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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연의권리찾기
GLOBAL NETWORKS FOR BLUE PLANET

“ 지구를�위한�아름다운�동행 ”에  감사합니다.

* 기후변화로�가장�위기를�갖는�상징적인�동물들�이름으로�스폰서와�협력�명칭을�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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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을 위한 아름다운 실천 ”
본 인쇄물은 친환경 재활용 용지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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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유엔 기후변화에관한국가간협의체(IPCC)의 권고를 받아, 120여 개국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선언, 중국과 일본에 이어 바이든 미국 정부도 동참하여, 전 세계 메가 트랜드가 됨
※ 탄소중립: 배출하는 탄소량=흡수하는 탄소량 (넷 제로)

(대한민국) 20년 12월,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

3대 정책방향(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
과 10대 과제(에너지 전환 가속화, 고탄소 산업 구조 혁신,미래모빌리티로 전환, 도시·국토 저탄소화, 
신유망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저변 구축, 순환경제 활성화, 취약 산업 계층 보호,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발표

적응적(Adaptive) 감축에서 능동적(Proactive) 대응으로
탄소중립 · 경제성장 · 삶의 질 동시 향상

Blue Planet
Future Festival

�����
�����������
��������������

�����������
	�����
��������������� ��

�������
�����������

��������

���	����

���������������
������������������

������������¡¢
£¤�¥�¦§��£¤¨©�§�ª«�

��������¬�®��¯

 ���������
����������������
��°��±²³´	§��µª¶����

· �̧¹���º»�¼½¢��±
¾��º�������¿

����
��������

����¡¢��£¤
��À�±���º����ÁÂ����
¯·º�ÃÄ�Å�Æ�£Ç�È��

ÉÊË��ÌÍ¡Í��Î������
����Ï�������

6 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단법인
자연의권리찾기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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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GREETING MESSAGE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는 (사)자연의 권리찾기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 중의 하나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친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제입니다. 이번 “제1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의 목적은 첫째,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될 수준의 급박한 
지구환경 변화에 대한 대중의 공유와 공감 유도 및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온 국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번 영상제는 20개국으로부터 출품된 영화 24편, 방송 다큐멘터리 17편의 환경 관련 영화·영상 상영뿐만 
아니라 지구환경 포스터 공모전, ESG 국제컨퍼런스, 전시·체험 행사, 크리에이터 영상 토크쇼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은 인간의 권리를 찾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권리 찾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지구에서 인간과 공존해야 하는 자연의 권리는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지구의 자연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이상 기온 현상과 
엄청난 규모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자연의 대역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자연도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최근 우리가 언론을 통하여 가장 많이 접하는 주제 중의 하나가 지구온난화일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사막화, 태풍, 홍수, 화재, 폭염 등과 같은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자연재해(Nature Disaster)가 아닌 기후재앙(Nature Catastrophe)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자연재해 혹은 기후재앙이 자연의 대역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자연재해를 그대로 
물려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회복된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 후손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번 영상제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제가 
전 국민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제를 계기로 친환경, 즉 자연의 권리를 찾아주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힘써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I am Jeguk Jang, the Organizing Committee Chair of the Blue Planet Future Festival. 

Blue Planet Future Festival is one of the major projects of the corporation Global Networks For Blue 

Planet and is a film festival dedicated to environmental subjects like climate crisis and carbon neutrality. 

The purpose of this "1st Blue Planet Future Festival" is one) to raise awareness of the public on the urgent 

threat of environment change and to encourage behavior change and two) to build a platform where we 

can all participate in and enjoy searching for the way of coexistence between man and nature. To achieve 

these goals, we invited 24 movies from 20 countries and 17 environmental documentaries. And do not 

hesitate to see other events such as environmental poster competition, international ESG conference, 

exhibitions, experience opportunities, and creator video talk show.

Humans on the Earth have been busy with securing their rights, in the course of which the rights of 

Nature have been neglected. Nature cannot take it any more. The recent temperature anomalies and the 

natural disasters of enormous proportions can be regarded as Nature's great counterattack. Now Nature is 

going to secure her rights.

In this regard, the most frequently repeated subject will be global warming. Global warming is 

causing desertification, typhoons, floods, wild fires, extreme heat waves and so many natural disasters. 

Climatologists call them Nature Catastrophe, not just Nature Disaster. I believe these are the counterattack 

of Nature.

We cannot hand over these disasters to our children. We must try to heal our planet even a little bit so 

that our descendents can live in a better environment. That's why we are having this event. I wish this 

festival becomes an opportunity to remind people how precious Nature is.

Through this film festival, I hope to spread the eco friendly movement, i.e. the movement to restore 

Nature's rights, to the whole nation. Lastly,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again to everyone who 

worked so hard for this festival. 

Thank you. 

(사)자연의권리찾기 이사장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조직위원장 
동서대학교 총장
장 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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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GREETING MESSAGE

점점 더 예측이 힘들어지고, 더욱 거칠어지는 지금의 기상 상황을 모두가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한 
발짝만 옮기면 ‘아직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스스로 안도합니다. 사람들은 늘 지금이 괜찮으면 다 괜찮을 것이라고 
낙관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런 낙관이 틀렸다는 것에서 <제1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는 출발합니다.

기후위기를 정면으로 다룬 세상의 유일한 영화제가 바로 <제1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입니다. 세상에 많은 영화제, 
환경영화제가 있지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는 파괴적으로 치닫는 기후위기를 다룹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1.5도의 위험성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흘려버립니다. 그래서 과학은 기후변화의 재앙을 
알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지구영상제>가 그 위험성을 알리고 사람들의 실천을 끌어들이는 영화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대체 불가능한,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임을 확인시켜주는 영화제가 될 것입니다. 
영문은 <Blue Planet Future Festival in Busan, BPFF>이 됩니다. 

‘Blue Planet’은 푸른 행성 지구를 뜻하고 Film 대신 Future를 넣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영상 축제가 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영화 그 자체를 위한 영화제를 지향하기보다 지구의 미래를 위한 영화제가 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1회 
슬로건은 <다시 지구, Our Only Home>으로 잡았습니다. 

비교적 간명한 이 문구를 통해 지구의 가치를 새롭게 들여다보자는 취지입니다. 나를 잡아당기고 있는 이 땅, 지구의 
중력을 제대로 느껴보면서 지구의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지구라는 자연의 생존 권리가 너무 훼손되면서 
다시 지구에 자연의 권리를 찾아 주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시 지구>가 될 때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아 갈 수 
있습니다.

Greetings from the Executive Committee Chair

The weather is getting more unpredictable and more violent. And everyone agrees that it is a problem. 

When we have to get to the point, however, people say 'but it still looks OK.' People optimistically believe 

that it will always be OK if it looks OK now. This <1st Blue Planet Future Festival> will show you that you 

are so wrong to be optimistic. 

The only film festival in the world to tackle climate crisis is this <1st Blue Planet Future Festival>. There 

are, of course, many film festivals and environmental ones as well around the globe. But the <Blue Planet 

Future Festival> deals with climate crisis that is getting extremely destructive because we are running out 

of time. Scientists have been desperately warning us about the remaining 1.5°C but it has been ignored. 

Science has failed in making people hear the message. So the <Blue Planet Future Festival> is setting off 

to inform people about the danger of climate change and to make people take actions. This film festival 

will make you realize that Earth is irreplaceable and is the only planet where human beings can dwell.

 We are called <Blue Planet Future Festival in Busan>, BPFF in short. 'Blue Planet' means our Earth and we 

used 'Future' instead of 'Film' to make sure this is a film festival for sustainable Earth. So this festival is not 

only for films but also for the future of Earth. The slogan for this 1st festival is <Back to Earth, Our Only 

Home>. We can look into the value of our Earth through this simple phrase. This land is pulling us down. 

Let's fully feel the gravity of Earth and remind ourselves what she means to us. Earth has already lost so 

much of her rights and we need to give them back to the Nature, our Earth. When we go <Back to Earth>, 

we can truly live as decent human beings.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영화집행위원장
진 재 운

KNN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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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제1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 해인 만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관계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지구영상제는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영화제입니다.

영화, 다큐멘터리 등 상영작의 대부분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작품입니다. 또한 환경영상제, 전시·체험,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감염병 발생과 자연재해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제 기업도 ESG경영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첫걸음은 시민들의 공감과 인식전환입니다.

지구영상제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느껴보시고, 일상 속작은 녹색생활 실천도 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opening of the 1st Blue Planet Future Festival.

It must have been quite challenging, being the first year. I am deeply grateful for the hard work and devotion from 

everyone involved.

This is the very first film festival in the world solely devoted to climate crisis. Movies, documentaries and most of the 

showing films are speaking up about the magnitude of climate crisis.

There will also be environment video showings, exhibitions, experience opportunities, conferences and many other 

events for the citizens to join in.

Climate crisis is not a distant threat any more.

We already witness climate change induced infectious diseases and natural disasters around us. And enterprises 

cannot survive without having ESG strategies.

The first step to fight climate crisis will be your empathy and awareness. I hope many people will come to the Blue 

Planet Future Festival and learn about the gravity of climate change. And I hope it will be a momentum for

you to start small green actions.

Also, I would like to ask you to give a lot of attention and support to Busan to host World Expo 2030, which will make 

the future of Korea beyond the cit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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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부산을 사랑하는 분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 우리 부산이 또 한 번 담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1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축제를 마련해 
주신 장제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사단법인 자연의권리찾기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류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부산을 대표하는 언론인, 학자, 기업인, 법률가 분들이 사단법인 자연의권리찾기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뜻을 모아 주셨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의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합니다. 민간에서 
이처럼 창대한 기획에 앞장서 나서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친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비롯해 관련 주제의 문화·관광·축제·교육 플랫폼으로써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단법인 자연의권리찾기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친환경에 대한 첫 번째 시민 
공감의 장으로 마련한 ‘제1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에 거는 기대는 대단히 큽니다. 대중 일반과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고 대표적인 감동과 공감의 매체로 손꼽히는 영화·방송콘텐츠를 통해 지구환경 위기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 및 아시아 프리미어 8개 작품을 포함해 20개 나라를 대표하는 41개 콘텐츠가 전해줄 감동의 
메시지가 얼마나 깊고 클지, 벌써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함께 펼쳐지는 ESG 국제콘퍼런스와 
전시·체험행사인 그린라이프쇼 등 부대행사도 ‘제1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의 외연을 확대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제1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가 부산을 넘어 전 세계인들과 소통하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사단법인 자연의권리찾기의 무궁한 발전과 왕성한 활동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 성 민

People who love Busan got together for a new challenge and now presenting a daring vision yet again.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the '1st Blue Planet Future Festival' and my heartfelt gratitude and acknowledgement to 

Chairman Jeguk Jang and everyone in the Global Networks For Blue Planet for arranging this meaningful festival. 

As we are all aware, carbon neutrality and climate actions have become our biggest task that cannot be left ignored. 

In this critical time, Busan's named journalists, scholars, entrepreneurs, and lawyers assembled in the name of 

corporation Global Networks For Blue Planet.

This is a huge support for Busan City and Busan City Council that have the responsibility to put a lot of energy and 

focus on carbon neutrality and climate action. It's great to see a private corporation planning for something so 

great. I have all the expectations and hopes that this will raise the awareness on climate crisis, carbon footprint, and 

environmental actions and become a platform of culture, tourism, festival, and education for this initiative. 

In this context, expectations are high on this '1st Blue Planet Future Festival', the first communal occasion for the 

citizens to learn about carbon, climate and environment. Because we can really draw attention and make people 

act on environment using the most familiar media, films and TV contents. We have 8 world and Asia premiere 

pieces among the 41 films from 20 different countries. I am already very much excited to see and hear the touching 

messages. There will also be International ESG Conference and Green Life Show, an exhibition that gives people 

a special experience. These accompanying events will surely expand the influence of the '1st Blue Planet Future 

Festival'. 

By all means, I wish the '1st Blue Planet Future Festival' will become an event for world citizens beyond Busan and I 

also give my utmost support to corporation Global Networks For Blue Planet.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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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개막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계 보전을 위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주신 ‘사단법인자연의권리찾기’ 장제국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구의 환경과 관련한 영상 및 콘텐츠를 제작하여 
환경보전의 가치와 필요성을 함께 공유해주신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20개국의 참가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자연의권리찾기’는 국제적인 연대를 토대로 친환경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친환경 문화콘텐츠의 가치 
확산 및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인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는 
급변하는 지구환경에 대한 위기를 공감하고, 환경관련 영상 상영, 컨퍼런스,전시 및 체험행사 등을 통해 지구와 인간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며, 지구촌 이웃들의 동참을 확산시키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시 지구, Our Only Home’ 슬로건으로 5일간 펼쳐지는 이번 행사가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문화의 
확산으로 부산이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지속가능한 생태환경교육으로 부산의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지구의 환경보전을 
위해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1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개막식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국제환경영화제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I give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to the opening of the ‘1st Blue Planet Future Festival.’ Thank you Mr. Jeguk Jang, 

Chair of the Global Networks for Blue Planet and everyone involved for holding this meaningful event in an effort to 

maintain sustainable ecology. Also, my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participants from 20 different countries who made 

these films and contents to shar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environment protection.

‘Corporation Global Networks For Blue Planet' is contributing to the growth of the country and human beings by 

spreading eco-friendly culture contents and by helping the ecology based on international solidarity. Having the 1st 

occasion this year, 'Blue Planet Future Festival' is going to bring consent to the environmental crisis that's happening 

so fast. There will be many environment-related screenings, conferences, exhibitions and experience events in which 

we can find a way to coexist with nature and more of our global neighbors could join.

The slogan for this 5-day-long festival is ‘Back to Earth, Our Only Home.’ I have high expectations that this event will 

help fighting climate crisis and spread sustainable eco-friendly culture, making Busan grow to be a global

eco-friendly city. In the Office of Education, we will also do our best to provide education on sustainable ecology and 

environment protection so that our students can take wise actions against climate crisis and make consistent efforts 

to protect nature.

My congratulations once again to the opening of the '1st Blue Planet Future Festival' and I wish it will become a 

renowned international eco film festival that represents Korea.

Thank you.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 윤 수

축사 CONGRATULATORY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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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POSTER

이 포스터는 (사)자연의권리찾기 집행위원장의 요구에 사무국 디자이너 인 서영준 부장이 30여분 만에 만든 
작품입니다. 거센 불길에 초록의 지구가 당면한 위험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늘은 회색빛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포스터를 제작해놓고 북아메리카와 인도 유럽의 폭염과 산불 소식을 접하면서 표현이 다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지구영상제>는 기후변화의 현실과 그 재앙에 대한 정확한 인식, 그리고 참여를 
통한 대안을 찾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녹색이 뜨거워지는 지구를 다시 초록으로 되돌릴 수 있는 ‘역전 현상’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지구, Our Only Home>은 비교적 간명한 문구는 이 포스터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집행위원장 진 재 운>

This poster was made only in 30 minutes by our illustrator Youngjun Seo at the request of the executive chair of the 

Global Networks For Blue Planet. Violent fire is threatening our blue Earth and the sky is turning grey. After this poster 

was made, we heard about the extreme heat waves and wild fires in North America, India and Europe. Some people 

thought this poster might be too mild for the reality. But the gist of the <Blue Planet Future Festival> is to hav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present-day climate change and to participate in finding solutions. So we want to show 

that there is a hope to 'reverse' the disaster and make Earth blue again. The simple phrase of <Back to Earth, Our Only 

Home> is actually for this 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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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

2 DAY 8.12 [금]1 DAY 8.11 [목]
극장/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소극장

개미와 베짱이
The Ants and

the Grasshopper

74분 
11:00~12:14

[자막]

시네마테크

제로를 넘어서
Beyond Zero

인투 디 아이스
Into the Ice

붉은 지구-
엔드게임 1,5,기후혁명
Red Planet: End 

Game 1.5℃. 
Climate Revo-

lution

82분 
12:00~13:22

 [자막]

85분
14:00~15:25

[자막]

95분
16:00~17:35

[자막]

인디플러스

북극의 눈물
(얼음왕국의 마지막 사냥꾼),  (얼음 없는 북극)
Tears in the Arctic: 
(The Last Hunter of 

the Frozen Kingdom) 
(Iceless Arctic)

마블링의 음모, 
우린 왜 행복하면 안되지? 

Revolution of
Carnivorism: 

Marbling Conspiracy, 
Why aren’t we 

allowed to be happy

낙원
Butenland

104분 
12:00~13:44

[자막]

102분
14:20~16:02

[자막]

82분
16:40~18:02

 [자막]

야외극장

모든 것의 모든 것
(개막작)

The Magnitude 
of All Things

87분
19:38~21:25

자막

극장/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소극장

소똥
Bullshit

76분
 11:00~12:16

[자막]

시네마테크

보이지 않는 위협
Invisible
Demons

대지에 입맞춤을 

Kiss the
Ground

카우스피라시 

Cowspiracy
우리의 식생활, 
멸종을 부르다 

Eating Our Way 
to Extinction

노르웨이
기후재판 

Norwegian
Headache

70분
10:30~11:40

[자막]

84분
12:10~13:34

[자막]

90분
 14:20~15:50

[자막]

81분
16:20~17:41
[한국어해설]

58분
18:10~19:08

[자막]

인디플러스

숲의 시간
The Time of

Forests

위대한
화장실 전쟁

The Great Toilet 
Battle

나이트 포레스트
Night Forest

새벽의 약속,
기후위기 속 포도나무
Promises at dawn, 

Winegrowers facing 
the frost

살충제, 살인면허
Insecticides, A 
Licence To Kill

104분
 10:30~12:14

 [자막]

66분
12:50~13:56

[자막]

96분
 14:30~16:06

 [자막]

74분
 16:30~17:44

[자막]

58분
18:10~19:08

[자막]

시민공원

지구-놀라운 하루
Eating Our Way 

to Extinction

93분
 20:00~21:33

 [자막]

★ : GV 상영 ★ : GV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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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

극장/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소극장

붉은 지구-
엔드게임 1,5,기후혁명
Red Planet: End 

Game 1.5℃. 
Climate Revo-

lution

95분 
11:00~12:35 

[자막]

시네마테크

미래의 소녀들
Girls for Future

산성숲 ★ 

Acid Forest
해파리의 침공 ★

Jellyfis
 Invasion  

자연의 철학자들-
새처럼 살고 싶어라 ★
Nature Philosophers: 

Live like a bird

애니멀
Animal

88분 
10:30~11:58 

[자막]

61분
12:30~13:31

[자막]

51분
14:30~15:21

(15:50) 
 [자막]

48분 
16:30~17:18

(17:50) 
[자막]

106분 
18:20~19:56 

[자막]

인디플러스

제로를 넘어서
Beyond Zero

카우스피라시
Cowspiracy

팬데믹 공장
Making

Pandemics

체르노빌의
할머니들

The
Babushkas of

Chernobyl

바다수호자
Guardians of 

the Sea

82분 
10:30~11:52 

[자막]

90분 
12:30~14:00 

[자막]

108분 
14:20~16:08

[자막]

71분 
16:30~17:41

[자막]

53분 
18:00~18:53 

[자막]

시민공원

보통의 용기
Just a Little 

Courage

92분 
20:00~21:32 

[자막]

극장/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소극장

지구를
구하는 방법
Solutions

111분
11:00~12:51

자막

시네마테크

애니멀
Animal

개미와 배짱이 
The Ants an

the Grasshopper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 ★

Oshika-Winds 
of Change

뜨거운 지구, 
불붙는 식량전쟁 ★

달콤살벌한 고기 한 점
Our Burning Planet 

and the War over Food
That Sweet Piece of 

Bloody Meat

모든 것의
모든 것 

The Magnitude 
of All Things

106분
10:00~11:46

자막

74분
12:20~13:34

자막

88분
14:10~15:38

(16:10)
자막

96분
16:40~18:16

(18:50)
자막

87분
19:20~20:47

자막

인디플러스

노르웨이
기후재판

Norwegian
Headache

미래의 소녀들
Girls for Future

인투 디 아이스
Into the Ice

우리의 식생활, 
멸종을 부르다

Eating Our Way 
to Extinction

대지에 입맞춤을
Kiss the Ground

58분
10:30~11:28

자막

88분
12:00~13:28

자막

85분
14:00~15:25

자막

81분
16:00~17:21

한국어해설

84분
18:00~19:24

자막

시민공원

숲의 요정 시히야
Sihja, The

Rebel Fairy

89분
20:00~21:29

자막

★ : GV 상영 ★ : GV 상영

3 DAY 8.13 [토] 4 DAY 8.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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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

극장/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소극장

보이지 않는 위협
Invisible
Demons

70분
11:00~12:10

자막

시네마테크

북극의 눈물
(얼음왕국의 마지막 사냥꾼),  (얼음 없는 북극)
Tears in the Arctic: 
(The Last Hunter of 

the Frozen Kingdom) 
(Iceless Arctic)

플라스틱대한민국-
불타는 쓰레기산 ★

Revolut

마블링의 음모, 
우린 왜 행복하면 안되지? 

Revolution of
Carnivorism: 

Marbling Conspiracy, 
Why aren’t we 

allowed to be happy

공모작 상영 
시상식 
폐막식

불타는 물의 천국
판타날 (폐막작)

Closing Film
Pantanal: 
A Wetland

Paradise on Fire

104분
10:00~11:44

[자막]

54분
12:20~13:14

(13:50)
 자막

102분
14:20~16:02

(16:35)
자막

1700~ 50분
18:00~

인디플러스

자연의 철학자들-
새처럼 살고 싶어라 ★
Nature Philosophers: 

Live like a bird

산성숲 ★ 

Acid Forest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 ★

Oshika-Winds 
of Change

제로를 넘어서
Beyond Zero

48분
10:30~11:18

자막

61분
11:50~12:51

자막

88분
13:10~14:38

자막

82분
15:00~16:22

자막

Blue Planet
Future Festival

★ : GV 상영

5 DAY 8.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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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관 안내 THEATER GUIDE 티켓 안내 TICKET INFORMATION

예매 안내 BOOKING INFORMATION

상영관
Theater

위치
Venue

내용 
Contents

운영기간
Duration

소극장 
Cinema2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 7~8F

Busan Cinema Center 
Cinemountain 7~8F

영화 상영
Screening

8.11.(목)~15.(월)
Aug.11(Thur) ~15(Mon)

시네마테크
Cinematheque

영화 상영
Screening

관객과의 대화
Guest Visit

폐막식
Closing Ceremony

공모전 시상식
Contest Award 
Ceremony

인디플러스
Indie Plus

비프힐 B1
BIFF HILL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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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  Ticket 금액  Price

일반 예매 Regular Reservation 6,000원 /  6,000won

할인 예매 Discount Reservation
3,000원 /  3,000won

청소년, 경로, 국가유공자, 장애
Youth, senior, men of national merit, disability

* 관람 초대권을 소지하신 분들은 시네마운틴 6층 매표소에서 영화 티켓으로 교환하시길 바랍니다.
* If you have an invitation ticket, please exchange it for a movie ticket at the Box office, Cinemoutain 6F

* 지구사랑 실천운동 (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 소지자 무료관람)
* I Love Earth  Movement Free tickets to those who hold Tumblers, shopping baskets, handkerchiefs

예매
Reservation

취소
Cancellation

예매
Reservation

취소
Cancellation

온라인 예매 Online Reservation

8.7.(일) ~ 8.15(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에서 결제
Aug.7(Sun)~Aug.15(Mon) Pay on the website of Busan Cinema Center 

From 20min. Before film begins until it starts : 100% refundable
20min. before the film begins ~ Movie screening : 50% refundable
After the film : Non-refundable

영화 상영 20분 전 : 전액 환불 가능
영화 상영 20분 전~영화 상영 : 50% 환불 가능
영화 상영 후 : 환불 불가 

현장 예매 Onsite Reservation

8.11.(목)~8.15(월)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 6층 매표소
상영 20분 전부터 예매가능
Aug.11(Thur)~Aug.15(Mon)
Booking from 20min. Before film begins until it startAt Box Office, 
Cinemountain 6F

You may not get a refund after Booking at the onsite.
현장 발권 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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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모든 것의 모든 것 The Magnitude of All things

“이 땅이 울부짖으면 우리도 아프다.” 영화에 나오는 호주 원주민의 탄식이다. 우리의 몸이 아프면 
스스로 치유 하듯, 우리가 딛고 사는 지구도 아프면 치유를 위해 움직인다. 그리고 지구의 움직임은 
예측불가능하고 극단적이고 파괴적이 되고 있다. 이 영화는 지구가 치유를 위해 움직이는 한 
패턴인 기후변화에 대해 현시대 살아있는 선구자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그대로 들려준다. 암으로 
동생을 잃은 감독 제니퍼 애봇은 그 상실감 속에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깨닫는다. 영화 <모든 것의 
모든 것>은 개인적 비탄이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진술로 써내려간다. 그 모든 이야기 속에는 개인과 지구의 모든 것이 맞닿아 
있다. <진재운>

감독 소개

제니퍼 에보트 감독은 사회 정의와 환경 다큐멘터리를 전문으로 제작해 온 영화감독이자 작가 편집자, 
프로듀서 그리고 사운드 디자이너로 지난 25년간 활동해왔다. 선댄스영화제와 지니어 워즈에서 상을 
받기도 했으며 캐나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다큐멘터리로 평가받는 <기 업>(2003)의 공동감독이자 
편집자로 잘 알려져 있다.

Director

Jennifer Abbott has been working as a director, writer, editor, producer and sound designer 
who specializes in social justice and environmental documentaries for 25 years. She 
received a Sundance award and Genie award and also known as a co-director and editor 
of <The Corporation> (2003)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successful documentary in 
Canadian history.

"If this land hurts, we hurt," deplores an Aboriginal Australian in the movie. As 
our body would heal itself from an ailment, the Earth under our feet also moves 
around to heal herself when hurt. The movement of the Earth has become 
unpredictable, extreme, and destructive. In this film, you can hear the voices of the 
pioneers of our time about climate change which is a movement pattern of the 
Earth in the process of healing. After losing her sister to cancer, Jennifer Abbott 
realized the gravity of climate change amid the sense of loss. <The Magnitude of 
All Things> vividly narrates that whether it's a personal lament or global climate 
change, everything in the world is connected as one. In all stories, every personal 
thing is touching every other thing on the Earth. <Jaewoon Jin>

Jennifer ABBOTT / 2020 / Canada / 87’’ / All / HD제니퍼 애보트 / 2020 / 캐나다 / 87’’ / 전체관람가 /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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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작 CLOSING FILM

불타는 물의 천국 판타날 Pantanal: A Wetland Paradise on Fire

지구 최대의 습지이자 초원인 브라질 판타날이 기후변화로 인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룬 
다큐이다. 판타날의 신비를 영상으로 알리고 있는 사진작가 루치아노 칸디사니. 그가 바라본 
판타날의 어제와 오늘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가뭄으로 말라버린 호수와 죽어버린 생명체, 
판타날에는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준다.

기후변화로 가뭄이 지속되면서 판타날엔 매일 수십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생태계는 급속히 
파괴되고 있다. 습지를 매립하여 농토를 만드는 작업도 계속된다. 이런 일들이 우기에는 더 큰 
홍수를 불러온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판타날에 희망은 없을까? <김경철>

It's a documentary about the climate change induced sufferings of the Brazilian 
Pantanal, world's greatest wetland and also the largest flooded grasslands. Luciano
Candisani is a photojournalist whose work reveals the wonders of the Pantanal. He
is showing us how different the Pantanal looks now from before. Lakes are 
drying up from the droughts and life is dying. What on earth is happening in the 
Pantanal?

Dozens of wildfires are happening everyday in the Pantanal from the long drought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ecosystem is being destroyed ever so quickly.
People continue to reclaim the wetlands and convert them to farmlands. And 
these activities lead to bigger floods in the rainy season. Does the Pantanal have 
any hope amid the vicious circle of disasters? <Kyoung-chul Kim>

Jeongsu Lee (Chief Producer)/ 2021 / Korea / 50’ / All / HD이정수(책임프로듀서) / 2021 / 한국 / 50’ / 전체관람가 / 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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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Climate Change

날마다 전해오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의 소식들
그러나 누구도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붉은 지구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에는 국경도 없고 인종적 차별도 없다.

기후변화의 현주소를 들여다 보는 섹션.

Everyday we hear about disasters caused by climate change.
But no one says 'It's my problem' or 'It's our problem.

'Earth looks red from space.
Climate change-induced disasters will not stop at borders and

will not discriminateraces.
We look into the present status of climate

change in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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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Inc. is a global commercial company 
that manufactures carpet t i les .  Being 
influenced by Business Ecology, founder of the 
company, Ray Anderson makes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 irst priority goal of the 
corporation. After many trials and errors, he 
managed to radically reduce the amount of 
water used in product manufacturing, reached 
'zero' cumulative CO₂, and became a role model 
in eco-friendly business. The next mission of 
the Company is climate take back 'beyond zero'. 
The film spotlights Ray Anderson and Interface 
striving for resource circulation and sustainable 
growth. What are the feasible strategies and 
ideas for an enterprise in solving the climate 
problems? It's surprising to see eco business is 
not only for the environment but also very close 
to the survival and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long run. <Cheahee Kim>

감독 소개 Director

이랴 폰 베른스토르프는 독일 출신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미래와 환경 문제를 탐구하는 여러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다. 2013년 부탄으로 
이주하여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부 탄 국영방송국의 TV 시리즈를 연출하였다. 부탄의 농촌 문제를 다룬 <농부와 나>로 2016년 폴란드 국제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 상을 수상하였다.
German director and producer Irja von Bernstorff has made numerous documentaries on the future of sustainable cities and 
environment. In 2013, Irja moved to Bhutan and she was the first foreigner to direct a series for the Bhutan Broadcasting Service. 
In 2016, her documentary on Bhutanese rural issues, <The Farmer - Sonam Zhingpa> received the best documentary award at the 
Poland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ronmental activists in action and the future of the Earth.

감독 소개 Director

미국 감독 네이선 하비는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공공 정책 전공으로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제로를 넘어서>와 같은 친환경 다큐멘터리 제작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고,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사 ‘하비프로 시네마’를 통해 환경, 경제, 사회 운동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선보 이고 있다.
American film director, Nathan Havey holds a Master in Public Policy from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e has been always 
showing interest in making pro-environmental documentaries like <beyond zero> and is now presenting educational programs on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through a documentary film producer, 'Havey Pro Cinema.'

Gagan, who lives in Punjab, India, has had an 
acute respiratory problem since 2 years ago 
and even now needs regular checkups. It's 
because of the serious air pollution. Sabyah, 
who lives in the coal mining area in Australia, 
everyday witnesses air and water pollution 
from fossil fuel and unceasing wild fires caused
by climate change. Fatou from Pampi, Senegal 
has to spend hours fetching water because of 
the desertification and the long drought. This 
leaves her with little time to study for school. 
In Indonesia, Nina is surrounded by mountains 
of plastic wastes illegally imported f rom 
Europe and America. However, the girls do not 
collapse and cry in front of the environmental 
disasters. Don't look down on them because 
they are only teenagers. These girls are already 
environmental activists in action and the 
future of the Earth. <Junghwa Kim>

인터페이스는 카펫타일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회사의 창립자 레이 앤더슨은 비즈니스 
생태학에 영향을 받아 환경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그는 많은 시행착오 끝 에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 소비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누적 이산화탄소 양을 ‘제로’로 줄이면서 모범적인 
친환경 경영의 모델이 되었다. 앞으로 회사의 목표는 
‘제로를 넘 어서’ 기후를 되돌리는 것이다. 영화는 
자원 순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레이 앤더 
슨과 인터페이스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실행 
가능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조망한다. 이와 더불어 
생태 경영을 펼치는 일이 단순히 환경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존 그리고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김채희>

이랴 폰 베른스토르프 / 2021 /호주,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세네갈 / 88’/ 전체관람가 / HD
Irja von Bernstorff /2021 / Australia,Germany,India,Indonesia,Senegal / 88’/ All / HD

네이선 하비 / 2020 / 미국 / 82’ / 전체관람가 / HD
Nathan HAVEY / 2020 / USA / 82’ / All / HD

인도 펀잡 지방에 사는 강가는 2년 전부터 심한 
호흡곤란 증세를 느꼈고 지금도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심각한 대기오염 때문이다. 호주의 석탄 
탄광지역에 사는 세비야는 화석 연료 때문에 공기와 
바다가 오염되고 기후 위기로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매일 눈앞에서 목격 중이다. 세네갈 팜피에 사는 
파토는 사막이 넓어지고 가뭄이 계속되자 가족들이 
먹을 식수를 구하기 위해 멀리 물을 길러 다니느라 
학교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인도네시아 반군에 
사는 니나는 유럽과 미국에서 불법 수출한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소녀들은 환경 
재앙 앞에 쓰러져 울지 않는다. 10대라고 얕보지 
마라. 그들은 이미 행동하는 환경 운동가이고, 지구의 
미래다. 

Beyond Zero
제로를 넘어서

Girls for Future
미래의 소녀들

기후변화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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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 rivers of snowmelt water flow on the ice 
sheet of Greenland's inland and they melt in 
the summer and freeze in the winter. The rivers 
have moulins, several hundred meters deep, 
vast vertical shafts. The scientists in this film try 
to go in one to find out about the future of the 
Earth that's warming up so fast. To be prepared 
for the future, Jason Box and the scientists 
chose to walk the 'ground truth' rather than 
the slow way of sitting in front of the computer 
and analyzing the data. They say walking into 
the ice is like walking into the history of climate. 
Following them in this expedition, we will soon 
meet the world in the ice, the center of the 
climate history.<Heejin Kim>

French winegrowers experience unprecedented 
damages having the worst frost ever in spring 
2021 because of climate change. This is about 
the desperate struggle they went through day 
and night for 2 weeks to save the grapevines. 
To thaw the frosted fruit trees, they light up 
large candles and even use high-tech devices. 
The seemingly insoluble situation brought 
about severe disagreements but their resolve 
to save the grapevines from climate change 
has not withered. What can they do in the face 
of the worsening temperature anomalies? We 
get to hear about the vintners' struggles and 
challenges in front of climate change. <Eunjung 
Jeon>

그린란드 내륙 빙하지대에는 여름엔 녹고 겨울엔 
어는 긴 해빙수 강들이 있다. 그 강에는 해빙구혈들이 
있는데 수백 미터 아래 수직으로 뚫려 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과학자들은 그속으로 들어가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구의 미래를 밝혀내려고 
한다. 제이슨 복스를 비롯한 과학자들은 위성과 
레이다, 그리고 컴퓨터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책상 
앞에서 분석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기에 늦으니 
직접 ‘땅의 진실 ground truth’로 걸어가길 선택한다.
얼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곧 기후의 역사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그들의 
여정에서 우리는 기후의 역사 한가운데, 곧 얼음 속 
세계를 만나게 된다. <김희진>

플로리앙 르볼, 코랑탱 테르므 / 2022 / 프랑스 / 74’ / 전체관람가 / HD
Florian Revol, Corentin Thermes / 2022 / France / 74’ / 전체 / HD

라스 헨릭 오스텐펠트 / 2022 / 덴마크, 독일 / 85’ / 전체관람가 / HD
Lars Henrik Ostenfeld / 2022 / Denmark, Germany / 85’ / All / HD

2021년 봄, 기후변화로 인해 최악의 서리를 맞은 
프랑스 포도 농가는 사상 초유의 타격을 입 는다. 이 
영화는 당시 2주 동안 밤낮으로 포도나무 곁을 지키는 
포도 농가의 악전고투기다. 이른 서리로 얼어붙은 
포도나무를 녹이기 위해 불을 피우고 첨단 시스템이 
동원되기도 한다.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은 
첨예한 이견을 낳기도 하지만 기후변화에 맞서 
포도 나무를 구하기 위한 이들의 의지는 한결같다. 
해를 더할수록 잦아지는 이상기온에 농가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후변화 위기 앞에 선 
포도재배자들의 진솔한 고민과 일상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전은정>

Into the Ice
인투 디 아이스

Promises at dawn, Winegrowers facing the frost
새벽의 약속, 기후위기 속 포도나무

감독 소개 Director

라스 헨릭 오스텐펠트 감독은 1969년생으로 다수의 환경과 자연 관 련 TV 시리즈와 다큐멘터리를 연출하고 제작했다. 그가 연출한 단편영화 
<전나무 The Fir Tree>(2011)는 덴마크의 자연 속에서 성장한 그의 어린 시절을 엿보게 한다. 그는 자신의 아 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해 가장 극단적인 
자연환경을 찾아가 과학자들과 함께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15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라스 오스텐펠트 영화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5년간 DR(Danmarks Radio) Science에서 일했고, SoMe Science Academy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Born in 1969, Lars Henrik Ostenfeld has produced and made a series of environment and nature TV episodes and documentaries. 
We can imagine his childhood in the nature of Denmark when we see his short film, <The Fir Tree> (2011). For his own children and 
for future generations, he has been visiting extreme places with scientists endeavoring to understand them and has also published 
15 books. He has worked for DR (Danmarks Radio) Science for 5 years and He's running Lars Ostenfeld Film Company. He's also a 
co-founder of the SoMe Science Academy.

감독 소개 Director

플로리앙 르볼은 조감독을 거쳐 비디오 아티스트, 배우로 활동 중이다. 코랑탱 테르므는 프랑스 투르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했다. <포도나무와 지구 

온난화에 관한 새벽의 약속>은 박사논문의 일환으로 플로리앙 르볼과 공동연출한 작품이다.
Florian Revol was an assistant director and now works as a video artist and actor. Corentin Thermes majored in Geography at the 
University of Tours. He co-directed <Promises at dawn, Winegrowers facing the frost> with Florian Revol as a part of his doctoral 
dissertation.

기후변화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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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verage density of CO₂has recently 
exceeded 480ppm. According to the 6th 
UNreport on climate change, 2.4 trillion tons 
of greenhouse gases have been emittedsince 
the time of Industrial Revolution. This is the 
greatest density in the 4.1million years of the 
Earth's history. Human race 'achieved' what 
can only be done in millions of years in just a 
century. Experts warn that it will bring the worst 
crisis in the near future but we don't recognize 
the real and present 'invisible demons'. Director 
Rahul Jain shows the world in crisis through 
the everyday struggles of the citizens of Delhi, 
India. The murderous air pollution, the record-
breaking heat waves, the abnormal deluges 
and the groundwater depletion are all deeply 
related to the sudden growth of Indian 
economy. But are they really problems of India 
only? This film will make sure we see that the 
threat is imminent to all of us. <Cheahee Kim>

감독 소개 Director
류네 덴스타 렝그로우 감독은 노르웨이의 자연환경을 사랑하는 사람 이다. 그는 그가 사랑하고 즐겨온 스키 타기를 어린 아들과 함께 미래에도 계속할 수 있길 꿈 꾼다. 하지만 

겨울이 25일이나 줄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더는 스키를 즐길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기후 변화에 대한 개인적 관심에서 출발하게 된 이 영화가 미래의 피해자와 

범죄 행위에 대한 통찰이 되길 그는 바라고 있다. 1972년 노르웨이 태생인 그는 <북쪽 Nord>(2009), <체이싱 더 윈드 Jag etter vind>(2013), <파울 Foul>(2014), <웰컴 투 

노르웨이! Welcome to Norway>(2016) 등을 만들었다.
Director Rune Denstad Langlo is in love with Norwegian nature. He wishes to do his favorite sport, skiing with his child for a long time. But sadly, 
the winter is now 25 days shorter and they can't ski near home any more. He may have started this film in his personal interest, but he hopes 
to give an insight into the criminal actions against future victims. He was born in Norway in 1972 and has produced <North / Nord> (2009), 
<Chasing the Wind / Jag etter vind> (2013), <Foul> (2014) and <Welcome to Norway> (2016).

감독 소개 Director

인도 감독 라울 자인은 캘리포니아예술대학에서 「영화 속 인류세」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 득하였다. 그는 인도의 섬유 공장 노동자들의 초상을 
그린 데뷔작 <Machines>(2016)부터 칸 국제영화제 스페셜 스크리닝 분야에 선정된 <보이지 않는 위협>에 이르기까지 산업과 환경 문제에 관련된 

다큐멘터리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Indian director Rahul Jain earned a Master with his thesis on 「the Anthropocene in the Cinema」 from the California Institute of 
Arts. From <Machines> (2016), his debut piece that describes the grueling daily routine of the textile factory workers, to <Invisible 
Demons> that was selected as one of the special screenings at the Festival de Cannes, he has been making documentaries on 
industrial and environmental issues.

When Norway grants new oil licences in 
the Arctic Barents Sea in 22 years, youths of 
Greenpeace and a local environmentalist 
organization called Nature and Youth sue 
the government to nullify it based on the 
Constitution that recognizes everyone's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Norway exports 
crude oil that would emit carbon dioxide nine 
times the nation's total emissions. Pinpointing 
the Norwegian Paradox or rather Norwegian 
Hypocrisy that she wants to be a climate leader 
while relying on fossil fuel exports, this f ilm 
follows the 4-year-long trial. While it's their 
duty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s, the 
government put more weight on practical 
economic benefits. Norway is suffering from 
this headache as the f ilm title <Norwegian 
Headache> indicates, but the ache is not 
limited to that country only. <Heejin Kim>

최근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480ppm을 
돌파했으며, 6차 유엔 기후변화보고서에 따르면, 산 
업혁명 이후 온실가스는 2조 4천억 톤 배출됐다. 이는 
지구 역사상 410 만년간 최고 농도이다. 몇 백 만년이 
걸리는 일을 인간들은 화석연료를 태워 백 년 만에 
‘달성’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최악의 사태가 닥칠 것이라 경고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위협’을 당장 실질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감독 라울 자인은 인도델리 시민들의 
고군분투하는 일상을 통해 위기에처한 세상을 
보여준다. 영화에서 비추는 살인적인 대기오염과 
기록적 인 폭염, 폭우와 같은 이상 기후 그리고 지하수 
고갈 문제는 인도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관련이 깊다. 
이는 비단 인도만의 문제일까? 영화는 머지않아 
이것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가올 위협이라는 것을 
실감나게 일깨운다.<김채희>

류네 덴스타 렝그로우 / 2021 / 노르웨이 / 58’ / 전체관람가 / HD
Rune Denstad LANGLO / 2021 / Norway / 58’ / All / HD

라울 자인/ 2021 / 인도, 핀란드, 독일 / 70’ / 12세 이상 / HD
Rahul JAIN / 2021 / India, Finland, Germany / 70’ / 12 / HD

노르웨이가 22년 만에 북극 바렌츠해의 새로운 원유 
탐사 면허를 발표하자 그린피스와 지역 환경단체 
네이처 앤유스의 청소년들은 국가를 상대로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리권을 내세워 무 효화 소송을 시작한다. 
노르웨이는 자국 탄소 배출량의 9배에 달하는 탄소 
배출이 가능한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이다. 영화는 
노르웨이 패러독스로 불리는, 기후 위기 대응 선도국과 
국가 주도 원유 수출국이라는 두 얼굴의 모순을 가진 
노르웨이의 문제를 꼬집으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과 현실적 
경제 이익에 더 중요성을 두는 정부의 입장이 교차하는 
4년간의 재판 과정을 보여준다. 원제인 <Norwegian 
Headache>처 럼 노르웨이가 겪는 두통의 시간이 결코 
그곳만의 통증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김희진>

Invisible Demons
보이지 않는 위협

Norwegian Headache
노르웨이 기후재판

사족 : 90년대 세계적 인기를 누린 노르웨이 출신의 팝 그룹 아하 a-ha의 곡 중 
<영원한 것은 없다 There’s Never A Forever Thing>는 사랑 노래이긴 하지만 
우리가 잃게 될 사랑스런 환경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Just a thought: A-ha was one of the world's most popular bands in 
the 90's. This Norwegian pop group sang a love song called <There's 
Never A Forever Thing>. Just thinking that it may well be a song 
about the lovely nature we might lose soon.

기후변화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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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 ilm starts f rom a village in Malawi, a 
country in East Africa and it took 10 years to 
finish it. Anita Chitaya may look like an ordinary 
woman in the village but her outstanding 
quality as an inspiring activist with gender 
sensitivity is soon revealed. The most special 
thing about it is how she tries to protect the 
Earth. In Malawi, most of the 20 million people 
make a living through agriculture. But their 
livelihoods are at risk because it rains only three 
times a year now. Anita sets off on a journey 
learning that this climate change is caused 
by the developed countries like America 
who produce CO₂. The title of the film came 
from the fable that says ants can carry even a 
grasshopper when they work together. We can
also overcome the crisis if we work together, 
not leaving it to one person. <Kim Feelnam>

감독 소개 Director

시릴 디옹 : 감독이자 작가, 환경 운동가. 멜라니 로랑과 함께 제작 및 출연한 <내일>은 프랑스에서만 11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불러 모은 환경 

다큐멘터리로 2016년 세자르 최고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수상했다. 이후 예술과 행동주의의 접목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Cyril Dion is a director, writer and environmental activist. Together with Mélanie Laurent, he directed and appeared in the 
environmental documentary, <Demain> which attracted more than 1.1 million viewers in France only and won the César award for 
the best documentary film. He has been constantly trying to fuse art and activism since then.

감독 소개 Director

라즈 파텔, 잭 파이퍼 :라즈 파텔은 코널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언론인, 경제 학자, 활동가이면서 동시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잭 파이퍼는 에미상과 제작자조합상에서 상을 받은 다큐멘터리 영화감독으로, 여러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라이프 잇셀프>를 

제작한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컬럼비아 대학의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다.
Raj Patel, Zak Piper : Raj Patel earned a doctorate in Sociology from Cornell University. He is a journalist, economist, activist and 
also a New York Times bestseller. Zak Piper is an Emmy and PGA award-winning documentary filmmaker, well known for producing 
<Life Itself> that was well received in many film festivals. He is now an adjunct professor at Columbia College Chicago.

The Earth is in a terrible situation: The ocean 
is covered with garbage, many animal species 
are on the brink of extinction, and the tropical 
rainforests are being destroyed. Bella's 
touching voice declares that our everyday 
lives are threatened by climate change in 
the beginning of this documentary, 'Animal'. 
Realizing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hear 
the birds singing and see the green trees any 
more, the two 16-year-olds, Bella and Vipulan, 
have set off on a world tour in the hope of 
solving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Confronted by different people, these two 
totally different teenagers had to despair when 
they learned that environment is not a simple, 
easily solvable issue. However, with their 
attitude to learn about nature's ecosystem and 
with the initiative to find an alternative and act 
on it, they get to realize what we need to do 
now. <Kim Feelnam>

동아프리카 말라위의 한 마을을 비추는 데서 
시작하는 영화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에 걸려 
완성된 다큐다. 아니타 치타야의 일상은 여느 여성의 
삶과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주민들을 계몽하는 
활동가이면서 젠더의식까지 갖춘 그녀의 특별함은 
이내 드러난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아니타가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다. 2천만 가까운 
국민이 농사로 먹고 사는 말라 위에 일년에 비가 세 
번밖에 오지 않는 것은 생존을 위협 받는 일과 다르지 
않다. 이제 아니타는 이 기후 변화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이 탄소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임을 인지하고 
길을 떠 난다. 영화 제목은 개미들의 힘이 모인다면 
베짱이도 옮길 수 있다는 우화에서 차용했다. 즉 
영화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이 있다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린다. <김필남>

시릴 디옹 / 2021 / 프랑스 / 106’ / 전체관람가 / HD
Cyril DION / 2021 / France / 106’ / All / HD

라즈 파텔, 잭 파이퍼 / 2021 / 미국, 말라위, 영국 / 74’ / 전체관람가 / HD
Raj PATEL, Zak Piper / 2021 / USA, Malawi, United Kindiom / 74’ / All / HD

쓰레기로 뒤덮인 바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 종들, 
나무가 사라진 열대우림의 처참하고 끔찍한 지구의 
모습. 다큐멘터리 ‘애니멀’은 기후 변화로 우리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음을 소녀 벨라의 울림 있는 목소리로 
전달하며 시작한다. 지저귀는 새 소리도 푸르른 나무도 
이제 더이상 볼 수 없음을 실감한 16살 동갑내기 영국 
소녀 벨라와 프랑스 소년 비풀랑은 현재 지구가 처한 
기후 변화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세계를 횡단하기로 
결정하며 길을 나선다. 개성이 전혀 다른 아이들은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환경 문제가 단순하지 않으며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 앞에 절망하기도 하지만 
자연 생태계의 실체를 이해하고 배우려는 자세, 대안을 
찾고 이를 실천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간다. <김필남>

The Ants and the Grasshopper
개미와 베짱이

Animal
애니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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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Planet: Climate Revolution

We must take care of the Earth. In the shadow 
of abundance, the Earth keeps sending us an 
alarm. Cutting-edge technology or a safety 
net will all be powerless in the face of climate 
change. Climate crisis brings industrial crisis 
and agricultural crisis, eventually becoming a 
crisis to humanity's survival. Climate change 
is not a local issue for certain countries but a 
global problem. Predicting financial, economic 
and political shift as consequences of climate 
crisis, this documentary urges us to make a 
revolutionary change. 

'The price of revolutionary change
is insignif icant against the price of doing 
nothing.' And this documentary demonstrates 
why all of us should take part in this big change.
<Kyoung-chul Kim>

Earth is burning up. Wild fires and torrential 
rains strike each corner of the world. Climate 
change brings extreme weather like drought 
and deluge. Wild fires don't stay in the wild but 
threaten to destroy our homes and livelihood. 
And flood damages are too overwhelming for 
us to cope with. This documentary is warning
us about the disasters that climate change 
will bring. Now, Earth has only 1.5℃ to go. 
Once the climate tipping point is crossed, the 
situation will be irreversible. It's warning us that 
the Earth will stop if we don't stop raising the 
remaining 1.5℃. <Kyoung-chul Kim>

지구를 보살펴야 한다. 풍요의 그늘 속으로 지구의 
경고음은 계속 들려온다. 기후변화의 경고음 
앞에서는 고도의 기술도, 안전망도 무력할 뿐이다. 
기후위기는 산업의 위기, 농업의 위기로 이어진다. 
결국 인간 삶의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기후변화는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이다. 이 
다큐는 기후변화에 따른 금융과 경제, 정치의 변화를
전망하며 혁명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혁명적 변화의 대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치러야 
할 대가에 비하면 별게 아니다.’ 그래서 모두가 큰 
변화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를 이 다큐는 보여준다.'
<Kyoung-chul Kim>

구상모 / 2021 / 한국 / 48’ / 전체관람가 / HD
Sangmo Koo / 2021 / Korea / 48’ / All / HD

구상모 / 2021 / 한국 / 48’ / 전체관람가 / HD
Sangmo Koo / 2021 / Korea / 48’ / All / HD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과 
폭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변화는 가뭄과 폭우의 극단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불은 산불에 그치지 않고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폭우로 인한 피해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다큐는 기후변화가 불러올 
재앙적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이제 남은 지구의 
온도는 1.5℃.지구의 자연법칙이 깨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남은 온도를 
지키지 못하면 지구가 멈추는 날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김경철>

Red Planet: End Game 1.5℃

붉은지구-기후혁명붉은지구 – 엔드게임 1.5

기후변화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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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rs in the Arctic: The Last Hunter of the Frozen Kingdom

This documentary was televised in 2008. It was 
produced a while ago to shed light on how 
the Earth is suffering from climate change. 
By looking at the life of polar bears and the 
Inuit people, who are the hunters of the arctic, 
it diagnoses the crisis in the arctic. Arctic sea 
ice is melting away faster and faster and the 
Inuit's hunting hours are getting shorter and 
shorter. Polar bears are at risk now that the icy 
land is disappearing. If the Arctic loses the sea 
ice because of global warming, polar bears and 
Inuit will lose their home. We have to ask then 
whether the Earth will be OK when the ice and 
the hunters are gone from the Arctic.
<Kyoung-chul Kim>

This documentary about jellyfish was made 
in 2007 to deal with global warming and 
marine ecosystem. Jellyf ish have survived 
for 650 million years. How could they exist for 
such a long time? What roles do they have 
in marine ecosystem? Jellyfish abundance is 
causing a great damage to costal fishery and 
their toxin can be lethal to humans. Jellyfish 
prosper on costal development and garbage. 
The water temperature warming subsequent 
to climate change is nothing normal. Its 
impact on marine ecosystem is examined in 
this documentary through the invasion of the 
jellyfish. <Kyoung-chul Kim>

이 다큐멘터리는 2008년도에 방영되었다. 오래 
전에 기후변화로 인해 고통받는 지구를 조명 
하며 제작되었다. 북극의 사냥꾼인 북극곰과 
이누이트(Innuit)족의 삶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해 
위기에 처한 북극을 진단하고 있다. 북극의 얼음 
녹는 시기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누이트 들의 
사냥이 가능한 시간도 짧아진다. 얼음평원이 사라진 
곳에서는 북극곰의 삶도 위태롭다.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바다에서 얼음이 사라진다면 북극곰도 
이누이트도 모두 삶의 터전을 잃 어버리고 만다. 
북극의 얼음과 사냥꾼이 사라지는 날에도 지구는 
온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던져준다. <김경철>

진재운 / 2003 / 한국 / 51’ / 전체관람가 / HD
Jaewoon Jin / 2003 / Korea / 51’ / All / HD

허태정, 조준묵 / 2008 / 한국 / 56’ / 전체관람가 / HD
Taejung Heo, Junmook Jo / 2008 / Korea / 56’ / All / HD

해파리를 통해 지구온난화 문제와 해양생태계의 
실상을 다룬 다큐로 2007년에 제작되었다. 
6억5천만년을 살아온 해파리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어져 왔을까? 해파리는 해양생 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해파리의 번성은 연안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해파리 독성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기도 한다. 연안개발과 
쓰레기는 해파리의 번성을 부르 고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의 상승이 예사롭지 않다. 이로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가져 올 문제들을 해파리의 
침공을 통해 살펴본 다큐이다. <김경철>

Jellyfish Invasion
북극의 눈물 - 얼음왕국의 마지막 사냥꾼해파리의 침공

기후변화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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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 a Little CourageTears in the Arctic: Iceless Arctic

Hyojin Gong, Hyejin Jeon, and Chunhee Lee. 
Three actors are starting to take small actions 
for the environment. Being ardent campers, 
these three have always worried about the 
environment and they pluck up a little courage 
to talk about it this time. Their trip to the energy 
self-supporting island, Jukdo resembles a 
survival show at first sight but it's also a story of 
growth wherein they collect ideas through SNS, 
use their talent as actors to succeed and take 
initiative to solve problems. As we will see in the 
packing container episode and the use of ESG 
strategies, it became a momentum for public 
corporations to unfold eco friendly projects. 
Just a little courage achieved more than a little. 
At the end of the film, we get to see what 'just a 
little courage' can bring about. <Jiwook Jang>

Summer in the Arctic. Global warming is 
causing arctic ice to melt. Even the permanent 
snow is melting down. The arctic village, 
Illorsuit has gone through a drastic change in 
a mere 10 years because of climate change. 
Having lost their livelihood, hunters are leaving 
the village. Hunters became fishermen and 
then became farmers. This change over 
the past 10 years in an arctic village poses 
a question. What will the future hold in the 
iceless Arctic? Greenland's glaciers are also 
disappearing so fast. When the beings that 
maintain the Arctic disappear along with the 
ice, the next one to be extinct may well be 
human race. <Kyoung-chul Kim>

공효진, 전혜진, 이천희 세 배우가 환경을 위한 
소소한 실천에 도전한다. 평소 캠핑을 즐기는 세 
사람은 언제부턴가 지녀왔던 환경에 대한 고민을 
이번 기회에 끄집어내고자 용기를 낸다. 에너지 
자립 섬 ‘죽도’에서 펼쳐지는 세사람의 여행은 
언뜻 생존 예능과 포맷이 닮아있지만, SNS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연기자인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공에 다가가는 등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과정은 성장 스토리를 닮기도 했다. 
포장 용기 문제, ESG 전략 등 일반 기업들의 친환경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되는 등 이들이 낸 용기의 
결과는 보 통 이상이다. 작품 말미에 관객은 세 배우의 
‘보통의 용기’가 가져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장지욱>

허태정, 조준묵 / 2008 / 한국 / 48’ / 전체관람가 / HD
Taejung Heo, Junmook Jo / 2008 / Korea / 48’ / All / HD

구민정 / 2022 / 한국 / 92’ / 전체관람가 / HD
Minjung Ku / 2022 / Korea / 92’ / All / HD

북극의 여름.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 
만년설도 녹아 내리고 있다. 불과 10여년 사이에 
북극의 마을 일록수이트는 기후변화로 큰변화를 
겪고있다. 사냥꾼들은 터전을 잃고 마을 을 떠나고 
있다. 사냥꾼은 이제 어부가 되고, 농부가 되었다. 
10년 사이에 벌어진 북극 마을의 변화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 얼음 없는 북극에는 어떤 
미래가 있을까?그린란드의 빙하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북극을 지탱하던 존재들이 사라지고 얼음 없는 
북극이 나타나면 멸종위기종 인류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김경철>

보통의 용기북극의 눈물 - 얼음 없는 북극

감독 소개 Director

구민정 감독은 KBS 예능방송 프로듀서이다. 2021년도 환경 예능 <오늘부터 무해하게>라는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보통의 용기>는 극장판이다. 
감독은 촬영 현장 자체가 탄소 배출이 높 은 환경임을 자각하고 친환경 촬영을 위해 솔선수범, 이른바 '그린워싱'의 사례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촬영 규모부터 소품까지, 감독의 노고는 <보통의 용기> 곳곳에서 발견 된다. 이는 감독 스스로 제3의 구성원으로서 기획부터 

촬영까지 '보통의 용기'를 실천한 결과 물이기도 하다.
Minjung Ku is a producer of KBS entertainment shows. In 2021, she presented an environmental show, <Harmless From Today> 
and this <Just a Little Courage> is a theatrical version. Realizing that the filmmaking environment itself is already producing a lot of 
CO₂, not to make a 'greenwashing' case, the Director tried to set a good example by making an eco-friendly shooting environment. 
This effort is manifested here and there in the film, from the scale of the shooting to all the props. And it's the outcome of the 
director's 'little courage'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utside the frame.

기후변화 기후변화



지구를 지켜라
Save the Planet

인류가 만든 지구의 위기...
편리한 삶을 위한 개발로 지구의 허파인 숲이 사라지고
무분별한 자원사용은 쓰레기 바다와 강을 만들고 있다.

무너져 가는 지구환경
그리고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Man made crisis on the planet...
To make human life more convenient, the lungs of the planet,

tropical rainforests are being destroyed.
Using resources recklessly,

we are filling the sea and rivers with wastes.
Earth's ecosystem is collapsing.

And there are people who want to protect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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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at Toilet Battle> comes up with a 
versatile and original approach to the problem 
people avoid talking about: human excrements 
and toilets. UN designated Nov. 19 as World 
Toilet Day to raise awareness about the need 
of toilets and sanitation. Bill Gates, through the 
'Reinvent the Toilet' project, made large capital
investments in new sanitary technology 
development in a bid to improve sani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Even now,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does not have access to 
proper toilets and a great many children are 
dying from related diseases. This film breaks 
the 'universal taboo' and work on the toilet 
issues and the future of humanity in a serious 
but delightful manner. <Eunjung Jeon>

감독 소개 Director
김명준 감독은 1992년 인천 출신으로 일본영화대학 졸업 작품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일본 영화대학은 최초이자 일본에서 유일한 영화전문대학으로 일본영화계에서 가장 
저명한 영화평 론가인 사토 다다오가 학장이다. 37년의 역사를 가진 요코하마 방송영화 전문학원과 일본영화 학교의 역사를 이어받은 이 학교는 미이케 다카시, 사사베 키요시, 
이상일 등의 감독을 배출 했다.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2020)은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인디포럼, DMZ 다큐멘터리영 화제, 부산평화영화제, 울주세계산악영화제 등에 
초청되었고 서울국제환경영화제에서는 한국환 경영화부문 대상을 받았다. 일본에선 도쿄 학생영화제 대상, 도쿄 다큐멘터리 관객상 준대상, 일본영화협회 푸른 날개 대상, 
코쿠리 비토 영화제 특별상을 받았다. 현재 NHK 다큐멘터리 제작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Director Myoungyoon Kim was born in Incheon, Korea in 1992. This is his graduation project at the Japan Institute of the Moving Image, Japan's 
first and only university specializing in cinema. The famous film critic Sato Tadao is the dean of this university. Inheriting the 37 years of history 
from Yokohama Broadcasting Technical School, this Japanese film school and university has produced Takashi Miike, Kiyoshi Sasabe and Sangil 
Lee. <Oshika: Winds of Change> (2020) has been invited to Seoul International Eco Film Festival, Indieforum, DMZ International Documentary 
Film Festival, Busan Peace Film Festival, and Ulju Mountain Film Festival and received the Grand Prize in Korean Competition from SIEFF. In 
Japan, this film received the grand prize at Tokyo Students Film Festival, the Audience Jury Semi-Grand Award at TokyoDocumentary Film 
Festival, the Blue Wing Grand Award from the Japan Film Society, and a Special Award from Kokuri Bito Film Festival. He is currently working for 
an NHK documentary production company

Oshika-mura in Nagano Prefecture has 
once been a sanctuary for Japanese hippies. 
People who are fed up with city life have come 
together here to live with nature. The sudden 
construction of the Linear Shinkansen in this 
place made thecommunity people confused 
but also triggered a movement to protect 
the village.The film starts with a scene where 
Simon Piggott (70), an English man, is doing a
ritual for the mountain spirits. He has been 
peacefully living here in the nature for 30 
years. His only wish is to have a good year 
ahead. The Japanese title of this f ilm is 
<大鹿村から吹くパラム>. Director used Katakana 
パラム (Baram) for'winds'. The winds in this film 
of course mean natural wind and a wind of 
change but it's also our Korean word, Baram 
which means hope and wish. <Heejin Kim>

<위대한 화장실 전쟁>은 우리가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인간의 배설물과 화장실에 대해 다각적 이고 
기발한 목소리를 담고 있다. UN은 11월 19일을 
‘세계 화장실의 날’로 지정해 화장실과 보건의 
필수불가결함을 알린다. 빌 게이츠는 ‘화장실 
혁신’사업을 통해 저개발국의 화장실 개 선에 힘쓰며 
새로운 위생 시스템 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지금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제대로 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수 많은 
아이들이 죽 어가는 현실을 직면한다. 불편한 ‘보편적 
금기’를 깨고 화장실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면 
서도 유쾌하게 풀어나가는 영화다. <전은정>

김명윤 /2021 / 한국, 일본 / 87’ / 전체관람가 / HD
Myoungyoon Kim /2021 / Korea, Japan / 87’ / All / HD

아르노 로베르 / 2022 /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 66' / 전체관람가 / HD
Arnaud Robert / 2022 / France, Switzerland, Belgium / 66' / All / HD

나가노현 오시카무라는 한때 일본 히피들의 
성지였으며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이들이 모여사는 곳이다. 
이곳에 들이닥친 고속철도 리니아 신칸 센 공사는 
이들 공동체에 혼란을 주고 동시에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활동을 촉발한다. 영화는 산신령에게 제를 
올리는 영국인 사이먼 피코트(70)의 모습에서 
출발한다. 그는 30년 전 이곳 으로 들어와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오고 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지 올 한 해를 잘 부탁하는 것이다. 이 영화의 
일본 제목은 <からくパラム>이다. 감독은 바람을 
가 타카나 パラム(바람)으로 표기하고 있다. 곧 이 
영화에 불어오는 바람은 단지 자연의 바람(風)이나 
새로운 변화만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의 우리말 
바람이기도 한 것이다. <김희진>

The Great Toilet Battle
위대한 화장실 전쟁

Oshika-Winds of Change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

감독 소개 Director

스위스 출신 아르노 로베르(Arnaud Robert)는 기자, 다큐멘터리 감독이으로 내셔널 지오그래 픽, 르 몽드 등 유수 언론지와 함께 일하고 있다. 

<위대한 하장실 전쟁>은 2020년 스위스 프레스 어워드상 수상작이다.
Arnaud Robert is a Swiss reporter and documentary director who works with National Geographic, Le Monde and other leading 
press companies. <The Great Toilet Battle> received the Swiss Press Award in 2020.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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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stic Korea: Waste Mountains in Flames

Korea is the biggest plastic consumer in the 
world. Unwanted plastic waste is illegally 
exported abroad, harming the environment 
and causing conflicts in those countries. Not all 
plastic is recyclable. Unrecycled plastic waste is 
either sent to landfill sites or incineration plants. 
What are we going to do with the 10 million 
tons of plastic waste produced every year? 
People thoughtlessly use plastic assuming that 
it will all be recycled when disposed separately. 
In particular, Southeast Asian countries are 
gravely suffering from plastic pollution. They 
have trouble with illegally imported waste 
and also the waste produced in their own 
countries. Plastic Earth and plastic Korea. This 
documentary shows where we are with plastic.
<Kyoung-chul Kim>

Ebola, AIDS, SARS, MERS, and COVID19, 
<Making Pandemics> is searching for the 
origin of the pandemics that drive people into 
panic. French actress Juliette Binoche is our 
guide in this exploration, and she meets with 
experts in each continent to find a solution. 
Experts say a pandemic is a disaster that is 
bound to happen. Deforestation, monoculture, 
industrial cattle farming, and urbanization 
accelerate biodiversity collapse and climate 
change, which then transform the Earth into 
a permanent manufacturer of infectious 
diseases. Human insolence towards nature 
is coming back to us like a boomerang. It is 
time to really listen to Mother Nature's grave 
warnings. <Eunjung Jeon>

세계 최고의 플라스틱 소비국 대한민국. 갈 곳 잃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외로 수출되고, 불 법 수출된 
쓰레기는 각국의 환경오염과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에도 한계가 있다. 갈곳 잃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립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매년 
발생되는 천만톤의 플라스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분리배출을 잘 하면 재활용 될 것이라 생각하며 
무분별하게 소 비하는 플라스틱. 특히 동남아시아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불법으로 
들 어오는 쓰레기 뿐만 아니라 자국이 배출하는 
쓰레기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플라스틱 지구, 
플라스틱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다큐라 
하겠다. <김경철>

마리 모니크 로뱅 / 2022 / 프랑스 / 108’ / 전체관람가 / HD
Marie-Monique Robin / 2022 / France / 108’ / All / HD

장강복 / 2019 / 한국/ 54’ / 전체관람가 / HD
Gangbok Jang / 2019 / Korea / 54’ / All / HD

에볼라, 에이즈, 사스, 메르스에서 코로나 19까지, 
<펜데믹 공장>은 인류를 공포에 빠트리고 있는 
팬데믹의 기원을 찾아간다. 프랑스 배우 줄리엣 
비노슈가 이 탐사 여행의 길잡이가 되어 각 대륙의 
연구가들을 만나 해답을 얻어 간다. 팬데믹은 
예고된 재난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산림파괴, 단일재배, 집약 축산, 도시화 등이 초래한 
생물다양성 붕괴, 기후변화는 이 지구를 감염병을 
무한 재생산하는 공장으로 변모시킨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례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지금, 
대자연의 엄중한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전은정>

플라스틱 대한민국 불타는 쓰레기 산
Making Pandemics
팬데믹 공장

감독 소개 Director

프랑스 출신 마리 모니크 로뱅(Marie-Monique Robin)는 탐사 저널리스트로 인권보호를 주제로 한 사회고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특히 

2000년대 초부터는 생물다양성과 바이오테크놀러지, 농식품 산업 등 환경관련 작품에 집중하고 있다.
Marie-Monique Robin is an investigative journalist from France and directed a revealing documentary on human rights protection. 
She has been focusing on biodiversity, biotechnology, agrifood industry and other environmental related works since early 2000s.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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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NESCO heritage landscape 'Acid Forest' 
(Curonian Spit National Park) where half of it 
belongs to Lithuania and the other half Russia, 
the f ilm visualizes the fear and apocalyptic 
scenes that one might feel from 'The Birds' 
by Hitchcock. In the wispy grey forest live 
thousands of great cormorants, whose acid-
fortified feces kill the 2~300 year old pine trees. 
People speak what they see and what they 
feel after looking around in the forest. The 
film shows the tourists from a bird's eye view. 
We hear their conversations and see the birds 
nesting on the thin trees. From dawn to dusk 
and even deep into the night, the camera 
looks up in the sky, day and night, periodically 
and rhythmically. Unlike other normal nature 
documentaries, this movie has a unique 
expression and different sensation in describing 
the problems of ecological imbalance. 
<Cheahee Kim>

감독 소개 Director

리투아니아 감독 루가일 바즈드지우카이테 감독은 데뷔작 <산성 숲>으로 제 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스와치 아트피스 호텔상을 수상했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연출, 촬영, 편집까지 혼자 다 해내는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준다.
Lithuanian director Rugile Barzdziukaite received a Swatch Art Peace Hotel Award at the 71st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th her debut piece, <Acid Forest>. She does directing, shooting and editing of this film all by herself demonstrating her versatile 
talents.

감독 소개 Director

<숲의 시간>의 촬영지인 프랑스 밀바쉬 지역 출신인 감독은 대학에서 사회학과 다큐멘터리 연출을 전공했다. 이 영화는 2018년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비평 주간에 초청되었다. <코치의 이름으로 Au nom du coach> 2012, < La Chasse au Snark 스나크 사냥> 2013 등을 만들었다.
Director is from Millevaches, France where <The Time of Forests> was filmed. He majored in Sociology and Documentary Directing 
at University. This film was invited to the Semaine de la Critique of the Locarn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2018. He is also well 
known for <Au nom du coach> (2012) and <La Chasse au Snark> (2013).

'What is a productive forest?', 'Is it where many 
trees are densely populated?' <The Time of 
Forests> is asking these questions. Over a 
magnificent pine tree forest, the voice of an 
old lady is heard, 'The pine trees have driven 
me out." How did the forest make this old 
lady leave? The director meets with people 
who discover and try to save the true nature 
of forests that we have neglected. Artif icial 
forests that maximize economic efficiency do 
not accommodate any life. Time is lost there. 
Through serendipity, this documentary gives 
us a moment to meet with a living forest. 
<Eunjung Jeon>

영화는 리투아니아와 러시아에 반반씩 속해 
있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산성 숲(쿠로니안 
스핏 국립공원)’을 배경으로 히치콕의 <새>에서 
느낄 수 있는 공포와 묵시록적 광경을 전경화 
한다. 생명력을 잃은 잿빛 숲에는 수천 마리의 
가마우지들이 서식하고 있고, 그들의 산성 배 설물로 
인해 2~300년 된 소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 숲을 
둘러본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의 느낌과 의견을 
이야기한다. 새의 시선을 떠올리게 하는 카메라는 
관광객들을 관찰하며 그들의 대화와 앙상한 나뭇가지 
위 둥지를 튼 가마우지, 여명에서부터 황혼을 지나 
깊은 밤에 이르기까지 낮과 밤의 하늘을 일정한 
간격과 리듬으로 비춘다. 영화는 일반적인 자연 
다큐멘터리의 표현 방식과 차별화된 특별한 감각으로 
생태계 균형이 깨지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환기 시킨다. <김채희>

프랑수아자비에 드루에 / 2018 / 프랑스 / 104’ / 전체관람가 / HD
François-Xavier DROUET / 2018 / France / 104’ / All / HD

루자일 바치우케이트 / 2018 / 리투아니아 / 61’ / 전체관람가 / HD
Rugile Barzdziukaite / 2018 / Lituania / 61’ / All / HD

‘생산적인 숲이란 무엇인가?’ ‘나무가 울창한 곳이 
숲인가?’ <숲의 시간>이 던지는 질문이다. 소나무숲 
절경 위로 한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로 영화는 
시작된다. ‘소나무가 나를 쫓아냈어요’. 숲은 어떻게 
할머니를 떠나게 만들었을까? 감독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숲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찾아간다. 경제논리로 무장한 
껍데기만 남은 인공숲은 어떠한 삶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잃어버린 곳이다. 다큐멘터리의 예측불가 
능한 우연성이 생명이 숨쉬는 숲을 만나는 순간을 
제공한다. <전은정>

Acid Forest
산성숲 

The Time of Forests
숲의 시간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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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face, Inc. is a global commercial company 
that manufactures carpet t i les .  Being 
influenced by Business Ecology, founder of the 
company, Ray Anderson makes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f irst priority goal of the 
corporation. After many trials and errors, he 
managed to radically reduce the amount of 
water used in product manufacturing, reached 
'zero' cumulative CO₂, and became a role model 
in eco-friendly business. The next mission of 
the Company is climate take back 'beyond zero'. 
The film spotlights Ray Anderson and Interface 
striving for resource circulation and sustainable 
growth. What are the feasible strategies and 
ideas for an enterprise in solving the climate 
problems? It's surprising to see eco business is 
not only for the environment but also very close 
to the survival and growth of the company in 
the long run. <Cheahee Kim>

감독 소개 Director

미국 감독 네이선 하비는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공공 정책 전공으로 석사를 취득했다. 그는 <제로를 넘어서>와 같은 친환경 다큐멘터리 제작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고, 다큐멘터리 영화제작사 ‘하비프로 시네마’를 통해 환경, 경제, 사회 운동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선보 이고 있다.
American film director, Nathan Havey holds a Master in Public Policy from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e has been always 
showing interest in making pro-environmental documentaries like <beyond zero> and is now presenting educational programs on 
environment, economy and society through a documentary film producer, 'Havey Pro Cinema.'

Sea Shepherd, the marine life protection 
society once notorious for being vigilante 
militant activists, is transformed now. Still 
keeping their faith in being 'protectors of the 
ocean', their approach has become milder and 
more careful. The director slowly follows the life 
of the Sea Shepherd volunteers from all over 
the world who couldn't just 'sit back and watch 
the world burn'. It requires infinite patience to
watch and guard the sea where illegal fishing, 
poaching, and trash dumping is happening 
all the time. It even seems impossible to really 
protect the ocean. But every step they make 
becomes a momentum for change and their 
undoubting smiles feel stronger than any 
declaration. <Eunjung Jeon>

인터페이스는 카펫타일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회사의 창립자 레이 앤더슨은 비즈니 스 
생태학에 영향을 받아 환경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그는 많은 시행착오 끝 에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 소비량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누적 이산화탄소 양을 ‘제로’로 줄이면서 모범적인 
친환경 경영의 모델이 되었다. 앞으로 회사의 목표는 
‘제로를 넘 어서’ 기후를 되돌리는 것이다. 영화는 
자원 순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레이 앤더 
슨과 인터페이스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의 실행 
가능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조망한다. 이와 더불어 
생태 경영을 펼치는 일이 단순히 환경 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존 그리고 성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김채희>

로랑 뤼토 / 2022 / 프랑스 / 52’ / 전체관람가 / HD
Laurent Lutaud / 2022 / France / 52’ / All / HD

이정수(책임프로듀서) / 2021 / Korea / 50’ / 전체관람가 / HD
Nathan HAVEY / 2020 / USA / 82’ / All / HD

극 단 적 인  액 티 비 스 트 로  유 명 세 를  떨 쳤 던 
해양동물보호단체 시 셰파드는 오늘날 새로운 모습을
취하고 있다. ‘바다 수호자’라는 신념은 여전히 
단단하지만 행동 방식은 온건하고 진중해졌다. 
감독은 ‘더 이상 쇼파에 앉아 세상이 불타는 것’을 
지켜 볼 수 없었던, 각국에서 모여든 씨 세퍼드 
자원봉사자들의 일상을 찬찬히 따라간다. 불법 
어획과 밀렵, 쓰레기가 버려지는 현장을 살피고 
감시하는, 무한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는 바다 수호의 
끝은 요원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시세파드 
활동가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변화의 동력이 되고 
이들의 낙관적인 웃음이 그 어떤 결기보다 강력하게 
다가온다. <전은정>

Guardians of the Sea
바다 수호자

감독 소개 Director

로랑 뤼토(Laurent Lutaud)는 프랑스 다큐멘터리 감독이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역사와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30여 편의 다큐멘터리를 

연출했으며 10여 편의 소설을 발표했다.
Laurent Lutaud is a French documentary director and writer. He has directed around 30 documentaries on history and social issues 
and also published around 10 novels.

지구를 지켜라



다시 지구로
Back to Earth

지구의 현실에 눈감고 살아가는 인류
지구별에 사람만 존재하는 것 처럼 살고있다.

이제는 뒤돌아 다시 지구를 보고
보살펴야 할 시간이다.

그래서 다시 지구다운 지구를 위한 섹션

People look away from the problems
and act like Earth is made only for human beings.

It's time to look back at Earth
and take a good care of her.

So we go back to Earth in thi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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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System Theory' is about a system 
where many interact ing components 
generate a complex phenomenon. Scientists, 
Entrepreneurs, Economists, Environmentalists, 
Health Experts, and Historians are studying the 
theory in the Santa Fe Institute in the middle of 
the New Mexican desert to find a new approach 
that no other theories or paradigms have dealt 
with.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these 
20 world's leading experts gathered here for 
10 days and shared their expertise to f ind 
solutions for the complex problems the human 
race is facing. Their research and discussions 
on environmental issues soon sprawled across 
economic imbalances, labor-capital shift, and 
all the political, economic, educational, and 
digital technology issues under Neoliberalism. 
This f ilm goes into details of the experts' 
activities in the Santa Fe Institute and presents 
a whole new vision and paradigm 'that can 
save the Earth' with insight. <Cheahee Kim>

감독 소개 Director

홀리 모리스는 올해 개봉한 영화 <Exposure>에서 아무 지원 없이 북극을 탐험한 평범한 여성들의 위험 도전기를 보여주었다. 앤 보거트는 오랫동안 
프랑스와 영국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두 사람은 영국 PBS의 TV 시리즈 <Glober Trekker>를 만들면서 현지의 삶과 깊숙이 소통하는 

새로운 여행의 가능성을 탐색한 바 있다.
In <Exposure> (2022), Holly Morris depicted the adventures of some ordinary women who went to the Arctic with no support. 
Anne Bogart has been producing TV programs in France and England for a long time. These two have filmed around the world
for the PBS travel series <Globe Trekker> and explored a new way of travelling that connects with the local lives more deeply.

감독 소개 Director

덴마크 감독 페르닐 로즈 그뢴케르는 덴마크 국립영화학교를 졸업한 후, 지난 20년 동안 다양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다. 2006년, 82세의 

비그씨와 운명적으로 그의 삶 일부가 된 수녀 이야기를 다룬 <수도원>으로 전 세계 90여 개의 영화제에 초청됐으며, 11개의 상을 수상했다.
Danish director, Pernille Rose GrØnkjær, graduated from the National Film School of Denmark and has been making various 
documentaries for the last 20 years. <The Monastery>, a story of the 82 year old bachelor Mr. Vig and a nun who became a part of 
his life by destiny, was invited to more than 90 film festivals in the world and received 11 awards in 2006.

On April 26, 1986, Chernobyl's Reactor No. 
4 exploded. The f ire went on for 10days 
and radioactivity 400 times more than the 
Hiroshima bomb was released. A radius of 
2,600km² around the plant is shut down as 
an uninhabitable zone and the residents were 
forced out. Most of them never came back to 
their hometown but some people defied the 
authorities and went back to the forbidden 
toxic land. They are those who used to live off 
the homeland forest before the accident. Most
of them were women who now became 
babushkas, grandmothers in Russian. As far as 
the government is concerned, the babushkas 
are ignorant to the dangers of radioactivity. But 
the grannies say "People should live in a place 
where their souls long for," and still go fishing 
in the restricted area. The film shows the power 
of the Earth and the power of the people who 
make their own destiny. <Junghwa Kim>

뉴멕시코 사막에 세워진 산타페 연구소는 수많은 
요소들이 상호작용해서 복잡한 현상을 발생 시킨다는 
이른바 ‘복잡계 이론’을 토대로, 기존의 이론과 
패러다임이 다루지 못하는 접근 방식을 연구한다. 
코로나 팬더믹이 발생하기 전,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자와 기업가, 경제, 환경, 건강, 역사가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이 이곳에 모여 열흘간 각기 다른 
전문 분야의 지식을 서로 공유하면서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난제에 해답을 찾고자 한다. 이들의 연구와 
토론은 환경 문제에서 시작해 경제성장 불균형, 
노동과 자본의 재편 등 신자유주의 체제를 둘러싼 
정치, 경제, 교육과 디지털 기술 문제로 이어진다. 
영화는 산타페 연구소에 모인 전문가들의 활동을 
상세히 소개하며 나아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과 패러다임을 통찰력 있게 제시한다. <김채희>

앤 보거트, 홀리 모리스 / 2015 / 우크라이나 / 71" / 전체관람가 / DCP
Anne BOGART, Holly MORRIS / 2015 / Ukraine / 71" / All / DCP

페르닐레 로세 그뢴크제르 / 2021 / 덴마크, 독일 / 111’ / 12세 이상 / HD
Pernille Rose GRØNKJÆR / 2021 / Denmark, Germany / 111’ / 12 / HD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의 4번 원자로가 
폭발했다. 열흘 동안 화재가 계속되었고, 일본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의 4백 배가 넘는 방사능이 
유출되었다. 사고 지역 반경 2,600km2 는 거주 불가 
지역으로 폐쇄, 강제 대피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영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당국의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고 방사능 낙진이 떨어지는 
금지구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 사고 전 
고향 땅의 숲에서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대부분 여성이었고, 이제는 러시아어로 
바부시카, 즉 할머니가 되었다. 당국은 바부시카들이 
방사능의 위험성에 무지하다고 걱정한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사람은 영혼이 갈망하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며 오늘도 금지구역으로 낚시를 하러 나간다. 
영화는 땅의 힘, 그리고 위험에 마주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인간의 힘을 보여준다. <김정화>

Solutions
지구를 구하는 방법

The Babushkas of Chernobyl
체르노빌의 할머니들

다시 지구로 다시 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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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st of life unfolds on the Earth. This f ilm 
captures wonders of many living beings on this 
blue planet. Their way of life is so diverse and 
how they create and support life is even more 
magical. When we see the chorus of all living 
things in the forest, in the sea and in the plains, 
we know how precious our only planet is and 
why we must keep it sustainable for them and 
for us all. <Kyong-chul Kim>

감독 소개 Director

마르야 피쾨 감독: 핀란드 영화학교 UIAH에서 연출을 전공했다. TV 시리즈 <훅드>와 <블랙위도우즈>를 포함한 영화들을 여러 나라에 배급하고 
소개했으며 두 편 모두 핀란드 TV상 ‘벤라(Venla)’를 수상했다. 2017년 개봉한 세 번째 장편 <코메디 맨 앤 베이비>는 ‘올해 최다관객 국내 영화’ 

4위에 올랐으며, 2020년에는 국제 공동제작 시리즈인 <파라다이스>(2020)를 제작하며 주목 받았다.
Director Maria Pyykköö majored in directing at a Finnish film school, UIAH. She has distributed and introduced many films including TV series 
<Hooked> and <Black Widows> both of which received Finnish TV award, Venla. Her third feature film, comedy <Man and a Baby> (2017) was the 4th 
'most watched domestic film ofthe year'. In 2020, she directed the attention-grabbing international joint production series, <The Paradise>.

Alfred is a quiet and sensitive boy. When a 
fairy called Sihja appears in his house, magical 
things start to happen in his ordinary life. 
The f ilm stimulates children's imagination 
and also reveals the reality while the kids are 
tracking the cause of the birds' death. At this 
moment, Sihja is not a Tinker Bell who takes 
us to the fairy world but a guide who makes 
us recognize the beings that threaten nature. 
In the end, we realize through Sihja that the 
notion of human being superior to nature is 
an illusion. Through the eyes of the two pure 
and good children, we see that the future of 
transformed nature will not last long even if it's 
all for human convenience. <Kim Feelnam>

생명체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지구. 푸른 지구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들의 경이로움을 담은 
영화이다. 생존의 방식도 다양하고, 생명의 탄생과 
유지는 더 신비롭다. 숲과 바다, 초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생명들의 합창을 마주하다 보면 하나뿐인 
지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그들과 인류가 모두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이다. <김경철>

마르야 피쾨 / 2021 / 핀란드 / 89’ / 전체관람가 / HD
Marja Pyykkö  / 2021 / Finland / All / HD

피터 웨버 / 2017 / 영국 / 94’ / 전체관람가 / HD
Peter Webber / 2017 / United Kingdom / 94’ / 전체관람가 / HD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소년 알프레드의 집에 
요정 시히야가 찾아오면서 평범했던 소년의 일상에 
마법 같은 일들이 생긴다. 영화는 요정을 기다리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새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추적하는 현실고발영화이다. 이때 요정 시히야는 
우리를 동화의 세계로 안내하는 팅커벨이 아닌, 
자연을 위협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만드는 
길잡이다. 결국 시히야를 통해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이야말로 착각임을 느낀다. 물론 
그 명분은 인간의 편리한 삶에 기인하지만 자연의 
변형을 통해 얻은 미래는 오래 지속될 수 없음을 두 
아이의 맑고 선한 시선을 통해 알 수 있다. <김필남>

Earth: One Amazing Day
지구 - 놀라운 하루

Sihja, The Rebel Fairy
숲의 요정 시히야

다시 지구로 다시 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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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doesn't believe his father, who disappeared 
a year ago, is dead. He's teased in school and 
not really getting on with his mum. Believing 
that the only way to turn everything back to 
normal is proving his father is right, Paul begins 
a journey with a friend. In their journey lies the 
forest. The f ilm is describing the adventure 
and growth of the boys but it also conveys the 
wonders of nature. The sky full of stars, the 
sound of crickets, and the glow of fireflies show 
how magical nature is. We get to realize that 
the forest the boys are exploring is an unknown,
wild place and humans can never conquer 
nature. The nature-capturing camerawork and 
the two boys' performance make this movie 
even more touching. <Kim Feelnam>

감독 소개 Director

안드레 회르만 감독은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사회과학과 포츠담 영화학교에서 영화연출을 공부하였으며 UCLA 시나리오 집필 전문과정을 

졸업했다. 뮌헨에서 태어난 카트린 밀한 감독 은 언론학교를 졸업한 이후, HFF 포츠담에서 시나리오와 드라마트루기를 공부했다.
Director André Hérmann studied social sciences at Humboldt University of Berlin and directing at the Academy of Film and Television 
Potsdam-Babelsberg. He then completed the Professionals Program in Screenwriting at the UCLA. Director Katrin Milhahn was 
born in Munich. She graduated from a journalism school and studied screenwriting and dramaturgy at the HFF Potsdam.

Doyeonam is a little temple in Pocheon, 
Gyeonggi Province. In the forest of Mt. Jijang, 
a monk merrily starts a day with birds. Monk 
Doyeon is learning a lot by communing with 
birds and taking care of them. Feeding the 
birds and making birdhouses can be prayers 
and wooden gong chimes. Everything he does 
everyday is a buddhist practice and learning.
What is it like to be a monk and to practice 
Buddhism for this man who tells the stories of 
birds to the world and warms our heart? This is 
a documentary on nature philosophy of Monk 
Doyeon who gained enlightenment listening 
to the resonance of the forest and songs of the 
birds in the sanctuary called nature.
<Kyoung-chul Kim>

일 년 전 실종된 아빠가 죽지 않았다고 믿는 파울은 
학교에서는 놀림을 당하고 엄마와 사이도 원만치 
않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방법은 아빠의 
주장을 증명하는 일뿐이라고 믿으며 파울은 친구와 
길을 떠난다. 그리고 그들의 여정에는 숲이 존재한다. 
영화는 소년들의 모험과 성장을 그리고 있지만 
더불어 자연의 경이로움을 전한다. 쏟아지는 별과 
귀뚜라미 소리, 반딧불의 모습은 자연의 신비로움을, 
길을 찾는 소년들 앞에 놓인 숲은 미지의 세상이며 
야생의 영역으로 인간이 결코 자연을 정복할 수 
없음을 확인시킨다. 또한 자연을 담아내는 카메라와 
두 아이의 연기는 영화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든다. 
<김필남>

신동만 / 2021 / 한국 / 48’ / 전체관람가 / HD
Dongman Shin / 2021 / Korea / 48’ / All / HD

안드레 회르만, 카트린 밀한 / 2021 / 독일 / 96’ / 12세 이상 / HD
Andre Hormann, Katrin Milhahn / 2021 / Germany / 96’ / 12세 이상 / HD

경기도 포천의 도연암. 한 스님이 지장산 숲에서 
새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새들과 교감 하고 
보살피며 또 배워나가는 수행자 도연스님. 먹이도 
나누고, 새집을 지어주다 보면 그게 염불이고 목탁이 
된다. 일상의 모든 것이 수행이고 배움이다. 새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감동을 전해주는 스님에게 
출가와 수행은 어떤 것일까? 자연 이라는 위대한 
법당에서 숲의 울림, 새들의 소리를 들으며 깨달음을 
얻은 도연스님의 자연철학을 들어보는 다큐이다.
<김경철>

Nature Philosophers: Live like a bird Night Forest
나이트 포레스트자연의 철학자들 - 새처럼 살고 싶어라

다시 지구로 다시 지구로



땅의 희망
Hope on the Land

늘어나는 인구, 부족한 식량
생명을 키우는 땅은 혹사 당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땅이 가진 자정력과
대지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생명들의 협연이

지구를 지탱하고 있다.
땅이 희망임을 되새겨 보는 섹션

Growing population and Food shortage.
The land is being abused to grow life.

Amid the crisis of climate change,
Land's power of self-purification and myriads of

lives in the land are keeping Earth alive.
We realize the land is our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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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can we do to reach climate balance? 
This documentary is contemplating on the 
possibility of reaching climate balance through 
the soil and regenerative agriculture. Today 
most of farming is using tillage and many 
different chemicals such as chemical fertilizers 
and pesticides. In the soil there are myriads 
of microbes and everything is following the 
carbon system. The microorganisms sequester 
carbon in the soil. Tillage and pesticides kill 
microorganisms, emit carbon and undermine 
our health. This documentary tells us we need 
to go back to natural farming and soil care 
valuing natural processes. Why? Because the 
Earth is our mother.

감독 소개 Director

부부 감독인 페아 홀름퀴스트와 수잔 카달리안은 스웨덴 출신으로 도합 50편이 넘는 다큐멘터리를 연출했다. 이들은 2년 동안 반다나 시바의 

동선을 따라 히말라야 유기농 농장과 몬산토 본사, 코카콜라 반대 시위 현장 등을 열정을 다해 기록했다.
Pea Holmquist and Suzanne Khardalian are a married couple from Sweden and have directed more than 50 documentaries. They 
followed Vandana Shiva for 2years to a Himalayan organic farm, to the headquarters of Monsanto and to the site of anti-Coke 
protest and recorded the footage with all their passion.

Famous Indian environmentalist and activist, 
Vandana Shiva used to be a nuclear physicist 
in the university. She, however, has changed 
completely after participating in the Chipko 
movement in her hometown where women 
hug the trees to stop rampant deforestation. 
This documentary shows Shiva's ventures as an 
environmental activist who is covering broader 
issues since then. Monsanto, world's largest 
seed company is selling genetically modified 
seeds to India and to other third world 
countries and WTO grants them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ver the GM seeds, taking 
sides with the monopoly capital. A neoliberal 
lobbyist gave her the 'Bullshit Prize' saying 
Vandana Shiva is making farmers poorer. But 
her striving continues to gain seed sovereignty 
and farmer independency. She will f ight on 
to become a true 'bull shit' for the ecosystem. 
<Kyoung-chul Kim>

기후균형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 토양과 자연농법을 통해 기후균 형을 
이룰수는 없을까 고민해 보는 다큐이다. 오늘날 
농업은 많은 경운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화학비료와 살충제 등 다양한 농약이 투입된다. 
토양속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며 모든것은 
탄소시스템에 의해 움직인다. 미생물을 통해 토양에 
탄소가 고정된다. 경운과 농약은 토양미생물을 
죽이고 탄소를 배출시키며 우리 건강에도 좋을리 
없다. 이 다큐는 자연적 과정을 존중하는 농업과 
토양관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알려준다. 왜? 대지는 
우리의 어머니이다.

페아 홀름퀴스트, 수잔 카달리안 / 2005 / 스웨덴 / 73'/ 전체관람가 / HD
PeÅ Holmquist, Suzanne Khardalian / 2005 / Sweden / 73'/ All / HD

조쉬 티켈, 레베카 헤렐 티켈 / 2020 / 미국 / 84’ / 전체관람가 / HD
Josh Tickell, Rebecca Harrell Tickell / 2020 / USA / 84’ / All / HD

인도의 유명한 환경 사상가이자 운동가 반다나 
시바는 아이러니하게도 대학 시절 핵물리학도 
였다. 그러나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벌목 위기에 
처한 나무들을 여성들이 온몸으로 껴안아 보호했던 
칩코 운동에 참여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이 영화는 이후 환경운동가로서 더욱 확장된 
반다나 시바의 행보를 보여준다. 세계 최대의 
곡물종자회사인 몬산토는 유전자 변형 종자를 인도를 
비롯한 제3세계에 판매하여 이득을 취하고 WTO는 
종자에 지적재산권을 허용하여 독점 자본의 손을 
들어준다. 신자유주의 로비스트는 반다나 시바가 
농민들을 더 가난하게 한다면 그녀에게 ‘소똥상’을 
주었지만, 종자 주권 확립과 농민의 자립, 그리고 생태
계 순환을 위해 진정 ‘소똥’이 되고자 하는 그녀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김경철>

Kiss the ground
대지에 입맞춤을

Bullshit
소똥

땅의 희망 땅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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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last 30 years or so, 75% of the insects 
have disappeared from Europe. Entomologist 
Lundgren is grieving that it is 'the worst mass 
extinction the Earth has ever experienced.' 
This f ilm is digging up the impact of the 
neonicotinoid pesticide, one of the key factors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Neonicotinoid 
is an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 that kills 
insects and plants, which will then destroy 
biodiversity and eventually become a threat 
to humanity. It is frightening to see that the 
continuing testimonies and accusations made 
by researchers, journalists,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farmers dissipate in front of 
the huge capital of a multinational pesticide 
manufacturer. <Eunjung Jeon>

We don't normally think about food problems. 
But climate change is giving rise to food crisis. 
Food cannot be produced without water. 
And because of the continuing drought 
caused by climate change, grain exporters are 
becoming grain importers. Our food supply 
is not really secure anymore. It seems evident 
that food crisis triggered by global warming 
will bring about a great depression in the 
world, which will then raise the price of grains 
and make more and more people go hungry. 
This documentary is warning us that climate 
change will turn the Earth into uncultivable 
wasteland.

지난 삼십 여 년 동안 유럽에서 곤충의 75%가 
사라졌고 ‘지구가 경험한 최악의 대량 멸종’이라고 
곤충학자 룬드그렌은 탄식한다. 이 영화는 
이러한 생태계 파괴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살충제, 네오니코티노이드의 실체를 파헤치는 
탐사보도물이다. 내분비 교란 물질인 네오니코 
티노이드는 곤충과 식물을 죽이고 생물다양성을 
무너뜨려 마침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연구자, 
언론인, 환경단체, 농민들의 생생한 증언과 고발이 
이어지지만 다국적 살충제 제조 기업의 거대한 자본 
앞에서 무력화되는 현실이 섬뜩하다. <전은정>

유룡 / 2008 / 한국 / 47’ / 전체관람가 / HD
Ryong Yu / 2008 / Korea / 47’ / All / HD

미유키 드로즈, 실뱅 르쁘띠, 세바스티앙 세가 / 2021/ 프랑스, 스위스, 벨기에 / 57'/ 전체관람가 / HD
Miyuki Droz, Sylvain Lepetit, Sçbastien Sçga / 2021/ France, Switzerland, Belgium / 57'/ All / HD

우리는 식량문제에 대해 별다른 생각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식량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식량생산은 물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되는 가뭄은 곡물수출국을 
수입국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식량사정도 
안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뜨거운 지구로 인해 
촉발될 식량위기는 세계적 공황상태를 만들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공황상태는 곡물가를 
상승시키고 굶주림으로 몰리는 인구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는 지구를 농업의 황무지로 
만들것임을 이 다큐는 경고하고 있다.

Our Burning Planet and the War over Food Insecticide, Insecticides, A Licence To Kill
살충제, 살인면허풍요로운 시대의 종말 -뜨거운 지구, 불붙는 식량전쟁

감독 소개 Director

미유키 드로즈 아라마키, 실뱅 르쁘띠,세바스티앙 세가(Miyuki Droz Aramaki, Sylvain Lepetit, Sébastien Séga) 미유키 드로즈 아라마키는 
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에서 활동하는 르뽀 기자 겸 감독으로 걸프지역, 레바논, 예멘, 이라크 지역의 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실뱅 르쁘디는 르뽀 기자 겸 촬영감독이다.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금지한 아프간 탈레반을 다룬 <폴리오바이러스 전쟁>(2014년)으로 르뽀 작가상인 

알베르 론드르상을 받았다. 세바스티앙 세가는 감독, 시나리오 작가, 편집감독이다.
Miyuki Droz Aramaki is a field reporter and a director who mainly covers Central Asia and Middle East. She made a documentary 
about the disputes in the Persian Gulf, Lebanon, Yemen, and Iraq. Sylvain Lepetit is a field reporter and a cinematographer. Lepetit 
received Albert Londres Prize, the highest French journalism award with <La Guerre de la Polio> (2014), a reportage about Taliban 
who banned polio vaccinations in Afghanistan. Sébastien Séga is a director, writer and editor.

땅의 희망 땅의 희망



공존의 권리
Rights to Coexist

인간은 하루를 지탱하기 위해 얼마나 먹을까?
우리가 먹는 고기 한 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왔을까?

공장식 사육과 무분별한 육식
그 속에 동물복지와 공존의 의미는 무색해진다

기후변화와 육식의 문제를 통해
우리의 식생활을 되돌아보는 섹션

How much does a person eat to go through a day?
Which process does a piece of meat go through to end up on our table?

Factory farming and senseless meat consumption.
In there, animal welfare or coexistence doesn't have a say.

By looking at climate change and the problem of meat production,
we get to reconsider our eating hab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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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al Agriculture and Climate Change. 
Animal agriculture requires enormous amount 
of grains and water to keep in the current form. 
And it is emitting far more greenhouse gases 
than the whole transportation industry. People 
are campaigning for water conservation and 
switchover to electric vehicles. But no one really 
challenges the problems of animal agriculture. 
We don't get to hear how much water is used 
or how much greenhouse gas is emitted. But 
why? Animal agriculture being the leading 
cause of environmental degradation, why are 
the environmental organizations so silent? This 
documentary digs it up.
<Kyoung-chul Kim>

감독 소개 Director

마르크 피어셀.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다큐멘터리 감독. 채식주의자면서 육식 문화 및 육식 농장 시스템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완전 채식에 대한 다큐멘터리 <Live and Let Live>(2013)와 <고기의 종말 The End of Meat>(2017)을 발표하였으며 

<낙원 Buten Land>(2019)는 그의 최근작이다.
Marc Pierschel, German sociologist, documentary director, and vegan. He takes a critical view on the carnivore culture and the 
livestock system. Based on this perspective, he presented <Live and Let Live> (2013), a documentary about veganism, and <The 
End of Meat> (2017). <Butenland> is his latest work.

Marc Pierschel's <Butenland> shares the same 
philosophy with his last work <the End of 
Meat>. When Jan Gerdes inherited his father's 
farm, he ditched the old dairy farming ways 
and converted the farm to a cow sanctuary 
together with Karin. In this place, 'animals' are 
not 'livestock' any more and they are allowed to
graze on grass and feel  the sunshine. 
Enlightened by this 'paradise', the director 
visits the farm owner, the neighbors, artists, 
and activists over 2 years to talk about the 
values of life and coexistence of humans and 
animals. In the meantime, something so 
alien from this utopian farm is happening in 
some other place. A Super Cow Competition 
is held with genome-edited cows. Ever since 
separating 'livestock' from 'animals', the system 
and industry have developed accordingly. 
The director reveals the present state of the 
industry alongside the paradise, showing two 
very different aspects of the same age. 
<Jiwook Jang>

축산업과 기후변화. 현재의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곡물과 물이 필요하다. 
축산업을 통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역시 전체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보다 많다. 물 절약 
캠페인이 벌어지고, 자동차산업은 전기자동차로 
전환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축산업의 문제는 잘 
거론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물을 사용하는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왜일까?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의 큰 
요인이라는 축산업. 관련 단체들은 왜 침묵하고 
있을까? 이 다큐멘터리는 그 속살을 파헤쳐 본다.
<김경철>

마르크 피어셸 / 2020 / 독일 / 82' / 전체관람가 / HD
Marc Pierschel / 2020 / Germany / 82' / All / HD

킵 안데르센 / 2014 / 미국 / 90’ / 12세 이상 / HD
KIP ANDERSEN / 2014 / USA / 90’ / 12 / HD

마르크 피어셀 감독의 <낙원>은 전작 <고기의 
종말>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작품이다. 아버지의 
농장을 물려받은 얀 게르데스는 기존의 낙농업 
방식을 버리고 카렌과 함께 소들을 위한 새로운 
농장을 만든다. 그곳은 방목과 햇볕이 허락되고 
‘가축’이 아닌 ‘동물’을 위한 장소이다. 이곳에서의 
2년 동안 감독은 목장 주인을 비롯해 이웃과 예술가, 
활동가 등을 찾아가 ‘낙원’에서 깨달은 인간과 동물, 
삶과 공존에 대한 가치에 대해 질문한다. 한편, 
유토피아적인 목장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다른 
어느 곳에서는 게놈 진보를 통해 만들어진 슈퍼 
소 경연대회가 열린다. 종을 ‘동물’과 ‘가축’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확산되어 온 제도와 산업의 
현주소를 낙원과 함께 담아냄으로써 감독은 혼재하는 
동시대의 단면을 기록한다. <장지욱>

Cowspiracy
카우스피라시

Butenland
낙원

공존의 권리 공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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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aren't we allowed to be happy

How is livestock raised and how is the meat 
produced that ends up on our table? You may 
have wondered about it. This is a documentary 
about the harms of factory farming designed for 
mass production and the welfare of farm animals.
If you get to learn about the horrendous status of 
the farms, you may want to stay away from eating 
meat. But there are also healthy farms. How 
do they make healthy environment? At least a 
minimal level of animal welfare should be assured
while they are being reared. If we could pay just a 
little more, we can ensure their minimum welfare 
and also get healthy food. When they are healthy, 
we can be healthy. That is the conclusion of this 
documentary.<Kyoung-chul Kim>

감독 소개 Director

영국 런던 태생인 오토 브록웨이와 루도 브록웨이는 형제로 이 영화를 공동 연출했으며 대본, 촬영, 편집을 나누어 맡았다. 4년간 세계를 돌며 
촬영된 이 영화는 오토 브록웨이 감독이 영화의 안내자로 출연하여 진행된다. 두 형제는 2012년 BROXSTAR PRODUCTIONS LTD을 시작으로 현재 
다큐멘터리 제작사 EATING FOR TOMORROW LTD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의 식생활, 멸종을 부르다>는 아카데미 영화제와 에미상 등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공동 제작으로 참여한 케이트 윈즐릿 경은 이 영화의 해설을 맡고 있는데, 한국 상영본에서는 배우 임수정이 이 역할을 맡았다.
Otto Brockway and Ludovic Brockway are brothers from London, England. They co-directed this film and shared 
screenwriting, filming and editing between them. It was filmed along the 4-year-long journey around the globe and the 
guide in the movie is none other than director Otto Brockway. These two brothers started the Broxstar Productions Ltd. 
in 2012 and they are now working for a documentary production company, Eating for Tomorrow Ltd. <Eating Our Way 
to Extinction> has received an Academy award and the Emmys. The movie is narrated by Kate Winslet who is also an 
executive producer. In the Korean version, actress SoojungIm is the narrator.

For the last 50 years, the amount of climate-
related disasters have quadrupled compared to 
the preceding 100 years. Who is accountable for 
global warming and environmental disasters and 
what is causing them? The film says our eating 
habits are the cause. And it reveals that profit-
hungry companies are inciting meat-centric diets 
and the government policies are instigating them. 
Animal Agriculture is posing the gravest threat to 
human beings today. Wild forests are destroyed 
for mass production of animals and farms are 
spraying pesticides and polluting waters to 
produce animal feeds. Antibiotics in livestock are 
consumed by humans when eating meat, which 
then raise antibiotic tolerance and make humans
vulnerable to viruses. We can choose to change all 
this by adopting more plant-based diets. Watching 
this f ilm will give you enough motivation to 
become a vegetarian. <Heejin Kim>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어떻게 키워지고 생산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를까?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봤을 주제이다. 
대량생산을 위한 공장식 축산이 가져다 주는 폐해와 
가축동물들의 복지를 들여다 본 다큐이다. 충격적인 사육 
환경을 접한다면 이제 육식을 멀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건강한 사육환경도 존재한다. 건강한 환경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 사육되는 동안만이라도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동물복지. 우리가 좀 더 비용을 지불한다면 최소한
의 동물복지를 지키면서 건강한 먹거리를 얻을수 있다. 
가축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하다. 이다큐의 결론이다. 
<김경철>

오토 브록웨이, 루도 브록웨이 / 2021 / 영국 / 81’ / 12세 이상 / HD
Otto Brockway, Ludo Brockway / 2021 / United Kingdom / 81’ / 12 / HD

이정수(책임 프로듀서) / 2021 / 한국 / 50’ / 전체관람가 / HD
Jeongsu Lee(Chief Producer) / 2021 / Korea / 50’ / All / HD

기상 관련 재난이 지난 50년간 앞선 100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 재난의 책임은 누구에게,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영화는 그 원인 제공처를 우리의 
식습관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육식 중심의 식생활을 
조장하는 기업들의 이윤 추구와 정부 정책이 이를 부추기고 
있음을 고발한다. 축산업은 오늘날 가장 심각한 위협을 
인류에게 가하고 있다. 대량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위해 
원시림은 파괴되고, 가축을 먹이기 위한 농수산업은 살충제 
살포로 물을 오염시키고, 가축에게 투여한 항생제는 인간이 
동물을 섭취하는 동한 항생제 내성을 길러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만든다. 이를 바꾸기 위한 선택은 우리의 식습관을 
채식 위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영화를 관람하는 
것만으로도 채식을 실천하는 동기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김희진>

우린 왜 행복하면 안되지
Eating Our Way to Extinction
우리의 식생활, 멸종을 부르다

공존의 권리 공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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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Sweet Piece of Bloody Meat

Roughly 1.5 billion cows are being raised on the 
planet. Cows require many acres of pasture and 
a lot of water. However, to meet the demand 
for livestock products, cows now have to feed 
on grains in a mass production environment.
Enormous amount of grains must be produced 
to feed the cows and accordingly, farmlands 
keep on growing. That's why the forests are 
burning. By turning the forests into farmlands, 
we increase carbon emission and decrease 
carbon sinks. How long can we maintain 
our current carnivorous diets? Unless we 
change out eating habits, the planet won't be 
sustainable any longer. That sweet piece of 
bloody meat is threatening global environment 
and aggravating climate change.
<Kyoung-chul Kim>

You would imagine cows happily graze in 
the field. But they are now raised in factory 
farms eating grains. How did it happen? This 
documentary looks into the idea of marbling. 
Who is forcing us to think marbling makes 
good meat and why do the customers believe 
it? Marbling is an outcome of factory farming. 
Is it then a healthy way of rearing animals? 
And does it really produce good meat? Ever 
since the American beef grading system is 
introduced, marbling has become a single 
criterion that decides beef quality. Let's see 
how Korea can do differently. For healthy Earth 
and healthy us. <Kyoung-chul Kim>

전세계에서 사육되는 소는 약 15억 마리.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목초지가 필요하다. 많은 물도 필요하다. 
그러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곡물 사료를 먹이는 
대량사육을 선택할수 밖에 없다. 소를 먹이기 위해 막대한 
곡물사료 생산이 불가피하고 경작지 역시 늘어나게 된다.
숲이 불타는 이유이다, 숲이 경작지로 바뀌면서 탄소 
배출량은 증가하고 탄소흡수원은 그만큼 줄어든다. 언제까지
우리는 현재의 육식을 유지할수 있을까? 현재의 식습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더이상 지속가능한 지구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고기 한 점의 달콤함이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기후변화를 악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김경철>

유룡 / 2013 / 한국 / 52’ / 전체관람가 / HD
Ryong Yu / 2013 / Korea / 52’ / All / HD

이정수(책임프로듀서) / 2019 / 한국 / 49’ / 전체관람가 / HD
Jeongsu Lee(Chief Producer) / 2019 / Korea / 49’ / All / HD

소를 생각하면 초원을 누비며 생활하는 모습을 그리게 된다. 
그러나 이제는 곡물을 먹으며 사육장에서 키워지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 다큐는 맛있고 좋은 고기는 마블링에 달
려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문제를 들여다 본다. 누가 마블링의 음모를 전파하는 것일까? 
공장식 사육의 결과물인 마블링. 과연 건강한 사육방식이고 
좋은 고 기라 할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미국의 
소고기 등급제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마 블링이 소고기 
품질의 유일한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등급제가 외국의 등급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본다. 
건강한 지구와 우리를 위해...<김경철>

Revolution of Carnivorism: Marbling Conspiracy
달콤살벌한 고기 한 점육식의 반란 - 마블링의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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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내일을 위한 실천
친환경 야외 전시회

INTRO

그린라이프쇼는

전 세계의 문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그리고 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축제형 친환경 
야외 전시회입니다. 

매년 부산을 넘어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역의 기업들이 그린라이프쇼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내일을 위한 실천운동에 기여하는 
그린라이프쇼가 되겠습니다

Green Life S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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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시민참여형 환경프로그램이 
함께하는 전시회

Green Life Show

그린라이프쇼는
2017년 처음으로 개최되어 친환경 산업 및 참가사와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2 0 2 0 년  C OV I D - 1 9 의   악 영 향  속 에 서 도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의 개최, 2021년 온라인 
전시관 운영 등 최신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친환경메이커들을 활성화를 위한 전시존과 
함께 다채로운 시민체험형 부대행사를 통해 
지구사랑실천운동이 친환경 메이커들과 함께 
하도록 기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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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OUTLINE

환경에 관심 있는 참관객이
직접 찾아오는 전시회

매년 8월,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을 대거 방문합니다.

환경에 관심 있는 참관객들의 니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린라이프쇼는 
시장 점유율 선도를 위한  필수 참가 전시회입니다.

2022 그린라이프쇼

지구의 내일을 위한 실천

2022년 8월 12일(금) ∼ 15일(월) / 4일간

영화의전당 야외광장 

                          (사)자연의권리찾기

전시회, 하나뿐인  지구 영상제, 토크쇼, 체험프로그램

친환경 패션, 생필품, 리빙용품, 업사이클링 제품, 친환경 화장품, 

유기농산물, 슬로우푸드

행사명

주제

기간

장소

주최·주관

후원

프로그램

아이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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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태프 ORGANIZATION / STAFF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장제국 동서대학교 총장

고문	
최재철 국제박람회기구 의장

후원회
후원회장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

공동 부조직위원장
진재운  KNN 대기자
김치용  동의대학교 스토리텔링학과 교수
이봉순  ㈜리컨벤션 대표

영화집행위원회
영화집행위원장 
진재운 KNN대기자

프로그램위원회
김경철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프로그래머
박지연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프로그래머
강정룡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비프실장
민은주 부산환경연합 사무처장
박중록 습지와새들의 친구 집행위원장
오희성 롯데시네마 상무
최윤형 커뮤니케이션 시선 대표
홍장근 영화의전당 차장

홍보위원회
강소라 KNN기자
김혜경 CBS 기자
박지현 국제신문기자
윤파란 MBC 기자
이자영 부산일보 기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김치용 동의대학교 스토리텔링학과 교수

대외협력, 국제네트워크 위원회
허지원 스노우볼 핀테크 이사
김병찬 사라토가 이사
김성수 무성종합토건 부사장
나일선 포스트핀 대표
박보영 법무법인 성헌
백석현 스노우볼핀테크 대표
윤지영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준명 삼성여객 주식회사 대표
임학수 KIOST 해양재난재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교육, 홍보 위원회
김태균 ESS대표
류제성 법무법인 진심 변호사
조정호 연합뉴스 부장
박세익 부산일보 부장
박수현 국제신문 국장
김상진 부산불교방송 부장
이성진 미화합동 대표
조숙희 경남정보대학교 교수
김종희 문화공간빈빈 대표

기획위원회
기획위원장 
이봉순 ㈜리컨벤션 대표

기획위원
이동흡 부산시 파크시티추진단장
박수현 국제신문 국장
서승우 영화의전당 본부장
이경섭 부산영상위원회 대외사업TF팀장
김은정 원커뮤니케이션 대표
도경백 베러먼데이 대표
김기영 비 배럴 대표
김정주 가치예술협동조합 대표
권용석 캠클 대표
박상화 푸드트래블 대표
권오준 디엠스튜디오 대표
임수정 (주)강림오가닉 이사
            과테말라 명예영사보좌관

기술팀 : 진미디어
이진희 진미디어 대표
박찬진 진미디어 실장
박종효 진미디어 팀장
양희찬 진미디어 팀장
최수훈 진미디어 팀장
김종헌 진미디어 매니저
문희상 진미디어 매니저
배선희 진미디어 매니저
손정예 진미디어 매니저
오예리 진미디어 매니저

(사)자연의권리찾기 사무국
사무총장
이병도

오동원 (사)자연의권리찾기 사무국장
김현주 (사)자연의권리찾기 사무과장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사무국
최유선 총괄팀장
김휘연 프로그램팀장
이재승 운영팀장
정민영 매니저
김세현 운영팀
박채연 홍보팀
조예나 초청팀
서영준 디자인팀장

그린라이프쇼 사무국
남현수 팀장
우리화 매니저
신동민 매니저
정민주 초청팀
서혜민 홍보팀
하승연 홍보팀

ESG 국제컨퍼런스 사무국
이지은 매니저
송향옥 초청팀
안예지 홍보팀
강성민 홍보팀
제다희 디자인팀

시민 서포터즈팀 
오동원 팀장
김현주  매니저
류효정  매니저
김지수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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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주신 분들/관객 리뷰단 서포터즈ACKNOWLEDGMENT / AUDIENCE REVIEWER SUPPORTERS

프로그램 노트
김정화  부산대 사학과 
김채희 부산대 영화연구소
김필남 영화평론가
김희진 영화감독, 보기드문연구소 대표
장지욱  부산영화평론가협회
전은정 영화평론가

도움 주신 분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이미경 서울국제환경영화제 대표
강수정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사무국장
김경연 부산국제단편영화제 사무국장
Mary O'neil IFWCI 회장
Sophie Kang GBWA 회장

번역 
류정이	

글로벌 모니터링단
김현숙  양정숙  정희자  김남수  김려원
김보민  노정당  배예빈  손영란  안성진
이주영  정한별  최희화
Sophie Kang
Mary O’Neill
Anastasia Kornyukhina
Rachel Knott 

자원활동가
고희영  김보경  김아연  김유진  김주경  김진아
김태랑  남현지  류령화  박성민  박소영  선지윤
송소윤  신세윤  양다현  여채연  오성아  유가현
유혜진  이창준  임동혁  최세윤  최연주  하연수

서포터즈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강민경
강성찬
고현정
고희영
곽민서
권주애
권희은
김나현
김다은
김리우
김민경
김민교

김세은
김수연
김수현
김아연
김지율
김지은
김지은
김진아
김태랑
김하림
김현아
김현영

김혜선
나현희
남현지
문소연
문수인
박민경
박민지
박민지
박수빈
박준상
박현서
서민정

손민지
송유나
신민경
신세윤
신지혜
안건우
오성아
오송연
유가은
유다영
유송민
유혜진

윤서진
이도경
이승주
이주영
이주현
이채민
이현진
임서희
임성아
임채규
전나림
전하린

정소연
정유주
정준안
정진희
조현아
최민선
최송이
최연주
홍민우
황효원

강나윤
강예찬
강은영
강정원
고부경
구인경
김강희
김경영
김나경
김다빈
김수림
김신정

그린라이프쇼
김재민
김정수
김지언
김지율
김지은
김희정
남승민
노우석
류애림
문건우
문소연
박경민

박소정
박수빈
박해인
박홍일
방지현
배유진
송찬희
신윤주
안예림
안은진
오승빈
윤예원

윤현수
이승윤
이승진
이연주
이지은
이현지
인유진
임소연
장수빈
장은영
장해진
전혜은

정소연
제서연
조금채
조영주
조예진
조하민
진실
차진
채영서
최민
최지원
최혜경

홍빛나
황예린
황지영

ESG 국제 컨퍼런스 2022

Maganga Ndjiembi Grace Maire Christhen
Segura Bilekera Vicente
Yousefi Riz Houra

강민정
강지원
강호준
곽유진
곽한승
구지현
국수호
권유진
금동엽
김건민
김나영
김민서
김민재
김민재
김민지
김보경
김서영
김선해
김세영
김소윤
김수정
김유경
김유진

조혁진
지수연
진예원
진혜림
차유진
차예지
최민영
최수연
최수정
최용빈
최훈
한다인
한성대
한여진
홍민우
홍서진
황수연
황수진
황은진

김은수
김정빈
김정환
김지욱
김지윤
김지훈
김진주
김채현
김하은
김현선
김희원
김희진
나윤재
남건희
노민주
노성민
노유진
노채윤
류애림
민은혜
박건우
박소희
박수빈

박수현
박아린
박정화
박지민
박지유
박현서
배하영
백윤아
서은지
서재원
서지희
성서현
송소영
송원빈
송주희
송지수
승태연
신민교
신서영
신현아
심규민
심송연
안채원

양훈정
오다해
오소예
오효비
유다영
유수민
윤새얀
윤재현
윤찬혁
응옌티타오
이나정
이도림
이민영
이서미
이설하
이소망
이안나
이은서
이자윤
이재서
이재현
이정원
이주연

이지윤
이지은
이혜빈
이호균
임동환
임상윤
임소연
임연수
임유진
장예경
장유진
장지우
전수인
전혜원
정다현
정다희
정민서
정소진
정유희
정현영
조민희
조서영
조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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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색인 INDEX OF DIR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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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5
								

40
								

44
								

40
								

57

김명윤
KIM Myoung-yoon

구민정 
Koo Min-jung

구상모 
Koo Sang-mo

신동만 
Shin Dong-man

유룡 
Yu Ryong

이정수
Lee Jeong-su

장강복 
Chang Gang-bok

조준묵 
Cho Jun-muk

진재운 
Jin Jae-un

허태정 
Heo Tae-jeong

Anne BOGART
앤 보거트

Arnaud Robert
아르노 로베르

Corentin Thermes
코랑탱 테르므

Cyril DION
시릴 디옹

Florian Revol
플로리앙 르볼

François-Xavier DROUET
프랑수아 자비에 드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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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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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56
								

66
								

75
								

39
								

80
								

72
								

65
								

43
								

45

Holly MORRIS
홀리 모리스

Irja von Bernstorff
이랴 폰 베른스토르프

Jennifer ABBOTT
제니퍼 애보트

Lars Henrik Ostenfeld
라스 헨릭 오스텐펠트

Laurent Lutaud
로랑 뤼토

Ludo Brockway
루도 브록웨이

Marc Pierschel
마르크 피어셸

Marie-Monique Robin
마리 모니크 로뱅

Marja Pyykkö
마르야 피쾨

Miyuki Droz
미유키 드로즈

Nathan HAVEY
네이선 하비

Otto Brockway
오토 브록웨이

PeÅ Holmquist
페아 홀름퀴스트

Pernille Rose GRØNKJÆR
페르닐레 로세 그뢴크제르

Rahul JAIN
라울 자인

Raj PATEL
라즈 파텔

59
								

42
								

75
								

72
								

75
								

45
								

Rugile Barzdziukaite
루가일 바즈드지우카이테

Rune Denstad LANGLO
류네 덴스타 렝그로우

Sébastien Séga
세바스티앙 세가

Suzanne Khardalian
수잔 카달리안

Sylvain Lepetit
실뱅 르쁘띠 

Zak PIPER
잭 파이퍼

작품 색인 INDEX OF FILMS

개미와é 베짱이é The Ants and the Grasshopper
나이트é 포레스트é Night Forest
낙원é Butenland
노르웨이é 기후재판é Norwegian Headache
달콤살벌한é 고기é 한점é That Sweet Piece of Bloody Meat
대지에é 입맞춤을é Kiss the Ground
모든é 것의é 모든é 것é Theé Magnitudeé ofé Allé Things
미래의é 소녀들é Girlsé foré Future
바다수호자é Guardiansé ofé theé Sea
보이지é 않는é 위협é Invisibleé Demons
보통의é 용기é Just a Little Courage
"북극의é 눈물é -é 얼음é 없는é 북극"é Tears in the Arctic: Iceless Arctic
북극의é 눈물é -é 얼음왕국의é 마지막é 사냥꾼"é Tears in the Arctic: The Last Hunter of the Frozen Kingdom
불타는é 물의é 천국é 판타날é Pantanal: A Wetland Paradise on Fire
붉은지구é 엔드게임 1.5é Red Planet: End Game 1.5℃
붉은지구-기후혁명é Red Planet: Climate Revolution
산성숲é Acidé Forest
살충제,é 살인면허é Insecticides,é Aé Licenceé Toé Kill
소똥é Bullshit
숲의é 시간é Theé Timeé ofé Forests
숲의é 요정é 시히야é Sihja,é Theé Rebelé Fairy
애니멀é Animal
오시카무라에é 부는é 바람é Oshika-Windsé ofé Change
우리의é 식생활,é 멸종을é 부르다é Eatingé Ouré Wayé toé Extinction
우린é 왜é 행복하면é 안되지?é Why aren't we allowed to be happy
위대한é 화장실é 전쟁é Theé Greaté Toileté Battle
"육식의é 반란é 마블링의 음모"é Revolution of Carnivorism: Marbling Conspiracy
인투é 디é 아이스é Intoé theé Ice
"자연의é 철학자들-é 새처럼é 살고é 싶어라"é Nature Philosophers: Live like a bird
제로를é 넘어서é Beyondé Zero
지구를é 구하는é 방법é Solutions
체르노빌의é 할머니들é Theé Babushkasé ofé Chernobyl
카우스피라시é Cowspiracy
팬데믹é 공장é Makingé Pandemics
새벽의é 약속,é 기후위기속é 포도나무é Promisesé até dawn,é Winegrowersé facingé theé frost
풍요로운é 시대의é 종말é -뜨거운é 지구,é 불붙는é 식량전쟁"é Our Burning Planet and the War over Food
플라스틱é 대한민국é 불타는é 쓰레기é 산é Plastic Korea: Waste Mountains in Flames
해파리의é 침공é Jellyfish Invasion
지구é 놀라운é 하루é Earthé :é Oneé Amazingé Day

45
69
78
42
83
73
32
38
60
43
51
50
49
34
46
47
59
75
72
58
66
44
54
80
81
55
82
41
68
39
65
64
79
56
40
74
57
4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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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본 제공처 CONTACTS

개미와 베짱이
Kartemquin	Films

나이트 포레스트
Kurhaus	production

낙원
M2R	Films

노르웨이 기후재판
RISE	AND	SHINE	WORLD	SALES	UG

달콤살벌한 고기 한 점
KBS

대지에 입맞춤을
kiss	the	ground	movie

모든 것의 모든 것
The	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미래의 소녀들
Irja	von	Bernstorff

바다수호자
Andana	Films

보이지 않는 위협
Mk2	Films

보통의 용기
(주)드림팩트엔터테인먼트

"북극의 눈물- 얼음 없는 북극꾼"
MBC

"북극의 눈물- 얼음왕국의 마지막 사냥꾼"
MBC

불타는 물의 천국 판타날
KBS

붉은지구 -엔드게임 1.5
KBS

붉은지구-기후혁명
KBS

체르노빌의 할머니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카우스피라시
A.U.M.Films	First	Spark	Media

펜데믹 공장
M2R	Films

새벽의 약속, 기후위기속 포도나무
Association	La	Calligramme

"풍요로운 시대의 종말-뜨거운 지구, 불붙는 식량전쟁"
전주MBC

플라스틱 대한민국 불타는 쓰레기 산
KBS

해파리의 침공
KNN

산성숲
RAMONDA	INK	SAS

살충제, 살인면허
Andana	Films

소똥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숲의 시간
Andana	Films

숲의 요정 시히야
(사)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애니멀
Orange	Studio

오시카무라에 부는 바람
김명윤	감독

우리의 식생활, 멸종을 부르다
쟈스민	심	(한국배급담당)

우린 왜 행복하면 안되지?
KBS

위대한 화장실 전쟁
Andana	Films

"육식의 반란-마블링의 음모"
전주	MBC

인투 디 아이스
RISE	AND	SHINE	WORLD	SALES	UG

"자연의 철학자들- 새처럼 살고 싶어라"
KBS

제로를 넘어서
Come	Clean	Film

지구- 놀라운 하루
리틀빅	픽처스	BBC	Studios

지구를 구하는 방법
Pernille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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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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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연의권리찾기
GLOBAL NETWORKS FOR BLUE PLANET

“ 지구를�위한�아름다운�동행 ”에  감사합니다.

* 기후변화로�가장�위기를�갖는�상징적인�동물들�이름으로�스폰서와�협력�명칭을�정하였습니다.

�������

������

��������

��
�	�

�����

하나뿐인 지구영상제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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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환경을 위한 아름다운 실천 ”
본 인쇄물은 친환경 재활용 용지로 만들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