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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국제영화제는 영화의 형식에 도전하고 비관습적인
내러티브를 시도하는 혁신적인 영화를 소개해왔다. 그
전통을 이어받은 ‘영화보다 낯선+’ 프로그램은 올해도
동시대 감독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극장 스크린에서 비극장
공간으로 옮겨 물리적, 형식적 변화를 준 전시를 지속한다.
이번 전시는 기록 매체의 대중화 이후 넘쳐나는
이미지 속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려한
작가들에게 주목했다. 보여줄 수 있지만 보여주기를
선택하지 않고, 선정적이고 적나란 이미지의 충격없이
부재로 말하는 작품들. 이러한 이미지는 자주 사소한
일상의 순간들로 구성되고 묘사되기에 간혹 SNS 동영상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예술(Art)은 그 어원
‘기술(Art)’에서 처럼 과거에는 기기를 보유하고 기술을
연마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영역이었다. 기술이 발달하고,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누구든 창작이 가능한 현재,
그렇다면 예술은 어떻게 구분되고 표현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이번 전시를 통해 찾아보고자 한다.
이 곳에서 소개되는 6편의 작업은 명확하게 보이는,
혹은 보여지는 이미지가 아닌 (어제 일수도 있고, 몇년 전일
수도 있는) 과거의 이미지와 이러한 이미지가 제시하는
부재의 흔적을 묘사한 작품들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혼란스러운 현재에
집중하는 현대인에게 제대로 기억되지 않은 순간들,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야 하는 부재를 표현하고, 동시에
이미지와 삶을 대하는 예술가의 태도를 드러낸다. 주변의
이미지로 중심에 도달하고자 하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보이게 하는, 보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 보이지 않는 것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이들의 태도 또한 작품의 중요한
요소이다.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as introduced
innovative films that challenge the format of films as a
image language and and attempt unconventional narratives. Expanded Plus, which inherits that tradition,
continues to exhibit this year with physical and
formal changes by moving experimental works of
contemporary directors from theater screens to nontheatrical spaces.
This year’s exhibition focused on artists who tried
to express the invisible in the overflowing images from
the popularization of the recording medium. These are
works that can be shown but chooses not to be shown,
works without the shock of sensational and explicit
images, and works that communicates with its absence.
Since these images are often composed and depicted as
trivial everyday moments, the question of what is different from SNS videos is sometimes asked. In the past,
art was limited to people who possessed equipment and
mastered the skill, as in its etymology art. With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creased access to
devices, now art is able to created by anyone. This
exhibition seeks to find answers to the question of how
art is classified and expressed.
The 6 works of Expanded Plus are not clearly
visible or shown images, but past images (which may
or may not be yesterday or years ago) and traces of
absence presented by these images. They display moments that are not properly remembered by modern
people, who are focusing on the constantly changed
present where many events occur. They express the
absence that need constant reminders, and reveal the
artist’s attitude toward images and life. Their attitudes
of reaching the center with the surrounding image,
making the familiar look unfamiliar, and allowing
the viewer to reach the invisible are also important
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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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블레이크 윌리엄스,

BLAKE WILLIAMS,

캐나다

CANADA

작가노트
이번 작품은 펙트럼 미디어 고고학의 형식으로 다양한
무빙 이미지 미디어, 포맷, 기술의 시작과 내용, 소멸과
관련한 사상적 판타지를 전개합니다. 작업에 사용하는 툴에
경험과 창작 욕구를 투영함으로써 영화의 산업적 발전과
감춰진 유토피아적 충동 사이에 존재하는 시학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관객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시놉시스
‹2008›은 더욱 얇고 선명한 HD TV가 등장하면서 2008년
말 생산이 중단된 TV 브라운관 기술에 보내는 찬사이다.
후기 브라운관 모델 위에 화려한 벚꽃과 한 색감의 향연이
펼쳐지고, 개인 사진첩에서 고른 사진이 등장한다. 새로운
기술이 구식이 되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 더욱
명백하게 보여준다.

‹2008›은 비대중적인 3D 카메라로 영화형식에 대한 탐색을
지속해 온 블레이크 윌리엄스의 신작이다. 흔하지 않은
포맷으로 작업을 하지만 그가 보여주는 대상은 TV를
재촬영해 보여주는 실험적인 이미지에만 그치지 않고 바다,
나무, 꽃 등 일상적인 것과 교차된다. 현재 속에서 마주하는
과거의 흔적과 시간의 흐름을 인상주의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한 이 작품은 영화제 기간 영화관에서는 3D 로 상영을
하며, 전시장에서는 관객들에게 공간적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영화관과는 차별된 방식으로 전시된다.

DIRECTOR’S STATEMENT
My work is a form of spectral media archaeology,
staging imaginary fantasies about the births, lives, and
deaths of various moving image media, formats, and
technologies. By inserting my own creative impulses
and personal history into the life of the tools that I’m
working with, I strive to locate a poetics that exists
between cinema’s industrial evolution and its buried
utopian drives to reveal the unseen and to protect its
spectator.

SYNOPSIS
2008 is a eulogy for the cathode ray tube, a television
monitor technology that ceased being manufactured by
the end of the year 2008, replaced as it was by newer,
slimmer, sleeker HD TVs. Here, on a selection of late
CRT models, a collection of images depicting the new
season’s cherry blossoms, radiant colour fields, and
select moments from my personal photo album take
turns decorating the screens. On the brink of a technology’s obsolescence, we can more clearly see what we
are losing.

2008 is a new film by Blake WILLIAMS, an explorer
of aesthetic potentials of 3D cameras. He works with
tools that are not widely used. However, from the rare
format, he shows experimental images including
re-photographed off the TV screens as well as ordinary
objects such as the sea, trees, and flowers. This piece of
work features the flow of time, through the intersection
between the reminiscence from the past and present and
encounter with the past. This film will be screened in
3D at theaters during the extended screenings of the
festival. For a spatial experience, a different format of
screening will be adopted at the ex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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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미국 휴스턴에서 태어난
블레이크 윌리엄스는 2014년
‹레드 카프리치오 Red Capriccio›를
시작으로 ‹썸씽 호리존틀 Something
Horizontal›(2015), 그리고 2017년에는

집으로 가는 길에

WALKED THE
WAY HOME

에릭 보들레르,

ERIC BAUDELAIRE,

프랑스

FRANCE

Born in 1985, Houston, USA. His
previous films include Red Capriccio (2014), Something Horizontal
(2015), and his debut 3D feature,
Prototype (2017).

그의 첫 3D 극영화인 ‹프로토타입
Prototype›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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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트
1980년대 군인들이 파리의 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비질 해적 작전 Operation Pirate Vigil의 일환으로
이들은 테러 공격이 발생한 직후에 나타나 몇 달 동안
있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리고 다음 공격이 발생하면
다시 나타났다. 2015년 대규모의 군인들이 등장했다가
한동안 머물렀고,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 있다.
스튜디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폰으로 촬영한
짧은 영상을 편집해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다. 로마로
이사한 뒤에도 나는 거리에서 군인들을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앨빈 커랜을 만났다. 그의 노래 ‹집으로 가는 길

DIRECTOR’S STATEMENT
In the 1980s soldiers started appearing on the streets of
Paris. They were part of “Operation Pirate Vigil” which
usually lasted a few months after a terrorist attack occurred, then the soldiers disappeared until the next
attack. In 2015, they appeared in great numbers and
stayed a while. They are still around, four years later.
This film is composed of short videos shot with my
iPhone on my way home from the studio, and posted on
Instagram. When I moved to Rome, I found soldiers in
the streets as well, and I met Alvin Curran. His song
Walked the Way Home inspired me to edit these Instagram shots together into a film titled after Alvin’s song.

Walked the Way Home›에서 영감을 받아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영상들을 편집했고, 노래 제목을 붙였다.

시놉시스
1980년대와 90년대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다른 도시의
공공장소에 군인들이 등장했다. 이는 비질 해적 작전의
일부로 테러 공격이 발생하면 몇 달 동안 군인들이
이 작품은 개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정치적
요소와 그 영향을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2015년
파리테러 이후 도시 곳곳에 나타나 사라지지 않는
군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이 작업은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어졌다. 모바일이라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기록 방법으로 무장군인의 출현이라는 정치적
요소가 어떻게 도시의 공기를 바꾸는지 느끼게해준다.
제목 ‹집으로 가는 길에 Walked the way home›는 작가의
작업실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찍은 영상이라는 의미
뿐만 아니라, 미국 음악가 알빈 쿠란 (Alvin Curran)이
작곡한 동명의 곡에 영감을 받아 지었다. 이 작업은
슬로모션으로 편집되었는데 이 간단한 효과가 알빈 쿠란의

This video work is about political factors and their
impact on people’s daily lives. In 2015, soldiers appeared and stayed in the urban space of various European cities as a result of terrorist attacks.
The director started to film them in Paris and kept
filming when he moved to Rome, Italy. He shows how
a political factor from military presence changed the air
of the city with his mobile phone, an ordinary recorder
that everyone can use. The film’s title, Walked the Way
Home means his observation on his way home from the
studio, which is inspired by Alvin CURRAN’s song.
The film employs slow motion which maximizes the
character of video media with the soundtrack of Alvin
CURRAN. It gives an indirect answer how art is distinguished from full of video works of social media.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다. 그리고 다음 공격이 발생하면
다시 나타나는 식이다. 그러다 2015년에 많은 군인들이
나타났는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은 여전히 도시에
있다. 이 영화는 내가 파리에 있을 때 스튜디오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찍은 짧은 영상들을 모은 것이다. 로마로
거처를 옮기고도 스튜디오와 집을 오갈 때 습관처럼 영상을
촬영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1960년대부터 로마에 살고
있던 미국인 음악가 앨빈 커랜을 만났다. 1973년에 나온
그의 노래 ‘집으로 가는 길’에서 영감을 받아 영상을 편집해

SYNOPSIS
In the 1980s and 1990s, soldiers started appearing on
the streets of Paris and other French cities, in public
spaces, at regular intervals. It was part of “Operation
Pirate Vigil” and it usually lasted a few months after a
terrorist attack occurred, then the soldiers disappeared
until the next attack. In 2015, they appeared in great
numbers (“Operation Reinforced Pirate Vigil”) and
stayed a while. They are still around, three years on.
These are short videos that I shot on my way home
from the studio in Paris. I kept the habit of ﬁlming
around my studio and my home when I moved to
Rome. Then I met Alvin Curran, an American musician who has been living in Rome since the 1960s. His
1973 song Walked the Way Home inspired me to edit
these images into a little ﬁlm, titled after Alvin’s song.

영화로 만들고 노래 제목을 붙였다.

음악과 만나 비디오 매체의 특성을 극대화한 결과물로
변환되었고,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예술은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대한 답을 우회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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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의 형체
† 꿈 속의 금속 그림자

1973년 태어난 에릭 보들레르는
파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이자
감독이다. 정치학을 공부한 뒤 사진과
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비주얼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영화 연출에 집중하고
있다. ‹어글리 원 The Ugly One›(2013),
‹막스에게 보내는 편지 Letters to
Max›(2014), ‹지하디로 알려진 Also
Known As Jihadi›(2017), ‹드라마틱
필름› 등 그가 만든 장편영화들은
로카르노와 토론토, 로테르담 등의
유명 국제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상영되었다. ‹드라마틱 필름›으로는

† SEA BODY
† METALLIC
SHADOW IN THE
DREAM

Born in 1973. He is an artist and
filmmaker based in Paris, France.
After training as a political scientist, he established himself as a
visual artist with a research-based
practice incorporating photography,
printmaking and video. His feature
films The Anabasis (2011), The
Ugly One (2013), Letters to Max
(2014), Also Known As Jihadi
(2017), and Un film dramatique,
have circulated widely in film
festivals, including Locarno,
Toronto and Rotterdam. In 2019,
he was awarded the contemporary
art Marcel Duchamp prize with
Un film dramatique.

2019년 마르셀 뒤샹 현대미술상을
받기도 했다.

‹바다의 형체›

Sea Body

로이스 파티뇨,

LOIS PATIÑO,

스페인

SPAIN

작가노트 & 시놉시스
‹바다의 형체›와 ‹꿈 속의 금속 그림자›는 HADAL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하달은 해저 가장 깊은 층으로 수심
6,000m가 넘는 곳을 가리키는 말이다. 빛이 전혀 들지
않고 수압이 엄청나며 수온은 섭씨 0도에 가깝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그리스 신화 속 죽음의 신의 이름이자 그가
다스리는 죽음의 영토의 이름인 하데스에서 유래한 이름이
붙었다. ‹바다의 형체›는 빛의 반응과 심해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움직임을 통해 바닷속 우주가 초대하는 심연의
세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작품이다. 바다 속 이
지점에서는 액체와 고체 사이의 감각이 변화하는데 마치
심연에 존재하는 빛나는 돌처럼 보인다. 바하칼리포니아
지역의 코르테스 바다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독특한
동물의 모습도 영상에 담았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래,
고래상어다. 전시의 두 번째 파트는 관객을 밤에 가까운
저녁의 물 밖으로 데려간다. 코스타 데 모르테에서
‹꿈 속의 금속 그림자›

바라보는 대서양이다. 작업을 할 때 특정한 기분에 이

Metallic shadow in the dream

공간에 있다고 상상하며 진행했다. 한밤중에 잠이 덜 깬
상태로, 꿈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일어나는데,

로이스 파티뇨의 두 설치 작품은 멕시코 남부
바하칼리포니아 지역의 ‘코르테스’ 바다를 배경으로
한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고래가 사는 이 곳은 수심
6,000미터까지 내려가는데 이 심연에는 빛이 없고, 압력이
높으며, 온도는 0도까지 내려간다. 마치 죽음의 신 하데스가
사는 듯한 이 차갑고 고요한 심연을 잠수하는 이는 표면에
가라앉지도 물 위로 쉽게 떠오르지 못하며 바다의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하는 균형의 지점을 찾게되고, 이 순간 느린
호흡의 리듬과 부족한 공기는 신체의 경계가 희석되는
느낌을 준다. 파티뇨는 최소의 설치구조로 관객을 바다와
몸이 일체가 된 심연 속 명상의 순간으로 초대한다. ‹바다의
몸›은 응축된 바다의 한 덩어리를 떼어내어 빛나는 돌로
형상화한 작품으로 코르테스 바다에 출현하는 특이한
고래상어의 움직임과 빛의 반응을 통해 수면 아래 우주를
응시한다. ‹꿈 속의 금속 그림자›는 밤, 바다, 꿈이 융합된
상태로 들어가 흐르는 의식을 묘사한다. 전통적인 내러티브
방식보다는 이미지 언어로 관객에게 감각적 경험을 제시해
온 작가의 영화세계를 설치로 확장한 작품이다.

The two video installations by Lois PATIÑO are set in
the Sea of Cortez, in Baja California of Mexico. In this
deepest stratum of the sea more than 6,000 meters
below the surface, there live the world’s smallest
whales where the absence of light is total, the pressure
is really high, and the temperature is close to 0°C. In
this cold and silent abyss like Greek God of death,
Hades lives, the submerged body finds the exact balance where it neither emerges towards the surface, nor
sinks towards the bottom, but remains suspended in
total synchrony with the movement of the body of
water. It is a state of suspension controlled from slow
breathings and less oxygen, the borders of the body are
feeling diluted. PATIÑO invites audiences to an intimate experience of deep introspection with this minimal installation. Sea Body describes a part of sea as a
luminescent stone. It shows one of the most unique
animals of the Sea of Cortez, the whale shark and the
contemplation of the underwater universe with the
reactions of light. Metallic shadow in the dream portrays the flowing consciousness with fusion between
night, sea, and dream. It stretch the director’s cinematic
world to installation, who has presented sensorial aspects with image language rather than traditional narrative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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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이 비치는 밤바다의 모습에 매혹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바다와 밤의 이미지가 바다와 밤이
등장하는 꿈과 혼동되다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DIRECTOR’S STATEMENT & SYNOPSIS
Sea Body and Metallic shadow in the dream are part of
the project HADAL. Hadal is the deepest stratum of the
sea, more than 6,000 meters below the surface, where
the absence of light is total, the pressure is really high
and the temperature is close to 0ºC. These characteristics are what inspired his name in reference to the
Greek God of death, Hades, and his domains, hades
area: place of death. The work Sea Body tries to condense the fascination caused by the contemplation of
the underwater universe in a block of water: the reactions of light, the animals that inhabit it ... In this portion of the sea, which It alters the sensation between the
liquid and the solid, and that is shown as a luminescent
stone taken from the seabed, we portray one of the most
unique animals of the Sea of Cortez, in Baja California,
where the images were recorded: the whale shark. The
second part of the exhibition makes us get out of the
water, when it is already closed night. Now we are in
the Atlantic Ocean contemplated from the Costa da
Morte. I have worked on the works of this space by
placing myself in a specific mood. I put myself in the
skin of someone who wakes up at midnight and in a
sleepy state, unable to reconcile the dream, is rocked
by the vision of a moonlit night sea. In this way, without being aware, the images of the sea and the night
will be confused with those of the dream until they
merge into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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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TO A
DAUGHTER

윌비리그 브레이니 도넨베르그,

WILBIRG BRAININ-

오스트리아

DONNENBERG, AUSTRIA

© Lois PATIÑO: Julia Llerena

딸에게 보내는 편지

1983년 스페인 비고 출생. 그의
영화는 로카르노, 토론토, 로테르담,
비엔나, 시네마 뒤 릴 등 다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런던
코퍼필드갤러리, 부에노스아이레스
산마르틴 문화센터, 아트갤러리
전주를 비롯해 파리 포토, 마드리드
아르코, 언씬 암스테르담 등의
아트 페어에서 비디오 설치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첫 장편영화 ‹죽음의

Born in 1983, Vigo, Spain. His
films have been screened in
festivals including Locarno,
Toronto, Rotterdam, Viennale and
Cinema du Rèel while his video
installation has been shown in arts
center. In 2013 in Locarno, he won
the prize for Best Emerging
Director for his first feature film
Coast of Death (2013), which was
consequently awarded in JEONJU
IFF and many more.

해안 Coast of Death›(2013)으로
2013년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신인 감독상을 수상한 후 전주국제
영화제, 피쿠남국제영화제,
발디비아국제영화제, 세비야유럽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았다. 하버드대
감각민족지연구소, 칼아츠,
맥길대학교, 아르헨티나 영화대학
등으로부터 초청받아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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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트
이 작품의 제목은 ‘내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냥
‘딸’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 점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영화는 나의 사적 이야기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사적인 것은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선언이기도 하다. 여성이
피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뿐 아니라 권력 구조에
대항해 방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상황을 바꾸는 것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며, 남성도 반드시 이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남성이
다른 남성들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 영화는 미투운동과 새로운 세대가 이 변화를 크게
진전시킬 것이라고 믿는 나의 진심이다. 영화의 영화적
해석에 대한 스토리라인을 언급하고자 한다. 영화는 목가적
분위기로 시작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침묵하는 힘든
상황을 건드린다. 그리고 암묵적 사회는 자신의 권리와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새로운 세대로 인해 굳어진 구조에
금이 가고 파열이 일어나기도 한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는 전체적으로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시작과 끝은 일련의 사진들이다. 이 사진들은
크로아티아에서 부활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나와
코스타리카에 1년 동안 가 있는 딸 사이의 시각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 한 천국에서 다른 천국으로 오가는 서신이다.
익명성을 확보하고 일반적으로 해석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에 따라 어느 정도 흐린 사진들만 골랐다. 사적인
내러티브를 분리하고 가능하면 모든 어머니와 딸들의
이야기로 확장하고 싶었다. 여기에는 슈퍼 8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 차이를 더하기 위해 노트북으로 촬영한 살카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 영화에는 슈퍼 8 포맷이 매우 적절한 효과를

지중해 바닷가에서 평화로운 부활절 휴가를 보내던 작가는
지상의 파라다이스라 불리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딸이
홈스테이 가정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녀는 자신의 옛 경험을 떠올리며 딸에게 편지를 쓴다.
아날로그 질감의 슈퍼 8 카메라로 촬영된 아름다운
이미지와 그 위로 흐르는 감독의 목소리로 구성된 이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딸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여성의 역할에 한계를
두지 않는, 강인하게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다.

The narrator spends a peaceful Easter holidays in a
Mediterranean seashore. She gathers that her daughter
who is at another coastal area of Costa Rica, became a
victim of a sexual harassment at her homestay. Thinking about her own past, she writes her daughter. This
film was shot with the Super 8 camera, which creates
images somewhere in between analogue and digital.
Beautiful images are overlaid by the director’s voice.
This film is a personal letter to her beloved daughter as
well as an open letter to women who fight for their
rights, who never confine their roles, who never give up
their dream, and who stand strong.
18

주었다. 바닷가에서 보내는 휴가를 찍은 평범한 홈 비디오

DIRECTOR’S STATEMENT
The title of the film is BRIEF AN EINE TOCHTER,
rather than BRIEF AN MEINE TOCHTER. It is important to me, that it is not my private story, not an individual problem, but a general topic. The private becomes
political and at the same time, it is a manifesto, in a way.
It seemed important to not only show — once again
— that women are victims, but that there also exists a
defense against power structures. And that it is not only
women’s responsibility to change those, but men must
also take active part in that effort, even when it could
mean to distance themselves from their peers.
It is my sincere belief that the #metoo movement and
this new generation will further that change.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dramaturgic arc of the
filmic account. The idyll gradually tilts, touching the
aggravating facts of mutual silence, victims and offenders alike, and a tacit society that is confronted with the
cracking and some rupturing of its rigid structures in
view of a new generation that strives for means of empowerment and justice.
BRIEF AN EINE TOCHTER is mainly composed of
moving images, but opens and closes with sequences of
still photographs. These photographs where the visual
dialogue between my daughter and me, me on Easter
holidays in Croatia, and she in Costa Rica on a year
abroad: „from one paradise to the other“.
I only chose photographs that were blurry enough to
secure anonymity and to also support the intention of
general applicability, detaching our own „familiar“
narrative, thus including — if you will — all mothers
and daughters. Some of the holiday selfies I filmed off
the laptop screen to enhance the visible difference to the
moving images of the Super-8.
Especially for this film the Super-8 format seemed
very appropriate, recalling the traditional seaside-holiday
home movies. At the same time the vintage material
signifies a timeline alluding to the enormous span of
time we have been confronting harrassment, that is in no
way new.

느낌이 난다. 동시에 낡은 소재가 우리의 성적 괴롭힘에
직면해온 엄청난 기간을 암시하는 타임라인을 암시하기도
한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시놉시스
지중해에서 이국적 파라다이스로, 어머니에서 딸로,
부활절을 보내는 따듯한 목가적 일상이 산산히 부서지고
주체적이고 당당한 젊은 여성의 모습으로 거듭난다. 개인적인

SYNOPSIS
From a mediterranean to an exotic paradise. From a mother to
a daughter. Easter rituals. The idyll shatters and develops into a
reflexion about being a young self-empowered woman. An
essay that inextricably relates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것과 정치적인 것을 긴밀하게 연결짓는 영상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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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출생.
빈에서 살고 있다. 스크린라이터스
포럼 비엔나의 이사로, 영화
큐레이터 겸 제작자다. 프리틀
쿠벨카 독립영화 스쿨을 졸업했다.
식스팩필름에서 일했으며, 오스트리아
국내외에서 수많은 영화 프로그램을
큐레이션하고, 구스타프 도이치
Gustav Deutsch (2009)를 공동
편저하기도 했다. 오스트리아
여성영화 네트워크 FC 글로리아
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으며, ‘그녀는
볼 수 있다면, 될 수 있다- 클리셰를 깬
여성 캐릭터’라는 시나리오 작가상을
제정했다. 연출작으로는 ‹츠비셴빌트
Zwischenbild›(2017), ‹카자르자 델라
델리치아 Casarsa della Delizia›(2018),

디폴로

DIPOLO

호세 루이스 세풀베다,

JOSÉ LUIS SEPÚLVEDA,

카롤리나 아드리아솔라, 칠레

CAROLINA ADRIAZOLA, CHILE

Born 1963, Salzburg, Austria. She
is a director of the Screenwriters
Forum Vienna, film curator and
filmmaker. Graduated from Friedl
Kubelka School for independent
film. Worked for sixpackfilm,
curated many film programs in
Austria & abroad, co-editor of the
book Gustav Deutsch. She is a
board member of FC GLORIA
Women’s Film Network. Initiated
the screen writers award If she can
see it, she can be it. Female
characters against cliché. Her films
include Zwischenbild (2017),
Casarsa della Delizia (2018), and
Letter to a Daughter, which was
screened at many festivals such as
Austria, Marseille, and Prague.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다. ‹딸에게
보내는 편지›는 디아고날레영화제,
마르세유국제영화제, 페비오페스트프라하국제영화제, 브라티슬라바
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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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노트 & 시놉시스
‹디폴로›는 유사하게 만든 이미지들(16&8mm)이 포함된
집단 프로젝트로 광학 사운드가 어떤 목적이나 순서 없이
여러 소리가 뒤섞인 듯한 실시간 사운드를 방해하여
만들어내는 소리를 담은 실험적 영상이다.
이러한 청각적 요소에 영화 ‹공중부양› 속 떠오르는
소녀의 모습을 삽입했다. 뿌리, 나뭇가지, 어두운 태양 등
자연적인 요소가 거리감을 주고, 때로 공중에 떠오르는 소녀의
모습이 초당 프레임 속도에 따라 변화한다.

‹디폴로›는 필름의 광학 사운드 트랙을 이용한 실험영화다.
광학사운드는 어떤 목적이나 순서없이 목소리를 내는
실시한 사운드를 방해하며 마치 주파수가 혼합된 소리를
만들어낸다. 이에 입혀지는 비선형적이고 실험적인
이미지는 뿌리, 나무가지, 어두운 태양 등 자연적인 요소와
영화 ‹공중부양› 속 떠오르는 소녀로 이루어져있다. 자연과
인공적인 세상의 이미지 대비는 초당 프레임 속도에
반응하면서 시간 속에서 반복되고 시스템 밖의 영화를
만드려는 감독들의 의지를 표현한다.

DIRECTOR’S STATEMENT & SYNOPSIS
Dipolo is a collective project that includes images
made analogously (16 & 8 mm), in which its optical
sound interferes with the real-time sound that emits
voices with frequencies similar to the mixed vocal
register without purpose or order. In this concept the
image of the girl is incorporated Levitating inside the
frame of the film.
The roots, tree branches and the dark sun raise the
distance of the elements of nature and the girl who returns from time to time to levitate in space, producing
variations in her shape in contact with the speed of the
frames per second.

Dipolo is an experimental film using optical
soundtracks. The optical sound interferes emitting
voices with similar instruments that mix with images
without any purpose or order and makes sound like
mixed frequency. Nonlinear and experimental images
added this sound include natural elements such as roots,
branches, dark sun, and a levitated girl in Levitation.
This artwork contrasts images of natural and artificial
things which repeat in time responding frame speed.
It also expresses efforts of duo filmmakers to make a
film outsi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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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롤리나 아드리아솔라와 호세
루이스 세풀베다는 칠레 영화계의
이단아이자 독립영화 감독으로는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논란의 인물들이다.
게릴라식 제작으로 유명한 이들은
자체 설립한 영화학교를 통해 제도권
과는 차별화된 영화 제작을 시도해
왔다. 특히 세풀베다 감독이 연출한
‹아귀 El Pejesapo›(2007)는 현대
칠레영화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They are daring and controversial
directors, and one of the most
popular in Chilean independent
cinema. Well known for their
guerrilla-style filmmaking, they
have worked differently from
conventional movie making by running their own film school.
Sepúlveda’s El Pejesapo (2007) is
one of the pivotal films in modern
Chilean film history.

차지하고 있다

Organizer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주최/주관
전주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이준동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Director
LEE Joondong

큐레이터

Curator
Sung Moon

문성경
아트 디렉터

Art Director
KIM Kwangchul

김광철
전시디자인 팀장
이진화

Design Team Manager
LEE Jinhwa
Assistant
LEE Hyeonhwa

어시스턴트
이현화

Graphic Design
GANG Moonsick

그래픽디자인
강문식
공간디자인 및 시공
포스트스탠다즈

Space Design/
Construction
Post Standards
Translation
JUNG A-young

번역
정아영

Printing
Sinsagohitech

인쇄
신사고하이테크

24

25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