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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서울동물영화제
5th SAFF
10. 27. THURSDAY –  
10. 31. MONDAY 
5일간

상영작:  
21개국 48편 

장소:  
메가박스 홍대 2관, 3관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47, 7층 
 
퍼플레이 
purplay.co.kr/saff2022

 

주최:  
동물권행동 카라 

주최:  
서울특별시, 영화진흥위원회 

캐치 프레이즈:  
살아있는 모든 것,  
다 행복하라 

슬로건: 
애니멀 이즈 어 키  
THE ANIMAL IS A KEY

2018년에 시작한 카라동물영화제가 2022년 5회를 맞이하여 
‘서울동물영화제’로 찾아옵니다. 서울동물영화제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을 행위의 주체로 드러내고, 동물이 안전하게 촬영되었는지 
방식까지 살피며, 운영에서도 동물, 환경, 지구를 해치지 않는 방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또한 세계 동물권 이슈를 논의하고 대안적인 
영화를 소개하는 장으로, 시민들의 생명감수성을 연결하는 지역 
중심의 축제로 앞으로 더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유기체 사이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생태계, 동물, 식물을 포함한 생물은 
그 안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던 생태계의 
평형에 나타난 균열은 폭염과 가뭄을 일상으로 만들었고, 끝도 없는 
감염병을 전파합니다. 인간동물은 그렇게 일상화된 균열을 앞에 
두고서 재난 상황, 위기 상황이라 부르며 애써 일시적인 특이 상황, 
사건으로 축소하려고 합니다. 인간동물은 감염병을 두고 다른 동물을 
탓했지만, 동물들은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재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으며 살아가는 동물들에게 이 균열은 새로운 균형 상태로 이행하는 
생태계일 뿐입니다. 다만 그렇게 새로운 균형을 맞이할 생태계 속에 
어쩌면 인류를 포함해 수많은 종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멸종에 앞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인간동물이며, 
인간동물이 만든 세상입니다. 전환은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 모두가 
생태계 동물이라는 동등한 범주에 묶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인식과 
범주를 전환시키고, 새롭게 상상한 생태계에서 종간 차별과 종의 
멸절을 부르는 성장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생태계를 바꿀 열쇠는 
우리, 동물입니다.

카라동물영화제,  
이제 ‘서울동물영화제’로!

THE ANIMAL IS A KEY

본 책자는 10월 4일자로 출간되었습니다. 
이후의 변동사항은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티켓:  
극장 상영 7,000원  
온라인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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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동물영화제는 올해 서울동물영화제로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카라라는 단체이름을 넘어 보다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접점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5회를 맞은 영화제의 
키워드는 “애니멀 이즈 어 키”입니다.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동물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지구 생태계를 균형 잡는 
열쇠, 인간을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KEY가 동물입니다. 그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동물과의 공존을 모색하기는커녕 
우리 인류는 더욱 교묘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그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라는 열쇠를 통해 동물들과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 성찰과 실천의 
문을 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18년 첫 발을 내디딘 카라 동물영화제(KAFF)가 올해부터 
서울동물영화제(SAFF)로 힘차게 도약합니다. 서울동물영화제가 
엄선한 48편의 영화는 수단이 아닌 최종 목적으로서의 동물,  
인간동물과 비인간동물의 조화와 균형에 대해 말함으로써 대멸종과 
팬데믹 그리고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가 결국 동물(‘애니멀 이즈 어 
키’ 임을 알릴 것입니다.  
—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서울동물영화제 조직위원장

잊지 않고 매년 찾아주시는 관객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화제의 주인입니다. 또한 영화제를 위해 애써주신 실무 
스태프들과 프로그래머, 자원활동가, 협력사와 후원사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처음으로 영화제와 인연을 
맺게 된 서울시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임순례, 서울동물영화제 집행위원장

인사말
INTRODUCTORY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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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서울동물영화제 디자인
FESTIVAL IDENTITY

“히말라야 고산지대는 인간이 발붙이기 힘든 척박한 땅입니다. 
인간의 눈에 띄지 않고 그 산맥의 풍경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눈표범은 발견하기가 어려워 ‘환상의 고양이’라고도 불립니다. 
높은 산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신비함은 마치 
자연과 생태계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로는 높고 먹먹한 하늘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여러 동물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주어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먼 곳에서 
도시를 만들고 지구를 뜨겁게 달궈놓은 인간은 끊임없이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을 찾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다 
놓게 될까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는 순진한 생각으로, 인간은 
침범하지 말아야 할 곳에까지 함부로 다가서는 것은 아닐까요. 
자연은 얼만큼이나 인간과 문명을 품고 허락할 수 있을까요.

눈표범은 이런저런 일들은 상관없다는 듯 거대하고 초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간도 결국은 유한한 자연을 공유하는 
수많은 동물 중의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포스터에 
담았습니다.” — 윤예지·이재민

아트디렉션 · 그래픽디자인:  
이재민(studio fnt) 

일러스트레이션:  
윤예지 

 트레일러 디자인:  
김기태, 이본, 정예은, 시승현 
(Delpic design stu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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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 상영 안내
THEATRICAL SCREENING INFORMATION  

상영관
메가박스 홍대 2관(M2), 3관(M3)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양화로 147, 7–12층(동교동, 아일렉스)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1번 출구)

동물, 자연, 지구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이용 시 1시간 무료, 이후 10분 당 1,000원 부과)

온라인 예매
예매 기간: 2022년 10월 13일(목) 12:00부터 해당 상영 시작 10분 전까지

티켓 가격: 7,000원

예매 방법: 메가박스(PC, 모바일 앱) megabox.co.kr 

극장 선택: 서울 → 홍대 선택

날짜, 영화, 인원 선택 후 예매 진행
• 기타 예매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인터파크 영화 예매 등)

• 온라인 예매의 환불 및 교환은 예매 사이트 규정에 따릅니다.
• 쿠폰 및 할인 적용은 불가합니다.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불가, 문화/도서 상품권 등의 상품권 사용 불가

수령 방법: 모바일 티켓으로 바로 입장
• 지류 티켓 발권 절차 없이, 모바일 티켓 제시 후 상영관(9층) 입장
• 모바일 티켓 캡쳐 이미지로는 입장 불가

현장 예매
예매 장소: 메가박스 홍대 영화제 전용 티켓부스, 무인발권기(7층)

티켓 가격:  7,000원

운영 일시:  2022년 10월 27일–31일 첫 상영 시작 30분 전부터  
마지막 상영 시작 15분 후까지

결제 수단:  현금, 신용카드, 티켓 교환권  
(문화/도서상품권 등의 상품권 사용 불가)

유의 사항:
• 온라인 매진 시 현장 판매 불가
• 온라인 티켓 예매자는 당일 현장매표소 방문없이 모바일 티켓으로 바로 입장
• 온라인 예매 티켓 발권 시 예매번호(SMS, 예매확인증, 예매 내역) 반드시 지참

상영관 운영 안내
• 상영관은 티켓 소지자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 정시 상영으로 상영 시간에 맞추어 입장 부탁드립니다.
•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영상 촬영은 불가하며 이동 및 재입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영작 관람등급에 따라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방역수칙에 따라 상영관 내 음료(물, 무알콜 음료) 외에는 취식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미착용 시 다른 고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입장이 제한됩니다.
•  서울동물영화제는 서울시의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코로나19 및 기타 법정 
전염병 예방 및 관리 수칙에 따라 영화제 방역 지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메가박스  
홍대 

하나은행 홍대입구역

홍익
인간

AK&홍대

동교동
삼거리 

연희동 방면

신촌역
방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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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영 안내
ONLINE SCREENING INFORMATION   

온라인 상영관
퍼플레이  
purplay.co.kr/saff2022

이용 안내
티켓 판매 기간: 2022년 10월 27일(목) 19:00–10월 31일(월) 23:59

티켓 가격: 무료 

접속 기기:  PC 이용 권장(윈도우 또는 안드로이드 기반 운영체제에 최적화)

• 관람은 결제 후 12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티켓구입은 2022년 10월 31일(일)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관람 방법
•  퍼플레이(purplay.co.kr) 회원가입 후 ‘카라 × 퍼플레이 온라인 상영관’ 

(purplay.co.kr/saff2022) 페이지로 접속
• 섹션/작품별 개별 결제 후(무료) 관람(결제 후 12시간 이내에만 관람 가능)

• 국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해외 작품에는 한글 자막만 제공

유의 사항
• 구매자 본인만 관람 가능합니다.
• 모든 작품에는 워터마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 작품별 티켓 판매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매진 시 관람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영화관람 중 불법 다운로드, 화면 캡처 및 배포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지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온라인 영화관람 문화를 함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시간표
SCREENING SCHEDULE   

개막일 OPENING DAY 10. 27. THURSDAY 

2관 
M2

19:00 개막식  
OPENING CEREMONY

60'  

에브리띵 윌 체인지 
EVERYTHING WILL CHANGE

92' P22

이벤트 및 
프로그램 

관객과의 대화GV 프로그램 이벤트PE

등급 G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12 15세 이상 관람가15

12

GV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영화제 홈페이지(saff.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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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8. FRIDAY 

2관 
M2

12:10 고독의 지리학 
GEOGRAPHIES OF SOLITUDE

103'  P40

14:20 캣대디들
CAT DADDIES

89' P29

16:50 눈표범 
THE VELVET QUEEN

93' P36

19:00 에브리띵 윌 체인지 
EVERYTHING WILL CHANGE 

92'  P22

3관 
M3

12:00 꿀꿀 
OINK    

70'  P33

14:00 이벤트: 쟁점 포럼 
POLEMICS FORUM 

120'  P64

16:30 미래를 향해 노래 부르는 소 
THE COW WHO SANG A SONG 
INTO THE FUTURE 

99' P43

18:40 플래닛 A 
PLANET A   

74'  P42

10. 29. SATURDAY 

2관 
M2

12:00 비인간인격체 
[NON]-HUMAN PERSON 

109'  P63

14:30 이벤트: 포커스 포럼 
SAFF FOCUS FORUM 

120'  P65

17:00 숨쉬는 모든 것 
ALL THAT BREATHES

88' P28

19:00 캣대디들 
CAT DADDIES 

89'  P29

3관 
M3

12:30 단편 경쟁 1 
SAFF COMPETITION 1 

83'   P52

15:00 단편 경쟁 2 
SAFF COMPETITION 2 

81'  P55

17:30 단편 경쟁 3 
SAFF COMPETITION 3  

89'  P58

20:00 EO 
EO 

88' P30

G

G

G

G

12

12

12

12

12

12

15
15

12 12GV GV

GV

GV

GV

GV

PE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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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0. SUNDAY 

2관 
M2

12:00 뉴 피그 온 더 블럭 
NEW PIGS ON THE BLOCK

66'  P32

14:00 생츄어리 
SANCTUARY   

120' P34

17:00 에브리씽 윌 비 오케이 
EVERYTHING WILL BE OK

98' P31

19:00 쟁점묶음 1: 장윤미 · 이옥섭 
SHORT SELECTION 1  

65' P44

3관 
M3

12:30 눈표범
THE VELVET QUEEN   

93'  P36

14:40 노인과 황새 
STORKMAN 

76' P35

16:30 쟁점묶음 2: 리빙 시그널 · 안 오렌 
SHORT SELECTION 2 

96' P47

19:20 동물의 눈 
OLHO ANIMAL    

80' P41

폐막일 CLOSING DAY 10. 31. MONDAY

2관 
M2

12:00 숨쉬는 모든 것 
ALL THAT BREATHES 

88'  P28

14:00 미래를 향해 노래 부르는 소 
THE COW WHO SANG A SONG 
INTO THE FUTURE

99' P43

16:30 꿀꿀 
OINK

70' P33

19:00 폐막식  
CLOSING CEREMONY

30'

멍뭉이 
MY HEART PUPPY

114' P24

3관 
M3

12:30 생츄어리 
SANCTUARY 

120'  P34

15:00 비인간인격체 
[NON]-HUMAN PERSON 

109' P63

17:30 EO 
EO   

88' P30

19:30 고독의 지리학 
GEOGRAPHIES OF SOLITUDE

103' P40

G

G

G

15

15

G

G

12

12 12

12

12

12

12

15

GV

GV

GV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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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 프렌즈
THE ANIMAL FRIENDS  

서울동물영화제는 2018년에 시작해 매년 개최해 
왔지만 공식 홍보대사 위촉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동물영화제로 확장하면서 관객들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애니멀 프렌즈’를 선정했다.
서울동물영화제 홍보대사 ‘애니멀 프렌즈’는 전세계의 
동물권 이슈에 집중하는 다양한 영화를 함께 알리는 
활동에 참여한다.

배우 유연석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반려인으로서 ‘서울동물영화제’에 홍보대사로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영화제가 반려동물에게 늘 위로받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울동물영화제’에 오시는 관객분들께서도 다채로운 
동물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배우 유연석은 카라가 구조한 유기견 
‘리타’를 입양하면서 카라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리타’는 유연석이 입양한 세번째 
유기견이다. 유연석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기견 해외 입양 이동 봉사 안내 
영상’을 올리고, 직접 해외 입양 이동 
봉사에 참여하는 등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메시지를 행동으로 전하고 있다. 배우 
유연석이 출연한 영화 김주환 감독의 
〈멍뭉이(가제)〉는 서울동물영화제의 
폐막작으로 선정되어 최초 공개될 예정이다.

2022  넷플릭스 〈수리남〉

2022  영화 〈배니싱: 미제사건〉, 〈멍뭉이〉

2021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2020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2020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

2018  tvN 〈미스터 션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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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보름
“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동물들의 삶에 집중하고, 동물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서울동물영화제의 홍보대사로 선정돼 기쁩니다. 유기견 봉사를 할 때마다 늘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물 유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뜻깊은 영화제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합니다. 서울동물영화제 홍보대사 ‘애니멀 프렌즈’로서, 제가 동물들에게 받은 
위로와 에너지를 다시 동물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 한보름은 9년째 유기견 돌봄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애견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유기견들의 미용을 직접 
관리해 줄 정도로 열정을 다해 봉사를 
펼친다. 카라봉사대와 함께 유기견보호소 
봉사활동,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 
강아지공장 철폐 운동에 참여하는 등 
동물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배우 
한보름은 10월 27일 저녁 7시, 메가박스 
홍대에서 열리는 서울동물영화제 개막식 
사회를 맡아 관객과 직접 만난다.

2022  JTBC 〈인사이더〉

2020 KBS2 〈오! 삼광빌라!〉

2019  MBN 〈레벨업〉

2019  tvN 〈호구들의 감빵생활〉

2018  tvN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2017  KBS2 〈고백부부〉

가수 백예린
“동물들이 지금보다 더 자유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서울동물영화제의 홍보대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가수 백예린은 재개발 지역에서 버려진 
강아지 ‘몰리’를 카라를 통해 입양하였다. 
사람에게 좋은 기억이 거의 없어 
방어적이었던 ‘몰리’는 백예린의 정성 
어린 돌봄과 애정 덕분에 조금씩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이밖에도 
카라 더봄센터의 봉사를 비롯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동물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20  두 번째 정규앨범 
『tellusboutyourself』

2020 OST tvN 〈사랑의 불시착〉

2019   첫 번째 정규앨범 『Every Letter I 
Sent You』

2019   두 번째 미니앨범 『Our Love is 
Great』

2017  OST tvN 〈시카고 타자기〉

2015  첫 번째 미니앨범 ‘FR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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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F 단편 경쟁 시상내역
• 작품상 1편 한화 500만원의 상금
• 관객상 1편 한화 200만원의 상금

SAFF 단편 경쟁

본선 심사위원
 
임순례
영화감독, 서울동물영화제 집행위원장. 〈세 친구〉, 
〈와이키키 브라더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소와 
함께 여행하는 법〉, 〈리틀 포레스트〉 등 우리 주변에 
친숙하고 소박한 인물들을 따스한 시선으로 그려왔다. 
어린 시절 개장수에게 잡혀가는 동네 개들을 보며 
동물 보호와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동물권행동 카라의 대표로 맡으며 소외받는 
동물들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

구정아
영화 프로듀서, 영화사 볼미디어(주) 대표. 
〈티끌모아 로맨스〉, 〈더테이블〉, 〈여배우는 오늘도〉, 
〈리틀 포레스트〉, 〈조제〉 등의 영화를 제작하고 
프로듀싱했다. 서울동물영화제 집행위원이며, 
부산아시아영화학교(AFiS)의 초빙교수로 아시아 신진 
프로듀서들과 기획개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리틀 
포레스트〉에 출연한 ‘오구’를 입양해 가족이 되었다.

김효진
배우. 영화 〈돈의 맛〉, 〈결혼전야〉, 드라마 〈사생활〉, 
〈인간실격〉, 〈모범형사2〉 등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21년 KBS 〈환경스페셜〉 
MC를 맡으며 다양한 주제의 문제의식과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을 공유하는 데 힘썼다. 10여 년 전부터 동물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며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으며, 
서울동물영화제 집행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예선 심사위원
• 황미요조(서울동물영화제 프로그래머)

• 김명혜(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 권나미(동물권행동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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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작
OPENING FILM

•  마튼 페지엘
• 독일, 네덜란드
• 2021
• 92분

마튼 페지엘 Marten PERSIEL
런던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연출과 각본을 공부했고, 
2012년 〈디스 에인트 캘리포니아〉로 데뷔하여 베를린 국제 
영화제에서 최우수 독일 영화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지난 10년 동안 메이저 회사의 수많은 광고와 상업 
다큐멘터리를 연출해왔다.

에브리띵 윌 체인지 
EVERYTHING WILL CHANGE

• 픽션
• 12세 이상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시놉시스

모든 동물이 멸종한 2054년의 디스토피아 사회. 세 친구가 과거로의 
여행을 떠난다. 여행에서 사라진 생물 다양성을 재발견한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을까? 그들이 결정적 순간의 열쇠를  
찾는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프로그램 노트
외부 세계의 빛과 어둠과 색채는 카메라의 렌즈를 통과해 필름에 
기록되고, 그렇게 기록된 명암과 색채는 스크린에 다시 맺힌다. 
그 기록과 재현의 메커니즘이 인간의 수정체와 망막이라는 신체 
인터페이스로 통합되고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인간이 카메라이자 
스크린이 되는 것이 2054년 포스트휴먼의 풍경이다. 어느 날 목이 
기다란 한 동물의 사진을 구하고서 그런 동물이 정말 있었는지, AI의 
합성 이미지는 아닌지 토론하는 친구들. 이들은 목이 기다란 동물, 
기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동물의 정체를 찾아 모험에 나선다. 
그렇게 모험에 나선 이들을 맞이하는 것은 ‘방주’라는 프로젝트다. 
이미 멸종해버린 동물들과 그 동물들이 살던 지구의 모습을 
아카이빙하며 기억하고 전하려고 애쓰는 과학자의 모임인 ‘방주’ 
앞에서 이들은 질문을 던진다. 왜 인류는 예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사실 그 질문에 답해야 할 사람들은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다. 이 영화는 어떤 지구를, 어떤 생태계를 살 것인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을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을 
뿐이라고 말해준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황미요조)

M2: 10. 27. THU 19:00
M2: 10. 28. FRI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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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작
CLOSING FILM

• 김주환
• 한국
• 2021 
• 114분 

김주환 KIM Joo-hwan
미국 조지타운 대학을 졸업하고 공군 통역사, 
영화사 홍보 마케팅, 투자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독립영화 〈코알라〉(2012)로 장편 연출 데뷔하였고, 
〈청년경찰〉(2017), 〈사자〉(2019)로 주목받는 
한국영화감독이 되었다. 8마리의 강아지와 함께 촬영한 
〈멍뭉이〉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멍뭉이 
MY HEART PUPPY

• 픽션 
• 전체관람가 
• 월드 프리미어

 

시놉시스

반려견 ‘루니’와 피치 못하게 헤어져야 할 위기에 처한 
‘민수’(유연석)와 사촌형 ‘진국’(차태현)이 ‘루니’의 새 가족을 찾던 중 
예상치 못한 뜻밖의 만남을 이어가는 이야기.

프로그램 노트
민수(유연석)와 진국(차태현)은 사촌 사이로, 꿈을 안고 살아가다 
평범한 실패를 경험하고서 현재의 평범한 삶에 묻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민수에게는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항상 보고 싶고 반가운 
반려견 루니가 있다. 그러나 민수의 삶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생기고, 민수는 사촌 형 진국과 함께 루니의 새 가족을 찾아야 한다. 
두 주인공은 영화 러닝타임 내내 다양한 인간과 반려동물을 만난다. 
상실의 경험을 나누고, 유기 반려동물 관련한 가슴 아픈 현실을 
접하기도 하고, 절망 끝에 남겨진 무기력함을 마주하기도 한다. 
영화가 끝날 때쯤, 이 영화는 그 과정을 관객들과 함께하며 이 사회에 
스며들어 있는 반려동물 관련한 상실, 절망, 공허 또한 함께 느끼고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황미요조)

M2: 10. 31. MON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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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풍경
VISION FROM LANDSCAPES

  

숨쉬는 모든 것   
ALL THAT BREATHES

캣대디들  
CAT DADDIES

EO   
EO

 에브리씽 윌 비 오케이   
EVERYTHING WILL BE OK

뉴 피그 온 더 블럭   
NEW PIGS ON THE BLOCK

비전과 풍경은 지난 일년간 동물, 동물권과 관련된 중요한 신작들을 
모은 섹션으로, 세계 각지의 동물들이 자리한 풍경과 비전을 전하는 
9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각각의 시선과 방식으로 동물, 그리고 동물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풍경들을 포착하고 보여준다. 
이 작품들은 소재나 주제의 측면에서 ‘동물’ 영화로 하위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올해 동물을 전면화하는 작품들은 시네마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변화된 시네마 자체가 비인간 동물과 깊이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최근 동물 영화의 
한 경향일 뿐 아니라, 시네마의 비전이기도 하다. 비인간 존재들이 
전면화되면서 이미지와 시선의 위계들은 어떻게 해체되고 전복되고 
있는가를 이 아홉 편의 영화들을 통해 함께 보자.   

꿀꿀  
OINK

생츄어리  
SANCTUARY

노인과 황새  
STORKMAN

눈표범  
THE VELVET QU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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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쉬는 모든 것   
ALL THAT BREATHES

• 샤우낙 센
• 인도, 미국, 영국
• 2022 
• 88분 
• 다큐멘터리
• 12세 이상 관람가

나딤과 사우드 형제는 뉴델리 생태계의 중추적인 
맹금류이지만 최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솔개를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다.  유독한 환경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두 형제는 지하 임시보호소에서 새들을 
밤낮으로 보살핀다. 감독 샤우낙 센은 솔개들과 그들을 
돕는 무슬림 형제들 사이의 유대를 탐구하며, 이종 간 
공존에 관한 매혹적인 연대기를 보여준다.  

샤우낙 센 Shaunak SEN 
인도 뉴델리에 기반을 둔 영화제작자이자 영화학자. 첫 
장편 다큐멘터리 〈델리에서 잠드는 법〉(2016)은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수상하였다. 〈숨쉬는 모든 
것〉은 두 번째 장편 다큐멘터리로, 선댄스 영화제, 칸영화제 
등에서 수상하였다. 

M2: 10. 29. Sat 17:00
M2: 10. 31. Mon 12:00 캣대디들

CAT DADDIES

• 미에 호앙 
• 미국
• 2021
• 89분 
• 다큐멘터리
• 12세 이상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뉴욕 거리에서 생활하는 데이비드 조반니는 고양이 
‘러키’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마침내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임시주택의 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코로나 판데믹과 
갑자기 닥친 개인적 불행으로, 데이비드는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처럼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캣대디들〉은 현대 남성성과 고양이 사이의 믿기 
힘든 유대에 관한 신선하고 시기 적절한 탐구이다. 

미에 호앙 Mye HOANG 
영화 제작자이자 감독. 〈맨 프롬 리노〉(2014)와 〈I Will 
Make You Mine〉(린 첸, 2020)를 제작했으며, 2012년 
장편 극영화 〈Viette〉을 연출하며 감독으로 데뷔하였다. 
〈캣대디들〉은 첫 번째 다큐멘터리 연출작이다. 

M2: 10. 28. Fri 14:20 
M2: 10. 29. Sat 19:00



30 31

EO   
EO

• 예르지 스콜리모브스키
• 폴란드, 영국, 이탈리아 
• 2022 
• 88분
• 픽션
• 15세 이상 관람가

동물의 눈으로 본 세상은 신비로운 곳이다. 우울한 
눈빛의 회색 당나귀 ‘EO’는 삶의 여정에서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들을 만나고, 기쁨과 고통을 경험하며, 행운을 
재앙으로, 또 절망을 예상치 못한 행복으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굴레를 겪는다. 하지만 그는 단 한 순간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다.

예르지 스콜리모브스키 Jerzy SKOLIMOWSKI 
베를린 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 〈출발〉(1967), 칸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 그랑프리 수상작 〈외침〉(1978), 칸 영화제 
각본상 수상작 〈달빛 아래서〉(1982)와 같은 영화사에서 
중요한 다수의 작품을 감독했다. 소설과 시를 출간한 작가, 
화가, 재즈뮤지션인 동시에 배우이다. 

M3: 10. 29. Sat 20:00
M3: 10. 31. Mon 17:30 에브리씽 윌 비 오케이 

EVERYTHING WILL BE OK

• 리티 판
• 캄보디아, 프랑스
• 2021 
• 98분
• 다큐멘터리 
• 15세 이상 관람가

동물들이 권력을 쥐게 된다면, 인간처럼 행동할까? 환경을 
파괴할 정도로 무분별한 소비를 즐길까? 인간들처럼 
권력을 향한 굶주림과 잔인함을 갖고 있을까? 이미지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 예술과 영화일까, 아니면 감시와 
의심스러운 행위들일까? 지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동료 생명체들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을까?

리티 판 Rithy PANH 
파리에서 활동 중인 캄보디아 출신 감독. 크메르 루즈를 
포함한 캄보디아의 역사를 탈식민주의 비판적 관점으로 
그려 왔다. 대표작으로 〈잃어버린 사진〉(2013), 〈피폭의 
연대〉(2020), 〈에브리씽 윌 비 오케이〉(2022)가 있다. 

M2: 10. 30. Sun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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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피그 온 더 블럭     
NEW PIGS ON THE BLOCK

• 지미 케츠
• 벨기에 
• 2022  
• 66분 
• 다큐멘터리
• 12세 이상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전깃줄로 구획된 철도와 작은 주차장 사이에 루스, 미아, 
아니아라는 세 마리의 돼지가 살고 있다. 생태적인 음식물 
처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동물과 인간 공존의 실험이다. 
영화의 시작, 돼지들은 원하는 만큼의 음식과 주민들의 
따뜻한 우정을 제공받지만, 상황은 변하기 시작한다. 
카메라는 우리를 루스, 미아, 아니아의 시선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점에서 인류를 바라보게 한다. 영화는 
인간과 동물의 모호한 관계를 전례 없는 방식으로 조명한다.

지미 케츠 Jimmy KETS
다큐멘터리 포토그래퍼 활동하다, 2010년 단편 TV 
다큐멘터리 비디오를 시작으로, 직접 촬영하고 감독한 
다큐멘터리 〈OdysSea〉로 감독 데뷔를 했다. 이후 여러 
TV 다큐멘터리와 단편 영화를 연출하였다. 

M2: 10. 30. Sun 12:00 꿀꿀  
OINK

• 마샤 할버스타드
• 네덜란드, 벨기에
• 2022
• 70분
• 애니메이션
• 전체 관람가

아홉 살 밥스는 할아버지로부터 ‘꿀꿀이’라는 이름의 
돼지를 선물받는다. 그녀는 꿀꿀이가 개 훈련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낸다. 그러나 부모님이 
꿀꿀이의 가장 큰 위협은 아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사실 
신선 돈육 협회가 주최한 소시지 대회에 비밀리에 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식가족에서 성장한 사려 깊고 용맹한 
소녀가 활약하는 완성도 높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마샤 할버스타드 Mascha HALBERSTAD 
2012년 첫 단편 애니메이션 〈Goodbye Mister De 
Vries〉를 시작으로 일러스트레이터 Thé Tjong-Khing의 
책을 각색한 13부작 애니메이션 〈PICKNICK WITH 
PIE〉를 제작해 방송했다. 첫 장편 영화인 〈꿀꿀〉을 끝내고 
프리퀄 격인 〈KING SAUSAGE〉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M3: 10. 28. Fri 12:00
M2: 10. 31. Mon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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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츄어리      
SANCTUARY

• 왕민철
• 한국
• 2022 
• 120분
• 다큐멘터리 
• 12세 이상 관람가

청주동물원의 김정호는 동물원을 토종 야생동물보호소인 
‘생츄어리’로 바꾸려고 한다. 동물복지 활동가 최태규는 
동물원 내에 사육곰 생츄어리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받고 
청주동물원의 직원이 된다.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는 
야생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야생동물을 안락사 하면서 
생츄어리가 생기기를 희망한다.

왕민철 WANG Mincheol
서울에서 태어났다. 금속공학을 전공하고 영상디자인일을 
했다. 독일, 쾰른에서 영화를 전공한 후 주로 다큐멘터리 
촬영감독으로 일을 해왔다.

M2: 10. 30. Sun 14:00
M3: 10. 31. Mon 12:30 노인과 황새  

STORKMAN

• 토미슬라브 옐린치치 
•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 2020 
• 76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슬라본스키 브로드 출신의 홀아비 연금 수급자인 스체판 
보키츠는 두 마리의 황새, 말레나와 클레페탄과 함께 
살고 있다. 황새 말레나는 철새이지만 자식 황새들을 여행 
보내면서도 스체판을 떠나지 않고 일 년 내내 스체판과 
함께 산다. 스체판 또한 말레나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 영화는 말레나, 클레페탄, 스체판, 그리고 그들의 
서로를 향한 깊은 헌신이 대한 이야기이자 깊은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이다. 

토미슬라브 옐린치치 Tomislav Jelinčić 
첫 영화 〈Pun kufer〉는 2013년 크로아티아영화제에서 
최우수 데뷔작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Deadline/

Lifeline〉은 자그레브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았다. 2015년, 〈Borba〉는 Theatre Academy Film 
Review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했다. 

M3: 10. 30. Sun 14:40



36 37

눈표범      
THE VELVET QUEEN

• 마리 아미게, 뱅상 뮈니에
• 프랑스
• 2021
• 93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티베트 고원의 고지대. 그곳에는 
희귀한 동물군이 거주하는 야생의 마지막 피난처가 있다. 
세계적인 야생동물 사진가 뱅상 뮈니에는 여행가이자 
소설가인 실뱅 테송과 함께 그곳으로 향한다. 몇 주에 
걸쳐 그들은 특별한 동물들을 포착하기 위해 계곡을 
탐험하고, 특히 가장 희귀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동물인 
눈표범을 찾으려 한다.

마리 아미게 Marie AMIGUET
동물영화 교육기관(IFFCAM)에서 야생동물 영화 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영화 〈라 발레 데 루〉(장-미셸 버트, 
2016)를 촬영하고, 〈Wolf Walk〉(2019)를 감독했다.

뱅상 뮈니에 Vincent MUNIER
세계적으로 저명한 사진가이자 작가, 영화감독이다.

M2: 10. 28. Fri 16:50
M3: 10.30. Sun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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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F 쟁점:  
포스트휴먼 시대의 동물권
POLEMICS

고독의 지리학  
GEOGRAPHIES 
OF SOLITUDE

동물의 눈  
OLHO ANIMAL

플래닛 A  
PLANET A

미래를 향해 노래 
부르는 소  
THE COW WHO 
SANG A SONG 
INTO THE 
FUTURE

쟁점묶음 1: 
장윤미 · 이옥섭 
SHORT 
SELECTION 1

1.  고양이는 자는 척을 할까  
DOES A CAT 
PRETEND TO SLEEP

2.  어떤 곳을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곳   
NEARBY

3.  걸스온탑  
GIRLS ON TOP

4.  펫숍브이로그   
PETSHOP V-LOG

5.  사람 냄새 이효리   
SUPER STAR LEE 
HYORI

6.  각자의 바다로   
FLY ME TO THE 
MOON 

2022년 5회 서울동물영화제 쟁점 섹션의 주제는 ‘포스트휴먼’이다. 
여러 영역에서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다. 기계, 정보기술, 
바이오공학 등 산업과 과학, 기술발달과 함께 인간의 지위는 
불안정해졌을 뿐 아니라 인간의 개념 자체가 다시 질문 되고 있다. 
주로 기계, 정보기술, 바이오공학 등 산업과 과학, 기술발달과 관계된 
논의에 가장 집중되어 있지만, 전통적인 기술, 문화, 예술, 인간 
관념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요청하는 인문학적·예술적 개입도 
활발하며, 더 나아가 생태위기 속 인간과 비인간 존재들의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동물을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개념과 
인간과의 경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생태철학적인 요청도 절실하다. 
5회 서울동물영화제 쟁점섹션에 모인 작품들은 인간 이후, 인간 중심 
이후의 비인간 존재들과의 공존과 얽힘에 관한 가장 치열한 윤리들과 
새로운 감각의 영화들이다. 〈고독의 지리학〉, 〈미래를 향해 노래 
부르는 소〉, 〈동물의 눈〉, 〈플래닛 A〉는 올해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화제가 된 작품들로, 제시하는 주제와 대상들에 대한 탐색과 
애정이 영화의 방법론으로 확장된 영화들이다. 동물을 사유하는 
것으로 예술과 세계, 인간 이후, 인간 너머를 사유하는 장윤미, 
이옥섭, 안 오렌 감독의 단편 영화 모음, 콜렉티브 워크의 프로젝트 
〈리빙시그널〉에도 주목하자.

쟁점묶음 2: 
리빙시그널 · 안 오렌 
SHORT 
SELECTION 2

1.  리빙 시그널  
LIVING SIGNALS

2.  블루  
BLUE

3.  도트   
DOTS

4.  스트라이프   
STRIPES 

5.  동물사회  
ZOOLOG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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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의 지리학   
GEOGRAPHIES OF SOLITUDE

• 재클린 밀스
• 캐나다
• 2022
• 103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세이블 섬의 풍부한 생태계와 이 북서 대서양의 외딴 
지대에서 40년 넘게 살아온 자연주의자이자 환경주의자 
조이 루커스의 삶에 침잠하는 시간. 16mm 촬영과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이 장편 실험 
다큐멘터리는 세이블 섬과 섬을 관리하는 조이 루커스의 
쾌활하고 경건한 합작품이다. 섬의 유일한 거주자로서 
조이는 우리를 야생마, 물개와 벌레, 봉우리 사이, 계곡, 
뿌리, 모래, 날씨, 계절, 그리고 별들에게 인도한다. 

재클린 밀스 Jacquelyn MILLS
재클린 밀스는 캐나다 몬트리올에 기반을 둔 
영화제작자로, 자연과의 친밀하고도 서정적인 연결을 
탐구한다. 신작 〈고독의 지리학〉은 다수의 국제영화제에서 
상영, 수상하였다.  

M2: 10. 28. Fri 12:10
M3: 10. 31. Mon 19:30 동물의 눈

OLHO ANIMAL

• 막심 마르티노
• 프랑스
• 2022
• 80분
• 다큐멘터리
• 12세 이상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개의 시선으로 영화를 만든다. 영화사 속  개의 이미지들, 
자신의 영상일기, 백일몽을 결합하여 영화를 완성해간다. 
이 야생의 코미디는 동물의 눈을 통해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영화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다. 구식 
디지털 카메라와 최신 HD 디지털 이미지로 촬영된 영상, 
환유로 이어진 이미지들, 영화 사 속 개의 이미지의 결합이 
독특한 영화.  

막심 마르티노 Maxime MARTINOT
프랑스의 영화 감독, 에디터, 작가. 파리 8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한 후, 브르타뉴, 낭트, 파리, 리스본에서 일하고 
있다.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다양한 국제영화제에 
상영되었으며, 수상하였다. 

M3: 10. 30. Sun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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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닛 A   
PLANET A

• 이하루
• 한국, 대만, 불가리아, 영국
• 2022
• 74분 
• 다큐멘터리
• 15세 이상 관람가

‘Planet A’라는 이름은 인간동물이 지구를 지배하게 
되면서 다른 지구 생명체, 자연과 생태계를 무참히 
파괴하며 이를 ‘발전’ 혹은 ‘경제 성장’이라 정당화하고, 
스스로 잘한다(A)고 평가하며 우쭐해하는 오만한 행태를 
반영한다. 우리에게 다른 대안(Planet B)이 없는데 지금 이 
환상적인 행성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스템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마주하고, 연대하고, 투쟁하고자 
기획된 실험적 옴니버스식 뮤지컬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이하루 Haru Lev
외국인, 노숙인, 여성으로 살아본 경험과 트랜스젠더퀴어 
정체성을 맹렬히 드러내며 모두의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영상기록활동가. 우리 사회가 묵인하는 비인간동물 착취의 
규모와 그 폐해에 대한 ‘앎’에 충격을 받아, 그 진실을 알리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M3: 10. 28. Fri 18:40 미래를 향해 노래 부르는 소
THE COW WHO SANG A SONG INTO THE FUTURE

• 프란시스카 알레그리아
• 칠레, 프랑스, 미국, 독일
• 2022 
• 99분
• 픽션
• 12세 이상 관람가

칠레 남부의 오염된 강에서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죽자, 
오래전에 죽은 여인 마그달레나가 그들의 시체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마그달레나를 본 남편은  충격에 
쓰러지고, 가족을 꾸려 떨어져 살고 있던  딸 세실리아가 
아이들과 함께 본가로 돌아오게 된다. 마그달레나의 존재와 
그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들 사이에 호기심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프란시스카 알레그리아 Francisca Alegría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각본 및 영화 연출 전공으로 미술석사 
학위를 받았다. 단편영화 〈And the Whole Sky Fit in 
the Dead Cow’s Eye〉(2016)로 선댄스영화제를 비롯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하였다. 〈미래를 향해 노래 부르는 
소〉는 장편 데뷔작이다. 

M3: 10. 28. Fri 16:30
M2: 10. 31. Mon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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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미 JANG Yunmi
1984년 대구 출생. 지금까지 8편의 장 단편영화를 
만들었다. 최근작으로는 〈깃발, 창공, 파티〉(2019)와 
〈고양이는 자는 척을 할까〉(2020)가 있다.

쟁점묶음 1:  
장윤미 · 이옥섭
SHORT SELECTION 1: 
JANG YUNMI & YI OKSEOP

고양이는 자는 척을 할까  
DOES A CAT PRETEND 
TO SLEEP
장윤미 / 한국 / 2020 / 17분 / 
다큐멘터리, 실험 / 전체 관람가

이미지는 고이고, 이야기는 흐른다.

걸스온탑 
GIRLS ON TOP
이옥섭 / 한국 / 2017 / 5분 / 픽션 / 
전체 관람가

우희는 그녀와 이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주영을 찾아간다. 주영과 우희는 그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어떤 곳을 중심으로 하여 
가까운 곳 

NEARBY
장윤미 / 한국 / 2021 / 18분 / 
다큐멘터리, 실험 / 전체 관람가

네가 살던 동네에 갔는데, 정말 좋더라.

펫숍브이로그 
PETSHOP V-LOG
이옥섭 / 한국 / 2021 / 3분 / 픽션 / 
전체 관람가

무당말 듣고 노란 줄만 밟는 사연

M2: 10. 30. Sun 19:00

이옥섭 YI Okseop
2×9의 리더이며 〈메기〉(2018)로 장편 데뷔 했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장·단편영화에서 놀이와 실험을 통해 전례 
없는 이야기와 인물을 발견하는 중이다. 이야기 안에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꾸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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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바다로  
FLY ME TO THE MOON
이옥섭 / 한국 / 2022 / 2분 / 
다큐멘터리, 실험 / 전체 관람가

그만먹개 캠페인 2022

사람 냄새 이효리  
SUPER STAR LEE HYORI
이옥섭 / 한국 / 2022 / 20분 / 픽션 / 
15세 이상 관람가

슈퍼스타 이효리에게 삼 남매가 찾아온다.

쟁점묶음 2: 
리빙 시그널 · 안 오렌
SHORT SELECTION 2:
ANN OREN & LIVING SIGNALS

M3: 10. 30. Sun 16:30

안 오렌 Ann OREN
영화와 비디오 제작을 통해 일상의 수행적 양태를 
탐구하고,  작품 속 인물들의 공동체적 욕망을 살핀다. 
다수의 작업이 국제영화제에 소개되었고, 첫 번째 
장편영화인 〈Piaffe〉는 2022년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였다.

콜렉티브 워크 COLLECTIVE WORK
김은정, 김숙현, 조인한, 이헌으로 구성된 콜렉티브 워크는 
같은 주제를 놓고 탐구한 과정에서 감지한 것들, 비인간 
세계의 존재자가 보내는 신호에 성실하게 답한 작업의 
결과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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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시그널 
LIVING SIGNALS
콜렉티브 워크 / 한국 / 2022 / 70분 / 
다큐멘터리, 실험 / 12세 이상 관람가 / 
월드 프리미어

프로젝트 〈리빙 시그널 Living Signals〉은 
지구 생태계의 구성원 모두가 경험하는 
일들과 비인간 존재에 대한 경험, 감각, 감성을 
다양한 예술적 형식으로 구성한다. 김숙현은 
달팽이와 개미의 위치가 전도된 〈하이브리드 
테라리움〉을, 조인한은 동물의 강제적 이주를 
사색한 결과물인 〈서식지에서〉를, 김은정은 
퍼포먼스 리서치 워크숍으로 구성한 〈비인간 
동물 되기〉를, 이헌은 〈아숄로뜰 이야기〉를 
통해 생물 종의 과거와 현재를 응시한다. 기후 
및 생태계 위기이라는 현 조건에서, 인간을 
자연과 사물로부터 분리하고 인간에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는 근대적 이분법을 벗어나 
인간 및 비인간 존재 공동의 ‘관계적 존재론’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2021년의 전시/퍼포먼스 
작품들을 극장상영용으로 재작업하였다. 

도트 
DOTS
안 오렌 / 독일 / 2021 / 5분 / 실험 / 
전체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전례 없던 ASMR 호흡 실험. 도트는 주로 
동물을 촬영하여 제작하는 감독의 비디오 
저널의 일부로, 미디어 컬처와 인스타그램 
문화에 대한 응답이다.

스트라이프  
STRIPES
안 오렌 / 독일 / 2019 / 6분 / 실험 / 
전체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줄무늬에 정신적인 외상을 입은 말은 얼룩말이 
되어 궤도를 이탈해버린다.  머이브릿지의  
말을 통한 전-영화적(pre-cinematic) 모션 
스터디와 연결되는 실험영화.

동물사회 
ZOOLOGICAL SOCIETY
안 오렌 / 독일 / 2021 / 10분 / 실험 / 
전체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동물원-동물의 오디오-비주얼 몽타주는 서로 
다른 동물들 사이의 허구적 관계, 즉 동물사회를 
드러낸다. 미러 이미지로서 동물원을 창작해 낸 
인간 커뮤니티에 대한 코멘트.  

블루 
BLUE
안 오렌 / 독일 / 2019 / 5분 / 실험 / 
전체 관람가

파란색이 주인공이 되어 인간과 동물 
사이를 여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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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F 단편 경쟁
SAFF COMPETITION

단편 경쟁 1 
COMPETITION 1

1.   작은 존재들 
LITTLE THINGS

2.  비둘기 남자 
MAN WITH DOVES

3.  쓰레기의 섬 
THE ISLE OF 
TRASHES

4.  이름없는 
NO NAMED

5.  자연적인 
IN NATURE

6.  (제목 없음) 
(NO SUBJECT)

단편 경쟁 2 
COMPETITION 2

1.  일종의 친밀감 
SOME KIND OF 
INTIMACY

2.  우리의 방주 
OUR ARK

3.  비가 내리면 
WHEN IT RAINS

4.  아옹다옹 
KITTY-CHATTER

5.  겨울 애도 
WINTER 
MOURNING

6.  와일드 애니멀 
WILD ANIMAL

단편 경쟁 3 
COMPETITION 3

1.  골칫덩어리 곰  
NUISANCE BEAR

2.  예술공원의 고양이 
THE CAT IN THE ART 
PARK

3.  바퀴고둥 
ASTRALIUM

4.  치챠에게 
SERENADE TO 
CHICHA

5.  어린 사향소 
LITTLE OX

6.  아기 늑대 
LUPIN

7.  보이지 않는 눈 
INVISIBLE EYES

8.  언니는 고양이 
MY SIS AND MY CAT

5회 서울동물영화제의 가장 큰 변화와 특징 중 하나는 단편 국제경쟁 
섹션이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 약 25개국에서 동물권과 
동물복지, 비인간 동물과 인간 동물 간의 관계,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철학적이고 미학적으로 탐구하는 단편영화 102편이 모였고, 
이중 20편이 예심을 거쳐 영화제 기간 관객들을 만난다. 이 20편의 
단편들이 보여주는 다양한 시선과 표현 방법들은 지금 인류의 동물과 
비인간 동물, 지구에 대한 신중한 태도들의 집약이다.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의 비중이 두드러지는데, 동물과 관련된 촬영과 작법, 
그것을 제시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려였을 것이다. 애니메이션에서 훨씬 
확장되는 표현 방식의 상상력들과 다큐멘터리에서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는 대상과 카메라 사이의 관계와 거리에 대한 성찰을 만나보자. 
SAFF 단편 경쟁 본선 진출작들은 각 상금 500만원과 200만원이 
수여되는 작품상과 관객상의 후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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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F 단편 경쟁 1
SAFF COMPETITION 1

작은 존재들  
LITTLE THINGS
카미유 부를레스, 안드레아 시오라, 로우 
프레일리, 마농 램버트, 클라라 메스플레, 
클로에 비알라 / 프랑스 / 2021 / 5분 / 
애니메이션 / 전체 관람가

호기심에 사로잡힌 소 한 마리가 파괴적인 
거대한 힘에 끌려들어간다.

카미유 부를레스, 안드레아 시오라, 로우 
프레일리, 마농 램버트, 클라라 메스플레, 
클로에 비알라 Camille Burles, 
Andréea Ciora, Lou Fraleu, Manon 
Lambert, Clara Mesplé, Chloé Viala
2021년 프랑스의 애니메이션 학교 “조르쥬 
멜리에스 에콜”을 졸업했다.

리나 마리아 만헤이메르 Lina Maria 
MANNHEIMER
2009년 파리에서 첫 영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복잡하고도 다층적이며 각기 다른 
인간의 삶을 조명한다.

비둘기 남자  
MAN WITH DOVES
리나 마리아 만헤이메르 / 스웨덴, 프랑스 / 
2022 / 14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창의성과 조형미로 유명한 파리의 
조르주 퐁피두 센터 주변의 마을 
한복판. 이곳에서 매혹적인 아르 브뤼 
공연이 펼쳐진다. 해 질 녘, 수천 마리의 
비둘기들이 박물관 앞 광장으로 이동한다. 
온유, 혐오, 그리고 누군가는 광적인 
헌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영화.

M3: 10. 29. Sat 12:30

쓰레기의 섬  
THE ISLE OF TRASHES
최열음 / 한국 / 2021 / 18분 / 애니메이션 / 
전체 관람가

50년 동안 바다를 떠다니던 쓰레기들은 
모두 이곳으로 모여 거대한 쓰레기 지대, 즉 
'쓰레기 섬'을 형성했다. 이 섬에는 다양한 
주인공들이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모인다. 
그들은 절망적인 쓰레기 섬 위에서 각각의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된다.

이름없는  
NO NAMED
옥일재 / 한국 / 2021 / 12분 / 픽션 / 
전체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어느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는 노숙자. 
그에게 사람들은 친절하지 못하다. 
하지만 딱 한사람 캣맘인 설희가 배려로 
다가오는데... 그녀 앞에 당당히 나서고 
싶지만 초라한 자신의 모습. 옷도 구하고 
작은 선물을 준비해 용기를 내어 그녀 
앞에 당당히 나서게 된다.

최열음 CHOI 000 
단편 애니메이션 〈SHEET !〉(2020)과 
〈달토끼〉를 연출하였다. 〈쓰레기의 섬〉은 
부천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비롯 여러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옥일재 OCK Il-jae
연극, 영화, 드라마 등 여러 편에 배우로 
출연하였다. 현재 배우와 영화연출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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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인  
IN NATURE
마르셀 바렐리 / 스위스 / 2021 / 5분 / 
애니메이션 / 전체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자연에서의 커플은 수컷과 암컷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어떤 커플은 암컷과 암컷이다. 혹은 수컷과 
수컷이거나. 당신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동성애는 인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제목 없음) 
(NO SUBJECT)

기예르모 몬카요 / 콜롬비아, 프랑스 / 
2021 / 29분 / 픽션 / 12세 이상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한 사육사가 서먹한 딸과의 관계를 겨우 
진전시키려던 찰나,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한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는 
가위눌림에 시달리는 한 남자가 가족의 오랜 
침묵을 깨기 위해 이메일을 쓴다. 

마르셀 바렐리 Marcel BARELLI
1985년 출생. 스위스 제네바를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감독. 동물과 자연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있다. 그의 단편 
영화들은 수백개의 인터내셔널영화제에서 
선정되었고, 수많은 상을 받았다.

기예르모 몬카요 Guillermo MONCAYO
실험영상, 설치, 다큐멘터리 영화 사이에서 
영상작업을 해 왔다. 연출한 작품들이 수많은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SAFF 단편 경쟁 2
SAFF COMPETITION 2

일종의 친밀감  
SOME KIND OF INTIMACY
토비 불 / 영국 / 2021 / 6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감독은 부모님의 무덤에 살고 있는 양들과 
소통을 시도한다. 

우리의 방주  
OUR ARK
캐스린 해밀턴, 대니즈 토르툼 / 
네덜란드, 미국 / 2021 / 13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창의성과 조형미로 유명한 파리의 조르주 
퐁피두 센터 주변의 마을 한복판. 이곳에서 
매혹적인 아르 브뤼 공연이 펼쳐진다. 해질녘, 
수천 마리의 비둘기들이 박물관 앞 광장으로 
이동한다. 온유, 혐오, 그리고 누군가는 
광적인 헌신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영화.

M3: 10. 29. Sat 15:00

토비 불 Toby BULL
촬영, 편집자, 작가로서, 그는 영국노동당과 
노동조합위원회, BBC, 많은 박물관과 갤러리와 
함께 일했고, 연출한 작품들은 수 많은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대니즈 토르툼 Deniz TORTUM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영화감독. 최근의 
Filmmaker Magazine 인디펜던트 영화의 
새 얼굴 25명에 올랐다.

캐스린 해밀턴 Kathryn HAMILTON
연극 연출가이자 영화 감독. 퍼포먼스 그룹 
Sister Sylvester 설립자. 실시간 스카이프 
다큐멘터리 〈Three Rooms〉를 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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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리면  
WHEN IT RAINS
박새연 / 한국 / 2021 / 2분 / 애니메이션 / 
전체 관람가

깊은 숲 속 비가 내리면, 동물들이 깨어난다.

아옹다옹  
KITTY-CHATTER
김본희 / 한국 / 2022 / 20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경주의 한 시골 마을,  ‘읍천댁’ 할머니와 
천안댁 할머니, 그리고 고양이 쫑이가 있다.

박새연 PARK Saeyeon
한국예술종합학교 영화과에 입학한 후, 
애니메이션과로 전공을 바꾸었다.

김본희 KIM Bon-hee
단편영화 〈자라는 도시, 흐르는 
풍경〉(2020), 〈바다와 나의 변화〉(2019)를 
연출했다.

겨울 애도  
WINTER MOURNING
윤다희 / 한국, 미국 / 2021 / 17분 / 픽션 / 
12세 이상 관람가

한국인 이민자 진희는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시달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는 
다정함을 느끼지 못한다.

와일드 애니멀  
WILD ANIMAL
마리아 베소라 / 스페인 / 2021 / 23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세 살 자니라는 동물들과 특별한 소통을 할 
수 있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려움을 
겪는다. 자니라는 어떤 세상에 속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윤다희 YUN Dahee
부유하는 여성, 비가시적 존재, 탈인간중심적 
사고, 동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꿈과 현실의 
경계를 흐리는 영상 작업을 한다.

마리아 베소라 Maria BESORA
민족지학적 감수성과 영화적 실험을 
혼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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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F 단편 경쟁 3
SAFF COMPETITION 3

골칫덩어리 곰  
NUISANCE BEAR
잭 바이즈먼, 가브리엘라 오시오 반덴 /  
캐나다 / 2021 / 14분 / 다큐멘터리 / 
전체 관람가

캐나다의 매니토바주의 처칠에 관광객들은 
북극곰의 사진을 찍기위해 모여든다. 그러나 
곰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곰의 관점의 
이동을 통해 인간이 드러난다. 

예술공원의 고양이  
THE CAT IN THE ART PARK
김혜련 / 한국 / 2020 / 5분 / 애니메이션 / 
전체 관람가

예술공원에 살고있는 길고양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슈퍼파워가 생긴다. 집채만큼 커진 
고양이는 공원 안을 산책하며 사람들과 
마주한다.

M3: 10. 29. Sat 17:30

잭 바이즈먼 Jack WEISMAN
선댄스 수상작 〈아마존 최후의 숲 The 
Territory〉의 프로듀서이고, 〈골칫덩어리 
곰〉은 연출자로서 첫 영화이다. 자연세계와 
연결되는 스토리텔링에 폭넓은 접근에 
열정적이다. 

가브리엘라 오시오 반덴  Gabriela Osio VANDEN
촬영감독으로 주요 국제영화제에 상영된 영화들을 
촬영하였다. 〈골칫덩어리 곰〉은 감독 데뷔작이다. 

김혜련 KIM Herian
디자인 그룹 인키앤헤리안으로 활동 중이다.

바퀴고둥  
ASTRALIUM
뤼시 앙두셰 / 프랑스 / 2021 / 5분 / 
애니메이션 / 전체 관람가

황혼의 새벽, 바닷가에서 한 소녀가 세심하게 
생태계를 구축한다. 소녀는 자신의 작은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곧 밀물이 
밀려온다.

치챠에게  
SERENADE TO CHICHA
장수현 / 한국 / 2021 / 3분 / 애니메이션 / 
전체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얼굴을 가린 뮤지션 K와 손길을 거부하는 
그의 고양이 Chicha. 그들은 언제나 
함께하지만 가까워지지 못한다.

뤼시 앙두셰 Lucie ANDOUCHE
때로는 침묵으로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림과 영화를 계속하고 있다.

장수현 JANG Soo-hyun
가천대학교 언론영상광고학과를 졸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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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사향소  
LITTLE OX
라프 와티온, 패트릭 반데브로에크 / 
벨기에 / 2021 / 11분 / 애니메이션 / 
전체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사향소 무리가 툰드라의 차가운 불모지를 
이동한다. 어미는 새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여행 중 무리는 어린 소를 쫓는 늑대 
무리에게 공격을 받게 된다. 

아기 늑대  
LUPIN
엘렌 듀크로크 / 프랑스 / 2020 / 12분 / 
애니메이션 / 전체 관람가 / 코리안 프리미어

어린 늑대가 어미가 사냥을 나간 사이 굴 
밖으로의 첫 모험을 떠난다.  늑대를 발견한 
사냥꾼의 아이들 잔, 개스턴, 루이스는 그를 
보금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한다.

라프 와티온, 패트릭 반데브로에크  
Raf WATHION,  
Patrick VANDEBROECK
공동 연출자인 라프와 패트릭은 실천적이며 
창의적으로 애니메이션 공동 작업을 계속해 
오며, 서로를 지지하고 있다. 신비로운 자연 
현상에 큰 매혹을 느낀다. 

엘렌 듀크로크 Helene DUCROCQ
애니메이션 기법을 실험적으로 사용하여 
단편 영화, 뮤직비디오, 기업 영화, TV 
시리즈 등을 작업해왔다. 시와 음악 그리고 
야생 동물로 가득찬 단편 영화를 제작한다. 

보이지 않는 눈  
INVISIBLE EYES
정승희 / 한국 / 2021 / 9분 / 애니메이션 / 
전체 관람가

다람쥐를 쫓던 세 아이가 깊은 숲에서 보이지 
않는 눈을 마주치며 묘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언니는 고양이  
MY SIS AND MY CAT
박은경 / 한국 / 2020 / 30분 / 픽션 / 
전체 관람가

철거되는 집에서 쫓겨나는 날, 언니가 
고양이가 됐다.

정승희 JUNG Seung-hee
정승희는 대학에서 미술을, 대학원에서 
영화&방송을 전공했다. 졸업 후, 애니메이션 
감독과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고 있다. 여러 
단편 애니메이션을 감독했으며, 전 세계 
영화제에 초정되었다. 

박은경 PARK Eungyoung
한국영화아카데미 연출과정을 졸업하고, 
연출부, 스크립터로 일했다. 단편 
〈열일곱〉(1997), 〈워너비〉(1998), 〈성우는 
괜찮아〉(2017), 〈날씨가 좋아서〉(2019), 
장편 〈비밀〉(2015)은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 여러 영화제에 초청되고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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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F 포커스:
지각력있는 존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SAFF FOCUS

비인간인격체 
[NON]-HUMAN PERSON

•  알렉스 케야르, 라파 G. 산체스
• 스페인
• 2022
• 109분
• 다큐멘터리
• 12세 이상 관람가

아르헨티나의 산드라와 세실리아는 아무런 죄도 없이 
평생을 갇혀 지냈다. 스페인의 한 비정부기구가 그들의 
석방을 위해 싸운다. 큰 문제는, 그들 중 누구도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유인원이다. 

M2: 10. 29. Sat 12:00
M3: 10. 31. Mon 15:00

SAFF 포커스는 한국 내 가장 긴급한 동물 현안을 선정하여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섹션으로, 5회 
서울동물영화제에서 신설된 섹션이다. 올해 SAFF 포커스의 
주제는 동물의 법적 지위이다. 우리나라 동물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비(非)생명 물건에 머무르고 있다. 날이 갈수록 
동물학대 범죄는 심각해지지만, 동물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동물보호법의 실질적인 역할은 무색하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먼지만 쌓여간다. 
유인원들이 생존권, 자율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를 적용받기 
위한 싸움을 담은 〈비인간인격체〉를 상영하고, 연계된 포커스 
포럼에서는 국내 동물권 이슈의 현주소를 되짚어보며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알렉스 케야르 Alex CUELLAR
여러 극영화와 다큐멘터리의 각본, 제작, 감독을 맡았으며, 
그 중 일부는 스페인과 유럽에서 상을 받았다. 

라파 G. 산체스 Rafa G. SANCHEZ
영화와 광고의 조감독으로 일했고, 광고,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단편 픽션 영화를 제작하며 여러 제작사에서 
오디오비주얼 제작자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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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

삶을 변화시키는 동물:  
시민 영상 공모전 THE ANIMAL IS A KEY
기후위기, 인류세를 통과하는 지금, 동물은 왜 중요한 존재일까? 
시민들의 영상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본다. 코로나19를 동물들은 
어떻게 함께 견뎌왔는지, 기후위기 속 동물들의 현명한 여름나기 
방법 등 삶의 모든 위기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동물 영상을 비롯하여, 
인간동물의 비건 실천까지! 일상을 변화시키는 영상을 모았다.

쟁점 포럼: 포스트휴먼 시대의 동물권
기술, 문화, 인간 관념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를 위한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나아가 생태위기 속 ‘삶’과 ‘공존’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생태주의적 논의, 동물을 비롯한 비인간 존재들에 대한 
개념과 인간과의 경계를 재구성하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포스트휴먼 
논의 안에서 안에서 동물권,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동물과의 관계는 
어떻게 위치되어야 할 것인지, 쟁점 포럼에서 토론한다. 

일시: 2022. 10. 28. 금요일 14:00 메가박스 홍대 3관
모두발언·사회: 김소희(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 대표) 

발표: 
•  포스트휴먼사회와 동물, 그리고 생명사회 —  
우희종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

•  비인간동물/객체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영화들 — 
황미요조 서울동물영화제 프로그래머

토론: 
• 김은주(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 이헌(기획자, 필름메이커, 〈리빙시그널〉 중 “아숄로뜰 이야기” 연출) 

포커스 포럼: 동물은 물건인가?
우리나라 동물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비(非)생명 물건에 머무르고 있다. 
날이 갈수록 동물학대 범죄는 심각해지지만, 동물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사회에서 동물보호법의 실질적인 역할은 무색하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조항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채 1년 가까이 먼지만 쌓여간다. 포커스 포럼에서는 
국내 동물권 이슈의 현주소를 되짚어보며 나아갈 길은 모색한다.

일시: 2022. 10. 29. 토요일 14:30 메가박스 홍대 2관
사회: 남종영 한겨레 기후변화팀 기자

 
발표:

•  한국 사회, 동물의 법적 지위와 동물격 —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생태법인, 제주 남방큰돌고래 적용 모델과 추진 과정  —  
진희종 생태법인 연구자·제주대 강사

 
토론:

•  침팬지 광복이 관순이 반출 철회 집회 92일의 기록 —  
김보경 책공장더불어 대표

•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시급성 —  
서국화 PNR 대표·변호사

•  동물 학대 범죄를 통해 본 한국 사회의 동물격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스페셜 토크 
영화 ‘캣대디들’과 국내 캣대디들: 일시와 게스트 추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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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2002년 4월 15일, ‘아름품’을 설립하였습니다.
2006년 KARA(Korea Animal Rights 
Advocates)란 새 이름으로 비영리 시민단체로 
등록하고, 2010년 3월에는 농림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여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동물권 활동의
발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젼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인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한다.

미션    시민들과의 지식과 배움의 공유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 참여를 확대하며 폭넓은 연구와 다양한 
실천을 통해 문화와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이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동물복지를 증진한다.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2002년 시작되어 
동물과의 평화로운 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입양확산과 유기근절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에서부터, 
산업계의 반생명적인 동물 착취 및 야생동물 위협에 
저항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카라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의 
복지와 권리를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라는 
특히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다른 동물과의 공생을 
위한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동물권 교육 및 
캠페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스태프
FESTIVAL STAFFS

조직위원장 
전진경

집행위원장

임순례

집행위원

구정아

권미경

김이나

김효진

박승호

황미요조

황윤

프로그래머 
황미요조

프로그램

김명혜

권나미

임유빈

박지영

운영

간현임

박선미

김수진

홍보

김나연

이난수

장윤정

임진희

백수진

한소이

유다희

마케팅

한희진 
김계옥

포커스 포럼
신주운

기술상영

진미디어

자막

21세기 자막단:
김빈

김영지

오혜선

김미라

번역가

김혜진

이선화

고솔

박서진

온라인 상영관
(주)퍼플레이컴퍼니

영화제 아이덴티티
•  아트디렉션 ·디자인  

 Studio fnt:  
이재민

•  일러스트레이션 윤예지
•  트레일러 디자인  

Delpic design studio: 
김기태 
이본 
정예은 
시승현 

동물권행동 카라
•  대표 전진경
•  사무국장 소연주
•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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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주신 분들 
ACKNOWLEDGEMENTS

(주)리틀빅픽쳐스: 권지원

(주)풀무원: 김효실 오지선

(주)프래그: 서준희

&credit: 박혜경

기지재단: 박승호, 이유진

꽃사미로: 임은주

닥터 브로너스: 오민지

닥터노아: 문가영

더하프21: 박영미

리리키친: 이선미

메가박스: 이진희, 이슬기, 이은정

미닝오브: 정경희

부산국제영화제: 김나영

비건타민: 이진호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 조인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강수진, 최지영

서울국제환경영화제: 서도은, 김도희

서울특별시: 강예진

시네마달: 진솔아

씨앗AniSEED: 전윤하

아트나인: 방서현, 최영준

안다미로: 윤혜진, 임나경

얼로젯: 성은아

영화진흥위원회: 이윤지

오브젝트: 윤새미나, 지혜, 강수민

전주국제영화제: 이가원

진미디어: 박찬진, 손정예

찬란: 한지영

채식한끼: 박상진, 김하람, 최현진

퍼플레이: 김하나, 유영

필름다빈: 문입생

한겨레: 노광욱, 최수연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최은민

한화갤러리아: 김은수, 문형선

ALLIED YOUNG: 은유경, 김윤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강진석, 최민아

LG전자: 김이현

SSG.COM: 이화현, 원서윤

곽연옥

양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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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동물권행동 카라

후원: 
서울특별시 
영화진흥위원회

협찬:
LG 퓨리케어  
풀무원지구식단 
갤러리아 
SSG.COM 
닥터 브로너스 
기지재단

21세기자막단 
진미디어 
퍼플레이 
studio fnt 
Delpic design stud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