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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Greetings

이선호

배창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사장
UMFF Chairman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
UMFF Festival Director

Lee Sun-ho

만물이 깨어나는 4월, 봄 영화제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As the world awakens in April with the coming of spring, welcome and thank you for coming to our film festival.

국내 유일 산악영화제이자 아시아 대표 산악영화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올해 일곱 번째
여러분과 만납니다.

This is our 7th year meeting with you at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Korea’s only mountain film festival quickly becoming
the paragon of Asian mountain film festivals.

이번에는 ‘언제나 함께’를 슬로건으로 창의적이고, 삶을
녹여낸 다양한 영화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Under the slogan ‘Always with You’, we plan to showcase a
variety of films that are creative and fused with life.

산악영화제는 코로나 시대 이상적인 영화제를 선보이며
안전한 영화제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영화의
감동을 오랫동안 선사하기 위해 영화제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습니다. 42개국 148편을 온·오프라인에서
편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We have presented safety standards for making ours an ideal
mountain festival during this COVID-19 era. To allow for a longer presentation of films, we have extended the festival period
form 5 days to 10 days this year. You can safely enjoy 148
films from 42 countries, conveniently either online or offline.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산 등반과 새로운 루트를
만들어가며 클라이밍을 하는 사람들. 힘든 과정의 쓰라림
뒤 따라오는 짜릿함, 다양한 스포츠가 만들어내는
그들만의 이야기 그리고 현격한 기후변화와 험난한 자연
환경 속에서도 이를 감내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상에서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치유와 공감의 순간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 자유를 갈망하는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산악영화제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영화를 통해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하고 향유하는 창의적인 관객들의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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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Chang-ho

인사말 Greetings

Climbers pioneering new routes while testing their limits in
alpine climbing. The thrill that follows a difficult and bitter
journey. Unique stories only they can tell in various sporting
events. People who endure dramatic climate changes and
perilous environments. Let these become moments you can
identify with, and a time of healing for you. We hope you are
comforted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as we long for freedom.

지난 가을 영화제의 홍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지친 걸음으로
간월산을 올랐을 때 억새밭을 스치며 불어오던 시원한
바람이 기억납니다. 산에는 신선한 대기가 있어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활력소를 줍니다. 히말라야 8,000미터 급
14좌 등정에 성공한 우리 영화제의 명예 홍보 대사인
산악인 엄홍길 대장은 싸인을 할 때마다 ‘히말라야의
기운을 담아드립니다’라고 적습니다. 울주세계산악영화
제도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전할 영화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일곱 번째 봉우리를 오릅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 지식을 얻고, 위안을 얻고, 생각도
넓히지만무엇보다도정서를함양시킵니다.<산,자연,인간>
을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에서는 산악 영화뿐 아니라 탐험,
극기 스포츠, 해양, 자연 생태를 다룬 영화들, 국제 영화
제에서 주목받은 작품들, 한국 독립 영화의 현재를 볼 수
있는 영화들을 포함하여 모두 148편의 다양한 작품들이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과 정서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품을 보내주신 감독, 제작자, 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산악인, 영화인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언제나
함께 하는 영화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I remember the refreshing breeze blowing through the field
of silver grass last fall when I hiked up Ganwolsan Mountain
to make the promotional video for the festival. There is fresh
air in the mountains that breathes life into our weary bodies.
Our festival’s honorary UMFFinist Um Hong-gil (who has summited all the Himalayas’ 14 eight-thousanders) always writes,
‘Giving you the Himalayan vibes’ when he signs an autograph.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lso hopes to give you good
vibes with our films, as we climb our 7th peak.
Through film, we gain knowledge, comfort, and perspective, but above all, cultivate our emotions. Under the theme
‘Mountain, Nature, Human,’ UMFF brings 148 films to nurture
your knowledge, thoughts, and emotions. The films aren’t
limited to mountain films, but extend to films that deal with
exploration, extreme sports, the ocean, and natural habitats,
films acclaimed at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and Korean independent films.
I’d like to express our gratitude to the directors, producers,
visitors, mountaineers, and cineastes who have joined us this
year. We will continue to strive to become a film festival that
is always by your side.

Enjoy the gift of this mountain film festival, turning your ordinary day into a special one. We ask for your support as we
continue to strive to become a better festival with a wider
audience to explore and enjoy our world. Thank you.

인사말 Gr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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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ions

송철호

간정태

울산광역시장
Mayor of Ulsan Metropolitan City

울주군의회 의장
Chairman of Ulju Council

Song Cheol-ho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장 송철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감염병의 기세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울주세계
산악영화제를 만날 수 있게 되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먼저 ‘언제나 함께 / 산, 자연, 인간’ 이라는 슬로건을 기치로 세계
각국에서 출품된 42개국 148여편의 다양한 작품들과 함께 일곱
번째 막을 올리게 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벌써 7회를 맞이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움
을 느끼면서, 이번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역시 예년의 영화제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화를 출품하신 세계 각국의 영화인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120만 울산시민과 더불어 환영의 말씀을 전하면서, 힘든 상황에
서도 영화제 개최를 위해 힘쓰신 이선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사
장님, 배창호 집행위원장님 및 영화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우리
시민들과 영화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쉼의
공간이 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간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악문화, 영상문화의 발전 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제시
하며 그 외연을 끊임없이 확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영화제의외연을확장하는데에그치지
않고 우리 울산의 영상 문화 품격을 더욱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영화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영화제로 발돋움하기를 기원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은 긴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아름다운 영남알
프스에서 울산 시민들과 자연과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영
화제를 즐길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긴 팬데믹
상황에 지친 많은 분들이 모처럼 즐길 수 있는 영화제 개최 소식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래도록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우리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있는 역할을 해내리라 믿으면서 다시 한 번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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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ions

Hello, I am Song Cheol-ho, Mayor of Ulsan Metrocity.
I am delighted that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UMFF) is holding
firm despite another year of a seemingly endless pandemic.
First of all, I’d like to convey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7th
opening of UMFF under the slogan ‘Always with You / Mountain, Nature, Human,’ with some 148 films from 42 different countries.
I am surprised that UMFF is already in its 7th year despite difficult
circumstances, but I have no doubts that this year will prove to be
even more successful than before.
I stand with the 1.2 million Ulsan residents in welcoming each of the
guests and filmmakers from around the world. I would also like to
thank the hard work of our supporters and festival officials, especially
UMFF Chairman Lee Sun-ho and Festival Director Bae Chang-ho.
I believe UMFF has proved to be a place of rest for everyone who loves
film and nature in this time of the COVID-19 pandemic.
UMFF has also been unceasingin expanding its boundaries by aiding
in the development of mountain and video cultures and presenting a
future-oriented agenda of coexistence between humans and nature.
Now, I pray for UMFF to take another step forward, bringing the Ulsan
video culture to a new level and becoming a film festival to lead the
Korean film industry.
April, when all things come back to life, is the perfect time for Ulsan
citizens and lovers of film and nature to leave their ordeals behind
and enjoy a film festival in the beautiful Yeongnam Alps. The festival’s
opening is certainly exciting for me, as I’m sure it is for all who are sick
and tired of the long pandemic.
Firmly convinced that UMFF will continue to be a source of strength
for us, I once again congratulate the 7th opening of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Gan Jeong-tae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려한 산세와 천혜의 풍광을 품은 울주의 자랑, 이곳
영남알프스에서 펼쳐지는 10일간의 대축제, 제7회 울주세
계산악영화제 개최를 울주군의회 전 의원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화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이선호 이사장님과 배창호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로 제7회를 맞이하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산악 국제영화제로서, 코로나 시대의
등반·탐험의 기록과 기후 위기 속에서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고찰, 그리고 사회, 문화, 스포츠, 역
사 등 다채로운 주제를 다룬 영화들로 가득 차 있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풍성한 볼거리와 따뜻한 영상미로 신선한
감동을 선사해 줄 것으로 많은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영화 속 콘텐츠와 연계한 클라이밍, 별빛관측,
숲산책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영화와 캠핑을
함께 즐기는 캠핑하는 영화제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 10일간의 영화제 기간을 통해 지
난 2년간 코로나19로 목말랐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쳤던 일상을 위로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모쪼록,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맞이하여 영남알
프스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울주와 영남알프스가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며, 이곳에서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들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everyone!
I’d like to welcome everyone attending the 7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UMFF) here in the Yeoungnam Alps, the pride of
Ulju with its beautiful mountains and blessed scenery. All the
members of the Ulju council give our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10days festival.
I’d also like to express our deep gratitude to mayor Lee Sunho, and festival director Bae Chang-ho, as well as everyone
who has worked hard to make this film festival possible despite the difficult conditions.
Now in its 7th year, UMFF is Korea’s first and only international mountain film festival. It is filled with films dealing with
various themes about society, culture, sports, and history, as
well as films that record the climbing explorations during the
COVID-19 era, and provide reflections on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amidst a climate crisis. We hope these less accessible but heartwarming and beautiful videos refresh and
tingle your sensibilities.
The festival is also filled with various side events connected
with the film contents, such as climbing, starlight observation,
forest walks, and a camping film festival. We hope that the 10
days of this film festival prove to be a time of healing and an
opportunity to quench our COVID-19 induced 2 years thirst
for culture and art.
So please, let your visit to the 7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Yeongnam Alps become a memory to cherish.
Thank you.
축사 Congrat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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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Poster

트레일러 Trailer

감독 Director
김양령 Kim Yang-ryoung

출연 Cast
송광주, 이원희, 최우록
Song Kwang-ju, Lee Won-hee, Choi Woo-rok
작가 Artist
안은경 An Eun-kyoung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공식 포스터는 안은경 작가
의 ‘회복을 위한 여정’을 주제로 설레는 봄, 영화제로의 여
정을 담았습니다. 이번 포스터는 지치고 힘들지만 새로운
설렘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작품입니
다. 여행은 목적지보다 떠나는 자체로 마음의 여유와 재충
전의 시간이 됩니다. 봄의 영화제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치유와 여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와 함께한 울산을 대표하는
안은경 작가는 ‘회복을 위한 여정’을 주제로 회화 뿐 아니
라 영상, 설치미술, 3D 아트 등 다양한 시도와 작품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The 7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s official poster by An
Eun-kyoung captures the theme of ‘A Journey for Recovery,’
highlighting our journey to the film festival this spring. It aims
to comfort all those who are tired and beat, awaiting new
excitements. A journey provides relaxation and invigoration
by its own virtue and is not dependent on the destination.
Therefore, we hope that your journey to the festival during the
springtime becomes a time of healing and relaxation.
An artist representing Ulsan, An Eun-kyoung, joins us at
the 7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 Working with the theme
‘Journey for Recovery,’ An is actively engaged in various art
venues, including painting, video, installation art, and 3D art.

10

포스터 / 트레일러 Poster / Trailer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트레일러는 우리 삶 속에 ‘언
제나 함께’하는 산을 통해 자연이 주는 다양한 위로와 감
정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산을 찾는 아버지,
그리고 그 길을 다시 걷는 아들. 예전에 그에겐 힘들고 지
치게만 했던 산이었지만, 이제는 많은 감정을 불러 일으
킵니다. 산은 그렇게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있습니다. 제
7회 영화제 트레일러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많은 이들
에게 대자연이 주는 마음의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
을 담았습니다.
The trailer for the 7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ims to convey the comforting thoughts and emotions provided by the
mountain that is ‘Always with You’.
A father takes his young son to the mountain, and the grown
son returns to make the same trip. The mountain greets the
son with many emotions, no longer simply a towering mountain to cross.
The mountain remains the same, but the people climbing it all
have their own thoughts.
We hope this trailer delivers the soothing comforts of mother
nature to all who are toiling during these hard times.

홍보대사 UMFFinist

움피니스트는 영화제의 약칭인 움프(UMFF)와 알피니즘의 정신과 전통을 지키는 등반인을 뜻하는 알피니스트(Alpinist)의 합성어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홍보대사를 의미합니다.
역대 움피니스트는 배우 이다희, 클라이머 김자인, 배우 서준영, 산악인 김창호와 배우 예지원, 안소희, 진기주 그리고
배우 소유진, 배우 설인아가 함께 영화제를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또한 프레페스티벌 움피니스트로 활동한 이후, 꾸준히 영화제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산악인 엄홍길이 명예 움피니
스트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UMFFinist stands for UMFF(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Alpinist, with the basic meaning of public ambassador for UMFF.
Past UMFFinists included actress Lee Da-hee, climber Kim Ja-in, actor Seo Jun-young, mountaineer Kim Chang-ho, and
actresses Ye Ji-won, An So-hee, Jin Ki-joo, So Yoo-jin and Seor In-a.
Mountaineer Um Hong-gil has been a part of UMFF since the Pre-festival and remains our honorary UMFFinist.

엄홍길 Um Hong-gil

영화제의 시작을 함께 한 엄홍길 대장은 올해 역시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명예 움피니
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엄홍길 대장은 명예 움피니스트로서 영화제를 알리기 위
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고, 산악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Having been a part of the UMFF since its very beginning, Um Hong-gil returns this year
as UMFF’s honorary UMFFinist. As our honorary UMFFinist, Um continues to find different
ways to promote the festival and encourage mountaineers to participate.

박규리 Park Gyu-ri

배우이자 가수, DJ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규리는 최근 환경과 자연을 위
한 예술활동까지 함께 하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항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 박규리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도전정신과 자연을
사랑하는 모습을 닮은 배우입니다.
Dynamic actress, singer, and DJ, Park Gyu-ri continues to develop herself by tackling
artistic activities for the environment. Not afraid of new challenges and confident in appearance, Park Gyu-ri resembles Ulju Mountain Film Festival with her spirit of aspiration
and love of nature.

홍보대사 UMFFi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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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세계산악문화상 Ulju Mountain Culture Award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전 세계 자연과 환경, 등반, 영화, 문학 등 산악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 중 영화제 슬로
건에 맞는 인물을 선정하여 울주세계산악문화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지구의 아들’ 릭 리지웨이, 2018년 ‘최초
의 프로 산악인’ 크리스 보닝턴 경, 2019년 ‘8,000미터의 카메라맨’ 쿠르트 딤베르거, 2020년 ‘락 퀸’ 카트린 데스티벨 그
리고 2022년 ‘얼음의 전사’ 크시스토프 비엘리츠키가 선정되었습니다.

The Ulju Mountain Culture Award is awarded to those who have made exceptional contributions to the progress of mountain
culture, such as nature, environment, climbing films and literature. The Ulju Mountain Culture Award was awarded to ‘Son of
Earth’ Rick Ridgeway in 2017, ‘A First Professional Mountaineer’ Sir. Chris Bonington in 2018, ‘Filmmaker of the 8,000s’ Kurt
Diemberger, ‘Rock Queen’ Catherine Desitvelle in 2020 and ‘Ice Warriors’ Krzysztof Wielicki in 2022.

크시스토프 비엘리츠키
Krzysztof Wielicki

UMCA 전시 UMCA Exhibition
일시 Date/Time
장소 Venue

4. 1.(금) ~ 4. 10.(일) 10:00 ~ 19:00 Apr.1(Fri) ~ Apr.10(Sun) 10:00 ~ 19:00
움프 광장 UMFF Square

UMCA 강연 UMCA Lecture
일시 Date/Time

4. 2.(토) 14:00 ~ 15:30 Apr.2(Sat) 14:00 ~ 15:30

구성 Content

UMCA 수상자 강연(60분) + 실시간 질의응답(30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UMCA Lecture(60min) + Q&A(30min) (The sessions may be done online depending on the COVID-19 situation.)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영화 <#비엘리츠키> 상영 FILM #TO_BE
일시 Date/Time

4. 3.(일) 10:00 ~ 11:30 Apr.3(Sun) 10:00 ~ 11:30

구성 Content

영화 상영(55분) + 게스트와의 만남(30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Film Screening (55min) + Q&A (30min) (the sessions may be done online depending on the COVID-19 situation.)

게스트 Guest

크시스토프 비엘리츠키(주인공), 그제고시 리피에츠(감독), 마야 피에트라셰프스카-코페르(프로듀서)
Krzysztof Wielicki(Protagonist), Grzegorz Lipiec(Director), Maja Pietraszewska-Koper(Producer)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영화 <#비엘리츠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북 152페이지를 참고하세요.
To find out more about the film #TO_BE, please check the 152 pages of this book.

울주세계산악문화상 Ulju Mountain Cultur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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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의 변

울주세계산악문화상 크시스토프 비엘리츠키

크시스토프 비엘리츠키(Krzysztof Wielicki · 72)는 1980년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한겨울에 올라 히말라야 동
계등반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그는 8천 미터급 고봉 14개를 완등한 다섯 번째 알피니스트이며, 그중 에베레스트를 비
롯해 세계 4위 안에 드는 높이의 칸첸중가와 로체를 동계 초등했습니다. 또한 그는 브로드피크를 22시간 만에 혼자서
오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낭가파르바트는 혼자 원정등반을 가서 혼자 등정했습니다. 그의 별명은 하늘을 나는 말
페가수스입니다.
크시스토프 비엘리츠키는 2001년 탐험가 클럽의 ‘로웰 토마스 상’, 2018년 스페인의 ‘아스투리아스 공주상’, 2019년 황
금피켈상 평생공로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북극점에 도달한 피어리,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아문센,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암스트롱 등이 회원으로 있는 탐험가클럽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국제천문연맹은 소행성 하
나에 ‘173094 비엘리츠키’라는 이름을 붙여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런 빛나는 등반 업적 외에도 책과 영화와 강연과 행사 참가로 세계 산악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
다. 따라서 그의 2022년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수상은 한국 사회, 특히 현대의 젊은이들에게 도전 의식을 불어넣어 줄 것
입니다. 또한 그는 2017-18년 K2 동계 원정대를 이끌었을 때 낭가파르바트에서 조난당한 산악인들을 구조하도록 대원
을 파견하여, 미국 데이비드 소울스 상과 프랑스 레지옹도뇌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는 ‘언제나 함께 Always with You’
라는 2022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슬로건과도 잘 맞습니다.

Ulju Mountain Culture Award Krzysztof Wielicki
Krzysztof Wielicki(72) paved the road for Himalayan winter climbing when he made the first winter ascent of Mount Everest
in 1980. He is the fifth alpinist to climb all 14 eight-thousanders, and the first to climb Mount Everest, Kangchenjunga, and
Lhotse in winter. He also made solo ascents of Nanga Parbat, and in only 22 hours, Broad Peak. His nickname is Flying Horse.
In 2001, Wielicki was awarded the Lowell Thomas Award conferred by The Explorers Club. He has also received Spain’s
Princess of Asturias Award of Sports in 2018, and the Piolet d’Or Lifetime Achievement Award in 2019. He is a member of the
Explorers Club, which boasts such members as Robert Peary, the first man to reach the North Pole, Roald Amundsen, the first
man to reach the South Pole, and Neil Armstrong, the first man to set foot on the moon. The International Astronomical Union
named an asteroid ‘173094 Wielicki’ in his honor.
In addition to such brilliant achievements in climbing, Wielicki has contributed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mountain
culture through books, films, lectures, and event participations. His being awarded the 2022 Ulju Mountain Culture Award will
inspire Korean society, especially the young, to tackle challenges. When leading a K2 winter expedition in 2017-2018, Wielicki
dispatched a crew to rescue climbers in distress at Nanga Parbat, which led to his being awarded the David A. Sowles Memorial
Award in the US and the Legion of Honour medal in France. This is very fitting with this year’s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logan,
‘Always with You’.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시상식은 2022년 4월 1일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 개막식에서 진행됩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현장을 찾는 관객들은 강연과 전시, 게스트와의 만남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세계 최고의 알피니스트인 크시스토
프 비엘리츠키를 만날 수 있습니다.

The Ulju Mountain Culture Award ceremony will be held on April 1, 2022, dur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7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 Visitors will have the chance to meet the world’s best alpinist, Krzysztof Wielicki, during the festival period through
various cultural events such as lecture, exhibition, and Q&A session.

울주세계산악문화상 선정위원회

The Ulju Mountain Culture Award Selection Committee

UMCA 선정위원회

UMCA Committee

최중기 (사) 한국산서회 명예회장

Choi Joong-ki Honorary Chairman of Korean Alpen Book Club

김영도 (위원장) (사) 한국산서회 고문
정영목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정호진 ㈜ 넬슨 스포츠 대표이사

정일근 (사)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이사

Kim Young-do (Chairman of UMCA Committee) Advisor of Korean Alpen Book Club
Chung Young-mok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Jung Ho-jin President of Nelson Sports Inc
Chung Il-keun Board Member of UMFF

실무위원

Administrative Committee

배경미 (사)대한산악연맹 부회장

Christine Kyung-mi Pae Vice President of Korean Alpine Federation

김동수 하루재클럽 프로젝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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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ion Criteria

울주세계산악문화상 Ulju Mountain Culture Award

Kim Dongsoo Project Manager of Haroojae Club

울주세계산악문화상 Ulju Mountain Culture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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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상 Special Achievement Award

김홍빈 Kim Hong-bin

김홍빈은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8천 미터
급 고봉 14개를 완등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인입니다. 김홍빈은 대학
교 2학년 때 광주·전남 암벽대회에 출전해 2위에 오른 후, 1989년 에베레
스트 첫 원정등반을 시작으로 1991년 북미 최고봉 데날리(6,194ｍ) 등반
중 심한 동상으로 열 손가락을 모두 잃고도 1997년 유럽 엘브루스(5,642
ｍ), 2009년 남극대륙 빈슨메시프(4,897ｍ) 등 세계 7대륙 최고봉을 완등
했습니다. 또한 2006년 가셔브룸 2봉(8,035ｍ)부터 작년 7월 18일 브로드
피크(8,047ｍ)까지 히말라야 8천 미터급 고봉 14개를 등정하는 데 성공했
습니다.
김홍빈은 패럴림픽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99년 장애인 스키 국
가대표로 발탁돼 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했습니다.
2013년 전국 장애인 동계대회에서 회전, 대회전, 콤바인 3관왕을 거두고
2020년에도 2관왕에 올랐으며 전국 장애인 도로 사이클 대회에도 꾸준히
참가해 순위권에 드는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Korea’s proud mountaineer Kim Hong-bin is the world’s first disabled person to
summit all 14 eight-thousanders and the highest peaks on 7 continents.
After finishing 2nd at the Gwangju-Jeonnam Rock Climbing Championships as
a college sophomore, Kim made his first climbing expedition at Mt. Everest in
1989, then North America’s highest peak Denali(6,194m) in 1991, when he lost
all ten fingers due to frostbite. Despite the injury, Kim went on to summit all the
highest peaks on 7 continents, including Europe’s Elbrus(5,642m) in 1997 and
Antarctica’s Vison Massif(4,897m) in 2009. Then, starting with Gasherbrum
II(8,035m) in 2006 and ending with Broad Peak(8,047m) on July 18, 2021,
he successfully summited all 14 eight-thousanders. Kim trained for skiing and
cycling, and played a part in the Paralympics. He qualified to represent Korea
in Para Alpine Skiing in 1999, and participated in the 2002 Salt Lake City
Winter Paralympics. He won the triple crown in Slalom, Giant Slalom and Super
Combined at the 2013 National Winter Para Games, and a double crown in
2020. He also consistently participated in the Korea Para Cycling Road Games,
making top r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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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상 Special Achievement Award

김홍빈 특별전: 산 넘어 삶 Kim Hong-bin Special Exhibition : Life Beyond the Mountains
일시 Date/Time
장소 Venue

4. 1.(금) ~ 4. 10.(일) Apr.1(Fri) ~ Apr.10(Sun)

산악문화관 1층 야외 Yeongnam Alps Mountain House Outdoor ground floor

영화 <산악인 김홍빈의 산 너머 삶> 상영 FILM Kim Hong-bin

편견에 굴하지 않고 끝없는 도전을 이어갔던 산악인 김홍빈 대장. 그의 치열했던 마지막 여정을 담은 영화 <산악인 김
홍빈의 산 너머 삶> 상영과 토크가 진행됩니다.
Kim Hong-bin is a mountaineer who pressed forward without giving in to prejudice. His final battle recorded in the film Kim
Hong-bin will be screened along with a talk session.
일시 Date/Time

4. 3.(일) 13:00 ~ 15:00 Apr.3(Sun) 13:00 ~ 15:00

구성 Content

영화 상영(55분) + 움프 토크(60분)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Film Screening(55min) + UMFF Talk(60min) (The sessions may be done online depending on the COVID-19 situation.)

게스트 Guest

유재강, 정득채, 정우연(브로드피크 등반 대원), 정하영(KBS 촬영감독)
You Jae-kang, Jeong Deuk-chae, Jeong Woo-yeon(Members of Broad Peak Expedition team),
Jeong Ha-young(Cinematographer of KBS)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영화 <산악인 김홍빈의 산 너머 삶>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프로그램 북 75페이지를 참고하세요.
To find out more about the film Kim Hong-bin, please check the 75 pages of this book.

특별공로상 Special Achievement A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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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부문 및 시상안내 Competition & Awards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대상 Grand Prize

트로피, 일천만원 Trophy, 10,000,000 KRW

모험과 탐험 작품상 Best Adventure & Exploration Film

트로피, 오백만원 Trophy, 5,000,000 KRW

알피니즘과 클라이밍 작품상 Best Alpinism & Climbing Film
자연과 사람 작품상 Best Nature & People Film
심사위원 특별상 Special Jury Prize

아시아경쟁 Asian Competition
넷팩상 NETPAC Award

청소년심사단 특별상 Special Youth Jury Award

국제경쟁 심사위원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뉴욕시립대에서 영화연출을 전공, 뉴욕 뉴스쿨대학원에서 미디어학 석사학위를 받았
다. 첫 장편영화 연출작인 <거울 속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와 프랑스 제라르메판타스
틱영화제에서 수상하였고, 미국에서 <미러>로 리메이크 되었다. 이후 <눈부신 하루>,
<무서운 이야기2>,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엄마의 공책> 등 장편영화 작업을 계
속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무브 투 헤븐」을 연출하였다. 현
재 추계예술대학교 영상시나리오과 학과장으로 있다.

트로피, 오백만원 Trophy, 5,000,000 KRW

트로피, 오백만원 Trophy, 5,000,000 KRW

트로피, 삼백만원 Trophy, 3,000,000 KRW

김성호
Kim Sung-ho

넷팩 공인상장, 부상 NETPAC Certificate, A prize gift
움프 공인상장, 부상 UMFF Certificate, A prize gift

성균관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했다. 재학 중이던 1980년대 초 괴테인스티튜트의 한
국 최초의 영화인 비평가 학회 중 하나인 ‘동서영화연구회’라는 진보적 영화운동을 시
작하며 영화인으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국제영화
제 수석프로그래머와 부국장, 아시아필름마켓 운영위원장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는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역임했다.

국제경쟁 예선 심사위원
International Competition Preliminary Jury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회학, 철학, 미술사학을 전공하고 파리1대학에서 영화학 석사과정 졸업, 박사과정을 수료하
였다. 주불한국문화원에서 근무하고 서울문화재단의 「문화 서울」에 기사를 게재했으며 시각예술과 영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해왔다. 러시아 제로플러스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서울환경영화제의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다.

Seo Do-eun studied Sociology, Philosophy and Art History at Ewha Women’s University. She earned a master’s degree and
서도은
Seo Do-eun

Studied Architectural Design at Yonsei University and got a Certificate from Dept. of Film
Production at Brooklyn College / City of University and MA in Media Studies at New School
University. He directed Into the Mirror, One Shining Day, The Cliff-an episode of omnibus film;
HORROR Story 2, How to Steal a Dog, Notebook from My Mother and Netflix original series,
Move To Heaven. Working in Korean Film Industry, he teaches in Writing for Film Department
at Chugye University.

전양준
Jay Jeon

became a PhD candidate in film studies at Paris 1 University. She joined the Zero Pl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s a jury
member. After working 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he is currently a programmer of Seoul Eco Film Festival.

Jay Jeon studied journalism at Sungkyunkwan University. His film career began whilst still a
student in the early 1980’s when he started a progressive film movement called ‘East West
Film Group’ at the Goethe Institute, one of Korea’s first academic societies for filmmakers and
critics. Having previously served as head programmer and deputy director and head of the
Asian Film Market from 2011 to 2016, and festival director from 2018 to 2020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산악스포츠를 연구한 인류학 박사. 에베레스트 등으로 십여 차례 히말라야 고산등반도 다닌 전문 산악인이기도 하

다. 지은 책으로 『셰르파, 히말라야 등반가: 인류학으로 읽는 셰르파 이야기』(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1)가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UCR)에서 인류학·종교학을 가르쳐 왔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이다.

산악 등반과 문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주로 다루는 영화제작자이자 사진작
가이다. 사회학 석사 학위를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문화적 주제에 많은 관심을 두
고 있으며, 알프스와 히말라야를 주제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감독과 촬영감독을
맡아 작업을 해왔다. 취리히에 거주하며 열정적인 산악인으로서 매해 많은 시간을 산
에서 보낸다.

Oh Young-hoon is anthropologist, mountaineer, and writer. He has served as a director for Korean Alpine Federation and an
editorial committee member for Mountain Monthly. He is currently a researcher in the Institute of Cross-Cultural Studies at
오영훈
Oh Young-hoon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has climbed extensively, from rocks and ice in South Korea to Everest in Nepal. His last book
is Climbing Sherpas in the Himalayas: An Anthropology of Sherpa Ethnicity.
영화평론가. 영화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오랫동안 영상제작과 시나리오 강사로 활동했다. 현재도 서울에서 영화
제작을 가르치는 중이다. 과거 산악동호회 일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심사에 임하고 있다.

A film critic, Han Song-yi has completed a PhD degree in film studies and has created films and instructed scenario writing
for a while and is still teaching filmmaking in Seoul. She takes a part in preliminary jury based on her personal experience
of climbing club years ago.
한송이
Han Song-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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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롤리너 핑크
Caroline Fink

Caroline Fink is a filmmaker and photographer specialized in mountaineering, mountain culture
and people connected to mountains. In filming, she has worked as a director and camerawoman in major projects in the Alps and the Himalayas. After completing a master’s degree in sociology many years back, she remains highly interested in sociocultural topics. She lives in the
centre of Zurich and spends many days a year in the mountains, being a passionate alpinist.

국제경쟁 심사위원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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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악영화제의 창립자이자 예술감독. 네덜란드등반협회가 발행하는 잡지에서
10년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한 후, 2001년부터 영화, 음악, 스포츠, 시각예술 등 여러
분야를 결합한 문화 행사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평생 산과 함께 하며 살아온 그는 2011
년 등반 파트너인 호르바흐와 함께 2011년 제1회 네덜란드산악영화제를 시작했다.

툰 헤이즈만스
Toon Hezemans

Initiator and artistic director of the Dutch Mountain Film Festival. For ten years, he was a graphic designer for the magazine of the Dutch climbing association. In 2001 he started organizing
interdisciplinary cultural events in which film, music, sports and visual arts were combined. He
never lost track of the mountains, and with his climbing partner Horbach, he organized in 2011
the first Dutch Mountain Film Festival.

아시아경쟁 넷팩 심사위원 Asian Competition NETPAC Jury

시리아계 프랑스인 평론가로 프랑스 및 아랍영화와 이란, 인도 등 아시아영화에 관심이
많다. 『현대 이란영화』(2012)의 저자이며 권위 있는 범아랍권 매체들과 정기적으로
작업하고 있다. 국제영화비평가연맹, 아시아영화진흥기구, 프랑스영화언론인협회 회원
으로 영화제를 취재하고 많은 영화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며 프랑스 및 아시아 영화
제들의 아랍영화 프로그램에 대해 조언하고 있다.

나다 아자리 질롱
Nada Azhari Gillon

(사)한국대학산악연맹 회장,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설립총장, 쿠문가르히말 한국대
학생 히말라야 학술원정대 원정단장. 2013년 미국 50개주 최고봉 등정을 마무리했고,
7대륙 최고봉 중 아시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제외 6개봉을 올랐다. 1985년 미국 엘케
피탄, 2006년 미국 그랜드티톤과 2013년 페루 최고봉 와스카랑을 등정했다. 워싱톤주
립대 생화학 박사, 미시간대 연구원을 거쳐 한양대 화학과 특훈교수, 유타대 화학공학
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인석
Han In-suk

President of Korea Student Alpine Federation, leader of the Korean Student Academic Expedition to be the world first to summit Mt. Khumjungar Himal and the Founding President of
University of Utah Asia Campus. He was the first Asian to join the High Pointers Club summited
all 50 states highest peak in 2013 and has summited 6 out of the 7 summits except Mt. Everest. He climbed El Captain in Yosemite in 1985, Grand Teton in 2006 and the highest point
in Peru Mt. Huascaran in 2013.

Nada Azhari Gillon is a Syrian French critic mainly interested in French, Arab and Asian Cinema
such as Iranian and Indian. She is the author of Contemporary Iranian Cinema(2012) and
collaborates regularly with prestigious Pan-Arab media such as magazines and newspapers.
She is a member of FIPRESCI, NETPAC, UJC. And covers cinema’s festivals for the press
participates in many international juries, and advises some festivals in France and Asia about
their programs of Arabic cinema.

서울예대 문예창작학과, 극작과 졸업. KM컬쳐 영화사업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영화
<오! 브라더스>, <미녀는 괴로워>, <국가대표> 등의 기획 PD와 <오늘의 연애> 제작에
참여했다. 현재 캠페인 마케팅, 홍보를 전문으로 기획, 제작하는 에이전시 스튜디오심
앤장 대표로 활동하며「하이에나」「
,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등 다수 드라마의 홍보를
진행했다. 올해「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홍보를 진행 중이며,「우리들의 블루스」 홍
보를 앞두고 있다.
심영
Sim Young

Graduated from Creative and Dramatic Writing at Seoul Institute of the Arts. Served as the
head of film operations at KM Culture, and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Oh Brothers,
200 Pounds Beauty, Take Off, and Love Forecast. CEO of STUDIOSIMANDZANG, an agency
specializing in planning and producing campaign marketing and PR. Has promoted TV series
including HYENA and Do You Like Brahms?. Currently promoting Those Who Read the Mind of
Evil, with plans to promote Our Blues.

싱가포르 출신의 감독, 디지털 카메라를 빌리면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정부의 제작지원을 받지 못한 그는 자비로 독립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의 작품들
은 두 번의 넷팩상 수상과 함께 다수의 국제영화제에 소개되었다. 이후 그는 프랑스,
에스토니아, 한국,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가의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말레이시아 멀티미디어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서 영화제작을
가르치고 있다.
칸 루메
Kan L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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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 심사위원 International Competition Jury

Kan Lumé was born in Singapore and started making films as soon as he could borrow a digital
camera. His shoestring-budget films have won multiple awards at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ncluding twice winning the NETPAC Award for Best Asian Film. Kan has been on festival
juries in France, Estonia, South Korea, India, Philippines and Indonesia. He currently teaches
filmmaking at the Faculty of Cinematic Arts, MMU, Malaysia.

아시아경쟁 넷팩 심사위원 Asian Competition NETPAC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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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쟁 청소년심사단 Asian Competiton Youth Jury

2021 울주서밋 Ulju Summit 2021

울주서밋은 국내 산악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속해온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이다.
매년 3편 내외의 작품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1편의 접수 작품 중 예심과 본심을 거쳐 4편을 선정했
다. 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청소년심사단 – 천상고등학교
Youth Jury – Cheonsang High School
청소년심사단장 Head of Youth Jury
윤은빈 Yoon Eun-bin

2019년부터 울산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자 시작된 청
소년심사단은, 아시아경쟁부문 대상 후보작 12편을 심사
하여 그 중 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올해 청소년심
사단은 작년에 이어 천상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참여하여,
넷팩상과는 다른, 그들만의 창의적이고 신선한 시각으로
작품을 선정한다. 울산지역 청소년에게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와 감성을 영화를 통해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울
주세계산악영화제와 함께 더욱 풍성하고 참신한 영화제
로 만들어가고 있다.

김태희, 문영현, 손수아, 신찬환, 이대규, 이도현,
이세빈, 임은규, 최지은
Kim Tae-hee, Moon Young-hyun, Son Soo-ah, Sin Chan-hwan,
Lee Dae-gyu, Lee Do-hyeon, Lee Se-bin, Lim Eun-gyu, Choi Ji-eun

Ulju Summit is a program th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has supported since 2015 to encourage domestic productions with
the theme of Mountains. The festival selects around three titles every year and supports them. Last year, 4 films were chosen
from among 31 submissions. The selected projects for Ulju Summit 2021 will be world-premiered 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he Youth Jury of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UMFF) was
launched in 2019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the Ulsan
region’s younger generation. They will watch 12 films from
Asian Competition and select 1 awarded film. The UMFF
Youth Jury made up of 10 Students from Cheonsang High
School. Apart from NETPAC Award recipient selected by NETPAC Jury, the Youth Jury selects an award recipient based on
their own inspiration and fresh eyes. This provides the Ulsan
Youth with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various Asian cultures and tastes through films, while making UMFF all more
bountiful and original.

2021 울주서밋 지원작 Ulju Summit 2021 Projects

아시아경쟁 후보작 Asian Competiton Nominees
섹션 Section

파노라마
Panorama

코리안 웨이브
Korean Wave

라이프
Life

언제나 함께
Always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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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Film Title

달려라 소년
Keep Running

감독명 Director
쑨거팅
Sun Geting

감독명 Director

기본 정보 Film Info

신성한 숲, 빙하, 그리고 달
Sacred Forest, Glacier, and Moon

정형민
Jung Hyung-min

다큐멘터리
Documentary

부디
Prithee

강소희, 김준
Kang So-hee, Kim Joon

극영화
Fiction

흙의 숨
The Breath of Earth

김대현
Kim Dae-hyun

다큐멘터리
Documentary

山. 국수
Temperature

탁기영
Tak Ki-young

극영화
Fiction

기본 정보 Film Info
China | 2021 | 87min | Color | Documentary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
Oshika-Winds of Change

김명윤
Kim Myoung-yoon

Japan, Korea | 2021 | 87min | Color | Documentary

호두나무
Walnut Tree

모하마드 호세인 마흐다비안
Mohammad Hossein Mahdavian

Iran | 2020 | 106min | Color | Fiction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Then Came Dark

마리-로즈 오스타
Marie-Rose Osta

Lebanon | 2021 | 15min | Color | Fiction

산에서 만난 사람
Solo Trekker

장징예
Chang Jing-ye

Taiwan | 2021 | 25min | Color | Fiction

농장의 소녀
Herd

오메르 다이다
Omer Daida

Israel | 2021 | 37min | Color | Documentary

말아
ROLLING

곽민승
Kwak Min-seung

Korea | 2021 | 75min | Color | Fiction

나랑 아니면
Without You

박재현
Park Jae-hyun

Korea | 2021 | 34min | Color | Fiction

깃털
Feathers

오마르 엘 조하이리
Omar El Zohairy

France, Egypt, Netherlands, Greece
2021 | 112min | Color | Fiction

내일이 오기 전에
Until Tomorrow

알리 아스가리
Ali Asgari

Iran, France, Qatar | 2022 | 86min | Color | Fiction

불 속에서
A Fire Inside

저스틴 크룩, 루크 마짜페로
Justin Krook, Luke Mazzaferro

Australia | 2021 | 90min | Color | Documentary

샤리
Shari

요시가이 나오
Yoshigai Nao

Japan | 2022 | 63min | Color | Documentary

아시아경쟁 청소년심사단 Asian Competiton Youth Jury

작품명 Film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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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서밋 예선 심사위원 Ulju Summit Preliminary Jury

추계예대 문학·영상대학 영상비즈니스과 교수이자 영화 PD. 영화 <거울 속으로>, <사
랑니> 등을 제작했으며, 미국 리젠시 <미러>에 공동제작 PD로 참여했다. 1990년대 삼
성전자 전략기획실과 삼성영상사업단 영화사업부 사업기획과 한국영화의 투자·관리
를 담당했으며, 서울단편영화제를 기획·진행했다. 다수의 논문 발표 및 연구의 연구자
로 참여했고,『영화 비즈니스 입문』의 저자이다. 현재 UMFF 집행위원이다.

김은영
Kim Eun-young

A Professor of Collage of Literature and Visual Communications at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After working at Samsung Electronics Co., Ltd. and film business division of Samsung
Entertainment Group, she produced her own films including Into the Mirror, Blossom Again and
co-produced Mirrors(Regency, US). Her achievements include planning the Seoul Short FF in
the 1990s and publishing books such as Film Business Handbook, Copywriting Handbook for
Korean Films, etc. Currently she is an executive committee of the UM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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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에 관한 연구로 영화학 박사 학위
를 취득하였다. 현재 동의대 영화·트랜스미디어연구소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재)영
화의전당 이사,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영화문화협동조합 씨네
포크 대표, 부산영화평론가협회 회장, 부산독립영화협회 대표를 역임하였다. 『영화와
사회』(공저), 『영화의 고고학』등의 책을 쓰고 옮겼다.
김이석
Kim Yi-seok

Professor of film studies at Dong-eui University. He gained his Ph. D. in Cinema and Audiovisual studies at Université Paris VIII. He is Head of Dongeui Cinema & Transmedia Institute,
Board member of Korean Film Council and Board member of Busan Cinema Center. He served
as a president of CINEFOLK, of Busan Film Critics Association and of Busan Independent Film
Association. He wrote Cinema and Society and translated Jean-Luc Godard’s Cinema : the
archeology of film and the memory of a century.

울주서밋 심사위원 Ulju Summit Jury

서강대학원 신문방송학-영화연구 석사 전공, ㈜대우영상사업단, ㈜동숭아트센터 총
괄이사를 거쳐 현재 국내외 다양성영화 전문배급사, ㈜영화사진진 대표. ㈜영화사진
진의 대표작으로는 오멸 감독의 <지슬-끝나지 않은 전쟁>,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
엘 블레이크>, 2018년 아네스 바르다 감독의 다큐멘터리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등이 있다.

김난숙
Kim Nan-sook

첫 연출작 <물고기>(2011)로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가상, 밴쿠버국제영화제 특별언
급상 등을 수상하였고 로테르담국제영화제 타이거어워즈에 초청되었다. 이후 <혼자>
(2015)를 제작, 연출하여 부산국제영화제 시민평론가상, 올해의 배우상, 서울독립영화
제 심사위원상을 수상하였으며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2020년, 세 번째 작
품 <그대 너머에>를 제작, 연출, 배급하였고 다수의 영화제에 초청되었다.
박홍민
Park Hong-min

이정진
Jinna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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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sh(2011), received the Citizen Critics’ Award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BIFF), the
Special Mention at Vancouve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was invited 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IFFR) for the Tiger Competition. Alone(2015) was awarded Actor of the
Year and Citizen Critics’ Award at BIFF, the Jury Award at Seoul Independent Film Festival, and
was invited to IFFR. Beyond You(2020) was invited to a number of film festivals.

Studied MassCommunications at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completed a Master’s
degree of Cinema Studies. Worked for Daewoo Media & Filmed Entertainment and Dongsoong
ArtCenter. Currently the CEO of JINJIN Pictures-JINJIN is a Film company specializing in acquisition and distribution of qualified films. It also actively engages in co-production and financing
for director-driven Korean independent projects. Since 2006, JINJIN Pictures has been released around 200 titles including JISEUL by Jeju island native O-Muel, I, Daniel Blake by Ken
Loach and Faces, Places by Agnes Varda. Main Activity: Acquisition, Distribution, Financing of
Independent Features & Documentary.

고려대 철학과 졸업, 동국대 영화과 대학원을 수료한 뒤 연출부, 삼성전자 광소프트
사업팀에서 음악 프로듀서로 일했다. 프랑스 파리8대학에 유학하여 다큐멘터리를 전
공한 후 고려대, 경희대, 한예종 등에서 강의했고, KBS 클래식FM의「MBC FM 이주
연의 영화음악」등에 출연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마스터클래스 프로그래머,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서 프로그래머로 재직했다. 현재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재
직 중이다.
전진수
Chun Jin-su

Studied Philosophy at Korea University and Film at Dongguk University. Music producer at
Samsung Electronics. Studied documentaries at Paris 8 University, then lectured at Korea
University, Kyunghee University, an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Appeared in MBC FM
Lee Ju-yeon’s Film Music. Master class programmer at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programmer at Jecheon International Music&Film Festival. Currently a programmer at JEONJU
IFF.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영화이론전공 석사과정 졸업,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5년부
터 전주국제영화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부산국제단편
영화제,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에서 근무, 현재 울주세계산악영화제 프로그래머이다.
족자넷팩영화제, SAARC영화제, 가오슝영화제, 마르델플라타영화제, 금마장영화제, 올
라이트인도국제영화제 등의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부산아시아영화학교 교장,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다수의 영화에 프로듀서 및 제작자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VR HMD 제작과
플랫폼 개발, 영화 및 영상 콘텐츠 제작회사인 VREZ INNOVATION INC에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다양한 장르의 영화 및 드라마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바른손과 함께
만든 VR 인터랙티브 영화 <지평선> 제작총괄을 맡아 제작을 완료하였다.

Jinna Lee is a programmer at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he graduated with an MA in Film
Studies from Hanyang University and finished the PhD course. Since 2005, she has worked
at JEONJU IFF, JIMFF, DMZDocs, BISFF, IIFF. Also, she served on the jury at the Jokja Netpac
Asian Film Festival, SAARC Film Festival, Kaohsiung Film Festival, Mar del Plat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Golden Horse Film Festival and All Lights India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hoi Yoon was Director of Busan Film Commission, Director of Busan Asian Film School(AFiS),
and professor at Dong-eui University(Department of Film Studies). He has been a producer
and Chief producer for a number of movies, Currently, he is vice president of VR HMD production, platform development, and film and video content company VREZ INNOVATION INC,
preparing for various genres of film and drama projects. Recently, he was Chief producer in
the VR interactive movie Horizon made with Barunson Co., Ltd. and completed the production.

울주서밋 예선 심사위원 Ulju Summit Preliminary Jury

최윤
Choi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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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울주멘터리 Uljumentary 2022

‘울주멘터리(Uljumentary)’는 울주(Ulju)와 다큐멘터리(Documentary)의 합성어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울산시청
자미디어센터가 함께 주최하여 제작에 대한 교육 및 제작을 지원하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이다. 2022 울주멘터리에
선정된 팀은 4팀이며 울주 콘텐츠 발굴 및 제작을 멘토와 함께 진행한다. 팀당 150만원의 제작비를 지원하여 15분 내외
의 단편영화를 제작하고, 완성된 영화는 영화제 기간 중 공식 상영된다.
Uljumentary is a combination of the two words: Ulju and documentary. It is a media education program hosted by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providing opportunities for education and production of films. Four teams
were selected for Uljumentary 2022 for a chance to work with mentors in discovering and producing documentaries about Ulju.
Each team will be given 1.5 million KRW in production costs, and will produce a short film around 15 minutes. Completed films
will be formally screened during the film festival.

제작기간 Production Period

공동주최 Joint Hosting

2011년 부산에서 다큐멘터리 창작공동체 오지필름을 만들었다. 영화활동가라는 정체
성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출작으로 20대 후반, 흔들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단편 다큐 <나와 나의거리>, 영주댐으로 수몰되는 할머니 집을 기록한 장편 다큐
<기프실>이 있다. 현재 장편 다큐 <구미의 딸들>, <#with you>를 연출 중이며, 다큐멘
터리 제작 외에도 영화상영기획,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창현
Moon Chang-hyeon

옆집 할머니의 삶을 담은 <그들만의 크리스마스>(2006)로 다큐멘터리를 시작했다.
<나비와 바다>(2011)와 <소성리>(2017)로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메세나상을 두 차례
수상했으며, <잔인한 계절>(2010), <밀양아리랑>(2014), <깨어난 침묵>(2016), <라스
트 씬>(2018), <사상>(2020) 등이 국내 여러 영화제에 소개되어 다수의 상을 받았다.
현재 오지필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부산을 기반으로 장애인, 노동자, 여성, 문화 등 주
제를 확장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1. 7. ~ 2022. 1.
사단법인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시청자미디어재단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Ulju Mountain Film Festival
Community Media Foundation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박배일
Park Bae-il

울주멘터리 멘토 Uljumentary Mentor

김영조
Kim You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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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tarted the documentary with Just Their Christmas(2006) about the life of his next-door
grandmother. His works Sea of Butterfly(2011) and Soseongri(2017) won the BIFF Mecenat
Award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ruel Season(2010), Legend of Miryang 2 Miryang Arirang(2014), After Breaking the Silence(2016) and Last Scene(2018), Sasang:The
Town on Sand(2020) were introduced to various domestic film festivals and received a number
of awards. He is currently working in Ozifilm and continues his work by expanding topics such
as the disabled, workers, females, and culture based in Busan.

삶과 도시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심도있게 풀어내는 감독이다.영화<그 자리>
(2015)로 피시아이국제영화제 나의 도시부문 1등상을 수상했고, <천국 장의사>
(2015), <9월>(2017)은 전 세계 14곳의 영화제에 소개되었다. 또한, <붉은 곡>(2018)
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녹>(2018)은 부산독립영화제 심사위원특
별상을 수상했다.

프랑스 파리8대학교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다. 그는 독립영화제작사 월요일아침을 설
립하여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연출하였고 현재 동의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Kim Young-jo graduated at Paris 8 University in France majoring in film. He founded the
independent film production company Monday morning and produced and directed several
documentaries. Currently he teaches students at the Digital Content Department of Dong-eui
University.

Founded the documentary creative community Ozifilm in 2011 at Busan. Identifies himself
as a Cine Activist. Main works include Between Me and I, a short biographical documentary
about his turbulent 20s, and GIPEUSIL, a documentary about a grandmother’s house that was
submerged by the Youngju Dam. Currently directing feature length documentaries, Daughters
of GUMI and #with you, while also engaged in various activities such as film screening planning
and media education.

신나리
Seen Na-ri

Seen Na-ri’s documentaries provide an in-depth look into the hidden stories in life and cities.
Her first short That Place won first place in the My City section at the Fish Ey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e other films are Heaven’s Touch, September which was introduced at 14 film
festival around the world, The Red Cave which was shown at UMFF 2018, and The Rust which
received the Special Jury Prize at the Busan Independent Film Festival.

울주멘터리 멘토 Uljumentary M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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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상영관 안내 Theater Guide
운영기간 Duration

위치 Venue

내용 Contents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Yeongnam Alps Welcome Center
가설
Fit up Theater

실내
Indoor

알프스 시네마 1, 2
Alps Cinema 1, 2

야외
Outdoor

알프스 시네마 3, 4
Alps Cinema 3, 4

야외
Outdoor

온라인
Online

개·폐막식, 영화, 움프 토크, 공연, 체험
Opening / Closing Ceremony, Screening,
UMFF Talk, Performance, Class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작천정별빛야영장
Starlight Camping

온라인 상영관
UMFF on Air

4. 1.(금) ~ 4. 10.(일)
Apr. 1(Fri) ~ Apr. 10(Sun)

영화, 움프 토크, 게스트와의 만남
Screening, UMFF Talk, Q&A

영화, 움프 토크, 공연, 체험
Screening, UMFF Talk, Performance, Class

4. 1.(금) ~ 4. 3.(일)
Apr. 1(Fri) ~ Apr. 3(Sun)

4. 8.(금) ~ 4. 10.(일)
Apr. 8(Fri) ~ Apr. 10(Sun)

4. 1.(금) ~ 4. 10.(일)
Apr. 1(Fri) ~ Apr. 10(Sun)

영화, 움프 토크, 게스트와의 만남, 체험
Screening, UMFF Talk, Q&A, Class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 자연, 사람을 주제로 한 전세계 영화들과 자연에서 즐기는 다양한 페스티벌 프로그램
을 즐길 수 있는 산악문화축제입니다.
The 7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 brings various films regarding mountain, nature, human and enjoy festival programs in
nature.

움프패스 UMFF Pass

울주세계산악영화제만의 특별한 통합형 티켓
Ulju Mountain Film Festival’s unique season pass
영화제 기간동안 캠핑 프로그램을 제외한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모든 프로그램(영화 프로그램+ 페스티벌 프로그램 +
온라인 상영관)을 예약할 수 있는 통합형 티켓입니다.
UMFF Pass gives you access to all UMFF contents(Screening programs + Festival programs + UMFF on Air) for the duration
of the UMFF. *Except for the Camping program.

움프패스 사용방법 How to use UMFF Pass

구매
Purchase
온라인 상영작
Online Screening

취소
Cancellation

유의사항
Notes

3. 8.(화) ~ 4. 10.(일)
15,000원 / 영화 프로그램 + 페스티벌 프로그램 + 온라인 상영관

Mar. 8(Tue) ~ Apr. 10(Sun)
15,000 KRW / Screening programs + Festival programs + UMFF on Air
움프패스는 3. 31.(목) 24:00까지 취소 환불 가능
움프패스로 예약한 티켓은 시작 20분 전까지 취소 가능

UMFF Pass may be cancelled for a refund until Mar. 31(Thu) 24:00
Tickets reserved with UMFF Pass may be cancelled prior to 20 min. before the program begins.
움프패스는 1인 1매 구매가능 합니다.
움프패스로 1일 최대 5회까지 예약 가능합니다.
캠핑 프로그램은 움프패스로 예약할 수 없습니다.

Only 1 UMFF Pass may be purchased per person.
You may reserve up to 5 programs a day using the UMFF Pass.
The camping program cannot be reserved with the UMFF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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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 페스티벌 프로그램 Screening / Festival Program
1매 3,000원 / 1회 4매까지 구매가능
3,000 KRW per ticket / Purchase up to 4 tickets at once

온라인 예매 Online Reservation
예매
Reservation

취소
Cancellation

3. 8.(화) ~ 4. 10.(일)
홈페이지에서 신용 / 체크카드, 무통장입금, 핸드폰 결제

Mar. 8(Tue) ~ Apr. 10(Sun)
Credit / Debit card, Direct deposit, Mobile pay at official website
영화 / 체험 프로그램 시작 20분 전~ 시작 : 취소수수료 건당 1,000원
시작이후 취소 환불 불가

From 20 min. before program begins until it starts: Cancellation fee 1,000 KRW per ticket
After program begins, no cancellation or refund

현장 예매 Onsite Reservation

예매
Reservation

캠핑 프로그램 Camping Program

캠핑 프로그램
Camping Program

예매 및 취소
Reservation &
Cancellation

유의사항
Notes

작천정별빛야영장에서 즐기는 영화 + 캠핑 + 명상 프로그램
사이트마다 결제금액 상이 / 1인 1매 구매가능

Screening + Camping + Meditation Program in Starlight Camping Site
Price is different foom each site / 1 ticket per person
1회차: 3. 8.(금) ~ 3. 30.(수) / 2회차: 3. 8.(금) ~ 4. 6.(수)
홈페이지에서 신용 / 체크카드, 무통장입금, 핸드폰 결제

1st week: Mar. 8(Fri) ~ Mar. 30(Wed) / 2nd week: Mar. 8(Fri) ~ Apr. 6(Wed)
Credit / Debit card, Direct deposit, Mobile pay at official website
캠핑 프로그램은 2박 3일 사이트 이용 패키지입니다.
캠핑 프로그램 티켓 구매자에 한해 캠핑장 내 상영관 이용이 가능합니다.
야영장 운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Camping program is a package for 2 night and 3 days.
Only for camping program guests may access to Starlight cinema’s screening programs.
All regulation for using Starlight camping site is up to Ulju-gun’s camping site guidance.

4. 1.(금) ~ 4. 10.(일)
상영관에서 신용 / 체크카드, 울산페이 결제
프로그램 시작 20분 전부터 시작 전까지 예매가능

Apr. 1(Fri) ~ Apr. 10(Sun)
Credit / Debit card, Ulsan pay in front of theaters
Booking from 20 min. before program begins until it start

취소
Cancellation

취소불가
No cancellation or refund

유의사항
Notes

영화 / 체험 프로그램은 시작 20분 전부터 입장을 시작합니다.
모든 영화 / 체험 프로그램은 정시 상영 및 시작을 원칙으로 합니다.
모두를 위하여 입장 시간을 지켜주세요.
상영관 내 음식물은 반입 불가입니다.
환경을 위해 지류티켓은 발권되지 않습니다.

Screening / festival programs open for 20 min. before they begin.
All screening / festival programs start on time. Please be on time in consideration of others.
Eating and drinking are prohibited in the theater.
Paper ticket not be issued to care for the environment.

30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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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영관 UMFF on Air

*온라인 상영관은 영화제 기간 동안 PC와 모바일에서 자유롭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영관은 크롬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상영관 작품은 국내에서만 관람 가능합니다.
*UMFF on Air is available on your PC or mobile device during the film festival.
*UMFF on Air is optimized for the Chrome browser.
*UMFF on Air films are available in Korea only.

온라인 상영관 관람권 UMFF on Air Ticket

① 온라인 상영관의 상영작을 영화제 기간 동안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입니다.
② 온라인 상영관 관람권 결제 한 번으로 온라인 상영관 내의 모든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③ 구매 이후에는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4월 10일(일)까지 언제든지 온라인 상영관을 즐길 수 있습니다.
① The ticket gives access to UMFF on Air screenings during the film festival.
② Purchase UMFF on Air Ticket once for unlimited access to all films in UMFF on Air.
③ After purchasing and simple authentication, enjoy UMFF on Air anytime through Apr. 10(Sun).

예매 기간
Booking Period
결제 금액
Cost
취소 정책
Cancellation Policy

3. 8.(화) ~ 4. 10.(일)
Mar. 8(Tue) ~ Apr. 10(Sun)
1인 5,000원 / 신용 / 체크카드, 무통장입금, 휴대폰 소액결제
5,000 KRW per person / Credit / Debit card, Direct deposit, Mobile pay
3. 31.(목) 24:00 까지 취소 가능
※영화제 개막일 이후 취소 불가

Cancellation available through. Mar. 31(Thu) 24:00
※Cancellations no longer possible after UMFF opening day
관람 방법
How to View

2022. 4. 1.(금) 10:00 ~ 4. 10.(일) 23:59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상영관
Apr. 1(Fri) 10:00 ~ Apr. 10(Sun) 23:59 Official Website - UMFF on Air
온라인 상영관 관람권 구매 후 본인 인증 → 온라인 상영작 관람
*재입장 시에는 간단한 인증 후 바로 관람 가능

Purchase the UMFF on Air Ticket, make authentication → view online screenings
*Upon re-entry, make simple authentication before viewing
*무단 촬영 및 영상 캡처 시 저작권법 제104조의 6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Unauthorized filming and/or video capture may result in imprisonment of up to 1 year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KRW pursuant to Article
104, item 6.

온라인 상영관 작품리스트 UMFF on Air Films

작품명

MENDIAK 1976 - A friendship story in Afghan peak.

거인을 오르다

Climbing Giants

강아지와 함께
게르벤틸

고양이, 개 그리고 예술에 관하여
그들

내 친구 라이카
농장의 소녀
눈의 낙원

눈이 녹으면

또 다른 고요함
링크사르

마인드 오버 마운틴
바다 위 사람들
바람

벌목, 언더커버
불 속에서

사라의 클라이밍
샤먼 견습생

셰라그 솔로 등반

소피 라보, 레이디 8,000
숲속의 연주

스위스 클라이밍
스텝 바이 스텝
썬더

아리투르 구마의 헌신
아마조니아

아이스 클라이머 안젤리카
아이와 함께

애프터 안타티카

에베레스트의 텔레노벨라
영양

온 폴링

외로운 꽃들에게

우르사 - 오로라의 노래
이야기를 품은 산

제스 키무라 이야기
줄리아

틱탁 슬랙라인
파이어 시즌

핀란드 발라드

한때는 바다가 있었지
혼자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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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영관 UMFF on Air

Film Title

1976 원정

홍합과 감자튀김

A Dog’s Tale
Gerwentil
Of Cats, Dogs and Art
They/Them
A Wish Upon a Satellite
Herd
A White Dream
When the Snow Melts Down
This Other Kind of Silence
Link Sar
Mind Over Mountain
Stories from the Sea
Wind
Wood. Game-Changers Undercover
A Fire Inside
Heltzear
The Shaman’s Apprentice
Kjerag Solo
Sophie Lavaud, Lady 8000
Sounds Between the Crowns
Swissway to Heaven
Step by Step
Thunder
Artur GUMA
Amazonia
My Upside Down World
Walking Before Walking: Field Notes from Introducing an Infant to the World
After Antarctica
Telenovela on Everest
Antelopes
On Falling
The Loneliness of the Stars
URSA - The Song of the Northern Lights
Roots
Learning to Drown
Julia
Tic Tac Base
Fire Season
A People’s Radio - Ballads from a Wooded Country
Once There was a Sea...
Not Alone
Mussels and Fries

온라인 상영관 작품리스트 UMFF on Air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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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 폐막작

Opening Film & Closing Film

폐막작 Closing Film

Opening Film

알피니스트: 마크-앙드레 르클렉
The Alpinist

나이트 포레스트
Night Forest

USA · 2021 · 92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Germany · 2021 · 96min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영화감독 피터 모티머가 수수께끼 같은 젊은 등반가

When filmmaker Peter Mortimer encounters an elusive

화가 시작된다. 높은 봉우리와 가파르게 얼어붙은 폭

in free solo mountaineering unfolds. Along the two-year

마크-앙드레 르클렉을 만났을 때 프리솔로 등반의 진
포를 오르는 2년간의 여정을 통해 감독은 마크가 자
연과 맺는 관계, 모험을 향한 그의 비타협적인 탐색

그리고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
등을 담아낸다.

journey up high alpine peaks and steep frozen waterfalls,
Peter explores Marc’s connection to nature, his uncompromising quest for adventure, and the risks he takes to
pursue his passion.

캐나다 젊은 알피니스트의 순수함과 감독의 노련함

A documentary drama in collaboration between a young

오를 뿐인 마크의 재능에 감독의 열정이 더해져 진정

Marc climbs purely for the joy of climbing, and his talent is

이 만나 다큐멘터리 드라마가 만들어졌다. 산이 좋아
한 알피니스트를 담아냈다.

피터 모티머, 닉 로젠
Peter Mortimer, Nick R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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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limber named Marc-André Leclerc, an evolution

개막작 Opening Film

프로그래머 이정진

Canadian alpinist and a seasoned mountain film director.
magnified by his passion and innocence.
Jinna Lee, Programmer

친한 친구 사이인 파울과 막스는 여름방학이 시작될

Paul and Max are best friends. At the beginning of the

찬 야생으로 떠난다. 이 여행에서 소년들은 상상했던

following the clues left behind by Paul’s father. On their

무렵 파울의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따라 신비로 가득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소년들은 가
장 두려워했던 것과 마주하게 되면서, 진정한 내면의
힘을 발견한다.

summer holidays they run away into the mystic wilderness,
journey, the boys face challenges far greater than they
imagined, leading them to face their biggest fears and discover their true strengths.

두 소년이 산행을 통해 가족을 이해하고 내적 성장까

A short, but long, story about two boys coming of age

음악이 두 주인공의 연기와 맞물려, 관객에게 응원과

shooting and music fuse well with the leading actors’ per-

지 이뤄내는, 짧지만 긴 여정의 이야기. 유려한 촬영과
따뜻함을 전한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and understanding their family through hiking. The elegant
formances, bringing warmth and encouragement.

피터 모티머가 창립자로, 닉 로젠이 파트너이자 작가, 프로듀서로 있는 Sender
Films는 2004년 이후 장편 다큐멘터리, TV시리즈, 다양한 상업광고를 제작하는
세계적인 모험영화 제작사로 성장하였다.

안드레 회르만은 베를린훔볼트대학교에서 사회과학을, 포츠담영화대학교에서 영
화연출을 공부하고, UCLA에서 각본 전문과정을 졸업했다. 카트린 밀한은 언론 학
교에 다닌 후 HFF포츠담에서 극작과 각본을 공부했다.

Peter Mortimer is the founder of Sender Films and Nick Rosen is a partner, writer, and
producer at Sender Films. After 2004, the team help to grow Sender into a leading global adventure film company that produces feature documentaries, cutting edge television
series and a variety of commercials.

André Hörmann studied Social Sciences at Humboldt University in Berlin, film directing at
Potsdam Film University and is an alumni of the Professional Program in Screenwriting at
UCLA, Los Angeles. Katrin Milhahn went to a journalist school and studied screenplay and
dramaturgy at HFF Potsdam.

Jinna Lee, Programmer

안드레 회르만, 카트린 밀한
André Hörmann, Katrin Milhahn

폐막작 Closing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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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작품을 만들기 쉽지 않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

A big thank you for all who have submitted their films

니다. 수많은 작품들 중 올해는 14개국 30편을 국제

easy. Among the numbers, 30 films from 14 countries

품을 출품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올립

경쟁 섹션에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작품들은
과거의 기억이 현재로 이어지는 추억의 앨범과 같은
작품들-<1976 원정>, <두 번째 도전>, <애프터 안타

티카>-과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는 이야기 -<제스 키
무라 이야기>, <혼자가 아니야>, <그들>, <그리움의
얼굴들>- 그리고 울주세계산악영화제를 재방문하는

감독들 -제니퍼 피돔, 앨라스터 리, 벤 나이트, 헤나
테일러- 의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연
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동물과의 교

감을 다룬 영화들- <이야기를 품은 산>, <바다 위 사

람들>, <브데트>, <늑대 나야>, <눈의 낙원>-도 소개
됩니다. 영화를 통해 추억을 경험하고 치유에 동참하
며 자신을 반추해보는 증험(證驗)에 동참해보시길
바랍니다.

even in times such as these, when filmmaking is not
were selected for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Section.
The films include films about past memories continuing
into the present: MENDIAK 1976 - A friendship story in
Afghan peak., The Second Summit, and After Antarctica, stories about healing pain and sadness: Learning to
Drown, Not Alone, They/Them, and A Thousand Ways to
Kiss the Ground, and films by directors returning to Ulju
Mountain Film Festival: Jennifer Peedom, Alastair Lee,
Ben Knight, and Henna Taylor. We’ll be helped to reflect
on our own lives through the unflappable lives of people
living in nature: Roots, Stories from the Sea, Vedette,
NAYA and A White Dream. Join us for this experience to
reminisce, heal and reflect through the world of films.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1976 원정
MENDIAK 1976 - A friendship story in Afghan peak.		

ON

Spain · 2021 · 85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In 1976, a group of young people from Pamplona

도달하며 역사를 만들었다. 그러나 하산 도중 사고가

Shakhaur(7,116m) in Afghanistan. But during the descent

발생해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그

들은 폴란드 탐험대의 도움으로 동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그들의 우정이 지
속되고 있다.

made history by successfully reaching the summit of
an accident occurred: One of them died and another was
seriously injured. Thanks to the help of a Polish expedition, they managed to save the life of their companion and
meanwhile forge a friendship that has lasted until today.

이미 역사가 되어버린 1976년 아프가니스탄 샤크하

The historic 1976 Shakhaur Expedition in Afghanistan is

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우정의 역사이기도 하다.

team, but also a history of lasting friendship.

우르 원정, 이는 젊은 원정대의 등반 기록일 뿐 아니
프로그래머 이정진

ON

USA · 2021 · 71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1976년, 스페인 팜플로나 출신의 젊은이들이 아프가
니스탄의 7,116m 샤크하우르봉 정상에 성공적으로

그들		
They/Them		

not simply a record of climbing by a young expedition
Jinna Lee, Programmer

트랜스젠더 등산가인 로르 세이버린에게 등산은 자

For Lor Sabourin, a trans climber, climbing is a way of

는 방법이다. 북부 애리조나의 사암 협곡 등반은 로르

versity. On a journey to climb the sandstone canyons of

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역경에 맞서 회복력을 키우
의 삶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영감을 주는 여정 중
하나였다. 그곳에서 로르는 자신의 약점 속에서 강점

을 발견하고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
는 등산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었다.

exploring identity and building resilience in the face of adnorthern Arizona, one of the hardest and most inspiring
routes of their life, Lor discovered the strength in vulnerability and the means to build a climbing community where
others like themself can thrive.

우리가 보고 듣는 이야기에 우리 자신을 투영해 보는

It is vital that we see ourselves in the stories we tell and

다양한 약점을 통해 그 경험 하나하나를 더 세밀히

our experiences through their generous vulnerability.

것은 매우 중요하다. 로르는 우리의 경험 속에 깃든
볼 수 있게 해주었다.

watch, and Lor certainly helps to shine a light on each of
Justin Clifton, Director

감독 저스틴 클리프턴

타고난 열정가이자 기획자이며 산을 사랑하는 루이스는 피레네와 알프스에서
등반하고 스키를 타는 데 여가 시간을 쏟고있다. 영상제작 기술을 독학했고 국제
산악영화제에서 수상한 다수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블레이크와 저스틴은 영화를 함께 만들며 인간의 경험을 깊이 탐구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조명하고, 감정적 교감을 통해 관객에게 더 다가가
려고 노력하고 있다.

A fanatic by nature, entrepreneur and lover of the mountains, he dedicate his free time to
climbing and skiing in the Pyrenees and Alps. Self-taught in audiovisual techniques, he
has published several documentary films with awards at international mountain festivals.

As filmmaking partners, Blake & Justin delve deep into the human experience with the
goal of illuminating the importance of our place in the world. Through breathtaking visuals
and deep emotional connection, they strive to bring the audience just a little bit closer to
one another.

블레이크 맥코드, 저스틴 클리프턴
Blake McCord, Justin Clifton

루이스 아리에타 에체베리아
Luis Arrieta Etxeber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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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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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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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멈추거나 나아가거나
La Liste: Everything or Nothing		

두 번째 도전
The Second Summit

Canada · 2021 · 72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UK · 2021 · 87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산악 스키 선수이자 친한 친구 사이인 제레미 하이츠

Big mountain skiers, and close friends, Jérémie Heitz and

와 샘 앙타마탕은 위험한 프리스키 세계에서 아름다

Sam Anthamatten are adrenaline-junkies who find beauty

이다. 6천 미터가 넘는 놀라운 고산과 산맥을 찾아 출

Follow them as they set off around the world to find the most

움을 찾고 우아함을 보여주는 아드레날린 중독자들

발하는 그들과 함께 나서서 그들이 가장 잘 하는 것인
스키의 현장에 따라가보자.

and display grace in the dangerous world of free-skiing.
awe-dropping, high-altitude peaks and mountain ranges
that exceed 6,000 metres, and do what they do best: ski.

영화는 단순히 주인공의 여정을 담아내는데 그치지

The film goes beyond simply portraying the leading char-

이 영화를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sion. View of the mountain peaks they tackled and the

않고, 동료애와 우정, 지치지 않는 열정까지 녹여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acter’s journey, fusing camaraderie, friendship, and pas-

영국의 베테랑 산악인 믹 파울러와 빅터 손더스가 암

Veteran British mountaineers Mick Fowler and Victor

히말라야 시킴의 마지막 미등정봉인 6천 미터 촘부봉

6,000 metre peak in Sikkim, overcoming cancer, old age

과 노령, 그리고 30년 동안의 소원한 관계를 극복하고
을 오르기 위해 재회한다.

Saunders reunite to tackle Chombu, the last unclimbed
and a thirty-year falling out.

아버지가 등반에 관해 이룬 업적 때문이 아니더라도,

It was not because of, but in spite of my father’s achieve-

배경으로 한, 평생 이어온 우정에 관한 초상화이다.

really a portrait of a life-long friendship, set against the

이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탐험을
감독 휴고 손더스

ments in the mountains that I wanted to make this film,
backdrop wild exploration.
Hugo Saunders, Director

lyrical music are mesmerizing.
Jinna Lee, Programmer

셰르파스시네마의 감독인 에릭 크로슬랜드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태어났다. 로키
산맥은 그의 삶에 커다란 자연의 흔적을 남겼다. 그는 162편이 넘는 TV에피소드
와 장편영화 10편, 방송 광고 4편을 제작했다.

미술계 출신인 휴고 손더스의 감독 데뷔작이다.

Coming from a background in the arts, this is Hugo Saunders’ directoral debut.

Eric Crosland, Director of Sherpas Cinema, was born in Calgary, Alberta. The Rocky
Mountains proved to have left an imprint of nature on Eric’s life that has manifested itself
in his films. He has created over 162 episodes of television, 10 feature length films and
4 broadcast commercials.
에릭 크로슬랜드
Eric Cro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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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고 손더스
Hugo Saunders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43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리버
River		

바다 위 사람들		
Stories from the Sea

Australia · 2021 · 75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Austria · 2021 · 86min · B&W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강은 풍경과 여행의 형태를 만들고 우리의 문화와 꿈

Rivers have shaped our landscapes and our journeys;

한 놀라운 현대적 촬영법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 영화

continents, and drawing on extraordinary contemporary

을 통해 흐른다. 6대륙을 넘나들며 위성 촬영을 포함
는 지금껏 보지 못했던 규모와 시선으로 강을 보여준
다. 강의 야생성을 찬탄하는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취
약한지 인식할 수 있는 몽환적이고 강렬한 작품이다.

cinematography, including satellite filming, the film shows
rivers on scales and from perspectives never seen before.
It is dream-like and powerful, honouring the wildness of
rivers but also recognising their vulnerability.

이 영화는 강이 지구의 정교한 풍경과 인간 존재를 어

A profound cinematic and musical reflection on how rivers

적 성찰이다.

all human existence.

떻게 형성해 왔는지를 다루는 깊이 있는 영화적, 음악
감독 제니퍼 피돔

have shaped both the planet’s elaborate landscapes and

<바다 위 사람들>은 지중해를 건너는 각기 다른 배에

Stories from the Sea portrays women on different ships in

바다는 그들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이다.

ing, the sea is common to them all.

탄 여성들의 초상을 그린다. 일을 하든, 휴식을 취하든

the Mediterranean. Whether working, searching or relax-

물이 다양한 형태로 순환하듯, 이 영화는 끊임없이 움

As different as the interactions on the water are, all stories

방에서 둘러싸고 있는 물과 비슷하다. 우리는 모두 바

that surrounds them on all sides. Because a piece of the

직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람은 우리를 사
다 한 조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 욜라 비에초레크

tell of people in constant motion, they resemble the water
sea is in each of us.
Jola Wieczorek, Director

Jennifer Peedom, Director

제니퍼는 바프타 수상 후보에 오른 <셰르파>를 포함한 여러 흥미로운 다큐멘터
리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녀는 현재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의 제작사인
하이어그라운드와 드라마「텐징」을 준비 중이다.

1983년 폴란드 포즈난 출생. 장크트푈텐에서 미디어 경영, 바르셀로나에서 시청
각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고 여성 영화제작자들과 함께 취리히 필름아뜰리에협
회를 설립했다. 현재 바르셀로나와 비엔나를 오가며 활동 중이다.

Jen is well known as a writer and director of gripping non-fiction films, including Sherpa,
which was nominated for a BAFTA Award for best documentary in 2016. She is now
moving into drama with companion piece Tenzing of Higher Ground Productions, the
company belonging to Barack Obama and Michelle Obama.

Born in Poznań at Poland in 1983. Studied Media Management in St. Pölten and Audio-visual Communication in Barcelona. She founded the association Filmatelier Zurich
with other female filmmakers. She graduated from DOC Nomads in 2014 with the film O
que resta. She lives and works in Barcelona and Vienna.

제니퍼 피돔
Jennifer P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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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라 비에초레크
Jola Wieczo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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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이 말하기를
The Mushroom Speaks		

브데트			
Vedette

Switzerland · 2021 · 90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France · 2021 · 100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버섯이 말하기를>은 곰팡이의 치유 능력과 재생 능

The Mushroom Speaks explores the healing qualities of

암소이자 여왕인 브데트. 브데트는 한때 알프스 목초

Vedette is a cow. Vedette is a queen. In fact, she once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기생충, 공생체, 분해자와

takes on a walk alongside parasites, symbionts and de-

들었다. 이웃들은 브데트가 젊은 소들에게 밀려나는

Vedette is old now, and in order to avoid her the humilia-

력을 탐구한다. 이 탐구 여행은 상호 연결성과 협력에

함께 산책을 해볼 수 있게 한다. 곰팡이가 세상과의 관

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서 우리
를 도울 수 있다면 어떨까?

fungi and their ability to regenerate. This personal journey
composers offering ideas of both interconnectedness and
collaboration. What if the fungus could help us address
and radically change our relationship to this world?

버섯을 구성하는 곰팡이의 존재와 역할을 소개하면

An exploratory journey introducing the organic and eco-

탐구의 여정을 담아냈다. 흔히 볼 수 있던 버섯이 관객

fungi. Your common mushroom strikes up a conversation.

서, 자연과의 유기체적이고 생태적 연결을 소개하는
에게 말을 건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logical connections between nature and the mushroom
Jinna Lee, Programmer

1977년 독일에서 태어난 마리온 노이만은 제네바에 기반을 둔 영화감독이다. 그
녀는 뮌헨영화학교에서 다큐멘터리영화/촬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Born in 1977 in Germany, Marion Neumann is a Geneva-based filmmaker. She has a
Master in documentary film / camera from the HFF in Munich.

마리온 노이만
Marion Neu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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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군림하던 여왕 중의 여왕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수모를 겪지 않도록 여름동안 자리를 피하도록 부탁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소들은 유밀무이하다
는 것을 깨닫는다.

was the queen of the queens of the Alpine pastures. But
tion of being dethroned by younger rivals, our neighbours
asked us to take her with us for a whole summer. It was
at this time that we discovered that every cow is unique.

한때 ‘여왕’이었던 브데트, 가축을 넘어 반려동물이자

Once a ‘queen’, Vedette now becomes a pet and a friend.

을 잘 준비하고 있을까?

parting with a different species of friends?

친구가 된다. 과연 우리는 다른 종(種)의 친구와 이별
프로그래머 이정진

The film makes us ask ourselves: Are we well prepared for
Jinna Lee, Programmer

클로딘 보리스는 다큐멘터리 창작센터 페리페리의 대표로 재직했다. 그르노블 출신
의 파트리스 샤냐르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이다. <도착한 사람들>(2009)을 첫 공동
연출했고 <브데트>(2021)는 그들의 최근작이다.
Claudine Bories is a director and an an actress. She directed Périphérie, a creative center
dedicated to documentary. Born in Grenoble, Patrice Chagnard devoted himself to making
documentaries. Les Arrivants(2009) is their first co-direction and their latest work is the
documentary Vedette(2021).
클로딘 보리스, 파트리스 샤냐르
Claudine Bories, Patrice Chagn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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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BERG		

성스러운 산			
The Sanctity of Space

Netherlands · 2021 · 79min · Color, B&W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USA · 2021 · 102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우연으로 연결된 세 등산객의 시각을 통해 바라본 고

A journey at high altitude seen through the eyes of three

흑백 사진에 매료된 세 명의 유명 등반가들이 궁극

Lured by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three renowned

인 오디세이를 따라간다. 그들이 등반 중 실수를 피하

meeting we follow these three on their personal odysseys.

는지를 보여준다.

humans must explore.

지대 여행. 그들의 우연한 만남 후에 이어지는 개인적
기 위해 노력하는 데서 오는 고도의 집중력은 압도적
인 풍경을 훨씬 더 강렬하게 만든다.

mysteriously connected hikers. After their coincidental
The levels of concentration they exhibit in trying to avoid
mistakes makes their experience of the overwhelming
landscape even more intense.

산은 신화적이며 장엄하다. 나는 산을 향한 이끌림을

The mountain is mythical and majestic. I translated that

경험과 산악인, 스포츠를 다루지만 그것은 산의 본질

mountain films are about extreme experiences, alpinists

영화적 체험으로 옮겼다. 많은 산악영화들이 극한의
을 무시하는 것이다.

감독 요크 올타르

attraction to the mountain into a film experience. Many

적인 모험을 추구하면서, 왜 인간이 탐험을 해야 하

climbers pursue the ultimate adventure and show us why

알래스카 등반의 역사인 브래드포드 와쉬번의 발자

Following the footsteps of the frontrunner of Alyeshka

기 위한 시도들이 직조되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

reach the summit of Alyeshka, weaving a complete pic-

취를 따라가며, 세 친구가 알래스카의 봉우리에 오르
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climbing, Bradford Washburn, three friends attempt to
ture.
Jinna Lee, Programmer

or sports. To me, they ignore the essence.
Joke Olthaar, Director

<산>은 요크 올타르의 첫 장편영화이다. 음악 다큐멘터리 <해리 메리를 소개합니
다>는 2013년 로테르담국제영화제에서 성공을 거뒀다. 앙드레 슈뢰더스와 함께
부조리를 표현한 단편 <세 바보의 듀엣>을 제작했다.

르넌 오즈턱은 광고,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노스페이스 소속 원정등반가이며, 소
니와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사진기자로 일하고 있다. 프레디 윌킨슨은 왕성한 에너지
와 독창적인 모험심으로 잘 알려진 등반가이자 작가이다.

BERG is the first feature film by Joke Olthaar. Her music documentary Here is Harry
Merry, was a success at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Rotterdam 2013 and described by
de Volkskrant as ‘a true gem’. Together with André Schreuders she made the absurdist
short film Duet of three idiots.

Renan Ozturk works as a commercial and documentary filmmaker, an expedition climber for The North Face, and a photojournalist for Sony and National Geographic. Freddie
Wilkinson is a climber and writer known for his infectious energy and original sense of
adventure.

르넌 오즈턱, 프레디 윌킨슨
Renan Ozturk, Freddie Wilkinson

요크 올타르
Joke Olth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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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 안타티카
After Antarctica			

ON

USA · 2021 · 105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Switzerland · 2021 · 93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북극과 남극을 가로지르는 여행기인 <애프터 안타티

A journey across both poles, After Antarctica fol-

가 윌 스테거의 일생일대의 여정을 따라간다. 지구상

journey as an eyewitness to the greatest changes to

카>는 극지방의 변화를 목격한 전설적인 극지 탐험
의 가장 추운 대륙을 횡단하는 모험을 해낸 지 30년

만에 스테거는 다시 한번 얼음을 향해 나아간다. 그는

lows legendary polar explorer Will Steger’s lifelong
the polar regions. Now, thirty years after his historic
expedition, Steger heads out on the ice once again, at a

이러한 역사적인 위업을 달성한 최초이자 최후의 인

time when he is not only known for being the first in history

이 영화는 윌 스테거의 1989년 남극탐험과 현재의 단

The film encompasses Will Steger’s 1989 Antarctic expe-

진 그의 성찰과 독백을 따라가보면 경외심마저 든다.

the Earth. His monologue and reflections, 30 years deep,

물로 알려져 있다.

독 북극탐험이 공존한다. 30년 세월의 간극만큼 깊어
프로그래머 이정진

오스트로프			
Ostrov - Lost Island

to complete these historic feats - he is also the last.

dition and his current solo expedition on the other side of
are awe-inspiring.
Jinna Lee, Programmer

카스피해의 오스트로프 섬 주민들은 소련 붕괴 이후

On the island of Ostrov in the Caspian Sea the inhabitants,

고 있다. 이반은 목숨과 자유를 걸고 바다로 나간다.

Soviet Union, survive through poaching. Ivan goes out to

러시아에 의해 방치되었고 현재는 밀렵으로 생존하

이 영화는 정치적 측면을 다루는 동시에 공감 가는 시
선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의 희망에 매달리는 주인공
들의 감동적인 초상을 그린다.

left alone by the Russian state after the collapse of the
sea risking his life and freedom. In addition to the political
aspect, the film’s empathetic view also paints a touching
family portrait of its protagonists, who cling to a sense of
hope in their family and community.

3천 명이 살던 섬에 50여 명의 주민만이 남은 오스트

Only 50 are left where once 3,000 thrived in the island

경에 지치거나 실망하기 보다 조국에 대한 굳건하고

Ivan, whose firm belief in his country carries hope.

로프 섬, 이 영화의 주인공 이반은 힘겨워 보이는 환
강한 신념으로 생활한다.

of Ostrov. The harsh conditions do not sway or disappoint
Jinna Lee, Programmer

프로그래머 이정진

다큐멘터리감독, 촬영감독, 사진작가이자 에미상 후보에 오른 제작자로 7개 대륙
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첫 다큐멘터리 영화 <애프터 안타티카>는 전
설적인 극지 탐험가 윌 스테거의 삶을 따라간다.

스베틀라나 로디나는 RTR채널의 리포터와 진행자로 일했다. 2011년에 러시아 최대
제작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미디어그룹의 다큐멘터리 부서 편집장이 되었다. 로랑
스투프는 로잔 출신으로 문학과 사진을 전공했다.

Tasha Van Zandt is an award-winning documentary director, cinematographer, photographer and Emmy-nominated producer who has documented stories across all seven
continents. Her debut documentary film After Antarctica follows the life of legendary
polar explorer Will Steger and his lifelong journey.

Svetlana Rodina worked as a reporter and host for television programs on the RTR. In
2011, she became the editor-in-chief of the documentary dept. of United Media Group,
one of the largest production companies in Russia. Laurent Stoop was born in Lausanne.
He has a degree in literature and photography.

스베틀라나 로디나, 로랑 스투프
Svetlana Rodina, Laurent Stoop

타샤 판 잔트
Tasha Van Zan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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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품은 산
Roots			

ON

Serbia · 2021 · 8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Sitting in the back of a moving car, different passengers

지, 핵폐기물 반대, 외로움, 축제음식, 성묘 등 다양한

ry tales about hornet’s nests, petitions against nuclear

이야기를 품고 있다. 고요한 햇살, 신비로운 안개와 함
께 거친 강이 흐르고 있는 숲은 그들이 가진 이야기들
을 영화의 프레임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go on the road on the edge of a vast forest. They carwaste, loneliness, carnival treats, folklore traditions, cemetery visits and roads leading home. The forest, serene in
the sun, mysterious in the fog and wild on the river, frames
the seven stories as they pass by.

이 영화는 시작과 끝이 모호한 꿈같은 세상을 보여준

Without a clear beginning or end, Roots create a dream-

족학, 픽션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프레임은

quite, blurring the line between documentary, concept

다. 모든 이야기는 실화지만 다큐멘터리, 개념 영화, 민
현실적이지 않다.

감독 테아 루카치

like world. While all stories are real, the framing is not
film, ethnography and fiction.
Tea Lukač, Director

국제 대회가 열리지 않았던 2020년, 마티외는 가스

Without any international races held in 2020, Mathieu

내에 매터피디아 계곡에서 포리옹 국립공원의 끝까

Peninsula over the hinterland. His goal is to run over

페 반도 내륙 횡단에 도전한다. 그의 목표는 일주일

지 650킬로미터의 거리를 3만 미터 이상의 고도로 넘
나들며 달리는 것이다. 그는 정신적, 육체적 한계에 직

면하는 한편, 이 도전을 완료할 수 있을지 확신을 갖
지 못한다.

Blanchard takes on the challenge of crossing the Gaspé
650km and 30,000m of elevation gain in a week from
the Matapedia valley to the end of the world in Forillon.
He will confront his physical and mental limits, while the
uncertainty about his ability is greater than ever.

이 영화는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계속

Confiné is the meeting of Mathieu and myself, as a profes-

감독인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야망을 품고 함께 모험

progress despite the pandemic. We invested ourselves in

발전해나가길 원하는 프로 운동선수 마티외와 영화
에 도전하는 이야기이다.

감독 제롬 비네트

sional athlete and a filmmaker, who wanted to continue to
this adventure with the sole ambition of success.
Jérôme Binette, Director

테아 루카치는 영화, 비디오 아트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며 단편, 다큐멘
터리, 뮤직비디오를 감독하고 전시했다. 그의 작품은 카를로비바리, 트리에스테,
뮌헨다큐페스트를 비롯한 전 세계 영화제에서 선보였다.

제롬 비네트는 스스로의 영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중요시하며 관객들이 그 의
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제의 현실성과 일치시켜야 영화를 잘 완성했다고 여긴다.
여러 유명 방송국 및 브랜드와 다큐멘터리를 함께 작업해왔다.

Working in diverse fields from film to video art, Tea Lukač has directed short fiction
films, documentaries, music videos and showcased at art exhibitions. Tea’s work thus
far has traveled to film festivals worldwide, including Karlovy Vary, CIFF, Trieste, Jihlava
and Dok.fest Munchen.

Committed by nature, giving meaning to his images is vital for the director. For him, the
success of a film lies in its ability to align with the subject’s reality so that others can recognize and identify with it. He has collaborated on documentary series with major brands
and broadcasting stations.

테아 루카치
Tea Luka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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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넓은 숲의 끝자락을 따라 달리는 차에 여러 승객들
이 타고 있다. 그들은 집으로 가는 길이거나, 말벌 둥

팬데믹 울트라마라톤			
Confin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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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비네트
Jérôme Bine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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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 나야
NAYA		

국제경쟁 1 IC Films 1

ON

국제경쟁 1 IC Films 1

Netherlands · 2021 · 24min · Color, B&W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Switzerland · 2021 · 55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늑대 나야>는 위성추적장치를 단 채 동독에서 벨기

NAYA follows the life of Naya, a wolf that walked from East

<스위스 클라이밍>은 특별한 나라와 놀라운 산악 지

Swissway to Heaven is a pure climbing film that showcases

서 100년 만에 발견된 늑대인 나야는 각종 뉴스를 장

wolf in Belgium in a hundred years, she suddenly makes

은 스위스 멀티피치 등반의 역사와 진화, 그 가치에 대

The audience will enjoy learning about the history, values,

에까지 여행한 늑대 나야의 삶을 따라간다. 벨기에에
식했으나 그의 존재는 곧 알 수 없는 방향으로 변화를
맞는다. 야생 동물의 모습과 감시 카메라 영상을 관음
증적으로 콜라주한 이 영화는 인간과 이 상징적인 야
생 동물의 관계를 매혹적으로 탐구한다.

Germany to Belgium tagged with a GPS collar. The first
headlines – but then her presence takes a mysterious
turn. This voyeuristic visual collage of wildlife and surveillance camera imagery captivatingl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this iconic wild animal.

이미지를 이용해 실제 사건을 허구적으로 재구성함

Through a fictional reconstruction of a factual story, the

자연 감시 문제에 의문을 제기한다. 동물도 사생활을

rounding it, and the problematic surveillance of the natural

으로써 늑대의 삶과 이를 둘러싼 미디어 전쟁, 그리고
가질 권리가 있는 걸까?

감독 세바스찬 멀더

film questions the life of a wolf, the media battle sur-

형을 보여주는 순도 높은 클라이밍 영화이다. 관객들
해 즐겁게 배울 수 있을 것이다.

an extraordinary country and its amazing mountain terrain.
and evolution of multi-pitch climbing in Switzerland.

산악전문 감독 기욤 브로스트는 스위스 클라이머 세

Mountain film director Guillaume Broust well captures the

스에 도전하는 과정 외에도 등반의 즐거움과 도전의

of Swiss climber Cedric Lachat, as he tackles various leg-

드리크 라샤가 본국의 다양한 전설적인 클라이밍 코
성취를 잘 담아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joy of climbing and accomplishment through the attempts
endary Swiss climbing courses.
Jinna Lee, Programmer

world. Does an animal have a right to privacy?
Sebastian Mulder, Director

세바스찬 멀더의 실험적이고 시적인 다큐멘터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구
한다. 위트레흐트예술대학교 졸업작품인 <자연의 모든 권리가 보호되다>는 많
은 영화제에 선정되었으며, 고쇼트 영화제에서 최고유럽학생작품상을 수상했다.

기욤 브로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외딴 산악지대에서 아웃도어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촬영해온 영화감독이다. 등반, 패러글라이딩, 그리고 스키를 다룬 200여 편의 영화
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과 영화 세계를 창조했다.

Sebastian Muld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in experimental
and poetic documentaries. His University of the Arts Utrecht graduation film Nature:
All Rights Reserved was selected for numerous film festivals, winning Best European
Student Film at Go Short.

Guillaume Broust is an award-winning filmmaker with 20 years of experience in outdoor
films and documentaries in some of the most remote and vertical places in the world. With
over 200 films featuring climbing, paragliding, and skiing, Guillaume has created his own
style and cinematographic universe.

세바스찬 멀더
Sebastian M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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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스 키무라 이야기
Learning to Drown

ON

국제경쟁 2 IC Films 2

USA · 2021 · 41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Jess Kimura, considere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now-

비극을 겪었다. 선수 생활을 유지하고 상실감을 헤쳐

tragedy struck and took the love of her life. Navigating that

나가기 위해 노력하던 그녀는 예상할 수 없었던 인생
의 경로로 들어서게 된다.

loss while trying to keep her career alive led her down a
path should could have never anticipated.
When I met Jess, I knew it was my responsibility to give

러낼 준비가 되어있었다. 그녀의 인터뷰는 자연의 힘

tionally prepared to give us her whole heart. Her interview

처럼 강렬하고 정직했다.

감독 벤 나이트

everything to the film to show respect, and she was emowas honest and powerful, like a force of nature.
Ben Knight, Director

빙벽 등반 도중 눈사태로 인해 친구를 잃은 후, 프로

After an ice climbing avalanche takes the life of her close

산조각이 난다. 다시 산에서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ken is shattered. In an attempt to re-connect with her life

운동선수이자 산악가이드인 사라 휴니켄의 삶은 산

그녀는 거대한 겨울 빙벽 등반을 시도한다. 하지만 치
유란 단순히 등반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friend, professional athlete and alpine guide Sarah Hueniin the mountains, she takes on a huge link-up of remote
winter ice climbs - but healing is about a lot more than
just climbing.

이것은 트라우마, 공동체, 그리고 치유에 관한 이야기

This story is about trauma, community, and healing. It’s

것은 중요하다. 이 영화가 그러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

and mental health; I hope that this film helps start those

이다. 우리가 슬픔과 정신건강에 대해 잘 이야기하는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감독 헤더 모셔

important to me that we all get better at talking about grief
conversations.
Heather Mosher, Director

콜로라도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20년간 영화를 만들어오고 있다. 오스카에 노
미네이트되고 내셔널지오그래픽 올해의 모험가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울주세계
산악영화제에서 <드날리>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캐나다 기반의 모험영화제작자. 넓은 의미의 사회, 환경 주제를 다루는 산악 스포츠
이야기를 들려준다. 감독, 촬영감독이자 편집자로서 방송 및 배급을 위한 영화를 제
작했으며 남극 대륙에서도 작품을 상영했다.

Ben lives in rural Colorado with his family has been making films for 20 years now and
has qualified for an Oscar a couple times and was nominated for National Geographic’s
Adventurer of the Year. Denali was awarded Spcial Jury Prize at UMFF2016.

Heather is an adventure filmmaker based on Canada, telling mountain sports stories with
broader social and environmental themes. As a director, producer, cinematographer, and
editor, she has produced films for broadcast and distribution, and her work has screened
on every continent even Antarctica.

벤 나이트
Ben K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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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arders in the world, was at the top of her career when

제스를 만나고, 존경의 표시로 내 모든 것을 이 영화

에 쏟았다. 그것이 내 책임이며 그녀 또한 마음을 드

ON

국제경쟁 2 IC Films 2

Canada · 2021 · 44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노보드 선수 중 한 명
인 제스 키무라는 경력의 정점에 있을 때 연인을 잃는

혼자가 아니야			
Not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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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더 모셔
Heather Mo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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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낙원
A White Dream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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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 2021 · 52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Jérémie Villet travels through the white deserts looking

사진을 찍기 위해 캐나다 유콘 지역으로 탐험을 떠나

to explore the Yukon region to photograph the legendary

는 그는 험난한 산악 지대에 접근하는 어려움과 추위
앞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한다. 인간과 동물의 특별

한 만남으로 진행되는 이 다큐멘터리는 우리가 변화
하는 세상에 조심스럽게 다가갈 수 있게 한다.

mountain goat. The difficulty of access to the mountain
territories will make the task challenging. Carried by
unique human and animal encounters, this documentary
allows us to approach with delicacy this changing world.
The film idea was born from my friendship with Jérémie

타일을 통해 야생 동물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보여

with a pure and minimalistic style in a snowy environment

주는 그의 사진에 매료되었다.

감독 마티유 르 레이

Villet a few years ago. I am fascinated by his photography
to show how beautiful and strong the wildlife is.
Mathieu Le Lay, Director

크라쿠프의 등반계는 과학, 문화 및 예술계를 두루 거

The Krakow climbing scene has always been full of per-

츠로 끌어들이는 보이지 않는 힘은 마치 마약과도 같

invisible force that draws you into sport is like a drug.

치는 개성 있는 인물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를 스포

다.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없다

면 다른 모든 것들도 의미를 잃는 것이다. 국가를 대

표하는 선수이든, 암벽을 오르거나 스스로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든, 스포츠는 우리 삶의 리듬을 설정
한다.

sonalities from the edge of science, culture and art. The
Sometimes it doesn’t seem to make any sense, but without it everything else loses its meaning as well. Whether
you represent the country, climb rocks, or do it just to
push your boundaries - it sets the rhythm of your life.

주인공의 삶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직업 외에, 클라이

The director makes a daring decision to capture in black

게 흑백화면으로 담아낸 감독의 선택이 놀랍다.

er, in addition to his daily activities.

머로서 준비와 훈련에 임하는 열정의 모습을 과감하

프로그래머 이정진

and white a man’s passionate training progress as a climbJinna Lee, Programmer

마티유 르 레이는 프랑스 알프스에 기반을 둔 영화감독으로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를 다룬다. 그는 자신을 매료시키는 주제를 다루면서
영화에 감정적이고 시각적인 깊이를 부여하는 강점을 가졌다.

폴란드 크라쿠프에 살고 있으며, 주로 스포츠를 다뤄온 영화감독으로 세계 최고의
등반가들, 고공줄타기 선수들과 함께 일했다. 그의 영화는 밴프, 빌바오, 카트만두,
크라쿠프를 포함한 주요 산악영화제에서 수상했다.

Mathieu Le Lay is a film director based in the French Alps. Since 2008, his films tell
genuine stories of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s and nature. His biggest priviledge
as an author is being to work on subjects that fascinate him, and to bring emotional and
visual depth to his films.

Filmmaker, for a last decade focused mostly on sport stories. He has been working with
the world’s best climbers and highliners. His films have been awarded at major mountain
film festivals including Banff, Mendi Bilbao, Kathmandu, and Krakow. Based in Krakow,
Poland. Sport climber since 2004.

마티유 르 레이
Mathieu Le 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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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nimals that survive in extreme cold. Jérémie is about

이 영화의 아이디어는 제레미 빌레와의 우정에서 비

롯되었다. 나는 눈 덮인 환경의 순수하고 미니멀한 스

국제경쟁 3 IC Films 3

Poland · 2021 · 23min · B&W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제레미 빌레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들
을 찾아 눈 덮인 벌판을 여행한다. 전설적인 산양의

일과 열정		
The Way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보이텍 코자키에비치
Wojtek Kozakiewicz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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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녹으면
When the Snow Melts Down

ON

국제경쟁 4 IC Films 4

Russia · 2021 · 63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Two people. Two different worlds. He is a hermit and a

이다.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는 오직 스스로에만

with snow. He depends only on himself, because his life

의존하는 삶을 산다. 여자는 로마에 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과 여행에 할애한다. 너무나 다른 세계를 사
는 그들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을 것만 같다.

is absolute freedom. She is a resident of Rome, devotes
almost all of her time to work and travel. Their worlds are
so different that it seems that there can be nothing in common between them.
A beautiful poetic metaphor of fate and destiny, from

해지는 소중한 이들의 감정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

is also a nostalgic story about the feelings that are stron-

키는 이야기이다.

감독 알렉세이 골로프코프

which one cannot escape even to another hemisphere. It
ger the greater the distance separating loved ones.
Aleksey Golovkov, Director

세계적인 수준의 크랙 등반과 로프 솔로 등반으로 유

Pete Whittaker is renowned for his world class crack

쉐락 거벽을 프리 솔로 등반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

with a free solo ascent of the imposing Kjerag(1,082m) big

명한 피트 휘태커는 노르웨이의 위풍당당한 1,082m

고 있다. 피트는 자신의 등반 기술을 시험할 뿐만 아
니라 축축하고 더러운 바위와 같은 어렵고 험악한 조
건에 맞춰보기 위해 고향 노르웨이의 거벽으로 돌아
간다.

climbing and roped solo ascents. He take a new direction
wall in Norway. Pete has turned his attention to his native
big walls to test not only his own climbing skills, but also
align the difficulties of wet and dirty rock that often come
with the inclement conditions.

세계적인 크랙 등반가로 잘 알려진 피트 휘태커가 별

The short film inspires awe simply with footage of

을 오르는 모습은 그 자체로 경이롭다.

the Kjerag(1,082m) big wall in Norway without much of a

다른 안전장비 없이 노르웨이 셰라그의 1,082m 거벽

프로그래머 이정진

world-renown crack climber Pete Whittaker, as he climbs
safety equipment.
Jinna Lee, Programmer

이온필름스튜디오의 제작자, 감독이자 설립자이다. 과학 연구 탐사를 조직하고
참여해왔으며 「내셔널지오그래픽」에 인기 있는 과학 기사를 게재한 저자이기
도 하다.

아웃도어 전문 감독이자 카메라맨으로 베테랑 탐험가이다. 다수의 상을 받은 영화
와 TV광고를 제작했다. 압도적인 풍경과 인간을 조화롭게 포착하는 특별한 능력으
로 업계를 대표하고 있다.

Producer, director and founder of EON FILM studio. Participant and organizer of scientific expeditions. Author of popular science publications in National Geographic.

Alastair Lee is a director and camera man specialising in the outdoor world and a veteran
of expeditions. Producing award winning films and TV commercials his special talent for
combining the spectacular with the human have made him one of the leading forces in his
industry with over 100 awards.

알렉세이 골로프코프
Aleksey Golovk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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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deer herder. His home is mountains and taiga covered

지구 반대편에서조차 피할 수 없는 인연과 운명에 대
한 아름다운 시적 은유.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욱 강력

ON

국제경쟁 4 IC Films 4

UK, Norway · 2021 · 13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서로 다른 두 세계의 두 사람이 있다. 남자는 은둔하
는 순록 목동이고 그의 집은 산과 눈 덮인 침엽수림

셰라그 솔로 등반
Kjerag Solo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앨라스터 리
Alastair Lee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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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의 클라이밍
Heltzear

ON

국제경쟁 5 IC Films 5

Spain · 2021 · 18min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San Sebastian, the year 2000, the Basque conflict contin-

게 편지를 쓰면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등반을 위

climber, is training for the most difficult climb of her life.

해 훈련한다.

ues. While writing a letter to her absent brother, Sara(15)

나의 자전적인 요소에서 비롯하지만 허구적 방향으

I was interested in playing with three elements that start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스포츠클라이밍을 조합하는

the Basque conflict, adolescence and sport climbing as

로 구성되는 세 가지 소재, 즉 바스크 분쟁, 청소년기,
것에 관심이 있었다.

감독 미켈 구레아

from my autobiography but then take on fictional paths:
a lifestyle.
Mikel Gurrea, Director

그의 단편영화들은 몬트리올국제영화제 등에서 수상했고 극작품은 런던의 퀸엘
리자베스 홀에서 초연되었다. 이쿠스미 라베리아크와 소시스2, 그리고 샘스피겔
필름랩과 함께 발전시킨 첫 장편영화 <수로>를 제작하고 있다.
His short films have won awards at festivals such as the Montreal World Film Festival
and his theatre art has premiered at the Queen Elizabeth Hall in London. He is producing
his first feature film Suro, which he developed at Ikusmira Berriak, Sources 2, and the
Sam Spiegel Film Lab.
미켈 구레아
Mikel Gur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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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 2021 · 21min · Color · Animation · Asian Premiere

2000년, 산세바스티안에서는 바스크 분쟁이 계속되

고 있다. 클라이밍 선수인 사라(15)는 떠나간 오빠에

샤먼 견습생
The Shaman’s Apprentice
젊은 샤먼은 첫 번째 시험을 마주한다. ‘지하에 있는

A young shaman must face her first test-a trip under-

을 사람이 왜 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the answers to why a community member has become

자’인 칸나륵을 방문해야 하는 것이다. 칸나륵은 마

어둠의 영혼들과 육체적 도전에 맞서, 그녀는 스승의
가르침을 믿고 두려움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ground to visit Kannaaluk, The One Below, who holds
ill. Facing dark spirits and physical challenges, she must
trust her mentor’s teachings and learn to control her fear.

나의 전통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은 동물과 사람

In our traditional beliefs unexplained illnesses often came

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믿는다. 저승으로 떠나는 이 이

mal or person, broke a social rule. This story of journeying

을 존중하지 않거나 사회 규칙을 어기는 등 금기를 깼
야기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해왔다.

감독 자카리아스 쿠눅

from broken taboos, when someone disrespected an anito the underworld has stayed in my mind.
Zacharias Kunuk, Director

자카리아스 쿠눅은 캐나다의 이누이트족 제작자이자 영화감독이다. 이누이트어로
제작된 최초의 캐나다 장편 드라마 영화인 <아타나주아>로 잘 알려져 있다.
Zacharias Kunuk OC ONu is a Canadian Inuk producer and director most notable for his
film Atanarjuat: The Fast Runner, the first Canadian dramatic feature film produced entirely
in Inuktitut.

자카리아스 쿠눅
Zacharias Kunuk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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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폴링
On Falling

ON

국제경쟁 5 IC Films 5

Canada · 2020 · 14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Three women reflect on their willingness to sustain broken

멘터리이다.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이 일상인 그들

al mountain bikers. On Falling is a glimpse into the inner

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이 영화는, 격렬한 사고의 모

습과 그들의 자기 독백적 성찰이 절묘하게 배치되었

고, 완전히 포기한 후 재도약하는 방식으로 충격적인
사고를 이겨내는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landscapes of those immersed in a subculture where falling is normal. Blending crashes, and quiet self-examination, the film unfolds as a sensory meditation on the rush
of control that comes with completely letting go.
My hope is that On Falling pulls viewers into a quiet, imag-

의 관점을 통해 ‘낙하’를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해 보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 of the world’s most accom-

게 한다.

감독 조세핀 앤더슨

inative space, to consider the idea of falling in a new way,
plished mountain bikers.

<그리움의 얼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등반으로 잃

A Thousand Ways To Kiss The Ground is an ensemble of

화롭게 모은 작품이다. 이 영화는 비교할 수 없는 큰

all touch the grief of losing someone they love to climbing.

은 슬픔을 가진 미국 등반계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조

상실을 표현할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을 보여준다.

voices from the American climbing community who have
It is a film about how there is no one way to express such
immense loss.

이 영화가 우리 공동체의 목소리로 합창을 이루는 것

It was important to me that this film represented a chorus

방법이란 없기 때문이다. 자신과 타인에 대한 연민은

wrong way to grieve. And that compassion for ourselves

이 내게는 중요했다. 슬픔을 표현하는 데는 옳고 그른
최고의 치료제이다.

감독 헤나 테일러

of voices from our community because there is no right or
and others is often the best medicine.
Henna Taylor, Director

Josephine Anderson, Director

조세핀 앤더슨은 캐나다 출신으로 다큐멘터리와 인터랙티브 방식을 넘나들며 작
업하는 영화감독이다. 그는 순응과 일탈, 노화, 집단적 사고방식, 수행성 그리고 여
성의 관점등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2011년부터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수상 경력이 있는 감독이다. <허니문은 끝났다>,
<와디럼>, <달의 계곡>, <내면의 목소리>, <그리움의 얼굴들>에 이어 첫 장편영화
인 <끝나지 않았다>를 제작했다.

Josephine Anderson is a filmmaker from Canada who works across documentary and
interactive modes to address themes like conformity, deviance, aging, groupthink, performativity, and female perspective.

Henna is an award winning filmmaker who began making documentaries in 2011 and
has since produced films such as Honeymoon Is Over(2017), Wadi Rum, Valley Of The
Moon(2018), Speak To Me Softly(2019), A Thousand Ways To Kiss The Ground(2020), and
now her first feature film, An Accidental Life.

조세핀 앤더슨
Josephine And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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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es, concussions, and organ damage as profession-

<온 폴링>은 조용한 상상의 공간으로 관객을 초대하
여,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세 명의 산악자전거 선수

국제경쟁 5 IC Films 5

USA · 2020 · 22min · B&W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여성 산악자전거 선수 세 명이 골절, 뇌진탕, 장기손상

까지도 이겨내며 그들의 의지를 다지는 내용의 다큐

그리움의 얼굴들
A Thousand Ways to Kiss the Ground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헤나 테일러
Henna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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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벤틸
Gerwentil

ON

국제경쟁 6 IC Films 6

Austria · 2021 · 16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Gerwentil is the historic name of the Karwendel Mountains

이다. 프리라이더들이 미지의 지형과 새로운 도전을

park in Austria. Freeriders set off into the mountains in

찾아 게르벤틸로 출발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 위험한

결정 뒤에 숨은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
다.

search of unknown terrain and new challenges. What they
don’t know is that there is something out there watching
every move, trying to understand the reason behind those
risky decisions.
Two years of work and passion went into the film, which

이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험의 양면성에 대한

of breathtaking beauty on display, but also the ambiva-

문제를 제기한다.

작가 빅토르 하임

was financed through crowdfunding. Not only are images
lence of such adventures becomes an issue.
Victor Heim, Script

그린란드 서쪽 지방 탐험에 나선 두 명의 공원 관리인

Two park wardens on expedition in West Greenland ex-

다. 그린란드의 비옥한 퇴적물이 해외의 고갈된 토양

land. How fertile Greenland sediments are used to improve

이 땅에 대한 전통적인 지혜와 새로운 지식을 알려준
을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오염에 대처하

기 위해 미생물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알려주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급변하는 풍경을 소개한다.

change traditional wisdom and new knowledge about the
depleted soils abroad or how microbes adapt to deal with
pollutants. They introduce us to the rapidly changing landscape.

우리가 흔히 접하는 녹아내리는 빙하와 광산 개발의

Amidst the images of the melting polar ice sheet and

미지, 즉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이 동등한 몫을 갖는 비

perception of the Greenlandic landscape: a vision in which

이미지에 더해, 그린란드 풍경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
전을 보여주고자 한다.

감독 야스퍼 코페스

mining exploration, the aim is to show a more detailed
humans and non-human entities have an equal share.
Jasper Coppes, Director

인스부르크 출신의 크리스토프와 필립은 어린 시절부터 영화에 매료되어 자신들
의 프리스타일 스키를 기록했다. 오늘날 그들의 작업은 높은 수준의 스토리텔링
을 보여준다. 눈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어린 시절과 같이 여전하다.

야스퍼 코페스는 16mm 영화, 음향 퍼포먼스, 설치, 글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
동하는 시각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이다. 그는 소리 없는 물체와 논란이 많은 풍경을
작업의 주요 주제로 삼는다.

Christoph & Philipp Kaar, based in Innsbruck. Since young age they have been captivated by the medium of film, at that time mainly to document their freestyle skiing.
Today - high standards and a focus on storytelling characterize their work. But the love
of snow has remained.

Jasper Coppes is a visual artist and filmmaker who works in a diverse range of media
such as 16mm films, sound performances, installations and writing. Silent objects and
controversial landscapes are main themes in his work.

크리스토프 카, 필립 카
Christoph Kaar, Philipp Ka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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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rgest protected area in Tyrol and the largest nature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제작비를 마련한 이 영화에는
2년간의 노력과 열정이 담겨있다. 숨막히게 아름다운

국제경쟁 6 IC Films 6

Greenland, Netherlands · 2020 · 23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게르벤틸은 카르벤델 산맥의 옛 이름으로 티롤에서

가장 넓은 보호구역이자 오스트리아 최대 자연공원

그린란드 아시비수이트
Aasivissuit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야스퍼 코페스
Jasper Cop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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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Walking Before Walking:
Field Notes from Introducing an Infant to the World

ON

국제경쟁 6 IC Films 6

링크사르
Link Sar

ON

국제경쟁 6 IC Films 6

USA · 2021 · 17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Canada · 2021 · 24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영화감독은 아이가 태어나자 아이와 함께 산행을 가

When a natural history filmmaker’s baby arrives, he feels

첫 만남을 촬영하면서 그는 경이로운 사랑에서 깊은

As he documents the baby’s first encouters with the wild

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느낀다. 아이와 야생 세계의

두려움에 이르기까지 새 생명이 선사하는 새로운 감
정을 탐구한다. 하지만 행복의 이면에는 아이를 야생
으로 데려고 가는 데 따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과연 아이에게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world, he explores the new emotions the baby brings,
from staggering love to profound fear. Behind the bliss,
hangs risk, the inherent danger in taking an infant outside.
How do you teach a child to love nature?

아이를 열대우림에서 씻기고, 산에 던져 넣고, 폭풍우

I want to wash our baby in rainforest, dunk him in moun-

개하려 노력하지만 오히려 아이가 나를 세상에 다시

trying to introduce our infant to the world, he reintroduces

를 맞게 하고 싶다. 우린 방랑하며 아이를 세상에 소
소개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감독 아담 아미르

tains, splash him with storms. As we wander, I find that in

Link Sar is a short film about an elite American alpinist

하나인 링크사르를 등반하는 것을 다루는 단편영화

ing to climb and survive one of the world’s most challeng-

고 높은 산이자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미등정봉 중
이다. 이 등정의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는 산과의 관계와 등반의 동기를 탐색한다.

navigating his relationships and motivations while attempting unclimbed peaks: Link Sar, in the high mountains of
Pakistan.

등반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링크사르

Climbing mountains has been a powerful part of my life.

기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게 아주 특별

combination of exertion and trust. It is very special for me

등반은 노력과 믿음에 있어 최고점을 찍은 경험이었
한 경험이었다.

감독 그레이엄 짐머만

This climb on Link Sar was a high water mark for that
to be able to share the story of this climb.
Graham Zimmerman, Director

me.
Adam Amir, Director

아담 아미르는 탈탄 퍼스트네이션 중앙정부의 멀티미디어 국장이며 캐나다 언론
을 통해 방송한다. 환경학 박사인 그는 코스트 산맥 맞은편의 무스캠, 스쿼미쉬,
슐레이-워터트 자치 영토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다.

짐머만은 복합적인 계획 수립과 전략에 뛰어난, 다방면에 전문성을 가진 콘텐츠 제
작자이다. 다양한 단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산악인이며, 4대륙 최초 등정으로 황
금피켈상을 포함한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다.

Adam Amir is the Director of Multimedia for the Tahltan First Nation’s Central Government. His work appears across Canadian media. He holds a PhD in Environmental Studies and lives with his family on unceded Musqueam, Squamish, Tsleil-Waututh Territory,
across the Inlet from the Coast Mountains.

Zimmerman is a multi-disciplined content producer who excels with complex logistics and
strategy. As an alpinist, he holds leadership roles in a variety of organizations and has won
several prestigious awards, including the gold medal of alpinism(the Piolet d’Or) for first
ascents on four continents.

아담 아미르
Adam A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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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only natural to bring the baby along on mountain walks.

<링크사르>는 미국의 한 전문 등반가가 파키스탄 최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그레이엄 짐머만
Graham Zimmerman
국제경쟁 Internation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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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파노라마 섹션은 기존 산악영화의 카테고

Starting this year, the Panorama Section will be a little

개하고자 합니다. 마이클 딜런, 아르놀트 팡크, 김홍

film category. Michael Dillon, Arnold Fanck, and Kim

리에서 영화를 소개하는 것에서 벗어나, 빗다르게 소

빈 세 사람은 산을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공통
점을 갖습니다. 2022 국제산악영화제연맹 올해의 산
악영화감독으로 선정되었고, 꾸준히 에드먼드 힐러
리경에 관한 영화를 만들어 온 마이클 딜런의 1992

년작 <바다에서 정상까지>와 첫 장편 무성 산악영화
인 <운명의 산>을 한국 최초로 진수영 시네마 앙상
블의 음악과 함께 소개하고, 故 김홍빈 대장의 마지막

different from simply introducing films in the mountain
Hong-bin share a love for the mountain. Their love can
be seen in three films: Everest – Sea to Summit(1992)
by Michael Dillon, who was selected as this year’s
mountain film director at the 2022 International Alliance for Mountain Film and has been steadily making
films about Sir Edmund Hillary, Mountain of Destiny, the
world’s first feature length silent mountain film, togeth-

기록인 <산악인 김홍빈의 산 너머 삶>을 통해 그들의

er with music by the Sooyoung Chin Cinema Ensemble

이어서 ‘무지개빛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여성

nal recording of the late Kim Hong-bin. Following the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은 산악인의 타개(打開)기

women through ‘A Rainbow of Women’. Stories about

애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 활동과 삶을 소개합니다. 요세미티 암벽등반에서
나 세계 챔피언 아이스 클라이머의 자가 치유의 모습,

그리고 전도유망한 클라이머의 성장기 그리고 세 친
구가 극한의 스키횡단코스에 도전하는 탐험기까지,

도전과 노력을 통해 극복이라는 열매를 수확한 이야
기가 펼쳐집니다. 또한 자신의 미래를 향해 떠나가는

레바논의 여성, 아버지의 농장을 통해 한 걸음 성장
하는 소녀, 그리고 안데스 산맥 어딘가에서 홀로 살
아가는 노년 여성의 독백까지. 다채로운 여성의 삶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Kim Hong-bin, the fifilms, we will introduce various activities and lives of
reaping success by sowing aspiration and exertion unfold through films such as: a story about overcoming
a disability after a tragic accident while climbing the
Yosemite wall, a world champion ice climber’s treatment at home, the coming of age of a promising climber, and the undertaking of an extreme skiing course by
three friends. There are also stories about a Lebanese
woman taking a journey for her future, a girl coming to
maturity through her father’s farm, and a monologue of
an elderly woman living alone in the deep mountains of
Andes. Come and meet the colorful lives of different
women.

무지개빛 여성

A Rainbow of Women

<끝나지 않았다>

An Accidental Life

<아이스 클라이머 안젤리카>

My Upside Down World

<쉬즈 디 오션: 그녀의 바다>

She is the Ocean

<마인드 오버 마운틴>
<줄리아>

<트럼펫 인 더 스카이>
<농장의 소녀>
<세상의 끝>

Mind Over Mountain
Julia
Trumpets in the Sky
Herd
Mu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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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았다
An Accidental Life

달려라 소년
Keep Running

USA · 2021 · 87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China · 2021 · 87min · Color · Documentary

<끝나지 않았다>는 죽을 뻔한 낙상 사고를 겪은 후

An Accidental Life chronicles the first two years of Quinn

의 삶을 기록했다.

use of her legs.

다리가 마비된 퀸 브렛이 사고 후 보낸 첫 2년 동안

Brett’s life after a near-fatal climbing fall took away the

이 영화를 완성하게 된 긴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어

It has been a long road to finishing this film, and I am

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

to the better understanding that we can never really know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가 타인의 일을 진정
닫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감독 헤나 테일러

honored to share it with you. I hope this story offers a way
what someone else is going through.
Henna Taylor, Director

중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내몽골의 도시 건허에서

Some adolescent students from underprivileged back-

달리고 있다. 그들이 다니고 있는 스포츠 학교는 그들

at Genhe City in Inner Mongolia, the coldest part of China.

는 가진 것 없는 청소년들이 매일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의 부모가 주지 못했던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과 기

쁨을 준다. 엄격하고도 친절한 코치의 지도를 받는 학
생들은 열심히 훈련하고, 계속 발전해나간다면 자신
들에게도 더 나은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Henna is an award winning filmmaker who began making documentaries in 2011 and
has since produced films such as Honeymoon Is Over(2017), Wadi Rum, Valley Of The
Moon(2018), Speak To Me Softly(2019), A Thousand Ways To Kiss The Ground(2020),
and now her first feature length film, An Accidental Life.
헤나 테일러
Henna Tay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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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orts school provides them with joy and hope for a
better life, which their parents couldn’t. With the coach’s
strict but kind guidance, the students believe they have a
future if they train hard and keep improving.

이 다큐멘터리는 소박한 영상과 등장인물만 있을 뿐,

Plain imagery, ordinary characters, no superstars and no

력과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그들의 움직

the vitality and the optimistic and positive spirit conveyed

마법같은 반전이나 슈퍼스타는 없다. 주인공들의 활
임 자체에 집중하고자 했다.

2011년부터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온 수상 경력이 있는 감독이다. <허니문은 끝났
다>, <와디럼>, <달의 계곡>, <내게 속삭여줘>, <그리움의 얼굴들>에 이어 첫 장
편영화인 <끝나지 않았다>를 제작했다.

grounds run every day in extremely harsh circumstances

감독 쑨거팅

magic twists in this documentary. I gave the spotlight to
by the protagonists and the movement itself.
Sun Geting, Director

북경전영학원을 졸업했고 「The Forbidden City 100」(2019)외 중국 TV 다큐멘터
리 시리즈를 여러 편 작업했다. <달려라 소년>은 그의 첫 장편영화이다.
Sun Geting graduated from Beijing Film Academy. Sun has worked on a few documentary
series for Chinese TV: Tea: Story of the Leaf(2013), The Forbidden City 100(2019), Every
Treasure Tells a Story(2018), Keep Running is his first feature film.

쑨거팅
Sun Geting
파노라마 Pano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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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브 언더 파이어
Fire

산악인 김홍빈의 산 너머 삶
Kim Hong-bin

Russia · 2020 · 107min · Color · Fiction

Korea · 2021 · 55min · Color · Documentary

과거 화재 현장에서 사고로 동료를 잃은 소방 팀장 안

A heroic story about firefighters and rescuers. What we

생한다. 모든 것이 불타고 있는 시베리아의 화재 현장

only one can get used to mortal danger and extreme risk.

드레이. 아픔이 아물기도 전, 사상 최악의 화재가 발
속, 안드레이를 필두로 6명의 소방 진압 팀이 불길로
출동한다. 최악의 산불을 진압하고 화마(火魔) 로부

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남을 마지막 기회,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자들! 불길로 뛰어든 영웅들의

call an act of bravery is just a usual routine for them, if
When people in distress seem to have nobody who may
help them, rescuers come to fight against merciless forces
of nature.

러시아 산불 재난영화. 화마의 엄청난 위용을 담아낸

Russian wildfire disaster film. The screen depicting the tre-

소방관의 희생이 모여 드라마틱한 극적인 재미를 만

and the sacrifice of human firefighters combined to weave

들어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King Hong-bin persisted in the difficult journey everyone

뤄낸 그의 꿈. 장애인 세계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

1% possibility. Kim’s story begins here – his tireless ef-

을 멈춘 적 없던 김홍빈 대장. 단 1%의 가능성으로 이

을 기록했던 산악인 김홍빈의 끝없는 도전과 꿈에 관
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mendous power of fire, the story of various human groups,

said was impossible. He achieved his dream with only a
forts to reach his dream to become the first disabled person to summit all 14 eight thousanders.

불굴의 의지로 끝없는 도전을 이어갔던 산악인 김홍

Kim Hong-bin, a mountaineer with indomitable will and

과 영원한 삶을 추모한다.

eternal life through his last journey.

빈 대장. 그의 마지막 여정을 통해 그의 치열했던 삶

마지막 사투가 시작된다!

화면과 다양한 인간군상의 이야기, 그리고 인간적인

모두가 불가능이라고 말했지만 한 번도 힘겨운 걸음

KBS미디어 하상범

endless ventures. We commemorate his fiery spirit and
Ha Sang-beom, KBS Media

an incredible story of human drama.
Jinna Lee, Programmer

러시아 영화감독, 각본가, 프로듀서 겸 배우. 2012년 케빈 스페이시와 작업한
<Envelope>으로 알려졌으며, <The Rooster>로 국제스트리트영화제 본상, 비
디오라이크영화제 대상을 받았다.
Alexey Nuzhny is a Russian film director, screenwriter, producer and actor. He announced himself with a short film Envelope(2012) with Kevin Spacey in the title role. The
Rooster(2015), received the main prize of the International Street Cinema Festival and
the Grand Prix of the VideoLike Film Festival.
알렉세이 누즈니
Alexey Nuzh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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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Lee Ju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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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즈 디 오션: 그녀의 바다
She is the Ocean

아이스 로드
The Ice Road

USA, Germany, Indonesia, Portugal · 2019 · 99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USA · 2021 · 110min · Color · Fiction

여자는 바다와 같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자연의 힘이

A woman is like the ocean: a force of nature with depths

캐나다 매니토바주, 다이아몬드 광산 폭발 사고로 갱

After a remote diamond mine collapses in far northern

얻은 9명의 여성의 이야기를 따라가보자. 이것은 바

ocean has given the power to manifest their dreams. A

법은 제한 시간 내 해빙에 접어든 아이스 로드를 횡단

ble rescue mission over a frozen lake to save the trapped

기 때문이다. 바다를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다에 대한 깊은 사랑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하는 모자

이크 초상화이다. 이 사랑은 너무도 깊어서 그들은 바
다를 그들의 육체적, 철학적, 그리고 직업적 삶의 중심
으로 삼기로 결정했다.

mosaic portrait of sharing one thing in common: a profound love for the ocean. A love so profound that they
have chosen to make the Ocean the center of their physical, philosophical and professional lives.

바다로 연결된 여성들-서퍼, 다이버, 해양생물학자 등

A story about nine women connected by the ocean, in-

결된다.

ries make a full circle back to the ocean.

9인 여성의 이야기, 이들의 이야기는 다시 바다로 귀

이나 블로키나
Inna Blok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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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 이정진

cluding surfers, divers, and a marine biologist. Their stoJinna Lee, Programmer

도에 매립된 26명의 광부들. 이들을 구출할 유일한 방
해 구조용 파이프를 운반하는 것 뿐이다. 영하 50도

에 달하는 극한의 추위와 눈 폭풍이 도사린 ‘하얀 지

Canada, a ‘big-rig’ ice road driver must lead an impossiminers.

옥’ 위니펙 호수 위, 전문 트러커 마이크는 대형 트레
일러 3대와 구조팀을 이끌고 예측불가한 아이스 로드
를 달리기 시작한다.

명불허전 리암 니슨의 재난탈출 극복기. 극한의 추위

Liam Neeson’s story of overcoming disasters. You’ll be

가다보면 어느새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다.

lake in the extreme cold. Then the ending credit would

와 호수의 얼음을 넘어 달리는 대형 트레일러를 따라
프로그래머 이정진

preoccupied following the large trailer running on the iced
appear without you knowing how the time passed.

작가, 감독이자 프로듀서로 독일 드레스덴에서 태어나 TV라디오저널리즘대학을
졸업했다. 채널 원, NTV 등 러시아 주요 TV채널과 제휴해 방송 작가로 일했으며
이후 인웨이브스 프로덕션을 직접 만들었다.

액션/어드벤처 장르에서 다수의 각본을 쓴 조나단 헨슬레이 감독은 1992년 미국 드
라마 「영 인디아나 존스」로 알려졌다. 그의 작품 <아마겟돈>은 당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익을 올린 영화로 기록되기도 했다.

An author, director and producer. She was born in Dresden, Germany and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TV and Radio Journalistic. She was affiliated with major Russian
TV channels like Channel One, NTV as the author of programs until she decided to open
her own production company, Inwaves Production.

One of the most prolific screenwriters in the action/adventure genre, Jonathan started his
career writing episodes of The Young Indiana Jones Chronicles(1992). He wrote Armageddon(1998), and it was the second time he had the highest grossing film, worldwide,
at the box office.

Jinna Lee, Programmer

조나단 헨슬레이
Jonathan Hensleigh
파노라마 Pano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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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 클라이머 안젤리카
My Upside Down World

ON

Italy · 2021 · 7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USA · 2020 · 105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빙벽 등반 세계 챔피언인 안젤리카 라이너는 거의 모

After having won everything there was to win, world

연과의 관계를 되새기기 위해서 개인적인 여정을 떠

get back on a personal journey to rediscover her-

든 분야에서 우승한 후, 자신을 재발견하고 과거와 자
나기로 결심한다.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암벽과 빙벽
앞에서, 안젤리카는 자유 속 새로운 도전과 길을 탐색
하는 커리어의 변곡의 순간을 맞이한다.

champion ice climber Angelika Rainer decides to
self, her relationship with the past and with the nature.
In front of the most difficult rock and ice walls in the world,
Angelika faces the moment of inflection of her career,
in search of new challenges and new paths to follow, in
freedom.

남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강인한 여성 스포츠인들

I have always wanted to tell stories of sporty women for

로운 삶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다른 많은 여성들의 이

similar to that of many other women, who fight for the right

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안젤리카의 이야기는 자유
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

엘레나 고아텔리, 앙헬 에스테반
Elena Goatelli, Angel Este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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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엘레나 고아텔리

오버랜드
Overland

the admiration for strong characters. Angelika’s story is
to a life lived in freedom, outside the box.
Elena Goatelli, Director

미국 중서부, 이탈리아, 스코틀랜드, 몽골, 아제르바이

In a breathtaking journey across four continents, to the

로지르며 매 사냥 훈련의 놀라운 여행이 펼쳐진다. 이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South Africa, the adventures

잔,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남아프리카까지 4대륙을 가
들의 모험은 현대 사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연적이고 원시적인 정신에 연결될 수 있는
지를 묻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엮어서 보여준다.

American midwest, Italy, Scotland, Mongolia, Azerbaijan,
of three extraordinary humans(and their birds of prey), are
interwoven into a stirring story that asks how we can stay
connected to our natural, primal spirit, even when modern
society threatens to erase it.

<오버랜드>는 국적, 국경, 성별, 종교, 그리고 시간을

Overland weaves a tale centered on a tradition that tran-

구의 야생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교차하기’가 중

kinds ‘crossings’ that our team believes are important if we

초월한 전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엮는다. 우리는 지
요하다고 믿는다.

감독 엘리자베스 하빌랜드 제임스

scends nationality, borders, gender, religion and time. The
are going to save our wilderness globally.
Elisabeth Haviland James, Director

엘레나 고아텔리와 앙헬 에스테반은 코톰필름스를 공동 창립한 2012년부터 함께
작업해왔다.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트렌토영화제, 몬트리올국제예술
영화제, 빌바오산악영화제 등에서 작품을 상영한 바 있다.

부부가 팀을 이룬 엘리자베스 하빌랜드 제임스와 르베르 라 누는 자연과의 연결고
리를 탐구한다. 그들은 고대 예술에 대한 현대적 탐구를 통해 우리의 공유된 인간성
을 조명하고 보편적인 주제를 발견하는 영화를 제작한다.

Elena Goatelli and Angel Esteban have been working together since 2012, when they
established Kottomfilms. With more than 15 years experience in the Film & TV sector,
their films have been shown 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uch as IDFA, Trento Film
Festival, FIFA Montreal, Bilbao Mendi.

Husband/wife team Elisabeth Haviland James and Revere La Noue make films around the
world that explore our tenuous connection to nature. In making Overland, they set out to
craft a film that shines a light on our shared humanity and uncovers universal themes, via
a modern exploration of an ancient art.
엘리자베스 하빌랜드 제임스, 르베르 라 누
Elisabeth Haviland James, Revere La Noue
파노라마 Pano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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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
Oshika-Winds of Change

운명의 산
Mountain of Destiny

Japan, Korea · 2021 · 87min · Color · Documentary

Germany · 1924 · 83min · B&W · Fiction · Korean Premiere

미나미알프스의 아름다운 전경이 보이는 오시카무

Oshika-mura with a beautiful view of the Minami Alps. On

족이 이곳 깊은 산속에 살고 있다. 오시카무라는 새

gland 30 years ago, and his family live. Oshika-mura is

라 마을. 30년 전 영국에서 이주한 사이먼과 그의 가
로운 이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조용하고 느린 삶
을 추구하는 곳이다. 하지만 미나미알프스 터널을 뚫
는 ‘선형 신칸센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이곳에 많

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영화는 이러한 변화를
관찰한다.

a place that welcomes newcomers and pursues a quiet,
slow life. However, since the start of the ‘Linear Shinkansen Project’ for tunneling through the Minami Alps,
many changes began to occur. This film observes these
changes.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는 한국과 일본의 산에 대해 알

When I set out making this film, I wanted to meet the peo-

찍고 싶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

without knowing much about the mountains of Korea and

지 못했지만 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는 이야기가 되길 바라며.

김명윤
Kim Myoun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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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of that deep mountain, Simon, who moved from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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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김명윤

ple living amidst the mountain and put their lives on film,
Japan. I hope we can all relate to this story.
Kim Myoung-yoon, Director

정상으로 이어지는 최후의 봉우리가 너무 가팔라서

No climber has yet managed to climb the summit of the

제껏 아무도 없다. 티롤의 가장 위대한 등반가 역시 자

summit is too steep. The greatest climber in Tyrol tries his

장엄한 구글리아 델 디아볼로의 정상에 오른 이는 이
신의 운을 여러 번 시험해 보았지만 늘 수포로 돌아갔

고 매번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아들이 목숨을 잃을까 항상 두려워하는 노모에
게 그는 다시는 그곳에 오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상황은 예기치 않게 흘러간다.

majestic Guglia del Diavolo - the last wall that leads to the
luck again and again in vain and risks his life every time.
Since his old mother couldn’t stand fearing for her son’s
life so often, he promised her never to try again. However,
it turned out differently.

국내 최초로 공개하는 독일 산악영화의 아버지 아르

The first feature-length silent mountain film by Arnold

어지는 등반에의 도전과 극영화의 스릴이 진수영 시

Korea. The film presents a father and son’s love and thrill

놀트 팡크의 첫 장편 무성산악영화. 부자(父子)로 이
네마 앙상블의 음악과 함께 소개된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Fanck, the German mountain film pioneer, premieres in
towards climbing along with Sooyoung Chin Cinema Ensemble.

1992년에 한국에서 태어나 2017년 도쿄로 이주했다. 일본영상연구소의 졸업작
품인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은 도쿄학생영화제에서 대상, 도쿄다큐멘터리영
화제에서 준대상, 관객상을 비롯한 많은 상을 받았다.

독학으로 영화제작자와 감독이 되어 초기에는 산에서의 삶과 겨울 스포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제작했고 이후 장편 영화로 지평을 넓혔다. <운명의 산>은
루이스 트렌커의 데뷔작이기도 하다.

Born in Korea 1992, relocated to Tokyo in 2017. Finish study at the Japan Institute of
the Moving Image, Oshika-Winds of Change was a graduation work. It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such as Tokyo Student Film Festival Grand Prix, Tokyo Documentary
Film Festival Semi-Grand Prix & Audience Award.

As a self-taught director and producer, Arnold Fanck first specialized in documentaries
about life in the mountains and winter sports. He later expanded into feature films and
started to work with actors and dramatized scenarios: Luis Trenker made his debut with
Mountain of Destiny.

Jinna Lee, Programmer

아르놀트 팡크
Arnold Fanck
파노라마 Pano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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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이싱 더 라인
Chasing the Line

호두나무
Walut Tree

Austria · 2021 · 114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Iran · 2020 · 106min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프란츠 클라머는 1976년 동계올림픽 남자 활강 경기

Franz Klammer finds himself at the ‘eye of the storm’ when

터 두각을 나타냈던 카리스마 넘치는 이 신예는 사실

1976 Winter Olympic Games. Since the previous season

에 출전하면서 ‘폭풍의 눈’에 서게 된다. 이전 시즌부
상 모든 경주에서 우승했기 때문이다. 이 경기는 누구
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스키 라인을 개척하
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며, 그를 활강
스키의 전설로 만들어 줄 것이다.

모든 스키 경주에는 이상적인 라인이 있으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 하지만 그 라인만을 따
른다면 결코 우승할 수 없다.

알파인 스키 선수 프란츠 클라머

안드레아스 슈미트
Andreas Schm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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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hows up for the men’s downhill competition at the
the charismatic newcomer has won virtually every race.
This is the most important race of his life in which he skis a
line that nobody thought was possible and which will make
him a legend in the sport of downhill skiing.
For every race there is an ideal line, that is the optimal way
to ski the course. But if you follow that line, you won’t win.
Franz Klammer, Alpine Ski Racer

1987년, 이란과 이라크 국경의 쿠르드족 도시인 사르

Sardasht, a Kurdish city in the Iran/Iraq border, along with

격을 받는다. 이 지역 주민 가데르와 그의 임신한 아

with chemical weapons by Iraqi forces in 1987. Ghader, a

다쉬트와 주변 여러 마을이 이라크군의 화학무기 공

내 그리고 3명의 어린 아이들이 화학물질에 노출되

어 부상을 입는다. 가데르는 홀로 가족을 지키기 위
해 노력한다.

a number of villages in the surrounding areas are attacked
villager from the area and his pregnant wife, as well as his
three young children, are exposed to the chemicals and
suffer injuries. Ghader has to singlehandedly try to keep
his family alive.

이 영화는 전쟁에 관한 것이다. 전쟁의 추악함과 화학

This film is about war; about the ugliness of war and the

서 자녀들의 슬픔까지 짊어져야 하는 아버지들에 대

thers who have to carry the burden of their children’s grief

무기 사용의 결과, 그리고 무서운 전쟁의 그늘 아래에
해 이야기한다.

감독 모하마드 호세인 마흐다비안

consequences of using unconventional weapons and faunder the formidable shadow of war.
Mohammad Hossein Mahdavian, Director

학생 시절에 오프씨어터 작품을 감독했고 영화 편집자와 부서 담당자로 일했다.
영상물과 뮤직비디오 제작사인 필름슈미트를 설립했고 2001년에는 광고와 TV프
로그램을 제작하는 소파사파리 TV프로덕션을 설립했다.

1981년 이란 북부의 바볼에서 태어났다. 2015년에 첫 장편영화인 <먼지 속에 서서>
를 제작하고 <한낮의 모험>, <복권>, <혈흔>을 감독했다. <호두나무>는 그의 다섯
번째 장편영화이다.

While still a student, he directed off-theater productions and worked in film as an editor and unit manager. He founded Filmschmiede to produce image and music videos,
among other projects. In 2001, he founded Sofa Safari TV Produktion, where he mainly
produced promotion videos and TV shows.

Born in 1981 in Babol, a city in the north of Iran. He directed his first feature film in 2015,
titled Standing in the Dust, followed by three others: Midday Adventures, Lottery, and Trace
of Blood. Walnut Tree is his fifth feature film.

모하마드 호세인 마흐다비안
Mohammad Hossein Mahdavian
파노라마 Pano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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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함께		
A Dog’s Tale

ON

파노라마 1 Panorama Films 1

Canada · 2021 · 1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Millions of our best friends enjoy their homes and lives

숲의 땅을 느끼고 한 번에 수천 가지 다른 냄새를 맡

primal instinct of feeling the forest floor under your paws

는 것에는 또 다른 원시적인 본능이 관여한다. 우리는

트레일의 자유를 갈망한다. 이것은 개와 인간이 함께

라이딩을 나서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트레일
도그의 삶에 대한 영화이다.

and smelling a thousand different smells all at once. The
freedom of the trail is what we long for. This is a trail dog’s
life, one cherished by both dogs and their humans every
time they head out for a ride together.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배경으로 산악자전거
습을 역동적으로 담아냈다.

bia, Canada.

프로그래머 이정진

파노라마 Panorama

with their mountain biking companions in British Colum-

제롬 모왓은 세계를 휩쓴 팬데믹 기간 동안 구급 대원

Jerome Mowat takes us through the challenges he faced

간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클라이밍을 탈출구로 이용

how he used rock climbing as an escape.

으로서 최전방에서 직면했던 도전으로 우리를 데려
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as a front-line paramedic during the global pandemic and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중에도 클라이밍은 계속된

Climbing continues even in the midst of a global pandem-

운의 돌파구가 되었다.

during the lockdown as a means of escape.

다. 제롬에게 클라이밍은 일상의 탈출 수단에서 셧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ic. For Jerome, climbing became a major breakthrough
Jinna Lee, Programmer

Jinna Lee, Programmer

대런 맥컬러와 다시 위튼버그는 18년간 협업했으며 역대 최고 수익을 올린 사이
클 영화 <비현실적인>을 포함해 12편의 장편을 제작했다.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타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앤트힐필름스를 이끌고 있다.

니코 햄블턴은 수상 경력이 있는 촬영감독이자 항공 드론 조종사이며 야외활동과
클라이밍을 포함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긴다. 그는 이러한 특성이 일생일대의 장
면을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Darren McCullough and Darcy Wittenburg have collaborated for 18 years on short films
and commercials. They have created 12 feature films, including unReal, the highest
grossing cycling film ever produced. As founding members of Anthill Films, they lead the
company to inspire more people to rides bikes.

Nico Hambleton is an award-winning DOP & aerial drone pilot. He loves the outdoors and
extreme sports including rock climbing. When not on the slopes, you can find him on the
rocks or the sea! He believes these traits help him achieve those once-in-a-lifetime shots!

대런 맥컬러, 다시 위튼버그
Darren McCullough, Darcy Wittenburg
84

in metropolitan areas, but there’s something about the

A dynamic showcase of dogs zipping through the trails

를 타는 주인을 따라 트레일을 누비는 강아지들의 모

파노라마 1 Panorama Films 1

UK · 2020 · 1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수백만 마리의 개들이 대도
시에서 집과 삶을 즐긴다. 하지만 그들이 발바닥으로

락다운 클라이밍
Lock Down Rock Up

니코 햄블턴
Nico Hambleton
파노라마 Pano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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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정상까지		
Everest - Sea to Summit

파노라마 1 Panorama Films 1

Australia · 1992 · 59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Tim Macartney-Snape, who lives in Australia, earth’s flat-

스트산의 전체 높이인 해발 8,850미터가 시작하는 지

be the first person to fully climb Mount Everest, the entire

점에서 출발해 산을 완전히 오른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두 달 동안 달리고 걸은 끝에 팀은 마침내 에
베레스트의 베이스캠프에 도착한다. 그는 과연 자신
의 꿈을 이룰 힘을 찾을 것인가?

8,850 meters of it, beginning from where the mountain
itself is measured- sea level. After two months of running
and walking, Tim finally reaches Everest Base Camp. Will
he find the strength to fulfill his dream?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벵골만에서 히말라야를 향해
은 장소에서 출발해서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걸어간

that someone should start from the very same place and

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마이클 딜런
Michael Dil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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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ontinent, has a most ambitious plan. He wants to

In 1977, I filmed Sir Edmund Hillary starting a journey in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촬영한 이후, 나는 누군가가 같

파노라마 Panorama

감독 마이클 딜런

ON

파노라마 2 Panorama Films 2

Costa Rica · 2020 · 5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지구에서 가장 평평한 대륙인 호주에 사는 팀 매카
트니-스네이프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베레

거인을 오르다		
Climbing Giants

the Bay of Bengal to a Himalayan peak. I later got the idea
walk to the summit of Everest.

코스타리카의 운무림에서 수목등반가들과 숲우듬지

In the cloud forests of Costa Rica, a group of treeclimbers

화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이해하기에 이른다. 무언가

sponse to climate change through climbing giant strangler

연구자들은 거대한 교살 무화과나무에 올라 기후변
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아끼는 관심을 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and canopy researchers come to understand their refig trees: In order to protect something, you first have to
care.

<거인을 오르다>는 거대한 무화과나무를 오르고 30

Climbing Giants is the culmination of two years spent

애쓰며 다리가 감각을 잃을 때까지 보호장비를 입고

es a hundred feet above the ground, and dangling in har-

미터 상공에서 값비싼 렌즈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매달렸던 2년의 정점을 담았다.

감독 제이든 라로르

climbing giant fig trees, trying not to drop expensive lensnesses with our legs falling asleep.
Jaidon Lalor, Director

Michael Dillon, Director

그는 호주에서 가장 경험 많은 탐사 전문 카메라맨이자 감독이다. 에드먼드 힐러
리 경의 <오션 투 스카이 갠지스 제트보트 탐험>을 촬영했으며 두 번의 에베레스
트 열기구 탐험을 비롯한 많은 모험을 촬영했다.

노아 케인과 제이든 라로르는 고등학교에서 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영화학교에
서 지루한 한 해를 보낸 노아는 그가 자란 코스타리카가 완벽한 탈출지라고 생각했
고 그 여행의 결과로 <거인을 오르다>가 탄생했다.

He is Australia’s most experienced Expedition Cameraman/Director. Early in his career
he filmed Sir Edmund Hillary’s Ocean to Sky and Ganges jetboat expedition. He has
filmed two Everest ballooning expeditions, and many other adventures. He walked most
of the way himself carrying a 16mm camera.

Noah Kane and Jaidon Lalor started producing films together in highschool. Noah, having
spent his childhood in Costa Rica, knew it was the perfect escape after their dispassionate
first year of film school. Surely enough, it was an inspiring trip that resulted in their first
documentary Climbing Giants!
노아 케인, 제이든 라로르
Noah Kane, Jaidon Lalor
파노라마 Panorama

87

파노라마 Panorama

파노라마 Panorama

틱탁 슬랙라인			
Tic Tac Base

ON

파노라마 2 Panorama Films 2

France · 2021 · 41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Antony Newton and Pablo Signoret, 2 friends ex world

이후 계속해서 스스로의 기록을 경신해왔고, 베이스

aries of multiple times, started Base jumping 2 years

라인에 다시 도전하기로 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영화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로 아웃도어 스포츠

의 세계를 꿈꾸게 했던 플라잉 프렌치 팀의 행로를
따라간다.

back. Following the path of the Flying Frenchies team,
who made the world of outdoor sports dream with their
movie I Believe I Can Fly, they decided to revive a rare
discipline: The Baseline.

영화 속 두 사람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 가장 강
운동선수들이 공유하는 자연스러운 동지애를 영화

tremely talented athletes. That’s what it’s all about.

에 담았다.

로맹 아씨-리오
Romain Assie-Rio
88

champions of highline, sport thtat they pushed the bound-

Tic Tac base is a film about the strongest friendship I’ve

한 우정으로 맺어져 있다. 뛰어난 재능을 지닌 이 두

파노라마 Panorama

감독 로맹 아씨-리오

ON

파노라마 3 Panorama Films 3

Norway · 2021 · 10min · Color · Animation

고공 줄타기 세계 챔피언 출신의 두 친구 안토니 뉴

턴과 파블로 시뇨레는 2년 전 베이스 점프를 시작한

우르사 - 오로라의 노래			
URSA - The Song of the Northern Lights
춥고 어두운 북극에서 엄마를 찾는 한 작은 외톨이 북
극곰의 아름답고 울적한 이야기.

A beautiful and melancholic story about one little polar
bear who is alone in the cold dark Arctic and looking for
his mum.

세계 애니메이션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가며, 아이들

Bring stories to life and create charming and beautiful an-

다운 애니메이션 세계를 만들고 있다.

animation.

을 위한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매력적이고 아름

감독 나탈리아 말리키나

imated worlds for children in the best traditions of world
Natalia Malykhina, Director

came across, the natural fraternity between these two exRomain Assie-Rio, Director

청소년 시절부터 야외 활동을 촬영했다. 첫 장편 <화이트나잇>은 알래스카 탐험
이야기이며, 이 영화는 두 번째 작품이다. 현재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극 등
4개 대륙에서 차기작을 촬영 중이다.

나탈리아 말리키나는 모스크바와 부다페스트의 스튜디오에서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애니메이터, 시나리오 작가이자 스토리보드 아티스트이다. 애니메이션 스튜
디오 울벤필름의 대표이며 어린이 애니메이션에 주력하고 있다.

Started filming outdoor activities as a teenager. His first full movie White Night, was about
an expedition in the Alaskan wilderness. Tic Tac Base is his second film. He is currently
filming next one, taking place in four continents: Europe, Africa, America and Antarctica.

Natalia Malykhina is an animator, scriptwriter, storyboard artist at more than 20 animated
film projects at international production studios of Moscow and Budapest. She has more
than 30 years of animation experience. Her animation studio ULVENFILM is in Norway and
has a focus on children’s animation.
나탈리아 말리키나
Natalia Malyk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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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Then Came Dark

파노라마 3 Panorama Films 3

Lebanon · 2021 · 15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A mist emerges, a howling wind kicks in and the forest

레바논의 산악지대 숲에서 자연의 힘과 마을 사람들

body. In a forest in the mountains of Lebanon, where the

이 서로 말없이 지켜오던 약속이 깨지고, 전설로만 전
해오던 복수가 이제 시작될 것이다.

unspoken pact of balance between the villagers and the
forces of nature breaks, legend has it that revenge is
bound to happen.
The Forest is a lover. The sacrificed tree is its heart. The

을 끊는다.

herself instead.

마리-로즈 오스타
Marie-Rose Osta
90

turns dark. Two men pull out a tree and drag it like a dead

숲은 연인이고, 희생된 나무는 숲의 심장이다. 배신당

한 숲은 자신의 연인을 죽일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

파노라마 Panorama

감독 마리-로즈 오스타

ON

파노라마 3 Panorama Films 3

France · 2020 · 9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안개가 피어오르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치고, 숲이 어

두워진다. 두 남자가 나무를 뽑아 시체처럼 끌고 간다.

영양			
Antelopes

forest is betrayed. The forest unable to kill her lover, Kills
Marie-Rose Osta, Director

“150년 전 어느 날, 모로코의 해안에서 수천 마리의

“One day, on the Moroccan shores, one hundred and fifty

- 마르그리트 뒤라스

selves into the sea.”

영양들이 바다에 뛰어들었다.”

years ago, thousands of antelopes together threw them- Marguerite Duras

드론이 촬영한 영양의 영상 속에서 마르그리트 뒤라

I saw in these videos of antelopes shot by drones an an-

을 찾았다. 영양은 인간의 끈질긴 지배 강박관념에 대

Yeux verts. Antelopes choose self-destruction over the

스의 「녹색 눈동자」에 나오는 미스터리에 대한 답
항해 자멸을 선택했던 것이다.

감독 막심 마티노

swer to the mystery Marguerite Duras wrote about in Les
endurance of the human’s obsession to dominate.

작가 겸 감독. <Gangbang>, <Status-Quo>,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등 단
편영화 세 편의 각본을 쓰고 감독했다. 현재 첫 장편영화인 <In Time>을 제작
중이다.

프랑스의 감독이자 작가. 파리8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첫 장편 <보르헤스의 세
이야기>로 FID마르세유에서 수상했고, 단편 에세이영화인 <혁명의 역사>는 앙트르
뷔벨포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단편상을 수상했다.

Marie-Rose Osta is an author-director. She independently wrote, directed, and produced
three short films Gangbang, Status-Quo and Then Came Dark. Marie-Rose is currently in
the development of her first feature film: In Time.

A French director, editor and writer. After cinema studies in Paris 8 University. His first
feature film Trois contes de Borges won two prizes at FIDMarseille and his short essay film
Histoire de la révolution won the Best Short Film Award at Entrevues Belfort.

Maxime Martinot, Director

막심 마티노
Maxime Martinot
파노라마 Pano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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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발라드				
A People’s Radio – Ballads from a Wooded Country

ON

파노라마 3 Panorama Films 3

Finland · 2021 · 27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A People’s Radio – Ballads from a Wooded Country is a

프로그램인「피플스 라디오」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soul and abode. The short film is based on the iconic YLE

여름의 핀란드를 가로질러 운전하는 로드 무비 방식
으로 만들어졌다.

programme People’s Radio, and its visual material has
been created by the road movie method of driving across

수십 년 동안 「피플스 라디오」의 열렬한 팬으로서

The film shows how Finland really looks like. As a great fan

코로나가 유행 중인 여름에 드디어 이 꿈을 이룰 시

film based on its best material. In the corona summer, I

간이 생겼다.

비르피 수타리
Virpi Suutari
92

carnivalesque portrayal of the Finnish landscape of the

summery Finland.

이 멋진 프로그램에 대한 단편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파노라마 Panorama

감독 비르피 수타리

파노라마 4 Panorama Films 4

Portugal · 2021 · 21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영혼과 안식처를 담고 있는 핀란드 풍경을 축제처럼

묘사한 이 단편영화는 핀란드 공영방송 YLE의 대표

남아있는 것들				
What Remains

of People’s Radio for decades, I wanted to make a short
finally had time to make this dream come true.

에밀리오는 버려진 농장에서 혼자 사는 80대의 농부

Emilio is a lifelong farmer in his 80’s who lives alone on

물 한 마리만이 남아 있다. 오늘, 에밀리오는 마지막

is all there is left. Today is the day he decides to sell it.

이다.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고 곁에는 동
남은 동물 한 마리를 팔기로 결심한다.

his abandoned farm. Everyone close is gone. One animal

에밀리오는 그가 사는 곳을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다.

Emilio lives in a place he doesn’t recognize anymore. What

것이다. 그는 평생 창조한 것들이 자연으로 돌아가고

vanishing behind overgrown grass. He witnesses the cre-

활기찼던 농장이 우거진 풀숲 사이로 사라지고 있는
있는 것을 목격한다.

감독 다니엘 소아레스

once was a lively animal farm he proudly owned, now is
ation of his lifetime being reclaimed by nature.
Daniel Soares, Director

Virpi Suutari, Director

EFA상 후보에 올랐던 <게으른 사람들>(2002)로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으
며 핀란드의 아카데미라 불리는 유시어워즈를 세 번 수상했다. 독자적인 스타일
과 감성적인 묘사로 잘 알려져 있다.

다니엘 소아레스는 독일에서 태어난 포르투갈인 영화감독으로 뉴욕에서 살고 있
다. <남아있는 것들>은 스토리가 있는 첫 단편이며, 전작 단편 다큐멘터리 <Forgotten>은 다수의 영화제에서 각광받았다.

Virpi Suutari is an awarded film maker known for her personal cinematic style and emotional narratives. The Idle Ones(2002) was nominated for the EFA-prize and she has got
several awards as the Best Nordic Documentary. She has received the national Jussi
award three times.

Daniel Soares is a Portuguese filmmaker born in Germany and currently living in New York.
What Remains is his first narrative short. His previous short documentary, Forgotten, was
screened at several festivals and his work has won several awards.

다니엘 소아레스
Daniel So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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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Wind

ON

파노라마 4 Panorama Films 4

Austria · 2021 · 3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The dream of making the wind graspable has stirred art-

잘 아는 사람은 요리스 이벤스만이 아니다. 마틴 푸츠

one fully aware of this futile endeavor. Martin Putz likewise

역시 바람이 있는 장소와 바람의 사람들을 찾기 위

해 전 세계를 누빈다. 바람을 가로막는 것들만이 바람
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채로.

ists since time immemorial. Joris Ivens was not the only
searches the world for people and places of the wind,
while mindful of the fact that only things standing in the
way of the wind can provide an inkling of its workings.

바람은 조용하고 보이지 않으며 바람으로 인식되는

The wind is silent and invisible; what we perceive from it

로 남아 상상으로만 그 본질을 얻을 수 있다. 그 감춰

essence through our imagination. Therein lies the magic

것은 바람이 일으키는 현상일 뿐이다. 바람은 환상으
진 힘이 내겐 마법과 같다.

감독 마틴 푸츠

are symptoms. The wind remains a phantom, only gets an
for me because a force behind it remains hidden.
Martin Putz, Director

1967년생. 1997년부터 촬영감독으로 실험영화 및 시각예술 작업을 해왔다.
2008년부터 다큐멘터리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Born in 1967. Since 1997 cinematographer, experimental film, visual art, since 2008
mainly documentary film.

마틴 푸츠
Martin Putz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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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wan · 2021 · 25min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작품에 바람을 담아보려는 꿈은 태곳적부터 예술가

들을 흥분시켰다. 이 노력이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걸

산에서 만난 사람				
Solo Trekker
깊은 밤, 산속에서 편백나무를 불법 벌목하던 젊은 나

Deep in the night, high up in the mountains: a young lum-

러진 사람을 발견한다. 혼자 여행 중이던 그는 자신을

who has broken his leg during a tumble from a rock. The

무꾼은 트래킹을 하다 바위에 걸려 넘어져 다리가 부
산 아래로 데려다주면 나무 값을 10배로 쳐주겠다고
나무꾼에게 제안한다. 나무꾼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리고 그는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berjack illegally felling cypress trees discovers a trekker
trekker is a solo traveler and offers the man ten times the
price of a tree for bringing him back down to the valley.
What will the lumberjack decide? And will he receive his
reward?

단조로울 수 있는 이야기에 개연성 있는 상황과 훌륭

What could have been a monotonous story turned into

오슝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작.

excellent filming. Awarded the Special Jury Award at the

한 촬영으로 완성도 높은 단편을 연출했다. 2021 가
프로그래머 이정진

a high-quality short film with a probable situation and
Kaohsiung Film Festival 2021.
Jinna Lee, Programmer

타이페이국립예술대학에서 영화학 석사를 마쳤다. 그녀의 작품은 사람들의 갈등과
화해를 운명론적인 어조로 그린다. 애니메이터이자 감독, 시나리오 작가이며 영화
예술부 및 사진작가로 활동한 바 있다.
Jing-ye studied at the National Taipei University of Arts in Film Master’s program. Her
works present the conflict and reconciliation between people in a fatalistic tone. Before
becoming an animator, director and screenwriter, she worked in the film art department
and worked as a still photographer.
장징예
Chang Jing-ye
파노라마 Pano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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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 오버 마운틴				
Mind Over Mountain

ON

파노라마 5 Panorama Films 5

USA · 2021 · 4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Tapping into an intimate journey of three wonderful friends,

부터 로저스까지 3만 피트 높이의 산맥 85마일을 스

Evans, Marie-France Roy and Madeleine Martin-Preney

키로 횡단하기로 결정하고, <마인드 오버 마운틴>은
이 멋진 세 친구의 여정에 함께 하게 된다.

on their 85-mile, 30,000-foot-vertical Bugaboos to Rogers ski traverse.

With the scenery of the Percell Mountains in British Co-

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snow travel and displays that it is possible to connect with

프로그래머 이정진

닉 와고너
Nick Waggo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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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 Over Mountain follows Canadian snow sliders Leah

세 여성의 스키 횡단 도전을 담은 이 영화는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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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 2021 · 31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캐나다 출신의 스노우 슬라이더인 리아 에번스, 마리-

프랑스 로이, 매들린 마틴-프리네이는 부가부 레인지

줄리아				
Julia

lumbia, Canada, the film features three women’s quests of
mountains as if they are friends.
Jinna Lee, Programmer

세계 최고의 등반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줄리아

How to become one of the best climbers in the world? Ju-

그녀는 등반 최고 수준인 9b에 도달한 몇 안 되는 여

8th degree bar. Today, at the age of 24, she is one of the

샤누르디는 12세에 8단계 바를 올랐다. 현재 24세인

성 중 한 명이다.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익스트림 클라
이밍으로 향하는 놀라운 여행을 따라가보자.

lia Chanourdie was twelve years old when she climbed the
very few women to have reached 9b, the equivalent of the
maximum level in climbing. Follow her on her incredible
journey with her father into extreme climbing.

나의 비전은 줄리아의 등반을 향한 열정을 따라가는

My vision was to follow Julia through her climbing passion.

남성 등반가처럼 강해지려는 데서 오는 그녀의 두려

eventually able to overcome her fears to be as strong as

것이었다. 결국에는 여성이 되기 위한 여정과 최고의
움을 극복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감독 조슬랭 샤비

This ended as telling the journey to become a woman,
the best male climbers.

뉴욕시 뒷골목에서 태어나 자라며 체포되지 않도록 재빨리 자신을 변명하는 법
과 기회를 포착하는 법을 배웠다. 감독과 제작자로 스윗그래스 프로덕션을 함께
이끌고 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그는 온라인 유럽 산악 잡지 「알파인매그」의 편집자 겸 부매
니저이다. 요세미티의 엘캐피탄을 두 번 등반한 것을 포함하여 몇몇 험준한 산을 올
랐고 히말라야를 광범위하게 여행했다.

Nick Waggoner was born in a back-alley dumpster in New York City and quickly learned
how to talk himself out of arrest and into opportunity. Today, Waggoner lends his urban-tempered initiative to Sweetgrass Production as a director and producer.

Born in France, He likes to tell stories through words, still photography, or video. Editor and
Associate Manager of Alpinemag, the online european mountain magazine. He climbed
onto some wild edges including Yosemite’s El Capitan twice and traveled extensively in
the Himalayas.

Jocelyn Chavy, Director

조슬랭 샤비
Jocelyn Chavy
파노라마 Pano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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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펫 인 더 스카이					
Trumpets in the Sky

파노라마 6 Panorama Films 6

농장의 소녀			
Herd

Palestine, Lebanon, France, Belgium · 2021 · 15min · Color · Fiction

Israel · 2021 · 37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레바논에서 감자를 캐는 시리아 소녀 중 한 명인 부슈

Boushra, one of the Syrian potato-picking girls in Leba-

나마의 아버지 이타마르는 도축하기 위해 소 목장을

Itamar, Naama’s father, owns a ranch that raises cattle for

시절이 오늘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learn that today her childhood will come to an end.

죽음에 관한 거대한 철학적 의문에 몰두한다. 그들은

ical question regarding life & death while working with her

라는 들판에서 긴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 그녀의 어린

non, returns from a long day of work in the field only to

대사나 상황 설명 없이도 주인공의 감정이나 극의 분

Even without any dialogue or narration, the film can con-

화이다.

story.

위기를 관객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힘을 보여주는 영
프로그래머 이정진

vey the main character’s emotions and ambience of the
Jinna Lee, Programmer

운영한다. 소녀 나마는 아버지와 함께 일하면서 삶과

함께 서로의 죽음에 관한 세계관을 연결하려고 시도
한다. 나마는 소와 감정적인 교류를 시작하고, 이타마
르는 죽음을 삶의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여긴다.

라칸 마야시
Rakan Mayasi
파노라마 Panorama

slaughter. Ten year old Naama deals with a big philosophFather. Together they attempt to bridge their worldview
regarding death, while Naama develops feelings for the
cattle, Itamar see’s death as an inevitable part of life.

나마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그녀의 눈으로 세상을 보

I wanted to make a film about Naama and see the world

음을 통해 천천히 자신만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care of and loved. between word and silence, you can see

고 싶었다. 그녀가 직접 돌보고 사랑했던 동물들의 죽
수 있다.

98

ON

파노라마 6 Panorama Films 6

감독 오메르 다이다

through her eyes. Death of animals herself delivered, took
the way she slowly paves her own way.

팔레스타인 출신의 독립영화감독. 레바논에서 영화, 연극, 심리학을 공부한 후 한
국의 아시아영화아카데미에서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에게 영화교육을 받았다. 현
재 정치를 소재로 한 공포 단편영화를 준비 중이다.

로쉬 하야인 출신으로 텔아비브에 거주 중, 사피르대학의 시청각예술을 전공했다.
학창시절 다큐멘터리 제작 분야에 집중하여 <농장의 소녀>를 만들었다. 현재 다큐
멘터리 2편에 카메라감독으로 참여 중이다.

Palestine independent filmmaker born in Germany and currently based in Lebanon. He
studied Cinema, Theatre and Psychology in Lebanon and then received film training with
Abbas Kiarostami in South Korea at the Asian Film Academy. He is currently in pre-production for his new political horror short film.

Omer Daida(27), originally from Rosh Ha’ayin, currently living in Tel Aviv. Graduated from
Sapir College, School of Audio and Visual Arts. During my studies, I focused on the documentary filmmaking field, and created my film Herd. Today I’m the DOP of 2 Documentary
films that are still in production.

Omer Daida, Director

오메르 다이다
Omer Daida
파노라마 Pano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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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끝					
Mundo

파노라마 6 Panorama Films 6

Chile, UK · 2020 · 19min · Color, B&W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영화는 아이마라족의 나이 든 여인 마틸데의 개종 후,

Mundo observes how the landscape is reshaped through

게 재구성되는지를 관찰한다. 한때 경외의 대상이었

Aymara lady. The once revered natural world has been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복음주의적 사고를 통해 어떻
던 자연은 그 지위를 잃고 지금은 악마가 지배하는 위
협적인 장소로 여겨진다.

evangelical notions after conversion for Matilde, an elderly
demoted in status; it is now regarded as a threatening
place dominated by the devil.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낸 세계와, 자연

Mundo starts from my interest on the ideas of world and

성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영

reality, and how these ideas at the same time shape the

이라는 체계에 대한 생각들로 인해 세상이 어떻게 형
화의 출발점이었다.

감독 아나 에드와르즈

nature that we create as systems to make sense of our
world itself.
Ana Edwards, Director

칠레 출신의 예술가이자 영화인. 주로 생태학과 종교 등을 탐구하고 인류학과 연
계해 영감을 얻고 영향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다.
Ana Edwards is an artist and filmmaker from Chile. Her work is informed by and in dialogue with anthropology, delving mostly around ecology and religion.

아나 에드와르즈
Ana Edwards
100 파노라마 Panorama

투게더
Together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은 올해도 산과

The Together Section is for people of all ages to enjoy

비된 6편의 장편과 19편의 단편은 관계와 공존의 문

ture and 19 short films selected talk about relationships

자연이 들려주는 정다운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준

제를 아우름과 동시에 어린이, 청소년들의 용기와 도
전을 담은 무한한 상상의 세계를 펼칩니다.

뒤틀린 관계가 회복에 이르는 과정을 감동적이고도

유쾌하게 그린 <울야는 못말려>와 <에드가와 여우>,
다름을 화합으로 완성하는 <숲속의 연주>와 <좌충우
돌 비행대회>. 특별히 <좌충우돌 비행대회>는 성우들
의 라이브 더빙으로 만나볼 수 있어 어린이와 가족단

위 관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산악
인의 끝없는 도전과 용기를 담은 <렉시콘 프로젝트>,

그리고 자전적 다큐멘터리가 주는 남다른 감동으로

가족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24마리>도 빼놓을 수
없는 작품입니다.

푸르른 산에서 만나는 형형색색 다채로운 우리네 이
야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
랍니다.

endearing stories of mountains and nature. The 6 feaand coexistence in a world full of imagination, courage,
and challenges for our young ones.
Mission Ulja Funk and Fox for Edgar are moving, funny
films about saving bad relationships. Sounds Between
the Crowns and The Fantastic Flying Competition turn
differences into perfect harmony. The Fantastic Flying
Competition will be especially memorable for families
in the audience with a live dubbing performance. Don’t
miss E11 Lexicon, a story about a mountaineer’s endless challenges and bravery, and 24 Leeches, an autobiographical documentary that reminds us of the value
of family.
A variety of colorful stories screening in the lush green
mountain. We hope it proves to be a precious moment
for the whole family.

투게더 Together

투게더 Together

마틴과 신비의 숲					
Martin and the Magical Forest

수네 - 여름축제 대소동				
Sune - Mission Midsummer

Czech Republic, Slovakia, Germany · 2021 · 80min · Color · Fiction

Sweden · 2021 · 88min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괴짜 도시 소년 마틴이 여름 캠프에서 2주를 보내며

The adventurous story about a young geek city boy Martin,

을 극복하는 모험에 대한 이야기이다. 모험을 겪는 동

summer camp without his comfort and any technology.

도시에서 누리던 안락함과 현대 문명 없이 자기자신

안 마틴은 숲의 생물들을 도와 탐욕스러운 개발업자
들에 의해 파괴되는 숲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변화
해 나간다.

who has to overcome himself and stay two weeks in the
Here he will be challenged to help the forest creatures to
save their forest of being destroyed by greedy developers.

<마틴과 신비의 숲>은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장편영

Martin and the Magical Forest is a feature film for children

다. 환상적인 요소와 웃음을 주는 순간, 그리고 행복

tion. It is an adventure story that weaves together fantasy

화로 실사와 VFX 및 애니메이션을 결합해 제작되었
한 결말이 엮인 모험 이야기이다.

감독 페트르 오크로펙

페트르 오크로펙
Petr Oukropec
104 투게더 Together

and parents that combines live action, VFX, and animaelements, comic moments, and a happy ending.

수네의 엄마인 카린은 스웨덴의 한여름 축제로 유명

Sune Andersson’s mother Karin inherits a cottage in the

의 여자 친구 소피의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휴가를 보

midsummer celebrations. The Andersson family wants to

한 미슐트라는 작은 마을의 오두막을 상속받고 수네
낼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두 가족이 휴가를 떠나기
직전, 소피와 수네가 헤어진다.

little village of Myshult, which is famed for its epic Swedish
spend their vacation there, together with Sune’s girlfriend
Sophie’s family. But just before they leave, Sophie breaks
up with Sune.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멋지고 매력적인

With Sune - Misson Midsummer, we wanted to create a

감독 엘란 베스코브

Erland Beskow, Director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great and engaging film for the whole family.

Petr Oukropec, Director

<인디언 서머>(1995) 제작 후 Negativ를 설립해 50여 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감
독 데뷔작 <파란 호랑이>(2012)는 여러 번 수상했고 <인 유어 드림스!>는 2016
년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받았다.

1990년대부터 TV와 드라마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았다. 스웨덴 TV 어워드인 크리
스탈렌(2008, 2019)과 노르디스크 바르네 TV 페스티벌(2005), 프리 쥬네스(2006)
등을 수상한 바 있다.

Petr’s production debut was Sasa Gedeon’s Indian Summer. He co-founded Negativ, producing over 50 films with international acclaim. His directorial debut, Blue Tiger(2012), won many international awards, and his second film, In Your Dreams!, was
invited to 2016 Berlinale and film festivals worldwide.

Erlend Beskow has won the Swedish TV award Kristallen twice(2008, 2019), Nordisk
Barne-tv festival 2005 and Prix Jeunesse 2006. Erland has a long and solid background
with TV and drama since the 90s.

엘란 베스코브
Erland Beskow
투게더 Together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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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의 공장					
The Black Mill

울야는 못말려			
Mission Ulja Funk

Poland · 2020 · 100min · Color · Fiction

Germany, Luxemburg, Poland · 2021 · 93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열두 살의 이보는 공산주의 시대가 막을 내린 작은

Twelve year old Iwo lives in a small, post-communist town

터였던 파괴된 공장이 있는데, 이 오래된 공장 근처

parents. Breaking the promise to not approach the old mill

마을에 살고 있다. 이곳에는 한때 마을 어른들의 일
에 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긴 아이들은 그곳에 잠
재된 사악한 힘을 불러내게 된다. 그 사건 이후, 그들

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고 마을의 어른들과 물건들이
사라진다.

헤어진 가족이 애정으로 재결합하는 과정과 평범해

보이는 아이들이 기이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

기를 담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화합에 대
한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이다.

마리우시 팔레이
Mariusz Palej
106 투게더 Together

감독 마리우시 팔레이

with destroyed Black Mill - once a place of work for many
- the children accidentally unleash its evil powers. From
that moment nothing will ever be the same again. Objects
and adults start to disappear.
The Black Mill is a film about a family initially separated
but reunited with love, and a group of seemingly ordinary
friends tackled by extraordinary events. It presents a universal story about love and integration.
Mariusz Palej, Director

삶의 이유인 천문학 연구에 방해를 받자 스스로 문제

When Ulja(12) is prevented from pursuing her passion, as-

훔친 영구차를 타고 동유럽을 가로질러 소행성의 충

With a stolen hearse and a classmate as a driver, she

를 해결하기로 한 열두 살 울야는, 동급생이 운전하는
돌을 보러 간다. 이 여정을 통해 울야는 그녀를 뒤쫓

는 이들뿐 아니라 그녀가 가족과 우정에 대해 가졌던
실리적인 생각도 떨쳐 버려야만 하는 처지에 놓인다.

tronomy, she decides to take matters into her own hands.
makes her way across Eastern Europe to watch the impact
of an asteroid. In doing so, she not only has to shake off
her persecutors, but also her pragmatic view of friendship
and family.

때로 개인의 진심은 시대와 이념을 초월해 결코 흔들

Sometimes, a person’s sincerity transcends time and ide-

야의 호기로운 도전과 더불어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

possible to change. A delightful drama that brings solace

리지 않을 것 같은 집단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울
을 발견할 수 있는 유쾌한 힐링 드라마.

프로그래머 장다나

ology and reshapes the mind of a group that seemed imwhile following Ulja’s exciting quests and her family.

바르샤바 사진대학과 우치 영화학교를 졸업하고 뮤직비디오, 광고 및 TV 시리즈
의 제작자로 감독 경험을 쌓았다. <어둠의 공장>은 <파란 문 너머의 환상세계>에
이은 그의 두 번째 장편 가족영화이다.

쾰른미디어아트아카데미에서 각본 및 연출 전공. 퍼스트스텝어워드 후보에도 오른
<엘라 플룸호프의 발라드>는 많은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울야는 못말려>는 그
녀의 장편 데뷔작이다.

Mariusz Palej has graduated of the College of Photography in Warsaw and the Film
School in Łódź. He gained directing experience as creator of music videos, commercials
and TV series. The Black Mill is his second feature film aimed at the family audience after
award-winning Behind the Blue Doors.

She did a bachelor’s degree in media production and then studied screenwriting and directing at the Academy of Media Arts Cologne. Her graduation film Die Ballade Von Ella
Plummhoff was screened at festivals worldwide and nominated for the First Steps Award.
Mission Ulja Funk is her first feature film.

Jang Da-na, Programmer

바르바라 크로넨베르크
Barbara Kronenbe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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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요트를 찾아서				
Finders of the Lost Yacht

차다 - 우리 사이의 강			
Chaddr - A River Between Us

Finland · 2021 · 86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Germany · 2020 · 9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부모님의 금전 문제로 인해 페르차는 친구 킬루와 헤

Pertsa and Kilu face the horrid possibility of being sep-

석상에 강도가 들었다는 말을 듣고, 도둑맞은 물건과

When the local bank and jewellery get robbed, they de-

어질 위기를 맞게 된다. 고민하던 두 소년은 은행과 보
돈을 찾아주고 상금을 받기로 한다. 모험을 떠난 두
소년은 보트와 비행기, 잠수함 등에 올라 우정을 지키
기 위해 분투한다.

arated as a result of Pertsa’s family’s financial problems.
cide to retrieve the loot in hopes of a reward. In their quest,
the two embark on boats, planes, and submarines, fighting to preserve their friendship.

발트해 연안을 배경으로 한 <잃어버린 요트를 찾아

Set in the modern Baltic seashore, Finders of the Lost

간에서 필요한 용기와 창의성, 그리고 끈끈한 우정에

the story of courage, creativity, and strong friendship that

서>는 모든 관객을 위한 액션 어드벤처로, 위기의 순
관한 영화이다.

감독 타비 바르티아

Yacht is a major action-adventure for all audiences with
will endure and help through tough times.
Taavi Vartia, Director

속도감 있는 가족영화로 유명한 핀란드 출신의 감독 및 작가. 「롤리와 황금열
쇠」, 「비밀의 섬」 등의 많은 TV 드라마를 감독했다.
Taavi Vartia is a director, screenwriter and author known for fast-paced family films such
as Rolli and the Golden Key and The Island of Secrets. He has also directed numerous TV
dramas, most recently Nurses(Syke), Keisari Arrnio, and Kevytta Ylapilvea.

타비 바르티아
Taavi Vartia
108 투게더 Together

17살의 스탄진은 인도 라다크의 고등학교를 곧 졸업

Stanzin(17) is about to graduate from high school in La-

을 지나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다. 지구온난화와 기술

a dangerous mountain pass to get from her home village

한다. 그녀는 마을에서 학교로 가기 위해 위험한 산길

발전으로 사람들의 삶이 빠르게 변했기 때문이다. 기
말고사를 치르고 영원히 고향을 떠나기 전 마지막 등
굣길에 오른 스탄진에게는 많은 것이 위태롭다.

dakh, India. She is the last generation who has to follow
to school. Global warming and technological progress
change the lives of people rapidly. A lot is at stake for
Stanzin, who undertakes her last way to school before
taking final exams and leaving home town forever.

산속에 사는 소녀가 소프트웨어 설계자를 꿈꾼다. 성

In the remote mountain region a teenage girl dreams of

로 지지한다. 기후변화는 천천히 히말라야를 사람이

even though her success means her leaving them, the cli-

공하면 부모님을 떠나야 하지만 그들은 딸을 진심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든다.

프로듀서 레나 카르베

becoming a software engineer. Her parents support her
mate change makes this place in the Himalayas unlivable.
Lena Karbe, Producer

박민수는 한국 출신의 독일 영화감독이자 촬영감독이다. 뮌헨텔레비전영화대학 졸
업작인 <세월>(2017)은 스튜디오함부르크상의 최고 다큐멘터리상과 바이에른문
화상, 그림메상 등 많은 상을 수상했다.
Park Min-su is a German director and cinematographer of South Korean origin. His graduation film at the University of Television and Film in Munich SEWOL-Die Gelbe Zeit(2017) won
numerous awards, including Studio Hamburg Prize Best Documentary Award, Bavarian
Culture Prize and Grimme Prize.
박민수
Park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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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비행대회				
The Fantastic Flying Competition

투게더 1 Together Films 1

Netherlands · 2021 · 6min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Welcome to the Fantastic Flying Competition for birds!

는 좌충우돌 비행대회에 앞다투어 참가하지만, 플라

Fantastic Flying Competition, but one by one each team

밍고 팀은 오도 가도 못하고 독수리 팀은 통제 불능

이 되는 등, 한 팀씩 차례로 문제가 생긴다. 과연 닭 팀
을 이길 팀이 있을까? 새들이 벌이는 야단법석과 반칙

이 난무하는 이 멋진 영화를 보는 관객들만이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판단할 것이다.

The countdown begins and the birds line up for the annual
runs into trouble... The flamingos are stuck! The hawks
are out of control! Can anybody beat the chickens? Hijinks
and fowl-play abound in this dazzling picture book, where
only the reader can judge who the real winner is.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 원작인 <좌충우돌 비행대회>

The Fantastic Flying Competition is based on the children’s

기 기법이다.

‘sophisticated’ cut-out technique.

에 사용된 애니메이션 기법은 일종의 ‘정교한’ 잘라내
작가 치베 휠트캄프

투게더 1 Together Films 1

Slovakia · 2020 · 10min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새들이 참여하는 좌충우돌 비행대회에 오신 것을 환
영합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새들은 매년 열리

별똥별 친구				
On the Hill

picture book. The animation technique I used is a kind of

어느 날 저녁, 숲에 혼자 살던 로봇은 집 뒤 언덕에

One evening, a robot living alone in the woods finds a fall-

을 집에 가져가지만, 시간이 지나며 별빛은 점점 흐려

by the star, he decides to keep it. Over time, he discovers

서 떨어진 별을 발견한다. 별이 마음에 든 로봇은 별

지고 하늘의 별자리에 빈자리가 생긴 걸 깨닫는다. 이
에 로봇은 별을 다시 하늘에 되돌려보내려고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우리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닌 영화
를 만들고 싶다는 매우 단순한 목표를 가지고 이 영
화를 만들었다.

감독 루카스 듀리챠, 유라이 매시아르

en star from the sky on a hill behind his house. Fascinated
that the star is missing in the sky while his star fades. So
he decides to return the star to the sky again, which will
not be so easy.
Our aim with this film was very simple, we wanted to make
a film with a universal story for everyone.
Lukáš Ďurica, Juraj Mäsiar, Directors

Tjibbe Veldkamp, Screenwriter

1954년생으로 네덜란드의 쿠보르덴 출신이다. 애니메이션 및 단편영화 제작자이
자 감독이며 만화가와 삽화가이기도 하다.

이 두 명의 감독은 브라티슬라바공연예술학교에서 시각효과를 공부하고 있으며 주
된 관심 분야는 CGI와 애니메이션이다.

John Croezen was born in 1954, Coevorden, Netherlands. He is a producer and director
of animated and short films, comic artist, illustrator and cartoonist.

Lukáš Ďurica and Juraj Mäsiar study visual effects at the University of Performing Arts in
Bratislava. They are mainly interested in CGI and animation.

루카스 듀리챠, 유라이 매시아르
Lukáš Ďurica, Juraj Mäsiar

존 크로젠
John Croe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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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지 아빠				
Battery Daddy

투게더 1 Together Films 1

Korea · 2021 · 6min · Color · Animation		

Battery Daddy is in charge of every corner of the house.

는 사람들과 함께 계곡으로 여행을 간다. 모처럼 즐거

others. While having fun, a sudden downpour caused the

구석구석에서 활약한다. 그러던 어느 날 건전지 아빠

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계곡물
이 불어나 모두가 고립된다. 건전지 아빠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손전등 안에서 온 힘을 다
해 빛을 밝혀보지만 비가 계속 들이쳐 방전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One day, Battery Daddy goes on a trip to a valley with
valley to flood, and everyone was stranded. Battery Daddy
tries to power the flashlight with all his might so that people can be safely rescued. But the constant rain is putting
him in danger…

우리는 많은 것들로부터 다양한 에너지를 주고 받으

We live by giving and receiving various energies from

뜻한 에너지로 전달되길 바란다.

will be conveyed to someone with warm energy.

며 살아간다. 건전지 아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따

감독 전승배

many things. I hope that the story for the battery daddy

작은 장화 하나가 강변에서 잠을 깬다. 집으로 돌아가

A little rain boot wakes up on a river’s side. On her journey

화는 어떤 장애물이라도 극복해낼 것이다. 장화는 길

find her way back home. On the road she faces many

는 길을 찾기 위해 숲을 가로지르는 여행을 시작한 장
에서 그녀를 성장시킬 많은 사건을 겪게 된다.

through the forest she would overcome any obstacles to
events that will make her grow.

영화를 만드는 내내 장화 한 켤레를 가지고 다녔는데,

A real pair of boots followed us through the entire project;

은 도움을 주었다. 제작이 끝날 때엔 그 장화가 영화의

tures references. At the end of the production, it became

음향 녹음과 연기, 그리고 화면의 질감을 표현할 때 많
마스코트가 되었다.

감독 테오도르 장비에, 파니 파올리, 엠마 가쉬,
아나벨 다비드, 줄리 발랑탱, 끌레르 로베르

it really helps for the sound recordings, the acting and texa mascot for the film.
Thēodore Janvier, Fanny Paoli, Emma Gach,
Anabelle David, Julie Valentin, Claire Robert, Directors

Jeon Seung-bae, Director

1979년 충남 출생. 2005년도에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과 애니
메이션 전공에 입학하여 2009년도에 졸업하였다. 현재 그는 토이빌애니메이션스
튜디오에서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재직 중이다.
Born in 1979,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In 2009, Graduated from Chung-Ang
University of Advance Imaging Science, Multimedia & Film. He is working at Toyville
Animation Studio as an animation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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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게더 1 Together Films 1

France · 2021 · 7min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건전지 아빠는 아이들 장난감, 리모컨, 도어록 등 집안

전승배
Jeon Seung-bae

스텝 바이 스텝					
Step by Step

<스텝 바이 스텝>은 에꼴드누벨이마쥬 출신 학생들의 졸업 작품이다.

Former students from the Ecole des nouvelles images, they graduated with this film.
테오도르 장비에, 파니 파올리, 엠마 가쉬,
아나벨 다비드, 줄리 발랑탱, 끌레르 로베르
Thēodore Janvier, Fanny Paoli, Emma Gach,
Anabelle David, Julie Valentin, Claire 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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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 연주				
Sounds Between the Crowns

ON

투게더 2 Together Films 2

에드가와 여우						
Fox for Edgar

투게더 2 Together Films 2

Czech Republic · 2020 · 15min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Germany · 2021 · 8min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한 떠돌이 음악가의 얼굴을 보게 된 여왕은 그를 도

A homeless musician was kicked out of the city after the

에드가는 부모로부터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한

Edgar is not getting a lot of attention and affection from

부숴 버렸다. 하지만 그는 악기를 고치겠다는 의욕을

instrument, he didn’t lose the motivation to fix it.

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숲에서

phones and laptops than with their son. In the forest, a fox

시에서 쫓아냈고 심지어 경비병들은 그의 악기까지
잃지 않았다.

queen saw his face. Although the guards destroyed his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의 개성을 두려움으로 받아들

Since when did we acknowledge someone’s uniqueness

시선에 대한 고찰이자, 이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위대

‘difference’ while presenting a story of great art that tran-

이게 된 걸까. <숲속의 연주>는 ‘다름’이 품은 다양한
한 예술에 대한 이야기이다.

필립 디비악
Filip Diviak
114 투게더 Together

프로그래머 장다나

with fear? The film examines the various perspectives of
scends all these boundaries.
Jang Da-na, Programmer

다. 부모님은 아들보다 스마트폰과 노트북으로 시간
한 여우가 외로운 에드가를 돕는다.

his parents, as they prefer spending time with their smarthelps lonely Edgar.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 장치 속으로 ‘사

Today, many of us have tendencies to ‘disappear’ into our

신이나 가족처럼 삶의 중요한 것들로 돌아가는 길을

ourselves-and the important things in life, such as: family.

라지는’ 경향이 있다. 이럴 때 자연은 우리가 우리 자
찾도록 도와줄 수 있다.

technical devices. Nature can help us find the way back to

감독 파울리네 코트만

애니메이터이자 신예 감독으로, 브라티슬라바예술학교를 졸업하고 즐린에서 공
부하기 시작했다. <눈 속의 작은 이야기>(2018), <구름이 싫어!>(2018), <어웨이
커>(2017) 등의 단편을 제작했다.

바벨스베르크의 콘라드볼프영화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했다. 베를린의 말하
는동물애니메이션협회의 회원이며 프리랜서 애니메이션 영화제작자이자 사진작
가이다.

Animator and novice director who started to study in Zlín after graduating from Bratislava
Art School. His filmography includes: Petits contes sous la neige(2018), Cloudy(2018),
Awaker(2017).

Pauline Kortmann studied Animation at Film and Television Academy Konrad Wolf in Potsdam Babelsberg. She is part of Talking Animals Animation Collective in Berlin and works
free-lance as animation filmmaker and photographer.

Pauline Kortmann, Director

파울리네 코트만
Pauline Kort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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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친구 라이카					
A Wish Upon a Satellite

ON

투게더 2 Together Films 2

Estonia, Finland · 2021 · 17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On the eve of his tenth birthday, a lonely boy wishes upon

문들을 떠올리며 믿음직스러운 장난감 광선총에 의

door! With pulpy tales of aliens in his head and his trusty

지한 채, 소년은 신이 나서 밤새 숲을 헤매며 조사를
벌인다.

a falling star, right before it crash lands in the forest next
toy ray gun at his side, he excitedly wanders into the night
to investigate.

이 진심 어린 영화를 통해 우리는 라이카를 되살리고

With this heartfelt movie, we have the amazing opportuni-

기회를 얻게 되었다.

have deserved.

그녀가 마땅히 누렸어야 할 삶을 다시 돌려줄 놀라운
감독 레니 린나

ty to bring Laika back to life and give her the life she would
Leeni Linna, Director

다재다능한 클라이머 닐 그레샴은 영국 클라이밍계

Accomplished all-round climber Neil Gresham seems to

프로젝트 렉시콘 루트에 도전한다. 이는 호수쪽 파베

est traditional project Lexicon. The steep and blank head-

의 거목이다. 그는 나이 50이 되어 전통적 초고난도
이 아크의 동쪽 걸리에 있는 깎아지는 듯한 권곡벽으
로, 눈으로 봐도 거의 홀드도 없고 안전해보이지 않는

다. 그의 이 도전은 성공적이고 역사적 도전으로 기
억될 것이다.

116 투게더 Together

be the fine wine of UK climbing; at 50 he realises his hardwall of Pavey Ark’s East Gully in the Lake District has a
smattering of tiny holds and notably no protection. A successful ascent would rank it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그의 성공적인 등반은 이 영화가 최종적으로 도달하

His successful ascent is not the final goal in this film. E11

계를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과 닐의 진정성

cerity comes face to face with his thorough preparations

려는 지점이 아니다. <렉시콘 프로젝트>는 물리적 한
을 마주하는 순간을 향한다.

레니 린나
Leeni Linna

투게더 3 Together Films 3

UK · 2021 · 21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한 외로운 소년이 열 번째 생일 전날, 집 근처 숲에 떨
어지는 유성을 보고 소원을 빈다. 외계인에 대한 소

렉시콘 프로젝트					
E11 Lexicon

프로그래머 장다나

Lexicon aspires to reach the moment Neil Gresham’s sinto overcome physical limitations.

에스토니아 출신의 감독이자 작가로 뉴욕영화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광고, 단편,
다큐멘터리를 쓰고 감독했다. 섬세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고도의 영화적 미학
을 끌어내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구축해낸다.

아웃도어 전문 감독이자 카메라맨으로 베테랑 탐험가이다. 다수의 상을 받은 영화
와 TV광고를 제작했다. 압도적인 풍경과 인간을 조화롭게 포착하는 특별한 능력으
로 업계를 대표하고 있다.

Leeni Linna is a director and writer from Estonia and alumna of New York Film Academy.
She has written and directed commercials, shorts, documentaries and worked at Vice
Media in New York. Her gift for spearheading a highly cinematic aesthetic with delicate
moving stories has become her signature style.

Alastair Lee is a director and camera man specialising in the outdoor world and a veteran
of expeditions. Producing award winning films and TV commercials his special talent for
combining the spectacular with the human have made him one of the leading forces in his
industry with over 100 awards.

Jang Da-na, Programmer

앨라스터 리
Alastair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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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장마					
Fiddlehead Rain

투게더 3 Together Films 3

Korea · 2021 · 8min · Color · Animation · World Premiere

Po, A little tadpole meets a sprout, Lily. Lily teaches Po

것을 알려주고 둘은 함께 올라가기로 약속한다. 릴리

er, but unfortunately, things don’t go right. Waking up at

는 자라서 수면 위로 올라가지만, 챙은 거친 소나기를

맞아 꼬리가 찢어져 밑바닥으로 추락한다. 챙은 좌절

하지만, 곧 자기에게 튼튼한 두 다리가 있음을 깨닫고

about the world above, and they promise to go up togeththe bottom of the pond with his tail ruined, Po despairs
shortly until realizing about his strong, jumpable legs.

세상을 향해 한발을 내딛는다.

인생은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으며 자신이 한없이 작

Life can be tough, and there are times you can feel so

법이 있으며 이를 찾는다면 세상을 향해 도약할 수 있

everyone has a unique way to grow up, and when you find

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감독 유예진

The brothers play on the beach with firecrackers. They

사해보기로 한다. 위험에 이끌리는 바로 이 마음이 이

inspect its interior. Being drawn to risk is the basis of their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캠핑카를 발견하고 내부를 조
형제가 공유하는 관계의 밑바탕이다.

find a motor home that looks abandoned and decide to
relationship.

어린 시절의 우리는 모험과 위험에 이끌리며, 이것은

In childhood we are attracted to adventure and risk, it is

러한 위험과의 연관성을 탐구하고자 했다.

though a fraternal relationship.

감독 이케르 마구레기

a vital stage. I wanted to explore this connection with risk
Iker Maguregi, Director

small in this big world. We wanted to send a message that
it, leaping out to the world only needs a small step.
Yoo Ye-jin, Director

세 감독은 1999년도 출생으로, 2018년 건국대학교 영상영화학과
에 입학하여 재학중이다.
유예진, 임현지, 강정윤
Yoo Ye-jin, Lim Hyeon-ji, Kang Jeong-yun

한 형제가 해변에서 폭죽을 가지고 놀고 있다. 그들은

삶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 형제간의 관계를 통해 이

힘껏 위로 뛰어올라 꽃이 핀 릴리와 재회하며 새로운

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성장 방

ON

투게더 3 Together Films 3

Spain · 2021 · 13min · Color · Fiction · Korean Premiere

올챙이 챙은 어느 날 새로 태어난 새싹 릴리를 만난

다. 릴리는 챙에게 수면 위에도 눈부신 세상이 있다는

썬더					
Thunder

Yoo Ye-jin, Lim Hyeon-ji and Kang Jeong-yun were born in 1999 and
studying at Konkuk University of Arts and Design.

시청각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연출 전공. 졸업 작품 <마지막 늑대>(2018)는 빌바오
국제영화제와 사라고사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다. <썬더>는 ESCAC에서 완성한 석
사 학위 작품이다.
Graduated in Audiovisual Communication and specialised in Directing. Azken otsoa(2018),
his final degree project, was selected for ZINEBI and the Zaragoza Film Festival, among
others. Thunder(Trumoiak) is the master’s project in Film Directing that he has just completed at ESCAC.
이케르 마구레기
Iker Magur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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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자					
Blue Lion

투게더 4 Together Films 4

France · 2021 · 19min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A lonely peasant welcomes home a distressed kitten

사자가 두려워 내쫓으려고 한다. 농부는 데려갈 수 없

and suspicious of this creepy-looking stranger and chase

는 자작나무만 남겨 둔 채 수레에 자신의 집을 실어
사자와 소를 데리고 마을을 떠난다. 농부와 그의 동물
들은 집을 내려놓을 곳을 찾기 위해 세계를 여행한다.

which becomes a big blue lion. But the villagers are afraid
him away. So the peasant leaves with his house on a cart
with the lion and his cow. Only his birch tree remains,
which could not be uprooted. The peasant and his animals
travel the world to find a place to put their house.

익숙한 권선징악의 구조와 신화에 기반한 이미지들,

The film displays the familiar structure of didactic morality

보는 것 같은 탁월한 미적 체험을 선사한다.

local tales. It offers a unique aesthetic experience, like

토속신화에 뿌리를 둔 이 작품은 한편의 동굴벽화를

프로그래머 장다나

조이아 트로피모바
Zoia Trofimova
120 투게더 Together

투게더 4 Together Films 4

Ghana, Belgium · 2019 · 21min · Color · Fiction

외로운 농부가 맞아들인 새끼 고양이가 푸른 빛의 커

다란 사자로 자라나자, 마을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굿 나잇						
Da Yie

along with images based on myths and stories rooted in
looking at an ancient cave mural.

가나의 화창한 어느 날, 한 외국인이 두 아이에게 다

On a sunny day in Ghana, a foreigner approaches two chil-

떠난 세 사람은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외국인 보가

them get along so well that Bogah, the foreigner, starts to

가가고 아이들은 뜻밖의 여행을 떠나게 된다. 여행을
는 아이들에게 접근했던 자신의 의도에 의문을 품게
된다.

dren and takes them on an unexpected trip. The three of
question his initial intentions...

여전히 자행되는 비극을 기억하는 스산한 카메라의

The camera’s bleak gaze that followed all the tragedies

없는 눈빛은 어느새 이 영화의 중심부를 강렬하게 관

completed their journey become a sharp sword penetrat-

시선, 그리고 모든 여정을 마친 두 아이의 설명할 수
통하는 날선 검이 되어 있다.

프로그래머 장다나

and the inexplicable eyes of the two children who have
ing the heart of the film.
Jang Da-na, Programmer

Jang Da-na, Programmer

ER예술학교를 졸업 후, 애니메이터로 일하며 모스크바 VGIK에서 영화를 공부했
다. 모스크바애니메이션영화학교의 감독 교육 과정을 마치고 스테이 인 프랑스
프로그램에 참여해 <어린 왕자의 하루>를 제작했다.

가나 태생의 벨기에 영화인. 2020년 클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제에서 <굿 나잇>
으로 그랑프리를 수상했고 현재는 샘슈피겔필름랩에서 2등을 한 첫 장편영화 <포
스트카드>를 작업 중이다.

Graduated from the Yekaterinburg Fine Arts school, Zoia studied cinema in Moscow
VGIK while working as an animation assistant. She finished her training as a director at
the Moscow Animation Film School, and she made her second film, Le Trop Petit Prince,
as part of a grant for a stay in France.

Ghanaian-born filmmaker from Belgium. His short film, Da Yie, won the Grand Prix at the
2020 ISFF Clermont Ferrand. Currently, he works on his first feature-length film Postcard,
which won second prize at the Sam Spiegel FilmLab. His TV-show, Clemenceau, was
selected for Torino Series Lab.
안소니 니
Anthony 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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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들의 여름					
Summer of Bees

투게더 4 Together Films 4

Finland · 2021 · 23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On a particularly hot summer, Eedi, suffering from

미래보다 작은 꿀벌을 더 두려워하지만, 마지못해 그

keeping. Eedi gets reluctant help from their mother Anne

녀를 돕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꿀벌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eco-anxiety, decides to quit their studies and start beewho, rather than fearing for the future, is scared of every
single little bee. Soon enough they notice that saving the
bees is not an easy job.

어머니와 함께 꿀벌을 키우며 얻은 다양한 경험에서

With Summer of Bees, I wanted to explore the impact of

변화와 생태 불안이 부모와 자식 관계에 미치는 영향

ships. I was inspired by the various experiences I have

영감을 받아 이 영화를 만들었다. 영화를 통해 기후
을 탐구하고자 했다.

이다-마리아 올바
Ida-Maria Olva
122 투게더 Together

감독 이다-마리아 올바

ON

투게더 5 Together Films 5

Switzerland · 2021 · 52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유난히 더운 여름, 기후와 환경을 걱정하던 이디는 학

업을 그만두고 양봉을 시작한다. 이디의 엄마 안네는

고양이, 개 그리고 예술에 관하여		
Of Cats, Dogs and Art

climate change and eco-anxiety in parent-child relationwhile keeping bees with my own mother.

유명한 혹은 우리가 잊고 있던 작가들의 작품을 새롭

With a new look at the work of famous and forgotten

농장의 동물로, 고급스러운 소품으로, 그리고 오늘날

four-legged friends from farm animal to prestige object

게 재해석한 이 영화는 네 발 달린 우리의 친구들이
의 반려자로 변모하는 역사적 변화를 보여준다.

artists, the film shows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and today’s domestic companion.

그들은 언제나 친구이자 또 다른 가족구성원의 모습

They are present everywhere in human life in the form of

의 흔적을 통해 반려동물의 역사를 돌아보는 흥미로

guide that looks back on the history of companion animals

으로 인간의 삶 깊은 곳에 존재한다. 이 영화는 예술
운 안내서이다.

프로그래머 장다나

friends and other family members. This film is an intriguing
through traces of art.
Jang Da-na, Programmer

Ida-Maria Olva, Director

핀란드 탐페레에 거주하는 감독, 각본가, 음악가, 양봉가로 다큐픽션, 미니멀리즘,
코미디 영화에 관심이 많다. <어플로트>(2016)와 <오차드 로드>(2014)로 유럽의
많은 영화제에 참여했다.

취리히에 거주하는 영화제작자 및 비디오 예술가로 미디어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
다. 영화와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영화와 TV 영화는 물론, 예술 비디오와 설치 예
술 작품을 만들고 있다.

Ida-Maria Olva is a director, scriptwriter, musician and a beekeeper based in Tampere,
Finland. Olva’s previous films Afloat(2016) and Orchard Road(2014) have competed in
various festivals around Europe. Right now Olva is interested in auto- and docufiction,
minimalistic films and comedy.

Anka Schmid lives and works in Zurich as a filmmaker, video artist and media lecturer. In
her work, she crosses the border between film and art and makes cinema and television
films as well as art videos and art installations.

안카 슈미트
Anka Sch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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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꽃들에게				
The Loneliness of the Stars

ON

투게더 5 Together Films 5

France · 2021 · 7min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Aloe, a young flower, has just been planted in the garden.

은 도망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flees and decides to go back home…

The other flowers try to get to know her but, scared, Aloe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색감은 제목의 뉘앙스를 뛰어

The simple yet cheerful colors offer a warmth that goes

주는 이들을 생각하게 하는 짧지만 긴 여운을 가진

sentiments that reminds you of the strange people who

넘는 정겨움을 선사한다. 낯설지만 때론 위로가 되어
작품이다.

프로그래머 장다나

beyond the nuance of the title. A short film with lingering
sometimes convey heartwarming feelings.
Jang Da-na, Programmer

1998년 앙제 출생. 고등학교 졸업 후 예비학교인 파리 세브르아틀리에를 다녔고,
이후 애니메이션 수페리어 과정에 들어가 팀원들과 함께 여러 편의 단편을 제작
했다. <외로운 꽃들에게>는 그의 첫 단편이다.
Maxime Séchet was born in Angers, 1998.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he started a
preparatory class at l’Atelier de Sèvres in Paris. He then got in L’Atelier Supérieur d’Animation, where he experimented through several shorts in teams. The Loneliness of the
stars(2021) is his first short.
막심 세쉐
Maxime Séchet
124 투게더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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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2020 · 10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이제 막 정원에 심어진 어린 알로에꽃이 있다. 다른 꽃

들은 그녀와 친해지려고 하지만, 겁에 질린 알로에꽃

24마리			
24 Leeches
너무 일찍 이 세상을 떠난 지혜로운 소년과 함께 했던

A family canoe adventure with a wise little boy who left this

슈피리어 호수의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This project began as a family canoe film to educate the

편집하던 중 아들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아들을 추

passed away while it was being edited, and it is now a

가족의 카누 여행.

내 가족이 출연하는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영화를
모하는 영화가 되었다.

감독 아론 피터슨

world for too soon.

world on the chaging climate of Lake Superior. My son
memorial to him.
Aaron Peterson, Director

미국 사진작가이자 영화제작자로 오대호 지역의 모험과 환경에 중점을 둔 작품을
만든다.
Aaron Peterson is an American photographer and filmmaker focused on adventure and
environment in the Great Lakes region.

아론 피터슨
Aaron Pet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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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합과 감자튀김				
Mussels and Fries

ON

투게더 6 Together Films 6

France · 2021 · 27min · Color · Animation · Korean Premiere

Noée(9), a girl, just joined her mother on the island of

는 사이이며 모두 스스로 항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have known each other forever and that they all know how

알게 된다. 노아도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싶지만, 수입
이 빠듯한 그녀의 엄마는 수업료를 낼 방법이 없다.

Bénac’h in Brittany. She discovers that all of the kids here
to sail. And Noée wants to try! But her mother doesn’t
have the means to sign her up for sailing class…

노아의 성장담은 성별과 재력에 대한 차별이 만연한

Noée’s story of growing up is a meticulous female nar-

다. 실제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은 여성 노동자들의

wealth. The Brittany region of France is famous for the

커뮤니티 문화를 뒤집는, 성실하게 쓰인 여성서사이
적극적인 사회참여로도 유명하다.

프로그래머 장다나

투게더 6 Together Films 6

Korea · 2021 · 25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브르타뉴의 섬으로 이주해 엄마와 함께 살게 된 노아
는, 섬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서로 잘 아

아지트: 잃어버린 패치를 찾아서		
The Adventurers
걸스카우트 단원 지호와 완. 고대하던 캠핑날, 지호는

Ji-ho and Wan are members of the girl scout. On the

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지호와 완은 아이들을 잡아먹

symbol of the Girl Scouts, and ruins everything. To make

걸스카우트의 상징인 패치를 잃어버려 모든 걸 망치
는 열쇠 할아버지에 쫒기게 되고, 도망쳐 돌아온 집은
텅 비어있는데... 그러나 무서움도 잠시, 지호와 완은
둘만의 아지트로 모험을 떠난다.

Jang Da-na, Programmer

ther who eats children, and the house they return to after
running away is empty. However, the fear doesn’t last long
own hideout.

아이들의 시선에서 보이는 세상은 매 순간이 모험담

The world seen from children’s perspectives is filled up

하고 이를 통해 어른들도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공감

young children through a fairy tale and adults can revive

의 한 페이지이다. 아이들의 시선을 동화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

발랑스에 거주하는 애니메이터. 2005년 루베 ESAAT대학을 졸업했고 2019년 수
핀포콤발렌시아를 졸업했다. 재학 중 만든 작품을 제외하고는 <홍합과 감자튀김>
이 첫 영화이다.

matters worse, Ji-ho and Wan are chased by a grandfa-

as Ji-ho and Wan soon embark on an adventure to their

rative that topples the prevalent bias against gender and
active social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long-awaited camping day, Ji-ho loses her patch, the

감독 박지연

with adventure stories. I want to express the innocence of
childhood memories and sympathize with it.
Park Ji-youn, Director

1996년 출생,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를 졸업하였다.

Born in 1996. Director Park Ji-youn is majored in Film, Dongguk University.

Nicolas Hu is an animator living in Valence. Graduated from the ESAAT of Roubaix in
2005 and from Supinfocom in Valenciennes in 2019. Without taking into account school
films, Mussels and Fries will be its first film as a director.

니콜라 위
Nicolas Hu
126 투게더 Together

박지연
Park Ji-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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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자				
The Man of Passive

투게더 6 Together Films 6

Korea · 2022 · 19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건설회사 김 부장은 전날 술자리의 실수를 만회하기

Mr. Kim goes to a mountain with Mr. Park to recover his

갑의 여유와 을의 목마름을 등산이라는 소재로 유쾌

I wanted to illustrate a relationship between power and no

감독 전승표

Jeon Seung-pyo, Director

위해 박 상무의 등산길에 따라나선다.
하게 표현하고 싶었다.

mistake last night.

power in a comic way with a climbing.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전문사 졸업. 영화 <살인자의 기
억법>에서 연출팀으로 일했다. 단편영화 <크로키>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
었으며 <종친장학금>, <소풍같이>또한 영화제에 소개되었다.
Born in 1991. Graduated from Yeonsei Univ. and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orked as a crew at Memoir of a Murderer. His first short film, Croquis was selected at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전승표
Jeon Seung-pyo
128 투게더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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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 - 스위스

Alps - SWITZERLAND

程)을 떠납니다. 총 인구의 30%가 이민자이기에, 스

of the Alps, Switzerland. Because immigrants make up

올해는 알프스의 작지만 큰 나라, 스위스로 객정(客

This year, we take a trip to the small yet mighty land

위스인의 문화적 배경이나 삶의 방식은 원주민과 이

30% of the Swiss population, its cultural background

민자의 문화가 봉합되어서 표현되거나, 이민자들의
고향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한 스위스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험준한 알프스 산
맥을 따라 다양한 산악활동과 산악인이 존재합니다.

이는 올해 월드 프리미어로 소개되는 두 편의 산악영
화를 통해 더욱 잘 알 수 있는데, 스위스 여성산악인

소피 라보의 히말라야 14좌 등반 도전기 <소피 라보,

레이디 8,000>과 150년 전 마터호른을 오른 루시 워

and way of life is a patchwork of native and immigrant
cultures woven together. The backgrounds of many
films are thus based in the home country of the immigrants. In addition, since 60% of Switzerland covers
the rugged mountain ranges of the Alps, there is a wide
range of mountaineers and mountain activities. This
can be well seen in the two mountain films making their
world premiere this year: Sophie Lavoud, Lady 8000,

커를 따라가보는 <루시 워커를 따라서>가 그 영화들

about female Swiss climber Sophie Lavoud’s climbs of

할을 하며 다양한 단편 애니메이션들을 제작하는 나

Walker, about Lucy Walker, who climbed the Matter-

입니다. 그리고 스위스 애니메이션 제작의 견인차 역

the 14 eight-thousanders, and In the Footsteps of Lucy

다스디 필름의 작품들과 각종 해외 영화제에서 소개

horn 150 years ago. There will also be films by Nadasdy

예(虹霓) 같은 영화들을 통해 스위스를 톺아보는 시

driving force in the production of Swiss animations, as

되며 그 작품성을 인정받은 영화들까지, 총 17편의 홍
간이 되길 바랍니다.

Film, a short animation production company that is the
well as films recognized at var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Come and scour Switzerland through the selected 17 gemlike films.

장편영화

Feature Films

<소피 라보, 레이디 8,000>

Sophie Lavoud, Lady 8000

<루시 워커를 따라서>

In the footsteps of Lucy Walker

<이웃들>

Neighbours

<자호리>

<지붕위의 춤추는 소>

Zahorí
Cows on the Roof

나다스디 필름

Nadasdy Film

<바닐과 머리카락 도둑>

Vanille

<눈의 요정>

Old Mother Snow

<아버지와 딸>

Them

<자연에서>

In Nature

커튼콜 단편

Curtain Call Shorts

<알레치 빙하>

Aletsch Negative

<게임>

The Game

<카본>

Carbon

<토요일의 사람들>

People on Saturday

스위스 산악영화 단편

Mountain Shorts of Switzerland

<또 다른 고요함>

This Other Kind of Silence

<누가 흑인을 두려워하랴>

Who is afraid of the black man?

<아마조니아>

Amazonia

<에베레스트의 텔레노벨라>

Telenovela on Everest

포커스 Focus

소피 라보, 레이디 8,000		
Sophie Lavaud, Lady 8000

ON

Switzerland · 2021 · 93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10번 이상의 성공적인 등반을 통해 소피 라보는 8천

With more than ten successful climbs under her belt,

한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이미 두 번의 실패를 안겨준

first Swiss woman to conquer the world’s 14 eight-thou-

미터 14좌 완등을 이룬 최초의 스위스 여성이 되기 위

다울라기리가 그녀와 그녀의 꿈 사이에 괴물처럼 강
력하게 버티고 서있다.

Sophie Lavaud is well set on her way to becoming the
sanders. But, with two failed attempts already, Dhaulagiri
is the monster that stands mightily between her and her
dreams…

소피 라보는 세계 최고 14개 봉우리 중 11개에 올랐

Sophie Lavaud has stood on 11 of the 14 highest peaks

었다. 2021년 봄, 그녀는 8,167미터 다울라기리에 세

Swiss woman to reach them all. In spring 2021, she tries

고 모두를 등정한 최초의 스위스 여성이 될 기회를 얻
번째로 도전한다.

감독 리자 뢰슬리

in the world and has a good chance of becoming the first
for the third time on the 8,167-metre-high Dhaulagiri.
Lisa Röösli, Director

리자 뢰슬리는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저널리스트, 영화감독, 프로듀서로 20년 이상
독립 제작과 다큐멘터리 분야에 종사했다. 문화 연구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최근
에는 정치적 시각의 여행 시리즈를 전문으로 한다.
Lisa Röösli is a journalist, filmmaker, producer and camerawoman based in Switzerland.
She has more than 20 years of experience with both independent productions and documentaries. Recently, she has been specializing in travel series with a political approach.
She holds a doctorate in cultural studies.
리자 뢰슬리
Lisa Röös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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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			
Neighbours

자호리
Zahorí

Switzerland, Kurdistan · 2021 · 125min · Color · Fiction

Switzerland, Argentina, Chile, France · 2021 · 105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영화는 섬세한 유머와 풍자를 통해 독재와 암울한 사

With a fine sense of humor and satire, the film tells of a

를 들려준다. 억압과 독재의 시대에는 어느 정도의 우

also has its light moments. How much friendship, love and

건 사이에도 밝은 순간이 함께 있던 어린 시절 이야기
정과 사랑, 연대가 가능할까?

childhood, which, between dictatorship and dark drama,
solidarity are possible in times of repression and despotism?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극영화 형식을 통해 완성한

A contemporary fairy tale created as a feature film based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며 따뜻함까

about how politics and religion affect individuals while

현재 진행형의 현실 동화. 정치와 종교가 개인의 삶
지 전달한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on an autobiographical experience. It will make you think
sharing warmth in life.
Jinna Lee, Programmer

잿빛 바람이 파타고니아 대초원을 강타했다. 열세 살

The Patagonian steppe is swept by a grey wind. Mora(13)

을 갖게 되고 부모에게 자신의 주장을 피력한다. 스

and affirms herself to her parents, Swiss-Italian ecolo-

인 모라는 ‘가우초’가 되고 싶어 하며 학교에 의구심

위스 출신의 이탈리아인 환경운동가인 그녀의 부모

가 품었던, 독립성을 지닌 자녀에 대한 환상이 악몽으
로 바뀌는 순간이다. 모라는 하나뿐인 친구 나자레노
가 그의 말 자호리를 잃자 그를 돕기 위해 대초원 깊

134 포커스 Focus

gists, whose dream of autonomy turns into a nightmare.
Mora goes deep into the steppe to help her only friend,
Nazareno, an old Mapuche who has lost his horse, Zahorí.

이 들어간다.

칠레와 아르헨티나 경계에 살며 파타고니아 초원의

A 13-year-old girl who lives on the border of Chile and Ar-

기 위한 여정을 통해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변

steppe. However, her dream leads her to discover herself

목동을 꿈꾸는 13살 소녀. 그녀의 꿈은 자호리를 찾
모한다.

마노 카릴
Mano Khalil

intends to become a ‘gaucho’. She questions the school

프로그래머 이정진

gentina dreams of becoming a gaucho in the Patagonian
during her journey to find Zahorí.

쿠르드계 스위스인 영화감독. 역사와 법을 전공했으나 체코슬로바키아로 이주해
소설과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TV방송국에서 독립영화감독으로 일했다. 현재 스
위스에서 독립영화감독이자 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다.

제네바대학에서 영화연출과 시각예술을 전공했고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와 단편영
화를 제작해 다수의 영화제 및 예술제에 선정된 바 있다. <자호리>는 2021 로카르
노국제영화제에서 내일의 영화상을 수상했다.

Kurdish-Swiss film director. He studied history and law at Damascus University, then
fiction and film direction in Czechoslovakia. From 1990 to 1995, he worked for Czechoslovak and Slovak TV, and since 1996, he has worked as an independent film director
and producer, currently residing in Switzerland.

She graduated in Film Direction and Visual Arts at the University of Geneva - HEAD. She
made several documentaries and short fiction films selected in Internationals Festivals &
Art Centres. Zahorí won The Films After Tomorrow at Locarno Film Festival 2021.

Jinna Lee, Programmer

마리 알레산드리니
Marí Alessandr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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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위의 춤추는 소			
Cows on the Roof

아버지와 딸
Them

Switzerland · 2020 · 82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Switzerland · 2020 · 8min · Color · Animation

파비아노는 그의 농장에서 치즈 만드는 일을 도왔던

Fabiano is haunted by guilt about the death of an ille-

에 시달린다. 히피족이었던 그의 부모도 치즈를 만들

cheese in his cottage. His hippie parents were also cheese

마케도니아 출신 불법 노동자의 죽음 때문에 죄책감
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모든 것이 더 힘들어졌
다. 그는 곧 아빠가 될 것이고, 아내 에바는 소박한 삶
을 꿈꾼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함께
삶을 꾸려나갈까?

gal Macedonian worker who used to help him make Alp
producers, but times have changed, and everything gets
tougher. Soon, he will become a father, and Eva hopes to
fulfill her dreams of a simple life. How can they build a life
together in such difficult circumstances?

많은 이가 귀농이나 자연속에서의 삶을 꿈꾼다. 스위

Many people dream of returning to nature or farming. The

은 고단하지만, 그는 희망의 햇볕을 기다리는 중이다.

Ticino is harsh, but he is waiting for the sun of hope. Like

스 티치노주 산에서 목축을 하며 사는 주인공의 현실
지붕 위의 소처럼.

알도 구골츠
Aldo Gugol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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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 이정진

reality of the protagonist living in the Swiss mountain of
cows on the roof.
Jinna Lee, Programmer

알프스 - 스위스 1 Alps - SWITZERLAND Films 1

외젠과 그의 딸 라베이는 떠돌이 생활을 한다. 외젠은

Eugene and his daughter Lavey move from place to place.

정스럽다. 어느 날 밤, 낯선 모습을 한 생물체들이 그

her gradual metamorphosis. One night, strange shapes

딸을 사랑하지만, 딸의 모습이 점차 변해가는 것이 걱
들에게 다가오자 겁에 질린 외젠은 그들 중 하나에게

총을 쏜다. 하지만 라베이는 자신이 이 생물체 중 하

나와 닮았다는 걸 깨달은 후 외젠을 떠나고 외젠은 필
사적으로 딸을 되찾으려 한다.

Eugene loves his daughter, but he has a problem with
approach them. In a panic, Eugene shoots one of the
pursuers. Lavey realizes that she looks like one of these
creatures. She runs away from Eugene, who desperately
tries to get her back.

대사 없이 전해지는 아버지의 딸에 대한 사랑, 하지만

The father’s heartfelt love for his daughter is evident even

부정(父情)에 관한 환상동화.

mation for her kin, who are similar to herself. A fairy tale

딸은 변해버린 자신과 비슷한 동족과 떠나가려 한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without words, but she tries to leave him after a transforabout a father’s love.

취리히에서 신문사 사진기자로 일하며 정치과학과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다. 이
후 뮌헨영화학교를 졸업했고 독일과 스위스에서 영화감독으로 여러 편의 다큐
멘터리를 감독했다.

2D와 3D 애니메이션 전공 후 루체른응용과학예술대학에서 석사를 받았다. <분석
마비>, <보리야>, <환상의 마로나> 및 말리의 아동 매춘에 대한 다큐멘터리에 참여
했고 현재 나다스디 필름에서 일한다.

While working as a photojournalist for several Swiss newspapers, Aldo Gugolz studied
political sciences and communication in Zurich. He attended the University of Televion
and Film Munich, and works as a filmmaker in Germany and Switzerland. He directed
several documentaries for TV and cinema.

Bachelor’s in 2D and 3D animation at the Ceruleum School of Visual Arts and Master’s
in film at the HSLU with her film Them(2020). She also contributed to Analysis Paralysis,
Boriya, Marona’s fantastic tale, and a documentary on child prostitution in Mali. Currently
works at Nadasdy Film.

Jinna Lee, Programmer

수니타 상가레
Sunitha Sanga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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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워커를 따라서		
In the footsteps of Lucy Walker

알프스 - 스위스 1 Alps - SWITZERLAND Films 1

Switzerland · 2022 · 75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150 years after the ascent of the Matterhorn by Lucy

인 마리-프랑스 헨드릭스는 등반 역사의 선구자임에

Hendrikx, historian and mountain enthusiast, decided to

도 거의 알려지지 않은 루시 워커에 대해 조사하고 당
시 그녀가 등반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치마를 입고
마터호른을 오르기로 한다.

Walker, the first woman to achieve this feat, Marie-France
investigate this largely unknown English woman who is
nevertheless one of the pioneers of mountaineering, and
to climb the Matterhorn again, in the same conditions, in
the clothes of the time: in skirt.

두 감독은 마리-프랑스 헨드릭스가 루시 워커의 발자

Gaëlle May and Michaël Rouzeau follow Marie-France

히 따라간다.

for this challenge, to gradually weave the portrait of Lucy

취를 복원하기 위해 연구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면밀

가옐 마이, 미카엘 루조
Gaëlle May, Michaël Rouzeau

138 포커스 Focus

감독 가옐 마이, 미카엘 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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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 워커가 여성 최초로 마터호른을 등정하는 위업

을 이룬 지 150년이 흘렀다. 역사가이자 등반 애호가

눈의 요정
Old Mother Snow

Hendrikx closely in her quest and her physical preparation
Walker.
Gaëlle May, Michaël Rouzeau, Directors

한 자매가 숲의 가장자리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The two sisters live alone with their mother at the edge

는 숲에서 땔감을 모아 오겠다고 기꺼이 나선다. 어느

helpful as her little sister Fingerita who willingly offers to

부루퉁한 십 대 소녀 텀벨린과 달리 여동생 핀게리타

날 핀게리타의 모자가 오래된 우물에 빠지고, 그녀는
깃털을 흔들 때마다 눈이 내리는 눈의 요정의 매혹적
인 세계를 발견한다.

of a forest. Thumbeline, a rather sulky teenager, isn’t as
go and gather firewood in the forest. When Fingerita’s hat
falls into an old well, she discovers the enchanting world
of Old Mother Snow, who makes the snow fall every time
she shakes her eiderdown!

이 영화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이며, 감독은 어린 두

This film is an initiatory tale and the director invites her

초대한다.

her two little heroines.

주인공과의 유쾌하고 비밀스러운 공감으로 관객들을

단편영화 에이전시 엘리엇 라드누아

young audience to a delightful and secret empathy with
Elliot Lardenois, L’Agence du court métrage

가옐 마이는 <Arcabas - Rencontre au soir de sa vie>(2021)를 감독했고, 미카엘
루조는 <1818 - La Débâcle du Giétro>(2018)를 공동 감독 및 제작했다.

셀리아 티세랑은 2019년에 두 번째 단편영화를 감독했다. 그녀는 2020년에 아르노
데뮝크와 함께 첫 중편영화인 <눈의 요정>을 공동 감독했다.

Gaëlle May recently directed the film Arcabas - Rencontre au soir de sa vie, a documentary
film about the painter Arcabas and his work, 2021. Michaël Rouzeau co-directed and
co-produced the film 1818 - La Débâcle du Giétro, documentary film, 2018.

Célia Tisserand directed her second short film in 2019. In 2020, she co-directed her first
medium length film with Arnaud Demuynck, Old Mother Snow.

셀리아 티세랑, 아르노 데뮝크
Célia Tisserant, Arnaud Demuyn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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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조니아
Amaz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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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re here, in the Amazon, not to do a sporting feat, nor

려움에 맞서기 위해 아마존에 왔다. 우리의 목표는 서

to face our fears. In French Guiana, our goal was to link

로 130km나 떨어진 프랑스령 기아나의 두 마을 사이
의 정글을 가로질러 완벽한 자치권역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길도 안내원도 없는 정글에서 우리에게 주어
진 시간은 17일뿐이다.

to discover something that has never been explored, but
two villages 130 km apart, through the jungle, in complete
autonomy. We had 17 days to do this, without a path,
without a guide.

In Amazonia, they have a machete in hand in the middle of

들이 그들의 삶과 모험을 위해 투쟁하고 싶은 마음이

the viewer want to fight for an adventure, for their life.

들게 하고 싶었다.

플로리아 갈레이
Florias Gallay
140 포커스 Focus

감독 플로리아 갈레이

빙하학자들은 금세기 말에는 빙하가 거의 사라지고

The Aletsch Glacier is the longest and largest glacier of the

을 것이라고 한다. 영화는 우리가 보는 이미지의 규모,

but small parts of Aletsch by the end of this century. The

알프스에서 가장 길고 큰 빙하인 알레치의 일부만 남
일시성, 그리고 본질에 대한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매혹적인 시청각적 경험을 제공하고, 얼음이

물줄기로 변하는 동안 얼어붙은 순간의 연속은 미시
에서 거시까지 움직임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낸다. 빙

아마조니아의 덤불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진 거라곤

손에 든 마체테뿐이었다. 우리는 이 모험을 통해 관객

알프스 - 스위스 2 Alps - SWITZERLAND Film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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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스포츠 신기록을 세우거나 아무도 발을 들여

놓지 못한 곳을 탐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

알레치 빙하
Aletsch Negative

the bushes. Through this adventure, we wanted to make
Florias Gallay, Director

하의 내부로 향하는 감각의 여행.

Alps. Glaciologists say most glaciers will have disappeared
film takes us on a captivating visual and sonic experience
in which scale, temporality, and our perception of the
nature of the images we see, are questioned. A sensory
journey to the belly of the glacier.

기후 위기로 인해 결국 알레치 빙하는 언젠가는 소멸

The Aletsch Glacier will eventually disappear due to the

억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our memories forever with this film.

할 것이나, 이 영화로 알레치 빙하의 얼음은 우리의 기

프로그래머 이정진

climate crisis, but the ice of the Aletsch glacier will be in

메커트로닉스 엔지니어로 일했으나 자신의 열정에 몰두하고자 그 직업을 포기했
고, 현재는 제작사인 Fauve SA의 공동 설립자이다. 그의 재능을 사용해 관객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 꿈이다.

스위스 예술가이자 영화인으로 프랑스 아를의 국립사진학교를 졸업했다. 도시, 자연,
사회적 풍경의 변형과 인간의 이동, 분리, 권력의 구조, 기후 변화에 집중하는 그녀
의 작업은 전 세계적으로 상영 및 전시되었다.

Florias Gallay was trained as a mechatronics engineer, but he decided to leave this
profession to devote himself to his passion. Today he is co-founder of a production
company, Fauve SA; His dream is to put his talent at the service of others, he seeks to
open the spectator to new worlds.

Swiss artist and filmmaker graduated from the National Photography School in Arles,
France. Her works, focusing on transformations of urban, natural and social landscapes,
human displacements, segregation, the architecture of power, and climate change, have
been exhibited and screened worldwide.

Jinna Lee, Programmer

로랑스 보방
Laurence Bon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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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In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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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nature, a couple is a male and a female. Well, not al-

기도 한다. 당신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동성애는 인

and a male. You may not know it, but homosexuality isn’t

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ways! A couple is also a female and a female, or a male
just a human story.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안다고 확신하던 편견을 불

We can always find the evidence to dispel our prejudices

프로그래머 이정진

Jinna Lee, Programmer

식할 증거는 언제 어디서든 찾을 수 있다.

마르셀 바렐리
Marcel Barelli
142 포커스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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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의 한 쌍은 암수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늘 그

렇지는 않고 암컷들끼리 혹은 수컷들끼리 쌍을 이루

카본
Carbon

that we were so confident in but not aware of.

현대의 쿠바, 고된 노동에 지친 두 남자가 석탄 산업

In Cuba today, two men tired of a life of hard work are

경으로, 숯을 만드는 사람들이 백일몽에 빠져드는 긴

cial radio, time passes between the transformation of the

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국영 라디오 방송을 배
저녁나절과 나무가 변화하는 모습 사이로 시간이 흐
른다.

working in the coal industry. Accompanied by the offiwood and long evenings when the charcoal makers sink
into a state of waking dream.

<카본>은 현대의 쿠바에서 밤낮없이 일하는 두 사람

Carbon shows the daily reality of two men working day and

프랑스 프로듀서 마리 자우엔

Marie Jaouen, French Producer

의 일상 속 현실을 보여준다.

night in today’s Cuba.

스위스 로드리노 출신의 애니메이션 감독. 제네바에 거주하며 영화감독으로 활
동하고 있다. <비지아>(2013), <페리페리아>(2010) 등 많은 단편 애니메이션을
선보였다.

스위스계 이탈리아인. 사회학을 공부한 후 쿠바의 EICTV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노
동자의 생활 조건에 관한 여러 다큐멘터리를 제작 및 감독했고 스위스, 이탈리아, 프
랑스에서 다양한 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Marcel Barelli is an animation filmmaker. He was born in Lodrino, Switzerland in 1985.
He lives and works in Geneva as a filmmaker. He worked on many animated short films
as Vigia(2013), Peripheria(2010), and In Nature(2021).

Swiss-Italian, studied sociology before going to Cuba to study cinema at the EICTV. Before Carbon, he directed several self-produced documentaries on the living conditions of
workers, reflecting his sociology studies. Currently, he works between Switzerland, Italy
and France on various film projects.
다비데 티사토
Davide Tis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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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레스트의 텔레노벨라
Telenovela on Ev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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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film features the ascent of Everest via its northern

한 산의 가파른 경사면에서 겪게 되는 현실에 최대

the slopes of this sacred mountain. A three-dimensional

한 가까이 다가간다. 정상을 향한 꿈, 원정대를 꾸리
는 일, 그리고 고지대에서 촬영하는 어려움을 다차원

적으로 다루면서, 해발 8,800m 이상에서 찍은 특출
난 이미지를 통해 에베레스트 상업 원정을 또 다른
각도로 보여준다.

ridge. The story is intended to be close to the reality on
vision between the dream of the summit, the expedition
and the execution of his camera-work. A different view
on commercial expeditions to Everest with unique images
taken at over 8,800m above sea level.

아르헨티나 연속극 배우가 8,848미터에 도전한다. 전

An Argentinian soap opera actor takes on 8,848m. He

신의 활동영역인 드라마처럼 유쾌한 기억으로 마무

er, as though he is making a pleasant drama.

문 등반가에게도 쉽지 않은 등반과 하산을 그는 자
리한다.

니콜라스 보사르
Nicolas Bossard
144 포커스 Focus

프로그래머 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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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유명한 텔레노벨라 전문 배우의 에베

레스트 북쪽 능선 등반에 대한 영화. 영화는 이 신성

누가 흑인을 두려워하랴
Who is afraid of the black man?

completes the climb, difficult even for the seasoned climbJinna Lee, Programmer

1951년 겨울, 아프리카계 미국인 작가 제임스 볼드윈

“No black man had ever set foot in this tiny swiss village

서 몇 달을 지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이 작은 스위스

can writer James Baldwin spent a few months in Leuker-

은 연인이 태어난 발레 산맥 중심부의 로이커바트에
마을에 흑인 남자가 온 적이 없습니다.” 제임스 볼드
윈의 이 말은 70년 후, 조지 플로이드의 살인으로 들
썩였던 오늘날의 세계와 묘하게 연결되어 있다.

before I came.” In the winter of 1951, the African-Ameribad, in the heart of the Valais mountains, where his lover
came from. Seventy years later, in a world shaken by the
murder of George Floyd, James Baldwin’s words resonate
with an odd relevancy.

아이들은 때로는 겁에 질려, 때로는 호기심에 그를

He experienced the strangeness of a being a ‘Negro’, as

험을 했다.

intrigued.

‘검둥이’라고 불렀고, 그는 ‘검둥이’로 사는 기이한 경
감독 시몽 가블루

the children called him, sometimes terrified, sometimes

니콜라스 보사르는 영화감독이자 모험가이며 세계 전역에서 다수의 다큐멘터리
를 촬영했다. 에베레스트, 아마다블람을 포함한 히말라야의 여러 정상에 올랐고,
히말라야를 도보로 횡단했다. 그는 윙슈트 점프 전문가이다.

스위스의 영화감독. 스위스라디오텔레비전(RTS)의 다큐멘터리 부서에서 일하고 있
다. 보존되어온 과거의 이미지와 오늘날의 이미지를 결합해 여러 단편영화를 만든
작가로 많은 상을 받았다.

Nicolas Bossard is a professional filmmaker and adventurer. He works for many documentary around the world and has already climb Everest, Ama Dablam and many summit
in Himalayan region. He cross all Himalaya by foot in 2013 and he is specialized in
Wingsuit for high mountain jump.

Simon Gabioud is a Swiss director. He works for the Documentary Unit of the Swiss Radio
Television(RTS). He is the author of several short films mixing archive images and images
of today. He has received numerous awards.

Simon Gabioud, Director

시몽 가블루
Simon Gabi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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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과 머리카락 도둑
Van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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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ille, a young Parisian girl recently arrived in Guade-

모험에 뛰어든다. 풍성한 이야기와 예상치 못한 전개

picturesque characters and a magic flower. These are hol-

로 가득한 멋진 휴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loupe, dives in an adventure tinged with mystery, meeting
idays that promise to be rich in twists and turns!

환상과 동화의 경계에 선 소녀 바닐의 이야기. 타인과

Somewhere between fantasy and fairy tale lies the story

가 되길 바란다는 감독의 의도가 잘 표현된 영화이다.

message for children to accept their differences and learn

다르더라도 자신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어린이
프로그래머 이정진

기욤 로랭
Guillaume Lorin
146 포커스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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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루프에 도착한지 얼마 안 된 파리의 소녀 바닐은

그림 같은 인물들과 마법 꽃을 만나는 신비로 가득한

토요일의 사람들
People on Saturday

of a young girl, Vanille. The film expresses the director’s
to value themselves.
Jinna Lee, Programmer

취리히의 화창한 토요일 오후,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A sunny Saturday afternoon in Zurich. Ten tableaux show

풍경을 보여준다.

small and big challenges.

크고 작은 도전에 맞서 싸우는 열 가지의 서로 다른

people going about their daily lives - while struggling with

절제되고 보편적인 영화 언어로 다양한 해석이 가능

The reduced, universal film language attempts to create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통해 사람들의 성찰

intended as a critical, even satirical look at today’s society,

하고 특정 국가나 시대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만들어
과 토론을 끌어내고자 한다.

감독 요나스 울리히

a narrative for all audiences and open interpretation. It is
stimulating reflection and discussions.

과들루프에서 자연과 전통문화에 둘러싸여 자란 그는 라 푸드리에르학교에서 감
독으로서의 기술을 연마했다. 폴리마쥬와 카툰살롱에서 일한 후, 과들루프에서
벌어지는 다채로운 이야기인 <바닐과 머리카락 도둑>을 감독했다.

2012년부터 작가, 감독,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씬에어>(2018)는 2019년 취리히
영화제 후보에 올랐고 <토요일의 사람들>(2020)은 로카르노국제영화제의 황금표
범상을 받았다.

Guillaume Lorin grew up in Guadeloupe, surrounded by nature and the folklore. He studied animation and enters La Poudrière school where he developed his skill as a director.
After years working for Folimage and Cartoon Saloon, he directs Vanille, colorful modern
day tale taking place in Guadeloupe.

Jonas Ulrich has been working as a writer, director and editor since 2012, in close cooperation with his team at the production company Dynamic Frame. Thin Air(2018) was
nominated for the Zurich Film Prize in 2019. People on Saturday(2020) won the Pardino
d’oro at the Locarno Film Festival 2020.

Jonas Ulrich, Director

요나스 울리히
Jonas Ul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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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The Game

알프스 - 스위스 4 Alps - SWITZERLAND Films 4

또 다른 고요함
This Other Kind of Silence

ON

알프스 - 스위스 4 Alps - SWITZERLAND Films 4

Switzerland · 2020 · 17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Switzerland · 2021 · 7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관중석이 떠들썩해지고 선수

A whistle. The stands of the stadium get loud. The players

세상이 멈췄다. 도시는 겁에 질린 것 같았고 삶은 메

The world stands still. Cities seem petrified, life has dried

계한다. 이 한가운데 심판이 있고 경기장의 모든 사람

field. In the middle of it, the referee. The whole stadium

산으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도착한 곳은 메마른 산

to the mountains-in search for life. But she ends up at a

들이 격렬히 항의하는 현장을 스포츠 캐스터들이 중
이 지켜보는 속에서 그는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관객
은 심판인 페다이 산과 함께 축구 경기의 다양한 모습

과 경기장에서 존경받고 경기장 전체의 에너지를 지
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한다.

protest angrily. The presenters follow the action on the
watches him. Now he has to decide. With the referee Fedayi San we experience the highs and lows of a soccer
game, what it means to earn respect on the field and direct
the energy of an entire stadium.

애정을 담아 축구 경기의 이면을 보여준다. 가족 관계

Endearingly Offering the behind scenes of a soccer game.

겪는 엄청난 부담감을 체험하는 동시에 그가 어떤 사

the game, the audience can experience the referee’s im-

및 선수와 심판의 관계를 가까이 지켜보며 한 심판이
람인지 알게 된다.

로만 호델
Roman Hodel
148 포커스 Focus

감독 로만 호델

By closing in on the interactions of everyone involved in
mense pressure while getting to know the real him.
Roman Hodel, Director

말랐다. 3주간의 봉쇄 조치 이후, 감독은 생명을 찾아
속의 호수였고, 그녀는 그곳에서 야영을 한다. 그녀가

도착한 이 외부 세계는 그녀 내면의 세계를 투영하여,
팬데믹이라는 매우 보기 드문 시절을 겪으며 느꼈던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up. After three weeks of lockdown, the filmmaker travels
mountain lake made of dust. Nevertheless, she sets up
camp at the bottom of the lake. This outside world presents a reflection of her inner world, which tells a tale of
lostness during a very particular time.

첫 봉쇄 기간에는 등산이 금지되었다. 도시에 갇혀 3

During the first lockdown we were told to avoid mountain-

수였고 2주 후 친구와 함께 호수를 다시 찾아와 촬

tains, but only found this strange place. Two weeks later I

주를 보내고 산으로 떠났지만, 도착한 곳은 낯선 호
영했다.

감독 카롤리너 핑크

eering. After three weeks in the city I went to the mounreturned with a friend to film the footage.

루체른응용과학예술대학의 영상학과 졸업 후 영화감독 및 촬영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푸른 빛>은 빈터투어국제단편영화제에서, <게임>은 제77회 베니스국제
영화제에서 각각 처음 공개되었다.

산악 등반과 문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주로 다루는 영화제작자이자 사
진작가. 알프스와 히말라야를 주제로 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감독과 촬영감독을 맡
아 작업을 해왔다.

Roman Hodel studied at the Video Department of the Lucerne School of Art and Design
and works as filmmaker and cinematographer. His short film Bluelight premiered at the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Winterthur, and The Game had its world premiere at the
77th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aroline Fink is a filmmaker and photographer specialized in mountaineering, mountain
culture and people connected to mountains. In filming, she has worked as a director and
camerawoman in major projects in the Alps and the Himalayas.

Caroline Fink, Director

카롤리너 핑크
Caroline F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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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퀄: 타트라 - 폴란드

Prequel: Tatra - POLAND

입니다. 폴란드는 중부유럽에서 9번째로 면적이 넓

Festival is Poland. It is the ninth largest country in Cen-

내년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주목할 나라는 폴란드

The country of focus at next year’s Ulju Mountain Film

고 10,000여개의 호수가 있으며, 사막도 있는, 다채

tral Europe, with a diverse natural environment ranging

로운 자연환경을 가진 나라이지만, 사회체제의 변화

나 식민지배와 독립의 아픈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합
니다. 더불어 기념비적 산악인 예지 쿠쿠츠카를 비

롯해 여러 산악인을 배출한 산악국가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울주세계산악문화상의 수상자인 크

시스토프 비엘리츠키와 안제이 바르기엘 등 산악인
의 활동을 담은 <#비엘리츠키>, <카라코람: 미션 임

파서블>과 전원, 바다 등 폴란드인의 삶을 담아낸 다

큐멘터리, 저항의 아픈 역사를 영화적으로 기록해 낸
2021년 문제작 <1970>을 통해 폴란드를 미리 소개
하고자 합니다.

from some 10,000 lakes to deserts. It is also wreaked
with a painful history of social system changes, colonial
rule, and independence. Well known as a mountainous
country, it is home to many mountain climbers, including the monumental climber Jerzy Kukuczka. We bring
you a taste of Poland this year through the following
films: #TO_BE, about the activities of mountaineers like
Andrzej Bargiel and this year’s Ulju Mountain Culture
Award recipient Krzysztof Wielicki; Doo Sar. A Karakoram Ski Expedition Film, a documentary that captures
the lives of Polish people in the countryside and the
sea; and 1970, a controversial 2021 film about a painful history of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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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엘리츠키
#TO_BE

전원의 모녀
Bucolic

Poland · 2022 · 55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Poland · 2021 · 70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비엘리츠키>는 우정, 파트너십, 그리고 자연에 대

#TO_BE is a philosophical story about friendship, partner-

중하며 비탄 없이 8천 미터 14좌를 여행하는 놀라운

eight-thousanders-without pathos, with respect for people

한 철학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을 존

가상 여행기이다. 관객은 비엘리츠키와 함께 세계에
서 가장 높은 산에 오르고 그가 정원에 채소를 따러

갈 때도 동행한다. 그리고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지 궁
금해하기 시작한다.

ship and nature, but also a breathtaking virtual trip to 14
and nature. The viewer accompanies Wielicki in his ascent
to the highest mountains in the world, but also goes to the
garden with him to get vegetables. And the viewer begins
to wonder what is more important.

자연에 대한 커다란 존경심을 가진 뛰어난 산악인 크

#TO_BE shows an outstanding climber Krzysztof Wielicki

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that this film will serve as a direction what is important in

시스토프 비엘리츠키를 보여주는 이 영화가 인생에
방향을 제시했으면 한다.

프로듀서 마야 피에트라셰프스카-코페르

그제고시 리피에츠
Grzegorz Lipiec
152 포커스 Focus

surrounded by nature and with great respect for it. I hope
life and what we should care for.
Maja Pietraszewska-Koper, Producer

다누시아와 그녀의 딸 바시아는 문명과 멀리 떨어진

Danusia and her daughter Basia live far from the mod-

의 영혼과 더불어 살고 있다. 외떨어진 그들의 거주

animals and the spirits of the dead. Their enclave brings

곳에서 자연의 리듬과 법칙에 따라 동물, 죽은 이들
지는 평화와 안전함을 주는 대신 타인을 만나고 싶

은 갈망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이 영화는 남다른 삶
을 사는 사람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관찰하며 그들

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
을 불러일으킨다.

ern world, in tune with nature’s rhythm and laws, among
peace and security, but also builds a longing for contact
with other people. Bucolic is an affectionate observation
of people living differently, and it evokes curiosity about
their world and a desire to look closer.

이들의 삶은 타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일지 중요하

The mother and daughter do not mind how other people

는 이 영화는, 관객이 모녀의 세계를 더 관찰하고 싶

observation and makes the viewer want to look into their

지 않다. 편견없이 관찰해내는 감독의 시선이 느껴지
도록 만든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think of their lives. The film reflects the director’s unbiased
world closely.

시나리오 작가, 감독, 촬영감독이자 편집자이다. 폴란드그디니아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2차례 수상했다. 데뷔작인 <의미있는 인생>으로 코샬린국제데뷔작영
화제에서 비엘키 얀타르상을 수상했다.

감독이자 사진작가인 그는 안제이 프리츠 모드제프스키 크라쿠프대학을 졸업했고
실레지아대학의 라디오와 TV학과에서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을 공부하고 있다. 또
한 바이다스쿨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Screenwriter, director, cinematographer and film editor. Two-time winner of the Golden
Lions award at the Polish Film Festival in Gdynia. Winner of the Wielki Jantar award for
his feature debut at the International Festival of Film Debuts in Koszalin, Poland for the
film The Life Has Meaning.

Photographer, graduated from the Andrzej Frycz Modrzewski Krakow University, a student
of the organisation of film and television production at the Radio and Television University
of Silesia. Participant of DOC PRO program at the Wajda School.

Jinna Lee, Programmer

카롤 파우카
Karol Pał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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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치는 소의 마을
Village of Swimming Cows

마지막 조업
Last Season

Poland, UK · 2018 · 78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Poland · 2016 · 13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베를린 출신의 네오 히피 세 사람이 벨라루스 국경 근

A docu-comedy on three neo-hippie Berliners’ stay in a

은 다큐 코미디. 서로 다른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들

film about people with very different life philosophies who

처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 머무르며 겪는 이야기를 담

이 소통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 속에서도 우정과 교
류를 추구하며, 서로 다른 삶을 받아들이고 그 장점
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유쾌한 메시지를 담은 초대장
같은 영화이다.

small Polish village close to the Belarusian border. It is a
seek friendship and exchange despite all the communication barriers and culture gap, and also a cheerful invitation
to embrace and make the most of different approaches
to life.

영화를 촬영했던 마을은 나의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

My father was born in the filmed village. I wanted to focus

에 집중하고 싶었다. 이것이 요즘 대도시 사람들이 많

Isn’t the term overused these days, especially by people

다. 오늘날 자연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하는 얘기 아닌가?

카타지나 트자스카
Katarzyna Trzaska
154 포커스 Focus

감독 카타지나 트자스카

on the topic what it means to be close to nature today.
from big cities?
Katarzyna Trzaska, Director

프리퀄: 타트라 - 폴란드 1 Prequel: Tatra - POLAND 1

이 영화는 폴란드에 인접한 발트해 해안에서 작업을

The film tells the story of fishers working at the Polish

는 고된 작업인 그물 낚시는 바다의 가혹한 조건을

performed silently as it is the best way to bear the harsh

하는 어부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묵묵히 이루어지
견뎌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젊은이들은 거

친 날씨와 비바람, 그리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어획량

에도 불구하고, 갑판에 대구 몇 마리를 싣고 창백한
새벽녘의 항구에 도착하기 위해 앞서간 이들의 발자
취를 따른다.

coast of the Baltic Sea. Fishing using nets is hard work
conditions in the sea. Despite the tough weather, slanting
rain, and often modest catch, young people follow their
ancestors’ footsteps to arrive at the port in the pale dawn
with a few cod on the deck.

이들의 고단함과 조업의 흔적은, 대화가 제대로 들리

We can feel the traces of a fisherman’s hardships, even

않더라도 심상(心象)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 영화의

ing through imagery without explaining everything.

지 않더라도 고스란히 전해진다. 모든 것을 설명하지
힘이다.

without any dialogue. The power of the film lies in convey-

프로그래머 이정진

감독, 각본가, Zygizaga Films의 제작자로 폴란드 여성영화제작자협회의 공동 창
립자이자 이사이다. 세밀한 관찰과 유머에 따뜻한 시선을 더한 그녀의 다큐멘터
리는 많은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그단스크대학교와 그디니아영화학교를 졸업 후 단편 및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
다. 감독 및 촬영감독으로 <The real honey>와 <Seven men at different ages>
등의 작품을 만들었다.

Warsaw-based director, scriptwriter, and producer in Zygizaga Films. A co-founder and
member of the Board of Polish Female Filmmakers Association. She combines documental observation, humor, and a warm approach to her characters. Her documentaries
were shown at many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Graduated from Gdansk University and at Gdynia Film School. He currently works as director and cinematographer of short fictions and documentaries. His filmography includes The
real honey and Seven men at different ages as director and cinematographer, and Olena
and Mother as cinematographer.

Jinna Lee, Programmer

스와보미르 비텍
Sławomir Wit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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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970

프리퀄: 타트라 - 폴란드 1 Prequel: Tatra - POLAND 1

카라코람: 미션 임파서블
Doo Sar. A Karakoram Ski Expedition Film

프리퀄: 타트라 - 폴란드 2 Prequel: Tatra - POLAND 2

Poland · 2021 · 70min · Color, B&W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Poland · 2021 · 47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1970년 말 공산주의 치하의 폴란드에서 시위가 일어

When protests broke out in Communist Poland in late

두 개의 봉우리, 두 명의 친구, 그리고 두 번의 스키

Two peaks, two friends, and two ski descents. Andrzej

몽둥이를 휘두르자, 그들에게 총이 발사되었다. 녹음

militia made use of their batons. Shots were fired. Through

사를 만들기 위해 카라코람을 배회한다. 이 영화는

to create history. This film is a journey full of passion and

났고 위기대처팀이 바르샤바에 도착했다. 민병대가
기록과 애니메이션을 통해 관객들은 다양한 권력 구

조를 관찰할 수 있다. <1970>은 저항에 관한 이야기
를 압제자의 관점에서 서술한 영화이다.

1970, a crisis team gathered in Warsaw. Soon after the
archival recordings and animations, viewers are able to
observe various power mechanisms. The film 1970 is a
story about a rebellion but tol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ppressors.

영화 속의 사건들은 폴란드 현대사에 결정적인 역할

The events in the film became critical for the modern his-

고했다.

take place years later.

을 했다. 그 사건들은 몇 년 후에 일어날 변화를 예

토마시 볼스키
Tomasz Wolski
156 포커스 Focus

감독 토마시 볼스키

tory of Poland. They foreshadowed changes that were to
Tomasz Wolski, Director

활강. 안제이 바르기엘과 옌드렉 바라노프스키는 역
6,000m 하강을 함께하며 두 친구가 전하는 거산 스

키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 찬 여행과도 같다.

이 여행은 두 번의 성공으로 마무리되는데 야와시 사

르 Ⅱ 봉우리와 라일라 봉우리에서 불과 10일 간격으
로 스키 활강에 성공한다.

Bargiel and Jędrek Baranowski roam through Karakoram
love for big mountain skiing told by two friends across
6,000m of descent. The journey was completed with double success. Yawash SarⅡ peak, Laila peak, both peaks
were conquered just ten days apart and skied down.

이 영화는 나에게 놀라운 경험이었다. 우리는 환상적

This film was an incredible experience I always wanted

는데, 열정이 가득한 친구들과 함께 보낸 즐거운 시

project which delivered us fantastic footage. That was a

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파키스탄에서 한 달을 보냈
간이었다.

프로젝트 매니저 안나 오제니악

to realize. We spent 1 month in Pakistan to complete the
great time with a group of friends doing what we love to
do.

Anna Odzeniak, Project Manager

폴란드의 다큐멘터리감독조합 및 영화아카데미, 유럽영화아카데미 회원. 단편
<딸>로 앙제프리미어영화제 그랑프리 수상. 감독, 편집자, 촬영을 맡은 13편의 다
큐멘터리 역시 많은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

자전거, 스키 및 여행에 관한 영화를 제작하는 영상작가이자 드론 기술자이다. 산악
자전거 영상으로 시작된 그의 활동은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최고의 운동 선수
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Member of Guild of Polish Documentary Directors, Polish Film Academy and European
Film Academy. He directed a short film Daughter awarded Grand Prix at Angers Premiers Plan and director, editor, cinematographer of 13 documentaries awarded at many
international festivals.

Jakub Gzela is a videographer and drone operator, whose film works include bike, ski,
lifestyle, and travel subjects. Gzela’s long production journey started with mountain biking
videos. His ongoing personal development brought hip to a level where he can work with
the best athletes worldwide.
야쿱 그젤라
Jakub Gzela
포커스 Focus 157

포커스 Focus

포커스 Focus

아리투르 구마의 헌신
Artur GUMA

ON

프리퀄: 타트라 - 폴란드 2 Prequel: Tatra - POLAND 2

한때는 바다가 있었지
Once There was a Sea...

ON

프리퀄: 타트라 - 폴란드 2 Prequel: Tatra - POLAND 2

Poland · 2020 · 20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Slovakia, Poland · 2021 · 17min · Color, B&W · Animated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과거의 한 사건으로 아리투르 ‘구마’는 전설이 되었고,

Due to a certain past event, Artur ‘Guma’ is a legendary

하나 남은 눈으로 소금 사막을 바라보는 스베틀라나.

Svetlana stares into the salt desert with her only eye. Gul-

는 모두에게 신뢰받고 있다. 추락한 후 다시 정상을 향

and mountain lovers. Nobody fears the climbing routes he

흔적을 기록하고 세르게이는 관광객을 태우고 말라

vanishing sea, and Sergei drives tourists across its bare,

산악인 커뮤니티에서 잘 알려진 그가 개척한 등산로
해 가는 그의 여정은 우리 각자가 가진 아픈 진실을

드러낸다. 그에게 바위는 단순한 무생물 그 이상이며,
그는 바위들이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던 만큼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긴다.

man. He is renowned in the community of mountaineers
has established. His journey from the fall to the top reveals
a painful truth about each of us. For him, rocks are much
more than merely inanimate matter-they have lasted for
millennia, so they demand nothing but respect.

산에서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

Our intention was to show the truth about a man who ex-

까? 우리는 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는 않는다.

up and came back. Is he a hero? We don’t answer this

아온 한 남자의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는 영웅일
감독 아그니에슈카 코리츠카-소보트카

question.
Agnieszka Korycka-Sobotka, Director

붙어 반짝이는 해저면 위를 누빈다. 무이나크에 마지

막으로 남은 사람들이 사라져가는 아랄해의 예전 바
닷가 모습을 기억하며 들려주는 이야기.

shat runs an empty hotel. Captain records traces of the
glittering seabed. The last people of Mo´ynoq who remember the original shore of the drying Aral Sea...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점차 사람이 살기 힘들어진 아

An animated documentary that beautifully captures mem-

하게 담아냈다. 2022년 클레르몽페랑국제단편영화

for people to live on following development. It won the

랄해에 대한 기억을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로 훌륭
제에서 학생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ories of the Aral Sea, which gradually became difficult
Student Prize at the Clermont-Ferrand Short Film Festival
2022.

감독, 중편영화 작가, 러시아어 번역가, LBMS코치. 러시아식 촬영법, 특히 알렉산더
소쿠로프의 작가주의 영화에 관심이 많다. 48시간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2019)과
폴란드 영화상(2020)을 받았다.

포즈난예술대학과 카토비체실레지아대학 졸업. 브라티슬라바공연예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뮤직 박스>(2019), <39
주, 6일>(2017) 등을 발표했다.

Director, film expert, Russian translator, coach of the LBMS. Her main interests focus on
Russian cinematography-especially Alexander Sokurov’s ‘auteur cinema’. She is the author
of medium-length films. She won the 48 HFP for the best directing(2019) and Best Polish
Film Award(2020).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the Arts Poznan and the University of Silesia in Katowice.
She teaches at the Academy of Performing Arts in Bratislava, where she finished her Ph.D.
Her recent works are Music Box(2019, part of Happiness Machine project) and 39 Weeks,
6 Days(2017).

아그니에슈카 코리츠카-소보트카
Agnieszka Korycka-Sobotka
158 포커스 Focus

perienced a trauma in the mountains, but he didn’t give

텅 빈 호텔을 지키는 굴샤트. 선장은 사라지는 바다의

Jinna Lee, Programmer

요안나 코주흐
Joanna Kozuch
포커스 Focus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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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웨이브

Korean Wave

라는 주제로 장편 5편, 단편 8편의 영화들을 선정했

films under the theme ‘Tomorrow is Different from

올해 코리안 웨이브 섹션에서는 ‘어제와 다른 내일’이

This year’s Korean Wave selected 5 feature and 8 short

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13편은 모두 지난 한 해 유

Yesterday.’ All 13 films were featured in leading film

수의 영화제와 평단에서 화제와 주목을 받은 작품들
로, 올해 코리안 웨이브 섹션을 통해 한국 독립영화

의 현재와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작품들은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실을 찬찬히 들여다
보고 다각도로 세밀하게 드러냄으로써, 어제와 다른

내일을 위해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과 화두를 제시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 차별과 불평등, 기

후위기와 빈곤, 사회안전망의 부재, 팍팍한 삶 등 어
둡고 우울한 현실에서 출발하지만, 영화에 등장하는

이들, 이들을 바라보는 카메라의 시선은 그 현실로부

터 한 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성큼 나아가고자 하는, 성장하고자 하는 이 영화들
의 용기와 꿈이 관객들에게도 닿아 어제와 다른 내
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힘으로 번
져가길 기대합니다.

festivals and spotlighted by critics last year, and will
provide great insight into the current trend of Korean
look into our present reality from various angles, these

그 겨울, 나는
Through My Midwinter

films will also suggest questions and topics that we

Korea · 2021 · 100min · Color · Fiction

independent films. By providing a thorough and detailed

must face to create a better tomorrow. The prolonged
COVID-19 pandemic, discrimination, and inequality,
climate crisis and poverty, absence of a social safety net, hardships of life are all the depressing realities
where the films begin. But the people in the films, and
the camera lens focused on them, aim to take a step

경찰 순경시험을 준비하던 김경학은 어머니의 빚 2

While studying for the public service exam to become a

달 일을 시작하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여자

pay for his mother’s debt of $20,000. Because of this, he

천만 원을 떠안게 된다. 결국 그는 돈을 갚기 위해 배
친구인 박혜진과의 관계도 점점 틀어지기 시작한다.

police officer, Kim Kyung-hak is forced to take on and
starts working as a deliveryman to pay back his mother’s
debt. However, things don’t work out as Kyung-hak hoped

forward from this reality. A giant step forward into a

for and his relationship with his girlfriend Park Hye-jin

new world with dreams and courage, is the message

starts to go sour.

we hope these films will bring to the viewers spreading
the strength for us to reach a new tomorrow, a better
tomorrow.

위로받고 응원받고 싶었습니다.

감독 오성호

Wanted to be consoled and supported.
Oh Seong-ho, Director

서울예대와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를 공부했고, <소나기>(2014), <연애경험>
(2016), <눈물>(2018) 등 여덟 편의 단편영화를 만들었다. <그 겨울, 나는>은 그의
첫 장편 연출작이다.
Born in Daegu, 1987. He majored in film at the Seoul Institute of the Arts and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He made eight short films including Summer Shower(2014), Love
Complex(2016), and Tears(2018). Through My Midwinter is his first feature film.

오성호
Oh Seong-ho
포커스 Focus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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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Hot in Day, Cold at Night

말아
ROLLING

Korea · 2021 · 90min · Color · Fiction

Korea · 2021 · 75min · Color · Fiction

실직 상태인 영태와 정희 부부는 구원이 없는 사채는

Married and unemployed, Young-tae and Jeong-hee

날, 다른 형제들이 모두 두둑한 돈을 선물로 줄 때 이

of Jeong-hee’s mother, the family gathers and all the

절대 쓰지 말자고 다짐한다. 하지만 정희의 모친 생일

들 부부만 아무것도 주지 못하게 되고, 영태는 초라함
을 느껴 괜스레 정희를 탓한다. 이에 정희는 홧김에 사
채를 빌리러 간다.

되면서 겪는 일련의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오
는지에 대한 구원을 묻는 영화.

162 포커스 Focus

other siblings give their mother generous cash gifts while
Young-tae and Jeong-hee can’t give a dime. Feeling like a
failure, Young-tae blames Jeong-hee, who get angry and
decides to borrow from a loan shark.

실직 상태에 빠진 부부의 이야기로, 생활이 위태롭게

박송열
Park Song-yeol

vow never to borrow from loan sharks. On the birthday

감독 박송열

A married couple who has difficulties earning a living, experience a series of hardships, but they ask for salvation.
Park Song-yeol, Director

COVID-19가 창궐한 세상. 스물다섯 살 주리는 백수

COVID-19 is rampant in the world. Ju-ri(25) unemployed

간다. 반면 주리의 엄마 영심은 어려운 시기에도 야

alone at home. Her mother, Young-shim struggles against

상태로 인간관계를 단절한 채 자취방에서 혼자 살아
무지게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영
심이 할머니의 간병을 위해 시골로 떠나야 할 상황이

찾아오고 주리는 얼떨결에 김밥집을 맡게 된다. 김

밥을 만드는 것부터 난관이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손님들이 가게에 찾아오게 된다.

혼자가 된 주리의 어두운 삶에 김밥을 말고 낯선 사람
들을 만나면서 살며시 드리워지는 작은 빛.

young girl stopped socializing and has been just staying
the hard season, still running her Kimbap restaurant. One
day, Young-shim leaves to take care of her mother, and
Ju-ri takes charge of the restaurant unexpectedly and unusual customers are visiting this restaurant.

A little light gradually illuminates Ju-ri’s dark life.

감독 곽민승

박송열, 원향라 부부는 첫 작품으로 가난한 연인의 일상사를 다룬 <가끔 구름>
을 만들었다. 두 사람은 주연과 제작을 도맡아 매우 미니멀하고도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그려나가고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전문사 멀티미디어영상전공 재적. 단편 <밝은미래>(2013)
와 <럭키볼>(2014), 그리고 첫 장편 <입천장 까지도록 와그작>(2020)에 이어 <말아>
(2022)의 개봉을 준비 중이다.

Married couple Park Song-yeol and Won Hyang-ra created their first project Can We
Just Love, a film about the daily life of a poor couple. Park and Won worked as both the
leading actors and directors, compiling a minimal and unique artistic world.

Majored in multimedia imaging, a video studio specialist at th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 directed the short films Mirae(2013), Lucky Ball(2014), and the first feature Lunch
Crunch(2020). ROLLING(2022) is being prepared to be released.

Kwak Min-seung, Director

곽민승
Kwak Min-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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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출가합니다
I Leave Home

절해고도
A Lonely Island in the Distant Sea

Korea · 2021 · 90min · Color · Fiction

Korea · 2021 · 110min · Color · Fiction

출가를 결심한 성민은 친구 진우에게 자신의 출가 사

Sung-min wants to be a Buddhist monk. He asks his

민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저 오늘 출가합니다.”를 남

he becomes a monk. That day, Sung-min says “I leave

찰인 태웅사까지 바래다주길 부탁한다. 출가 당일 성
발하며 자신의 출가 의지를 피력한다. 하지만 태웅사
에 들어간 성민은 어이없는 이유로 출가를 거절당하

고 진우도 준비하던 영화가 엎어진다. 갈 수도 머물 수
도 없는 상황, 두 친구는 다시 길을 떠난다.

friend, Jin-woo to take him to Taewoong Temple, in which
home today.” to whomever he meets, expressing his will.
However, he is rejected by the temple. To make the matters worse, The film which Jin-woo plans to make miscarries. Both of them are stuck. Thus, they set off for another
journey.

오십을 앞둔 한 사람의 출가 과정을 통해 출가만큼

There is one person who is about to be 50. He decides

본다.

sis, we need a change like a person turning his life into

이나 세상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한 현시대를 생각해
감독 김성환

to become a monk. Now that we are facing a climate cria monk.
Kim Sung-hwan, Director

다큐공동체 푸른영상에서 <동강은 흐른다>와 <김종태의 꿈>을, 독립하여 <우리
산이야>를 연출하였다. 방송PD로 일하다 <졸업>을 제작했고, 이후 대학동문들
과 함께 첫 장편 극영화 <오늘 출가합니다>를 제작하였다.
He directed Donggang Flows and Kim Jongtae’s Dream in PURN Production, the documentary community. After that, he became independent and directed Our Mountain.
Also, he worked as a broadcasting producer and produced Graduation. I Leave Home is
co-produced with his alumni as his first feature film.
김성환
Kim Sung-hwan
164 포커스 Focus

이십 대에 청년조각가상을 받았던 사십 대 이혼남 윤

Yun-cheol, a former sculptor in his forties, now makes a

딸 지나는 능력있는 전처와 함께 살면서 미대 입시를

bound daughter, Gi-na, abruptly changes her path.

철은 상업 조각일과 인테리어 업자로 살아가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윤철이 대학강사인 영지를 만나 함께
살고 있을 무렵, 지나가 미대 입시를 관두고 갑자기 출

가하겠다고 알려온다. 지나 문제에 고민하고 있을 때

영지가 떠나겠다고 통보한다. 윤철의 마음 속에 온갖
상념과 고통이 휘몰아친다.

living as an interior constructor. One day, his art school
Yun-cheol meets Young-ji, a humanities lecturer. With her,
Yun-cheol can envision a new life together. When he is finally ready to setting down, Young-ji leaves him. Yun-cheol becomes engulfed by regret and pain.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에 이런 구절이 있다.

There is a passage in a poem by Robert Frost:

길이 한번 가면 어떤지 알고 있으니 / 다시 보기 어려

leads on to way, / I doubted if I should ever come back.’

‘첫 번째 길은 언젠가를 위해 남겨두기로 했다 / 인생
우리라 여기면서도.’

‘I kept the first for another day! / Yet knowing how way

감독 김미영

Kim Mi-young, Director

한국영화아카데미를 졸업했다. <파인더>를 비롯한 네 편의 단편영화와 두 편의
독립 장편영화를 만들었고 <절해고도>는 세 번째 독립 장편영화이다.
Graduated from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She has made four short films, including
Finder, and two independent feature films. A Lonely Island in the Distant Sea is her third
independent feature film.

김미영
Kim Mi-young
포커스 Focus 165

포커스 Focus

포커스 Focus

대전 부르스
Daejeon Blues

코리안 웨이브 1 Korean Wave 1

Korea · 2021 · 13min · Color · Documentary

After becoming a refuge for many people and maintaining

시 지정 및 개발 계획으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an War, Sinan-dong will disappear into history in 2020

를 유지하며 마을을 유지한 이후 2020년, 대전혁신도
될 신안동. 그곳에 애증을 갖고 남아있는 토박이들이
담담하게 이별을 대하는 모습을 더 담담하게 그린 휴
먼 공간 다큐멘터리.

a village and their lives in 1951 at the time of the Korebecause of the designation and development plan of the
Daejeon Innovation City. This is the human documentary
that show the natives who remain Sinan-dong with love
and hatred dealing with separation calmly.

재개발로 인해 동네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

The redevelopment has made Sinan-dong unrecogniz-

동네 안에 잔상처럼 오랫동안 남아있다.

a long time remains in the underdeveloped neighborhood

만, 마을 사람들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평화는 낙후된
감독 권수빈

가혜는 오토바이를 훔쳐 동생 광현의 방학식에 맞춰

Ga-hye plans to steal a motorcycle and buy a hamburger

한국적인 이야기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

I wanted to talk about people on the sidelines in a Korean

햄버거를 사주려는 계획을 세운다.

하고 싶었다. 나아가 그들의 성장을 동정 없이 기원
했다.

for her younger brother Kwang-hyun’s vacation.

way. I even prayed without compassion for their growth.

감독 최민영

Choi Min-young, Director

able, but the peace that the natives have maintained for
for a long time like an afterimage.
Kwon Su-bin, Director

연출작으로 단편영화 <개화기>(2021)와 다큐멘터리 <대전 부르스>(2021)가 있
다. <개화기>는 2021 대전독립영화제 경쟁부문에 선정되었다.
She directed a short film Blooming(2021) and a documentary Daejeon Blues(2021).
Blooming was selected as the competition section for the 2021 Daejeon Independent
Film&Video Festival.

166 포커스 Focus

코리안 웨이브 1 Korean Wave 1

Korea · 2021 · 39min · Color · Fiction

1951년, 6.25 당시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생계

권수빈
Kwon Su-bin

오토바이와 햄버거
Vaction Event

1995년 대한민국 서울 출생. 공주대학교 영상학과를 졸업하고 다큐멘터리 <친구
야 왜 그랬니?>, 단편영화 <낡은 북이 울리면> 등을 연출했다. <오토바이와 햄버거>
는 네 번째 연출작이다.
Born in 1995, Seoul, South Korea and graduation from Kongju National University. Documentary Why did it my friends?, short film When the old drum rings directed. Vacation
Event is the fourth film.

최민영
Choi Min-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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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Focus

포커스 Focus

제씨 이야기
Jessie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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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Lovely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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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방앗간에서 떡을 만들어 온 제임순 할머니

It is a film about the friendship of Jameson, an Indian

마저 방앗간을 외면한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Je Im-sun, who makes rice cakes at a rice mill for more

의 방앗간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고 할머니의 딸
순간, 할머니에게 떡을 배우던 제임슨이 나선다.

young man who has a similar name to his grandmother
than 30 years. When the rice mill was on the verge of disappearing, even her grandmother’s daughter turned her
back on the mill, but Jameson stayed there until the end

중장비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평범하게 일하며 살

In-beom lives an ordinary life working at a heavy equip-

않지만 자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차곡차곡 준비하

Ha-yeong doesn’t have lofty goals in life, but she’s deter-

아가는 인범에게 설레는 사람이 생겼다. 거창하지는
며 도전하는 하영은 특별한 꿈도 미래도 없던 인범에
게 자극이 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한다.

to make rice cakes.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하여.

감독 이하은

168 포커스 Focus

mined and hard-working towards building up her future
little by little. In-beom, who never had any special dreams
or future, gets inspired by Ha-yeong and takes on a new
challenge.

Meaning about ‘True Family’.
Lee Ha-eun, Director

무의미한 통계처럼 죽음이 숫자로만 기록되는 익명의

There are countless people who die like meaningless sta-

아온 사람들이다. 숫자로만 기억되는 산업현장의 사

mal lives filled with worry and heart-fluttering love, just like

사람들. 하지만 그들도 나처럼 고민과 설렘을 안고 살
람들을 기억하고 싶다.

이하은
Lee Ha-eun

ment manufacturing factory, but one day, he falls in love.

감독 주영

tistical numbers. But those numbers had once lived norus. We want to remember those in industrial sites who are
only remembered as numbers.

1993년 서울 출생. 2017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 입학했고 단
편영화 <파출부>를 연출했다. 이어서 단편영화 <레디액숀고감독>을 연출했으며
<제씨 이야기>는 세 번째 연출작이다.

인천을 기반으로 여성과 영화에 관련된 활동을 해왔다. 2017년 한겨레 영화연출
학교를 수료한 후 단편영화 작업을 시작하여 <늦은 오후>(2018), <계양산>(2019),
<싫다는 게 아니라>(2020)를 연출했다.

Born in 1993, Seoul, South Korea. Since 2017, she is studying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ith a major in film. She has directed several short films, and Jessie Story
is her third film.

Based in Incheon, Director Jooyoung has been involved in various activities related to film
and womens rights. Since graduating from the Hankyoreh Film Academy in 2017, she has
gone on to directed her own short films such as The Late Afternoon(2018), Uncomfortable(2019) and Not Saying No, But...(2020).

Jooyoung, Director

주영
Joo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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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어서
You ghosted me for a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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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won visits Eun-ha’s house because he is worried

서울. 코로나 2.5단계로 바깥에선 취식도 금지된 시

of contact for a week. It’s February 2021 in Seoul, when

걱정돼 은하의 집에 찾아간다. 지금은 2021년 2월의
기. 결국 두 사람은 은하의 집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

about his college classmate Eun-ha, who has been out
eating outside is prohibited due to COVID-19 level 2.5.
Eventually, the two decide to talk in the Eun-ha’s house.

코로나 시대, 이제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만나는

Due to COVID-19, people often visit the homes of people

를 둬야하는 시기, 아이러니하게도 우린 가장 개인적

social distancing, ironically we get closer to the personal

사람의 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사회적 거리
감독 황다슬

they meet, even if they are not close. A time that we need
places.
Hwang Da-seul, Director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과를 졸업했다. 단편 <그 여름에 봄>으로 가톨릭영
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로 첫 장편을 연출하고,
2021년 <나의 별에게>을 완성했다.
She graduated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with a major in film. She has
directed several short films, and feature films Where your eyes linger, To My Star. You
ghosted me for a week is her sixth film.

황다슬
Hwang Da-seul
170 포커스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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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은 일주일 째 연락이 두절된 대학교 동기 은하가

인 장소에서 더 가까워진다.

나랑 아니면
Without You
노년의 나이로 청소 일을 하고 있는 김수와 박원 부

An old couple, Kim Su and Park Won used to work as

장마저 쉬게 된다. 오랜만에 집에서만 함께 있게 된 두

working place, a wedding hall closed down. It has been

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예식

사람.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시간에, 시장 앞에서 사진
을 인화해 주는 차량을 본 적 있었다.

janitors. The COVID-19 situation got worse and their last
a long while since they have stayed together at home.
They saw the same car, which prints photos in a market
in different times.

전해 들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유해보고 싶

I wanted to share the stories of some people I’ve heard.

전하고 싶습니다.

people.

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의 바람을 기억하고 있다고
감독 박재현

And I want to say that I remember the wishes of those
Park Jae-hyun, Director

1994년 대구 출생. 2019년 대구영화학교 1기 촬영전공을 졸업했다. 현재까지 두 편
의 작품을 연출했다.
Born in 1994, Daegu. Graduated from Daegu Film School’s 1st major in cinematography in
2019. Currently, he directed two films.

박재현
Park Ja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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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가족
Swee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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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가 사

In my house, which I believed was the safest, my child

물리적으로 타인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

There is a situation where you have to physically distance

하는 상황이 온다면 가족이라는 고리는 어디까지 버

to keep your distance from your family and family in one

라졌다.

한 집에 사는 식구, 가족과 불가피하게 거리를 두어야
틸 수 있을까?

내 코가 석재
Noses on the Run

감독 김규진

disappeared.

yourself from others. If there is a situation where you have
house, how far can you endure the link of family?
Kim Kyu-jin, Director

비대면 진료가 일상이 된 가까운 미래, 만성 비염 환

In the near future, remote healthcare services have be-

치료법을 배달 받는다.

lergic rhinitis, receives a very unique treatment in the form

자 보형은 이비인후과의 비대면 진료 후 아주 특별한

of… a nose on the run.

전염병이 창궐하던 2020년 가을, 나는 환절기로 인한

While the pandemic was raging in the fall of 2020, I was

해야 했던 시절, 타인의 신체를 통해서만 숨쉴 수 있

hyung, who suffers from chronic rhinitis in a time when we

극심한 비염을 앓고 있었다.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
는 만성 비염 환자 보형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감독 김보람

김규진
Kim Kyu-jin
172 포커스 Focus

come prevalent. Bo-hyung, who suffers from chronic al-

suffering from severe seasonal allergies. I thought of Bohave to minimize contact with others.

1995년 서울 출생. 용인대학교 영화과를 졸업한 후 단편영화 <마네킹 죽이기>,
<영> 등을 연출했다. <새 가족>은 세 번째 단편 연출작이다.

다큐멘터리와 극영화를 만든다. 2018년 장편 다큐멘터리 <피의 연대기>를, 2020년
단편 극영화 <자매들의 밤>을, 2021년 단편 극영화 <내 코가 석재>를 만들었다.

Born in 1995 Seoul, South Korea. He graduated from Yong In University with a major in
film. He has directed several short films, and Sweet Home is his third film.

Creates documentaries and fiction films: Feature documentary For Vagina’s Sake in 2018,
short fiction film A Silent Night in 2020, and short fiction film Noses on the Run in 2021.

Kim Bo-ram, Director

김보람
Kim Bo-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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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Life

편과 다큐멘터리 3편을 소개합니다. 울주세계산악영

5 feature films and 4 documentaries. As we navigate

작년부터 신설한 라이프 섹션에서 올해는 극영화 5

Now in its second year, the Life Section will screen

화제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거치며 인간의 삶 역

through COVID-19, Ulju Mountain Film Festival hones

시 자연 생태계처럼 복잡 다단하다는 점에 주목, 각
기 다른 정치, 사회, 역사 속 사람들의 살아가기 위한
노력에 주목합니다.

가부장제와 전통적 관습 사이에서 고민하고 맞이하

는 여성들의 모습-<깃털>, <내일이 오기 전에>-과 폭
력과 공격이 난무하는 속에서 도덕심과 인류애에 관

한 은유-<볼코노고프 대위 탈출하다>, <사바야>- 그
리고 러시아 시베리아 네네츠족 한 여성과 백해의 척
박한 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오랜 관

찰 -<이바나의 삶>, <백해로 부는 바람>-과 명불허전
<백경>, 중국의 국민감독이 된 장이모우 감독의 <집
으로 가는 길>을 통해 오랜 기간 이어진 인간의 집착
과 사랑에 관한 단면을 관찰 할 수 있습니다.

in on the fact that life is as complicated as the natural
ecosystem, and focuses on the efforts to live made by
Examine a facet of the age-old human obsession and

깃털
Feathers

love through the following films: Feathers and Until To-

France, Egypt, Netherlands, Greece · 2021 · 112min · Color · Fiction

people in politics, society, and history.

morrow, about women facing patriarchy and tradition;
Captain Volkonogov Escaped and Sabaya, metaphors
about morality and humanity amid violence and aggression; Life of Ivanna and Beyond the White, extended observations about enduring harsh conditions by people
of an island in the White Sea and a Nenets woman in
Siberia; masterpiece classic Moby Dick; and The Road
Home, by China’s master Zhang Yimou.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수동적인 엄마가

A passive mother who dedicates her life to her husband

못되어 마술사가 그녀의 남편을 닭으로 변신시키는

birthday party, an avalanche of coincidental absurdities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생일파티에서 마술이 잘
등 우연히 일어나는 부조리한 사건이 잇따라 가족들

을 덮친다.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와중에 그녀는 힘
들고 기이한 변화를 겪는다.

and children. When a magic trick goes wrong at her son’s
befalls the family. The magician turns her husband into a
chicken. As she tries to survive, she goes through a rough
and absurd transformation.

이집트 한 노동자 가정에 닥친 불행을 온 몸으로 겪어

The wife of an Egyptian working-class family takes on

결합된 마술적 리얼리즘 문제작이다.

magical realistic film weaving woes and fantasy together.

내는 부인의 이야기에 남편의 변신과 같은 환상성이
프로그래머 이정진

misfortunes, and the husband is transformed. This is a
Jinna Lee, Programmer

오마르 엘 조하이리는 카이로의 영화고등연구소에서 영화연출을 공부했다. 단편영
화 <375 킬로미터 공중화장실 개시 후유증>은 2014년 칸영화제 시네파운데이션
경쟁부문에 선정된 최초의 이집트 영화이다.
Omar El Zohairy studied film directing at the Higher Institute of Cinema in Cairo. His short
film, The Aftermath of the Inauguration of the Public Toilet at Kilometre 375, was the first
Egyptian film to be selected for the Cinéfondation competition at the 67th Cannes Film
Festival.
오마르 엘 조하이리
Omar El Zoha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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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 오기 전에
Until Tomorrow

백경
Moby Dick

Iran, France, Qatar · 2022 · 86min · Color · Fiction · Asian Premiere

USA · 1956 · 116min · Color · Fiction

출산한 아이를 부모로부터 숨기기 위해 필사적인 조
치를 취하는 미혼모의 용기가 시험에 들게 된다.

A single mother’s courage is tested when she resorts to
desperate measures to hide her illegitimate child from her
parents.

페레슈테의 오디세이는 우리를 이란의 수도 테헤란

The odyssey of Fereshteh takes us under the skin of the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가부장제에서 벗어날

gained the courage and confidence to question the tradi-

의 표면 아래로 데려가 젊은이들이 어떻게 전통적인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는지를 보여준다.

감독 알리 아스가리

Iranian capital, Tehran, to understand how the youth have
tional ways of life and break away from patriarchy.
Ali Asgari, Director

이스마엘과 퀴퀘그는 우연히 에이합 선장의 포경선

Ishmael and Queequeg board Captain Ahab’s whaling

에게 한쪽 다리를 잃고 복수의 항해를 선포한다. 그러

called Moby Dick and determined to avenge. In the midst

피코트호를 타게 된다. 선장은 모비 딕이라는 흰고래
나 심한 파도 속 갑판장 버크가 항해를 반대하며 마

스트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 순간 마스트 끝에서 푸
른빛이 번쩍인다. 이 우연한 현상이 흰고래가 나타날

징조라고 생각한 에이합 선장은 마침내 모비 딕이 나

Captain Ahab finally faces a showdown of fate when Moby
Dick appeared.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죠스>에 영감을 준 영화이

This is the film that inspired Steven Speilberg’s Jaws.

해 만든 영화이다. 인간의 고뇌와 운명에 관한 사슬

Herman Melville’s novel about the chain of human suf-

에 관한 명작.

176 포커스 Focus

of severe waves, Starbuck opposes the voyage. However

타나자 운명의 결전을 맞이한다.

자, 거장 존 휴스턴 감독이 허먼 멜빌의 소설을 각색

알리 아스가리
Ali Asgari

ship Pequod. The captain loses one leg to a white whale

프로그래머 이정진

Master director John Huston based this masterpiece on
fering and fate.

200개 이상의 상을 수상한 이란의 대표적인 영화인이다. 그의 영화는 이란 사회
주변부 사람들의 불안정한 삶을 다룬다.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회원이며 <내
일이 오기 전에>는 그의 두 번째 장편영화이다.

존 휴스턴은 배우이자 감독, 시나리오 작가였다. 본인이 감독한 37편의 작품 중 대부
분의 각본을 썼고, 대다수가 오늘날 고전으로 일컬어진다. 작가 이안 프리어는 그를
‘영화계의 어니스트 헤밍웨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Ali Asgari is a prominent Iranian cinema figure with more than 200 awards to his name.
Ali’s films are concerned with precarious lives who live at society’s margin in Iran. Ali is
a member of the 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 and Until Tomorrow is
his second feature film.

John Huston was an actor, director, screenwriter. He wrote the screenplays for most of the
37 feature films he directed, many of which are today considered classics. Author Ian Freer
describes him as ‘Cinema’s Ernest Hemingway’. During his career, he received 15 Oscar
nominations, winning twice.

Jinna Lee, Programmer

존 휴스턴
John Hu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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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로 부는 바람
Beyond the White

볼코노고프 대위 탈출하다
Captain Volkonogov Escaped

Germany · 2021 · 90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Russia, Estonia, France · 2021 · 126min · Color · Fiction

러시아의 북극권 너머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여전

Beyond the polar circle in Northern Russia, a few dozen

다. 주요 기반 시설이 단절되고 지역 정부가 잊어버린

water, stone and sand. Cut off from vital infrastructure, al-

히 물과 돌, 모래로 둘러싸인 전통 가옥에서 살고 있
이들은 힘든 삶을 이어간다. 그들의 마을은 러시아 전

역의 많은 곳들과 마찬가지로 느리지만 피할 수 없는
멸종이라는 운명을 향해 가는 듯 보인다.

people still live in their traditional houses surrounded by
most forgotten by regional governance, these people have
to cope with their everyday struggle. Their hamlets seem
to head toward the fate of so many other villages all over
Russia: a slow but inevitable extinction.

자연과 개인, 공간과 시간, 삶과 죽음이 합쳐져 러시아

Nature and individuals, space and time, life and death all

에 의문을 던지며 자연의 법칙이 지배하는 공간 속 인

film questions the meaning of life and shows the human

최북단에서 하나로 녹아든다. 이 영화는 생명의 의미
간의 존재를 보여준다.

감독 이브게니 칼라치킨

merge and melt into one in the far North of Russia. The
existence in a space ruled by the laws of nature.

Evgeny worked on Russian TV as director, editor and newsreel editor. Since 2013, he
lives and works in Berlin, Germany. Beyond the White is his first feature film. His other
projects, where he at different times participated as editor, colorist and XR artist were
awarded prestigious pr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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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ain Fyodor Volkonogov, a well-respected and obedi-

수상쩍은 심문을 받는 것을 목격한 그는 자신의 차례

ciously questioned. Sensing his turn is approaching, he

법 집행관으로서 존경을 받고 있다. 어느 날 동료들이

가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고 탈출하지만, 곧 자신의
예전 동료들에게 쫓기며 도주하는 신세가 된다.

ent USSR law enforcer, witnesses his peers being suspiescapes and is soon on the run, hunted by his former
colleagues.

우리의 영화들은 우리의 두려움에서 자주 출발한다.

The inspiration for our films very often derives from our

세계가 공유하는 근본적인 측면인 폭력과 공격성에

and aggression-which, sadly, are among fundamental as-

가장 최신작인 이 영화 역시, 안타깝게도 과거와 현재
대한 두려움에서 출발한다.

감독 나타샤 메르쿨로바

fears. The source for our latest film is our fear of violence
pects of the world, both past and present.
Natasha Merkulova, Director

Evgeny Kalachikhin, Director

이브게니는 러시아 TV에서 감독, 편집자, 뉴스릴 편집자로 일했으며 2013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 중이다. 편집자, 컬러리스트, XR아티스트로 참여했던 여러
프로젝트로 권위 있는 상들을 수상한 바 있다.

이브게니 칼라치킨
Evgeny Kalachikhin

순종적인 성격의 표도르 볼코노고프 대위는 소련의

두 사람은 데뷔작 <은밀 부위>(2013)로 많은 영화제에서 수상했고, 장편인 <모두를
놀라게 한 남자>(2018)는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소개되었다.
In 2013, this tandem presented the debut Intimate Parts, winning over 30 awards and
nominations, including Karlovy Vary, Fort Lauderdale and Tallinn Black Nights FF. The
second feature The Man Who Surprised Everyone went to the Horizons Competition of the
75th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8.

나타샤 메르쿨로바, 알렉세이 추포브
Natasha Merkulova, Aleksey Chup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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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야		
Sabaya

이바나의 삶
Life of Ivanna

Sweden · 2021 · 90min · Color · Documentary

Russia, Norway, Finland, Estonia · 2021 · 80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핸드폰과 총을 지니고, 마흐무드와 지야드는 그들의

With a mobile phone and a gun, Mahmud, Ziyad and their

에 의해 사바야(성노예)로 억류되어 있는 야지디족

and girls as possible being held by ISIS as Sabaya(sex

그룹과 함께 시리아에서 가장 위험한 수용소에서 IS
여성과 소녀들을 가능한 한 많이 구출하기 위해 목
숨을 건다. 마흐무드의 아내와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

을 받은 소녀들을 애정 어린 마음으로 돌보면서 그들

이 관용 없는 사상이라는 검은 옷을 떨쳐버릴 수 있
도록 돕는다.

group risk their lives trying to save as many Yazidi women
slaves) in the most dangerous camp in the Middle East in
Syria. Mahmud’s wife and his mother help the traumatized
girls with loving care to shed off the black garments of an
ideology that tolerates nothing but itself.

<사바야>는 타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Sabaya is a film about those who risk their lives to save

와 고통에 관한 것이지만 동시에 인류와 연민, 그리고

quences of war, about abuse and suffering, but also about

에 대한 영화이다. 용납할 수 없는 전쟁의 결과, 학대
새로운 시작을 다룬다.

호기르 히로리
Hogir Hir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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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호기르 히로리

others. It is about the intolerable and unacceptable conse-

이바나는 젊은 네네츠족으로 북시베리아에 사는 다

Ivanna, a young Nenets woman and mother of five chil-

하고 학대받는 관계에서 해방되고자 결심한다. 결국

her own hands, emancipating from an abusive relationship

섯 아이의 엄마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

툰드라에서 살아가는 전통적인 유목민의 삶의 방식
을 버리고 도시로 이주하게 된다.

dren living in North Siberia, decides to take her life into
and abandoning the traditional nomadic way of life in the
tundra to emigrate to the city.

<이바나의 삶>은 주인공 이바나의 삶이 변화하는 순

Life of Ivanna takes the audience to accompany Ivanna

싶었다.

reflection where we see her changing.

간과 그 변하는 과정의 반영을 관객과 함께 느끼고
감독 레나토 보라요 세라노

into life-changing moments of her life and the moments of
Renato Borrayo Serrano, Director

humankind and compassion, and new beginnings.
Hogir Hirori, Director

호기르 히로리는 사진작가, 편집자이자 감독으로 롤라브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작품 <지뢰제거자>는 2017년 암스테르담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심사
위원 특별상을 받았고 50개 이상의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2014년부터 그의 작품은 수많은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카를로스를 위한
영화>는 2017년 라이프치히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심사위원명예상을, 2018년
키예프다큐데이즈에서 최우수단편영화상을 수상했다.

Hogir Hirori works as a photographer, editor and director and runs his own production
company, Lolav Media. He’s work, The Deminer received the Special Jury Award for
Best Documentary Feature at IDFA 2017. The film has since travelled to more than 50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ince 2014 his works have been featured in numer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His Film
for Carlos received the honorary Prize of the jury at Dok Leipzig 2017 and also an honorary
mention from the jury at Art Dok Fest 2017 in Moscow and won the Prize for Best Short
Film at DocuDays UA 2018 in Kyiv.
레나토 보라요 세라노
Renato Borrayo Serr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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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함께

Always with You

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는 내가 살고 있

ways with You’. The ‘You’ we must be with can refer to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슬로건은 ‘언제나 함께’입

This year’s Ulju Mountain Film Festival slogan is ‘Al-

는 가족이나 친구, 지역이 될수도 있고, 더불어 우리

friends, family, or the area in which we live. The nature

가 함께 공존해야 할 자연도 또 다른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슬로건 섹션은 현재 자연에 관한 다양
한 문제 제기를 담아 영화적 형식의 작품이 모여 ‘자
연과 함께’를 구성하였고, 울산의 구석구석을 영화로

집으로 가는 길			
The Road Home		

담아낸 ‘울산과 함께’ 라는 카테고리로 소개합니다.

China · 1999 · 89min · Color · Fiction

자연과 함께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루오 유셍은 돌아가신 아버지

Luo Yusheng, who runs a business in the city, returns to

통 장례를 고집하는 어머니의 부탁에 고심하다, 부모

over the request of his mother who insists on traditional

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는 전
님이 처음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잠 못 이루던 순
수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회상하게 된다. 장례를 위

해 눈발 흩날리는 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행
렬은 눈물이 핑 돌만큼 아름다운 여운을 선사한다.

his hometown to hold his late father’s funeral. He agonizes
burial funeral. He recall the beautiful days when his parents first felt love and couldn’t sleep in love. The long procession of people along the snowy road for funerals gives
a beautiful lingering impression.

중국의 거장이 된 5세대 감독 장이모우가 베를린영화

China’s 5th generation director Zhang Yimou received the

고 전형적이지 않은 사랑이 대담한 서사극으로 아름

Festival with this film. The director’s true, yet atypical love

제 은곰상을 수상한 작품. 감독이 가진 진정한, 그리
답게 표현된 영화이다.

장이모우
Zhang Yimou
182 포커스 Focus

프로그래머 이정진

<벌목, 언더커버> 자연훼손에 관한 르포
<불 속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화재

<비 만들기 프로젝트>
과연 날씨를 인간의 기술로 조절할 수 있는가

portant ‘You’. This slogan section will be divided into
the categories ‘Always with Nature’ and ‘Always with
Ulsan’. The first is a collection of various forms and
stories about nature, and the latter introduces a film
capturing every nook and cranny of Ulsan.
Always with Nature
Wood. Game-Changers Undercover
The reportage for destruction of nature
A Fire Inside
Climate crisis fires

<아야> 해수면 상승

How to Kill a Cloud
Does nature controlled by human technology?

<파이어 시즌> 캘리포니아의 산불

Aya
Sea level rise

<캡틴 노바> 환경파괴와 타임머신을 절묘히 결합
<샤리> 일본의 기후변화와 사람들

Captain Nova
Combination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time machine
Fire Season
California wildfire

Silver Bear Grand Jury Prize at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Shari
Japan’s climate change and people

is beautifully expressed in this daring epic.
Jinna Lee, Programmer

with which we must coexist has also become an im-

울산과 함께

Always with Ulsan

<용덕마을>

Village Heroes

<여고부 2위 한정민>

Second Place

<영미 사진관>

장이모우는 <붉은 수수밭>(1988)으로 감독 데뷔를 하였으며 제작자,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베를린영화제, 베니스영화제, 칸영화제 등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
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영화감독이다.

함께할개

Zhang Yimou is a director, producer, writer and actor, and former cinematographer. He is
part of the Fifth Generation of Chinese filmmakers, having made his directorial debut with
Red Sorghum(1988). He has won numerous awards and recognitions.

<내 친구 라이카 >

Sea, Photo Studio

Always with Dogs

<아이와 함께>

Walking Before Walking: Field Notes from Introducing an Infant to the World

<강아지와 함께>

A Dog’s Tale

*‘함께할개’의 상영작 정보는 68쪽, 84쪽, 116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Wish Upon a Satellite

*Please check the 68p, 84p, 116p of this book, to find out more information
about the films of ‘Always with D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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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언더커버		
Wood. Game-Changers Undercover

ON

불 속에서
A Fire Inside

ON

Austria, Romania, Germany · 2020 · 97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Australia · 2021 · 90min · Color · Documentary · International Premiere

한 환경 스파이가 불법 목재 거래 조사를 위해 글로벌

An environmental spy infiltrates the global syndicate for

의용소방관이 죽음을 각오하며 차를 몰고 뛰어든 이

A volunteer firefighter drives his car into almost certain

채부터 상점에서 판매되는 ‘세탁된’ 상품의 홍보에 이

documents the chain of illegal activities, from harvesting

월 후 화재는 진화됐지만, 그의 투쟁은 이제 시작일

the fires are out, but his fight only begins. Turning a sen-

조직에 잠입한다. 그는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목재 벌

르기까지 일련의 불법 활동을 기록한다. 그리고 이 활
동은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훌륭한 동력이 되었다.

illegal timber trading. With the aid of a hidden camera he
of the wood to the marketing of ‘washed’ products in supermarkets. This turns out to be an excellent motor for
political change.

지속해서 사라지는 숲과 그 숲에서 생계를 이어가며

This film is about the forest that’s vanishing all the time and

감독 모니카 라주란-고르간,
미하엘라 키르스트, 에바 진칭어

Monica Lăzurean-Gorgan,
Michaela Kirst, Ebba Sinzinger, Directors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the people who are make a living out of it.

유는 그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3개
뿐이다. 이 영화는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호주에

서 발생한 ‘검은 여름’ 들불의 전례 없는 참사를 세심

하게 관찰하며, 사람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과 위
기가 인간의 영혼에 미치는 실제 영향에 대해 감동적
인 관점을 제시한다.

2019/2020 ‘Black Summer’ bushfires, A Fire Inside presents an inspirational look at how people respond to crisis
and its true impact on the human spirit.

Tales of carnage inundated the nightly news, and people

게 피어나곤 한다. 검은 여름 들불을 겪은 사람들이

ten at its best, and how some people responded to Black

처럼 느꼈지만 인류애는 고난의 시기에 가장 아름답
감독 저스틴 크룩, 루크 마짜페로

184 포커스 Focus

sitive lens on the unprecedented devastation of Australia’s

뉴스마다 끔찍한 이야기 뿐이고 다들 세상이 끝난 것
그 예를 완벽히 보여주었다.

모니카 라주란-고르간, 미하엘라 키르스트, 에바 진칭어
Monica Lăzurean-Gorgan, Michaela Kirst, Ebba Sinzinger

death because he ‘has a job to do’. Three months later,

felt doomed. Yet it’s in tough times where humanity is ofSummer bushfires perfectly displayed the example.
Justin Krook, Luke Mazzaferro, Directors

모니카 라주란-고르간(루마니아), 미하엘라 키르스트
(독일), 에바 진칭어(오스트리아)는 다큐멘터리 분야에
서 일하는 프로듀서, 감독 및 각본가이다.

저스틴 크룩은 <잠은 죽어서나 – 스티브 아오키>로 잘 알려진 다큐멘터리 영화감
독이며 루크 마짜페로는 작가, 프로듀서, 감독이다. 이들의 가장 최근작인 <머신>은
2019년 멜버른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Monica Lăzurean-Gorgan(Romania), Michaela Kirst(Germany) and Ebba Sinzinger(Austria) are all producers, directors
and scriptwriters working in the documentary field.

Justin Krook is a documentary filmmaker, well known for his film on DJ Steve Aoki, I’ll Sleep
When I’m Dead. Luke Mazzaferro is a writer, producer, director, and a founding partner of
FINCH. Justin and Luke’s most recent documentary MACHINE premiered at the Melbourn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9.
저스틴 크룩, 루크 마짜페로
Justin Krook, Luke Mazzaferro
포커스 Focus 185

포커스 Focus

포커스 Focus

비 만들기 프로젝트		
How to Kill a Cloud

아야
Aya

Finland · 2021 · 80min · Color · Documentary · Korean Premiere

Belgium, France · 2021 · 90min · Color · Documentary

핀란드의 과학자인 하넬레 코어호넨은 아랍에미리

When Finnish scientist Hannele Korhonen is awarded a

을 이용해 사막에 비를 내리게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

their ambitious project to produce rainfall over the desert

트에서 150만 달러의 연구보조금을 받고 구름씨앗

에 참여한다. 하지만 자금을 지원한 자들에게 계획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녀의 열정은 윤리적인
딜레마가 된다. 만약 연구에 성공한다면 그녀는 누구
의 구름을 훔치게 되는 걸까? 이 야망의 궁극적인 대
가는 무엇일까?

1.5 million USD research grant by the UAE to participate in
by cloud seeding, Korhonen learns that the financiers have
their own agenda. Her enthusiasm becomes an ethical dilemma. If she succeeds whose clouds will she be stealing
and what is the ultimate price of ambition?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인용한 “마음 자체를 속이

Goethe’s Faust will: “Cursed be the high ambition where-

들려는 욕망과 자연을 제어하려는 오만함이 양심이

nizing clash between the desire to turn dreams into reality

는 깊은 야망을 저주하라!” 이 영화는 꿈을 현실로 만
만나 고뇌에 빠지는 이야기이다.

투이하 할투넨
Tuija Halttunen
186 포커스 Focus

프로그래머 이정진

with the mind itself deludes!” The film talks about the agoand the arrogant attempt to control nature.

아야는 라호우 섬에서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 근심 걱

Aya is growing up with her mother on the island of Lahou.

래 위에서 자는 것을 즐긴다. 하지만 이 낙원이 물 아

sleeping on the sand. However, her paradise is doomed

정 없이 즐겁게 지내고 있는 그녀는 코코넛을 따고 모
래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해수면이 상승하여 파도
가 집을 위협하기에 이르지만, 아야는 그녀의 섬을 떠
나지 않기로 결심한다.

Joyful and carefree, she enjoys picking coconuts and
to disappear under the water. As the waves threaten her
house, Aya makes a decision : the sea-level may rise, she
won’t leave her island.

전작 <볼리바나>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감독은, 소녀

After receiving recognition with Boli Bana, the director

향을, 다큐멘터리의 진실성과 성장영화의 이야기로

the effects of the rising sea level due to global warming

아야에게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이 끼친 영
조합하여 한 편의 시를 만들어냈다.

프로그래머 이정진

creates poetry with Aya, combining a documentary about
and a coming-of-age story.
Jinna Lee, Programmer

Jinna Lee, Programmer

그녀는 20년 넘게 영화계에서 일해왔다. <나푸릿>은 2013년 유로파상 후보에
올랐고 <마음의 상태>는 2007년 정부작품상을 받았다. 단편 <천국과 지상>은
1995년 탐페레영화제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불가리아 출신인 시몽 쿨리발리 질라드는 브르타뉴에서 자랐다. 그는 서아프리카에
서 일하며 그곳 사람들, 영토와 강렬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조수인 라시나 쿨리발리
와 함께 카메라와 마이크만 가지고 모든 영화를 촬영했다.

She has worked in the film industry for over 20 years. Her documentary Naapurit was
nominated for Prix Europa in 2013 and State of Mind(Mielen tila) received a state quality
award in 2007. Her short documentary, Heaven and Earth(Taivas ja maa), won the main
prize in the Tampere Film Festival in 1995.

Born in Bulgaria, Simon grew up in Brittany. Simon developed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and territories of West Africa where he lives and works part of the year. He
made all his films there, alone with his cameras and microphones, accompanied by his
assistant, Lassina Coulibaly.
시몽 쿨리발리 질라드
Simon Coulibaly Gill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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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노바		
Captain Nova

파이어 시즌
Fire Season

Netherlands · 2021 · 85min · Color · Fiction · International Premiere

USA · 2021 · 8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한 전투기 조종사가 환경 재앙으로부터 세상을 구하

A fighter pilot travels back in time to save the future world

으로 어려지는 바람에 아무도 그녀의 말을 진지하게

young again and no one takes her seriously.

기 위해 과거로 돌아간다. 하지만 시간 여행의 부작용
받아들이지 않는다.

<캡틴 노바>는 짜릿한 공상과학 모험을 통해 현재의

from environmental disaster, but a side-effect turns her

Captain Nova debates our current climate-crisis in a thrill-

기후 위기에 대해 논한다. 우리의 목표는 모두가 누군

ing sci-fi adventure. Our goal is to bring all people together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without finger pointing to others.

가를 탓하지 않으면서 이 시급한 문제의 책임에 대해
작가 로테 타버스, 감독 마우리스 트라우볼스트

to discuss their own responsibility in this urgent matter
Lotte Tabbers, Script / Maurice Trouwborst, Director

그의 첫 장편영화인 <캡틴 노바>는 제35회 시네키드페스티벌의 개막작이었으며
최우수어린이영화, 최우수네덜란드어린이영화 심사위원상을, 최우수어린이영화
관객상을 수상했다. 2021년에 네덜란드에서 개봉했다.
His first feature film Captain Nova opened the 35th Cinekid Festival, where it won the jury
awards for Best Children’s Film and Best Dutch Children’s film, as well as the audience
award for Best Children’s film. It had it’s theatrical release in Netherlands in December
of 2021.
마우리스 트라우볼스트
Maurice Trouwbo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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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언제나 함께 1 Always with you Films 1

<파이어 시즌>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산불 현장에 모

Fire Season documents the strange spectators that gather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휘티어 산불, 라튜나

major fires that occurred from 2017-2020, including the

여든 이상한 관중들을 기록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산불, 토마스 산불, 그리고 밥캣 산불 등 주요 화재 현
장을 담고 있다.

around wildfires in Southern California. The film captures
Whittier Fire, La Tuna Fire, Thomas Fire and Bobcat Fire.

원래는 방화범에 관한 공포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산

Originally, I wanted to make a horror film about an arson-

사람들이 화면에 잡혔다. 내가 생각했던 공포영화보

into frame to take their own photos. What I saw in real life

불을 촬영하며, 진화보다 사진을 찍기 위해 배회하는
다 현실이 더 끔찍했다.

감독 퀸 엘스

ist. When I tried to capture the wildfires, people wander
was more horrifying than my horror film idea.
Quinn Else, Director

퀸 엘스는 수상 경력이 있는 영화감독이다. 그는 실존 인물과 실제 장소에서 영감을
받은 기묘하면서도 인간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Quinn Else is an award-winning filmmaker who tells odd yet human stories inspired by real
people and places.

퀸 엘스
Quinn E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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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		
Shari

언제나 함께 1 Always with you Films 1

Japan · 2022 · 63min · Color · Documentary · Asian Premiere		

In the Shiretoko Peninsula in the northernmost part of Ja-

려온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2020년 겨울에는 눈이 거

es from the Sea of Okhotsk in winter. For some reason,

의 오지 않았고 유빙도 보이지 않는다.

자연과 동물, 인간이 공존하는 샤리에서 벌어지는 기
묘한 실화.

배급사 까르뜨 블랑슈

언제나 함께 2 Always with you Films 2

Korea · 2021 · 22min · Color · Fiction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일본 최북단의 시레토

코 반도에는 겨울마다 오호츠크해에서 유빙이 떠내

용덕마을
Village Heroes

pan, wild animals coexist with humans and drift ice reachthere is very little snow in the winter of 2020. The drift ice
hasn’t appeared yet, either.
This is the true story of a mysterious happening in Shari,
where nature, animals, and humans live at odds with each
other.
CaRTe bLaNChe, World Sales

영화과 졸업을 앞둔 순심이는 혼자서만 영화 제작 지

Soon-sim, who is about to graduate from the film depart-

태프도 없는 상황, 어쩔 수 없이 용덕마을로 내려가서

alone. She has no choice but to go down to Yongdeok

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돈도 없고 같이 촬영할 스
도움을 청한다. 마을 사람들이 순심이의 졸업을 위해

영화 촬영을 도와주게 되는데. 우당탕탕 마을 사람들
과 순심이의 농촌 영화 촬영기! 슬레이트 치는 것부

터 심상치 않고 모든 것이 어설프다! 순심이는 과연
졸업할 수 있을까?

영화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것. 누구든 따뜻
하고 푸른 여름을 느끼게 해줄 힐링 영화이다.

감독 김하영

요시가이 나오
Yoshigai Nao
190 포커스 Focus

ment, will not be able to receive film production subsidies
Village and ask for help. Villagers help Soon-sim film for
graduation. Awkward village people who don’t know the
film and Soon-sim’s Rural film Shooting! Everything is
clumsy! Will Soon-sim be able to graduate?

We can’t make a film by myself, but we can make it ‘together’. It’s a healing movie that makes anyone feel warm
and blue summer.

일본 출신의 영화감독, 무용수, 안무가. 그녀의 영화는 곧 ‘춤’이다. 생명체 고유의
신체적 감각과 현상을 바탕으로 이미지와 소리를 연출해 ‘보고 듣는’ 영화적 경험
에 집중하고자 한다.

1998년 부산 출생. 2015년 부산에서 단편영화 <입시전쟁> 연출 이후 자극적인 것
보다는 모두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보고 싶어 하기 시작했다.

Born in 1987, Japan. Yoshigai Nao is a filmmaker, dancer and choreographer. Her film
is ‘dancing’. She choreographs image and sound for time to focus on ‘watching and
listening’ as a motion picture, based on physical sense and phenomena which are unique
for living things.

Born in Busan, 1998. Kim Ha-young filmed a short film War of high school test in Busan
in 2015. After directing War of high school test, she started to want to make films that
everyone could enjoy rather than stimulating ones.

Kim Ha-young, Director

김하영
Kim Ha-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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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 사진관		
Sea, Photo Studio

언제나 함께 2 Always with you Films 2

Korea · 2022 · 27min · Color · Fiction

여고부 2위 한정민
Second Place

언제나 함께 2 Always with you Films 2

Korea · 2021 · 22min · Color · Fiction

남편과 사별 후, 함께 운영하던 사진관을 정리하려 시

After losing her husband, Young-mi comes down to

한 할머니 행자를 만난다.

strange grandmother Hang-ja who asks her to take her

골로 내려온 영미는 자신의 사진을 찍어달라는 이상

the countryside to close her photo studio. She meets a
picture.

자신의 아픈 과거를 딛고, 현재의 나를 살피며 미래를
그린다면 삶은 그래도 한걸음 내딛을만 한 것 같다.

감독 김동찬

If I can overcome my painful past, look at myself in the
present, and paint the future, it seems like life is still worth
taking a step forward.

좋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되고 싶어 열심히 공부 중이다.

I am studying hard to become a director who makes good films.

Kim Dong-chan, Director

태권도 겨루기 만년 2위 한정민. 그녀는 라이벌 수아

Han Jung-min, second place in taekwondo competition.

복되는 패배에 지쳐 동력을 잃어버린 정민. 고등부 마

school. Jung-min, who lost his power due to repeated

에게 고등학교 3년 내내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반
지막 경기를 앞두고 정민은 다시 달려갈 힘을 찾을
수 있을까?

She has never won her rival Su-a in all three years of high
losses, is about to play the last game of high school. Will
Jung-min be able to find the power to run again?

인생을 달리다보면 왜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지 잊어

As you run through life, you sometimes lose where you

는 곳에 멈추지 못한다. 이 영화를 통해 모두 스스로

we want to stop for a while and look around, we, who used

버릴 때가 있다. 잠시 멈추고 싶어도 관성에 의해 원하
의 동력으로 달릴 수 있길 바란다.

감독 한지민

were heading and why you were running so hard. Even if
to run at full speed, cannot stop where we want by inertia. I
hope we can all run through our own power, not by inertia.
Han Ji-min, Director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에 재학 중이다. <여고부 2위 한정민>은 동력을 잃
어버린 현대인들이 각자의 동력을 찾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그녀의 첫 번
째 단편영화다.
She is currently a film major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cond Place is the first
short film by her, with the hope that modern people who have lost their purpose can find
their own purpose.

김동찬
Kim Dong-c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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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
Han Ji-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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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프 프로젝트
UMFF Project

움프 프로젝트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제작지원

UMFF Project is a production support program by Ulju

인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프로그램인 울주멘터리로

expert production support program, and Uljumentary, a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제작지원인 울주서밋과 일반
구성됩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울주서밋은 매년 그

결과물을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하고 있으며, 해외 산
악영화제에서 수상하거나 국내 극장개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소개하는 작품은 제주와 이란의 설화

를 통해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다큐멘터리 <7개의
관문>과, 한국에 귀화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의 ‘진정
한’ 한국인되기에 관한 극영화 <선산>입니다.

울주멘터리는 울주와 다큐멘터리의 합성어로, 울주
세계산악영화제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 주
최, 제작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진행하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이며, 매년 울주세게산악영화제 공개 후 타
국내영화제에서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울주멘

터리는 울주의 사람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두 편
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두 편, 모두 네 편의 단
편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움프 프로젝트 6편
의 작품 모두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길 희망합니다.

Mountain Film Festival, consisting of Ulju Summit, an
documentary production support program for the general public. Ulju Summit was started in 2015, and since
then has released world premiere films every year.
Many of the films were awarded at mountain film festivals abroad or released in theaters in Korea. This year’s
films are the documentary Land of Demons, which talks
about the environment through the folktales from Jeju
and Iran, and the fiction One’s Family Gravesite, the
story of a naturalized Korean woman from Uzbekistan
trying to become a ‘true’ Korean.
Uljumentary(a compound word mixing Ulju and documentary) is a media education and support program
hosted by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Through this project, films are
released at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later
introduced at other film festivals in Korea. This year,
Uljumentary created a total of four short documentaries, with two about the people and region of Ulju, and
two about their own stories. We hope that all 6 UMFF
Projects gain a wide audience.

울주서밋 Ulju Summit
7개의 관문 Land of Demons

Korea, Iran · 2022 · 57min · Color · Documentary · World Premiere

선산 One’s Family Gravesite

Korea · 2022 · 40min · Color · Fiction · World Premiere

제주의 창시자 설문대 할망의 마지막 아들은 섬에 닥

The last child of Jeju’s creator is the only one aware of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나타샤. 그녀는

Natasha, originally from Uzbekistan, got a citizenship in

아직 힘이 부족하다. 또 다른 세상의 영웅인 이란의

to make a difference. In another part of the world, a hero

고자 부동산을 찾아갔지만 돈이 부족해서 좋은 자리

do. She believes that this will somehow give Korean roots,

친 위험을 아는 유일한 존재지만 그것을 막아내기엔
로스탐 또한 7개의 관문을 통과하며 숲의 파괴를 목
격하지만 혼자서는 이 상황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그

들의 여정을 통해 함께 그 지역을 여행하고 그들에게
놓인 다양한 문제들을 직면한다.

the damage others pose to the island. But he is too weak
is on a journey to passing seven obstacles that ruined
the forest. We journey to these regions in present time
through these stories and encounter numerous environmental problems they are enduring.

옛날 이야기 속에서는 악마들이 세상을 파괴하는데

Once, we heard of demons ruining forests in fairytales,

은 한국과 이란의 유명한 설화 속 인물들을 통해 우

Land of Demons is a creative documentary telling our

지금의 세상 속 악마는 과연 누구인가. <7개의 관문>
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독창적인 다큐멘터리이다.

감독 코메일 소헤일리

but now we are the demons causing the damage! The
environmental challenges, using two famous folks from
Korea and Iran.
Komeil Soheili, Director

코메일 소헤일리 Komeil Soheili
코메일은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춘 작품을 만드는 영화제작자이자 작가이다. 두
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그의 영화는 GZDOCS, FAJR and Cine Verite 등 다양한
영화제에서 본선 진출 및 수상하였다.
Komeil Soheili is a filmmaker and writer with a focus on environmental issues. He has
been nominated and awarded in various film festivals including GZDOCS, FAJR and Cine
Verite. Komeil is also an author of two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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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처럼 선산을 만들어 한국 땅에 뿌리를 만들

를 구할 수가 없다. 그러다 마침 땅을 싸게 내놓은 할
머니가 나타나 행운을 잡는가 했지만 나타샤가 귀화

한 외국인이라는 걸 알게 된 할머니는 판매를 거절한
다. 그러자 나타샤는 할머니를 찾아가는데...

Korea. She wishes to buy a family gravesite like Koreans
for her descendants. She meets realtors but doesn’t have
enough money to buy the land. In the last minute she finds
a miraculously low-priced land put by some old lady, but
she declines to sell her property to Natasha because she
is a foreigner. Natasha decides to meet this lady...

뿌리와 내 땅을 잃고 이방인으로 남의 땅에서 살아

This film poses questions of meanings of life, especially

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

tures and those of who lost their ‘roots’ and lands.

갔던, 살고 있는,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
인지 묻고자 한다.

those of people who have different backgrounds and culJung Hyung-suk, Director

감독 정형석
정형석 Jung Hyung-suk

공연과 영화 양쪽 분야에서 작가, 연출가, 배우, 기획자로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는 멀
티플레이어다. 2018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한국경쟁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The director likes to call himself a multiplayer: I make films, stage plays as a director,
actor, and producer. In 2018, he won the award at the competition section at JEONJU IFF.

움프 프로젝트 UMFF Project 197

2022 울주멘터리 Uljumentary 2022

길
Road

꿈은 졸다가도 꾼다
Whenever
Korea · 2021 · 23min · Color, B&W
Documentary · World Premiere

Korea · 2022 · 20min · Color
Documentary · World Premiere

윤기현
Youn Ki-heoun
김부경, 김유정, 조수민, 최시아
Kim Bu-gyeong, Kim Yu-jung, Cho Su-min, Choi Si-a

멘토 신나리
Mentor Seen Na-ri

멘토 문창현
Mentor Moon Chang-hyeon

6.25 참전용사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자 90세
할아버지를 섭외하고, 촬영 구성안을 작성하였다. 그러
나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되어 본격적인 촬영을
시작하려 하니 집안 사정으로 갑자기 촬영을 할 수 없다
고 한다. 감독은 고민에 빠지고,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휴먼다큐멘터리 제작은 오랜 인연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
다는 것을 실감한다.

To make a documentary about the Korean War, the director recruits a 90-year-old veteran to make connections and
preparations. Just when filming is set to begin, the veteran
says he can’t shoot due to family circumstances. The director is faced with a dilemma and realizes that production of a
human documentary focused on one person is no easy task
without a long-term relationship.

꽝
Water Celery

고등학교 2, 3학년 시아, 부경, 수민, 유정은 학교 방송부
에서 만났다. 자신을 돌아볼 틈 없이 일상을 살아가기에
바빴던 네 명의 청소년. 다양한 고민 속 청소년기를 지나
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는 원하는 해답을 얻을 수 있
을까? 이 사회는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받아 줄 수 있는
사회일까? 비록 찬란하진 않더라도 누구보다 치열한 한
장의 그림을 만든다.

보삼
Bosam Village-Protection of Three Times
Korea · 2022 · 28min · Color
Documentary · World Premiere

산업화와 과학 발전으로 인류의 대다수는 굶주림에서
해방되었고, 농자천하지대본은 절대자의 자리에서 내동
댕이쳐졌다. 인류에게 먹거리는 소중하고, 식물이 ‘먹거
리’가 되기 위해서는 농사라는 노동으로 매일같이 보듬
어야 한다. 하지만 농부는 기피하는 직업이 되어 고령화
되었고, 농경 면적 또한 날이 갈수록 줄고 있다. 가까운 미
래에 신토불이를 잃게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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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school juniors and seniors Si-a, Bu-gyeong, Su-min, and
Yu-jung met at their school’s broadcasting club. Four teenagers too busy with life to reflect on themselves. Will this
society accept us if we’re not ready? We see ourselves in
the teenagers’ various concerns. Can we get the answers we
want? They create a picture that may not be radiant, but more
intense than anyone.

Korea · 2021 · 19min · Color
Documentary · World Premiere

유소영
Yu So-young

장현
Jang Hyun

멘토 박배일
Mentor Park Bae-il

멘토 김영조
Mentor Kim Young-jo

Industrialization and scientific advancement have freed most
of the world from hunger, and crushed the idea that agriculture is the foundation of a nation. For precious food to
reach us, vegetation must be cared for daily. Yet farming has
become a profession to be avoided, causing the aging of
farmers and shrinking of farmlands. Will it be ok to lose local
farming in our near future?

울주군 삼동면 정족산 중턱에 위치한 보삼마을. 보삼마
을은 1980년대 한국의 토속적인 농촌풍경을 잘 간직하
고 있어 우리 정서에 맞는 토속 영화촬영지로 각광 받았
던 마을이며, 지금은 영화기념마을로 지정되었다. 오랫
동안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여사님 그리고 영화기념관
을 관리하는 해설사, 두 여인의 일상을 담아보고자 한다.

Bosam Village, located in the middle of Jeongjoksan Mountain in Samdong-myeon, Ulju-gun. Bosam Village was a
village that was spotlighted as a filming location for native
Korean films that fit our emotions because it retains the native
rural scenery of Korea in the 1980s, and is now designated as
a film commemorative village. We watch the daily lives of the
two women, a woman who has lived in the village for a long
time and a commentator who manages the films me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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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스티벌 프로그램
Festival Program

산, 자연, 인간

Mountain, Nature, Human

산과 함께

Together with Mountain

삶과 함께하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And a mountain together with life spoken of.

산과 함께 살아온 삶을 담아내고,

A life together with the mountain captured,

자연과 함께

Together with Nature

그 지혜를 자연에게 돌려주려고 합니다.

To return that wisdom back to nature.

자연이 베푸는 지혜를 배우고,

Learn the wisdom nature bestows,

인간과 함께

Together with Human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For a way to live together.

자연 속에서, 우리는

Within nature, we’ll search

자연에서 이야기하다 Talking in Nature

제7회 울주세계산악영화제에서 자연과 인간, 도전과 모험을 담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The 7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 presents film about nature and humankind, challenges, and adventures.

게스트와의 만남, 움프 토크 Q&A, UMFF Talk

영화인과 산악인, 각 분야의 전문가 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Filmmakers, Mountaineers and Professionals in their fields will provide commentary talk on the film or specific subject(issues).

멀티플랫폼 시대 한국영화의 현재와 미래
Korean cinema’s presence and future in the Multi-Platform era
「오징어 게임」이나「지금 우리 학교는」과 같은 OTT 제작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 관심을 받으며, 한국 콘텐츠가 주목받
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영화제작 환경 및 기존 배급 시스템의 변화와 OTT와 같은 채널의 다각화에 따른 한국
영화의 미래를 각 분야의 영화인들이 전망해 본다.

Korean productions are drawing attention from all over the world with over-the-top(OTT) contents such as Squid Game, and All
of Us Are Dead. Professionals from production and direction departments will overlook and predict the future of Korean cinema
and changes under the Pandemic, which has affected production conditions and the established distribution system.
일시 Date/Time
장소 Venue

4. 2.(토) 11:00 ~ 13:00 Apr. 2(Sat) 11:00 ~ 13:00
프레스센터 Press Center

<비 만들기 프로젝트> + 이명인 교수(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 도시환경공학과 교수)
How to Kill a Cloud + Professor Lee Myeong-in(Ulsan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Director/
Heatwave Research Center, Professor/Department of Urban and Environmental Eng.)
일시 Date/Time
장소 Venue

4. 5.(화) 19:00 *영화 종료 후 움프 토크 진행 Apr. 5(Tue) 19:00 *UMFF Talk will be set after the screening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벌목, 언더커버> + 신유희 대표(제로웨이스트 / 공정무역 편집샵 지구맑음)
Wood. Game-Changers Undercover + CEO Shin Yoo-hee(Zerowaste Shop Jigumalgeum)
일시 Date/Time
장소 Venue

4. 7.(목) 19:00 *영화 종료 후 토크 진행 Apr. 7(Thu) 19:00 *UMFF Talk will be set after the screening
알프스 시네마 2 Alps Cinem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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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프스 이야기 <소피 라보, 레이디 8,000>
Voice of Alps Sophie Lavaud, Lady 8000
일시 Date/Time

4. 2.(토) 20:00 *영화 상영 전후 공연 및 움프 토크 진행
Apr. 2(Sat) 20:00 *UMFF Talk and performance will be set before and after the screening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능선 저 너머, 한국 알피니즘의 미래
Beyond the ridge, the future of Korean Alpinism
지난 3년간 월간 「산」에 연재해온 ‘한국 알피니스트 아직 살아있다’ 코너에 출연한 산악인 36명에게 우리는 어떻게 산
을 올라아하며, 산을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와 함께 출간된 『BEYOND THE RIDGE』에 실린 서른
여섯 명의 이야기를 통해 능선 너머, 우리의 앞에 펼쳐진 산들을 바라보고자 한다.
We asked 36 mountaineers who contributed to the ‘Korean Alpinists, Standing Strong’ section, which has been published in the
monthly San for the past three years, how we climb the mountain and why we climb it. Through the story of 36 mountaineers
in BEYOND THE RIDGE, which was published along with this serialization, we would like to look at the mountains in front of us
beyond the ridge.
일시 Date/Time

4. 3.(일) 11:00 ~ 13:00 Apr. 3(Sun) 11:00 ~ 13:00

주최 Presented by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Corean Alpine Club

장소 Venue

주관 Presented by
후원 Supportor

프레스센터 Press Center

알피니스트 코리아 Alpinist Korea

시티핸즈캄퍼니, 월간 산 Cityhands Company, Monthly San

한국 히말라얀펀드 토크
Korea Himalayan Fund Talk
등반가들은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것일까? 그들은 왜 가파른 절벽과 무시무시한 빙벽에서 기쁨을 찾을까? 국
내와 세계를 누비며 모험등반의 첨단을 개척하는 두 등반가를 초청해 벽에 담긴 그들의 신념과 그를 실천하기까지의
여정을 들어본다.

Why do mountaineers challenge themselves with risks? Why do they find joy on steep cliffs and terrifying ice walls? We invite
two mountaineers who travel all around the country and the world to pioneer the cutting edge of adventure climbing to share
their beliefs on the wall and their journey to practice them.
일시 Date/Time

4. 9.(토) 11:00 ~ 13:00 Apr. 9(Sat) 11:00 ~ 13:00

주최/주관
Presented by

한국 히말라얀펀드 Korea Himalayan Fund

장소 Venue

프레스센터 Press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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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노래하다 Singing in Nature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펼쳐지는 영남알프스를 배경삼아 영화와 음악 그리고 관객이 함께 어울리는 공연 프로그램
입니다.
Wi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s location, Yeoungnam Alps, as the backdrop, this performance program brings film, music,
and audience together.
*해당 영화 예매 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인원 및 예매 확인을 위해 상영 시작 20분 전에 도착 바랍니다.
*사전 예매 후 잔여분에 한하여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안전한 공연관람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Ticket holders of the film could watch the performance.
*Please arrive 20 minutes before the program begins for reservation confirmation and processing.
*Tickets will be available on-site only if there is room after advance reservation.
*For safety performance, please wear a mask.

<운명의 산> + 진수영 시네마 앙상블
Mountain of Destiny + Sooyoung Chin Cinema Ensemble
최초의 장편 무성 산악영화 <운명의 산>과 진수영 시네마 앙상블 공연.
An ensemble performance by the Sooyoung Chin Cinema Ensemble and Mountain of Destiny, the world’s first feature length
mountain film.
일시 Date/Time
장소 Venue

4. 9.(토) 20:00 Apr. 9(Sat) 20:00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진수영 시네마 앙상블: 진수영(피아노), 김오키(색소폰), 정수민(베이스)

미국 저작권 협회에서 루이 암스트롱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재즈피아니스트이자 작/편곡가 진수영과 대한민국 창조적인 색소포니스트
김오키, 그리고 정수민 트리오의 리더 베이시스트 정수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밴드입니다.

Sooyoung Chin, a jazz pianist, composer, and arranger who was awarded the Louis Armstrong Award from the American Copyright Association;
Kim Oki, an innovative saxophonist of Korea; and Jung Su-min, lead bassist of Jung Su-min Trio.

<도전: 멈추거나 나아가거나> + 솔루션스 + 데이브레이크
La Liste: Everything or Nothing + The Solutions + Daybreak
위험천만한 프리스키 세계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여정을 그린 영화.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솔루션스 그리고 데이브레이크가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모든 시작과 봄의 설레임을 영화와
음악으로 선사합니다.
The film capturing the search for the meaning of life in the dangerous world of free skiing.
Ulju Mountain Film Festival, The Solutions, and Daybreak present film and music supporting new challenges and new beginnings in the coming spring.
일시 Date/Time
장소 Venue

4. 2.(토) 18:00 Apr. 2(Sat) 18:00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봄날을 노래하다
Song of Spring
울주문화재단 ‘찾아가는 공연배달’.
울산, 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의 협업 프로젝트.
봄날의 따뜻함과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움을 공연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Ulju Culture Foundation ‘Performance Delivery’
A collaborative project by artists working in Ulsan and Ulju.
Come and enjoy the warmth of spring and the beauty of the Yeongnam Alps through this performance.

솔루션스: 보컬, 기타, 베이스, 드럼으로 구성된 5인조 밴드. 모던록과 일렉트로닉의 절묘한 조화로 만들어내는 세련되고 청량감 넘치는

일시 Date/Time

4. 2.(토), 4. 3.(일), 4. 9.(토), 4. 10.(일) 15:30 Apr. 2(Sat), Apr. 3(Sun), Apr. 9(Sat), Apr. 10(Sun) 15:30

The Solutions, a five member band consisting of vocals, guitar, bass, and drums. They bring an exquisite harmony between modern and elec-

관람료 Fee

무료 Free

음악으로 청춘을 노래합니다.

tronic rock to create sophisticated and stimulating music about the young.

장소 Venue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데이브레이크: ‘좋다’, ‘들었다 놨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등, 히트곡으로 우리나라 밴드씬을 대표하는 4인조 록밴드. 세대와 취향을 뛰어
넘어 긍정과 사랑을 노래하며, 다양한 장르와 무드를 유연하게 넘나드는 특유의 능력으로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Daybreak, a four member rock band leading Korea’s band scene with hits like ‘Fall in Love with You,’ ‘Love Actually,’ and ‘Flower Road’. They are
above generation gaps and musical tastes, singing about positivity and love with the unique ability to move between various genres and m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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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채우다 Playing in Nature

자연과 함께 건강하게!
아름다운 영남알프스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지친 일상의 활력을 되찾는 시간.
Be Healthy! Be Green!
A time to exercise and reinvigorate mind and body in the beautiful Yeongnam Alps.
참가비 Fee

신청 Registration

3,000원 3,000 KRW

영화제 홈페이지(www.umff.kr) 통해 사전 예매 Advance Reservation on the official website(www.umff.kr)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heck the official website.

낮하늘의 별구경 Counting Stars

우주의 움직임과 별자리에 대해 배우고, 봄날의 영남알프스에서 태양과 달을 직접 확인하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
Learn about the universe and constellations, personally observe the spring sun and moon of the Yeongnam Alps and listen to their stories.
일시 Date/Time
장소 Venue

소요시간 Duration

참가인원 Participation

4. 2.(토) ~ 4. 9.(토) 16:45 Apr. 2(Sat) ~ Apr. 9(Sat) 16:45

산악문화관 3층 옥상 쉼터 Yeongnam Alps Mountain House 3F Rooftop Shelter
1시간 1 hour

10인 10 people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함께하는 숲산책 프로그램은 숲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으로, 전문 숲해설가와 함께 합니다.
‘Forest Walk’ is a time to learn and feel the forest while listening to the stories told in nature. A professional forest narrator will walk along with
you during the program.

장소 Venue

안전한 소재로 만든 친환경 세제와 삼베수세미를 만들어 지구적 생활을 일상으로 만드는 워크숍에 참가해보세요.
Join the workshop to make eco-friendly detergent and hemp sponge to make your everyday earth-friendly.
일시 Date/Time

4. 3.(일), 4. 7.(목) 12:00 Apr. 3(Sun), Apr. 7(Thu) 12:00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1 hour

장소 Venue

참가인원 Participation
프로그램 Program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30인 30 people

4. 3.(일) - 천연 소프넛 세제 / 4. 7.(목) - 삼베수세미 Apr. 3(Sun) - Soapnut detergent / Apr. 7(Thu) - Hemp sponge

요가를 가요 Let’s Yoga

숲과 자연의 치유를 경험해보는 시간. 요가와 명상을 마친 후 텅드럼 연주를 들으며 몸과 마음을 채우세요.
Experience the healing power of forest and nature. Fill your body and mind with yoga and meditation followed by a tongue drum performance.
일시 Date/Time

4. 6.(수), 4. 8.(금) 12:00 Apr. 6(Wed), Apr. 8(Fri) 12:00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1 hour

장소 Venue

참가인원 Participation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30인 30 people

보태니컬 아트 클래스 Botanical Art Class

숲산책 Forest Walk

일시 Date/Time

지구로부터, 지구를 위한 By the Earth, for the Earth

4. 2.(토), 4. 3.(일), 4. 9.(토), 4. 10.(일) 10:00, 14:00 / 1일 2회차
Apr. 2(Sat), Apr. 3(Sun), Apr. 9(Sat), Apr. 10(Sun), 10:00, 14:00 / 2 times a day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스위스 전통악기 클래스 Swiss music in Ulju

UMFF 2022 주빈국으로 선정된 스위스의 전통의상을 입고 악기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
울주군 영남알프스에서 스위스의 카우벨과 알펜호른을 동시에 체험해보세요!
There is a chance to learn a musical instrument while wearing the traditional costume of Switzerland, which was selected as the UMFF 2022
Guest Country. Experience Swiss cowbells and alpenhorns in Ulju’s Yeongnam Alps!

나만의 색감으로 채우는 보태니컬 아트엽서를 만들어 보세요.
Make a botanical art postcard with your own colors.
일시 Date/Time

4. 9.(토) 12:00 Apr. 9(Sat) 12:00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1 hour

장소 Venue

참가인원 Participation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30인 30 people

울주 클라이밍데이 Ulju Climbing Day

클라이밍은 수직의 벽을 오르며, 도전과 성취감을 느끼는 스포츠입니다.
‘울주 클라이밍데이’에서는 동호인 위주의 스포츠였던 클라이밍을 다양한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limbing vertical walls is a sport bringing you a sense of challenge and achievement.
‘Ulju Climbing Day’ will make what used to be a sport mainly for enthusiasts a fun sport for anyone to try.

일시 Date/Time

4. 2.(토), 4. 3.(일) 11:00 Apr. 2(Sat), Apr. 3(Sun) 11:00

일시 Date/Time

4. 2.(토) ~ 4. 10.(일) 09:30 ~ 17:00 / 1일 6회차 Apr. 2(Sat) ~ Apr. 10(Sun) 09:30 ~ 17:00 / 6 times a day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1 hour

참여대상 Age

7세 이상의 미성년자 Minors over 7 years old

장소 Venue

참가인원 Participation

알프스 시네마 4 Alps Cinema 4
14인 14 people

장소 Venue

소요시간 Duration

참가인원 Participation
관람료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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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밍장 Climbing Center
1시간 1 hour

회차당 최대 150인 선착순 입장 First come, first served up to 150 people per 1 time
무료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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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브릭 아트 클래스 Fabric Art Class

가로세로 엮어가며 누구나 쉽고 재밌게 체험할 수 있는 패브릭 위빙 티코스터를 만들어보세요.
Participate in a fun and easy criss cross fabric weaving experience to make a tea coaster.
일시 Date/Time

4. 4.(월) 12:00 Apr. 4(Mon) 12:00

소요시간 Duration

1시간 1 hour

장소 Venue

참가인원 Participation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30인 30 people

명예소방관 클래스 We are Firefighters

4월은 안전의 달!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울주소방서가 함께하는 안전교육 클래스.
April is Safety Month! A safety education class with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Ulju Fire Station.
일시 Date/Time
장소 Venue

소요시간 Duration

참가인원 Participation

4. 5.(화) 12:00 Apr. 5(Tue) 12:00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일시 Date/Time

4. 5.(화) 12:00 ~ 15:00 / 1일 9회차 Apr. 5(Tue) 12:00 ~ 15:00 / 9 times a day

소요시간 Duration

20분 20 minutes

움프 광장 UMFF Square

회차당 5인 참여가능 5 people can participate per 1 time

더빙극장 Dubbing Theater

울주세계산악영화제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함께하는 더빙 교육 프로그램.
울산 시민 20명이 2개월간 직접 대본 각색 및 더빙 연기 교육에 참여합니다.
A Dubbing education program presented by the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Ulsan Community Media Center.
Twenty Ulsan residents worked on the script adaptation and dubbing acting for 2 months to present the film.
일시 Date/Time
장소 Venue

일시 Date/Time

프로그램 Program

4. 2.(토), 4. 3.(일), 4. 4.(월), 4. 9.(토) Apr. 2(Sat), Apr. 3(Sun), Apr. 4(Mon), Apr. 9(Sat)
천주교 성지순례 / 요가체험 Catholic pilgrimage / Yoga experience

상북길 걷기 Trail on Sangbuk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열리는 영남알프스 주변의 걷기 좋은 길을 소개합니다.
We are introducing great walking trails around Yeongnam Alps, home of Ulju Mountain Film Festival.
일시 Date/Time

4. 1.(금) ~ 4. 10.(일) Apr. 1(Fri) ~ Apr. 10(Sun)

*관광두레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로 해당 기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상북길 걷기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산책 프로그램입니다.
*You may apply for each program in the Tour Dure program at the on-site location. The Sangbuk trail is a free trail walking program.

30인 30 people

4월은 안전의 달!
지진부터 화재, 재난위기 상황시 대피까지 모든 체험을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출동한 이동안전체험 차량으로 한 번에 배워보세요.
April is Safety Month!
Come to the Ulsan Safety Experience Center’s mobile safety experience vehicle to learn about evacuation from disasters like earthquakes and fires.

참가인원 Participation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관광두레 사업은 울주군 지역주민이 직접 구성한 당일치기 프로그램으로, 영화제 기간동안 함께 체험할
수 있습니다.
Tour Dure is a program host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 and a day trip set up by Ulju residents to be experienced during the film festival.

1시간 1 hour

재난탈출 UMFF! EXIT!

장소 Venue

관광두레 Tour Dure

4. 5.(화) 10:00, 4. 9.(토) 14:00 Apr. 5(Tue) 10:00, Apr. 9(Sat) 14:00
움프 시네마 UMFF Cinema

*<좌충우돌 비행대회>는 ‘투게더 1’에서 <별똥별 친구>, <건전지 아빠>, <스텝 바이 스텝>과 함께 상영됩니다.

*The Fantastic Flying Competition will be screened as part of ‘Together Films 1’ with On the Hill, Battery Daddy, and Step b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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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에서 펼치다 Viewing in Nature

올해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주목하는 산악인의 이야기가 전시로 펼쳐집니다.
An exhibition of the mountaineer in focus at this year’s Ulju Mountain Film Festival.
UMCA 전시 UMCA Exhibition

크시스토프 비엘리츠키는 1980년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동계초등하며 히말라야 동계등반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극한의 상황을 이겨낸 얼음의 전사 크시스토프 비엘리츠키의 동계등반과 단독등반의 기록을 만날 수 있습니다.
Krzysztof Wielicki(72) paved the road for Himalayan winter climbing when he made the first winter ascent of Mount Everest in 1980. Witness the
winter ascent and solo ascent records by Ice Warrior Krzysztof Wielicki, who overcomes extreme situations with his indomitable will.
일시 Date/Time
장소 Venue

4. 1.(금) ~ 4. 10.(일) Apr. 1(Fri) ~ Apr. 10(Sun)
움프 광장 UMFF Square

김홍빈 특별전: 산 넘어 삶 Kim Hong-bin Special Exhibition: Life Beyond the Mountains

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악인이자 희망 전도사인 김홍빈의 업적과 삶의 철학을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 나누기 위하여 2020년 광주시
립미술관에서 진행한 김홍빈 산악사진전 ‘산 넘어 삶’을 바탕으로 김홍빈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추억을 담은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To share and spread the life philosophy and achievements of mountaineer and hope evangelist Kim Hong-bin, Ulju Mountain Film Festival has
prepared an exhibition by those who remember him and the ‘Life Beyond Mountains’ exhibition presented at Gwangju Museum of Art in 2020.
일시 Date/Time
장소 Venue

4. 1.(금) ~ 4. 10.(일) Apr. 1(Fri) ~ Apr. 10(Sun)

산악문화관 1층 야외 Yeongnam Alps Mountain House Out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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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학
이정아

임성연
공간 디자인

Kim Jun-hak
Lee Jung-a
Lim Sung-yon
Festival Space Design

이민호

Lee Min-ho

행사 그래픽 디자인

Festival Graphic Design

장우석

Jang Woo-seok

트로피 디자인

Trophy Design

베르크

W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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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신분들
강도영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이희권

울주군 문화체육과

강정룡

부산국제영화제

임리원

광주시립미술관

강석균

강정원

부산국제영화제
강릉국제영화제

곽연옥 광화문국제단편영화제
구채은

한국관광공사

김선아

주한스위스대사관

권지협
김성권
김성일

김성준

울주군 관광과

울주군 산림공원과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전주국제영화제

김수경 울주군 시설지원과
김신년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김정임

울주군 시설지원과

김연희

울주군 관광과

김초은 주한폴란드대사관

김태교 울주군 산림공원과
김태훈 울산산악연맹

문병용 전주국제영화제
박성훈

울주군 관광과

박정애

울주군 관광과

박철한

울주군 문화체육과

박일아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박진수

울주군 관광과

방영은 김홍빈과 희망만들기
배상휘 울주군 산림공원과
배효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서경민

울주군 관광과

백경난

울주군 산림공원과

손창우 울주군 시설지원과
신동환 무주산골영화제
유경민 울주군 관광과

유순희 합천수려한영화제

윤소희 청소년 심사단 - 천상고등학교
윤주근 울주군 산림공원과
이가람 울주군 관광과
이미경

울주군 문화체육과

이상무

울주군 관광과

이민주

울주군 문화체육과

이승수 부산국제영화제
이왕근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이용감 한국영상자료원

이재훈 울주군 시설지원과
이태동 전주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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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근
임세형

장은석
정광준
정성환

정우창

정하영
조명진

조효진
지세연
진병석

허은석

한국외국어대학교
KBS

부산국제영화제
울주군 관광과

(사)전주영상위원회
영화의전당
KBS

강릉국제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광화문국제단편영화제
울주군 문화체육과
울주군 관광과

홍다빈 광화문국제단편영화제
황혜연

서울국제어린이영화제

상영본 제공처 Contacts
#TO_BE
Maja Pietraszewska-Koper
prezes@andrzejzawada.pl

Aletsch Negative
Laurence Bonvin
focus@laurencebonvin.com

Captain Nova
Beta Film GmbH
Claudia.schmitt@betafilm.com

1970
Square Eyes
info@squareeyesfilm.com

Amazonia
FAUVE SA
florias@fauve.co

Captain Volkonogov Escaped
Memento International
festivals@memento-films.com

24 Leeches
Aaron Peterson Studios
aaron@aaronpeterson.studio

An Accidental Life
Henna Taylor Films LLC
hennataylor@gmail.com

Carbon
Les soeurs Jaouen
marie@lesoeursjaouen.com

A Dog’s Tale
Anthill Films
info@anthillfilms.com

Antelopes
Don Quichotte Films
contact@donquichottefilms.com

Chaddr - A River Between Us
Karbe Film GmbH
mail@lenakarbe.com

A Fire Inside
FINCH
casey@finchcompany.com

Artur GUMA
Damian Bartoszek
DamianBartoszek@outlook.com

Chasing the Line
Picture Tree International
festivals@picturetreeinternational.com

A Lonely Island in the Distant Sea
EYE M
eyem_2020@naver.com

Aya
Taskovski Films
festivals@taskovskifilms.com

Climbing Giants
Sol Sun Media
info@solsunmedia.com

A People’s Radio
- Ballads from a Wooded Country
Finnish Film Foundation
ses@ses.fi

Battery Daddy
AniSEED
kaniseed@kiafa.org

Confiné
Jérôme Binette
jerome.binette@gmail.com

BERG
seriousFilm
info@seriousfilm.nl

Cows on the Roof
ANTIDOTE SALES LLC
festivals@antidote-sales.biz

Beyond the White
Taskovski Films
festivals@taskovskifilms.com

Da Yie
Salaud Morisset
festival@salaudmorisset.com

Blue Lion
IMAKA FILMS
Hello@imakafilms.com

Daejeon Blues
Kwon Su-bin
sskb1715@naver.com

Aasivissuit
Jasper Coppes
j.b.coppes@gmail.com

Bosam Village-Protection of Three
Times
ON&ON FILM
wkdgus040@naver.com

Doo Sar. A Karakoram Ski
Expedition Film
Andrzej Bargiel Sport Promotion
media@andrzejbargiel.com

After Antarctica
Moniker
contact@afterantarctica.com

Bucolic
Taskovski Films
festivals@taskovskifilms.com

E11 Lexicon
Alastair Lee
alastair.lee@posingproductions.com

Marco Ribetti Museo Nazionale Della Montagna Cai-Torino
Philip Cheah

Film Critic

Ryan Cheng

Film Critic

관객리뷰단
김민지

김은희

김지나
김학묵
김희선

박덕희
박선영

박순제

백인실

송승호
신단아
신미옥

이병숙희
이재근
이지현

정우철
최경진
최미영

A Thousand Ways to Kiss the Ground
Henna Taylor Films LLC
hennataylor@gmail.com
A White Dream
LUCKY YOU
a.baldacchino@lucky-you.tv
A Wish Upon a Satellite
Revolver Film OÜ
revolver@revolve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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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est - Sea to Summit
International Alliance for Mountain Film
info@mountainfilmalliance.org

In Nature
Nadasdy Film
distribution@nadasdyfilm.ch

Lock Down Rock Up

Night Forest

River

Stories from the Sea

Nicocam

kurhaus production

Dogwoof

sixpackfilm

hello@nicocam.com

office@kurhausproduction.de

luke@dogwoof.com

office@sixpackfilm.com

Feathers
Heretic
christina@heretic.gr

In the footsteps of Lucy Walker
Waw Créa
pm@wawcrea.ch

Lovelylove

Noses on the Run

Road

Summer of Bees

FILM DABIN

Keam Productions

Youn Ki-heoun

MAGNETFILM GmbH

film_dabin@daum.net

keam.productions@gmail.com

kiheoun@hanmail.net

frauke.knappke@magnetfilm.de

Fiddlehead Rain
AniSEED
kaniseed@kiafa.org

Jessie Story
POST FIN
distribution@posfin.co.kr

Martin and the Magical Forest

Not Alone

ROLLING

Sune - Mission Midsummer

Negativ Film Productions

Heather Mosher

INDIESTORY INC.

Melissa Jonsson

office@negativ.cz

heather.h.mosher@gmail.com

qu24356@gmail.com

melissa.jonsson@filminstitutet.se

Julia

MENDIAK 1976

ALPINE SARL

Of Cats, Dogs and Art

Roots

Sweet Home

- A friendship story in Afghan peak.

jocelyn@alpinemag.fr

MAGNETFILM GmbH

Andrijana Sofranić Šućur

POST FIN

Luis Arrieta Etxeberria

frauke.knappke@magnetfilm.de

andrijana.sofranic@gmail.com

distribution@posfin.co.kr

Old Mother Snow

Sabaya

Swissway to Heaven

Les Films du Nord

D ogwoof

Alys Andreo

info@euroanima.net

info@dogwoof.com

alysandreo@gmail.com

On Falling

Sea, Photo Studio

Telenovela on Everest

Josephine Anderson

Kim Dong-chan

MSPROD

josephineanderson@gmail.com

dongchan1025@gmail.com

msprod@bluewin.ch

On the Hill

Second Place

The Adventurers

FTF VŠMU

Han Ji-min

Funnycon

festivals@vsmu.sk

hjm3850@naver.com

film@funnycon.tv

Once There was a Sea...

Shari

The Alpinist

Miyu Distribution

CaRTe bLaNChe

Park Circus

festival@miyu.fr

entry@c-a-r-t-e-blanche.com

info@parkcircus.com

One’s Family Gravesite

She is the Ocean

The Black Mill

DAT FACTORY

Studio Bonanza

MEDIA MOVE

dwriter2000@nate.com

sales@mirovision.com

office@mediamove.pl

Mussels and Fries

Oshika-Winds of Change

Solo Trekker

The Fantastic Flying Competition

Miyu Distribution

ARTicle Films

Chang Jing-ye

John Croezen Cartoon

festival@miyu.fr

emi@articlefilms.com

solotrekkerfilm@gmail.com

johncroezen@gmail.com

Finders of the Lost Yacht
MEDIA MOVE
office@mediamove.pl
Fire
BOXOOENTER
dlsk47@naver.com

Keep Running

kaixo@mendiakfilm.com

FORTISSIMO FILMS

Mind Over Mountain

jane@fortissimofilms.com

Patagonia, Inc.
Monika.mcclure@patagonia.com

Fire Season
Quinn Else
quinnelse@gmail.com
Fox for Edgar
Talking Animals Animation Collective
info@talking-animals.com
Gerwentil
Victor Heim
victor.heim@live.com

Kim Hong-bin
KBS Media

Mission Ulja Funk

romarom@kbsmedia.co.kr

Picture Tree International
festivals@picturetreeinternational.com

Kjerag Solo
Alastair Lee

Moby Dick

alastair.lee@posingproductions.com

Park Circus
info@parkcircus.com

La Liste: Everything or Nothing
Red Bull House Media
florian.moser@redbull.com

Heltzear
Kimuak
kimuak@filmoteka.eus

Land of Demons

Herd
Go2films
hedva@go2films.com

Last Season

Hot in Day, Cold at Night
Saranghaja
mpsy1980@naver.com

Learning to Drown

Joo-young Soheili
zeegui@naver.com

KFF Sales & Promotion
Katarzyna.wilk@kff.com.pl

Mountain of Destiny
Friedrich-Wilhelm-Murnau-Stiftung
verleih@murnau-stiftung.de
Mundo
Ana Edwards
mariaedu@gmail.com

My Upside Down World

Ostrov - Lost Island

Sophie Lavaud, Lady 8000

The Game

Ben Knight

Albolina Film

Taskovski Films

Radio télévision suisse

Square Eyes

knightphoto@gmail.com

roberto@albolina.org

festivals@taskovskifilms.com

Damien.trilles@rts.ch

info@squareeyesfilm.com

How to Kill a Cloud
Rise And Shine World Sales
Anja.dziersk@riseandshine-berlin.de

Life of Ivanna

NAYA

Overland

Sounds Between the Crowns

The Ice Road

CAT&Docs

Square Eyes

The Falconbridge Collection

Miyu Distribution

Joyncinema. Ltd.

maelle@catndocs.com

info@squareeyesfilm.com

bizjames@gmail.com

festival@miyu.fr

eaglefm@hanmail.net

I Leave Home
MediaNamu Inc.
docunamu@naver.com

Link Sar

Neighbours

People on Saturday

Step by Step

The Loneliness of the Stars

Graham Zimmerman

Frame Film

Dynamic Frame GmbH

Miyu Distribution

Miyu Distribution

grahamzimmerman@gmail.com

info@framefilm.ch

info@dynamic-frame.ch

festival@miyu.fr

festival@miyu.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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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n of Passive

Tic Tac Base

When the Snow Melts Down

CENTRAL PARK FILMS

Romain Assie-Rio

EON FILM

centralpark.co@gmail.com

2r.assierio@gmail.com

eon@eon-film.com

The Mushroom Speaks

Trumpets in the Sky

Whenever

Taskovski Films

Salaud Morisset

Choi Si-a

festivals@taskovskifilms.com

festival@salaudmorisset.com

csia081@gmail.com

The Road Home

Until Tomorrow

Who is afraid of the black man?

Park Circus

MPM Premium

Radio télévision suisse (RTS)

info@parkcircus.com

natalia@mpmpremium.com

info@simongabioud.com

The Sanctity of Space

URSA - The Song of the Northern Lights

Wind

Visit Films

MAGNETFILM GmbH

sixpackfilm

info@visitfilms.com

frauke.knappke@magnetfilm.de

office@sixpackfilm.com

Vaction Event

Without You

POST FIN

POST FIN

distribution@posfin.co.kr

nahyun@postfin.co.kr

게르벤틸

Vanille

Wood. Game-Changers Undercover

고사리장마

Folimage

MAGNETFILM GmbH

j.mourlam@folimage.fr

frauke.knappke@magnetfilm.de

굿 나잇

Vedette

You ghosted me for a week

Pascale Ramonda

POST FIN

그들

pascale@pascaleramonda.com

distribution@posfin.co.kr

Village Heroes

Zahorí

Kim Ha-young

Pascale Ramonda

zpdlqmfthsu@naver.com

pascale@pascaleramonda.com

The Second Summit
Hugo Saunders
Hugo.w.saunders@gmail.com
The Shaman’s Apprentice
Isuma Distribution International
distribution@isuma.tv
The Way
KFF Sales & Promotion
katarzyna.wilk@kff.com.pl
Them
Nadasdy Film
distribution@nadasdyfilm.ch
Then Came Dark
Marie-Rose Osta
osta.marierose@gmail.com

Village of Swimming Cows
ZYGIZAGA FILMS
zygizaga@10g.pl
Walking Before Walking: Field Notes

They/Them

from Introducing an Infant to the World

Patagonia, Inc.

At Films

Monika.mcclure@patagonia.com

folkfilmmaking@gmail.com

This Other Kind of Silence

Walnut Tree

Caroline Fink

ELI Image

mail@caroline-fink.ch

eliimage18@gmail.com

etc.

#비엘리츠키
0-9

1970

156

24마리

125

1976 원정
7개의 관문
ㄱ

강아지와 함께

거인을 오르다

40

196

84
87

ㄷ

달려라 소년

73

대전 부르스

166

두 번째 도전

43

도전: 멈추거나 나아가거나
또 다른 고요함
ㄹ

락다운 클라이밍
렉시콘 프로젝트

루시 워커를 따라서
리버

링크사르

42

149

85

117

138

44

건전지 아빠

112

게임

148

ㅁ

고양이, 개 그리고 예술에 관하여

123

마지막 조업

155

그 겨울, 나는

161

말아

163

그리고 어둠이 찾아왔다
그리움의 얼굴들

그린란드 아시비수이트

66

118

121
41

67

바다 위 사람들

꽝

198

꿈은 졸다가도 꾼다
끝나지 않았다
ㄴ

나랑 아니면

나이트 포레스트
남아있는 것들

175

199

72

171

37

93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162

내 코가 석재

173

내 친구 라이카

내일이 오기 전에
농장의 소녀

마틴과 신비의 숲
ㅂ

198

깃털

마인드 오버 마운틴

90

65

길

116

176

99

바닐과 머리카락 도둑
바다에서 정상까지
바람
백경

백해로 부는 바람
버섯이 말하기를
벌들의 여름

벌목, 언더커버
별똥별 친구

브데트

브레이브 언더 파이어
비 만들기 프로젝트

사바야

54

Yu So-young

panda@kofic.or.kr

zndn8419@gmail.com

눈의 요정

Thunder

What Remains

Kimuak

Portugal Film – Portuguese Film Agency

늑대 나야

kimuak@filmoteka.eus

pf@portugalfilm.org

눈이 녹으면
니가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어서

60

170

146

45

86

94

177
178

46

122
184
111

185

139

Korean Film Council KAFA

58

104

불 속에서

볼코노고프 대위 탈출하다

ㅅ

눈의 낙원

96

199

145

Water Celery

69

보삼

누가 흑인을 두려워하랴

Through My Mid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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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사라의 클라이밍
산

산악인 김홍빈의 산 너머 삶
산에서 만난 사람
새 가족

179

47

74

186

62

180

48
75

95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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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

190

선산

197

세상의 끝

100

소피 라보, 레이디 8,000

133

수동자

128

샤먼 견습생
성스러운 산
셰라그 솔로 등반

수네 - 여름축제 대소동
숲속의 연주

쉬즈 디 오션: 그녀의 바다
스위스 클라이밍
스텝 바이 스텝
썬더
ㅇ

아리투르 구마의 헌신
아마조니아

아버지와 딸
아야

아이스 로드

아이스 클라이머 안젤리카
아이와 함께

아지트: 잃어버린 패치를 찾아서
알레치 빙하

알피니스트: 마크-앙드레 르클렉
애프터 안타티카
어둠의 공장

에드가와 여우

에베레스트의 텔레노벨라
여고부 2위 한정민

63
49
61

105
114
76

55

113
119

158

140

137
187

77
78

68

127
141

36

50

106

115

144
193

영미 사진관

192

오늘 출가합니다

164

영양

오버랜드

오스트로프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

91

79
51

80

오토바이와 햄버거

167

외로운 꽃들에게

124

온 폴링

용덕마을

우르사 - 오로라의 노래
운명의 산

울야는 못말려

64

191
89
81

107

ㅈ

자연에서

etc.
142

#TO_BE

153

0-9

자호리

135

절해고도

165

전원의 모녀
제스 키무라 이야기
제씨 이야기

좌충우돌 비행대회
줄리아

56

168

110
97

지붕 위의 춤추는 소

136

짝사랑

169

집으로 가는 길
ㅊ

차다 - 우리 사이의 강
체이싱 더 라인
ㅋ

182

109
82

카라코람: 미션 임파서블

157

캡틴 노바

188

카본
ㅌ

토요일의 사람들

트럼펫 인 더 스카이
틱탁 슬랙라인
ㅍ

143

147
98

88

파이어 시즌

189

푸른사자

120

팬데믹 울트라마라톤
핀란드 발라드
ㅎ

한때는 바다가 있었지
헤엄치는 소의 마을
호두나무

혼자가 아니야

홍합과 감자튀김

53
92

159

154

83
57

126

1970
24 Leeches

A Dog’s Tale
A Fire Inside
A Lonely Island in the Distant Sea
A People’s Radio
- Ballads from a Wooded Country
A Thousand Ways to Kiss the Ground
A White Dream
A Wish Upon a Satellite
Aasivissuit
After Antarctica
Aletsch Negative
Amazonia
An Accidental Life
Antelopes
Artur GUMA
Aya

Battery Daddy
BERG
Beyond the White
Blue Lion
Bosam Village-Protection of Three Times
Bucolic

Captain Nova
Captain Volkonogov Escaped
Carbon
Chaddr - A River Between Us
Chasing the Line
Climbing Giants
Confiné
Cows on the Roof

이웃들

E

잃어버린 요트를 찾아서

108

E11 Lexicon
Everest - Sea to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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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18
108
74
189
115

G
Gerwentil

66

165
92
65
58
116

H
Heltzear
Herd
Hot in Day, Cold at Night
How to Kill a Cloud

62
99
162
186

67
50
141
140
72

I
I Leave Home
In Nature
In the footsteps of Lucy Walker

164
142
138

91
158

J

187

Jessie Story
Julia

112
48
178
120

168
97

K
Keep Running
Kim Hong-bin
Kjerag Solo

73
75
61

199
153

188
179
143
109
82
87

L
La Liste: Everything or Nothing
Land of Demons
Last Season
Learning to Drown
Life of Ivanna
Link Sar
Lock Down Rock Up
Lovelylove

42
196
155
56
181
69
85
169

53
136

D

134
59

84
185

C

181

일과 열정

125

B

이바나의 삶

52

156

Feathers
Fiddlehead Rain
Finders of the Lost Yacht
Fire
Fire Season
Fox for Edgar

A

Da Yie
Daejeon Blues
Doo Sar. A Karakoram Ski Expedition Film

이야기를 품은 산

F
152

121
166
157

117
86

M
Martin and the Magical Forest
MENDIAK 1976 - A friendship story in Afghan peak.
Mind Over Mountain
Mission Ulja Funk
Moby Dick
Mountain of Destiny
Mundo
Mussels and Fries
My Upside Down World

104
40
96
107
177
81
100
126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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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AYA
Neighbours
Night Forest
Noses on the Run
Not Alone

54
134
37
173
57

O
Of Cats, Dogs and Art
Old Mother Snow
On Falling
On the Hill
Once There was a Sea...
One’s Family Gravesite
Oshika-Winds of Change
Ostrov - Lost Island
Overland

123
139
64
111
159
197
80
51
79

P
People on Saturday

147

44
198
163
52

S
Sabaya
Sea, Photo Studio
Second Place
Shari
She is the Ocean
Solo Trekker
Sophie Lavaud, Lady 8000
Sounds Between the Crowns
Step by Step
Stories from the Sea
Summer of Bees
Sune - Mission Midsummer
Sweet Home
Swissway to Heaven

180
192
193
190
76
95
133
114
113
45
122
105
17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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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82
49
43
63
59
137
90
41
149
161
119
88
98

U
Until Tomorrow
URSA - The Song of the Northern Lights

Vaction Event
Vanille
Vedette
Village Heroes
Village of Swimming Cows

176
89

144
127
36
106
110
148
77

167
146
47
191
154

W
Walking Before Walking:
Field Notes from Introducing an Infant to the World
Walnut Tree
Water Celery
What Remains
When the Snow Melts Down
Whenever
Who is afraid of the black man?
Wind
Without You
Wood. Game-Changers Undercover

68
83
198
93
60
199
145
94
171
184

Y
You ghosted me for a week

T
Telenovela on Everest
The Adventurers
The Alpinist
The Black Mill
The Fantastic Flying Competition
The Game
The Ice Road

124
128

V

R
River
Road
ROLLING
Roots

The Loneliness of the Stars
The Man of Passive
The Mushroom Speaks
The Road Home
The Sanctity of Space
The Second Summit
The Shaman’s Apprentice
The Way
Them
Then Came Dark
They/Them
This Other Kind of Silence
Through My Midwinter
Thunder
Tic Tac Base
Trumpets in the Sky

170

Z
Zahorí

135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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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옐 마이
강정윤
곽민승
권수빈
그레이엄 짐머만
그제고시 리피에츠
기욤 로랭
기욤 브로스트
김규진
김동찬
김명윤
김미영
김보람
김부경
김성환
김유정
김하영
끌레르 로베르

138

나타샤 메르쿨로바
나탈리아 말리키나
노아 케인
니코 햄블턴
니콜라 위
니콜라스 보사르
닉 로젠
닉 와고너

179

ㄴ

ㄷ

다니엘 소아레스
다비데 티사토
다시 위튼버그
대런 맥컬러
ㄹ

라칸 마야시
레나토 보라요 세라노
레니 린나
로랑 스투프
로랑스 보방
로만 호델
로맹 아씨-리오
루이스 아리에타 에체베리아
루카스 듀리챠
루크 마짜페로
르넌 오즈턱
르베르 라 누

118

163

166
69

152

146
55

172

192

80

165
173

199

164

199

191

113

89
87

85

126

144
36

96
93

143
84
84
98

181

116
51

141

148

88
40

111

185

49

79

리자 뢰슬리

133

마노 카릴
마르셀 바렐리
마리 알레산드리니
마리-로즈 오스타
마리온 노이만
마리우시 팔레이
마우리스 트라우볼스트
마이클 딜런
마티유 르 레이
마틴 푸츠
막심 마티노
막심 세쉐
모니카 라주란-고르간
모하마드 호세인 마흐다비안
미카엘 루조
미켈 구레아
미하엘라 키르스트

134

ㅁ

142

135
90

46

106

188

86

58

94
91

124

184

83

138

62

184

ㅂ

바르바라 크로넨베르크
박민수
박송열
박재현
박지연
벤 나이트
보이텍 코자키에비치
블레이크 맥코드
비르피 수타리

107

109
162
171

127

56
59
41

92

ㅅ

세바스찬 멀더
셀리아 티세랑
수니타 상가레
스베틀라나 로디나
스와보미르 비텍
시몽 가블루
시몽 쿨리발리 질라드
쑨거팅
ㅇ

54

139

137

51

155
145

187

73

아그니에슈카 코리츠카-소보트카
아나 에드와르즈
아나벨 다비드
아담 아미르
아론 피터슨
아르노 데뮝크

158

100

113
68

125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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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놀트 팡크
안드레 회르만
안드레아스 슈미트
안소니 니
안카 슈미트
알도 구골츠
알렉세이 골로프코프
알렉세이 누즈니
알렉세이 추포브
알리 아스가리
앙헬 에스테반
앨라스터 리
야스퍼 코페스
야쿱 그젤라
에릭 크로슬랜드
에바 진칭어
엘란 베스코브
엘레나 고아텔리
엘리자베스 하빌랜드 제임스
엠마 가쉬
오마르 엘 조하이리
오메르 다이다
오성호
요나스 울리히
요시가이 나오
요안나 코주흐
요크 올타르
욜라 비에초레크
유라이 매시아르
유소영
유예진
윤기현
이나 블로키나
이다-마리아 올바
이브게니 칼라치킨
이정우
이케르 마구레기
이하은
임현지
ㅈ

자카리아스 쿠눅
장이모우
장징예
장현
저스틴 크룩
저스틴 클리프턴
전승배
전승표
정형석
제니퍼 피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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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7

82

121

123
136
60

74

179

176

78

61, 117
67

157
42

184

105

78

79

113

175

99

161
147

190

159
48

45

111

198
118

198
76

122
178

75

119

168
118
63

182

95

199
185
41

112

128
197
44

제롬 비네트
제이든 라로르
조나단 헨슬레이
조세핀 앤더슨
조수민
조슬랭 샤비
조이아 트로피모바
존 크로젠
존 휴스턴
주영
줄리 발랑탱
ㅊ

최민영
최시아
ㅋ

카롤 파우카
카롤리너 핑크
카타지나 트자스카
카트린 밀한
코메일 소헤일리
퀸 엘스
크리스토프 카
클로딘 보리스
ㅌ

타비 바르티아
타샤 판 잔트
테아 루카치
테오도르 장비에
토마시 볼스키
투이하 할투넨
ㅍ

파니 파올리
파울리네 코트만
파트리스 샤냐르
페트르 오크로펙
프레디 윌킨슨
플로리아 갈레이
피터 모티머
필립 디비악
필립 카
ㅎ

한지민
헤나 테일러
헤더 모셔
호기르 히로리
황다슬
휴고 손더스

53

87

77

64

199

97

120
110
177

169

113
167

199

153

149

154

37

196

189

66

47

108
50
52

113

156
186

113

115
47

104
49

140

36

114
66

193

65, 72
57

180
170

43

A
Aaron Peterson
Adam Amir
Agnieszka Korycka-Sobotka
Alastair Lee
Aldo Gugolz
Aleksey Chupov
Aleksey Golovkov
Alexey Nuzhny
Ali Asgari
Ana Edwards
Anabelle David
André Hörmann
Andreas Schmied
Angel Esteban
Anka Schmid
Anthony Nti
Arnaud Demuynck
Arnold Fanck

F
125
68
158
61, 117
179
60

G

100
113

Guillaume Lorin

146

176

69
152
55

37
82

H

78

Han Ji-min
Heather Mosher
Henna Taylor
Hogir Hirori
Hugo Saunders
Hwang Da-seul

123
121
139
81

107
56
41

Ida-Maria Olva
Iker Maguregi
Inna Blokhina

149

J
Jaidon Lalor
Jakub Gzela
Jang Hyun
Jasper Coppes
Jennifer Peedom
Jeon Seung-bae
Jeon Seung-pyo
Jérôme Binette
Joanna Kozuch
Jocelyn Chavy
John Croezen
John Huston
Joke Olthaar
Jola Wieczorek
Jonas Ulrich
Jonathan Hensleigh

95
199
167
199
66
113
47

93
84
84
143

184

193
57
65, 72
180
43
170

I

139

E
Ebba Sinzinger
Elena Goatelli
Elisabeth Haviland James
Emma Gach
Eric Crosland
Erland Beskow
Evgeny Kalachikhin

49

138

D
Daniel Soares
Darcy Wittenburg
Darren McCullough
Davide Tisato

140

Gaëlle May
Graham Zimmerman
Grzegorz Lipiec
Guillaume Broust

74

C
Caroline Fink
Célia Tisserant
Chang Jing-ye
Cho Su-min
Choi Min-young
Choi Si-a
Christoph Kaar
Claire Robert
Claudine Bories

113
114

136

B
Barbara Kronenberg
Ben Knight
Blake McCord

Fanny Paoli
Filip Diviak
Florias Gallay
Freddie Wilkinson

122
119
76

87
157
199
67
44
112
128
53
159
97
110
177
48
45
147
77
169

105

Jooyoung
Josephine Anderson
Julie Valentin
Jung Hyung-suk
Juraj Mäsiar
Justin Clifton

178

Justin Krook

185

78
79
113
42

64
113
197
11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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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ang Jeong-yun
Karol Pałka
Katarzyna Trzaska
Katrin Milhahn
Kim Bo-ram
Kim Bu-gyeong
Kim Dong-chan
Kim Ha-young
Kim Kyu-jin
Kim Mi-young
KIM Myoung-yoon
Kim Sung-hwan
Kim Yu-jung
Komeil Soheili
Kwak Min-seung
Kwon Su-bin

N
118
153
154
37
173
199
192
191

Nicolas Bossard
Nicolas Hu
Noah Kane

T
89
179
36
96
85
144

165
80
164
199

87

Oh Seong-ho
Omar El Zohairy
Omer Daida

166

Park Jae-hyun
Park Ji-youn
Park Min-su
Park Song-yeol
Patrice Chagnard
Pauline Kortmann
Peter Mortimer
Petr Oukropec
Philipp Kaar

75
116
118

156

50
52
113
186

V
92

161

W

175

Wojtek Kozakiewicz

59

99

Y
P

51

Tomasz Wolski
Tuija Halttunen

Virpi Suutari

196

168

108

O

163

141

Taavi Vartia
Tasha Van Zandt
Tea Lukač
Thēodore Janvier

126

172

L
Laurence Bonvin
Laurent Stoop
Lee Ha-eun
Lee Jung-woo
Leeni Linna
Lim Hyeon-ji
Lisa Röösli
Luis Arrieta Etxeberria
Lukáš Ďurica
Luke Mazzaferro

Natalia Malykhina
Natasha Merkulova
Nick Rosen
Nick Waggoner
Nico Hambleton

171
127
109

Yoo Ye-jin
Yoshigai Nao
Youn Ki-heoun
Yu So-young

118
190
198
198

162
47
115
36
104

Z
Zacharias Kunuk
Zhang Yimou
Zoia Trofimova

63
182
120

66

133
40
111

Q
Quinn Else

189

185

R
M
Mano Khalil
Marcel Barelli
Marí Alessandrini
Marie-Rose Osta
Marion Neumann
Mariusz Palej
Martin Putz
Mathieu Le Lay
Maurice Trouwborst
Maxime Martinot
Maxime Séchet
Michael Dillon
Michaël Rouzeau
Michaela Kirst
Mikel Gurrea
Mohammad Hossein Mahdavian
Monica Lăzurean-G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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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42
135
90
46

Rakan Mayasi
Renan Ozturk
Renato Borrayo Serrano
Revere La Noue
Romain Assie-Rio
Roman Hodel

98
49
181
79
88
148

106
94

S

58

Sebastian Mulder
Simon Coulibaly Gillard
Simon Gabioud
Sławomir Witek
Sun Geting
Sunitha Sangaré
Svetlana Rodina

188
91
124
86
138
184
62

54
187
145
155
73
137
51

83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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