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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Venue Time Code Title R/T Rating GT Page

8/7
(Thu)

마포구청 대강당 (MO)
Mapo-gu Office Auditorium 19:30 101

개막식 Opening Ceremony + 

개막작 Opening Film 거듭되는 항거 Reiterations of Dissent
G 12,21,38

8/8

(Fri)

미디어극장 
아이공 (IG)

Media Theatre
 iGong

12:00 102 대안 장르 2: 애니다큐 단편 1 Alternative Genre 2: AniDocu Shorts 1 82'16" 12 29

14:30 103 글로컬 구애전 단편 6 Glocal Propose Shorts 6 72' G 20

17:30 104 늘샘천축국뎐 The Road Songs 96' G GT 14

20:00 105 글로컬 구애전 단편 1 Glocal Propose Shorts 1 75' 12 GT 15

산울림 소극장 (TS)
Theatre Sanwoollim

12:00 106
시계 없는 시간-호세 발 델 오마르 작품의 변주 

Tira tu reloj al Agua - Variaciones sobre una cinegrafía intuida de José Val del Omar
91' G 26

14:30 107 51+ 51+ 120' 12 GT 22

17:30 108 니키리라고도 알려진 a.k.a Nikki S.Lee 60' G 27

20:00 109
정전 100주년 기념 사랑과 평화 페스티벌 + 스폐셜 공연 

10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Love & Peace, 
Rock & Roll Festival + special performance 

30' 12 GT 23

한국영상자료원 (KF)
Korean Film Archive

11:30 110 풍경 Scenery 96' G 22

14:00 111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Futureless Things 107' 19 22

17:00 112 나일 수도 있었던, 혹은 나인 사람들 People I Could Have Been and Maybe Am 55' 15 21

19:30 113 망대 Watchtower 63' G GT 21

8/9

(Sat)

미디어극장 
아이공 (IG)

Media Theatre
 iGong

12:00 114 매직 미러 Magic Mirror 90' G 14

14:30 115
옛날 옛적에 판문점 + 정전 100주년 기념 사랑과 평화 페스티벌

Once Upon a Time in Panmunjom + 
10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Love & Peace, Rock & Roll Festival 

77' 12 23

17:30 116 수련 Discipline 92' G GT 27

20:00 117 대안 장르 2: 애니다큐 단편 2 Alternative Genre 2: AniDocu Shorts 2 82'42" G GT 31

산울림 소극장 (TS)
Theatre Sanwoollim

12:00 118 타인의 오브제 It for Others 54' G 14

14:30 119 만신 Manshin: Ten Thousand Spirits 104' 15 27

17:30 120 오그레브 전투 The Battle of Orgreave 60' 12 27

20:00 121 대안 장르 2: 애니다큐 단편 3 Alternative Genre 2: AniDocu Shorts 3 85'47" 15 33

한국영상자료원 (KF)
Korean Film Archive

11:30 122 인간 피라미드 The Human Pyramid 90' 15 35

14:00 123 거듭되는 항거 + 보이지 않는 목소리 Reiterations of Dissent + Voice Unknown 91' G 12,21,38

16:00 124
[네마프 심포지엄] 디지털 시대의 민속지

[NeMaf Symposium] Ethnography in the Digital Age
G 40

19:30 125 틴에이지 Teenage 78' G 22

8/10

(Sun)

미디어극장 
아이공 (IG)

Media Theatre
 iGong

12:00 126 글로컬 파노라마 단편 Glocal Panorama Shorts 94' 12 GT 22

14:30 127 피부색깔=꿀색 Approved for Adoption 75' 12 29

17:30 128 글로컬 구애전 단편 2 Glocal Propose Shorts 2 74' 12 GT 16

20:00 129 글로컬 구애전 단편 4 Glocal Propose Shorts 4 78' G GT 17

산울림 소극장 (TS)
Theatre Sanwoollim

12:00 130
대안 장르 1: 재연 혹은 퍼포먼스 단편 

Alternative Genre 1: Between Re-enactment and Performance Shorts
62' 15 27

14:30 131
[네마프 심포지엄] 사건의 발생 - 재연과 퍼포먼스

[NeMaf Symposium] The Occurrence of the Event: Re-enactment and Performance
G 40

17:30 132 글로컬 구애전 단편 3 Alternative Genre 2: AniDocu Shorts 3 85' 15 GT 17

20:00 133 재 Ash : Re 65' G GT 14

한국영상자료원 (KF)
Korean Film Archive

11:30 134 사랑해, 중국 +1973 China, I Love You + 1973 74' G 21

14:00 135 죽음의 해안 Coast of Death 81' G 22

17:00 136 거듭되는 항거 + 보이지 않는 목소리 Reiterations of Dissent + Voice Unknown 91' G GT 12,21,38

19:30 137 조금씩 조금씩 Little by Little 96' 15 35

8/11

(Mon)

미디어극장 
아이공 (IG)

Media Theatre
 iGong

12:00 138 글로컬 구애전 단편 5 Glocal Propose Shorts 5 77' G 18

14:30 139 51+ 51+ 120' 12 22

17:30 140 국민 매니패스토 Kookmin Manifesto 83' G 14

20:00 141 저주의 몫 + 어느 날의 산책 The Curse of the Shares + The Promenade of One Day 95' 12 GT 22,23

NaMaf Screening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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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영 일정표 보는 법 Legend

5  입장권 구입 안내 Ticket Information

9  페스티벌 맵 Festival Map

12  개막작 Opening Screening 

13  뉴미디어대안영화제 NewMedia Alternative Cinema

14  글로컬 구애전_영화 Glocal Propose_cinema

21  대안YOUNG畵: 우리 시대의 민속지 Alternative YOUNG畵: Ethnography Now

22  글로컬 파노라마 Glocal Panorama

25  스페인 비디오 아트 특별전 Focus on Spanish Video Art

27  대안 장르 1: 재연 혹은 퍼포먼스 
 Alternative Genre 1: Between Re-enactment and Performance

29   대안 장르 2: 애니다큐 Alternative Genre 2: AniDocu

35  장 루슈 회고전 Jean Rouch Retrospective

36  뉴미디어아트전시제 NewMedia Art Exhibition

37  글로컬 구애전_전시 Glocal Propose_exhibition

38  전시_배제의 X 가능성⊂ Exhibition_Exclusion X Possibility⊂

40 네마프 심포지엄 / 네마프 토크 NeMaf Symposiums / NeMaf Talk

41  색인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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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Venue Time Code Title R/T Rating GT Page

8/11

(Mon)

산울림 소극장 
(TS)

Theatre 
Sanwoollim

12:00 142 글로컬 구애전 단편 1 Glocal Propose Shorts 1 75' 12 GT 15

14:30 143
시계 없는 시간-호세 발 델 오마르 작품의 변주 

Tira tu reloj al Agua - Variaciones sobre una cinegrafía intuida de José Val del Omar
91' G 26

17:30 144 글로컬 구애전 단편 6 Glocal Propose Shorts 6 72' G 20

19:00 145 거미의 땅 Tour of Duty 150' 15 GT 27

8/12

(Tue)

미디어극장 
아이공 (IG)

Media Theatre
 iGong

12:00 146 대안 장르 2: 애니다큐 단편 3 Alternative Genre 2: AniDocu Shorts 3 85'47" 15 33

14:30 147 타인의 오브제 It for Others 54' G 14

17:30 148
대안 장르 1: 재연 혹은 퍼포먼스 단편 

Alternative Genre 1: Between Re-enactment and Performance Shorts
62' 15 GT 27

20:00 149 재 Ash : Re 65' G 14

산울림 소극장 
(TS)

Theatre 
Sanwoollim

12:00 150 늘샘천축국뎐 The Road Songs 96' G 14

14:30 151 스페인 비디오 아트 특별전 단편 Focus on Spanish Video Art Shorts 87' 12 25

16:30 152
[네마프 토크] 스페인 비디오 아트의 어제와 오늘 

The History and Today of Video Art in Spain
G 40

20:00 153 디지털 시대의 유물 Terraqueos : Remains of a Digital Age 82' 15 14

한국영상자료원 
(KF)

Korean Film 
Archive

11:30 154 피부색깔=꿀색 Approved for Adoption 75' 12 29

14:00 155 나, 흑인 I, a Negro 70' 15 35

17:00 156 틴에이지 Teenage 78' G 22

19:30 157 풍경 Scenery 96' G 22

8/13

(Wed)

미디어극장 
아이공 (IG)

Media Theatre
 iGong

12:00 158 나, 흑인 I, a Negro 70' 15 35

14:30 159 글로컬 구애전 단편 2 Glocal Propose Shorts 2 74' 12 16

17:30 160 대안 장르 2: 애니다큐 단편 2 Alternative Genre 2: AniDocu Shorts 2 82'42" G 31

20:00 161 니키리라고도 알려진 a.k.a Nikki Lee 60' G 27

산울림 소극장 
(TS)

Theatre 
Sanwoollim

12:00 162 국민 매니페스토 Kookmin Manifesto 83' G 14

14:30 163 글로컬 구애전 단편 5 Glocal Propose Shorts 5 77' G 18

17:30 164 매직 미러 Magic Mirror 90' G GT 14

20:00 165 대안 장르 2: 애니다큐 단편 1 Alternative Genre 2: AniDocu Shorts 1 82'16" 12 GT 29

한국영상자료원 
(KF)

Korean Film 
Archive

11:30 166 사랑해, 중국 + 1973 China, I Love You + 1973 74' G 21

14:00 167 인간 피라미드 The Human Pyramid 90' 15 35

17:00 168 망대 Watchtower 63' G 21

19:30 169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Futureless Things 107' 19 GT 22

8/14

(Thu)

미디어극장 
아이공 (IG)

Media Theatre
 iGong

12:00 170 디지털 시대의 유물 Terraqueos : Remains of a Digital Age 82' 15 14

14:30 171 글로컬 구애전 단편 3 Glocal Propose Shorts 3 85' 15 17

17:30 172 글로컬 구애전 단편 4 Glocal Propose Shorts 4 78' G 17

20:00 173
옛날 옛적에 판문점 + 정전 100주년 기념 사랑과 평화 페스티벌

Once Upon a Time in Panmunjom + 
10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Love & Peace, Rock & Roll Festival 

77' 12 GT 23

한국영상자료원 
(KF)

Korean Film 
Archive

11:30 174 조금씩 조금씩 Little by Little 96' 15 35

14:00 175 나일 수도 있었던, 혹은 나인 사람들 People I Could Have Been and Maybe Am 55' 15 21

17:00 176 죽음의 해안 Coast of Death 81' G 22

19:30 177 거미의 땅 Tour of Duty 150' G 27

8/15

(Fri)

미디어극장 
아이공 (IG)

Media Theatre
 iGong

12:00 178 글로컬 파노라마 단편 Glocal Panorama Shorts 94' 12 22

14:30 179 스페인 비디오 아트 특별전 단편 Focus on Spanish Video Art Shorts 87' 12 25

17:30 180 저주의 몫 + 어느 날의 산책 The Curse of the Shares + The Promenade of One Day 95' 12 22,23

서교
예술실험센터

Seoul Art 
Space Seogyo

18:00 181 폐막식 Closing Ceremony + 폐막작 Closing Film

장소 및 운영시간 
Venue and Operating hour 작품명 Title 작가 Artist

더 갤러리

The Gallery

8.7~8.15
12:00~20:00 

(15일은 14시까지)

군중 Masse 최재용 CHOI Jae-yong

의심될 수 있는 것에 관하여 Concerning Things That Can Be Doubted 케빈 존스 Kevin H. Jones

워터시티, 버클리 Water City, Berkeley 킴 아노 Kim Anno

완전한 인간 A Full Person 장서영 CHANG Seo-young

스위트 드림즈 Sweet Dreams 안자이 츠요시 Tsuyoshi Anzai

서교예술실험센터

Seoul Art Space Seogyo

8.7~8.13
12:00~20:00 

(13일은 18시까지)

페넬로페 Penelope 앤 오렌 Ann Oren

윈드 차임 Wind Chime 송윤 SONG Yun 최종수 CHOI Jong-soo

리츄얼 Rituals 쥴리카 루델리우스 Julika Rudelius

갤러리 잔다리

Gallery Zandari

8.7~8.15
12:00~20:00

(15일은 14시까지)

Jam Docu 강정 Jam Docu Gangjeong

경순 Kyung-soon, 김태일 KIM Tae-il, 
권효 KWON Hyo, 양동규 YANG Dong-gyu, 
정윤석 JUNG Yoon-suk 
최하동하 CHOIHA Dong-ha 
최진성 CHOI Jin-seong, 
홍형숙 HONG Hyung-sook

거듭되는 항거 Reiterations of Dissent 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미스터리한 여행자의 얼굴을 찾아서 In Search of a Mysterious Traveller’s Face 염지혜 YEOM Ji-hye

벼랑에 선 도시빈민 Standing on the Edge of Death 김동원 KIM Dong-won

빅토리아 파크 Victoria Park 김세진 KIM Se-jin

상계동 올림픽 Sanggyedong Olympic 김동원 KIM Dong-won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밀양, 반가운 손님 Miryang, a Welcome
노은지 NOH Eun-ji, 넝쿨 Nungkul 
이재환 LEE Jae-hwan, 하샛별 HA Saet-byeol 
허철녕 HEO Chul-nyeong

우리 모두가 구본주다 We are all Goo bon ju 태준식 TAE Joon-sik

잡년행진 Slut Walk Korea 잡년행진팀 Slut Walk Korea Team

철의 꿈 A Dream of Iron 박경근 Kelvin Kyung Kun PARK

상영 일정표 NaMaf Screening Schedule



The 14th Seoul International NewMedia Festival  6 5 제14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상영일정표 보는 법 Legend 

등급 Ratings

G  전체관람가 General
12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15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18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자막 Subtitles

E  영어대사 English Dialogue
NE  비영어대사 + 영어자막 Non-English Dialogue + English Subtitles
N 비영어대사 + 영어자막 없음 Non-English Dialogue + No English Subtitles
KE  한국어대사 + 영어자막 Korean Dialogue + English Subtitles
K  한국어대사 + 영어자막 없음 Korean Dialogue + No English Subtitles
ND  대사 없음 No Dialogue

+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뉴미디어대안영화제에서 상영되는

 모든 비한국어 상영작에는 한국어 자막이 지원됩니다.

+ All non-Korean dialogue films are subtitled in Korean. 
 Some of non-English films might not have English subtitles.

상영관 Venues

MO  마포구청 대강당 Mapo-gu Office Auditorium
IG  미디어극장 아이공 Media Theater iGong
TS  산울림 소극장 Theatre Sanwoollim
KF  한국영상자료원 Korean Film Archive

GT  게스트와의 만남 Guest Talk 

+ 게스트와의 만남은 게스트 스케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GT schedule is subject to change.

+

본 프로그램 가이드는 7월 29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이후 변동사항은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홈페이지(www.nemaf.ne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his program guide was printed on 29 July.
Please check out our website(www.nemaf.net) for possible changes.

+
입장권 구입 안내 Ticket Information
 
1 티켓 안내

구분 금액

개막식 5,000원

폐막식 무료(자유기부금)

영화제
일반상영

1회권 5,000원

10회권 30,000원

한국영상자료원 무료(자유기부금)

전시제 1일권 1,000원

네마프 심포지엄·토크 / 야외공연 무료(자유기부금)

+  초대권 및 티켓 발행이 가능한 ID카드 소지자는 매표소에서 초대권 및 ID카드 제시 후 입장권 발급

+  개·폐막식은 초대권 및 ID발권 불가

2 예매 안내
온라인 예매

구분 일반상영

예매기간 07. 24.(목)~08. 15.(금)

예매방법 제14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홈페이지(www.nemaf.net) 접속 후 예매

예매시간 예매기간 동안 24시간 예매 가능(단, 상영 당일 온라인 예매는 불가능)

결제수단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수령방법 티켓매표소에서 예약번호(혹은 예매확인서)와 신분증 확인 후 입장권 수령

+ 한국영상자료원 상영 작품은 무료입니다. (사전 온라인 예매 후 당일 현장 매표소 선착순 배부 및 입장)

+ 미디어극장 아이공 및 산울림 소극장은 지정좌석제가 아닙니다.

현장매표소

구분

미디어극장
 아이공 한국영상자료원 서교예술실험센터

1회권 10회권

운영기간 08. 08.(금)~08. 15.(금)
08. 08.(금)~08. 14.(목)

*08. 11.(월) 휴무
08. 08.(금)~08. 13.(수)

운영시간 11:30~마지막 상영 시작 전까지 11:00~마지막 상영 시작 전까지
11:30~19:30

*08. 13. (수) 11:30 ~ 17:00

이용방법
티켓매표소에서 
입장권 예매 및 

발권

네마프 라운지에서 
구입 가능

티켓매표소에서
입장권 예매 및 발권

결제수단 신용카드, 현금 무료(자유기부금) 신용카드, 현금

+ 야외공연, 심포지엄은 사전예약이 불가하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 8. 13.(수) 이후 전시 티켓은 미디어극장 아이공에서 현장 예매 및 발권이 가능합니다.

3 할인혜택

구분 할인혜택 비고

마포구민 유료 프로그램 20% 할인 주소 확인 가능한 신분증 지참

단체관람객 유료 프로그램 20% 할인 10인 이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유료 프로그램 20% 할인
동반 1인 할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증명서 지참

+ 할인은 현장발권 시에만 가능합니다.

+ 10회권은 중복할인이 불가합니다.

+ 아이공 후원회원에게는 ID카드가 발급됩니다.

4 티켓 취소 및 환불 안내

구분
온라인 현장매표소

NeMaf2014 홈페이지  미디어극장 아이공 한국영상자료원 서교예술실험센터

최소시간
해당 영화 상영 

전일 24시까지 가능
해당 상영 시간 

1시간 전까지 가능
환불/취소 불가

취소수수료 없음 없음 없음 -

+ 온라인 예매를 한 입장권에 한해 온라인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입장권 발권 후에는 티켓매표소에서만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 취소/환불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일주일 뒤 일괄 입금/환불됩니다.

+ 상영시간이 지난 후에 환불은 불가합니다.

+ 전시제 티켓의 경우 현장 예매 및 발권 시 환불,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ID카드나 초대권으로 발권 받은 티켓은 환불,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5 유의사항
+ 제14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은 정시상영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영화 상영 시작 15분 후에는 상영관으로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상영관 입장은 관람등급에 따라 통제됩니다.

+ 모든 관객은 반드시 입장권을 소지하셔야 상영관 입장 및 영화 관람이 가능합니다.

+ 소지한 티켓은 지정된 일시 및 기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입장권 분실 및 파손된 경우 재발급이 불가하오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영장 내에서 사진/비디오 촬영 및 음식물 반입은 불가합니다.

상영 일정표 Ticke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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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ket Information

1 Ticket Types
Opening Ceremony 5,000 won
Closing Ceremony Free(Donations are welcome)

NewMedia Alternative 
Cinema 

General Screening
Single 5,000 won

Package(10 tickets) 30,000 won
Korean Film Archive Free(Donations are welcome)

NewMedia Art Exhibition One-day ticket 1,000 won
NeMaf Symposium·Talk / Outdoor Event Free(Donations are welcome)

+ Tickets can be issued with ID cards and invitation tickets.
+ Invitation cards and ID cards are not accepted for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2 Ticket Reservation Information
Online

Types General Screening

Period 07. 24.(Thu)~08. 15.(Fri)

Reservation NeMaf2014 homepage(www.nemaf.net) 

Operating 
Hours 24 hours (However, online reservation cannot be made on the day of screening)

Payment Credit card, Account transfer

Pick-up Plese show your reservation confirmation from at the box office to pick up the ticket.

+ All the screenings at the Korean Film Archive are free of charge. (Online advance booking is available. It is required to pick up 
 your tickets at the box office and you will be admitted to the screening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 You cannot choose the seats for Media Theater iGong and Theatre Sanwoolim.

On-site Box Office 

Place

Media
Theater iGong

Korean Film Archive Seoul Art Space Seogyo
Single Package

(10 tickets)

Data 08. 08.(Fri)~08. 15.(Fri) 08. 08.(Fri)~08. 14.(Thu)
*08. 11.(Mon) closed 08. 08.(Fri)~08. 13.(Wed)

Open 
Hours

11:30~The beginning time of 
the last screening

11:00~The beginning time of 
the last screening

11:30~19:30
*08. 13.(Wed) 11:30~17:00

Method

Purchase 
or reserve 
tickets at 

corresponding 
box office

Purchase 
package 

at NeMaf 
Lounge

Purchase or reserve tickets at the ticket office of the theater

Payment
method Credit card, Cash Free

(Donations are welcome) Credit card, Cash

+ Outdoor Event and Symposium cannot be booked in advance and admission is first-come-first-served basis on the day.
+ Booking and issuing of tickets for exhibitions after 13 August (Wed) will be available at the Media Theater iGong.

+ 3 Discount
The inhabitant of Mapo-gu

20% Discount

with valid ID
Group 10 or more

Those with disabilities / 
persons of national merit

 Discount includes one companion, 
must carry valid ID. 

+ Discount is available at the box office.
+ Package(10 tickets) cannot be used in conjunction with other discounts.

4 Cancellation / Refund 

Type
Online Box offices

NeMaf2014 homepage  Media Theater 
iGong

Korean Film 
Archive

Seoul Art Space 
Seogyo

Time limit
until full refund

midnight(24:00) before the 
screening day

Up to 1 hour before the screening No Refund/
Cancelation

Cancellation fee No fee No fee -

+ Tickets booked online can be cancelled via internet. 
 (However, once the tickets are issued, cancellation and refund are available at the box office)
+ The refund will be made until a week after the festival ends.
+ Tickets cannot be refunded after screening begins.
+ Refund or cancelling of tickets for exhibitions are not available if they are booked or issued on the spot.
+ Tickets issued by ID cards or invitation cannot be refunded or exchanged 

5 Please note
+ We strictly observe screening time. Admission is restricted after 15 minutes of screening.
+ Every individual must possess a ticket to be admitted into the theater.
+ Tickets can be used only for designated dates and periods.
+ Tickets cannot be reissued if lost or damaged.
+ Taking photos/videos or bringing food are not permitted in the theaters.

상영 일정표 Ticke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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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극장 아이공 (http://www.igong.org)

지하철 홍대입구역(경의선) 7번 출구, 도보 3분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30-8번지 2층 미디어극장 아이공

+ 문의 02. 337. 2870 / 2873

산울림 소극장 (www.sanwoollim.kr)

지하철 신촌역(2호선) 하차 1번 출구, 도보 10~15분 

지하철 신촌역(2호선) 하차 1번 출구, 

현대 백화점 정류장(13-021)에서 273, 7011번 버스 탑승 후 

산울림 소극장(1정거장) 하차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27-9번지 산울림 소극장

+ 문의 02. 334. 5915 / 5925

서교예술실험센터 (http://cafe.naver.com/seoulartspace)

지하철 홍대입구역(2호선) 9번 출구, 도보 10분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69-8번지 서교예술실험센터 

+ 문의 02. 333. 0246

갤러리 잔다리 (www.zandari.com)

지하철 홍대입구역(2호선) 9번 출구, 도보 10분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70-12번지 잔다리 빌딩

+ 문의 02. 323. 4155

더 갤러리 (www.the-gallery.kr)

합정역(2호선) 3번 출구, 홍대입구역(2호선) 5번 출구, 도보 8분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67-13 W&H빌딩 지하 1층

+ 문의 02. 3142. 5558 

한국영상자료원 (www.koreafilm.or.kr)

•디지털미디어시티역(6호선, 공항선, 경의선 / 구 수색역) 2번 출구, 

 정류소(14-296)에서 771, 7711, 7730번 타고 누리꿈스퀘어 하차, 버스 5분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공항철도) 9번 출구, 직진 도보 10분(DMC단지 뒤쪽)

•홍대입구역(2호선) 2번 출구, 정류소(14-224)에서 7711번 타고 누리꿈스퀘어 하차, 버스 20분

•신촌역(2호선) 3번 출구, 정류소(13-324)에서 171번 타고 누리꿈스퀘어 하차, 버스20~25분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한국영상자료원

+ 문의 02. 3153. 2001

마포구청 대강당(개막식 장소) (www.mapo.go.kr)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 직진 도보 5분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구청사 외부 우측 2층

+ 문의 02. 3153. 8114

페스티벌 맵 Festival Map

전시제 공간

더 갤러리
The Gallery

갤러리 잔다리
Gallery Zandari

영화제 공간

신촌방면 홍익대학교

커피프린스

상진부동산

청운부동산

홍대입구역

(2호선 8번출구)

홍대입구역
(공항철도 
7번출구)

산울림소극장
Theatre Sanwoolim

미디어극장 아이공
Media Theater iGong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Hongik Univ Stn 
  (Korail Airport Railroad)

산울림 소극장
Theatre Sanwoolim

미디어극장 아이공
Media Theater iGong

갤러리 잔다리
Gallery Zandari

더 갤러리
The Gallery

2호선 홍대입구역
Hongik University 
Station Green line

커피빈

서교호텔

서교푸르지오
아파트

서교초등학교

커피프린스
1호점

디지털미디어시티역
Digital Media City Station

한국영상자료원
Korean Film Archive

한국영상자료원

MBC신사옥
New MBC Building

SBS 미디어센터
SBS Media Center

YTN 미디어센터
YTN Media Center

월드컵북로
World Cup buk-ro

DMC 홍보관
DMC Publicity Zone

상암월드컵파크5단지
Sangam WorldCup 
Park 5 Danji

카페 Oui
Cafe o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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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제인 진 카이젠은 덴마크왕립미술아카데미(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와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에서 예술학을 전

공했다. 2012년 리버풀 비엔날레, 독일 비엔날레, 제2회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로스엔젤레스의 제25회 아시아 퍼시픽 아메

리칸 영화제, 교토 아트센터, 베이징 798 아트존, 제2회 칠레 드포르메 비엔날레 등에 참가하는 등 국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카이젠은 한국 입양아 출신 작가로 2010년 제주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방문을 계기로 제주  4•3 항쟁, 해녀

항쟁, 강정마을 문제, 입양, 기지촌 문제 등 제주를 비롯한 한국의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후 그녀는 한국 역사를 세계

에 번역하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왔다. 제주 4•3 항쟁에 대한 작품 <거듭되는 항거>로 카이젠은 덴마크에서 ‘덴마크의 역

량 있는 20인의 젊은 예술가’에 선정되었다.

제14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The 14th Seoul International NewMedia Festival

새로운 상상, 새로운 쓰임 : 대안YOUNG畵

2014년 8월 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간 열리는 뉴미디어 영상예술 

축제인 제14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은 전 세계 50개국에서 약 

630여 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경쟁부문인 글로컬 구애전에서 영화와 전

시의 형태로 총 50편의 작품이 소개된다. 대안YOUNG畵, 글로컬 파노

라마, 스페인 비디오아트 특별전, 대안장르전(재연 혹은 퍼포먼스, 애니

다큐), 장 루슈 회고전, 배제의 X 가능성(초청 전시) 등의 비경쟁부문에

서는 영화와 전시 작품 총 94편이 소개되어 관객들을 만날 것이다.

네마프2014의 올해의 주제는 '우리 시대의 민속지'이다. 인류학의 한 방

법론으로 제시된 민속지학은 본래 강대국이 식민지 사람들과 그 민속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민속지학은 보다 다양한 계급과 계층으로 이뤄진 미디어 주체들에 의해 

더욱 다양하고 급진적이며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현실을 환기시키는 새

로운 도구가 되고 있다. 올해 네마프에서는 그 동안 힘 있는 자들이 만들

어온 대문자 역사(History)가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 이들로부터 배제된 

채로 있지만, 보다 의미 있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건의 진짜 주

체’, 혹은 ‘배제된 주체’들을 수면 밖으로 호명하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

적 실천들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민속지학에 대한 매핑을 시도한다.

거듭되는 항거 Reiterations of Dissent
Documentaryㅣ59’ㅣColorㅣ2014ㅣDenmarkㅣKEㅣ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시놉시스 Synopsis

한국계 덴마크 입양아였던 제인 진 카이젠이 성인이 되어 제주의 가족을 방문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다. <거

듭되는 항거>는 제주의 자연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해 공항의 유해발굴•유족•화장 장면을 담아내는 한편, 소설가 

현기영씨의 인터뷰와 학자 김성례 씨의 상황 설명을 바탕으로 여섯 개 채널로 구성된 영상작품을 통해 4•3 항쟁을 

표현한다. 네마프 2014에서는 새롭게 편집된 극장용 싱글 채널 작품을 개막식 및 '우리 시대의 민속지' 섹션에서 상

영하며, 전시공간을 통해 기존의 멀티채널 작품을 상설 전시한다.

101 8/7 MO 19:30 123 8/9 KF 14:00 136 8/10 KF 17:00

 개막작 Opening Film

개막식  Opening Ceremony

+일시 2014년 8월 7일(목) 19:30 TIME 19:30 August 7th (Thu) 2014

+장소 마포구청 대강당 VENUE Mapo-gu Office Auditorium

+공연 Opening Performance 

+개막작 Opening Film <거듭되는 항거 Reiterations of Dissent> 

 (Dir. 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Documentaryㅣ59’

 Colorㅣ2014ㅣDenmarkㅣKE

폐막식  Closing Ceremony

+일시 2014년 8월 15일(금) 18:00 TIME 18:00 August 15th (Fri) 2014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VENUE 1FL., Seoul Art Space Seogyo

+시상 및 수상작 상영 Awards Ceremony & Screening of the Award Winning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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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구애전_영화 Glocal Propose_cinema

뉴미디어 
대안
영화제

140 8/11 IG 17:30
162 8/13 TS 12:00

104 8/8 IG 17:30
150 8/12 TS 12:00

153 8/12 TS 20:00
170 8/14 IG 12:00

114 8/9 IG 12:00
164 8/13 TS 17:30

133 8/10 TS 20:00
149 8/12 IG 20:00

118 8/9 TS 12:00
147 8/12 IG 14:30

_

NewMedia 
Alternative 
Cinema

국민 매니페스토 Kookmin Manifesto
Experimentalㅣ83’ㅣColorㅣ2012ㅣSweden, KoreaㅣKㅣ최윤 CHOI Yun

나는 남한 정부가 국경 부근에 대형 스피커 11개를 설치하여 북한을 향해 K-Pop을 반복해서 튼다는 소식을 접

했고, 이와 동시에 서울 대부분의 거리에서 그 달에 히트를 치고 있는 K-Pop이 동일하게 반복되어 재생되고 있

다는 상황에 주목하였다.

늘샘천축국뎐 The Road Songs
Documentaryㅣ96’ㅣColorㅣ2014ㅣKoreaㅣKE, NEㅣ늘샘 Neulsaem

서기 727년 신라의 승려 혜초가 불법(佛法)을 찾아 천축국(天竺國)으로 떠났듯, 꿈과 삶을 따라 인도로 떠나는 

남한 청년의 ‘21세기 디지털 천축국전’! 짧은 외국어 실력과 가벼운 주머니는 문제 되지 않는다. 아시아 8개국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을 유랑하며 어떤 세상과 사람들과 노래와 삶을 

만나고 있는가!

디지털 시대의 유물 Terraqueos : Remains of a Digital Age
Documentaryㅣ82’ㅣColorㅣ2014ㅣBrazilㅣE, NEㅣ프레데리코 후아스 Frederico Ruas

웹에서 얻은 자료들로만 이루어진 놀라운 시청각 경험. 365개의 저작권 없는 (편집된) 비디오들 속에서 우리의 

변화무쌍한 자화상이 점차 드러난다.

매직 미러 Magic Mirror
Experimentalㅣ90’ㅣB&Wㅣ2013ㅣUKㅣEㅣ사라 퍼칠 Sarah Pucill

하나의 에세이이자 영화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에서 프랑스의 초현실주의 예술가였던 클로드 카엥(Claude 

Cahun)의 작품들은 활인화의 생생한 몸짓을 통해 다시 되살아난다.

재 Ash : Re
Experimental documentaryㅣ65’ㅣMixedㅣ2013ㅣKoreaㅣKEㅣ오민욱 OH Min-wook

부산 전포동, 황령산 기슭에는 백악기에 형성된 구상반려암군(球狀斑糲岩)이 있다. 이 암석군 위로 물, 모래, 자갈 

그리고 양회(洋灰)가 반죽된 콘크리트가 들어서면서 인간 사회는 현대문명의 황금기에 접어들었다. 생성과 폐허

의 시공간을 선사한 이 문명은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이미지들을 쏟아 낸다.

타인의 오브제  It for Others
Experimentalㅣ54’ㅣMixedㅣ2013ㅣUKㅣEㅣ던컨 캠벨 Duncan Campbell

크리스 마르케와 알랭 레네가 만든 1953년작 <조각상도 죽는다>에 대한 일종의 역사적 응답이라 할 수 있는 작

품으로 오브제의 삶과 죽음, 그리고 가치에 대해 사유한다. 상품가치와 교환가치에 관한 재해석의 일환으로 퍼

포먼스를 수행하는 마이클 클락 컴퍼니와 아프리카 예술의 공동작업을 담은 이 작품은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초

연되었다.

+장편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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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8/8 IG 20:00
142 8/11 TS 12:00

128 8/10 IG 17:30
159 8/13 IG 14:30

Light Rhythm #1-3 Light Rhythm #1-3
Experimentalㅣ4’30”ㅣColorㅣ2013ㅣUSAㅣNDㅣ문유진 MOON You-jin

빛을 매개로 그림과 영화적 경험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실험적인 영화이다. 이 작품은 물결의 형상을 바탕으

로 물결 표면의 다양한 느낌을 다룬다. 입자와 세포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촉각적 공간은 친숙하면서도 신비로

운 회화적 공간으로 확장된다.

귀머거리와 바람 Deaf and Wind
Animationㅣ14’30”ㅣColorㅣ2013ㅣKoreaㅣKEㅣ황규일 HWANG Kyu-il

영화는 소년에게는 들리지 않는 섬세한 소리로 가득하고 소년은 촉각으로 소리를 느끼며 추억을 쫓는다.

아라비아인과 낙타 The Camel and the Arab
Documentaryㅣ30’ㅣColorㅣ2013ㅣKoreaㅣKEㅣ심혜정 SHIM Hye-jung

어머니 간병 및 살림을 해주시는 재중동포 정씨 아줌마는 올해 환갑이다. 대림동의 한 식당에서 아줌마의 회갑

연이 열리고, 나는 축하 꽃다발을 들고 찾아가지만 그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나는 점점 부모님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아줌마는 점점 더 중심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오점 없는 The Immaculates
Documentaryㅣ13’ㅣColorㅣ2013ㅣFranceㅣNEㅣ로니 트로커 Ronny Trocker

일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청년은 집 앞에서 울고 있는 16살짜리 여동생을 발견한다. 동생은 두 명의 루마니아 

남자들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고, 청년은 그 즉시 가해자들을 찾아 나서지만 실패한다. 그 사실이 알려지

고 마을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하는데…

우유 배달 가는 길 Alban Wady El-Neel
Experimental dramaㅣ15’ㅣColorㅣ2013ㅣEgyptㅣNEㅣ모하마드 엘-하디디 Mohamad El-Hadidi

얼마 전 헤어진 연인에 대한 모순적이고 불안정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한 남자가 텅 빈 도시를 걷고있다. 이별

이 둘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믿긴 하지만, 그는 그녀와 우연히 만나도 인사 하나 나누지 못하는 상황을 상

상할 수 없다. 이제 그녀를 향한 감정조차 알 수 없다.

춤 The Dance
Dance videoㅣ4’43”ㅣMixedㅣ2013ㅣKoreaㅣNDㅣ고병준 KO Byung-jun

탱고 음악에 맞춰 움직이고 겹치는 남자의 춤사위와 그 안의 고뇌와 사랑을 담은 실험적 애니메이션. 실사로 찍은 

영상에 애니메이션 처리를 한 로토스코핑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인간의 본성, 삶의 본연의 모습을 춤

이라는 움직임과 음악으로 절묘하게 아우르고 있다.

남근선망 Penis Envy
Experimental dramaㅣ10’51”ㅣColorㅣ2013ㅣKoreaㅣKEㅣ임정서 LIM Jung-suh

오줌 싸는 행위에 대해 아빠와 딸이 실랑이를 벌인다. 남근선망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여아가 성적 정

신 발달의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음경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반응을 의미한다. 과연 정말로 딸아이는 

남근을 선망할까?

더티혜리 Dirty Harry
Fictionㅣ28’ㅣColorㅣ2013ㅣKoreaㅣKEㅣ이요섭 LEE Yo-sup

혜리는 화가 나 있다. 친구인 뿅이 임신한 사실을 숨겨서... 뿅은 겁이 난다. 친구인 혜리가 화가 나있어서... 뿅

에게 사실을 들은 혜리는 여전히 화가 나있다. 짱개 수봉이가 애 아빠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혜리는 사라진 수봉의 

행방을 찾는다.

라이어 Liar
Experimental dramaㅣ9’37”ㅣColorㅣ2013ㅣSwitzerland, KoreaㅣEㅣ정혜인 JOUNG Hae-in

누군가로부터 '거짓말쟁이' 가 되라는 쪽지를 받은 한 남자. 그의 인터뷰가 이어진다. 그의 말은 거짓일까, 진심

일까?

무용 Nothing
Animationㅣ5’8”ㅣColorㅣ2013ㅣKoreaㅣNDㅣ최고은 CHOI Go-eun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끝내는 표현하지 못한 많은 마음들에 대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보았다. 도시, 

더 나아가 미디어에서 작동하는 시간과 개인의 시간은 결코 같은 템포로 흐르지 않는다.

발푸르기스의 밤과 상념의 숲  Walpurgis Night in Seoul
Graphic videoㅣ9’ㅣColorㅣ2014ㅣKoreaㅣKEㅣ김보람 KIM Bo-rahm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사랑하는 여자의 오빠를 실수로 죽여 실의에 빠진 파우스트를 마녀들과 마법사들의 연

회가 펼쳐지는 ‘발푸르기스의 밤’으로 초대한다. 작가는 발푸르기스의 밤의 배경을 독일 하르츠 산맥이 아닌 서

울 한복판으로 바꾸었다. 서울의 발푸르기스의 밤은 곳곳의 재개발 풍경에서 시작하여 점점 도심의 거리로 들어

오며 기묘해져 간다.

앙상블  Ensemble
Experimental dramaㅣ12’44”ㅣMixedㅣ2013ㅣJapanㅣNEㅣ투와 Ⅱ TOOWA II

한 게으른 남자와 예민한 여자가 있다. 그들은 싸우기 시작한다. 예민한 여자가 남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 

장면이 바뀐다. 그리고 그들은 음악에 맞춰 다시 싸움을 시작한다.

+단편 1 Shorts 1 +단편 2 Shorts 2

글로컬구애전_영화 Glocal Propose_cinema 



The 14th Seoul International NewMedia Festival  18 17 제14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같이 살아간다 Living Like You
Found footage videoㅣ21’41”ㅣColorㅣ2014ㅣKoreaㅣKEㅣ홍승범 HONG Seung-bum

나의 어머니는 3년 전 스마트 폰을 사용하면서부터 평소 여행이나 등산, 가족의 일상 등 삶의 소소한 일들을 습

관적으로 기록해 왔다. 이후 어머니는 주거지의 재개발 문제로 철거대책위원회 일을 맡게 되고, 휴대전화를 이

용한 기록은 감시와 증거채집의 목적을 병행하게 된다.

라즈 온 에어 RAZ on Air
Documentaryㅣ30’57”ㅣColorㅣ2012ㅣKoreaㅣKEㅣ이옥섭 YI Ok-seop

실시간 인터넷 개인 방송 '아프리카 TV'의 BJ(Broadcasting Jockey)로 활동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라즈. 그녀의 

방송 게시판은 트랜스젠더에 관한 욕설과 외모에 대한 비난으로 도배되지만 그녀는 그들을 보며 웃음 짓고, 시

원한 트림 소리로 소화시켜버린다.

앱 사피엔스 App Sapiens
Fictionㅣ33’13”ㅣColorㅣ2013ㅣKoreaㅣKEㅣ고현창 KO Hyun-chang

과거 탄광지역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동영상이 송출되고, 그것을 조사하러 떠난 직원들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

생된다. 회사는 통신두절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K와 동행자로 이모션 어플리케이션인 “제인, 피터, 잭”을 제공한

다. 과연 터널 속에서 송출되는 동영상은 무엇일까.

[~] 나타나다 [~] 사라지다 [~] Appear [~] Disappear
Experimentalㅣ7’12”ㅣB&Wㅣ2013ㅣKoreaㅣKEㅣ김주미 KIM Ju-mi

시각에 포착되기 이전의 시간은 현상 뒤에 은둔한 채 나즈막하게 흐르고 있었다. 유동적인 흐름은 상이 맺힐 수 

있는 표면 위로 착상될 순간을 노렸고, 시간의 단위는 이미지의 파동으로 잔잔히 생성되었다. [~]는 무언가를 쓰

다가 지우기를 반복한다.

Meditation at the Window Meditation at the Window
Experimentalㅣ5’35”ㅣColorㅣ2014ㅣKoreaㅣNDㅣ김진섭 KIM Jin-sub

열병합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소재로 삼아 자아와 주변환경에 대한 의식을 명상의 형식으로 묘사하

였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스토리의 환경이 드러나기 전까지, 관객은 은유의 조각들만으로 스토리를 

이해해야 한다.

Piece, Peace Piece, Peace
Animationㅣ7’ㅣColorㅣ2013ㅣKoreaㅣNDㅣ박재인 PARK Jae-in

여섯 명이 공유하는 한 공간에서, 한 명이 자신만을 위한 위험한 꿈을 꾸게 되며 시작되는 이야기.

Stitch Stitch
Fictionㅣ15’3”ㅣColorㅣ2013ㅣKoreaㅣNDㅣ김자영 KIM Ja-young

한 여자가 뜨개질을 하며 길을 걷고 있다. 밤낮을 걸으며 뜨개질을 하던 여자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다가 떠나간

다. 계속해서 뜨개질을 하며 걷는 여자.

디지털 랜드스케이핑 Digital Landscaping
Graphic videoㅣ2’49”ㅣColorㅣ2013ㅣKoreaㅣNDㅣ고상석 KO Sang-sok

디지털 사진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통해 건물들은 복제되고, 원근법에 따라 크기가 조정된 건물들이 레이어

를 형성하며 쌓여간다. 그와 함께 들려오는 사운드는 단조롭고 반복적인 마우스 클릭음뿐이다. 그렇게 레이어가 

쌓여가며 풍경은 계속 변화하고 그렇게 하나의 풍경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실재하는 공간인 인천 송도

의 풍경으로 이어진다.

이사 Move out
Animationㅣ7’ㅣColorㅣ2012ㅣKoreaㅣNDㅣ박소영 PARK So-young

함께였던 사람이 죽으면 함께였던 시간과 공간도 그와 함께 멈춰버리고,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해지

고 만다. 기억을 없애듯 죽은 이의 물건을 버리는 것보다는, 그것을 마음 한 구석 상자에 조용히 놓아두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시작임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

제스쳐 Gesture Piece
Found footage videoㅣ25’43”ㅣColorㅣ2013ㅣUKㅣND 

비키 베넷 Vicki Bennett (a.k.a. People Like Us)

영국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타인사이드 시네마의 디지털 아트 프로그램인 ‘픽셀 팰리스’의 의뢰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비키 베넷은 수백 개의 영화로부터 제스쳐나 특정한 것을 지시하는 듯한 장면을 추출해 일

곱 개의 챕터로 구성된 영화 한 편을 만들었다. 우리에게 친숙한 영화 푸티지들에 대한 매혹적인 재해석.

페리페테이아 Peripeteia
Experimentalㅣ18’12”ㅣColorㅣ2013ㅣUKㅣNDㅣ존 아캄프라 John Akomfrah

그리스어로 ‘터닝 포인트’ 또는 ‘상황의 반전’이라는 뜻을 가진 <페리페테이아>는 16세기 화가 알브레히트 뒤러

의 그림 두 점을 기원으로 한다. 이 두 개의 그림은 초기의 서양예술사에서 흑인을 그린 대표적 작품들이다. 영

화는 그들의 사라져버린 역사를 다시 상상해낸다.

가자 홈무비 Home Movies Gaza
Documentaryㅣ24’10’’ㅣColorㅣ2013ㅣFrance, PalestineㅣNEㅣ바스마 알샤리프 Basma Alsharif

이 영화는 실패한 문명의 축소판으로서 가자 지구를 소개한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기술하면서, 그 곳의 정치적 정체성이 그러한 복잡하고 버려져 있는 공간적 특징으로부터 분리

되기 힘든 것임을 설명한다.

+단편 4 Shorts 4

+단편 5 Short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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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것도 아닌 Res Nullius
Experimentalㅣ4’ㅣMixedㅣ2014ㅣSpain, UKㅣNDㅣ크리스토발 카탈란 Cristobal Catalan

라틴어로 ‘누구의 것도 아닌 몸’ 혹은 ‘누구의 것도 아닌 자산’을 뜻하기도 하는 ‘Res Nullius’. 이 영화는 상호작

용의 역동성, 넘나듦, 순례 여행을 위한 하나의 초현실적인 여정이다.

다크 갤러리 The Dark Galleries
Found footage videoㅣ11’ㅣB&Wㅣ2014ㅣBelgiumㅣEㅣ니콜라스 프로보스트 Nicolas Provost

1940년대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범죄스릴러나 느와르 영화 속 매혹적인 초상화가 나오는 장면들을 몽타주하

였다. 감독은 마치 상상의 박물관을 방문하는 듯한 느낌의 몽타주 전략을 구사한다.

사물 Thing
Graphic videoㅣ17’ㅣB&Wㅣ2013ㅣBelgiumㅣEㅣ아눅 드 클레르크 Anouk De Clercq

한 건축가가 자신이 세운 도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도시가 상상된 것임을 짐작한다. 그의 이 주장은 

자신의 생각들을 고정된 형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에드가에게 To Edgar
Animationㅣ5’30”ㅣColorㅣ2013ㅣPolandㅣNDㅣ에바 루츠코프 Ewa Luczkow

추리소설가 에드가 앨런 포우의 삶과 작품을 녹여낸 단편. 영화는 포우의 성격부터 그가 창작과정에서 얻은 고

통,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악마성을 보여준다. 영화는 또한 그의 작품의 전형적인 주제인 범죄소설의 요소들과 

인간의 이중성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움바 Umba
Experimental dramaㅣ14’41”ㅣColorㅣ2014ㅣUSAㅣNDㅣ파비엔 쿠페즈 Fabien Coupez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 속 좀비와 토드 브라우닝의 변종이 만난다면? 브루클린 거리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한 

한 소녀. 기절했다가 눈을 떠보니 그곳에는 마약중독자, 매춘부, 노숙자, 갱스터 등 사회의 잉여들이 잔뜩 모여 

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 인간애 가득한 괴짜들은 소녀가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시작한다.

이주 Displacements
Documentaryㅣ9’ㅣColorㅣ2013ㅣUKㅣNDㅣ마누엘 알바레즈 디에스트로 Manuel Alvarez Diestro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밀집된 도시 중 하나다. 밀집도가 심한 만큼 새로운 마을은 공동묘지와 인접해있게 된다. 

삶의 세계와 죽은 사람들의 공간이 공존하는 가운데, 홍콩 주민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이동한다. 

그들은 최종 목적지를 찾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다.

문 Garagedoor
Experimentalㅣ7’33’’ㅣColorㅣ2013ㅣNetherlandsㅣNDㅣ아스트리드 반 님베겐 Astrid van Nimwegen

시간과 공간의 변주를 이용한 실험적 무빙 이미지. 우리의 현실이나 존재감각에 대해 최소한의 개입을 시도함으

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관찰한다.

발코니 Balcony
Fictionㅣ20’ㅣColorㅣ2013ㅣKosovoㅣNEㅣ렌디타 제키라지 Lendita Zeqiraj

10살짜리 소년 제튼이 아파트의 4층 발코니 끝자락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는 채로 발견된다. 이를 발견한 이

웃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경찰과 소방서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지만 상황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다. 코소보 사태 이후 15년이 지난 코소보의 현재에 대한 알레고리.

인포 서핑: 모스크바 2 Info Surfing : Moscow 2
Experimentalㅣ1’30’’ㅣColorㅣ2012ㅣNetherlandsㅣNDㅣ마리나 체르니코바 Marina Chernikova

새로운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수많은 다양한 장소의 가상의 존재들을 진짜인 것으로 바꾼다. 우리의 뇌와 기억 

속에서 일어나는 관념들은 비선형적이며 우리가 여기 혹은 저기, 지금 혹은 과거의 어느 때에 머무르게 한다. 우

린 지하철을 타면서도 세계여행을 하곤 한다.

진짜 사랑일까? (아니!) Is it Real Love? (Of Course Not!)
Found footage videoㅣ23’ㅣMixedㅣ2013ㅣNetherlandsㅣNDㅣ플로리안 H. 크렙칙 Florian H. Krepcik

비디오 게임을 닮은 영화? 혹은 영화를 닮은 비디오 게임? 날아다니는 듯한 자동차의 흑백 이미지가 명멸하는 

빛과 어둠 속에서 화려하게 보여진다. 감독은 이미지와는 대조적인 사운드트랙을 덧붙여 이 차가운 게임의 세계

에서 예상하지 못한 ‘감정’들을 끄집어낸다.

평행 I Parallel I
Experimentalㅣ15’53’’ㅣColorㅣ2012ㅣGermanyㅣEㅣ하룬 파로키 Harun Farocki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이제 사진이나 영화보다 더 그럴듯한 현실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낸다. 영화는 1980년대 컴

퓨터 게임 속 픽셀로 재현된 나무 이미지부터 최근의 '기본유전성장 프로그램(basic genetic growth program)'

으로 만들어진 나뭇잎 이미지를 비교하며 현실과는 또 다른 현실이 평행적으로 존재함을 보여준다.

해석학 Hermeneutics
Found footage videoㅣ3’15’’ㅣB&Wㅣ2012ㅣRussiaㅣNDㅣ알렉세이 드미트리에프 Alexei Dmitriev

이 작품은 해석학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시각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영화는 이차대전의 푸티지를 교묘하게 재편

집하여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이 꽤 그럴듯한 전쟁영화라고 믿게 만든다. 관객들은 이미 일반적인 아카이브 영화

에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실제 이차대전의 푸티지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영화를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반전이 발생한다.

+단편 6 Short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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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YOUNG畵 : 우리 시대의 민속지  
 Alternative YOUNG畵_Ethnography Now

1973 1973
Documentaryㅣ33’ㅣColorㅣ2014ㅣServiaㅣNEㅣ스테판 이반치치 Stefan Ivancic

세르비아의 다뉴브 강둑에서 늘 똑 같은 일상을 보내는 남자들. 영화는 사랑스러우면서도 순진하며 독특한 주인

공의 안내에 따라 1970년대의 경제, 그 시절 유행가 등에 대해 얘기한다. 정체되어 있는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고찰이 담긴 작품. ※ 이 작품은 <사랑해, 중국>과 함께 상영됩니다.

거듭되는 항거 Reiterations of Dissent
Documentaryㅣ59’ㅣColorㅣ2014ㅣDenmarkㅣKEㅣ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제주 4•3 사건의 억압된 역사와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을 다룬 작품. 작품은 이 사건 배후의 정치적 계략을 파헤

치다가 제주 곳곳에, 문학 작품에, 유족의 기억 속에, 그리고 굿에 깊이 남아있는 트라우마의 흔적을 쫓는다. 6채

널 설치 비디오였던 작품이 극장용으로 새롭게 만들어져 첫 선을 보인다. ※ 이 작품은 <보이지 않는 목소리>와 

함께 상영됩니다.

나일 수도 있었던, 혹은 나인 사람들 People I Could Have Been and Maybe Am
Documentaryㅣ55’ㅣColorㅣ2010ㅣUKㅣEㅣ보리스 게레츠 Boris Gerrets

남편감을 찾아 브라질에서 온 산드린, 마약 중독자 스티브, 그리고 스티브의 여자친구가 된 시인 프레셔스. 영화

는 런던 거리에서 이뤄진 세 사람의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한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현실과 픽션의 경계에 있는 

독특한 작품.

망대 Watchtower
Documentaryㅣ63’ㅣColorㅣ2014ㅣKoreaㅣKEㅣ문승욱 MOON Seung-wook

2030년 춘천, 타임머신이 개발되자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재를 바꾸기 위해, 또는 추억과 사랑을 찾아 과

거 여행을 떠난다. 정부는 과거로 떠난 사람들을 불법 체류자로 규정하고 시간 감시자들을 과거에 파견한다. 영

화는 2013년 춘천의 ‘망대’주위에 모여든 불법체류자들을 통해 현재를 다른 시각으로 그린다. 극영화와 다큐멘

터리의 기이한 결합.

보이지 않는 목소리 Voice Unknown
Documentaryㅣ33’ㅣColorㅣ2011ㅣUSAㅣKEㅣ박진희 PARK Jin-hee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자 페이스 김(가명)이 북한에서 중국, 캄보디아, 태국을 거쳐 미국에 오게 된 여정을 들려

준다.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로만 출연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국가의 경계로는 설명될 

수 없는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 이 작품은 <거듭되는 항거>와 함께 상영됩니다.

사랑해, 중국 China, I Love You
Found footage documentaryㅣ41’ㅣColorㅣ2014ㅣChina, FranceㅣNE, Eㅣ리우 베일린 Liu Beilin

1966년 8월 8일, 문화 혁명이 일어나고, CCTV 뉴스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문화 혁명은 마오쩌둥

이 약속한 방향과는 다르게 중국인들의 삶을 송두리 채 바꿔 놓는다. 영화는 혁명 후 중국의 삶의 여러 국면을 

아카이브 영상과 사운드의 흥미로운 조합을 통해 그려낸다. ※ 이 작품은 <1973>과 함께 상영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Futureless Things
Fictionㅣ107’ㅣColorㅣ2013ㅣKoreaㅣKㅣ김경묵 KIM Kyung-mook

편의점에서 일하는 상처 받은, 또는 희망에 찬 젊음. 그들은 그 폐쇄된 공간에서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난다. 

그 12시간의 기록.

죽음의 해안 Coast of Death
Documentaryㅣ81’ㅣColorㅣ2013ㅣSpainㅣNEㅣ로이스 파티뇨 Lois Patiño

수많은 배들이 난파되어 '죽음의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갈라시아 북서쪽 지역. 영화는 자연에 대한 양가감

정을 갖고 이 곳에 사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관찰한다. 바람, 돌, 바다, 불이 영화의 주인공이며, 이들을 통해 풍경

의 신비가 인간의 역사와 만난다.

틴에이지 Teenage
Found footage documentaryㅣ78’ㅣColorㅣ2013ㅣUSA, GermanyㅣEㅣ맷 울프 Matt Wolf

‘십대’란 말이 늘 존재 해왔던 건 아니다. 희귀 아카이브 자료, 20세기 초 십대를 보낸 네 인물의 초상, 그리고 당

시에 쓰여진 일기의 낭송으로 구성된 이 영화는 기존 세대와 청소년 사이의 갈등을 통해 형성된 젊음의 새로운 

정의를 리드미컬한 음악적 콜라주를 통해 보여준다. 

풍경 Scenery
Documentaryㅣ95’ㅣColorㅣ2013ㅣKoreaㅣNㅣ장률 ZHANG Lu

오랜 시간, 사람들은 서로에게 풍경으로 존재한다. 이 차가움이 때론 우리에게 어떤 감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풍

경은 여전하나, 감동은 서서히 변한다. 한국에서 일하는 14명의 이방인들의 꿈과 일상을 그린 담담한 풍경

134 8/10 KF 11:30
166 8/13 KF 11:30

111 8/8 KF 14:00
169 8/13 KF 19:30

135 8/10 KF 14:00
176 8/14 KF 17:00

125 8/9 KF 19:30
156 8/12 KF 17:00

110 8/8 KF 11:30
157 8/12 KF 19:30

107 8/8 TS 14:30
139 8/11 IG 14:30

141 8/11 IG 20:00
180 8/15 IG 17:30

101 8/7 MO 19:30
123 8/9 KF 14:00
136 8/10 KF 17:00

112 8/8 KF 17:00
175 8/14 KF 14:00

113 8/8 KF 19:30
168 8/13 KF 17:00

123 8/9 KF 14:00
136 8/10 KF 17:00

134 8/10 KF 11:30
166 8/13 KF 11:30

+글로컬 파노라마 Glocal Panorama

51+ 51+
Direct cinemaㅣ120’ㅣColorㅣ2013ㅣKoreaㅣKEㅣ정용택 JUNG Yong-taek

인디 음악의 메카로 알려진 홍대 앞 거리에서 인디 뮤지션들은 공연할 장소를 구하지 못해 떠돌고 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쫓겨나 철거될 상황에 처한 칼국수 집 ‘두리반’에서 그들 뮤지션들은 음악을 통해 연대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장편 Feature

어느 날의 산책 The Promenade of One Day
Documentary fictionㅣ43’21’’ㅣColorㅣ2014ㅣKorea, FranceㅣNEㅣ정범연 J. Beomyoun

파리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J씨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지만,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 J씨는 우연

히 10유로를 줍게 되고, 어떤 작은 희망으로 2유로짜리 복권을 사게 된다. 8유로의 거스름돈을 수북한 동전으로 

받게 된 J씨. J씨는 그 날, 그 어느 날의 산책을 시작한다.※ 이 작품은 <저주의 몫>과 함께 상영됩니다.

대안YOUNG畵 : 우리 시대의 민속지 Ethnography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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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적에 판문점 Once Upon a Time in Panmunjom
Experimental documentaryㅣ47’ㅣColorㅣ2013ㅣKoreaㅣKEㅣ김해민 KIM Hae-min

1945년 해방 당시, 25세 청년이었던 유완옥은 할아버지로부터 곧 전쟁이 닥치게 될 터이니 고향(판문점)을 떠

나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 말을 믿었던 그는 처자식을 버리고 살아남게 된다. 일제시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

는 한국사의 불운한 시대를 관통하는 한 개인의 일생. 

※ 이 작품은 <정전 100주년 기념 사랑과 평화 페스티벌>과 함께 상영됩니다.

유기놈 Bioman 
Animation, Rhythm videoㅣ6’38’’ㅣColorㅣ2012ㅣGermany, KoreaㅣNDㅣ신미리 SHIN Mi-ri

가상의 한 유기체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모습을 의인화를 통해 보여준다. 동물, 식물,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

든 기계들을 공감으로써 느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저주의 몫 The Curse of the Shares
Documentary fictionㅣ50’36’’ㅣMixedㅣ2013ㅣKoreaㅣKEㅣ박준석 PAK Jun-seok

남자는 글을 쓴다. 남자는 땅에 묻힌다. 남자는 폭탄을 만든다. 남자는 살인을 한다. 그리고 남자는 생각한다.

※ 이 작품은 <어느날의 산책>과 함께 상영됩니다.

정전 100주년 기념 사랑과 평화 페스티벌 
10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Love & Peace, Rock & Roll Festival
Graphic video, Rhythm video, Footage cinemaㅣ30’ㅣColorㅣ2013ㅣKoreaㅣKE 

차지량 CHA Ji-ryang

전쟁이 일어났었고 휴전상태의 100년이 지났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죽었고, 분단이 살아남았고, 이념이 

살아남았고, 국가가 살아남았고, 무기가 살아있고, 과거를 독식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살아있으며 힘들게 살아

가던 사람들,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의 자손들이 살아있다. 100년이라는 특별한 숫자를 사람

들은 여전히 좋아했고 기념하기로 결심한다. 늘 그래왔듯이. 

※ 이 작품은 <옛날 옛적에 판문점>과 함께 상영됩니다.

115 8/9 IG 14:30
173 8/14 IG 20:00

141 8/11 IG 20:00
180 8/15 IG 17:30

109 8/8 TS 20:00
115 8/9 IG 14:30
173 8/14 IG 20:00

126 8/10 IG 12:00
178 8/15 IG 12:00

+단편 Shorts

전람회의 그림 Pictures at an Exhibitions
Experimentalㅣ22’ㅣColorㅣ2013ㅣ KoreaㅣKㅣ황선숙 HWANG Sun-sook

전람회에 그림이 없다.

홀드미 Hold Me
Dance videoㅣ8’ㅣB&Wㅣ2013ㅣ KoreaㅣNDㅣ김숙현 KIM Sook-hyun, 조혜정 CHO Hye-jeong

영화관(무대)의 스크린 안/밖에서 한 여성 댄서의 이미지가 상영된다. 안무가의 무용은 강한 운동감각인 이미지

가 되어 퍼포먼스와 조화를 이룬다. 둘의 간극에서 오는 시공간감의 변화와 활용 또 새로운 감각 생성에 대한 탐

구.

올록볼록 Oloc Boloc
Rhythm videoㅣ8’30’’ㅣColorㅣ2013ㅣKorea, USAㅣNDㅣ김시헌 KIM Shon

인류는 대량 생산체제를 정착시켜 왔고 유일성(singularity)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주형을 제작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동일개체를 양산해내는 복제 시스템 속에서 원본성(originality)을 갖는 물질은 몇이나 되고, 대량 복제

품에 둘러싸여 소유와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는 나는 과연 유일한 존재인가? 주체일 수 있는가?

당신들의 천국 Your Paradise
Experimental documentary, Video performanceㅣ14’59’’ㅣColorㅣ2012ㅣKoreaㅣNE 

조규준 CHO Kyu-jun

2012년 여름 홍대 거리에서는 전세계 예술가들이 초청된 실험예술제가 개최되었다. 그곳에서 만난 세계 각국의 

예술가들이 한국 사회와 자본주의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를 기록한 다큐멘터리.

로봇, 파블로프, 인공위성 Robot Pavlov Sputnik
Rhythm videoㅣ7’23’’ㅣColorㅣ2014ㅣCanadaㅣNDㅣ올리버 호켄헐 Oliver Hockenhull

기계예술의 초기형태라 할 수 있는 노먼 맥라렌의 1971년작 <싱크로미>는 코드와 신호의 투명성을 폭로하는 형

식적 모더니스트의 제스쳐이자 미래주의를 예측했던 하나의 공상적인 판타지였다. <싱크로미>의 본래 의도와 

이에 대한 재탐색의 융합.

라운즈 라운즈 Doing My Rounds, Checking Some Rounds
Dance videoㅣ5’54’’ㅣB&Wㅣ2013ㅣCanadaㅣNDㅣ에밀리 펠스트링 Emily Pelstring

비디오 신호의 전자 조작이 신체와 기계의 코리오시네마(choreocinema)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는지를 탐

구한다. 복고풍의 안무와 미니멀한 미학을 혼합하는 패턴들이 요란스러운 텍스쳐와 댄스 비트와 공명한다. 

푸른 하늘의 춤 Blue Skies+Sunset
Rhythm videoㅣ5’25’’ㅣColorㅣ2013ㅣCanadaㅣEㅣ브라이언 맥도날드 Brian MacDonald

뜨거나 날아다니는 것들에 대한 에너지 넘치는 명상적 비디오 작품.

오바마와 XXX One Night in Florida
Media artㅣ1'ㅣColorㅣ2013ㅣNetherlandsㅣEㅣ테스 마틴 Tess Martin

2013년 7월의 어느 날 있었던 조지 짐머만의 재판 결과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연설 장

면을 보여주는 재기 발랄한 1분 간의 여행. 조지 짐머만은 비무장한 17세 흑인 청소년을 쏴죽였지만 모든 혐의

에 대해 무죄 평결을 받아 전미를 들끓게 했던 장본인이다.

무지개 그리기 Playing Somewhere Over the Rainbow
Documentaryㅣ14’ㅣColorㅣ2014ㅣSpainㅣNEㅣ 

라울 칸델라 Raúl M. Candela, 산티아고 리스코 Santiago D. Risco

신체 장애가 있는 마누엘과 에너지 넘치는 파란 머리 소녀 그레타는 함께 그림을 그린다. 허전했던 벽은 점점 갖

가지 색깔과 붓의 흔적, 단어들, 모양들, 신체들로 가득 채워진다. 그림에 대한 충동은 마누엘과 그레타가 서로

를 투영하는 표현방식의 게임이 되어 간다. 

글로컬 파노라마 Glocal Pano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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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비디오 아트 특별전 Focus on Spanish Video Art

관 Tracto
Experimentalㅣ4'58"ㅣColorㅣ2012ㅣSpainㅣNDㅣ마르타 아즈파렌 Marta Azparren

베이스 색소폰 내부를 내시경으로 탐험한다. 그 안에는 건조함과 촉촉함, 완벽함과 불완전함, 논리와 예측불가

능성이 공존한다. 어두컴컴하면서도 살아 숨쉬는 듯한 동굴 속을 걷는 경험.

링크 Link
Experimentalㅣ9'49’’ㅣMixedㅣ2013ㅣSpainㅣNDㅣ겐츠 델 발 Gentz del Valle

이동, 연결, 연속. 지하 동굴의 하천은 늘 변하고 파악하기 어려운 우리의 현실과 닮아있다. 이 영화는 감춰져 있

는 우리 자신들, 그리고 자연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다.

비상구 Exit
Experimentalㅣ2'ㅣColorㅣ2011ㅣSpainㅣNDㅣ페페 보티아스 Pepe Botias

한 아이가 착취되고 나면 돌아올 수 없게 된다. 아이에게 일어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반추한다.

뼈대 Ossum
Experimentalㅣ9'20’’ㅣMixedㅣ2014ㅣSpainㅣNDㅣ이사벨 페레즈 델 풀가 Isabel Perez del Pulgar

물리적 현실을 지탱한다는 점에서 건물의 뼈대는 우리 몸의 골격과 비슷하다. 단단하고 튼튼하지만 살아있고 변

화한다. 영화는 이러한 뼈대의 성격을 통해 인류가 풀지 못한 영원한 숙제인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적 개념에 도

전하며 존재를 탐구한다.

시간 속에서 Avec le Temps
Experimentalㅣ5'ㅣB&Wㅣ2013ㅣSpainㅣNDㅣ이반 디아즈 바리오소 Ivan Diaz Barrioso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아무 의문 없이 믿었던 누군가를 향한 눈길이 오늘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시간이 가면 사랑도 멈춘다. 프랑스 가수 레오 페레에게 헌정된 작품.

에티켓 Etiquetas
Experimentalㅣ5'10"ㅣColorㅣ2013ㅣSpainㅣNDㅣ메리 카발레로 Mery Caballero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찾아가는 정체성에 대한 작품. 여러 종류의 형용사가 쓰여진 라벨을 붙여 정체성에 대

해 이야기 한다. 나의 얼굴에 붙여져 있는 라벨들을 통해 관객들은 나에 대해 알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이 라벨들

을 제거하는 작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된다.

유럽 Europa
Experimentalㅣ8'ㅣColorㅣ2012ㅣSpainㅣNEㅣ다니엘 마르틴 노벨 Daniel Martín Novel, 

파트리시아 안드라데스 Patricia Andrades

수많은 전쟁과 전투의 아픔을 겪은 유럽. 유럽은 고전 신화와 문학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반추한다. 이 영화는 신

화를 통해 유럽의 근원을 탐구하며 그 후 일어난 성장, 투쟁, 자본주의 등의 문제를 고민한다.

크리스탈 캐슬 Crystal Castles
Experimentalㅣ3'49’’ㅣColorㅣ2013ㅣSpainㅣNDㅣ아나 엔리 Ana F. Henry

모성은 여자의 필연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독 자신의 유산 경험

을 바탕으로 만든 실험영화.

탄생의 불편함 El Inconveniente de Haber Nacido
Experimentalㅣ5'53"ㅣColorㅣ2010ㅣSpainㅣNEㅣ엔리케 팔라치오 Enrique Palacio

E. M. 시오랑의 철학적 글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 작품의 미학을 통해 그의 철학을 더욱 철저하고 생생하

게 고찰하는 영상시.

게르니카의 외침 El grito de Guernica
Experimentalㅣ15'ㅣMixedㅣ2012ㅣSpainㅣNDㅣ훌리아 후아니즈 Julia Juaniz

조용하던 마을에 어느 날 폭탄이 터지고 고통과 절규가 난무하게 되는 일은 당신 마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스

페인에서 일어난 게르니카 폭격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7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화하지 않은 인류에 

대해 탄식한다. ※ 이 작품은 마드리드 아트하우스 콜렉션과 함께 상영됩니다.

마더 쿠엔티나 Madre Quentina
Experimentalㅣ20'ㅣColorㅣ2013ㅣSpainㅣNDㅣ호세 라몬 다 크루즈 José Ramón da Cruz

스페인의 저명한 비디오 아티스트 호세 라몬 다 크루즈가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단골 배우이자 장 폴 고티

에의 뮤즈인 로시 드 팔마와 함께 한 작업으로, 영국의 초기 진화론자중 한 인물을 바탕으로 한 작품. 마드리드

LNM 에서 2014년 6월 공개된 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네마프에서 상영된다. ※ 이 작품은 마드리드 아트하우스 

콜렉션과 함께 상영됩니다.

+마드리드 아트하우스 콜렉션 Spanish Video & Experimental from IVAHM

+스페인 비디오 아트의 어제와 오늘 History and Today of Spanish Video Art

시계 없는 시간-호세 발 델 오마르 작품의 변주  
Tira tu reloj al Agua - Variaciones sobre una cinegrafía intuida de José Val del Omar
Experimentalㅣ91'ㅣMixedㅣ2003/2004ㅣSpainㅣNDㅣ유제니 보넷 Eugeni Bonet

그라나다 출신의 유럽 실험영화의 선구자 호세 발 델 오마르의 작품에 대한 오마주이자 재해석. 오마르는 스페

인의 인상을 물•불•흙의 원소를 주제로 한 삼부작으로 묘사하며 자신의 무슬림 배경을 함께 녹여냈다. 이 작품

은 유제니 보넷이 그의 미공개 작품과 미완의 작품들을 재편집하여 만들었다.

스페인 비디오 아트 특별전 Focus on Spanish Video Art

151 8/12 TS 14:30
179 8/15 IG 14:30

151 8/12 TS 14:30
179 8/15 IG 14:30

106 8/8 TS 12:00
143 8/11 TS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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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장르 1: 재연 혹은 퍼포먼스  
 Alternative Genre 1: Between Re-enactment and Performance

거미의 땅 Tour of Duty
Documentaryㅣ150’ㅣColorㅣ2012ㅣKoreaㅣKEㅣ김동령 KIM Dong-ryung, 박경태 PARK Kyoung-tae

몸에 각인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세 명의 여인이 있다. 30여 년간 선유리에서 햄버거를 만들어 온 ‘바비엄마’, 

의정부 뺏벌의 쇠락한 좁은 골목길에서 폐휴지를 줍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박인순, 그리고 흑인계 혼혈인 안

성자의 분절된 기억을 따라, 영화는 철거를 앞둔 경기 북부의 미군 기지촌이라는 망각된 공간 속에서 ‘의무의 여

행’을 시작한다.

니키리라고도 알려진 a.k.a Nikki S. Lee
Documentaryㅣ60’ㅣColorㅣ2006ㅣUSAㅣEㅣ이승희 Nikki S. LEE

사진작가 이승희(니키 S. 리)의 실제 삶과 작업을 그린 세미 픽션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영화. 1년여의 기간 동안 

이승희는 브루클린 아파트에서 일하는 지적이고 내성적인 니키A와 재미있고 매력 넘치는 여행가 니키B라고 하

는 두 개의 분리된 자아를 표현한다.

만신 Manshin: Ten Thousand Spirits
Documentaryㅣ104’ㅣColorㅣ2013ㅣKoreaㅣKEㅣ박찬경 PARK Chan-kyong

신병을 앓으면서도 무당의 운명을 피하려 했던 소녀에서 신내림을 받은 뒤 무당이 되는 한 여인의 삶을 그린 다

큐멘터리.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의 기법을 혼합한 실험적인 형식 속에서 김금화가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대

한민국 최고의 나라 만신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수련 Discipline
Documentaryㅣ90’ㅣColorㅣ2013ㅣKoreaㅣKEㅣ김이창 KIM Lee-chang

직장도 없고 집도 없이 버려진 체육관에서 홀로 수련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난한 무술 사범. 일자리를 찾아

보지만 나이가 많은 무술 사범을 받아주는 곳이 없고 고단한 현실에 점점 지쳐간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떠나는 

짧은 여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지만 현실은 변함이 없다.

오그레브 전투 The Battle of Orgreave
Documentaryㅣ60’ㅣColorㅣ2001ㅣUKㅣEㅣ제레미 델러 Jeremy Deller, 마이크 피기스 Mike Figgis

1년이 넘도록 지속된 1984년의 영국 전국광부노조 파업은 1926년 총파업 이래 가장 심각한 사태로 기록된다. 

17년 뒤 제레미 델러는 오그레브 근처에서 발발된 1984년의 오그레브 전투를 스펙타클한 재연으로 되살려낸

다. 800명의 참가자 중 대부분이 당시 광부였거나 경찰관이었던 그들은 1984년 그날 자신의 역할을 다시 체험

한다.

기념사진 Take a Picture
Video artㅣ15’ㅣColorㅣ2002ㅣKoreaㅣNDㅣ김세진 KIM Se-jin

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시간 속의 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위이다. 졸업사진 같은 경우 지배권력의 기억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촉발되는 역사의 공백 속에서 왜곡되고 잊혀져 가는 개개인들의 기억을 의미한다. 작가는 이러

한 보통의 순간들이 반복되는 10개의 장면들을 통해 그들 뒤에 숨겨진 다른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되풀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식스 포인츠 Six Points
Video artㅣ28’44’’ㅣColorㅣ2010ㅣKoreaㅣEㅣ정연두 JUNG Yeon-doo

잭슨 하이츠, 맨해튼 멀베리 거리, 맨해튼 못 거리, 32번가, 루즈벨트 애비뉴, 브라이튼 비치 애비뉴 등 세계적으

로 유명한 뉴욕의 거리 여섯 군데를 수백 장의 사진으로 콜라주하였다.

177 8/14 KF 19:30
145 8/11 TS 19:00

130 8/10 TS 12:00
148 8/12 IG 17:30

108 8/8 TS 17:30
161 8/13 IG 20:00

119 8/9 TS 14:30

116 8/9 IG 17:30

120 8/9 TS 17:30

+이사벨라 로셀리니의 그린 포르노: 나를 유혹해 봐 Seduce Me

+단편 Shorts

돌고래 Dolphin
Performance videoㅣ2’06’’ㅣColorㅣ2008ㅣItalyㅣEㅣ이사벨라 로셀리니 Isabella Rossellini

바다에서 가장 영리한 동물 돌고래는 재생산을 위한 남녀간의 성행위뿐만 아니라 동성애, 자위 등 다양한 성생

활을 즐긴다.

오리 Duck
Performance videoㅣ2’03’’ㅣColorㅣ2008ㅣItalyㅣEㅣ이사벨라 로셀리니 Isabella Rossellini

암컷 오리의 신체 구조는 정말 복잡하다. 수컷 오리가 강제적으로 암컷과 짝짓기를 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

하는 데에 반해 암컷은 본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수컷을 거부하며 자신의 새끼들에게 적합한 아버지

감을 찾는다.

거미 Spider
Performance videoㅣ2’18’’ㅣColorㅣ2008ㅣItalyㅣEㅣ이사벨라 로셀리니 Isabella Rossellini

거미는 춤, 음악, 결박 등의 행위를 통해 구애를 한다.

노아의 방주 Noah's Ark
Performance videoㅣ2’50’’ㅣColorㅣ2008ㅣItalyㅣEㅣ이사벨라 로셀리니 Isabella Rossellini

성경에는 노아가 모든 종의 남성과 여성을 그의 방주에 태워 홍수 뒤에도 지구에 생명체의 재생산이 가능하게 

했다고 쓰여 있다. 만일 자웅동체인 지렁이가 홀로 방주에 오르려고 했다면 노아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 밖에 

다른 동성애자, 성전환자, 혹은 무성애자 동물들은 어떻게 했을까?!

국립극장 The National Theater
Performance videoㅣ13’ㅣColorㅣ2004ㅣKoreaㅣKEㅣ송상희 SONG Sang-hee

1974년 국립중앙극장에서 발생한 영부인 육영수 여사의 저격사건을 반복 재연한 퍼포먼스를 통해 이상화된 여

성의 삶에 대한 질문을 제기함과 동시에, 죽지 않고 끊임없이 현재를 점령하고 있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한 공

허한 제스쳐를 기록한다.

+장편 Features

대안장르 1: 재연 혹은 퍼포먼스 Alternative Genre 1: Between Re-enactment and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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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장르 2 : 애니다큐 Alternative Genre 2 : AniDocu

피부색깔=꿀색 Approved for Adoption
Animated documentaryㅣ75’ㅣColorㅣ2012ㅣ Belgium, FranceㅣNE

융 헤넨 Jung Henin, 로랑 브왈로 Laurent Boileau

1971년 한 벨기에 가족에게 입양된 한국인 융 헤넨은 어린 시절 전형적인 문제아였으며 정체성 혼란을 겪었다. 

성인이 된 헤넨은 자신의 기원을 찾아 한국으로 돌아온다. 2D의 배경과 3D로 구현된 캐릭터의 조화가 돋보이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이누이트식 이름 짓기 Ningiuq
Animated documentaryㅣ11'25"ㅣColorㅣ2014ㅣFranceㅣNEㅣ크리스티앙 멜리오 Christian Merlhiot

2009년, 이누이트 마을의 연장자 레이첼 우야라숙은 그녀가 태어날 때 받았던 이름을 가진 조상들을 불러낸다. 

레이첼은 이러한 매개 행위가 그들을 이 세계로 되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제프리와 공룡 Jeffrey and the Dinosaurs
Animated documentaryㅣ7'ㅣColorㅣ2008ㅣUKㅣEㅣ크리스토프 스테저 Christoph Steger

뇌 손상을 가지고 태어난 제프리는 장애 때문에 직업을 갖지 못해 노숙자가 되어 버릴까봐 걱정이다. 이 본질적

인 두려움을 넘어서고자 SF의 대작가가 되기로 마음먹은 제프리는 15년 동안 <프테로닥틸류맨 라돈 3부작>을 

작업하고 있다. 영화는 다큐멘터리 푸티지와 제프리의 작품을 작화한 애니메이션을 결합시켜 제프리의 내면세

계를 탐색한다.

질문은 이제 그만!  No More Questions!
Animated documentaryㅣ4'13"ㅣColorㅣ2011ㅣUSAㅣEㅣ로치 형제 The Rauch Brothers

할머니는 아들과 손녀에게 이끌려 마지못해 '스토리콥스(StoryCorps)'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할머니는 

일주일 후에 세상을 떠나고 아들과 손녀는 다시 스토리콥스를 찾아 할머니의 온화했던 모습을 추억한다.

할망바다 Grandma Ocean
Animated documentaryㅣ5'23’’ㅣColorㅣ2012ㅣKoreaㅣKE 

강희진 KANG Hui-jin, 한아렴 HAN Ah-ryeom

제주도에서 만난 해녀 할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제주도의 전통적인 여성 잠수사인 해녀의 삶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할아버지의 범죄 Grandfather
Animated documentaryㅣ6'07"ㅣColorㅣ2013ㅣSwissㅣNEㅣ카트린느 휘를리만 Kathrin Hürlimann

감독은 1969년 할아버지인 프리츠 휘를리만이 호팅겐에서 일으켰던 화재 범죄를 재구성한다. 파운드 푸티지와 

애니메이션의 결합을 통해 사건의 동기와 행위에 관해 손녀가 들려주는 또 다른 이야기.

해금니 Haegeumni
Animated documentaryㅣ14'ㅣB&Wㅣ2012ㅣKoreaㅣKEㅣ성준수 SEONG Joon-su

잘 먹고 잘 사는 평양 시민이었던 그녀. 하지만 한 순간에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굶주린 인민이 되어버리

고 마는데.

+장편 Feature

+단편 1 Shorts 1

나는 존 레논을 만났다 I Met the Walrus
Animated documentaryㅣ5'13"ㅣColorㅣ2007ㅣCanadaㅣEㅣ조쉬 라스킨 Josh Raskin

1969년, 14살짜리 비틀즈 광팬 제리 레비탄은 오픈 릴 녹음기와 마이크로 무장한 뒤 존 레논의 토론토 호텔 방

으로 몰래 잠입, 존에게 기습 인터뷰를 요청한다. 그 당시는 레논과 요코가 침대 퍼포먼스를 통해 반전 및 평화 

운동을 하던 시기였다. 38년 후 제리는 조쉬 라스킨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을 영화로 제작한다.

미키마우스 가면을 쓴 남자 The Man Inside Mickey
Animated documentaryㅣ49"ㅣColorㅣ2013ㅣUKㅣEㅣ다니엘라 쉐러 Daniela Sherer

한 거리 예술가의 외로움.

별을 바라보는 눈 Eyes on the Stars
Animated documentaryㅣ3'16"ㅣColorㅣ2013ㅣUSAㅣEㅣ로치 형제 The Rauch Brothers

1986년 1월 나사가 발사한 우주선 STS-51-L이 발사 73초만에 폭발하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우주선 안

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물리학자 로날드 E. 맥네어가 타고 있었다. 그는 한때 남부 캐롤라이나 레이크시티에서 

자란 꿈 많은 소년이었다.

스컹크 스팸 Just a Mess
Animated documentaryㅣ1'08"ㅣColorㅣ2014ㅣCanadaㅣE l 로라 스튜어트 Laura Stewart

1940년대 프린스에드워드 섬에서 실제로 있었던 스컹크의 대량 번식 문제를 다룬 짧은 스톱모션 다큐멘터리.

어머니 Mother
Animated documentaryㅣ7'ㅣColorㅣ2006ㅣUKㅣEㅣ크리스토프 스테저 Christoph Steger

장의사 안젤라는 큰 목소리와 무표정에 크고 네모난 안경을 쓰고 다닌다. 단순명쾌한 애니메이션 작화는 그녀가 

풍기는 억센 외양을 제대로 표현한다. 영화는 그녀에 대한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망자들과 함께 하는 그녀의 

삶과, 망자들에 대한 그녀의 감동적인 배려를 보여주고자 한다.

대안장르 2 : 애니다큐 Alternative Genre 2 : AniDocu

127 8/10 IG 14:30
154 8/12 KF 11:30

102 8/8 IG 12:00
165 8/13 TS 20:00



31 제14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The 14th Seoul International NewMedia Festival  32 

위장 Camouflage
Animated documentaryㅣ8'12"ㅣColorㅣ2001ㅣUKㅣEㅣ조나단 호지슨 Jonathan Hodgson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의 경험담을 담아낸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인터뷰, 그림, 애니메

이션 등 실사와 디지털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방대한 양의 조사와 개인적 증언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였다.

여행지에서 만난 얼굴들 Faces from Places (Selected)
Animated documentaryㅣ18'ㅣColorㅣ2013ㅣFranceㅣNEㅣ 바스티앙 뒤부아 Bastien Dubois

여행중인 모험심 강한 애니메이션 감독의 눈을 통해서 본 코트디부아르, 남극, 퀘벡, 모스크바, 아제르바이잔, 

세네갈의 초상.

숲의 중얼거림 Forest Murmurs
Animated documentaryㅣ 4'26"ㅣColorㅣ2006ㅣUKㅣEㅣ조나단 호지슨 Jonathan Hodgson

감독의 어두운 내면으로 여행을 떠나게 해준 에핑 숲의 불길한 과거에 대한 애니메이션 탐험기.

샤라프 Sharaf
Animated documentaryㅣ13'ㅣColorㅣ2012ㅣSwedenㅣNEㅣ한나 헤일보른 Hanna Heilborn, 

다비드 아로노비치 David Aronowitsch

17살 난 샤라프는 무사히 그란 카나리아에 도착한 수천 명의 보트 난민자 중 한 명이었다. 샤라프는 운 좋게 살

아남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은 유럽으로 오는 바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청소년 난민의 고단한 삶을 다룬 애

니메이션 다큐멘터리 3부작의 마지막 작품.

아일랜드식 가구 재활용 Irish Folk Furniture
Animated documentaryㅣ9’ㅣColorㅣ2012ㅣIrelandㅣEㅣ토니 도너휴 Tony Donoghue

아일랜드에서 낡은 수제 가구들은 잊어버렸으면 하는 어려웠던 시기, 혹은 가난을 상기시키곤 한다. 이 애니메

이션 다큐멘터리는 16 개의 전통 가구를 수리해 가정으로 되돌려 보내는 과정을 담았다.

샌프란시스코 갈매기 조개숲으로 날다 The San Francisco Seagull File to the Clam Chowder
Animated documentaryㅣ3'44"ㅣColorㅣ2003ㅣKoreaㅣNDㅣ서영주 SUH Yong-chu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온 후 만든 여행기 애니메이션. 연필로 그려진 이미지와 현지에서 녹음한 사운드를 사용하

여 시간과 공간을 활주한다.

고래와 어부 The Whale Story
Animated documentaryㅣ4’ㅣColorㅣ2012ㅣUSAㅣEㅣ테스 마틴 Tess Martin

한 잠수사가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서 암컷 혹등고래와 영혼 교류의 순간을 경험한다. 이것은 진정한 소통의 순

간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불가사의였을까. 실제 일어났던 이 기묘한 일은 시애틀에 위치한 칼 앤더슨 공원에서 

5m 높이의 큰 벽화로 재건되었다.

관타나모 수용소: 단식투쟁 Guantanamo Bay: The Hunger Strikes
Animated documentaryㅣ 11'44"ㅣColorㅣ2013ㅣUKㅣEㅣ조나단 호지슨 Jonathan Hodgson

2013년 3월 쿠바에 위치한 관타나모 수용소에서 일어난 단식투쟁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이는 미군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 애니메이션은 다섯 명의 억류자들의 증언을 통해 관타나모의 야만성을 폭로한다.

+단편 2 Shorts 2

교토 여행 Daumenreise 6 Kyoto
Animated documentaryㅣ5'2"ㅣColorㅣ2008ㅣJapanㅣNDㅣ마야 요네쇼 Maya Yonesho

교토의 다양한 풍경과 장소를 찍은 화면 위에 그 풍경과 어울리는 애니메이션 카드를 덧붙여 빠른 리듬으로 몽

타주한 작품. 실제 풍경과 장소는 애니메이션 속 그림과 결합되어 더욱 생생한 하나의 풍경화로 완성된다.

빨간 구멍 The Red Hole
Animated documentaryㅣ5'40"ㅣColorㅣ2013ㅣKoreaㅣNDㅣ서영주 SUH Yong-chu

셀룰로이드의 물성과 영사 조건, 그리고 디지털 이미지에 주목하고 있는 실험적 작품. 구멍을 뚫은 16mm 붉은

색 필름 리더와 웹캠을 통해 원격현전했던 어머니의 푸티지를 임의적으로 혼합시켜 매체적 속성 및 현존과 부재

의 이미지를 탐구하였다.

흰 염소 Shiroyagi
Animated documentaryㅣ12'ㅣColorㅣ2013ㅣCanadaㅣEㅣ신디 모치즈키 Cindy Mochizuki

예술가였던 외할아버지 수에오 모리의 음악 작품으로부터 영감 받아 완성된 실험애니메이션. 영화는 시인이자 

작곡가, 고등학교 교사였던 외할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악보로부터 시작하며, 감독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서

서히 할아버지의 음악과 조우한다.

황혼 섹스 Backseat Bingo
Animated documentaryㅣ5'23’’ㅣColorㅣ2005ㅣUSAㅣEㅣ리즈 블레이저 Liz Blazer

섹시한 노인이 섹시한 노인을 얻는다! 노인들의 로맨틱한 삶에 대한 유쾌한 애니메이션.

대안장르 2 : 애니다큐 Alternative Genre 2 : AniDocu

117 8/9 IG 20:00
160 8/13 IG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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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그게 뭐야? Animated Documentary... There's No Such Thing!
Animated documentaryㅣ4'ㅣColorㅣ2013ㅣIrelandㅣEㅣ스코티 로쉴드 Scotti Rothschild

실사 영상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신화를 타파함과 동시에,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다큐멘터리가 얼마

나 유용한지를 강조하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피난처를 찾아서 Seeking Refuge
Animated documentaryㅣ20'ㅣColorㅣ2012ㅣUKㅣEㅣ앤디 글린 Andy Glynne

총 다섯 개의 챕터로 구성된 애니메이션 작품. 각각의 챕터는 영국에 사는 다섯 명의 어린 난민 혹은 망명 신청

자들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다섯 명의 증언을 듣는 동안, 우리는 애니메이터 못지 않게 그들의 이야기를 시

각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마음: 강박 신경증 Animated Minds: Obsessively Compulsive
Animated documentaryㅣ3'14"ㅣColorㅣ2003ㅣUKㅣEㅣ앤디 글린 Andy Glynne

스티브는 사담 후세인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 걷고, 말하고, 먹고, 마시는 모든 행동도 사담에 대한 생각이 

없어졌을 때만 가능하다. 강박장애에 시달리는 한 남자에 대한 기이한 관찰의 기록.

첫경험 Never Like the First Time
Animated documentaryㅣ14'ㅣColorㅣ2006ㅣSwedenㅣNEㅣ요나스 오델 Jonas Odell

자신들의 첫경험을 진술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인터뷰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수작. 베를린국제영화제 황

금곰상 수상작이다.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마음: 다시 또 다시 Animated Minds: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Animated documentaryㅣ3'50"ㅣColorㅣ2003ㅣUKㅣEㅣ앤디 글린 Andy Glynne

집과 학교, 학교와 집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일상이 어떤 십대 청소년에게는 악몽이 될 수 있다. 대니는 각종 숫

자들 때문에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된다. 대니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강박장애로 고통 받는 십대 청소년들이 겪

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다.

투실라고 Tussilago
Animated documentaryㅣ15'ㅣColorㅣ2010ㅣSwedenㅣNEㅣ요나스 오델 Jonas Odell

서독 출신의 테러리스트 노르베르트 크뢰허는 1977년 3월 31일 스톡홀름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스웨덴의 정치

가 안나-그레타 레이온의 납치를 계획 중인 단체의 리더. 이후 수많은 테러 용의자들이 체포되었고 여기에는 크

뢰허의 여자친구 ‘A’도 포함되었다. 이 영화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이다. 색채와 질감이 풍부한 애니메이션과 실

사 화면의 합성으로 구성된 작품.

60초 경제학 강의 60 Second Adventures in Economics
Animated documentaryㅣ6'41"ㅣColorㅣ2012ㅣUKㅣEㅣ캐서린 챔버스 Catherine Chambers

경제학의 몇 가지 주제에 관한 6 분짜리 온라인 애니메이션 강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나 케인즈의 

실업 이론에 대해 쉽게 배워볼 수 있다.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가 제작하고 저명한 코메디언, 데이비드 미첼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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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주름 Centrefold
Animated documentaryㅣ9'ㅣColorㅣ2012ㅣUKㅣEㅣ엘리 랜드 Ellie Land

근 10여년간 여성의 클리토리스 성형 수술은 500% 증가율이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기록했다. 클리토리스 재건

수술은 여성혐오적인 포르노화의 일부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봐야 하는가? 이 논쟁적인 주제

에 대한 획기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접근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남자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Man Makes History?
Animated documentaryㅣ3'ㅣColorㅣ2008ㅣAustraliaㅣEㅣ샐리 보스로이드 Sally Bothroyd

내레이터는 1950년대식의 역사 교과서 연표를 참조해가며 허풍을 떨듯 '남성의 역사'에 대해 말한다. 그의 잘난

척 하는 태도는 역사에서 하찮은 역할로 밀려난 여성들을 불쾌하게 만든다. '그녀'는 내레이터를 무시하고 자신

이 직접 연대기를 만들기로 결정한다. 영화는 풍자와 슬랩스틱 코미디를 이용하여, 역사가 기록된 방식에 도전

한다.

당신의 만찬 Table d'Hôte
Animated documentaryㅣ2'18’’ㅣColorㅣ2014ㅣCanadaㅣNDㅣ알렉산드라 르바쇠르 Alexandra Levasseur

상징으로 가득 찬 변형 이미지를 통해 육우 생산과 소비 행태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표현한 애니메이션.

독창성 알레르기 Allergy to Originality
Animated documentaryㅣ4'34’’ㅣColorㅣ2012ㅣUSAㅣEㅣ드류 크리스티 Drew Christie

먼 옛날부터 계속 돼 온 예술에서의 각색과 표절, 도용 문제에 관한 풍성한(?) 역사를 탐험하는 유머러스한 애니

메이션 다큐멘터리.

대안장르 2 : 애니다큐 Alternative Genre 2 : AniDocu

+단편 3 Shorts 3 121 8/9 TS 20:00
146 8/12 IG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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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루슈 회고전 Jean Rouch Retrospective

나, 흑인  I, a Negro
Drama documentaryㅣ70’ㅣColorㅣ1958ㅣFranceㅣNEㅣ장 루슈 Jean Rouch

한 무리의 나이지리아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코트디부아르로 온다. 트레이치빌에 도착한 그들은 현대 자본

문명에 혼돈을 느끼며 빈민가인 아비잔을 헤맨다. 주인공은 미국 배우 에드워드 로빈슨에게 경애를 바치며 자신

의 이름도 에드워드 로빈슨이라 부른다. 영화는 에드워드와 그 친구들이 진술하는 자신들의 이야기로 직조된다.

인간 피라미드 The Human Pyramid
Drama documentaryㅣ90’ㅣColorㅣ1961ㅣFranceㅣNEㅣ장 루슈 Jean Rouch

전학생 나딘이 도착하자, 아비잔 고등학교의 성원들은 다인종으로 이루어진 서로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

게 된다. 감독 장 루슈의 발의로 한 자리에 모인 학생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픽션’ 속에 발현시켜 흑인과 백인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 본다. 이러한 활동은 그들의 우정과 감정이 이루는 관계를 새로이 하려는 노력이다.

조금씩 조금씩 Little by Little
Drama documentaryㅣ96’ㅣColorㅣ1971ㅣFranceㅣNEㅣ장 루슈 Jean Rouch

다무레는 람, 일로와 함께 ‘조금씩 조금씩’이라는 이름의 수출입 회사를 차린다. 다무레는 빌딩을 지을 결심을 하

고, ‘사람들이 고층 건물에서 어떻게 사는지’ 자세히 보기 위해 파리로 떠난다. 도시에서 그는 파리인이라는 부족

의 기이한 삶의 방식과 사고를 발견하고, 친구들에게 편지로 이를 전하는데, 친구들은 그가 미친 줄 안다.

뉴미디어 
아트
전시제
_

NewMedia 
Art
Exhibition

장 루슈 회고전 Jean Rouch Retrospective

155 8/12 KF 14:00 158 8/13 IG 12:00

122 8/9 KF 11:30 167 8/13 KF 14:00

137 8/10 KF 19:30 174 8/14 KF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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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구애전_전시 Glocal Propose_exhibition

+전시_배제의 X 가능성⊂ Exhibition_Exclusion X Possibility⊂

군중 Masse
Installationㅣ2012ㅣKoreaㅣ최재용 CHOI Jae-yong

이 작품의 주된 재료는 스트롱핀이다. 가느다란 선으로 구성된 이 스트롱핀은 우리 생활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

산품에 물질만능주의의 표식인 가격표를 붙여 이어주는 플라스틱 끈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연결됨으

로써 상품의 본질적 가치보다는 가격에 의해 그 상품의 가치가 정해지기도 한다.

의심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Concerning Things That Can Be Doubted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ㅣ5’15’’ㅣColorㅣ2013ㅣUSAㅣ케빈 존스 Kevin H. Jones

자연에 대한 예술가와 과학자의 호기심의 조화. 작가는 화학이나 물리 같은 이미 확립된 과학 분야의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 기호와 체계에 대한 작가만의 개념적 분류 체계를 만들었다. 이미지와 사물은 서로 서로 밀고 당

기는 관계를 맺고 있다. 최종적으로 멈춰있는 상태에서 어떤 조합은 좀 더 형식적인 관계를, 또 다른 어떤 조합

은 좀 더 시적인 관계를 보인다.

워터 시티, 버클리 Water City, Berkeley
2 Channel video installationㅣ21’54’’ㅣColorㅣ2013ㅣUSAㅣEㅣ킴 아노 Kim Anno

해수면 상승 이후 전 세계 항구 도시 사람들이 어떻게 여가 시간을 보내고 지적인 생활과 문화를 영위하며, 또 

어떻게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회화적 영화. 바다 물에 침수되어 국가적 경계가 흐릿해진 이 시점

에, 사람들은 깃발 빼앗기 게임을 하고 있다. 라이브 밴드 “부정의 왕국”과 치어리더들은 물 속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는 무용가 호세 나바레와 데비 카지야마도 끼여 있다. 기후 변화라는 국제적 딜레마에 대한 시

적인 응답.

완전한 인간 A Full Person
2 channel video installationㅣ22’ㅣColorㅣ2014ㅣKoreaㅣEㅣ장서영 CHANG Seo-young

두 화면에 각각 ‘예술가’와 배우’가 등장한다. 그들은 앞으로 있을 (가상의) 퍼포먼스를 연습하기 위해 만난 것으

로, 이 퍼포먼스에서 ‘배우’는 ‘예술가’의 역할을 대신해 그의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예술

가’와 ‘배우’ 이 두 역할은, 이 비디오에서 한 배우에 의해서 연기된다. 둘 사이의 대화(사실은 두 독백으로 구성

된)에서는, 배우로서의 역할 연기, 사회 안에서의 역할 수행, 자기 연출, 주체성 및 정체성의 해체와 재조합 등의 

개념이 거론된다.

스위트 드림즈 Sweet Dreams
Installationㅣ2013ㅣJapanㅣ안자이 츠요시 Tsuyoshi Anzai

이 작품은 악몽에 관한 것이다. 나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악몽에 대한 사적인 인터뷰 음성과 드로잉을 수집

했다. 그리고는 이들 각각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공통된 꿈을 표현하기 위한 기계 장치를 만들었고, 

이렇게 모여 만들어진 환상이 주는 가짜 안락함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었다.

페넬로페 Penelope
Single channel video installationㅣ30’ㅣColorㅣ2012ㅣIsraelㅣEㅣ앤 오렌 Ann Oren

영화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 이미지의 여성 15명이 ‘페넬로페’라는 인물로 재탄생한다. 그녀의 모놀로그로 이루

어진 이 작품은 여성성이란 영화 속에서 만들어진 판타지라는 점에 착안한다. 영화 프레임 안에 여성의 신체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다. 오직 페넬로페만이 어두운 무대 위에 남아 계속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

고 있다.

윈드 차임 Wind Chime
Interactive installationㅣ2014ㅣKoreaㅣ송윤 SONG Yun, 최종수 CHOI Jong-soo

가상의 3차원 객체가 플레이어의 손을 인식 및 움직임을 추적함으로써, 계획된 가상환경 내의 물리적 반응을 통해 

소리를 낸다. 가상에서 손의 역할을 대신하는 객체가 바와 직접적인 충돌 시 소리의 울림은 근접해있는 바끼리 충돌

하는 것보다 크기 때문에 소리의 공명을 체험할 수 있으며, 바의 길이가 짧을수록 고음을 갖는다.

리츄얼 Rituals
2 Channel video installationㅣ11’53’’ㅣColorㅣ2012ㅣGermanyㅣNE

쥴리카 루델리우스 Julika Rudelius

젊고 중성적인 느낌의 남자들이 사람들로 가득한 도심 한복판에서 유혹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는 것으로 작품이 시

작된다. 이러한 포즈와 배경 사이의 괴리감을 통해, 이러한 행동과 몸짓이 얼마나 인공적인 산물에 불과한지 또 얼마

나 상업화된 에로티시즘인지를 보여주며, 젊은 남성의 몸과 역할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한 마술사는 1위

안을 100위안으로 바꾸는 마술을 선보이고, 어느 가난한 남자는 한 노동자 여성에게 지폐와 동전을 흩뿌리며, 돈을 

펑펑 써대고 권력을 부리는 모습을 저급하게 모방한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몸짓이란 말인가.

더 갤러리 2층 2FL. The Gallery

갤러리 잔다리 Gallery Zandari  
+ 사람이야기 Ethno + graphy

더 갤러리 지하 B1, The Gallery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B1, Seoul Art Space Seogyo

거듭되는 항거 Reiterations of Dissent
6 channel video installationㅣ2014ㅣColorㅣDenmarkㅣKEㅣ제인 진 카이젠 Jane Jin Kaisen

<거듭되는 항거>는 1948년 수많은 제주 주민들이 집단 학살을 당한 제주 4.3 사건의 억압된 역사와 흩어진 기억에 

대해 얘기한다. 여섯 개의 내러티브 형식 비디오로 구성된 이 작품은 이 사건 배후의 정치적 계략을 파헤치고 나아가 

현대 제주의 풍경 곳곳에, 문학 작품에, 생존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 사이 매개가 

되어주는 굿과 같은 의식에, 깊이 베어 있는 아직도 해소되지 못한 트라우마의 흔적을 쫓는다. 

※ 8월 10일 14시 갤러리 잔다리에서 작가와의 만남이 진행됩니다.

빅토리아 파크 Victoria Park
2 channel video installationㅣ3’56’’ㅣColorㅣ2008ㅣKoreaㅣ김세진 KIM Se-jin

나는 카메라를 매개체로 개인(“Amah”라 불리는 동남아의 값싼 여성인력)과 구조적 체제(신자본주의)와의 접점지

대에 일어나는 평범한 사건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여, 제한된 삶(Non-Fiction)과 제한된 이상(Fiction) 사이에

서의 드러나는 현실적 부조리와 모순이 포착되는 순간들을 담아내고자 한다.

철의 꿈 A Dream of Iron
3 channel video installationㅣ98’ㅣMixedㅣ2014ㅣUSA, Koreaㅣ박경근 Kelvin Kyung Kun PARK

<철의 꿈> 프로젝트는 설치 비디오, 사진, 아티스트북 등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로서 기획되었다. <

철의 꿈>은 한국전쟁으로 인한 폐허로부터 회복되기 위한 시도로서 박정희 대통령의 과감한 경제 개발이 진행되던 

1960년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국의 근대사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감독은 사람들이 국가의 새출발에 대한 집단

적 희망과 꿈을 공유할 때 남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초상을 그려낸다. 

미스터리한 여행자의 얼굴을 찾아서 In Search of a Mysterious Traveller’s Face
Video installation and bookㅣ9’30’’ㅣColorㅣVideo: 2006-2011, Book: 2014ㅣKorea 

염지혜 YEOM Ji-hye

대안적인 소통 방식을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작가가 15년 넘게 제도권 교육에서 터득

한 멋진 드로잉 기술로 현지인에게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 현지인들이 작가의 얼굴을 각자의 방식으로 되그려 준 드

로잉을 모은 것이다. 이것을 전시 공간의 예술 작품으로 재번역하는 데 있어 실제 경험과 개인적 내러티브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관계를 표면에 드러내기 위해, 주변에서 발견되는 일상용품을 유머러스하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재조합하였다.

글로컬 구애전_전시 Glocal Propose_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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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동 올림픽 Sanggyedong Olympic
Single monitor installationㅣ27’ㅣColorㅣ1988ㅣKoreaㅣ김동원 KIM Dong-won

카메라는 철거민과 함께 3년을 생활하며 그들의 투쟁, 그들의 아픔과 희망을 기록했다. 때로는 카메라를 직접 철거

민의 손에 쥐게 하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 작품은 한국 다큐멘터리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연 작품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독립영화권의 작품영역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다큐멘터리로서는 처음으로 야

마가타다큐멘터리영화제에 초청될 만큼 외국에도 널리 알려진 작품이다.

벼랑에 선 도시빈민 Standing on the Edge of Death
Single monitor installationㅣ29’ㅣColorㅣ1990ㅣKoreaㅣ김동원 KIM Dong-won

김동원 감독이 푸른영상을 설립하기 전 만들었던 ‘빈 영상’ 시절의 작품. 방값은 오르고, 쫓겨날까 봐 눈치를 살피고, 

새벽부터 밤까지 죽도록 일해도 가난을 벗을 길 없는 도시빈민들. 이들의 대다수는 시골에서 땅을 잃고 서울로 온 이

농민이다. 서울사람 서넛 중 하나는 빈민이라지만 이들을 향한 사회의 눈초리는 차갑기 그지없다. 구슬픈 음악과 함

께 빈민들의 애환이 이어지지만, 영화는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꾼다.

Jam Docu 강정 Jam Docu Gangjung
Single monitor installationㅣ104’ㅣColorㅣ2011ㅣKoreaㅣ경순 Kyung-soon, 김태일 KIM Tae-il,  

권효 KWON Hyo, 양동규 YANG Dong-gyu, 정윤석 JUNG Yoon-suk, 최하동하 CHOIHA Dong-ha  

최진성 CHOI Jin-seong, 홍형숙 HONG Hyung-sook

8명의 영화감독이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그들이 받은 특명은 제주 강정마을을 각자의 시선으로 카메라에 담

아내는 100일간의 JAM 즉흥연주. 4년전 해군기지유치지역으로 선정된 후, 언론이 4.3 사건에 비유할 만큼 이 곳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프라모델 마니아인 해군 출신 최감독은 해군기지사업단장에게 항공모함 프라모델을 선물

하기 위해 사업단을 방문하고, 정 감독과 음악영화를 찍고 있는 밴드 “밤섬해적단”은 이곳에서 자신들이 종북 세력

임을 커밍아웃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 눈물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지유치 찬성측 주민들은 차갑게 등을 

돌린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밀양, 반가운 손님 Miryang, a Welcome 
Single monitor installationㅣ8’ㅣMixedㅣ2014ㅣKoreaㅣ노은지 NOH Eun-ji, 넝쿨 Nungkul, 이재환 LEE 

Jae-hwan,하샛별 HA Saet-byeol, 허철녕 HEO Chul-nyeong

<밀양, 반가운 손님>은 밀양투쟁을 바라보는 외부인의 시선에서 시작하여, 점차 밀양에 거주하면서 삶의 문제로서 

송전탑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으로 옮겨가면서 편견이나 오해로 왜곡되어 있는 밀양투쟁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

하게 한다. 국가폭력에 맞서서 송전탑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나이든 여성들이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서 무엇을 하

는지, 또는 어떤 마음으로 싸움을 지속하는지를 기록하고자 한다.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밀양, 반가운 손님>은 <밀

양, 반가운 손님>의 네마프 상영본이다.

우리 모두가 구본주다 We are all Goo bon ju
Single monitor installationㅣ23’ㅣColorㅣ2006ㅣKoreaㅣ태준식 TAE Joon-sik

민중미술 조각가 고(故) 구본주의 죽음에 삼성화재는 무직자에 준하는 보상금을 책정한다. 구본주를 기억하며 거대

권력의 폭력에 분노한 많은 사람들이 삼성화재와의 싸움을 시작한다.

잡년행진 Slut Walk Korea
Single monitor installationㅣ3’ㅣColorㅣ2014ㅣKoreaㅣ잡년행진팀 Slut Walk Korea Team

2011년 7월 16일 광화문과 2012년 7월 28일 탑골공원에서 진행된 반(半)성폭력 캠페인을 기록한 영상. 성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남성중심적/가해자 중심적 인식과 법 제도를 조롱하기 위하여 야한 옷을 입고 행진하는 

시위 형식으로, 이때 진행된 잡년행진은 아시아지역 최초의 슬럿워크였다.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 의대 성폭력 사건

으로 촉발되었으며 특정 주최단위 없이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짧은 기간 동

안 폭발적 호응을 이끌어 낸 것이 특징이다.

+액티비즘 에스노그라피 Activism Ethnography

네마프 심포지엄 NeMaf Symposiums
디지털 시대의 민속지 Ethnography in the Digital Age
오늘날의 민속지 영화는 자신의 뿌리였던 전통적인 기록 다큐멘터리 형식을 고수하지 않고 여러 장르

와 형식을 넘나드는 영화 전체의 흐름을 반영한다. 그 소재와 형식에 디지털 기술이 미친 영향은 간과

할 수 없다. 비디오 아트와 극장용 영화를 넘나드는 작업을 해온 제인 진 카이젠 감독 그리고 다큐멘

터리 <망대>의 문승욱 감독과 함께 민속지 영화의 새로운 표현 방식과 그 실천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

해 이야기해본다.

일시 2014년 8월 9일(토) 16:00  

장소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 KOFA 2관

사회 설경숙(NeMaf 프로그래머)

패널 제인 진 카이젠(<거듭되는 항거> 감독), 문승욱(<망대> 감독), 변성찬(영화평론가)

사건의 발생: 재연과 퍼포먼스 
The Occurrence of the Event: Re-enactment and Performance
오늘날 시각예술과 미디어 액티비즘에서 재연 형식이 부상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가늠해보

는 시간을 갖는다. 영화감독과 제작자, 영화 평론가, 미술 큐레이터 등 다양한 패널들이 경계를 넘나들

며 재연 형식을 실천한 영화, 비디오 아트, 퍼포먼스 등을 조명한다.

일시 2014년 8월 10일(일) 14:30 

장소 산울림 소극장

사회 조혜영(NeMaf 프로그래머)

패널 김일란(<두개의 문> 감독), 박경태(<거미의 땅> 공동감독), 홍지석(단국대학교 한국기술문화연구소 연구교수)

 

네마프 토크 NeMaf Talk
IVAHM – 스페인 비디오 아트의 어제와 오늘 
The History and Today of Video Art in Spain
마드리드국제비디오아트하우스(International Video Art House Madrid, IVAHM)는 연례 페스티벌을 

통해 동시대 비디오 아티스트와 작품 교류의 장을 구축해가고 있다. IVAHM의 디렉터 네스토르 프리

에토가 IVAHM의 운영 방식과 스페인 비디오 아트의 역사를 소개한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세계 비

디오 아트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주류 소비 시스템 밖에 위치한 세계의 대안 영상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작품을 선보이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일시 2014년 8월 12일(화) 16:30 

장소 산울림 소극장

사회 설경숙(NeMaf 프로그래머)

발표 네스토르 프리에토(IVAHM 디렉터)

전시_배제의 X 가능성⊂ 네마프 이벤트 NeMaf Event



The 14th Seoul International NewMedia Festival  42 41 제14회 서울국제뉴미디어페스티벌

1973 21

[~] 나타나다 [~] 사라지다 17

51+ 22

60초 경제학 강의 33

Jam Docu 강정 39

Light Rhythm #1-3 15

Meditation at the Window  17

Piece, Peace 17

Stitch  18

ㄱ
가운데 주름  33

가자 홈무비 18

같이 살아간다 17

거듭되는 항거 21,38

거미의 땅 27

게르니카의 외침 26

고래와 어부 31

관 25

관타나모 수용소: 단식투쟁 31

교토 여행 31

국립극장 27

국민 매니패스토 14

군중 37

귀머거리와 바람 15

기념사진 28

ㄴ
나, 흑인  35

나는 존 레논을 만났다 29

나일 수도 있었던, 혹은 나인 사람들 21

남근선망 16

남자가 역사를 만들었다고? 33

누구의 것도 아닌 19

늘샘천축국뎐 14

니키리라고도 알려진 27

ㄷ
다크 갤러리  19

당신들의 천국  23

당신의 만찬  33

더티혜리 16

독창성 알레르기  33

디지털 시대의 유물 14

디지털 랜드스케이핑  18

ㄹ
라운즈 라운즈  23

라이어  16

라즈 온 에어  17

로봇, 파블로프, 인공위성 23

리츄얼 38

링크 25

ㅁ
마더 쿠엔티나 26

만신  27

망대 21

매직 미러  14

무용 16

무지개 그리기 23

문 20

미스터리한 여행자의 얼굴을 찾아서 38

미키마우스 가면을 쓴 남자 29

ㅂ
발코니 20

발푸르기스의 밤과 상념의 숲  16

벼랑에 선 도시빈민 39

별을 바라보는 눈  29

보이지 않는 목소리 21

비상구 25

빅토리아 파크 38

빨간 구멍 31

뼈대 25

ㅅ
사랑해, 중국 21

사물 19

상계동 올림픽 39

샌프란시스코 갈매기 조개숲으로 날다   32

샤라프  32

수련 27

숲의 중얼거림 32

스위트 드림즈 37

스컹크 스팸 29

시간 속에서  25

시계 없는 시간-호세 발 델 오마르 작품의 변주 26

식스포인츠 28

ㅇ
아라비아인과 낙타  15

아일랜드식 가구 재활용 32

앙상블  16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그게 뭐야? 33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마음: 강박 신경증  33

애니메이션으로 그린 마음: 다시 또 다시  34

앱 사피엔스   17

어느 날의 산책 22

어머니  19

에드가에게  19

에티켓  25

여행지에서 만난 얼굴들 33

옛날 옛적에 판문점 23

오그레브 전투 27

오바마와 XXX  26

오점 없는 15

올록볼록 24

완전한 인간 37

우리 모두가 구본주다 39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밀양, 반가운 손님 39

우유 배달 가는 길 15

움바 19

워터 시티, 버클리 37

위장 32

윈드 차임 38

유기놈 24

유럽 26

의심될 수 있는 일에 관하여 37

이것이 우리의 끝이다 22

이누이트식 이름 짓기 30

이사 18

이사벨라 로셀리니의 그린 포르노:  

나를 유혹해 봐 (거미) 28

이사벨라 로셀리니의 그린 포르노:  

나를 유혹해 봐 (노아의 방주) 28

이사벨라 로셀리니의 그린 포르노:  

나를 유혹해 봐 (돌고래) 28

이사벨라 로셀리니의 그린 포르노:  

나를 유혹해 봐 (오리) 28

이주 19

인간 피라미드 35

인포 서핑: 모스크바 2 20

ㅈ
잡년행진  39

재  14

저주의 몫 23

전람회의 그림 24

정전 100주년 기념 사랑과 평화 페스티벌 23

제스쳐 18

제프리와 공룡 30

조금씩 조금씩 35

죽음의 해안 22

진짜 사랑일까? (아니!) 20

질문은 이제 그만! 30

ㅊ
철의 꿈 38

첫경험  34

춤  15

ㅋ
크리스탈 캐슬  26

ㅌ
타인의 오브제  14

탄생의 불편함  26

투실라고 34

틴에이지 22

ㅍ
페넬로페 37

페리페테이아 18

평행 Ⅰ  20

푸른 하늘의 춤  24

풍경  22

피난처를 찾아서 34

피부색깔=꿀색 29

ㅎ
할망바다 30

할아버지의 범죄 30

해금니  30

해석학  20

홀드미 24

황혼 섹스 31

흰 염소 31

상영작

1973 21

[~] Appear [~] Disappear 17

100th Anniversary Of The Armistice Love & Peace, 

Rock & Roll Festival 23

51+ 22

60 Second Adventures in Economics 33

A
a.k.a Nikki Lee 27

Alban Wady El-Neel 15

Allergy to Originality 33

Animated Documentary... There's No Such Thing!� 33

Animated Minds: Obsessively Compulsive 33

Animated Minds: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34

App Sapiens� 17

Approved for Adoption� 29

Ash : Re � 14

Avec le Temps� 25

B
Backseat Bingo 31

Ballkoni 20

Battle of Orgreave, The  27

Bioman 24

Blue Skies+Sunset  24

C
Camel and the Arab, The     15

Camouflage 32

Centrefold  33

China, I Love You  21

Coast of Death  22

Concerning Things That Can Be Doubted  37

Crystal Castles  26

Curse of the Shares, The   23

D
Dance, The   15

Dark Galleries, The   19

Daumenreise 6 – Kyoto 31

Deaf and Wind  15

Digital Laandscascapiing  18

Dirty Harry  16

Discipline  27

Displacements  19

Doing My Rounds, Checking Some Rounds  23

Dream of Iron, A   38

E
Ensemble 16

Etiquetas 25

Europa 26

Exit 25

Eyes on the Stars 29

F
Faces from Places (Selected) 32

Forest Murmurs  32

Full Person, A   37

Futureless Things 22

G
Garagedoor  20

Gesture Piece  18

Grandfather  30

Grandma Ocean  30

Grito de Guernica, El  26

Guantanamo Bay: The Hunger Strikes 31

H
Haegeumni  30

Hermeneutics  20

Hold Me 24

Home Movies Gaza  18

Human Pyramid, The   35

I
I Met the Walrus 29

I, a Negro 35

Immaculates, The   15

In Search of a Mysterious Traveller’s Face  38

Inconveniente de Haber Nacido, El   26

Info Surfing Moscow 2  20

Irish Folk Furniture  32

Is It Real Love? Of Course Not!  20

It for Others  14

J
Jam Docu Gangjung 39

Jeffrey and the Dinosaurs 30

Just a Mess 29

K
Kookmin Manifesto 14

L
Liar 16

Light Rhythm #1-3  15

Link  25

Little by Little  35

Living Like You  17

M 

Madre Quentina  26

Magic Mirror  14

Man Inside Mickey, The  29

Man Makes History?  33

Manshin: Ten Thousand Spirits  27

Masse  37

Meditation at the Window  17

Miyang, a Welcome  39

Mother  29

Move out  18

N 

National Theater, The  27

Never Like the First Time  34

Ningiuq  30

No More Questions!  30

Nothing  16

O 

Oloc Boloc 24

Once Upon a Time in Panmunjom 23

One Night in Florida 24

Ossum 25

P 

Parallel I   20

Penelope  37

Penis Envy 16

People I Could Have Been and Maybe Am  21

Peripeteia  18

Pictures at an Exhibition  24

Piece, Peace  17

Playing Somewhere Over the Rainbow  23

Promenade of One Day, The   22

R 

RAZ on Air  17

Red Hole, The  31

Reiterations of Dissent  21,38

Res Nullius  19

Rituals  38

Road Songs, The  14

Robot Pavlov Sputnik  23

S 

San Francisco Seagull 

File to the Clam Chowder, The  32

Sanggyedong Olympic  39

Scenery  22

Seduce Me: Dolphin 28

Seduce Me: Duck  28

Seduce Me: Noah's Ark  28

Seduce Me: Spider  28

Seeking Refuge 34

Sharaf  32

Shiroyagi  31

Six Point  28

Slut Walk Korea  39

Standing on the Edge of Death  39

Stitch  18

Sweet Dreams  37

T 

Table d'Hôte  33

Take a Picture  28

Teenage 22

Terraqueos : Remains of a Digital Age 14

Thing  19

Tira tu reloj al Agua - Variaciones sobre una 

Cinegrafía intuida de José Val del Omar 26

To Edgar  19

Tour of Duty  27

Tracto  25

Tussilago  34

U 

Umba  19

V 

Victoria Park  38

Voice Unknown 21

W 

Walpurgis Night in Seoul  16

Watchtower  21

Water City, Berkeley  37

We are all Goo bon ju  39

Whale Story, The  31

Wind Chime  38

Y 

Your Paradise  23

Index



주최

후원

주관

2014. 8. 7. - 8. 15.

제14회 
서울국제 
뉴미디어 
페스티벌

The 14th 
Seoul International 
NewMedia 
Festiv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