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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ting Letter

시네광주 1980 | 영화로 기억하는 민주화운동의 역사

인사말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이하 5·18)이 발생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5·18을 추모
하고 기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이어져 왔습

포스트 메모리의 관점에서 5·18을 들여다보고
사상 초유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많은 영화

여전히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서 영화제 개최 여부 및 방식을 두고 고

이에 5·18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결되지 않은
과거는 우리에게 자신의 피맺힌 원한을 기억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

거의 요구에 응답해야만 하며 쉽사리 과거를 망

서울·광주 협력사업

시네광주 1980

자 합니다.

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5·18 정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시도가 지금도

오월평화페스티벌

제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네광주 1980>은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여 기존 극장 상영 중심의 영화제를 온라
인 영화제로 전환하여 개최합니다.

각하고 미래를 말하는 대신에 과거의 억압받은

이것 역시 새로운 실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

시네광주 1980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립이라

래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쉽게 예상할 수 없어 조금은 두려운 것도 사실

확대하고, 역사적 트라우마에 관한 다양한 대

목소리를 주의깊게 경청하고 기억함으로써 미
이러한 관점에서 <시네광주 1980>은 5·18을 주
제로 한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5·18의 역사적 의
미를 다시 묻고자 합니다. 1980년대부터 오늘

에 이르기까지 한국영화가 5·18을 어떻게 기입
해왔는지 다층적 관점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회고적 시선으로 5·18을 바라보지 않을

음 시도해보는 실험이고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을

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에 온라인 영화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뜻깊은 여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시네광주 1980>의 행보에 많은 관객
분들이 동참해주시길 마음으로 바랍니다.

것입니다. 대신에 1980년 광주의 절박한 순간

전 세대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경험을 계승하는

항기억들을 이끌어내어 5·18민주화운동을 둘
러싼 새로운 담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후
세대가 이전 세대의 역사적 트라우마의 경험을
계승하는 포스트 메모리의 관점뿐만 아니라 글로

벌 공간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살펴봄으
로써 5·18민주화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영화적 기
억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약 60여편의 영화 및 미디어 스트리밍

을 영화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
는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후 세대가 이

는 구도에 고착되어 있던 공적 기억의 범위를

2020년 4월 27일 책임 디렉터 하승우

채널 <시네광주 1980>

상영일 2020. 5. 21. (목) - 5. 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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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광주프리미어(11편) ㅣ광주의 기억(15편) ㅣ글로벌초청전(3편) ㅣ광주VR(5편) ㅣ특별상영(1편) 총 35편
모든 작품은

시네광주1980 채널을 통해 상영합니다.

· '광주 프리미어' 작품들은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상영되어 해당 일시에 작품 시간 동안만 상영합니다.
· '상시 상영'의 경우, 상영 시작일 아침 7시-상영 마지막 날 자정(0시)동안 상영합니다.
· 글로벌초청전 작품 중 <네 자매>는 한국에서만 제한 상영합니다.

· 글로벌초청전 작품 중 <잃어버린 얼굴들>은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상영합니다.

프로그램

작품제목

5/21

5/22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
Gwangju Video: The Missing

20:00

20:00

20:00

20:00

20:00

경계 너머, 대한으로
To Daehan, Over the Boundary

5.27 꺼지지 않은 불꽃: 나와 5.18
5.27 External Flame: Another 5.18 Uprising

광주 프리미어

5/23

좋은 빛, 좋은 공기(2채널)(1회*)
Good Light, Good Air(2 Channel)

20:00

낙화잔향
Nakhwajanhyang

20:00

방 안의 코끼리
An Elephant in the Room

쏴! 쏴! 쏴! 쏴! 탕
Shoot! Shoot! Shoot! Shoot! Tang

5/24

5/25

5/26

20:00

우리가 살던 오월은
Yarn of Light

스무살
Twenty Years of Age
휴가
Break Away

징허게 이삐네
Truly Beautiful

20:00

20:00

5/27

5/28

5/29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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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프로그램

작품제목
26년
26 Years

5·18 힌츠페터 스토리
The Hinzpeter Story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I Wanted to Live in May that
김군
KIM GUN
꽃잎
A Petal

박하사탕
A Peppermint Candy

광주의 기억

봄날
A Spring Day

부활의 노래
The Song of Resurrection

5/21

5/22

5/23

5/24

5/25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5/26

5/27

오월愛
No Name Stars

임을 위한 행진곡
Marching for Our Beloved

상시상영

외롭고 높고 쓸쓸한(4회*)
Lonely, High and Lonesome

5/30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칸트 씨의 발표회
Mr. Kant's Exhibition
황무지
Wasteland

5/29

상시상영

오! 꿈의 나라
Oh! My Dream Land
오월상생
Memory of May

5/28

상시상영

18:00~
22:00

18:00~
22:00

상시상영

18:0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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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프로그램

글로벌초청전

광주 VR

작품제목
침묵의 시선(5회*)
The Look of Silence
잃어버린 얼굴들
The Faces We Lost

네 자매
Shoah: The Four Sisters

5/21

5/22

5/23

5/24

14:00~
18:00

14:00~
18:00

상시상영
상시상영

5/25

5/27

5/28

상시상영

10일
10 days

상시상영

바람의 기억
A Memory of the Wind

상시상영

난민
Refugees

상시상영

보더라인
Borderline

왜 나를 쐈지?
Why Did You Shoot Me?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상시상영

5/29
14:00~
18:00

상시상영

아워 풋 프린팅
Our Foot-printing
특별상영

5/26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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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상영정보 Daily Screening Schedule

5.21.(THU)
Time
20:00

영화명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

5.22.(FRI), 5.24(SUN) *2회 상영
Time
20:00

상시상영

20:00

82'

R
-

Page
19

Title

RT

R

Page

경계 너머, 대한으로

To Daehan, Over the
Boundary

10'

-

21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
527 꺼지지 않은 불꽃:
나와 518

영화명

잃어버린 얼굴들

5.23.(SAT) *1회 상영
Time

Gwangju Video: The Missing

RT

영화명

5.22.(FRI) - 5.30(SAT)
Time

Title

좋은 빛, 좋은 공기(2채널)

Gwangju Video: The Missing
External Flame:
Another 5.18 Uprising

Title

The Faces We Lost
Title

Good Light, Good Air
(2 Channel)

82'
36'

RT

61'
RT

42'

-

R
-

R
-

19
21

Page
34

Page
20

5.23.(SAT), 5.25(MON) *2회 상영
Time
20:00

영화명

Title

RT

R

Page

낙화잔향

Nakhwajanhyang

37'

-

22

방 안의 코끼리
쏴! 쏴! 쏴! 쏴! 탕

An Elephant in the Room

16'

Shoot! Shoot! Shoot! Shoot!
45'
Tang

5.23.(SAT). 5.24(SUN) 5.29.(FRI). 5.30(SAT) *4회 상영

-

23

Time

영화명

Title

RT

14:00

침묵의 시선

The Look of Silence

103' 15+

35

RT

R

Page

-

25

18:00

외롭고 높고 쓸쓸한

5.24.(SUN), 5.26(TUE) *2회 상영
Time

20:00

Lonely, High and Lonesome

영화명

Title

스무살

Twenty Years of Age

우리가 살던 오월은
휴가

징허게 이삐네

82'

Yarn of Light

43'

Break Away

20'

Truly Beautiful

29'
28'

R

22

Page

전체 30

-

23
2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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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상영정보 Daily Screening Schedule

5.22.(FRI) - 5.26(TUE)
Time

상시상영

영화명

Title

RT

R

Page

5·18 힌츠페터 스토리

The Hinzpeter Story

95'

12+

29

26년
김군
봄날

네 자매

왜 나를 쐈지?

5.23.(SAT)- 5.27(WED)

26 Years

KIM-GUN

A Spring Day

Shoah: The Four Sisters

Why Did You Shoot Me?

135'
85'
16'

154'
80'

15+
12+
15+

Title

RT

상시상영

박하사탕

A Peppermint Candy

130' 19+

오월愛

5.25.(MON) - 5.29(FRI)
Time

상시상영

A Petal

No Name Stars

R

101' 19+

Title

RT

임을 위한 행진곡

Marching for Our Beloved

105' 15+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Page
27
27

104' 전체 30

영화명

I Wanted to Live in
May that Year

35

전체 39

영화명

83'

R
-

Time

Page
32
33

Title

부활의 노래

The Song of Resurrection

오월상생

Memory of May

오! 꿈의 나라

26

전체 31

Time

꽃잎

29

5.26.(TUE) - 5.30(SAT)

상시상영

칸트 씨의 발표회
황무지
10일

아워 풋 프린팅
바람의 기억
난민

보더라인

Oh! My Dream Land

Mr. Kant's Exhibition
Wasteland
10 days

Our Foot-printing

A Memory of the Wind
Refugees

Borderline

RT

R

Page

90'

19+

28

95'
27'
35'
90'
10'
5'

19'
7'
9'

19+
12+
-

28
32
31
33

전체 36
전체 37
전체 37
전체 38
전체 38

17

Opening Film
개막작

CINE-GWANGJU 1980 FILM FESTIVAL

광주비디오: 사라진 4시간

18

19

Gwangju Video: The Missing

대한민국│2020│ 82min │color│다큐멘터리

5.21.(THU) 20:00│5.22.(FRI) 20:00│5.24.(SUN) 20:00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
Gwangju Video: The Missing

1980년 5월 광주, 신군부 세력에 맞서 시민들

이 다큐는 광주의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광주

살. 많은 언론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에

무릅쓴 노력에 대한 영상적 기록물의 집대성이

이 거리로 몰려나왔다. 이어 벌어진 참혹한 학
잠입해 항쟁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비디오를

기록했다. 이 영상들은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

국으로 전파됐다. 소식을 접한 한국 교민들은
비디오를 재편집해 다시 한 번 진실을 알리기

위한 광주비디오 상영회를 개최했다. 해외에

정신’을 지닌 언론인과 민주시민들의 위험을

다. 또한 아직까지 ‘광주정신’을 폄훼하는 세력

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진실’을 찾아
가는 한 명의 언론인으로서 감독이 전달하는
좌표다.

서 만들어진 광주비디오는 국내로 밀반입돼 대

학가와 성당을 중심으로 몰래 상영됐다. 광주
비디오는 항쟁의 진실을 알리는 매개체가 되

어 1987년 군부독재 타파를 외친 민주화항쟁

의 기폭제가 됐다. 그런데 이 광주비디오들에
서 유독 5월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당시 상황

의 4시간은 보이지 않는다. 감독은 이 비디오
를 찾아 나선다.

이조훈 Johoon Lee

2000년부터 노동과 신자유주의, 사회문제를 다루는 독립영화 활동을 시작해 애니메이션부
터 극영화,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작업을 했다. 2005년부터는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특집 다큐멘터리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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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프리미어

Gwangju
Premiere

좋은 빛, 좋은 공기(2채널)

CINE-GWANGJU 1980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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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너머, 대한으로

5.27 꺼지지 않은 불꽃: 나와 5.18

대한민국 │2020│ 42min │color │다큐멘터리

대한민국 l 2020 l 10min l color l 다큐멘터리

대한민국│2020│ 82min │color│다큐멘터리

19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는 시기에 군부가 정

지역을 넘어, 시대를 넘어, 지금 여기 오늘을 살아

�광주가 고향인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5·18광주

르헨티나와 광주의 역사, 인간이 인간에게 행했

신'을 재정립한 1년 여의 여정은 '역사왜곡을 유연

획됐다.� 80년 5월 전북지역에도 계엄군의 총칼

Good Light, Good Air�2 Channel�
5.23.(SAT) 20:00

권을 잡으면서 일어났던 지구 반대편 국가인 아
던 만행과 학살의 역사는 거울처럼 닮아있다. 본

영화는 2018년 5월, 5·18항쟁의 흔적과 공간(구

전남도청)을 지키기 위해 수년째 점거 시위를 하

고 있는 할머니들과 2018년 8월, 아르헨티나 군

사독재시대(1977-83) 납치와 감금, 사망, 실종사

건이 벌어졌던 기억의 공간에서 증언자들의 이야
기를 교차하여 들려준다.

To Daehan, Over the Boundary

5.22.(FRI) 20:00│5.24.(SUN) 20:00

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증거로서 '광주정
하고 부드럽게 바로잡는 방법'을 발견하는 여정이

기도 하다. '광주정신'은 단순한 지역의 의미를 넘
어선 우리 시대의 가치를 압축적으로 담아내는 이

정표다. 그 이정표를 따라 이 시대에 필요한 역사
를 재조명하고 국내외 민주와 인권, 평화와 나눔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을 충실히 기록하고, 놓
치지 말아야 할 의미를 짚어낸다. 장기적이고 상시
적으로 메시지를 노출할 수 있는 캠페인의 형식에
미니 다큐멘터리 구성을 더한 실험을 통해 방송제
작환경의 지평을 넓힌다.

임흥순 HeungSoon Im

광주광역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
흥원 후원으로 제작된 장·단편 영화
11편 본 영화제 최초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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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빈 Guibin Kim

5.27 External Flame: Another 5.18 Uprising

5.22.(THU) 20:00│5.22.(FRI) 20:00│5.24.(SUN) 20:00

의 참상을 알리는 시위가 전북지역 곳곳에서 계
이 향하였는데, 엄중한 상황에서도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한 시위가 조직되고 있었다. 전두환 신
군부의 광주학살을 규탄하기 위해 시위를 계획하
던 전주시내 고등학생들이었다. 애초계획이었던

고등학교 합동시위는 실패로 돌아가고 5월27일
신흥고에서만 시위가 실행됐다. 방송실을 점거하
고 학교운동장에 모여 신군부와 전두환 타도를

외치며 교문을 나서려 했지만 장갑차와 헬기, 총
검으로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제지당한다.

김종관 Jongkwan Kim

미술작가이자 영화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현대 예술로서의

2001년 광주MBC에 입사해 지금까지 TV와 라디오, 유튜브

독립다큐멘터리 연출가이자 방송독립PD 이다. 동국대 일

장과 극장 그리고 생활현장을 오가며 새롭고 다양한 형태

까지 두루 프로그램을 제작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반향을

신자유주의 세계화 문제와 지역/환경 문제에 관심을 다큐

다큐멘터리 영화와 공공미술, 개별작업과 공동작업, 전시
의 작품을 기획, 제작하고 있다.

채널까지 제작을 해오고 있다. 다큐멘터리에서 교양, 예능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 기획을 해왔다.

반대학원 영화과 졸업하고 FTA, 가습기 살균제, 동물권 등
멘터리로 실천 중이다. 2015년에 설립한 독립제작사 <제작
사 오월> 대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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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의 코끼리

낙화잔향

대한민국│2020│16min │드라마

대한민국 l 2020 l 37min l color l 드라마

An Elephant in the Room

5.23.(SAT) 20:00│5.25.(MON) 20:00

Nakhwajanhyang

5.23.(SAT) 20:00│5.25.(MO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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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던 오월은

쏴! 쏴! 쏴! 쏴! 탕

대한민국│2020│43min │color│다큐멘터리

대한민국 l 2020 l 45min l color l 드라마

Yarn of Light

5.24.(SUN) 20:00│5.26.(TU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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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 Shoot� Shoot� Shoot� Tang
5.23.(SAT) 20:00│5.25.(MON) 20:00

60대 할아버지 종선은 매일 아침 동네 상가 골목

1980년 5월, 미숙은 광주에서 열린 배우 오디션에

가나가와 조선중고급학교를 졸업한 재일동포 4세

수많은 시민학생들의 노력과 헌신, 희생 끝에 이루

다. 모은 고철을 이용해 타임머신을 만들지만, 종

날을 경험한다. 막다른 골목으로 쫓기던 미숙은 계

향땅을 밟는다. 광주대학생과 재일동포대학생이

등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

이나 아파트 등을 돌며 폐지가 아닌 고철들을 모은

선의 생각대로 되진 않는다. 혼자 사는 종선은 동
네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현우가 마음이 쓰
여 몇 번 챙겨주게 되고. 이후에 둘은 점점 친해진

다. 그렇게 타임머신을 만드는 일상이 지속되던 어
느 날 현우가 타임머신 제작에 결정적 힌트를 주게
되는데… 종선은 왜 과거로 가고 싶어 하는 걸까?

참가했다가 계엄군들에게 이유없이 쫓기는, 개 같은

엄군이 된 대학동기 종호와 운명적으로 만난다. 계
엄군 종호는 미숙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가정집으로
숨어들어 한숨을 돌리면서 광주에서 벌어진 상황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두 사
람은 계엄군에 포위된 광주 탈출을 위해 전국순회공
연 각설이 변장을 하고 가정집을 나선다.

각설이 공연 중 두 사람은 매복중인 계엄군에게 잡
히고, 삶과 죽음의 위기에서 종호는 계엄군 중대

장 앞에서 폭도나 간첩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

해 각설이 공연을 펼치고 다시 달아나지만 계엄군
들의 끈질긴 추격으로 두 사람은 바다로 뛰어든다.

중려가 소꼽친구 희영이와 함께 처음으로 남쪽 고
함께하는 광주5·18 역사기행에 참가하기 위해서

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5·18 정신을
이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 80년대 고등학

생, 대학생,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 등 각각의 인
연과 모양으로 역사의 순간에 함께하고 있던 사람

들의 이야기가 있다. 오월을 통해 바다건너 일본에
사는 동포들과 고국의 동포들의 이야기가 이어진

다. <우리가 살던 오월>은 너의 오월과 나의 오월
이 만나서 우리의 오월이 되는 이야기를 담았다.

어낸 5·18민주화운동은 특별법 제정과 국가기념일

던 그 시대의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학생운동 노
래들은 이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잊혀 가고 있다.
3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변해가는 대중의 취향

으로 이미 놓쳐버린 노래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

가면서 꼭 붙들어야 할 것들도 있다. 변해가는 세
월을 거스르는 것이 아닌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한

작업은 이루어져야 하고 정리되어야 한다. 이 뮤지
컬 영화는 다시 한번 그때의 그 함성을 기록하고자
한다.

세월이 흐르고, 종호를 비롯한 5월 시민들의 영령
을 추모하는 진혼굿을 미숙은 지켜본다. 

김고은 Goeun Kim

박기복 Kibog Park

박영이 Yeongi Park

김재한 Jaehan Kim

전주대학교 영화방송학과 졸업하고 단편영화 <메뉴 델 디

전남 화순 출생으로 서울예술대학교 극작과 졸업 후 2003

일본오사카 출생, 재일동포 3세로 예술을 통해 남, 북, 해외

2013년 데뷔작 <안녕, 투이>는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한

맡았다.

공동제작 <피그말리온의 사랑> 극본을 썼다. 2018년 <임

있다. 2010 년 <마토우>,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의 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고 프랑스 뚜르국제아시안영화

아> 편집, <해피투게더>와 <방안의 코끼리> 각본, 연출을

년 영화 <강아지 죽는다> 공동 각본, 2010년 12부작 한·일
을 위한 행진곡>에 이어 2020년 <낙화잔향> 등을 연출하
며 광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가 함께하고 통일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 2016년 <하늘색심포니> 2019년 <무지개의 기적>을 연
출했다.

국영화의 오늘' 부문에 초청되었으며, 이후 전세계 10여개
제에서는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다. 2017년에 연출한 <오장

군의 발톱>은 2018년 4월 모스크바국제영화제 메인경쟁
에 초청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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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허게 이삐네

휴가

대한민국│2020│28min │color│다큐멘터리

대한민국│2020│20min│color │드라마

Truly Beautiful

5.24.(SUN) 20:00│5.26.(TU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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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

Break Away

5.24.(SUN) 20:00│5.26.(TUE) 20:00

Twenty Years of Age

대한민국 l 2020 l 29minㅣ colorㅣ 다큐멘터리
5.24.(SUN) 20:00│5.26.(TUE) 20:00

광주에서 자라 서울로 온 수현. 서울살이 새내기

경민은 딸, 선주와 제주도로 휴가를 가기 위해 광

갓 스물을 넘긴 김두기, 김래용, 박인균, 박종민은

아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이 ‘집’이라고 느

아 두 사람은 경민의 추억이 있는 광주의 한 동네

은 강원대 민중문화연구회 서클에 가담했고, 선배들

가 어느덧 광주보다 서울에서의 추억을 더 오래 쌓

껴지진 않는다. 서울에서의 일상에 모종의 불안감
을 느껴가던 무렵 수현은 엄마의 소식을 듣게 된

다. 옷가게를 하는 엄마가 단골 손님들을 위해 리
마인드 웨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수현은 엄마의

주공항으로 향한다. 비행기 탑승할 시간이 많이 남

에 오게 된다. 선주는 경민이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광주로 온 것인지 모른다. 이 곳에서 두 사
람은 낯선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리마인드 웨딩을 돕기 위해 광주로 향하고, 엄마의

18일 00시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신군부에

사전검거를 당한다. 이들은 평소와 같이 다음날 쓸
전단지를 등사하고 있었다. 권총을 찬 군인들이 민
모른 채 춘천 보안대 지하실로 끌려간다.

게 된다.

백정민 Jeongmin Baek

여성의 시선으로 기록한다. 여성의 시선은 무엇인지, 기록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영상예술학과에서 영화연출을 전

기업 ‘미닝오브’에서 일하고 있다.

중이다. 장편영화<위도>로 데뷔했으며, 작품으로는 <심장

의 방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탐구하며, 기록콘텐츠전문

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위한 시위를 준비하던 중 5월

중문화연구회 써클룸에 들이닥쳤고 이들은 영문도

일터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새로이 바라보

정경희 KyungHee Jung

80년 당시 대학 1학년생이었다. 새내기였던 이들

공했으며, 현재 동대학원에서 영상정책 및 기획 박사과정
박동조작극>, <미주꺼햄버거>, <1972년, 귀한이네>, <애
심-그의 노래>등이 있다.

남미숙 Mi sook Nam

강원도 춘천에서 퍼블릭 액세스 활동을 해왔으며, 기록되
지 않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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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기억

Memory
of Gwangju

CINE-GWANGJU 1980 FILM FESTIVAL

김군

KIM-GUN

대한민국│2018│85min│12+│color, B&W│다큐멘터리

26

박하사탕

꽃잎

대한민국│1999│130min│19+│color│드라마

대한민국│1996│101min│19+│color│드라마

A Peppermint C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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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tal

5.22.(FRI) - 5.26(TUE)

5.23.(SAT) - 5.27(WED)

영화 <김군>은 오늘날 5·18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

스무 살 첫사랑, 그 순수로 떠나는 시간여행. 다시

5월 광주, 총성 속에서 죽어가는 엄마를 버리고 도

당시 그와 행적이 교차했던 사람들의 흐릿한 기억

마흔 살 영호는 '가리봉 봉우회' 야유회에 허름한

오빠라고 부르며 따라나선다. 깨지지 않는 침묵과

에 서 있는 무장 시민군의 행방을 추적한다. 항쟁
에서 출발하는 영화는 그가 사용했던 총기들의 종

류와 그가 탑승했던 '10호 트럭' 등 사진 속 단서를

토대로 항쟁 당시 청년의 동선을 그려나간다. 영화

를 통해 우리는 한 이름 없는 청년이 어떻게 항쟁
에 참여하게 되었고, 왜 총을 들었으며, 이후에 어
디로 사라졌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다.

시작하고 싶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1999년 봄,
행색으로 나타난다. 그곳은 20년 전 첫사랑 순임과

소풍을 왔던 곳. 직업도 가족도 모두 잃고, 삶의 막
장에 다다른 영호는 철로 위에서 "나 다시 돌아갈

래" 라고 절규한다. 영호의 절규는 기차의 기적소

리를 뚫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사흘 전 봄, 94
년 여름, 87년 봄, 84년 가을, 80년 5월 그리고 마지
막 79년 가을. 마침내, 영호는 스무 살 첫사랑 순임
을 만난다.

5.23(SAT) - 5.27(WED)

망친 15세 소녀. 그녀는 공사장 인부 장을 무조건
초점 잃은 시선, 무언가 무서운 일을 겪었던 것처
럼 망가진 소녀의 몸은 장을 분노 속으로 몰아넣
고, 소녀의 악몽에서 도망치고 싶은 장은 그녀를

무참히 학대하지만 차츰 소녀의 아픔과 슬픔 속으

로 빨려 들어간다. 한편 의문사를 당한 친구의 여
동생 소녀를 찾는 우리들은 방방곡곡을 헤매기 시

작하지만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런 어느날 장은 무덤가를 헤매는 소녀를 지켜보

게 된다. 무덤 앞에 앉은 소녀는 죽어가는 엄마의
손을 처절하게 뿌리치고 달아나야 했던 진실을 고
백한다.

강상우 Sangwoo Kang

대학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과학을 공부한 뒤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해왔다. 단편 <백서
>(2010), <클린 미>(2014), <우리는 없는 것처럼>(2016)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장·단편 영화 15편 상영

이창동 Changdong Lee

장선우 Sunwoo Jang

등은 밴쿠버국제영화제, 인디포럼, 서울독립영화제 등에서

이창동은 대한민국의 소설가 겸 영화감독이다. 데뷔작 <초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71학번. 70년대 학생운동에서 출발,

상영된 첫 장편영화 <김군>(2018)은 2018년 서울독립영

시>,<버닝> 등 많은 작품들이 좋은 평가를 받아 각국의 영

등을 주창했고 86년 선우완 감독과 <서울예수>를 공동연

상영되었고,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화제 대상, 2018년 올해의 독립영화상, 2019 부산영화평
론가협회상 신인감독상 등을 수상하였다.

록물고기>부터 시작해 <박하사탕>,<오아시스>,<밀양>,<

화제에서 상을 휩쓸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독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80년대 초 영화평론가로, <열려진 영화>, <신명의 카메라>

출하면서 데뷔했다. 그가 연출한 <경마장 가는 길> <너에
게 나를 보낸다> <꽃잎> 등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이 되었다.

시네광주 1980 | 영화로 기억하는 민주화운동의 역사

CINE-GWANGJU 1980 FILM FESTIVAL

부활의 노래

오! 꿈의 나라

대한민국│1990│80min│19+│color│드라마

대한민국│1989│90minㅣ19+ㅣcolor│드라마

The Song of Resurrection

5.26.(TUE) - 5.30(SAT)

Oh� My Dream Land
5.26.(TUE) - 5.30(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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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5·18 힌츠페터 스토리

대한민국│2012│135min│15+│color│드라마

대한민국│2018│95minㅣ12+ㅣcolorㅣ다큐멘터리

26 Years

5.22.(FRI) - 5.26(TUE)

29

The Hinzpeter Story
5.22.(FRI) - 5.26(TUE)

야학 선배 태일과 민숙, 노동자 야학생 현실, 봉준

광주민중항쟁이 무력으로 진압된 이후 종수는 계

1980년 5월 광주의 비극과 연관된 조직폭력배, 국

80년 5월,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와 항쟁으로 도

치의 부당성을 깨닫는다. 10·26 이후 총학생회장에

아 동두천으로 온다. 그는 전남대의 학생이며 야학

호업체 실장이 26년 후 바로 그날, 학살의 주범인

제로 인해 광주의 참상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

등과 공장 실태를 조사하던 철기는 유신과 긴급 조
당선되어 대중집회를 주도하여 민주화를 향한 행

보를 가져갈 무렵, 비상계엄확대에 따른 정치적 격

변은 철기를 도피생활로 몰아 넣는다. 도피생활을
하던 철기는 현실과 사랑으로 의지하며 새로운 생

활을 준비할 무렵 체포수감되고, 교도소 내 민주화
를 주장하며 단식투쟁을 전개한다.

※ 본 영화제에서 <부활의 노래>는 2020년 한국영
상자료원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상영된다.

엄당국의 수사를 피해 고향의 형뻘되는 태호를 찾
의 교사이며 광주항쟁에서의 활동때문에 쫓기는 신
세다. 태호는 미군부대의 스넥바에서 일하지만 실제
본업은 미제 물건장사이다. 한 몫 벌어 미국으로 떠

버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태호와 미군때문에 거칠
대로 거칠어진 양공주들과의 생활에서 종수는 동화
되지 못하며, 한편으로는 광주항쟁의 기억으로 인해

괴로운 나날을 보낸다. 현실과의 괴리감은 종수를
짓누르고 그의 고민과는 또 다르게 주위 사람들의
인생은 고통으로 물들어간다.

가대표 사격선수, 현직 경찰, 대기업 총수, 사설 경

‘그 사람’의 단죄를 위한 작전을 펼치는 액션 복수
극이다. 1980년 5월에 일어난 광주의 아픔을 재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6년이 흐
른 ‘현재’로 시점을 옮겨 그 날의 비극이 결코 박제

된 역사가 아닌,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계속
되고 있는 아픔과 상처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특히

시는 봉쇄되고 모든 전화선은 차단되었다. 언론 통

던 그때, 위험을 무릅쓰고 잠입한 독일 특파원 위
르겐 힌츠페터는 당시 대한민국 안에 철저히 고립

된 도시였던 광주의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린다. 지
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80년 5월 광주의 처절했던
민주항쟁의 모습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적인 사실에 학살의 주범인 ‘그 사람’을 단죄
한다는 과감한 상상력을 더한 파격적인 소재로 결

코 잊어서도, 잊혀져서도 안 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상기시키며 관객들에게 단죄에 대한 의미 있는 질
문을 던진다.

이정국 JungGook Lee

장산곶매 Jangsangotme

조근현 GeunHyun Cho

장영주 Youngjoo Chang

중앙대학교에서 연극영화학을 전공했다. 1990년〈부활의

장산곶매는 1987년 강헌, 이용배, 장윤현, 공수창, 홍기선,

대한민국의 영화감독으로 <26년>, <봄>, <흥부: 글로 세상

1989년에 KBS 입사했다. KBS 역사스페셜, KBS 일요스

대종상에서 작품상, 신인감독상, 각본상을 수상했다. 1996

산곶매는 대중의 건강한 삶을 묘사하고 형상화하는 민족

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했다.

한국방송대상 교양부문 수상했다.

노래>를 연출하며 데뷔했다. 1994년 <두 여자 이야기>로
년에는 <채널 식스 나인>을, 1997년에는 <편지>를 연출했
다.

장동홍, 박대영, 이은 등 소형영화인들이 만든 단체이다. 장

영화를 모색하고 실천하고자 공동창작, 공동작업 방식을
추구했다.

을 바꾼 자> 등을 연출했다. 2014년 달라스아시안영화제

페셜을 연출하고 역사스페셜 '풍납토성 지하 4미터 비밀'로

이후 역사스페셜 책임프로듀서로 위촉되었고, KBS 기획제
작국 EP, KBS 심의실 심의위원이다.

시네광주 1980 | 영화로 기억하는 민주화운동의 역사

오월愛

외롭고 높고 쓸쓸한

대한민국│2010│104min│전체관람가│color│다큐멘터리

대한민국│2017│82min│전체관람가│color│다큐멘터리

No Name Stars
5.22.(FRI) - 5.26(TUE)

Lonely, High and Lonesome

CINE-GWANGJU 1980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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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 씨의 발표회

봄날

대한민국│1987│35min│color│드라마

대한민국│2018│16min│전체관람가│color│실험

Mr. Kant's Exhibition

31

A Spring Day

5.23.(SAT), 5.24(SUN), 5.29(FRI), 5.30(SAT) 20:00

5.26.(TUE) - 5.30(SAT)

폭도의 도시라 불리던 시절을 지나 망월동이 국립

80년 오월 광주를 여성들의 목소리로 이야기 한다.

사진작가인 주인공은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칸트

작품에 들어가기 전 출연자들에게 한강의 소설 <소

보다 빠른 속도로 1980년 5월의 광주는 사람들의

고 다른 아픔들을 치유하기 위해 바느질 한땀 한땀

껴 그를 따라다니며 관찰하던 중에 직접 말을 건네

로 출연자들과 감정적인 공감대를 만들었고, 안무

묘지로 지정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기꺼이 가게 문을 열
어 빵과 음료수를 나누었던 구멍가게 황씨, 버스

한 가득 시민군을 태우고 금남로를 달리던 양기사
님, 주먹밥을 만들어 나르던 양동시장 김씨 아주머
니와 열여섯 미순이 역시 소박한 꿈을 꾸며 살아가

는 평범한 이들이었다. 열흘 간의 항쟁 이후, 세월

오월 그날을 경험한 그녀들은 오월의 진실을 밝히

처럼 오늘도 걷는다. 1980년 광주 오월민중항쟁이
항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광주시민 모두의 힘이기

도 하지만, 이것은 여성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영화는 1980년 광주 오
월민중항쟁을 여성들의 목소리로 담아낸다.

씨라는 인물을 발견하고 그의 행동에 호기심을 느
지만 그의 아픔을 동감하지는 못한다. 어느날 사진
작가는 그동안 찍은 칸트씨의 사진을 인화해서 칸

트씨를 기다리지만 전경으로부터 칸트씨가 잡혀
간 상황과 그가 광주항쟁 때의 실종자였다는 소식
을 전해듣고 괴롭게 돌아선다.

은 거짓말 같이 흘러 그 날의 소년들은 어느덧 중

5.22.(FRI) - 5.26(TUE)

년이 온다>를 꼭 읽을 것을 요구했다. 책을 중심으

와 표현은 전적으로 출연자들의 해석으로 맡겼다.
제작 후반부에는 촬영본을 가지고 광주에 내려갔
다. 화분, 나무, 담벼락, 빌딩 등 도시 곳곳을 스크

린삼아 영상을 투사했다. 이 장면에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말없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을 도시에

대한 애도와 고향에 대한 존경을 담았다. 음악은
한국전통음악인 국악을 베이스로 작곡되었다.

년의 나이를 훌쩍 넘겼다. 5·18에 대한 기록이 정교
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기록에서 제외된 수많은 사
람들은 각자의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고 있

다. 몸과 마음에 남은 상처는 여전히 선명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그 기적 같은 봄날의 그들은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김태일 Taeil Kim

푸른영상에서 다큐멘터리를 시작, 한국의 아픈 역사의 뒤

편에 대한 작업은 물론 사회 기저층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왔다. 가족과 함께 완성해낸 5·18 이야기 <오월愛>를
찍었으며,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팔레스타인의 일상

을 담아낸 <올 리브 올리브>를 통해 사려 깊은 감수성을 선
보였다.

김경자 Kyungja Kim

영화가 너무 좋았다. 용기와 위안을 받는다. 그러다 바흐만
고바디 감독의 <거북이도 난다>라는 영화를 보고, 전라도

김태영 Taeyeong Kim

오재형 JaeHyeong Oh

광주에서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하였고 10년이 넘고 있

1987년 한국의 국가폭력과 당대 의문사를 고발하는 영화

대학에서는 미술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페인팅 개인전

런 주제로 작업하고 있다. 광주와 광주 주변의 이야기를 담

발표하며 시네아스트의 면모를 보였다. 이후 다수의 방송

<강정 오이군>, <덩어리>, <블라인드 필름>, <봄날> 등을

다. 억압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하는 삶에 관심이 있어서 이
고 있다. 앞으로도 어렵더라도 쭈욱 다큐작업 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다.

<칸트 씨의 발표회>로 데뷔했다. <황무지>와 <딜쿠샤>를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8.5의 감성>, <코스모스>를 개최했다. 영상 작업으로는

연출했다. 최근에는 영상과 피아노 연주를 결합한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에 집중하고 있다.

시네광주 1980 | 영화로 기억하는 민주화운동의 역사

오월상생

그해 오월 나는 살고 싶었다

대한민국│2007│27min│12+│color│애니메이션

대한민국│2017│83min│전체관람가│color│다큐멘터리

Memory of May
5.26.(TUE) - 5.30(SAT)

I Wanted to Live in May that Year
5.25.(MON) - 5.29(FRI)

CINE-GWANGJU 1980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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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

황무지

대한민국│2018│105min│15+│color│드라마

대한민국│1988│90min│color│드라마

Marching for Our Beloved
5.25.(MON) - 5.29(FRI)

33

Wasteland

5.26.(TUE) - 5.30(SAT)

5편의 짧은 애니메이션 모음집으로 광주에 대한 기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 당시 계엄군에게 맞은

1980년 5월, 탈영병 김의기는 6개월째 도망다니던

기법들이 활용되면서 애니메이션의 다양한 스타일

운동 당시 꽃으로 산화하신 희생자들의 당시 사연

장애를 앓는 엄마와 유복자로 태어난 딸의 이야기

미군을 상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군

억과 편린으로 가득 차 있다. 각 편마다 조금은 다른

을 구성하는 점도 흥미롭다. 작품에 따라서는 한국
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민중가요들이 고스란히 차

인용 되던 때 국립5.18민주묘지에서는 5·18민주화
들이 무덤가에서 차례로 펼쳐지는데...

용되어, 음악과 이미지를 구성하기도 한다.

총알이 머리에 박힌 채 현재까지 생존하면서 정신

를 다룬다. 영화는 이처럼 80년 5월을 중심축으로
영화적 지평을 넓혀간다. 89년 조선대 이철규 열사
를 80년 5월로 호출하면서 5·18 당시 시민군 대변

인으로 활동하던 윤상원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영

혼결혼식에 헌정된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 음악

중 군산의 기지촌 술집에서 일하게 된다. 술집에는
상들이 있다. 주인공 의기는 파멸하는 주변의 비참
한 삶들을 지켜보며 광주에서 학살한 소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
백하고는 망월동 묘지에서 분신한다.

또한 주요 모티브로 활용한다.

전승일 Seungil Chon

사유진 Eugene Sa

박기복 Kibog Park

김태영 Taeyeong Kim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동국대학교에서 연극

서울예술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했다. 충무로에서 4년간 활

전남 화순 출생으로 서울예술대학교 극작과 졸업 후 2003

1987년 한국의 국가폭력과 당대 의문사를 고발하는 영화

재까지 다양한 예술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작업은 부

다. 현재 영화와 춤이 결합된 '시네-댄스 영화'를 연출하며

공동제작 <피그말리온의 사랑> 극본을 썼다. 2018년 <임

발표하며 시네아스트의 면모를 보였다. 이후 다수의 방송

영화학을 공부하였다. 1994년 <내일인간>으로 데뷔해 현
산국제영화제를 비롯 다양한 영화제에서 소개되었다.

동한 후 2000년~2010년대에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도했
다채로운 예술과 실험을 전개하고 있다.

년 영화 <강아지 죽는다> 공동 각본, 2010년 12부작 한·일
을 위한 행진곡>에 이어 2020년 <낙화잔향> 등을 연출하
며 광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칸트 씨의 발표회>로 데뷔했다. <황무지>와 <딜쿠샤>를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시네광주 1980 | 영화로 기억하는 민주화운동의 역사

글로벌초청전

Global
Selection

CINE-GWANGJU 1980 FILM FESTIVAL

잃어버린 얼굴들
The Faces We Lost

침묵의 시선

프랑스│2017│274min│color│다큐멘터리

덴마크│2014│103min│15+│color│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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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ok of Silence

5.22.(FRI) - 5.30(SAT)

5.22.(FRI) - 5.26(TUE)

1994년 르완다에서 일어난 제노사이드는 100일

폴라 비렌, 루스 엘리아스, 에이다 리히트만, 한나

1965년 인도네시아 군부정권 대학살의 기억을 가

아이 할 것 없이 마세티 칼로 난도질당할 때 세상

자비한 만행의 목격자로서, 다른 많은 것 중에서도

했다. 알고도 모른척 숨죽여 살아야 했던 사람들에

동안 100만에 가까운 생명을 앗아갔다. 남자, 여자,

은 침묵을 지켰다. 국제사회가 드디어 주의를 기울

이기 시작하자, 훼손된 몸과 수많은 이름 없는 난
민들의 충격적인 사진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

러나 영화는 여권이나 신분증 사진, 마당에서 무심코
사진 찍힌 모습 또는 결혼식이나 세례식에서의 단체

사진 등을 통해 사랑하던 사람들을 기억한다. <잃어
버린 얼굴들>은 9명의 르완다인 (생존자, 희생자의 친

척, 그리고 기억만들 기 전문가들 professional memory
makers)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이야기와 경험, 기

억과 이미지들을 보여준다.

마튼 이 네 명의 유태인 여성은 가장 광적이고 무
그 목격자의 자격만으로도 인류의 기억에 영원히
새겨질 만하다. 그들 각자가 겪어야 했던 잔혹행위

외에도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어떤 겉치레나 잘못된

사유도 거부하는, 거의 동물적일 만큼 날카로운 지
성이다.

클로드 란츠만이 훗날 <쇼아>가 될 작업을 준비하

는 과정에서 촬영한 이 훌륭한 네 여성은 각자 독
립된 영화 속 인물로 등장하여 자신만의 빼어난 기

5.23.(SAT), 5.24(SUN), 5.28(THU), 5.29(FRI), 5.30(SAT) 14:00

진 모든 이들에게 람리라는 이름은 곧 학살을 의미

게 람리의 또 다른 이름은 침묵이자 망각이다. 그
러나 그의 동생 아디는 50년 만에 형을 죽인 살인

자를 찾아가 그 때의 이야기를 묻기 시작하고, 가
해자들은 누구보다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자신이

저지른 소름 끼치는 살인을 증언한다. ‘죽음’은 있
지만 ‘책임’은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요하고 잔
혹한 이야기.

질을 충분히 드러내고, 사람을 사로잡는 서술을 통
해 유대인 절멸 시도의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들려준다.

피오트르 시플랙

Piotr Cieplak

국가폭력과 민중의 항쟁을 다룬 해
외 장편 영화 3편 상영

네 자매

Shoah: The Four Sisters

영국│2017│61min│color│다큐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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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란츠만

Claude Lanzmann

조슈아 오펜하이머

Joshua Oppenheimer

영화감독이자 작가이다.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아르헨티

20세기 프랑스 지성을 대표하는 지식인이자 20세기 최고

미국의 영화감독으로 <액트 오브 킬링>과 <침묵의 시선>

은 전세계 다수의 영화제에서 소개되었다. 죽음과 이미지

코스트에서 희생된 유대인들과 가해자들을 350시간 인터

였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부산시네필상을 받았다. 그의

나에서 활동하였으며 그의 연출작 <기억의 공간>(2009)
그리고 공간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의 기록영화라고 평가받는 <쇼아>의 감독이다. 그는 홀로
뷰하여 기록하였고, 나치의 유대인 학살에 관해 증언하는
사람들의 공포와 절망을 영화에 고스란히 담았다.

을 연출했다.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평화영화상을 수상하
작품은 수많은 영화제에서 관객을 만났다.

시네광주 1980 | 영화로 기억하는 민주화운동의 역사

광주VR

Gwangju
VR

CINE-GWANGJU 1980 FILM FESTIVAL

10일

10 days

대한민국│2020│6min│color│VR

36

아워 풋 프린팅

바람의 기억

대한민국│2017│5min│전체 관람가│VR

대한민국│2019│19min│전체 관람가│VR

Our Foot-pr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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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mory of the Wind

5.26.(TUE) - 5.30(SAT)

5.26.(TUE) - 5.30(SAT)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1980년 5월

민주주의의 역사인 대한민국 광주의 중심적 공간

30대 한국인 남자무용수 지안과 30대 일본인 여자

약 10일간의 흔적들을 금난로, 전남대, 505 부대,

록 매커니즘인 동시형(Parallel)-VR 기법을 통해 재

히 만나 동행하게 된다. 미츠키의 할아버지는 일제

18일부터 27일까지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했던

인 ‘금남로’의 500년 역사를 새로운 형태의 도시기

국군광주병원 등을 배경 삼아 추적해보고자 한다.

표현한 작품이다. 광주의 옛 읍성을 시작으로 민주

등의 흔적들을 재구성하여 광주민주화운동의 발자

동,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현재의 촛불집회까지

이 작품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이미지, 영상, 소리
취를 관객이 함께 따라가보는 1인칭 시점의 작품이

다. 재현불가능한 공간에 체현된 역사가 다양한 미
디어, 이미지의 잔해들로 가시화되어 펼쳐진다. 

시민운동의 시발점인 3.1운동, 광주 학생 항일운
광주가 이룬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상현실에 적합

한 형태로 제작하였다. 한 도시의 장대한 500년 역
사를 온 몸으로 경험해볼 수 있는 작품이다.

5.26.(TUE) - 5.30(SAT)

무용수 미츠키가 제주도를 혼자 여행하다가 우연

강점기 당시 카미카제 조종사로 제주도 서남부 알

뜨르 비행장에서 복무를 했으며 결국 미군의 폭격
기에 자살 공격을 감행하여 전사했다. 지안의 할아

버지는 일본군이 비행장을 건설할 때 땅도 빼앗기
고 강제노역까지 해야 하는 힘든 삶을 버텨냈으나

4·3때 학살되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할아버지
들이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며 아픈 역사의
현장을 돌아보다가 역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남기고 자신들은 춤을 추는
사람들이니 춤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로하자고 마

음을 모으고 해질 무렵 학살터에서 춤을 추기 시작
한다. 두 사람이 춤을 추는 동안 죽어간 두 사람의

할아버지와 일본군, 한국군, 마을사람들이 나타나
두 사람의 춤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5·18 40주년 기념 제작 VR영화
<10월> 포함
미래의 기억으로서의 민주화 항쟁을
다룬 국내·외 VR영화 5편 상영

광주 VR 콜렉티브

Gwangju VR Collective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10일> 제작을

위해 꾸려진 VR영화 전문가와 다양한 예술분야에서 활동
하는 예술인들로 꾸려진 콜렉티브이다.

백호암 Hoam Baek

프랑스 낭트 ESBANM에서 현대미술을 전공하였으며, 미
국 국제사진가상인 IPA의 Fine Art 부분에서 수상하였다

박흥식 Heungsik Park

1965년생. 대한민국의 영화 감독이자 각본가이다. 1989년
영화평론가로 첫 등단한 그는 12년 후 2001년, 영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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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보더라인

그리스│2017│7min│전체 관람가│VR

이스라엘, 영국│2018│9min│전체 관람가│VR

Refugees

5.26.(TUE) - 5.30(SAT)

특별상영

Borderline

5.26.(TUE) - 5.30(SAT)

Special
Scre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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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를 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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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id You Shoot Me?

대한민국 l 2020 l 76min l color l 다큐멘터리
5.22.(FRI) - 5.26(TUE)

<난민>은 터키에서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까지 목

젊은 이스라엘 병사 인 아브라함은 에티오피아 출

1997년 대법원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 판결했

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처한 비극과 여정을 다루는

고 있다. 아브라함은 몇 분 동안 혼자 있을 때 불가

를 적용하여 단죄했다. 그럼에도 극우세력들은 대

숨을 걸고 플라스틱 보트에 몸을 실어 바다를 건너
다큐멘터리다.

신의 유대인으로 동료 신참과 함께 경계선을 지키

고, 신군부의 진압은 ‘내란죄’와 ‘내란목적살인죄’

능한 딜레마에 직면한다. <보더라인>은 실제 일어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다. 조작되고 왜

난 사건을 기반으로 제작된 단편 VR 작업으로, 중

곡된 5·18의 진실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가 거기에

동 및 아프리카 국가의 난민들이 터키를 통해 서

있다. 이런 맥락에서 <왜 나를 쐈지?>는 사건을 중

유럽으로 피난을 가기 위해 거쳐 가는 곳의 모습을

심을 두기보다 감춰진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중

화면으로 담고 있다.

에두아르도 헤르난데즈

아사프 마크네스

스페인에서 태어나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S.A.E.에서 모션

아사프 마크네스는 텔아비브에서 작가 겸 감독으로 활동

자로 일했으며 5년 전에 가상현실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

화제에서 수상하였으며, 베를린 국제 영화제, 로카르노, 사

Eduardo Hernandez

그래픽을 공부했다. 그는 몇 년간 사진작가와 비디오 편집

이후 그는 VR이 오늘날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보여주
기 위한 저널리즘으로서의 색다른 스토리텔링의 힘이 있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점을 둔다.

Assaf Machnes

중이다. 1987년 2월 24일 출생. 그는 단편영화는 다수의 영
라예보, BFI 런던, 팜스프링스 등의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5·18 40주년을 기념하여 TBS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특별 상영

이장종 Jangjong Lee

1981년 KBS 한국방송공사 입사해 2014년 KBS 한국방송
공사 정년퇴직하였다. 현재는 TBS TV 제작전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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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스트 초청
& 스페셜 톡

Online GV
& Online Special Talk with directors and moderators

CINE-GWANGJU 1980 FILM FESTIVAL

분류

온라인 GV

내용

<오월愛> GV

· 상영작 중 개막작과 화제작의 감독 및 제작진을 초대하여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를 향한 움직임과
개인, 소수자, 공동체의 삶이 영화 속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짚어보는 스페셜 톡 콘서트

게스트: 김태일(감독), 주로미(조감독)

모더레이터: 전우형(중앙대 접경인문학연구단 HK교수)
게스트: 정원옥(문화연구자)

<부활의 노래> GV

게스트: 이정국(감독)

<오월상생> GV

게스트: 전승일(감독)

<칸트 씨의 발표회>와

게스트: 김태영(감독)

<광주비디오: 

게스트: 이조훈(감독)

<외롭고 높고 쓸쓸한>
스페셜 톡

게스트: 김경자(감독), 
심혜경(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BK+사업단 전임연구원)

광주 VR 스페셜 톡

게스트: 백호암(VR감독), 현민아(PD)

개막 스페셜 톡

게스트: 이동연(518 40주년 서울기념위원회 총감독), 
하승우(시네광주 1980 책임 디렉터)

사라진 4시간> GV

· 영화제 상영작의 감독과 영화전문가를 모시고 모더레이터와 함께하는 온라인 GV

게스트 & 모더레이터

<꽃잎> GV

<황무지> GV

스페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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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레이터: 손희정(문화평론가)

모더레이터: 하승우(시네광주 1980 책임 디렉터)

모더레이터: 나호원(애니메이션연구자)

모더레이터: 김미현(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겸임교수)

모더레이터: 이윤종(시네광주 1980 프로그래머)

모더레이터: 박현선(시네광주 1980 프로그래머)

모더레이터: 정찬철(한국외대 미네르바대학 조교수)

모더레이터: 이윤종(시네광주 1980 프로그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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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포럼

민주화운동과 포스트메모리

Online Forum with scholars and activists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Post-memory
본 포럼의 목적은 두 가지다.

이 되며 21세기의 전환기에 한국사회를 변혁

첫째, 1980년 이후 40년이라는 시간동안 성숙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역들에서의 국

한 518 민주화운동의 궤적을 문화와 예술 운동
의 차원에서 되돌아보고자 한다. 둘째, ‘포스트

메모리’라는 틀을 통해서 광주의 기억을 확장

하는 데 주춧돌이 되었고, 홍콩과 대만, 남미와
가 폭력과 비-민주적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글
로벌 운동들과 연대해왔다.

함으로써 세대와 지역을 넘어서 모두의 민주화

영화와 문화, 예술의 영역에서 5.18 민주화운

다. 포스트-기억정치학의 접근은 진실의 제도

5.18의 이야기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운동을 위한 기억 공간을 이야기해보고자 한

화 과정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윤리

적 물음과 도덕적 딜레마들을 현재적 시점에서

예리하게 포착하고 재현함으로써 다음 세대 기
억의 주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단초가 된다.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는 그 원인이 한국사회
의 구조적 모순과 냉전 정치 구도의 지배에 있
기에 그 기억과 재현의 역할 역시 엄격한 의미
의 과거사 청산이나 몇몇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확장되어왔다. 1980년 광주
의 항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생생한 기억

동은 항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학과 예술운동을 촉발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재현을 둘러싼 포스트 메모리적 상상력의 문제

는 무관심과 망각과의 싸움이며, 더 나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개인적인, 집단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비판적인 기억의 행위로 이끌어 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포럼에서
는 지난 40여년의 시간동안 탐구되어 온 5.18

민주화운동의 재현과 기억 실험을 영화와 미디
어, 공공 기억, 글로벌 민주화 운동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CINE-GWANGJU 1980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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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발표자

주제

국내

정근식 (서울대)

5.18과 문화예술적 상상력

국내

남인영 (동서대)

5.18과 다큐멘터리 미학

국내

김정한 (서강대)

5.18을 기억하는 두 공간: 녹두서점과 광주관광호텔

국내

임대근 (외대)

천안문과 도청광장

국내

백문임 (연세대)

5.18 영화와 젠더 재현의 문제 (가제)

국내

김옥란 (극동대)

5.18과 비극/희극 :
망자의 노래와 일상의 감각, 5.18은 어떤 기억인가

국내

김소영 (한예종)

결연의 이미지를 향한 드라이브

해외

Naoki Sakai

Nationalism under Colonialism – Search for Democracy

해외

Namhee Lee

Madanggŭk and the Kwangju Uprising

해외

Steve Choe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the Ethics of Cinematic Memory

해외

Piotr Cieplak

Public deaths, private archives:
vernacular photography and remembering violence

해외

Jeffrey Alexander

Civil Sphere and Transitions to Peace:
Cultural Trauma and Civil Repair

(Cornell)

(UCLA)

(SFSU)

(Sussex)

(Yale)

(Drive toward the affiliative image)

(식민주의하의 민족주의: 민주주의를 찾아서)

(마당극과 광주항쟁)

(5.18 민주화운동과 영화적 기억의 윤리학)

(공적 죽음, 사적 아카이브: 토착 사진과 폭력을 기억하기)

(시민사회와 평화로의 전이: 문화적 트라우마와 시민사회의 교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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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사람들 Staﬀ
책임디렉터
하승우

프로그래머
박현선, 이윤종
운영PD
김장연호
사무국장
홍성희

프로그램팀
임종우 팀장
전성연, 오수민, 박미영
기획·운영팀
배강범 팀장, 김소람
홍보·마케팅
이해수
기술
진미디어

톡톡광주 촬영·편집
연분홍치마
포스트핀
톡톡광주 촬영지원
홍효은
트레일러 제작
강유가람

포스터·프로그램북·배너 디자인
STUDIO 4yoon
엠블럼 디자인
장우석
홈페이지 제작
AccessICT

언론릴리즈
샘커뮤니케이션

협력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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