼 필름 크리틱
올해의 초점8

3.25(금) 15:30 3관_GV / 3.28(월) 11:00 3관

오디오 비주얼 필름 크리틱 : 봉준호의 영화 세계
Audio-Visual Film Critic : The cinema world of Bong Junho
권은혜, 김경민, 김소희, 김수지, 김정아, 김지환, 김진형, 박순천, 우주인, 이무언, 이상욱,
임성훈, 최미연 Eunhye Kwon, Kyeongmin Kim, Sohui Kim, Sujie Kim, Jungah Kim, Jihwan
Kim, Jinhyung Kim, Soonchun Park, Juin Woo, Mooun Lee, Sangwook Lee, Sunghoon Lim,
Miyeon Choi│2016 | HD | Color | 90min | 자막없음

이 영화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세계에 대한 오디오 비주얼 필름 크리틱, 또는 에세이
필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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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기획1

3.26(토) 11:00 2관 / 3.29(화) 17:30 2관_GV

포럼 기획4

3.24(목) 15:00 2관 / 3.30(수) 13:00 2관_GV

범전 A Roar of the Prairie

와이상 I-image

오민욱 Minwook Oh│2015│HD│color│86min 17sec│한글자막

백종관 Jongkwan Paik│2015│HD│color+B&W│14min│자막없음

부산의 범전동. 조용하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민방위 훈련을 알리는 익숙한 사이렌이 들

안토니오 그람시의 서신집 [감옥에서 보낸 편지]를 펼쳐보니, 오래전 와이상에게 받았던

려온다. 내리던 비가 그치면서 날이 개이고 바람이 느껴진다. 동해남부선 위를 달리는

에반게리온 그림 엽서가 꽂혀 있다. 그람시가 에반게리온 애니메이션의 텅 빈 프레임들

기차가 일으킨 것인지, 아름다운 초원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에서 불어온 것인

에 주목했던 것처럼, 그는 와이상이 촬영한 영상들을 계속 돌려본다.

지 묘연하기만 한 그 바람은 ‘사라진 마을(돌출마을)’을 지나 ‘붉은 골목(300번지)에 이
르고 ‘굉음’으로 사라진다.

이야기의 역사, 역사의 이야기 Historia de Historia
김하경 달린 Hahkyung Darline Kim│2014│HD│color+B&W│27min│한글,스페인어자막

1905년, 대한(大韓)의 한 사내가 유카탄의 에네껜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묵서가(墨西哥)
포럼 기획2

3.24(목) 13:00 2관 / 3.29(화) 11:00 3관_GV

외곽 Marginalized
황선숙 Sunsook Hwang│2015│HD│color│77min│자막없음

사라진 풍경을 반복하여 찾아갔다. 가면이 벗기어진 것만 같은 유기된 외곽 도시가 웅크

로 향한다. 2015년, 멕시코에 뿌리를 내린 그 사내의 자녀들, 또 그들의 자녀들이 나눈 이
야기들-기억,증언,신화-속에서 사내가 되살아난다. 이야기들을 유도하는 “나”와 그 이야
기들을 다시금 수행해내는 “사내” 사이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대화가 진행되면서 실제와
허구의 경계가 흐려진다. 이야기들은 역사가 되고, 역사는 이야기가 되어간다.

리고 있었던 곳. 구호마냥 흔들리던 잃어버린 풍경이 거울처럼 되돌아오곤 하였다. 하지

적막의 경관 A landscape between past and future

만 무슨 구호일까. 아니 왜 구호라는 단어를 썼을까. 고도를 기다렸을까. 대리석 궁전이

오민욱 Minwook Oh│2015│HD│B&W│20min 58sec│자막없음

라도 있었을까.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유리 깃발만 나부껴…

1. 산을 깊게 파고 들어간 계곡에서 시작하는 물의 줄기. 그 표면의 잔상과 수면아래 작
은 생명체. 정지된 숲과 바위. 이 경관을 스치며 뚫고 들어간 왕복 2차선 도로. 그 끝에
보이는 추모공원. 적막의 경관.

포럼 기획3

3.25(금) 17:30 3관_GV / 3.30(수) 11:00 2관

화포異景 Hwapo

2. 과거에 파묻어 버린 현재. 관성적인 희망으로 채워질 미래. 멀어진 과거로부터의 현재. 다
가올 미래로부터의 현재. 과거와 미래가 무수히 만나는 순간의 연속적인 현재. 적막의 현재.

박병래 Byounglae Park│2014│HD│color│47min│자막없음

독학자 Autodidact

전라남도 순천만의 화포갯벌을 배경으로 시각예술가 박병래와 노이즈 음악가인 최준용

차재민 Jeamin Cha│2014│HD│color│10min 46sec│영어자막

이 만나 실행했던 4시간의 퍼포먼스를 기록한 이 영상은 단지 사건의 기록을 위한 다큐

허영춘 선생은 1984년(제5공화국) 당시 군에서 사망한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이다. 그는

멘터리 영상이라기 보다는 무방비 상태의 두 아티스트가 대면한 대자연의 변화들을 각

아들의 의문사에 얽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법의학을 공부했다. 〈독학자〉는 군 의문

자의 시각과 표현으로 기록한 지극히 사적인 풍경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 유가족이자 재야 법의학자, 허영춘 선생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작업이다. 이 영상은 선
생이 공부한 법의학 자료와 손글씨를 확대해 보여주면서 동시에 두 사람의 낭독을 각각 들

빙빙 B-ing B-ing
임철민 Cheolmin Im│2016│HD│color│25min 49sec│자막없음

려준다. 한 번은 허영춘 선생이 낭독하고, 다시 한 번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 낭독한다.

고향에 두고 온 구형 카메라를 가지러 가는 길에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과 통

히스테릭스 Hysterics

화하는 동안 유행하는 노래나 기계의 수명 그리고 서로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

차재민 Jeamin Cha│2014│HD│color│7min 6sec│영어자막

다. 어느새 물결, 두 손으로 빨개진 볼을 감싸니까 자동차 네비게이션이 위치를 다시 검

하이네의 시, ‘눈물의 계곡’에 등장하는 검시의가 가련한 연인의 죽음의 이유를 밝히는 대

색하겠다고 말한다. 꿈에서 보았던 장소가 눈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스크린의 신

목에서 시작된 작업이다. 이 상황에서 배제되는 것은 바로 연인의 죽음 그 자체라는 점에

호를 따라 페달을 밟으면 푸른 인조잔디 위에 하얀 공이 쑥 올라온다. 텅 빈 집으로 향

주목하면서, 히스테리와 질문하는 주체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냈다. 요컨대, ‘무의미’와 히

하다가 문득 스치는 풍경들 사이로 커다란 구멍을 내는 상상들.

스테릭한 상태를 백지와 조명이 반응하는 연극적인 상황으로 연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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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초점 Asia Focus

아시아의 초점2

3.25(금) 17:30 2관 / 3.29(화) 15:00 3관

프로젝트 후쿠시마! PROJECT FUKUSHIMA!
후지이 히카루 Fujii Hikaru│일본│2012│HD│color│90min│한글자막

세계 최대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덮친 2011년 후쿠시마에서 뮤지션 엔도 미
치로우, 오토모 요시히데, 시인 와고 료이치 등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후쿠시마!’ 운동
이 일어섰다. 방사선에 관한 불확실한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예술가들의 행동을 고
찰한 다큐멘터리.

아시아의 초점3

3.28(월) 17:00 2관 / 3.29(화) 12:30 3관

파도의 목소리 - 신치마치편 Voices from the Waves Shinchimachi
사카이 고, 하마구치 류스케 Sakai Ko, Hamaguchi Ryusuke
일본│2013│HD│color│103min│한글자막

<파도의 목소리 - 게센누마편>과 연작으로, 사카이 고, 하마구치 류스케가 공동연출한
도호쿠 기록영화 3부작의 제2부. 도호쿠 지역의 전승 민화에서 영감을 받은 두 감독이
동일본대지진의 경험을 전하고자 이재민들의 대화를 기록했다. 재해로부터 일년이 지
난 후쿠시마현 신치마치에서 만난 이들은 자신의 집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살아
남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다. 두 감독은 이들의 목소리를 백년 후의 미래 세
대들에게 전해주기로 한다.

아시아의 초점4

3.11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5년의 기록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5년의 시간이 지났다.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발생한 일본 관측 사상 최대 규모의
이 재난은 현재의 일본사회를 말하는 가장 극명한 지표가 되었고,
다큐멘터리 카메라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그 시간을 기록해 왔다.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수많은 기록과 이들의 확산을 통해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사회의 변화상과
다큐멘터리의 기록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3.28(월) 20:00 2관_GV / 3.30(수) 15:00 2관

파도의 목소리 - 게센누마편 Voices from the Waves Kesennuma
사카이 고, 하마구치 류스케 Sakai Ko, Hamaguchi Ryusuke
일본│2013│HD│color│109min│한글자막

<파도의 목소리 - 신치마치편>과 연작으로, 사카이 고, 하마구치 류스케가 공동연출한
도호쿠 기록영화 3부작의 제2부. 이재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재민’이 아닌 ‘개인’으로
서의 경험과 감정을 차분히 바라본다.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일년이 지난 게센누마. 영
화는 다양한 이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아직도 치유되
지 못한 상처와 살아남았다는 복잡한 감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아련한 희망이 드러난다.

아시아의 초점5

3.26(토) 15:30 2관 / 3.30(수) 17:30 2관

수상 관저 앞에서 Tell the prime minister
오구마 에이지 Oguma Eiji│일본│2015│HD│color│109min│한글자막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 폐기 운동과 함께 일본 수상의 관
아시아의 초점1

3.25(금) 15:30 2관 / 3.29(화) 20:00 2관

도쿄 드리프터 TOKYO DRIFTER
마츠에 테츠아키 Matsue Tetsuaki│일본│2011│HD│color│72min│한글자막

2011년 5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네온이 사라진 도쿄의 거리. 폭우가 내리는 밤 뮤지션

저 앞에서는 반핵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다루는 언론은 거의 없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촬영한 수많은 시위자의 모습은 인터넷을 가득 채우며 ‘탈 원전’, ‘민주
주의의 위기’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이미지들과 관계자들의 증언, 사고 당시 일본
수상의 발언들을 조합해 위기를 맞고 그것이 재건되는 과정 속의 민주주의를 기록한다.

마에노 켄타가 떠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소리친다. 자신의 모든 유머와 페이소스를 젖
은 아스팔트에 새겨가며, 그의 노래는 신주쿠, 시부야, 그리고 도시의 외곽을 떠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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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미래

우리가 공동으로 마주하고 있는 세계를 담아낸 아시아 젊은 다큐멘터리
작가들의 시선에 주목한다. 싱가포르, 일본, 홍콩의 젊은 작가들이
전하는 목소리를 통해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미래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초점6

부대행사 SIDOF Event

3.26(토) 20:00 3관_GV / 3.28(월) 12:30 3관

스네이크 스킨 Snakeskin
다니엘 휘 Daniel Hui│싱가포르,포르투갈│2014│HD│color│105min│한글자막

2066년, 한 남자가 자기 나라의 상처 깊은 역사와 흥망을 이끈 사건들을 들려준다. 그
의 회고를 통해 2014년으로부터 유령이 증언자로 불려온다. 한편으론 몽환적 다큐멘터
리이기도, 한편으론 시티 심포니이기도 한 이 영화는 싱가포르의 지형과 집단 무의식에
새겨진 압제의 전통을 추적한다.

프로그래머와 함께 하는 인디다큐페스티발 미리보기
2016.3.14(월) 19:00ㅣ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진행 오정훈(인디다큐페스티발2016 집행위원장)
최민아(인디다큐페스티발2016 사무국장)

아시아의 초점7

3.26(토) 13:00 2관_GV / 3.29(화) 11:00 2관

빼앗긴 거리 Road Not Taken
노라 람, 사뮤엘 웡 Nora Lam, Samuel Wong│홍콩│2016│HD│color│76min│한글자막

다큐멘터리스트의 밤 2016.3.26(토) 20:00

학생동맹휴업, 시민광장 투쟁, 이어지는 점거투쟁은 홍콩대학 2,3학년인 빌리와 팝시에
게는 마치 어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생생하지만, 거리 위에서 일어났던 75일간의 모든
일들이 마치 아무 것도 얻은 것 없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진다. 혁명이 끝을 다함에 따라

포럼

포럼1

액티비즘(Activism) 어디까지 해봤니?

일상이 다시 되돌아왔다. 두 명의 거리투사 중 한 명은 학생 연맹의 의장이 되었고 다른

2016.3.25(금) 15:00ㅣ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한명은 생계를 위해 돈을 벌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세

사회 주현숙(인디다큐페스티발2016 집행위원)

대의 일원으로서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발제 1. 지속적인 미디어 공동행동을 위하여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
: 김설해(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아시아의 초점8

2. 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

3.27(일) 13:30 2관_GV / 3.31(목) 15:00 3관

: 이마리오(다큐멘터리 감독)

벚꽃나무 아래서 Under the cherry tree

3.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박종필(다큐멘터리 감독)

다나카 케이 Tanaka Kei│일본│2015│HD│color│91min│한글자막

전후 60년대 고도경제성장기에 노동자로 일본의 사회 발전을 지탱해 온 이들이 현재 혼
자 사는 가와사키 단지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린다. 단지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
아가며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현대 일본의 이면을 발견할 수 있다.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사회의 외곽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생생하게 기록한다.

포럼2

다큐멘터리 대안배급 - ‘다큐유랑’을 중심으로

2016.3.28(월) 15:00ㅣ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사회 원승환((사)독립영화전용관 확대를 위한 시민모임 이사)
패널 공미연,김수목,김철민,나바루,조이예환(다큐유랑)

포럼3

포스트-멜랑콜리아(Post-Melancholia)

2016.3.30(수) 19:30ㅣ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사회 변성찬(인디다큐페스티발2016 집행위원)
발제 1. 에세이 필름에 대하여: 유운성(영화평론가)
2. 사적 다큐멘터리에 대하여: 채희숙(한국독립영화협회 비평분과)

18

19

시네
토크

시네토크1

당신의 삶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불온한 당신의 이야기

오픈
토크

오픈토크1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미래

2016.3.27(일) 16:30ㅣ공중캠프

2016.3.27(일) <Out: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불온한 당신> 상영 후

사회 허은광(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3관

참석 다니엘 휘(<스네이크 스킨>연출) , 다나카 케이(<벚꽃나무 아래서>연출)
노라 람(<빼앗긴 거리>공동연출), 사뮤엘 웡(<빼앗긴 거리>공동연출)

사회 박혜미(DMZ국제다큐영화제 프로그래머)
참석 이영(<불온한 당신>, <Out: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연출)
우주현(중앙대학교 강사)

시네토크2

오픈토크2

3.11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5년, 기록과 확산

2016.3.29(화) 17:00ㅣ공중캠프

역사를 기록하고 서술하는
주체로서의 다큐멘터리

사회 최민아(인디다큐페스티발2016 사무국장)
참석 사카이 고(<파도의 목소리>연출)

2016.3.28(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레드마리아2> 상영 후

하타 아유미(YIDFF 311 다큐멘터리 필름 아카이브)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3관

오가와 나오토(DOMMUNE FUKUSHIMA!)

사회 신은실(인디다큐페스티발2016 집행위원)
참석 경순(<레드마리아2>,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연출)
김동원(다큐멘터리 감독, 인디다큐페스티발2016 집행위원)
박이은실(여성학자, <여/성이론> 편집주간)

인디다큐 새 얼굴 찾기 ‘봄’
시네토크3

대안교육의 좌충우돌 성장기와
입시 지옥의 끔찍한 현실의 만남

2016.3.29(화) <공부의 나라>, <소년, 달리다> 상영 후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3관
사회 오정훈(인디다큐페스티발2016 집행위원장)
참석 강석필(<소년, 달리다>연출, 인천영상위원회 사무국장)
최우영(<공부의 나라>연출)
성열관(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장)

시네토크4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망각과 기억 사이를 잇는
다큐멘터리, 퍼즐을 맞추다

Campaign For Finding New Face, ‘Spring’

<인디다큐 새얼굴 찾기 ‘봄’>은 독립다큐멘터리를 시작하는
신진 다큐멘터리 감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작경력과 포트폴리오의 완성도를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로 삼았던
기존의 독립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제도를 뛰어넘어
‘인디다큐의 새 얼굴’을 찾습니다.
지원자에게는 감독들의 멘토 시스템과 제작비를 지원하며,
제작지원작은 다음 해 인디다큐페스티발에 상영됩니다.
주최 (사)한국독립영화협회 / 방송콘텐츠진흥재단(BCPF)

2016.03.30(수) <416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 상영 후

주관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 인디다큐페스티발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3관

프레젠테이션 2016.3.28(월)12:00 l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사회 주현숙(인디다큐페스티발2016 집행위원)
참석 박종필(<416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 공동연출)
유경근(4.16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페스티발 카페 Festival Cafe
인디다큐페스티발2016 페스티발 카페 ‘RROCA’
공중캠프 미디액트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383-80, 2F
070-8860-2645
instagram.com/rroca_pub

동진시장
홍대입구역 방면

* 당일티켓 소지시 20% 할인

20

수협

동교삼거리

19:00~2:00

연희로
신촌로터리 방면

21

롯데시네마 3관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11:00

올해의 초점3

98min

G

13:00

국내신작전14

87min

G

E

4sec

G 전체 관람가 General

불온한 당신 Troublers
꽃피는 편지 Blossom Letters

GV

K

별헤는 밤
Counting stars at night in Garibong

12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15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K

내동공간(來同空間), 남동공단

E

영어자막 or 영어대사 English subtitle or Dialogue

K

날고 싶어 Why not, Shanta

J

일본어대사 Japanese Dialogue

K

한글자막 Korean subtitles

K

오디오 비주얼 필름 크리틱 :
봉준호의 영화 세계

GV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CT

시네토크 Cine Talk

15:30

G

GV

The cinema world of Bong Junho
17:30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포럼 기획3

72min

G

GV

15

GV

화포異景 Hwapo

49sec
20:00

Section

70min

Audio-Visual Film Critiq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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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4일(목)

올해의 초점8

국내신작전16

70min

빙빙 B-ing B-ing

35sec

Title

늙은 연꽃 The old lotus
K

롯데시네마 2관
포럼 기획2

77min

G

외곽

15:00

포럼 기획4

79min

G

와이상

Marginalized
I-image

50sec
K

E
E
G

개막식
Opening

3월 26일(토)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11:00

86min

적막의 경관

13:00

아시아의 초점7

76min

G

A landscape between past and

15:30

아시아의 초점5

109min

G

18:00

국내신작전11

61min

12

Historia de Historia

독학자
Autodidact s

12

K

17sec

범전
A Roar of the Prairie

GV

K
K, J

빼앗긴 거리 Road Not Taken
수상 관저 앞에서
Tell the prim minister

GV

E

46sec

김수영, 불온한 시절
Kim, Soo-young, the Period of Turbulence

히스테릭스

1968년, 눈물의 영화

Hysterics

The film of tears, 1968

개막작 Opening Film
사람이 산다 Slice Room / 69min

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

Ceremony

Clean Well Lighted Place
20:00

롯데시네마 3관

국내신작전12

81min

G

GV

광화문의 어떤 하루
A day in Gwanghwamun

올해의 초점5

104min

G

E

소년, 달리다

K

Boys, Run

15:00

Title

롯데시네마 2관
국내신작전6/
포럼 기획1

이야기의 역사, 역사의 이야기

future

13:00

워크맨 The walkman
매듭 A man who was not my dad

13:00

19:00

My fact_or_Y

올해의 초점1

120min

15

K, E

알바하는 당신이 꼭 봐야할 영화
The Movie for Part-time Job

레드마리아2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밀양

Red Maria2

Act as a media in Miryang

롯데시네마 3관

3월 25일(금)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Title

11:00

국내신작전9

11:00

국내신작전4

64min

G

GV

E

이름없는 자들의 이름
The name of the nameless

13:00

G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

국내신작전8

95min

G

할머니의 먼 집

아시아의 초점1

72min

G

K, J

Areum

13:00

올해의 초점6

90min

G

GV

15:30

국내신작전13

66min

12

GV

21sec

Dear Grandma
15:30

93min
6sec

롯데시네마 2관

도쿄 드리프터

E

천국 장의사 Heaven's touch
E

서울의 입구 The Entrance to Seoul

E

사라질 것들, 살아갈 곳들
To Leave and To Live

TOKYO DRIFTER
17:30

아시아의 초점2

90min

G

K, J

20:00

국내신작전2

87min

G

K, E

스페셜 애니
Special Annie

22

K, E

프로젝트 후쿠시마!
PROJECT FUKUSHIMA!

공부의 나라 Reach for the SKY

18:00

국내신작전1

69min

G

GV

20:00

아시아의 초점6

105min

G

GV

아듀, 파라다이스 Adieu, Paradise
사람이 산다 Slice Room

K

스네이크 스킨 Snakeskin

23

3월 27일(일)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11:00

국내신작전3

105min

12

GV

13:30

아시아의 초점8

91min

G

GV

Title

11:00

롯데시네마 2관

16:00

국내신작전15

67min

G

GV

K

오디오 비주얼 필름 크리틱 :
봉준호의 영화 세계
Audio-Visual Film Critique : The

K, J

벚꽃나무 아래서

K

Under the cherry tree

퍼펙트마라톤
Perfect marathon

봉준호를 찾아서

GV

cinema world of Bong Junho
12:30

아시아의 초점6

105min

G

14:30

국내신작전9

93min

G

같이
Solidarity: today, and every day

K

16:30

올해의 초점2

111min

12

CT

19:00

올해의 초점1

120min

15

CT

스네이크 스킨
Snakeskin

박강아름의 가장무도회

6sec

Searching for Bong
The lump

12

G

The Knitting Club

덩어리
100min

70min

야근 대신 뜨개질

K

국내신작전10

올해의 초점8

E

45sec

18:00

롯데시네마 3관

Areum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What do people live for
K, E

레드마리아2
Red Maria2

그녀들의 점심시간
Ladies' Lunchtime
20:30

국내신작전14

87min

G

GV

꽃피는 편지
Blossom Letters

3월 29일(화)

K

별헤는 밤

롯데시네마 2관

K

내동공간(來同空間), 남동공단

K

날고 싶어

4sec

Counting stars at night in Garibong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11:00

아시아의 초점7

76min

G

13:00

국내신작전12

81min

G

K

13:00
15:00
17:30
20:30

국내신작전5
국내신작전4
올해의 초점4
올해의 초점3
국내신작전8

88min

G

GV

GV

광화문의 어떤 하루

Why not, Shanta

64min

G

GV

110min

G

CT

98min
95min

G
G

E

즐거운 나의 집 101

E

이름없는 자들의 이름

E

Out: 이반검열 두 번째 이야기

A day in Gwanghwamun
K

미디어로 행동하라! in 밀양

The name of the nameless

Act as a media in Miryang
15:00

국내신작전3

105min

12

GV

E

17:30

국내신작전6/

86min

12

GV

포럼 기획1

17sec

K

아시아의 초점1

72min

불온한 당신

CT

Troublers

할머니의 먼 집

GV

Section

Dear Grandma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Title

롯데시네마 2관
11:00
13:00

국내신작전1

국내신작전16

69min

G

GV

70min

15

GV

사람이 산다

K, J

K

TOKYO DRIFTER

11:00

포럼 기획2

12:30

아시아의 초점3

77min

G

GV

외곽
Marginalized

103min

G

K, J

Shinchimachi

The walkman
15:00

아시아의 초점2

90min

G

17:00

올해의 초점6

90min

G

CT

E

19:00

올해의 초점5

104min

G

CT

E

K, J

A man who was not my dad
15:00

국내신작전7

17:00

아시아의 초점3

20:00

24

아시아의 초점4

65min

G

K

103min

G

K, J

109min

G

GV

K, J

도시를 떠돌다
Drifting City

파도의 목소리 - 게센누마편
Voices from the Waves Kesennuma

프로젝트 후쿠시마!
PROJECT FUKUSHIMA!

공부의 나라
Reach for the SKY

파도의 목소리 - 신치마치편
Voices from the Waves Shinchimachi

파도의 목소리 - 신치마치편
Voices from the Waves

워크맨
매듭

도쿄 드리프터

롯데시네마 3관

The old lotus

35sec

범전
A Roar of the Prairie

G

Slice Room

늙은 연꽃

야근 대신 뜨개질
The Knitting Club

20:00

3월 28일(월)

알바하는 당신이 꼭 봐야할 영화
The Movie for Part-time Job

Home Sweet Home 101

Out : Smashing Homophobia Project

빼앗긴 거리
Road Not Taken

My fact_or_Y

롯데시네마 3관
11:00

Title

소년, 달리다
Boys, Run

25

3월 30일(수)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Title

롯데시네마 2관
11:00

3월 31일(목)

Section

Duration Rating GV/CT Subtitles

포럼 기획3

72min

G

49sec

화포異景

13:00

국내신작전2

87min

G

Hwapo

15:00

국내신작전10

100min

12

K, E
GV

B-ing B-ing

포럼 기획4

79min

G

GV

그녀들의 점심시간 Ladies' Lunchtime
19:00

I-image
K

이야기의 역사, 역사의 이야기

폐막작 Closing Film
인디다큐페스티발2016
관객상 수상작

폐막식
Closing

와이상

50sec

Ceremony

롯데시네마 3관
13:00

국내신작전11

61min

12

GV

김수영, 불온한 시절

46sec

Historia de Historia

Kim, Soo-young, the Period of Turbulence

1968년, 눈물의 영화

적막의 경관

The film of tears, 1968

A landscape between past and future

E

E

깨끗하고 불빛 환한 곳

독학자
Autodidact

스페셜 애니 Special Annie
같이 Solidarity: today, and every day

빙빙

13:00

Title

롯데시네마 2관

Clean Well Lighted Place

15:00

아시아의 초점8 91min

G

K, J

벚꽃나무 아래서 Under the cherry tree

히스테릭스
Hysterics

15:00

아시아의 초점4

109min

G

K, J

파도의 목소리 - 게센누마편
Voices from the Waves Kesennuma

17:30

아시아의 초점5

109min

G

K, J

수상 관저 앞에서
Tell the prim minister

20:00

국내신작전7

65min

G

GV

K

도시를 떠돌다
Drifting City

롯데시네마 3관
11:00

국내신작전13

66min

12

GV

K

21sec

천국 장의사
Heaven's touch

서울의 입구
The Entrance to Seoul
E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관람요금
일반상영 5,000원 / 개.폐막식 10,000원

현장판매 *당일발권 및 예매가능

초대권 *당일 현장에서만 발권 가능

2016.3.24(목) - 3.31(목)

2016.3.24(목) - 3.31(목)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매표소(10층)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매표소(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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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movie.com

예스24

movie.yes24.com

사라질 것들, 살아갈 곳들
To Leave and To Livel

K, E

아듀, 파라다이스
Adieu, Paradise

13:00

국내신작전5

15:30

국내신작전15

88min

G

GV

G

GV

E

즐거운 나의 집 101
Home Sweet Home 101

67min

K

45sec

Perfect marathon
K

17:30

올해의 초점7

180min

퍼펙트마라톤

G

CT

K

봉준호를 찾아서

상영관안내 Theater Information
롯데시네마 홍대입구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66-6번지
스타피카소 8~11층

공중캠프 미디액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8번 출구
버스

Searching for Bong

[간선] 271, 602, 603, 604, 760

덩어리

[지선] 5712, 5714, 6712, 6716, 7016, 7612, 7711 [광역] 921

The lump

주차 안내

416 프로젝트 "망각과 기억"
416 projects: oblivion and memory

26

* 초대권으로 개/폐막식을 제외한 인디다큐페스티발
2016의 상영작 1편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 초대권으로는 당일 상영작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매 불가)
* 초대권은 상영시작 30분 전까지 해당 상영작의 입장권
으로 교환하셔야 합니다.
* 초대권으로 발권한 입장권은 교환 및 환불 불가
* 좌석은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매진시 입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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