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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를통해세상을만나다

지난 2004년 처음 시작된 EBS 국제다

큐영화제(EIDF)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시도로화제를모았다 지상파 TV 채널에

서일주일간정규프로그램대신다큐멘터

리필름을내보내는컨셉은다큐멘터리팬

들의 환영을 받았다 영화관까지 가는 발

품을 파는 대신 집에서 편안히 TV로 세

계 각국의 명품 다큐멘터리를 감상할 수

있는건호사다

EBS 국제다큐영화제(EIDF 2016)가올

해도 계속된다 올해의 주제는 다큐로 보

는 세상이다 22일부터 7일간 열리는 영

화제는 TV를 통해서는 매일 약 8시간 동

안 진행되며 서울 모모하우스 등 외부 상

영관에서도만날수있다 세계 30개국 53

편의명품다큐멘터리가상영된다

올해 주제는 다큐로 보는 세상으로 정

치경제사회국제교육문화등다양한

소재를 주제로 제작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래머추천작

부서진 기억들(팀 슬레이드2016)은

탈레반과 IS가저지르고있는문화유산파

괴행위가왜일어나는지 문화유산을보

호하고재건하려는움직임은어떻게진행

되고있는지보여주는작품이다

앤서니 위너선거 이야기(조지 크리

그먼2016)는 정치 이야기다 성스캔들로

고위공직에서내려와 2년뒤뉴욕시장선

거에 출마한 앤서니 위너의 재기와 몰락

과정을그린작품으로 2016년 선댄스영화

제 미국 다큐멘터리 부문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이다

인생은 백살부터(오사블랑크2015)는

스웨덴에사는다그뉘할머니의이야기다

동생들을 돌보느라 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녀가 100살이된후다가올끝을준비하

기보다는컴퓨터를배우고블로그를시작

하며새로운인생을살아가는이야기가감

동적이다

살아 숨쉬는 고전할리우드의 거장

들(대니엘 레임2016)은 십계의 미술감

독 앨버트 노자키 내일을 향해 쏴라를

만든 콘래드 홀 감독 등 영화계 거장들의

삶과죽음그리고영화에대한이야기다

존 버거의 사계(콜린 맥케이브틸타

트윈트2015)는 미술비평가이자 소설가

다큐멘터리 작가 화가로 활동하는 세계

적인 지식인 존 버거를 틸타 스윈튼을 비

롯한 5명이 만나 5년에 걸쳐 촬영한 다큐

멘터리다

그밖에 가마우지소년의여름(피비오

보비오2016)은 열두살 두 소년의 이야기

를픽션과다큐를섞어그려내고있다

▲교육문화 정치등주제다채

올해는 교육을 주제로한작품을강화

한것이특징이다연작으로방영되는 학

교 가는 길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미

주등세계각국아이들의등굣길을 2년간

담은다큐물이다

시리즈물 스포츠 키드는 5500명중 선

발돼 러시아의 가장 명망 높은 발레학교

에서 공부하며 하나의 꿈을 공유하는 두

자매의 이야기를 그린 바리셀라를 비롯

해바이크챔피언 댄서등의꿈을꾸는아

이들의이야기가펼쳐진다

또 코치는 중국의 체조 케냐의 육상

종목을비롯한코치들의삶을그리고있으

며 조나스의 뒷마당 서커스는 유랑극단

에서태어나서커스를계속하는꿈을꾸는

13살조나스의이야기를따라간다

김민지 감독의 멧돼지 사냥은 민가로

내려오는 맷돼지 때문에 고통을 받던 통

영에유명한멧돼지사냥꾼이찾아오면서

벌어지는이야기를담고있다

하늘을 향한 여정은 검은 여름으로

불리는 1986년 여름 사건에서 시작된다

K2 등반을위해산에올랐던원정대중 13

명이죽는비극이일어나고약 30년뒤 유

족인감독이다른유족들과함께K2베이

스캠프에오르는내용담고있다

또 이슬람국가(IS)와 싸우는 쿠르드족

무장독립운동단체소속여성전사의일상

과 투쟁을 소개하는 장미의 땅쿠르드

의여전사들 등국제적문제를다룬화제

작도눈길을끈다

그밖에 백라이트스마트 세상은 의

학기기에서부터생활에쓰이는간단한장

치까지 혁신 기술의 기원을 탐구하고 누

가이런개발에자금을대고누가이기술

로이익을얻는지를살펴본다

자세한 시간표는 영화제 홈페이지

(wwweidf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세계의명품다큐 TV로본다

EBS 국제다큐영화제 2016 다큐로보는세상

정치경제사회국제교육문화등다양한주제

2228일 매일 8시간세계 30개국 53편 상영

올해는 직녀에게의 가수 김원중

씨가데뷔한지 30년이되는해다

기타하나메고 바위섬을부르며가

수가 된 후 긴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무대에섰고매달한차례열리는 김원

중의달거리 공연을통해북한아이들

에게 사랑을 전해왔다 전국의 뮤지션

들과 함께 광주 5월의 아픔을 노래한

금남로 추모 거리 공연 역시 그를 이

야기할때빼놓을수없는무대다

30년을기념해준비한행사는두가

지 6집음반 걸어온길 걸어갈길 발

매와기념콘서트다

오는 10월 11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에서열리는데뷔 30년기념공연은그

와그를아끼고지원해온이들이함께

꾸미는행사다

콘서트준비를위해지난 20일광주

서구 Y웨딩컨벤션에서 김원중 데뷔

30년 기념콘서트를준비하는모임광

주가즐겁자는작당발대식이열렸다

한세대동안민주평화인권통일

현장에서큰울림으로노래한김씨의

생각과 활동에 결을 같이 해온 100인

이참여한행사였다

이날 김원중 30년 영상과그의공연

을 함께 지켜본 발대식 참가자들은 기

념공연을채울내용도함께고민했다

참가자들은 30주년 기념 공연 제목

을 With 광주로정했다또 518광주

민중항쟁 당시 시민들이 세운 광주공

동체 재현을목표로 시민제안공동창

작방식으로공연을준비하기로했다

김미은기자mekim@kwangjucokr

김원중데뷔 30년 공연 With 광주

10월 11일 김대중센터

시민 100인추진위발대

김원중

광주트라우마센터 치유의 인문학

강연에 신형철 문학평론가를 비롯한

조은 동국대 명예교수 철학자 강신

주 김진혁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소설가한강등이강사로나선다

광주트라우마센터는 오는 23일 오

후 7시 신형철 문학평론가를 초청해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

터대동홀에서올해여섯번째 치유의

인문학을개최한다고21일밝혔다

몰락의 에디카 느낌의 공동체

정확한 사랑의 실험의 저자 신형철

조선대문예창작학과교수는이날 타

인되기를주제로강연할예정이다

신 교수는 타인이 되는 것은 불가

능할지몰라도타인이되어보려고노

력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며 이것은

문학의 영원한 고민이자 숙제다며

동정과 공감의 개념을 중심으로 타

인되기로서의 문학에 대해 성찰하

는시간을갖고자한다고설명했다

9월 일곱 번째 치유의 인문학에는

절반의경험절반의목소리 성해방

과 성정치 등을 펴내고 한국여성학회

장을 역임한 대표적 여성운동가 조은

명예교수가강연을이어간다

이후 철학자 강신주(10월)와 EBS

전 PD로 지식채널e를 제작했던 김

진혁 한예종 교수(11월)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12월) 등이 차례로 강연

할예정이다

한편 치유의 인문학은 광주를 치

유 공동체 인권과 평화의 도시로 만

들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광주

시가 주최하고 광주트라우마센터가

주관하는무료공개강연이다

홈페이지(tntgwangjugokr)에서

사전접수도가능하다 문의 062601

1974

채희종기자chae@kwangjucokr

신형철교수 조은교수 김진혁교수 한강소설가

광주트라우마센터 치유의인문학 신형철교수등강연

존버거의사계

스포츠키드바리셀라

앤서니위너선거이야기

조나스의뒷마당서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