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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토) 영상산업센터
포럼 Part 2.
(피)교육자와 영화제작

The Educator / The Educated and Film-making

* 온라인 중계로 인해 파트2가 먼저 진행됩니다.
14:00 - 14:10
14:10 - 14:25
14:25 - 14:40
14:40 - 15:00
15:00 - 15:15
15:15 - 15:30
15:30 - 16:20
16:20-16:30

포럼 파트2 인사말
콘스탄체 베이어
고장섭
패미 포핀스
이성철
리젯 코테라
토론
휴식

Part2 Instroduction
Constanze Beyer (영상Video)
KO Jang-seop
Pammy Poppins (영상Video)
LEE Seong-cheol
Liset Cotera (영상Video)
Discussion (온라인 진행 on-Online)
Break

포럼 Part 1.
영화제와 영화읽기의 가치
16:30 - 17:00
17:00 - 17:10
17:1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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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alue of film festival and film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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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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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quare Prism
Break
Discussion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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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Forum
Time Table

7월 12일 (일) 영상산업센터
포럼 Part 3.
청소년이 바라보는 영화
10:00 - 10:10
10:10 - 10:25
10:25 - 10:40
10:40 - 10:55
10:55 - 11:10
11:10 - 11:25
11:25 - 12:00

the Film viewed by Youth

포럼 파트3 인사말
Part3 Instroduction
박인희
PARK Inee
최나연
CHOI Na-yeon
변익상
BYUN Ik-sang
이지예
LEE Ji-ye
박인철
PARK In-chul
토론
Discussion
김순주님은
발제문으로만
참여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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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Part 1.
| 개요 Introduction |

영화제와 영화읽기의 가치
the Value of film festival
and film literacy
진행 & 발제

Moderator & Speaker

사각형 프리즘

Square Prism

미디어교육연구소

Research institute of Media & Education

7월 11일 토요일 11th, July(Sat) 16:30-18:00

영화교육과 교육영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영화교육은 영화라는 가상의 사회를 간접적
으로 경험하고, 영화 속에서 “무엇”을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방법이라면, 교육영화
란 영화 속 메세지를 확장하여 우리 사회 내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
한 고민을 교육적 방법으로 풀어내는 것이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설연구소
‘사각형 프리즘’은 교육영화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2019년 영화 <경극소년
리턴즈>로 세 번째 영화읽기 교재<영화 읽기와 가치 수업, 다문화 이해 ? 경극소년 리턴즈
>를 출판하였다. 이 영화를 통해 영화라는 예술 장르에 속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과 함
께 영화읽기의 가치를 나누어본다.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film education and an educational film? Film
education is an educational method to teach people about “what” they can rea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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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vie after indirectly experiencing the virtual reality of the movie. However,
an educational film is that people learn a message of the movie and think “how”
they can adopt it and experience it in the real life.
The Square Prism, the associate research institute of the BIKY has continued
to study an educational film. In 2019, the Square Prism released the third film
literacy book, Film Literacy and the Value of Film Education, Understanding of
Multi-culture ? The Wayang Kids. With this movie, experts in many fields included
in the film genre share the value of film literacy.

감독/영화제/영진위/관계기관/학생의 시각에서
질문1 : 학교에서의 영화교육이 중요한가?
질문2 : 각 기관의 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
그리고 한계는?

From the director’s / Film Festival’s /
each Film Organization’s /students’ point of view
Q1 : Is film literacy(education) important in school?
Q2 : How would it be good for each organization to cooperate?
and what is th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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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읽기를 활용한 다문화 이해 수업 사례 :
‘경극소년 되기’

사각형프리즘
BIKY부설 어린이 미디어&교육 연구소

1. 다문화 이해의 출발점 옮기기
2. 프로그램 방향 설정
3. 프로그램 설계
가. 가치 재구성
나. 활동 설계
4. 수업 시연
5. 프로그램 개요: ‘경극소년 되기’
6. 수업자 후기
7. 수업 참관 후기

1. 다문화 이해의 출발점 옮기기
우리 프로그램의 출발점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이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민감해지고sensitivity, 그의 처지가 되어보며empathy
그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motivation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대체로 ‘사람’이 아니라 ‘개념’에서 출발하면 연구 방향이 모호해진다.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으면서도 연구를 시작할 때는 종종 개념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 이번 연
구에서도 그랬다. 우리는 다문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는 다문화를 어떻게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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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를 토의하는 데 긴 시간을 들였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개념을 가져오
는 과정을 반복하니 마지막에는 그 개념의 사전적 의미마저 의심하게 되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이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
(현실)을 헤아리지 못한 채 어떻게 하면 다문화라는 개념을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한 것이
다. 개념은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렌즈가 되지만, 렌즈는 바뀔 수 있고 그럴 때마
다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긴 논의를 통해 우리만의 개념 틀을 갖게 되더라도 단지 개
념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은 ‘그 개념을 알게 되어도 그 사람의 일상적인 행동에 큰 변화를
주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체험활동으로 개념을 익히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하
지만 이런 방식 역시 또 다른 개념 교육일 뿐이다. 개념에서 출발하는 프로그램은 학생들
의 삶에 스며들어 행동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렌즈를 찾는데 너무 공을 들이다보면 정작
렌즈 너머 보이는 광경에 무관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출발점을 옮겼다.
우리는 여러 자료를 읽고 관련된 사람을 찾아 인터뷰하며 우리 주변에 사는 이주민과 그
가족,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일상을 관찰했다. 이런 과정 끝에 우리는 ‘다양성’이 아니
라 ‘인권’의 관점에서 다문화를 이해했고 이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대한민
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김새, 태어난 나라, 부모님의 나라 또는 살아온 문
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너나없이 똑같기 때문이다. 나아가 감정이나
감각의 동일성을 말하는 ‘생물학적 인간’ 관점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바탕이 되
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 주변에 사는 이주민과 그 가족, 외국인 노동자와 유
학생의 처지를 공감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 다
른 문화의 옷, 음식, 건축물, 놀이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의 삶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출발점 옮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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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

다양성

인권

주요가치

공정, 존중, 배려

겸손, 공감

학습주제

다양한 문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

학습내용

여러 나라의 옷, 음식, 건축물,
놀이, 국기, 자연환경

이주민, 다문화 가정,
외국인의 삶

2. 프로그램 방향 설정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먼저 단위 수업 시간과 수업 횟수를 정한다. 이에 따라 수업 내용
의 깊이와 활동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전에 『버팔로 라이더』 때 개발한 ‘재미있고 복
잡한 인생 경주’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활용하게끔 10차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활동을 여
러 단계로 구성하여 학생이 자기 삶을 깊이 돌아볼 수 있게 하였다. 『완두콩 배의 롤라』에
서 평화의 가치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교실과 극장에서 대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영
화를 본 뒤에 그 자리에서 30-40분가량 참여하는 4차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다. 두 가지
프로그램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하루 동안 오직 영화로만 수업할 수 있도
록 4차시 내외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였다.
프로그램 160분 = 관람 전 20분 + 관람 90분 + 관람 후 50분
수업 시간이 짧을수록 가르치는 범위는 좁고 그 내용은 선명해야 하기에 우리는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우리 가까이 살아가는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기로 하였다. 다른 나라의 옷, 음식, 건축물, 놀이와 축제를 배우는 다문화 수업은 학생이
그 나라를 여행하면서 배워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학생이 교실과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식당과 마트에서 지나치는 사람, 이삿짐을 옮기거나 작업복을 입고 길가에
다니는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했
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에서 온 백인이 아니라 대체로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에서 태어났
고 우리말에 서툴며 세상 물정에 어둡고 소수자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 나은 삶을
찾아 멀리서 온 그들의 절실한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끝으로 활동을 구성할 방향을 세웠다. 우리는 학생이 영화 읽기를 통해 가치를 체험하여,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돕고 싶었다. 우리는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윤리학자 제임스 레스트James Rest가 제안한 ‘가치 있는 행동을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요
소’를 참고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가치 있는 행동은 네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나타
난다. 네 가지 요소는 가치의 개념과 문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찾는 ‘지식과 판단력’, 문
제 상황과 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민감성’, 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수행하고
자 열망하는 ‘동기화’, 유혹에 저항하며 자신의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행동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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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레스트의 가치 있는 행동을 실현하기 위한 4가지 요소
도덕적 지식과
판단력
(알고 있는가?)

민감성
(느끼고 있는가?)

동기화
(실천할 의지가
있는가?)

행동기술
(유혹에 저항하며,
습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

경극소년 되기의 초점
민감성
행동

우리 주변에 있는 이주민은 누구일까?
우리 주위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에게 관심 가지기
이주민과 이야기할 때 가져야 할 마음자세와 태도 연습하기

우리 프로그램은 네 요소 중에서도 이주민의 삶에 민감해지고(민감성), 그들과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자세(행동기술)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주민,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에 관한 객관적인 지식은 우리가 설명하기만 해도 학생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지식과
판단력), 수업이 잘 진행된다면 학생들은 이주민, 다문화 가정, 외국인을 만났을 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려고 노력(동기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3. 프로그램 설계
가. 가치 재구성
우리는 프로그램의 핵심 가치를 재구성한 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디자인하
였다. 인터뷰를 통해 우리 주변에 차이를 즐기지 못하고 차이 때문에 괴로워하며, 차이가
만들어내는 차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존중, 공정, 배려 대신 자
료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느낀 문제를 해결할 다른 가치를 찾아야 했다. 우리는 토의하고
그 과정을 녹음하여 공유했다. 회의를 마칠 때는 다음 회의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과제
를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책을 읽고 다문화와 관련된 상황을 관찰하고 느끼려고 노력했다.
영감이 떠오르면 대화방에 생각을 올렸고 같이 고민했다. 다음 모임에서 자신이 생각한 키
워드나 가치를 말하고 근거를 대는 과정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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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린 이주민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아는 게 없으면 배
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요. 배움은 겸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닐까요?
겸손humility에 관한 자료를 찾았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였다. 윤리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자
신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하였다. 겸손의 반대는 잘 알지 못하
는 것을 아는 척하는 교만과 적은 것을 많은 것으로 포장하는 과시욕이다.
이주민의 처지를 잘 알지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동정하고 이주민을 한국 문화에 동화시
키려 하며 낯선 사회에서 어수룩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거나 쉽게 판단하는 태
도는 모두 교만한 모습이다. 조금만 도와주면 그들이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
이란 생각과 느리게 적응하는 모습에 그들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태도 역시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보다 아는 게 적고, 능력이 떨어지는 불쌍한 사람이니 무
조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과시욕이다. 겸손이란 가치를 놓고 이야기를 이어
갔다.

- 우리 모두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
는 거죠. 오리 무리에서 자란 백조, 반짝이는 비늘을 가진 무지개 물고기, 아무런 쓸
모가 없다고 여기는 강아지똥의 슬픔은 비교에서 생긴 게 아닐까요? 함께 살아가려면
부족한 게 뻔히 보이는 사람에게 ‘너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특별함이 있다, 너는 특
별하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 내는 대신 ‘우리 모두 별것 없다, 너나 나
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토의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겸손을 무지의 가치를 깨닫는 과정으로 정리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가정할 때보다 모른다고 가정할 때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배우려는 의
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앎’이 주는 가치와 다르게 ‘무지’는 더 많은 ‘앎’을 낳는 ‘앎의
어머니’였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으니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고, 알
려면 물어봐야 한다. 낯선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여유 있게 적응하도록
재촉하지 말고 그들의 속도에 맞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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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할 때는 칠판을 활용하였다. 우리는 생각을 마구 쏟아내고 의미 있는 내용은 칠판에
써두었다. 그 내용을 이리저리 옮기고, 무리 짓고, 다른 말로 바꾸면서 프로그램의 모양새
를 갖추었다.

나. 활동 설계
우리는 겸손이라는 가치로 재구성한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을 네 가지 주제로 정리
하였다.
첫째, ‘우리 모두 특별하지 않다’라는 관점으로 다문화 사회를 바라보기.
둘째, 상대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기.
셋째, 무지의 가치를 느끼기.
넷째,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기.
<경극소년 리턴즈>를 여러 번 보면서 네 가지 활동과 어울리는 장면을 연결했다. 먼저,
‘우리 모두 특별하지 않다’라는 전제를 영화 내용과 연결했다. <경극소년 리턴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 짐작하기 불가능한 것처럼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없다
는 점에서 우리는 똑같이 불완전한 사람이다. 다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자세’를
중심으로 영화를 읽었다. 영화 속에서 ‘손오공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는 대사가 나온다.
손오공은 사람도 아니고, 국적도 없다. 그런데 경극의 배경이 된 나라를 손오공의 나라로
판단하기 쉽다. 끝으로 ‘무지의 가치’를 이야기했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내용
을 조사하여 정확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지만, 어중간하게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불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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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맹신하여 틀린 개념을 오랫동안 지닐 수 있다. 그래서 앎은 ‘모른다는 고백’에서 출
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영화를 본 뒤 오픈이 가진 자폐증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자폐증’이
라는 말을 아주 많이 들었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일부분이었다.
조금 알고 있다는 생각은 종종 진실한 배움을 가로 막는다.
우리는 <경극소년 리턴즈> 읽기 수업을 통해 학생이 경험해야 할 요소를 정했고, 학생
이 수업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경험할지 상상하며 프로그램을 디자인했다.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서 겸손의 가치를 체험하고 그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
다.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왔고 지금도 꾸준히 우리 곁에 사는 이주민과 겸손하게
사귈 수 있는 경험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활동 주제를 곰곰이 생각하니 네 가지를
모두 가르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지의 가치나 겸손의 개념, 우리 모두 특별
하지 않다는 전제는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수업의 결과로 학생들이 깨닫는 것이기
에 이 내용은 활동에서 빼기로 했다. 토의 끝에 이주민이나 다문화 가족, 외국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활동과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연습해보는 활동으로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였다.
덧붙여 다문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영화를 읽을 수 있도록 영화의 배경인 싱가포르 다
문화 사회의 특징을 소개하는 활동과 영화 읽기 수업을 마친 뒤에 프로그램을 평가할 방법
을 의논했다. 만들고 버리고 다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하며 더 선명하고 직관적이며 학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쳤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몇 가지 새로운 형태를 적용하였다.
첫째, ‘관람 전 활동’을 도입했다. 다문화에 집중하기 위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싱가포르
다문화 사회를 영화 속 등장인물과 연결하여 안내하는 활동을 만들었다.
둘째, 관람 전후 활동을 묶어 하나의 활동이 되도록 디자인하였다. 관람 전에 영화의 일
부를 편집해서 보여주고 그 상황을 상상해보게 한 다음 실제 영화 속에서 나타난 장면과
비교함으로써 성급하게 내린 판단의 맹점을 체험하게끔 했다.
셋째, 영화의 주요 소재인 경극을 모티브로 한 ‘관람 후 활동’을 계획하여 영화와 영화 읽
기 활동의 결합력을 높였다.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처지를 연극으로 체험하며 그
들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끝으로 학생들이 쓴 학습지, 소감문, 발표를 녹화한 영상, 사전 사후 검사지를 통해 프로
그램을 입체적으로 평가해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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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업 시연
수업 계획을 세우는 것과 수업 자
료를 만드는 것은 다른 차원이다.
내용을 잘 담으면서도 한눈에 이해
할 수 있고, 아름다우면서도 완성도
가 있으며 학생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자료를 구상해야 했다. 우
리는 관람 전 활동에 쓸 프레젠테이
션 파일, 편집 영상, 학습지와 관람
후 활동에서 쓸 대사 카드를 만들고 테스트하였다. 이 중에서도 경극소년 되기 활동에 쓸
카드를 만드는 데 공을 많이 들였다. 활동을 설명하는 문장을 많이 넣을수록 활동 카드는
복잡해지고 산만해졌다. 의논 끝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카드에서 모두 지웠다. 완
성한 카드는 우리가 직접 시연하면서 명료한 질문과 그렇지 않은 질문으로 구분하였고 질
문을 다듬었다.
수업 당일에는 교실에 캠코더를 설치해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하고 개별 학생 활동 모습
은 스틸 카메라에 담아 수업을 기록하기로 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배움을 얻을지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예상한 경험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도 그만큼 강했다.

5. 프로그램 개요: 경극소년 되기 Being

the Wayang Kids

* 프로그램 목표
-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주민에게 가지는 고정관념의
원인을 찾아본다.
- 차별과 편견이 담긴 말을 들었을 때 이주민이 느끼는 감정을 체험하고, 조화롭게 살
아가는 자세를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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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초등학교 3학년 이상
* 시간 : 160분 내외(40분 × 4차시)
* 장소 : 교실
* 준비물 : 상영시설, 학습지, 활동 카드, PPT, 동영상 클립, 설문지
* 관련 수업 : 도덕과, 사회과 다문화 단원, 다문화 교육 주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다문화 교육

* 수업안
과정

활동

관람 전
(20분)

▫ 활동 목표와 프로그램 진행 과정 안내(3분)
▫ 영화의 배경 소개(5분)
- 싱가포르 다문화 사회 소개(PPT 자료)
▫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①(10분)
- 편집한 장면과 소리를 제시하고 어떤 인물일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소리일지 상상하고 발표하기(영상 클립 2개와 학습지)
▫ 영화를 보는 자세 안내(2분)
- 궁금한 내용 메모하기

관람 중
(90분)

▫ 관람
- 궁금한 내용 메모하며 보기(90분)

관람 후
(50분)

▫ 관람평 쓰기(15분)
- 20글자 안팎 관람평을 쓰고 소감 나누기(포스트잇)
▫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②(10분)
- 내가 상상한 내용과 실제 내용 사이에 차이가 난 이유 이야기하기
▫ 경극소년 되기(20분)
- 이주민과 외국인 처지에서 편견과 차별이 담긴 말을 들었다고 가정
하고 자신의 느낌을 대사로 표현하기(대사 카드)
▫ 수업 소감 나누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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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업자 후기
사전 조사를 마치고 수업 활동을 기획할 즈음 여름이 왔다. 월요일마다 연구소에 모여
땀을 흘린 끝에 가을이 저물어갈 무렵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처음 보는 열매를 먹는 아이
들에게 이 열매 이름은 무엇이고 무슨 맛인지, 어디에 좋은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먹으면
서 무슨 맛인지 느끼고, 먹다 보면 어디에 좋은지 스스로 생각하길 원했다. 그동안 우리가
개발한 수업을 경험한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이번에도 빠르게 몰입하고 진지하게 참여하였
다. 그리고 이번 열매에는 '관람 전 활동'이라는 소스를 함께 주었는데 이 소스가 열매를 끝
까지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활동 때문에 아이들은 숨은그림찾기 하듯 영화를 보았고 이
렇게 생긴 집중력이 수업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영화를 보기 전 상상한 내용과 실제 내
용을 비교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편견과 고정관념을 이야기하였다. 눈에 보이는 몇
가지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했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많았다며 무지의 가치를 생각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문화에 관한 핵심적인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었
다. 여러 가지 형태의 다문화 수업을 찾아보았다. 대다수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의 노래와
놀이, 국기와 전통 의상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번 수업을 하기 전 우리
반 아이들은 외부 기관에서 다문화 이해 수업을 받았다. 게임으로 진행한 수업이었는데,
게임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수업을 마친 뒤에 수업 내용보다 게임 자체를 기억하는 아이들
이 많았다. 주객전도라고 할까, 우리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경극소년 되기’ 활동을 할 때 많은 아이가 흥분하거나 화를 냈다. 이런 모습은 불편하게
느껴졌다. 아이들에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 아이들이 그렇게 흥분한 이유는 카드에 적힌 문장을 읽고 그런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
이었다. 이것이 이주민과 외국인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만을 배운다면 이건 지식일 뿐이다.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과 이
야기 나누어 보니 이번 수업으로 이주민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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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육과정의 핵심성취기준처럼 우리 역시 다문화 이해 교육의 핵심을 찾으려고
긴 시간을 보냈다. 문화 다양성 교육은 다문화 교육에서 충분히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문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탐구하는 다문화 이해 교육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들였지만, 이 수업을 해보려는 선생님에게는 ‘이거 별거 아니네. 쉽게 할 수 있
겠네.’라는 마음이 들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람과 이주민, 외국인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이 만날 때 가져야 할 그런 원리가 되면 좋겠다.

7. 참관자 후기
수업은 영화 관람 전, 관람, 관람 후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이 영화 후반부를 보고
있을 때 교실에 도착했다. 극장에 견주어 형편없는 환경이지만 열여덟 명 학생들이 영화에
몰입하는 것은 극장과 다르지 않았다. 학생들은 영화가 끝나서야 내가 온 걸 알았다. 학생
들과 인사를 나누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
관람 후 활동은 관람평 쓰고 나누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경극소년 되기, 활동
정리의 단계를 거쳤으며 2차시 분량이었다. 학생들은 관람평을 쓰고 모둠별로 내용을 나
누면서 이전에 함께 본 영화 이야기도 했다. 영화 읽기 수업으로 함께 본 ‘버팔로 라이더’ 수
업 경험을 떠올리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본 영화의 등장인물과 연관 지어 발표하기도 했다.
이어진 경극소년 되기 활동에서는 이주민과 외국인이 등장하는 상황극 대사를 만들어
짝과 발표하였다. 짧은 상황극이지만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감정을 살려 포현하는 학생
이 많았고 발표 후에 통쾌하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활동을 정리하고 수업 소감을 나
눌 때 학생들은 영화로 수업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영화 관람을 포함한 4~5차시 수업
을 집중해서 참여하는 것을 보았기에 그 소감이 그대로 느껴졌다. 학생들은 영화를 보며
등장인물과 사건을 지켜보았고 관람 후 활동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였다. 발표
할 때는 본인이 주인공이 된 것 같았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에 관한 사전 지식, 다른 말로 학생에 관한 선입견이 전혀 없었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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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학생이 세 번 이상 발표하는 모습과 그 내용을 들으면서 배움이 느린 학생이 전혀 없는
반인 줄 알았다. 그날 저녁 이정석 선생님을 만났을 때 그 부분을 물어보았다. 그런데 내가
본 것과 달리 배움이 느린 학생도 있었고 학급에서 다른 일로 관심을 두는 학생이 여러 명
있다고 했다. 해당 학생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수업을 참관한 기억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다. 학생들은 영화를 보기 전부터 교사의 의도된 질문과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수업에
참여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을 잘 알기 때문에 발표 순서도 의도성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
고 보면 학생이 앉은 자리와 모둠 구성을 고민하지 않을 교사는 없겠지만 수업 진행까지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학생에 관한 선입견 없이 수업에 참관했다는 것
을 알았을 때 이 수업의 가치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개념, 가치, 배경지식이 많지 않
아도 영화를 통해 뭔가를 느끼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 느끼고 생각한 바를 발표하지 못하
더라도 자기 생각과 비슷한 발표에 들었을 때 공감을 표하는 모습. 수업 후에 각자 무엇을
배웠는지 또렷하게 발표하는 모습. 이 모두가 인상적이었다.
이정석 선생님이 이 수업 준비할 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다른 선생님들은 도덕 수업을
한 달에 네 번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수업으로 하면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맞
는 말이었다. 초등학교에서 도덕 수업을 하는 선생님에게 “학교에서 도덕 수업을 어떻게
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선생님마다 방법은 달라도 대부분 횟수는 주 1회라고 대답할 것이
다. 이 수업을 보면서 주 1회, 한 달에 4회 하는 도덕 수업을 하루 4차시 분량으로 할 수 있
을 것 같았다. 매주 1차시 분량의 수업으로 4주를 짜임새 있게 이어가는 것 보다 본 수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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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4차시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큰 것 같다. 160여 분의 시량이었지만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는 느낌이 들었다. 실제 수업이 영화 관람 후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두 블록
으로 진행되었는데 교사가 수업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활동을 안내하여 관람 전 활동이 관
람 후 활동까지 짜임새 있게 이어졌다. 열여덟 명의 학생 모두 영화를 보고 소감을 나누고
영화 관련 활동을 하면서 밀도 있게 수업의 흐름을 이어갔다. 그만큼 깊은 여운이 남는 수
업이었다. 학생들은 <경극소년 리턴즈>라는 영화를 떠올릴 때 수업 내용을 떠올릴 것이고,
수업 내용을 떠올리면서 영화를 떠올릴 것 같다.
교육부는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도덕과가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임을 명
시하고 있다. 인성교육이 한 번의 수업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도덕 수업만으로만 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수업은 교육과정에 명시된 것을 지향하고 따라야 한다. 학생들이 어떤 주제
에 대하여 각자 생각과 느낀 것을 발표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면 그 수업은 교사에게도 기억 남을 수업이 될 것이다. <경극소년 리턴즈> 영화를 활용한
수업은 비단 도덕 수업뿐 아니라 다문화 교육으로 다른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하
더라도 영화를 관람하면서 수업하면 학생들이 쉽게 잊지 못할 것 같다. 이 수업을 통해 영
화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이 함께 만든 좋은 영화 한 편이 가
치 있게 활용되는 것에서 삶의 가치와 메타포를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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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cultural Understanding Class
using Film Literacy
- ‘Being The Wayang Kids’

Square Prism
BIKY affiliated research institute

1. Moving A Starting Poi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Our program’s starting point is not a “concept” but tangible “reality” and “humans”
who are living in it. So, we designed a program that enables us to be sensitive and
empathetic towards others, and motivated to live with others in harmony.
Most of the time, the purpose of research is likely to become vague if the
research starts from a “concept” not from “humans”. However, people cannot
escape from this approach even though they have made those mistakes. That was
what we did. We spent a long time discussing what the multi-culture means and
how our society accept the multi-culture. We kept explaining a concept to explain
other concepts. At last, we started doubting the meanings in the dictionary. We
could not try to understand how immigrants and foreigners live in Korea with
Koreans but only concentrated on how to teach children the concept of
multi-culture. Concepts can be lenses to understand and interpret a situation
through but the lenses can change, and when a lens is changed, the interpretation
can be changed. Even if we come up with a frame of a concept after a long debate,
the program that just carries the concept would have a limitation because it can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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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one’s daily behavior. Sometimes, there are hands-on programs, not a
lecture. However, this approach also can easily become another type of conception
program and one-direction teaching. When you put too much effort into finding
lenses, you tend not to care about the scenes beyond the lenses.
So, we moved the starting point of the program.
We read various documents, interviewed people and observed daily lives of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foreign workers and foreign students living near
us. After this process, we acknowledged multi-culture in a sense of “human right”,
not “diversity” and decided to make a program to experience it. It is because people
living in Korea are all same “humans” even though they have different backgrounds
such as appearance, countries of birth, countries of parents or life styles.
Furthermore, we focused not only on “biological human” that have same emotions
or senses but also on “human relationship”, the base of a world where everyone
lives together. We agreed to make a program that can raise abilities that would
make us empathic to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foreign workers and foreign
students and live together. We changed the starting point of our program from the
one with the knowledges about other cultures such as multi-cultural clothes, food,
architectures, games and naturalenvironment to the one with “understanding of
multiculture” that puts emphasis on behaviors towards people with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to live together with immigrants and foreigners around us.
Moving the Starting Point
View
Major Value
Subject

Diversity
Fairness, Respect,
Consideration
Diverse Culture

Clothes, foods, architectures,
games, national flags and
Contents
natrual environment of
differen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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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
Humility, Empathy
People with diverse
cultural backgrounds
Making relationship with
immigrants,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2. Planning the program direction
The first things we consider when designing a program are class time unit and
the number of classes. Depth and the activity method become different depending
on these. For the Buffalo Rider, we designed a program of creative hands-on
activities named “A Fun and Complex Life Racing” for 10 times. So, the activities
are composed of many steps where students can reflect their lives. For the Lola
On the Pea, the program was designed to experience the value of peace and it was
four-time program. It was planned that students watch the film and participate
in the activity for 30 to 40 minutes so that this program can be used in the
classroom or the theater. Based on this experience of having made the two
programs before, we designed a program of about 4 times so the teacher can make
a class only with a movie for a day.

Program, 160min. =
Before watching, 20min. + watching, 90min. + after watching, 50min.
When the class is short, the scope has to be specific and clear, we decided to make
a program to understand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our
neighbors based on the interviews. We thought that learning other cultures’ clothes,
foods, architectures, games and festivals will be naturally done when a student
travels other countries. We aimed that our students could understand people whom
we meet in a classroom and in a school, whom we pass by in a restaurant and a
supermarket and immigrants, peop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foreign workers
moving loads, wearing working clothes and foreign students. These foreigners are
not white people coming from advanced countries but people who were born in poor
countries, were not good at Koreans, know little about the world and live lonely as
minorities. We thought that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emphasize
immigrants’ desperate minds who came afar to this country to find a bett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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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last, we set the direction of the program. We wanted to help our children
to experience the value by this film literacy class and practice what they learned
in this class. We referred to the Four Component Model of Moral Development by
James Rest. According to his model, moral behaviors are presented when certain
four components are harmonized. The four components are ‘Moral judgement’ that
allows a person to decide what to do in a particular situation, ‘Moral sensitivity’
that allows a person to interpret a particular situation and understand his/her
actions in that situation, ‘Moral motivation’ that allows a person to aspire to do
what he/she decides to do, and ‘Moral character’ that allows a person to resist
against a temptation to continue his/her actions.
James Rest’s Four Component Model of Moral Development
Moral judgement
(Do you know?)

Moral sensitivity
(Do you feel?)

Moral character
Moral motivation
(Can you resist
(Are you
motivated to act?) against a temptation
and tend to
act like a habit?)

Focus of Being the Wayang Kid
Sensitivity

Have an attention to immigrants around us.
Feel how immigrants would feel in their situation.

Character

Practice the way to talk and act to immigrants.

Among four components, we focus on the Sensitivity to be sensitive to
immigrants’ lives and Character to keep a right attitude when talking with them.
For Judgement, students will easily know objective knowledge about immigrants,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if we only explain them about it. For
Motivation, once the class is performed well, students would put effort (be motivated)
not to hurt feelings of immigrants,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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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gram Design
A. Value Restructuring
We restructured the core value of this program and design them into activities.
Through our interviews, we heard that people could not enjoy the difference, are
in agony because of the difference and are discriminated because of the difference.
We need to find other value instead of respect, fairness and care to solve problem
we found during document research. We discussed and shared the process by
recording it. When one meeting ended, we chose the specific task that we needed
to think about by the next meeting and tried to read and observe and feel some
situations related to multi-cultures. In the next meeting, we talked about
key-words and values that each one thought it was important and the reason and
repeated this process.

- I think humility is important. We know little about immigrants. If we don’t
know, we try to learn. I think the attitude to learn starts from humility.
We searched documents about humility. Humility is an attitude that one respect
others, does not show off oneself and does not think oneself is superior than others.
A scholar, Thomas. Aquinas said humility is a behavior to admit oneself as one is.
The opposite things of humility are “arrogance” of pretending to know even though
one does not know and “showing-off” that one exaggerates the small as the big.
Blindly pitying immigrants even though you know nothing about them, trying
to assimilate them into Korean culture, laughing at them when they are acting
awkwardly because they are not familiar with the new culture and easily judging
them are all behaviors of arrogance. Thinking that immigrants will adapt to the
Korean society with our help or undermining them because they are slow to adjust
themselves in this society are not act of humility. Above all, thinking that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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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 less than us, they are less able than us, they are poor people so we should
help them is the mind of showing-off. we continued to talk about “humility”.

- I think that considering ourselves are not so special is humility, which means
we don’t compare with others. Think about ugly duckling, a rainbow fish with
shiny scales and the doggy poo that thinks it is worthless. All their sadness
comes from comparing themselves with others. If we say “you are special, you
have a specialty that we don’t have” to people whose obviously lacking abilities
to live with, it would make just another layer of difference. Instead of that,
thinking that “we are not that special, either” and “you and I are same.” is the
way that we should have.
At the end of the discussion, we concluded that humility is a process of
recognizing the value of “ignorance”. When we assume that we don’t know, we
can learn more and we are more willful to learn rather than we assume that we
know something. Different from the value of “knowing”, “ignorance” is “the mother
of knowing”, which gives us more “knowing”. We should not treat others bad
because we and they have been raised in different cultures. If you want to know
something, you should ask. Don’t push them to adjust fast, but wait and let them
do it in their pace, slowly getting familiar in the new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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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used a white board during the discussion. We poured out of our thoughts
and wrote down meaningful contents on it. We moved contents here and there,
grouped them, or change words to frame a program.

B. Activity Design
We categorized 4 subjects of the education program that we restructured under
the theme of humility.
First, Look at the multi-cultural society in an aspect that “we all are not special”.
Second, Recognize the value of “ignorance”.
Third, Do not easily judge others.
Fourth, Understand the situations of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and do not say things that would hurt their feelings.
We watched The Wayang Kids for many times and connected four activities to
the scenes of the movie that fits to the activities. First, we made a link to the
movie content with the prerequisite “we all are not special”. As if we cannot imagine
what adults the characters in The Wayang Kids grow up to be, we don‘t know our
destiny. In that aspect, we are all imperfect. Next, we read the movie, centering
around the theme of “attitude of not easily judging others”. In the movie, there is
a line, which country’s person is Monkey King?. The Monkey King is not a human
or does not have a nationality.
However, people can easily judge that the background country of the wayang is
the country of the Monkey King. Lastly, we talked about the value of “ignorance”.
One who thinks he/she does not know would search and find the correct meaning
but one who thinks he/she knows might hold the wrong information for a long
time, blindly believing his/her imperfect thought. That is why knowledge starts
from the confession of “ignorance”. After watching movies, we talked about
autism. We have heard a lot about “autism”. However, after searching it, it t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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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that what we knew was a tiny part of it. The thought that we know some
often interrupts true learning.
We decided some elements for students to experience through The Wayang Kids
film literacy class and designed the program while imagining what and how the
students would experience through this class. We wanted to create a program
where people can experience the value of modesty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deeply consider about the meaning of it. The program that allows people to
humbly get along with immigrants that have been with us for a long time and still
being with us. However, we happened to think that we do not need to teach these
all of four categories after deeply thinking about the subjects because the value of
“ignorance” and humility and the pre-requisite that “we all are not special” are
not taught but earned by students as a result of the class. So, we removed the
two category from the class. After a discussion, we designed two activities, one
for letting children realize that we should not easily judge immigrants, multicultural families and foreigners and the other for letting children practice to have
an empathy to them and not to say hurtful things to them.
In addition to that, we discussed how to make an activity that introduces
characteristics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Singapore, so that children can read
the film, mainly focusing on multi-culture and evaluation method after finishing
film literacy class.
We repeated creating and removing activities to make the program more vivid,
more intuitive and easier for children to participate in. In this program, we adopted
a few new things.
First, we adopted a “Before watching” activity. To concentrate on the multiculture, children were asked to connect characters of the movie and multi-cultural
society of Singapore, the background of the movie, and introduced them to other
kids in the activity.
Second, it is designed to put the activities of before watching and after wat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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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one activity. Before watching, we edited one part of the movie and showed it
to children and let them guess about the situation. After watching, children were
asked to compare the edited version and the full version so kids could experience
the blind spot of easily judging a situation.
Thirdly, we planned the “After watching” activity with the motive of wayang,
the main material of the movie, and enhance the consistency of the movie and the
film literacy activities. Children experience situations of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while participating in a play and understand how they feel.
Lastly, we evaluated the program in a various angle using papers, reviews
written and video-recorded presentations made by students.

4. Demonstration
Planning a class and making
class material are whole lot
different process. We needed to
design a high-quality material
that can contain the contents
very well, is understandable
and ignite interest of students.
We made presentation files, edited videos, class hand-outs and line cards that
can be used in the “after watching” activity and test them. Among them, we put
extra effort making line cards that would be used in “Being the Wayang kids”
activity. More sentences we put to explain, the more the cards became complex
and distracting. After discussing it, we removed all things that can be explained
on the cards. We did the activities with the completed cards ourselves and divided
questions in two categories: clear questions and vague ones. After that, we modified
unclear questions.
We planned to set a video camera to record the overall scene and use a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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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for recording the individual students’ activities.
Our expectation about kids reaction to the activities and what they would learn
was huge, which made us be afraid even more about failure of the program or
kids’ bad reactions.

5.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Class - Being the Wayang Kids

* Objective:
- Have an attention to immigrants in our neighbors and find out the cause of
stereotypes that we have towards immigrants.
- Experience emotions that immigrants would feel when they are heard
discriminative and biased expressions and talk about how to live in a harmony.

* Subject: The 3rd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and above.
* Time: About 160 min.(40min.×4 times)
* Place: Classroom
* Preparation: Screening equipment, hand-outs, activity cards, PPT Slide,
video clips, questionnaire, etc.

* Related subject: Ethics, Multi-culture chapters of Social Studies, Week of
Multi-culture, Multi-cultural Education with Creative activities.

* Overview
Process

Before
watching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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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
▫ Introduction of objectives and program process(3 min.)
▫ Introduction of movie background(5 min.)
- Introduction of multi-cultural society of Singapore (PPT Slides)
▫ What is seen or unseen①(10 min.)
- Guess what a person would be like or what the situation would
be after watching an edited scenes and sound(2 video clips and
learning material) and make a presentation about it
▫ Introduction on how to appreciate a movie(2 min.)
- Write what you are curious about

Watching
(90 min.)

After
watching
(50 min.)

▫ Watching
- Write what you are curious about (90min.)
▫ Writing a review(15 min.)
- Write an impression in about 20 letters and share it with others
(on a sticky note)
▫ What is seen or unseen②(10 min.)
- Tell the reason there is difference between what I guessed and
the real story
▫ Being the Wayang Kids(20 min.)
- Assume that you are immigrants and foreigners and heard
discriminating and biased words and express your feelings (line
cards)
▫ Share impressions(5)

6. Teacher’s Review
Around the time we finished the pre-research and planned the class activities,
the summer came. Every Sunday, we gathered at the research office and sweated
over the research and we had a fruitful result at the end of the fall. For children
who taste new fruit for the first time, we did not tell what the fruit is called, what
the taste of it is like and what it is good for. We wanted them to taste by
themselves while eating and to realize by themselves what it is good for after
eating. Since they had experiences of the classes we had developed before, they
were concentrated on the class very fast and participated in the class earnestly.
In addition, we gave them a sauce, “Before Watching Activity”, which helped the
students finish their fruits.
Thanks to the activity “What is seen or unseen”, children watched the movie as
if they were finding hidden pictures and this concentration lasted till the end of
the class. They could compare their imagination before watching the movie and
the fact and talked about their prejudice and stereotypes. They said they jud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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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ith several things seen but there were many things they did not know. It
was a meaningful result that children realized the value of ignorance.
Even though it was a short time but we wanted to give them a core experience
about the multi-culture. We looked for various kinds of multi-cultural classes.
Most of the programs were focused to inform foreign countries cultures such as
songs, games, flags and traditional costumes. Before this class, my students went
on a field trip to an institute and had a class, Understanding of Multi-culture.
The class was composed of games but they were immersed in the games too much.
So, they remembered the game more than the class. It was like 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 So, we tried not to make our program like that.
During the activity “Being The Wayang Kid”, many kids were upset or mad.
These feelings discomforted me. So, I told them to be cooled down and try to find
proper ways. After that, I thought that they were upset because they felt
something, reading sentences on the cards. I realized that this is the first step to
understand immigrants and foreigners. If we only learn other cultures, not
understanding other people, that would be just knowledge. After class, when I
talked with children, they said they understand the minds of immigrants a little.
We spent a long time to find the essence of the class, understanding of
multi-culture, such as the core achievement standard of a new education program.
Since the cultural diversity education is performed enough in multi-cultural
education, we concentrated on how to live in the multi-cultural environment. We
put a lot of time for this but I hope teachers who are going to try this program
would think “This is going to be easy” and “It is nothing.” I hope this would be the
principle that can be used when not only Koreans and immigrants and foreigners
meet but also a person and a person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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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eing The Wayang Kids’ Class Observation Review
The class was comprised of activities of ‘before watching’, ‘watching’ and ‘after
watching’. I arrived at the classroom when the students were watching the late
part of the movie. The environment was never as same as the movie theater but
the immersion of 18 students were as same as the theater. Students knew that I
came after the movie ended. We greeted one another and had a break.
In the “After Watching” activity, there were activities of writing a review and
sharing it, “What is seen and unseen”, Being the Wayang Kids and wrapping the
class and the class was two times. They wrote a review and shared it in a group.
They remembered the previous film literacy class, “Buffalo Rider” and sometimes
they related these characters with other characters in movies they personally
watched before.
In the activity followed, “Being the Wayang Kids”, they made lines of a skit that
immigrants and foreigners are in it and made a presentation with their partners.
It was short but many kids reflected their experiences and emotions into the play.
Many of the students used the expression, “gratifying” after the presentation.
When they share how they felt after finishing the activities, they said they liked
the activities with films. Since I saw how attentively they did the activities of 4~5
times including watching a movie, I could tell they truly meant it. Kids carefully
watched characters and events in the movie and they shared their thoughts and
feelings. When they made presentations, they looked like main characters of the
movie.
In this class, I did not have any knowledge about children of the class, which
means that I did not have any prejudice. When I saw all students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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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ations more than 3 times and heard what they are saying, I thought that
there was no slow learner in this class. I asked about this in the evening when I
met the teacher, Jungseok Lee. However, unlike what I thought, he said there
were slow learners and some students that teacher Lee needed to watch carefully
because of some reasons other than learning. I did not know who they were and
I could not tell only by watching the film literacy class. Students was asked
intended questions from the teacher and heard one another’s stories and after
that, they participated in the class. Lee said the presentation order was also
intended because he knew the children very well. Come to think of that, all teachers
consider students’ seating positions and grouping. However, thinking about how
to process the class is not easy. When I realized that I attended the class without
any prejudice, I could vividly feel the real value of this class. Sharing what they
felt, watching the film and talking about it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any
concept, value or background knowledge. Showing empathy when they heard a
similar presentation with their feelings even though they could not present their
thoughts and opinions. Making a presentation of what they learned after the class.
All of this was impressive.
I remember what the teacher Lee told me when we were preparing for the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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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teachers do the ethics class four times a month. But, in this way, only one
class a month is enough.” That was right. If I ask to a teacher “How often do you
have the ethics class?” Then, most of the teachers will answer that they do it once
a week. When I see this class, I could make the four times of ethics class to one
class done in a day. It seems that four times of class that is done in one day is
more effective than four times of class that is done one hour a week for four
weeks. It was 160 minutes but I felt it went very quickly. The class was divided
into two sessions since there was a break after watching the movie. The teacher
introduced the activities with the PPT slides, the activities of before watching and
after watching were done in an organized way. All of the 18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class, watching the movie, sharing their feelings and continuing to do the
movie related activities and the class was densely flew. The feeling that the class
gave me lasts long. The movie, The Wayang Kids, will remind the students of the
film literacy class and the class will remind them of the movie again.
The Ministry of Education stipulates in Ethics Education Program revised in
2015 that the ethics is the core subject of character education. A good character
cannot be built just by one class or only by teaching ethics, but the education
program should follow what is stipul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If students
can participate in a class, freely talking what they think and feel about certain
subject, not even noticing the time passing, the class sure will last long in the
teacher’s memory, too. Classes using the movie, The Wayang Kids, will be
unforgettable to students because they have a class with movie watching, which
can be used not only in ethics but also in other subjects such as a multi-cultural
class or creative activities. I could know the effect of the class using films. I could
feel the value of life and metaphor in an aspect where a good movie made by many
people is used valu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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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Part 2.
| 개요 Introduction |

(피)교육자와 영화제작

The Educator/The Educated
and Film-making
진행자

Moderator

김상화

KIM Sang-hwa

비키 집행위원장

BIKY Festival Director

7월 11일 토요일 11th, July(Sat) 14:00-16:00

영화는 ‘함께’ 만들어 가는 작업이자 활동이다.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의 유일한
경쟁 섹션 ‘레디~액션!’은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제작한 영화로 이루어져있다. 어린이들이
영화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다. 어린이가 혼자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형제나 친구들과 어
울려 영화를 만들기도 하며 선생님과 영화를 만들거나 선생님이 만드는 영화에 출연하기
도 한다. 영화를 만든 방법이나 과정에 따라 영화의 성격이나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영화에 대한 어린이의 경험도 다를 수 있다. 영화를 만든 어린이와 어른이 모여서 영화 제
작 방식 혹은 영화 제작 교육 방식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 과정을 통해
BIKY가 추구하는 레디액션 섹션의 성격과 방향을 찾아보고, 영화 제작 과정의 차이에 따
라 참여한 어린이가 경험한 내용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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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s are the works and activities that are made by people “together”. The only
competition section of the BIKY, <Ready~ Action!> is comprised of films made by
kids and youth themselves.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for kids to make films.
A kid can make a movie by him/herself. Siblings and friends can make a film
together. Children can produce a movie with their teacher, or kids can participate
in a film that a teacher makes. Depending on a method or a process of film-making,
a character or a form of a movie can vary and experience of children can vary.
This is an opportunity that kids and adults share ideas and experience about
methods of film-making or educational methods of film-making. In this session,
participants will explore the characters and directions that the BIKY pursues and
listened to kids who experience film-making with different producing methods.

질문1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중점학교에서 영화 제작 교육을 하는 방식은
아르떼 강사의 영화 제작 교육과 무엇이 다른가?
질문2 : 레디액션 출품작의 주요 세 종류 ①어린이들로만 이루어진 ②교사
와 어린이 ③교사 제작, 어린이 배우 중 BIKY에서 추구하는 방향
의 작품은 어떤 것인가?
질문1 : ③과 같은 경우처럼 어린이들이 출연만 한 영화도 레디액션 대상
이 되는가?
Q1 : What is different from the ‘ARTE’ teacher's film-making
education in ‘the film-focused school’ of the ‘Korean Film
Council’?
Q2 : What is the direction of BIKY’s pursuit in the three main
types of ‘Ready~Action!’ entries, constructed by ①only kids,
②teacher and kids ③kids(acting) teacher(production)?
Q3 : as the case of ③, is the film that starring only kids possible to
submit an ‘Ready~Action!’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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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스베르크 영화김나지움 소개

콘스탄체 베이어
바벨스버거 영화학교 / 필름 코디네이터

안녕하세요 부산, 포츠담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콘스탄체 바이어라고 하며, 포츠담에
위치한 학교의 영화 코디네이터입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께 어린 학생들과 함께하는 영화
제작에 대해 이야기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이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1세
에서 19세 사이의 학생들과 함께 작업하며, 우리 학교는 7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학생들
을 가르칩니다. 중고등 학제의 마지막 학년인 12학년 학생들은 보통 이 시기에 대학입학
시험을 치르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대학에 입학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영화는 우리 학교의 창의활동 중 하나입니다. 다른 활동은 무용, 연극 그리고 제2언어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인 수업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하더라도 어떠한
점수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 학교에 지원할 때 개인별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9학년을 마칠 때까지 선택한 특수과목 수업에 3년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이후 학생들은
선택했던 특별활동을 12학년까지 계속하거나 그만둘 수 있습니다. 11, 12학년에는 영화가
일반과목이 되고, 기말고사 성적에 도움 되는 점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본 발제에
서 7학년에서 9학년까지의 수업을 다루고자 합니다. 저희는 최근 2년 동안 아이패드를 사
용한 수업을 진행중입니다. 2018년 이후 신입생들은 아이패드를 모두 갖추고 있고 7학년
과 8학년의 모든 학생이 아이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은 최근 자가격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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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큰 이점이 되기도 했죠.
영화 수업에서는 매년 주요한 주제를 정하여 진행합니다. 가장 어린 학생들에게는 ‘아이
패드, 앱익히기’라는 주제이지요. 8학년은 저널리즘과 다큐멘터리 촬영에 대해 배웁니다.
올해 진행된 주요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허구적 스토리텔링과 다큐멘터리를 결합하여 ‘미
래 뉴스’를 제작합니다. 9학년들에게는 빛과 그림자가 주요 주제이며, 누아르 스타일의 (픽
션)영화를 제작합니다. 저희는 10학년 학생들에게 지역의 작은 TV 방송국과 협력하여 지
역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기회를 마련합니다. 마지막 학년인 11, 12학년은 학생
들의 단편영화 또는 극 영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학생들 스스로 팀을 조직해 처음
아이디어 단계부터 최종 상영까지 모든 부분을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화학교 모든 학생이 영상매체 관련 직군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기초적인 기술을 연마, 개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습 바탕의 작업을
함으로써 이론에 중점을 둔 수업 주제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실질적
인 접근방식으로 팀워크, 책임감, 분석적 사고, 과정 분석과 제어,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에 중점을 둡니다. 매년 목표는 발표를 마치고 부모, 형제자매, 학우 및 교사에게 자신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습득하는 것은 마감일을 맞추고,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합
니다.
영화 수업에서 팀으로 일한다는 것은 자신과 학급 친구들의 강점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
니다. 이는 함께 노력하며 최상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모든 힘을 한데 모으는 일입니다. 개
인이 경쟁하고, 모든 학생이 보편적인 지식 상태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규 수업
과 달리, 영화 수업에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들 없이는 팀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
죠. 한 팀에는 만드는 이, 생각하는 이, 돌보는 이, 조사하는 이, 지지하는 이, 듣는 이, 분
석하는 이, 섭외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영화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일에 대
해 대비하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직접 찾아
봄으로써 모든 영화 프로젝트가 흥미롭고 모험적인 경험이 됩니다. 저는 참여하는 인원 모
두가 시야를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7학년부터 팀 작업을 시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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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학생들은 마술이라는 주제와 학교를 배경으로 한 각본을 씁니다.
여러분에게도 친숙한 이야기인가요?
우리는 여러 마술 기술들을 영화에 구현하였고 아주 흥미로운 작업이 되었습니다. 사람
들을 공중에 띄울 수 있고, 사물들이 사라지게 할 수 있으며, 여러 기묘한 생명체들을 만들
수도, 나아가 무수히 많은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크고 작은 다수의 프로젝
트에서 아이패드와 우리의 메인 앱인 루마 퓨전(Luma Fusion), 스케치북(SketchBook)을
이용해 작업하는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교실은 그린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
론 수업을 진행에 이상적인 환경이 아니지만, 녹색 배경이 필요한 장면을 촬영하는 데에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여 우리는 기본적인 편집과 키잉(keying)
을 할 수 있으며, 학년말에 멋진 마술과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어머 안녕! 이게 누구야? 아- 그냥 웃긴 애들이야. 분명 내 아이패드 어딘가에 남아있
을걸. 격리기간동안 7학년 학생들이 아이패드로 만든거야. 그렇지만 얘들아, 다시는 날 방
해하지말아줘”
“Ouh hello! Who is that? Ah - some silly chicks. They linger somewhere in my iPad
obviously. They were made by grade 7 students during lockdown - on their iPads.
But please birdies, don‘t interrupt me again.”
7학년 아이들의 첫 프로젝트는 학급 친구들과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
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인터뷰 녹화본을 보관해두고, 졸업식에서 일부를 상영하기도 하
지요. 인터뷰 프로젝트 이후에는 편집 앱을 사용하여 기초 애니메이션 실습을 시작합니다.
키프레임의 개념을 교육하기 위해서죠. 학생들이 만든 각각의 영화 시퀀스들은 키프레임
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학습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앞서 언급했듯, 학생들이 8학년이 되어 영화실습 수업 2년 차에 접어들면 주로 저널리
즘에 전념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학기 초반에 기자는 어떻게 일하는지, 저널리스트적 기준
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뉴스 보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 배우게 됩니다. 이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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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미래 뉴스(Future News)”라 불리는 가상의 뉴스를 제작합니다. 이 가상의 방송 프로
그램을 위해 3~5명의 작은 그룹을 만들어, 아나운서가 읽을 대본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성
하고 만드는 작업을 함께 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뉴스 방송을 준비하고 제작하며 자신들
의 아이패드 활용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또한 “미래 뉴스” 제작 수업은 그린 스크린을 활용
하여 삼점 조명에 대한 부분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9학년은 보다 큰 그룹을 구성하여 단편 극영화를 주로 제작합니다. 모든 학생은 저마다
역할을 부여받고 학년 내내 해당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 목표는 누아르 스타일의 단편영화
를 제작하는 것이지요. 장면을 구축하기 위한 조명 사용법과 감정과 긴장감을 전달하는 법
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흑백영화 제작은 실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대개 세트장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색온도나 색채에 대한 고려를 덜 해도 되기 때문이지요. 후반
작업은 디지털로 이루어지지만, 최종 결과물을 잘 제어하기 위해 현장에서 흑백 모니터를
사용하려 합니다.
지난해 진행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여러 작업 과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제
로 작업이 이렇게 진지하게 진행된 것은 처음이었죠. 안타깝게도 올해 프로젝트는 현 격리
상황으로 영화 각본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대신 각자 오디오북으로 변환하여 작업하고 있
습니다. 우리 학교가 위치한 독일의 브란덴부르크에서 한 학급의 규모는 24명입니다. 카
메라를 조작하고, 소리를 녹음하고, 조명을 맞추고, 배우를 지시하고, 의상을 준비하는 등
의 개별 작업을 모든 학생에게 지도하고 지시하기에 24명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
서 큰 영화 프로젝트를 위해 학급당 두 명의 강사가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싸우기도 합니다. 더불어 학부모의 도움을 구합니다. 운이 좋은 경우, 자신의 지식
을 공유해 줄 수 있는 미디어 전문가인 학부모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학교와 직
접적인 관계가 없는 미디어 전문가들도 어린 학생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고, 수업에 관해
이야기 나누거나 특정 문제에 도움을 주는 것을 흥미로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9
학년의 누아르 영화 프로젝트에서 운 좋게도 촬영감독으로 일하는 학부모로부터 3, 4일
동안 세트장에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영화 프로젝트의 네 단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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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첫 번째 단계는 아이디어 찾기, 리서치, 집필, 재작성 및 각본의 스토리 보드화, 의
상 컨셉 및 의상 수집, 로케이션 헌팅, 촬영 일정 계획 등의 준비과정입니다. 이 단계에 약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가장 재미있으면서 동시에 가장 힘든 과정인 촬
영이지요. 촬영은 4주에 걸쳐 4번의 회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요청으로 인해 일
정이 매우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말이죠. 한 번은 심지어 아침 6시에 시작했
는데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긴 촬영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
도록 스케줄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의상과 제작부, 그리고 몇몇 기술 스태프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촬영장을 지키고 있어야 했고, 낮에는 보통 대기해야 하는 긴 휴식 시간이 있었습
니다. 대기가 가장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침착하게 기다리고 긴장을 유지하는 것은 세
트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량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편집으로, 2개월이 소요되었습
니다.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소규모 그룹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촬영물을
가지고 메인 영화의 스틸컷을 만들어 냈고, 어떤 친구들은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사용될 메
이킹 필름 작업을, 어떤 친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우리 학
교 내 자체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완성된 영화와 메이킹
필름을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선생님들 앞에서 상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주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 영화가 독일 내에서 저명한 하노버 지
역의 청소년영화제 <Up and Coming>에 초청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영화제에 와 계시니 당연히 영화를 보고 싶으시겠지요. 이제 영화제
작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도록 하고 영화의 일부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들이 선정한 제목은 <Sposob [

;스포사프]>으로, ‘길(way)’이라는 뜻입니다. 스

포사프는 두 장소를 연결하는 길 또는 무언가를 수행하는 방식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
니다. 이 이야기는 베를린 장벽이 존재했던 1981년 독일 민주공화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
습니다. 주인공인 칼은 조국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고 어느 날 누나에게 베를린 장벽을
넘어 서베를린으로 도망가겠다고 말합니다. 크리스티안은 이 계획을 엿듣고서 다른 몇몇
학급 친구들에게 칼의 계획을 알립니다. 친구들 일부는 관심 있어 하고, 일부는 화를 내고
걱정합니다. 칼은 누나뿐만 아니라 여자친구 잉가도 자신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몇몇 반 친구들 역시 함께 탈출하고 싶어 하고, 그들 중 한 명은 하수관 망을 통해 탈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 방법을 통해 탈출하려 합니다. 그 와중에 아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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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신처에 갑자기 크리스티안이 나타나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아무도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지만, 자유를 원하기에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학교에서 7학년부터 9학년까지의 영화 수업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한 간
략한 소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를 초청해 주신 부산국제어린
이 청소년영화제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번 궁금한 점
이 생길 때 마다 도와주셨던 Anika Kim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멋진 영화제를 치르시길 기원하며, 독일에서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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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elsberger Film Gymnasium

Constanze Beyer
babelsberger filmgymnasium / film coordinator

Hello to Busan from Potsdam. My name is Constanze Beyer and I am film
coordinator at a school in Potsdam.
I feel very honored to be invited to speak to you today about filmmaking with
young students. I work with students from 11 to 19 years of age, we teach grades
7 to 12. Grade 12 is the final year-the students write their exams and are ready
for University - if everything goes well.
Film is one of the so called profiles of our school. Other profiles are dance,
theatre and bilinguality. These profiles are not normal subjects, that means the
students get no marks for participating. They can choose between the profiles
when they apply for the school and have to attend to the chosen profile at least
three years till end of grade 9.
After that they may quit the profile or continue in grades 10 to 12. In grade 11
and 12 film becomes a regular subject, the students get marks that contribute to
the final exam.
In my presentation I will cover classes 7 to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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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wo years now we have been teaching with iPads. That means since 2018
the new students have been equipped with iPads, so that now all students of grade
7 and 8 can work with these tools. That was a great benefit during lockdown.
The film lessons follow each year a main theme:
For the youngest this will be getting used to the equipment: iPad and Apps.
Grade 8 learns about journalism and documentary filming. As major project in
this year they finally combine fictional storytelling and documentary by producing
“Future News”.
In the 9th grade light and shadow is a main topic and the classes produce a
fictional film in film noir style.
For grade 10 we have a cooperation with a small TV station dedicated to train
students, which gives us the opportunity to produce a television magazine which
is broadcast locally.
The final grades 11 and 12 produce a short film, fictional or documentary, from
first idea to final screening in small self chosen teams.
It is not our aim to bring every film student into a media related job but to
develop a broad and basic skillset. By working mainly practically we provide a
deliberate counterbalance to the main subjects of the syllabus that are traditionally
heavy on theory.
In our practical approach we focus on teamwork, responsibility, analytical
thinking, process analysis and control, and problem solving skills. The goal in
each year is to finish with a presentation and show own films to their parents,
relatives, schoolmates and teachers.
A key skill our students acquire is to meet deadlines and to overcome every
obstacle that shows up. This can only be accomplished in a mutual effort.
Working in a film team in film class means getting to know your own streng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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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strengths of your classmates. It means to apply all these collective
strengths to achieve the best possible results by working together.
In contrast to regular subjects, where individual competition is the norm and an
even state of knowledge among all learners is the aim, in film classes we need and
foster specialists, because a team cannot exist without them.
In a team we need makers, thinkers, carers, researchers, enthusiasts, listeners,
analysts, scouts and so many more to be prepared for the unknown into which
every single film project inevitably will lead.
This way we know someone will find a solution for every problem that occurs
and this way every film project will be exciting and adventurous and it will take
every single one of us beyond his or her current horizon.
For these reasons we try to make the first big team project right away in grade
7. The students write a script, which is set in a school, where magic is one of the
subjects.
Sounds familiar to anyone?
This is big fun because we can do magic film tricks. We can let people float in the
air, we can let things disappear, we can create weird creatures and so much more.
What the students learn with this big and several smaller projects is to work
with the iPad and our main apps LumaFusion and SketchBook. One of our
classrooms has a green wall - it is not nice to teach in this room, but it is
wonderful to have it for greenscreen shots. So with this tool set we can do basic
editing and keying, which provides nice magic results at the end of year seven.

“Ouh hello! Who is that? Ah - some silly chicks. They linger somewhere
in my iPad obviously. They were made by grade 7 students during
lockdown - on their iPads. But please birdies, don‘t interrupt me again.”
The first project for the students of grade seven are interviews with class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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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recordings we keep safe until these students finish school, so we can show
some sequences at their graduation ceremony.
The interview project is followed by some basic animation practice with the
editing app to introduce the concept of keyframes. First result of that work is an
individual title sequence for each student, which has to be used from then on with
every individual film exercise to label it.
As I mentioned earlier the second year of film practice at our school in grade 8
is dedicated mostly to journalism. In the opening phase of the year students learn
how journalists work, what the journalistic standards are and how news reports
are developed.
After this they write fictional news variations called “Future News”. For these
fictional television programs they work together in small teams of three to five
students. They create segments with reporters and combine them to a newscast
presented by an anchorman or woman. By preparing and producing these news
programs the students intensify their skills with the iPads.
The production of “Future News” again makes use of our greenscreen wall and
includes a short introduction to three point lighting.
Grade 9 is all about production of a fictional shortfilm in a big team. Every
student of the class choses a specific job and sticks to it for the whole year.
The goal is to produce a short film in film noir style. The reason for that is to
learn to use light for staging scenes and conveying emotions and tension. The
work with black and white film has also a very practical reason: We do not have
to care about light temperature and color concepts which saves a lot of time in
preparation and on set. The filmed material will be converted to black and white
afterwards digitally, but we try to use a black and white monitor on set to have
best control over the final outcome.
I will tell you about the several steps of such a film production on the ba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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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years project, which was in fact the first time we did that in this intensity.
Sadly this years project was interrupted by lockdown so we tried to convert the
film script into an audiobook instead and produce it from several homes which is
an ongoing process so far.
In Brandenburg which is the part of Germany our school is situated the size of
classes is 24 students.
That is very much if you want to guide and instruct every student with his
specific individual task of operating the camera, recording the sound, setting the
light, directing the actors, preparing the costumes and so on.
So we fought (and have to fight again from time to time) for the permission to
be in class with two instructors for big practical film projects. Additionally we seek
further help from our students parents. If we are lucky, some of the parents are
media professionals who are willing to share their knowledge with us.
And we have often experienced that media professionals not related to the school
are fascinated by the idea to make films with young students and volunteer
generously to give talks to the classes or help with special problems.
For the film noir project of last years grade 9 we were lucky to have a father
with us who is a professional director of photography and helped on three of four
days on set.
There are four phases of the film project I will present to you:
First the preparation which comprised of finding ideas, researching, writing,
rewriting and storyboarding the script, making costume concepts and getting the
costumes, finding locations, making shooting schedules and so on. This phase
took roughly six months.
The next phase was the most fun but also the hardest work: the shooting. We
had four days on set spread over four weeks. We started very early because the
students asked for it - meaning at seven o‘clock and in one case even at six o‘c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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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orning and finished about ten hours later.
The days were scheduled so that not everyone had to be on set the whole time.
Only the costume and property departments and some of the technical crew had
to be on set from beginning to end, but they had long intermissions during the
day, where they had to wait. And waiting is the hardest job of all. But waiting
calmly and staying vigilant is also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on set.
Editing is the third phase of our film production and took two months. In this
phase the students were split in very small teams. Some took the filmed material
and made individual cuts of the main film, some worked on “Making of” sequences
for the final presentation and some organised this presentation.
The fourth part of the film production took place in our schools own cinema
which is a real treat to have: The presentation of the finished film an the “Making
of” sequnces to parents, relatives and teachers. This fourth part had a very
pleasant sequel because our film was invited to the most important german youth
film festival named “Up and Coming” in the town of Hannover.
As this is a film festival you surely want to see films, so I will now stop talking
about filmmaking and show you some footage of this film. The title the students
chose is “Sposob” which is the russian word for “way” and has a double meaning:
the path connecting two places or the method of doing something. The story is set
in 1981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 time when the Berlin wall still
existed.
The main character, Karl, feels increasingly uncomfortable in his country and
one day he tells his sister that he intends to flee over the Berlin wall to West Berlin.
This plan is overheard by Christian, who immediately informs some other
classmates. Some are interested, some are angry and worried.
Karl not only wants his sister to come with him but also his girlfriend Inga.
Some other classmates are also willing to flee, one of them has got plans fort the
sewer network. That ist the way the kids want to use. Suddenly Christian app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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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ir hideout and forces his way into the group. Nobody knows who to trust
but they have to risk everything because they long for freedom.
This was a very short outline of what we do in film classes in grades 7 to 9. I
thank you for your interest and I thank the board of Puusan International Kids
and Youth Film Festival for inviting me to present my work to you. A very special
thanks goes to Anika Kim who helped quickly with every question that came up.
Have a beautiful festival! Bye bye from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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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영화교육

고장섭
모아초등학교 교사

“영화교육을 하다 보면 모든 학생이 재미있어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이렇게 영화교육
에 흥미가 없고,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어떻게 지도하실 계획인가요?”
2017년 가을, ‘예술꽃 씨앗학교 공모 사업’ 최종 면접 심사에서 한 면접관이 나에게 한
질문이다. 최종 면접을 앞두고 여러 가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는데, 전혀 예상
치 못한 질문을 듣고 순간 당황했다.
‘지금까지 영화교육을 해오면서 재미없어하고,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지
도했지? 아니 그런 아이들이 있었나? 내가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 때는 모두가 즐거워
했던 것 같은데...’
짧은 순간 동안 이리저리 기억을 떠올리던 난 결국 이렇게 대답했다.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과 영화 수업을 하고 영상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모두가
즐겁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쓴 시나리오로 역할을 정해서 촬영하고 연
기하고 편집해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정말 재미있어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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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금까지 15년 이상 아이들과 함께 영화 만들기, UCC 만들기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재미있어서이다. 아이들은 영화를 찍는 활동 그 자체에 큰 흥미
를 느낀다. 연출, 촬영, 연기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슬레이트를 치는 작은 역할에도 즐겁게
참여한다. 자신의 힘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한 편의 짧은 영화를 만들어
내는 창작 과정의 즐거움을 몸소 느끼는 것이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한 영화교육이었지만 지금은 ‘예술꽃 씨앗학교’라는 전국 단위 공
모 사업에 선정이 되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대상으로 영화교육을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전교생 대상으로 영화 수업을 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학생 캠프 프
로그램을 열어 단편영화를 제작하기도 하고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활동을
한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민 모두가 참여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1년 동
안 영화를 만드는 ‘모아 영화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5년 이상 영화교육을
해오면서 그리고 3년 동안 ‘영화 분야 예술꽃 씨앗학교’를 운영하면서 왜 영화교육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교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자리에서 풀어보고자 한다.

영상 언어는 가장 효과적인 표현 수단이다.
아래 낱말은 어떤 동물의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표현이다. 과연 어떤 동물일까?
일본어:

중국어: 象

중국어 ‘象’을 보고 맞히는 사람도 있겠
지만, 위 낱말을 보고 맞히지 못하는 사람
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럼 아래 사진을 보고
동물을 맞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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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어:

그렇다. 바로 ‘코끼리’다.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맞힐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이 아
니라 영상으로 제시했다면 아이들은 더욱 흥미 있어 하며 ‘코끼리’를 외쳤을 것이다. 언어
에는 국경이 있지만, 영상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상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
로 정보를 전달하기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넓은 의미의 언어’라고 한다면 영상은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상을 ‘영상 언어’라고 한다. ‘영상 언어’는 언어보다 훨씬 구
체적이고 직접적이며 국경을 초월한다. 이렇게 효과적인 표현 수단으로서의 ‘영상 언어’를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 생각과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
수단이 바로 영상이며, 21세기 영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영상
으로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영화교육
영화교육은 영화를 제작하는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
속 인물들의 삶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글이나 그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 활동을 하
는 영화 감상 교육 그리고 연극, 미술, 음악, 문학 등 영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들을 배우고 익히며 체험하는 활동들 모두 영화교육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렇
게 다양한 감상 활동과 문화예술체험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표현력과 창의력 그리고 예
술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영화를 감상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
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영화라는 매체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
이 더 넓어질 것이며 예술적 감수성이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유튜브 시대에 더욱 필요한 영화교육
그야말로 유튜브가 대세인 시대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얻고 있으
며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에 투자한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영
상을 만드는 기술은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으나 스마트폰의 발달과 다양한 영상 제작
애플리케이션의 보급으로 인해 지금은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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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환경이 되었다. 학생들의 삶도 유튜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좋
아하는 게임이나 연예인들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있으며 학습과 관련된 정보들도 유
튜브를 통해 얻고 있다. 심지어 학생들이 직접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도 한다. 가장
효과적인 표현 수단으로서의 영상의 장점 그리고 물리적 환경이 뒷받침해 주면서 유튜브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튜브 영상은 정보 전달을 위해 대사 위주로 손쉽게 제작한 영상들이
많다. 모든 영상을 영화처럼 정성 들여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영
상 문법을 알면서 만든 영상과 아무것도 모른 채 손쉽게 만든 영상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
다. 손쉽고 가볍게 영상을 만드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영화처럼 메시지를 담아 영상 문법
에 충실하게 더 시각적인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든 영상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좋아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 영화교육의 방향
지난 3년 동안 영화 강사와 함께 학교에서 영화 수업을 해오고 있다. 영화 강사의 경우
영화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며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화 관련 활동들도 많이 알고 있
다. 학생들과도 재미있게 수업을 하며 학생들도 무척 재미있어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시
간의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학습목표나 학습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수업의 기
본인데 그러한 부분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학생들과 활동을 할 때 나머지 학
생들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수업 중 떠들거나 장난치는 학생이 생기
기도 한다. 위에서 면접관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고 했는
데, 아마 대부분 학교에서 수업하는 예술 강사들의 수업을 보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까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예술 교육은 교사와 강사가 협력해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업의 기술적인 부분은 교사가 보완하고 내용적인 부분은
예술 강사가 채우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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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은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 소외되는
학생들이 있다거나 교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피동적으로 따라오기만 한다면 학생들
은 흥미를 잃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선
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영화는 어
른들의 영화와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결과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즐거움과 보람
을 찾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
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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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opinion on Film education

KO Jang-seop
Moa Elementary School Teacher

“Not every students would enjoy film education, How are your plans for teaching
these uninterested, hardly participating students?”
This was questioned to me from an interviewer during my final interview for
‘Art-Flower Seed-School contest’. I have in deed prepared myself for several
anticipated questions, and was suddenly in panic to a question I did not imagine
to get.
‘How have my ways of teaching been, for the kids who were not interested and
did not enjoying participation? Wait, were there any who did not like the class?
I recall that everyone had much fun producing movie together…’
I finally answered after short moment of recalling past memories. “Well, I believe
that everyone participated happily when I carried out movie classes and video club
activities with them. Kids really enjoy the process of making a movie by filming,
acting, and edition based on their own scenario”
The biggest reason why I have been carrying out Film classes making movies,
and UCC is because it simply is fun. Children feel great excitement about filming
a movie itself. They participate with great joy even in a small role of hitting 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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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ll as those of directing, filming, and acting. They feel genuine delight of this
creative process of making stories with their own power, cooperating with friends,
and completing one short film.
At first, I started film education out of pure joy, but now it has been selected
for a national competition project called ‘Art-Flower Seed-School’, and since then
I am making this more systematic and professional for students, parents, teachers,
and locals. The film class is aimed for every students in school. Several kids camp
programs are opened and we produce short films, and there are also various
cultural and artistic experiences related to film. Moreover, I am running a program
with name ‘Moa Film School’, where numbers of students, parents, teachers, and
local participate altogether, communicate with each other while making one film
during one year. For past 15 years I have been teaching film to students, including
last 3 years of running ‘Moa Film School’, I have got to gather some ideas and
opinions about why film education is necessary. I would like to share my thoughts
with you here.

Video language i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expression
The following words shown are the Japanese, Chinese, and Thai for a certain
animal. What animal would be it?
Japanese:

Chinese: 象

Thai:

Some would have got the right answer by looking at chinese word 象, But there
will be more who does have not have a clue. Let us look at a picture this time and
try to get an correc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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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s right. ‘Elephant’ it is. Even kindergarten kid would get this right. If a
video was given instead of picture, Children would have found it more fascinating,
screaming ‘Elephant!’. Because there is no border in video while in language, there
is. Moreover as visual media is delivering information in a more specific and direct
form which enables easier comprehension.
If a mean that consists a certain message and expression of something is defined
as ‘language in wider context’, visual media is a form of language. Therefore video
is called ‘visual language’. ‘visual language’ is much more concrete, straightforwarded and transcend borders. It is therefore reasonable that students have to
learn ‘visual language’ as a mean of effective expression method. Visual media is
the most powerful to express one’s ideas and feelings, and kids in 21st century
should be able to express their thinking and feelings freely.

Film education as cultural and arts education
Film education does not only mean producing films. Discussing about lives of
characters in film after watching good movies, as well as gaining knowledges and
backgrounds of various fields such as theatre plays, art, music, or literature that
has connection to films, they all are a part of film education. Through these
versatile cultural activities and experiences, children can raise their artistic
sensitivity, creativity and expressiveness. Furthermore followed by producing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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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hemselves, they can understand the medium called film better, expand their
perspectives and get richer cultural sensitivity.

More necessity of film education in era of Youtube
It is in deed, the era of YouTube. Most people get information through Youtube
and invest larger proportion of their daily life in watching Youtube videos. Until
just a few years ago, video making technology was property of only few people,
but thanks to development of smartphones and the proliferation of various video
production applications, nowadays, anyone can easily creat a video and upload it
to YouTube.
Lives of students are not located far from this current state, by subscribing
channels of favourite gamers or celebrities, not to mention that they get
information connected to school works from YouTube. Some even run their own
YouTube channel. As the most effective means of expression, the advantages of
video and backed up physical environment, we are faced with the YouTube
era.
However, most of YouTube videos are easily produce mainly with large portion
of subtitles to deliver information. It is not necessary to elaborate all videos like a
movie, but there is clearly difference between easily made videos and the videos
created by knowing visual grammar and language. An education of making easy
and light video certainly be necessary, but I think it is also important to make
videos that holds certain messages like films and following visual grammar. That
way, the videos will be able to affect a lot more people and be appreciated and
liked by many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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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Film education in School
For the last three years I am carrying out Film classes in school with help of a
film instructor. Film instructor has good knowledge of cinema and knows many
film related activities that students gladly participate. They all enjoy the classes.
The only thing that probably lacks is a professional didactic knowledge is a little
short. For instance, the basic of a class is to give guide lines and aims of a course
to children, but he tends to pay not much attention in this factor. And sometime
it occurs in classes that kids roam around chatting, since this goal isn’t specifically
given as well as a back up plan not having been set. I mentioned above, that one
interviewer has asked me for a way to cope with students who do not wish to
participate, and I get to think now the question is given by the interviewer based
on former difficulties in cultural classes. The arts education at school would be
desirable, when a teacher and the instructor cooperate with each other setting
guide lines and performing based on this plan. I believe the strong need of good
collaboration of teacher making up technical didactic methods of class, while the
art instructor focus on the contents of classes.
Students are happy and feel it is worthwhile when they actively participate in
process of film education. If there are marginalised students, or if they are only
led through teacher’s instructions and only passively follow, the kids will lose their
interest very soon and start not participating in the activities. Even the smallest
things would have to be chosen by students and given to them as tasks. Although
movies created by students sometimes seem inadequate compared with films
produced by grown-ups, I think it is the teacher’s responsibility to guide and assist
them in expanding their views to grow mature, and finding and growing joy in
activities itself rather than respecting onl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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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미 포핀스는 누구인가?

패미 포핀스
영화 제작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모든 예술 활동은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였어요. 과거 언젠가 친구가 저에게 패
미 포핀스(Pammy Poppins)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그때부터 인터넷상의 별명이 되었
어요. 저 역시 그 별명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름은 어린이 청소년 관련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만의 브랜드가 되었어요. 저는 인생이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로움과 시
련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건설적인 이야기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이들에게 영화 제작과 매체에 대해 가르치고,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 그
들의 독창성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요. 제가 메리 포핀스처럼 우산을 들고 하늘을 날
지는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마법을 부릴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패
미 포핀스라는 사실은 제 신념을 깊이 믿고, 결코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모종의
힘이 되어요. 이 가상의 방패가 아이들과 공동 창작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저와 협업한다는 것은, 아주 적은 재료로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에요. 마법
은 생각의 씨앗으로부터 시작해 새싹으로, 그리고 사랑과 애정이 담긴 꽃으로 자라나게 되

67

죠. 그리곤 인내와 연대로 가득 한 정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제 창의성, 적응력이 아이들
을 위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화 제작, 콘텐츠 제작이라는 사명을 지킬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마법은 어디에서 올까요?
제 본래의 이름은 파멜라 비송이에요. 저는 프랑스 아메리카의 요람, 프랑스어권인 퀘
벡시에서 자랐죠. 세인트 로렌스 강이 좁아지는 곳에 있는 퀘벡은 예술가로 자라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에요. 많은 여행을 겪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고향에 대해 강한 애착심
이 생겼어요. 도시의 아름다운 자연, 건축물, 역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감 등은 제
게 아주 큰 기쁨이에요. 저와 부모님, 여동생은 퀘벡시의 공식 여행가이드에요. 문화 정체
성을 공유하고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제가 가진 다양한 예술적 측면에 자극
을 주었어요. 대학 시절 제작한 저의 첫 번째 단편 영화 역시 퀘벡시의 관광산업에 영감을
받아 시작해 완성되었듯 말이에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도시 중 하나인 퀘벡은 문학의 도시에요. 퀘벡은 무대 예
술, 서커스, 음악, 요리, 영화 등으로 다양한 주목을 받고 있고, 더불어 제 생각에는 유네스
코 창의도시라는 타이틀이 우리의 언어 정체성을 유지하고 문화를 홍보하는데 훌륭한 수
단이 되고 있어요. 제 뿌리가 프랑스어권 문화 그 이상이라는 것도 물론 잘 알고 있어요.
스코틀랜드를 비롯한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미크맥 족 역시 저의 계보에 속하고요. 요점
은 이 다양한 문화 배경이 제 창작의 근원이라는 것이에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이 문
화권들의 홍보 대사가 되고 싶었어요.

제 영감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저는 퀘벡에서 훌륭한 영화, TV 프로그램을 많이 보며 자랐고 또 열광했어요. 어린시절
숙제보다는 영화나 TV를 보는 것을 훨씬 더 좋아했고, 모든 것을 알고 싶어했던 기억이 나
네요. 1980~1990년대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말 멋진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프
랑스어 가족 채널과 공영방송에서 방영된 몇 가지 교육 프로그램은 제게 좋은 영향을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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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 운이 좋았어요. 오늘날의 웹과 같은 무한한 콘텐츠의 바다도,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아주 다른 시대였고, 미디어는 민주적이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고, 저는 그것의 일부가 되고 싶
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영화는 미국 영화가 아닌, 락 데머스(Rock Demers)의 작품들
이었어요. 25편이 넘게 제작된 어린이용 장편 영화로 전 세계에 배급되었죠. 그의 시각은
제 인생의 사명을 구축하는데 큰 영감을 주었어요. 데머스는 주제별로 보편적인 영화를 만
들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인생은 어렵기도 하지만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가 영화 시리즈를 위해 고안한 제작 규칙이 몇가지 있습니다.
● 주인공은 9세에서 12세 사이의 여자아이나 남자아이일 것 (번갈아가면서 주인공을
맡아요.)
● 세계 시민이 될 것. 그는 퀘벡에서는 프랑스어로, 캐나다의 다른 지방에서는 영어로,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언어로 영화를 제작했죠.
● 자연이 플롯(줄거리/구성)의 일부여야 할 것. 세트장엔 항상 동물이 있었어요.
이 가치관들은 제게 큰 귀감이 되었어요. 그의 많은 작품이 전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
었지만, 어린이 영화 제작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참 어려웠다고 해요. 그의 첫 영화
이자 퀘벡에서는 고전이 된 <전쟁을 멈춘 개>를 제작하기 위해, 그는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야 했고, 그의 아내는 제작비 마련을 위해 그녀의 값진 보석을 모두 은행에 가져가야
만 했어요. 미디어상의 어린이의 권리를 위한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고수하고 투쟁하려면
용기있는 행동주의자가 되어야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었죠.

저는 어떻게 어린이 영화제작에 발 들이게 되었을까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저는 몬트리올에 있는 퀘벡 대학교에서 사회, 문화 활동을 공
부했어요. 이 시기에 제작되는 어린이 영화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리얼리티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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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 인기였고, 저는 어린이 영화와 미디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가로 자리매김
해야겠다는 필요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미디어 연합이 주최하는 아동 미디어 컨
퍼런스에 참관인으로 참여했어요. 그렇게 토론자들로부터 언젠가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게 될 것이며, 미디어 제작자들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죠. 당시에 어떤 스
마트기기도 소유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 뒤로 10년 동안 지속된 유명한 어
린이 프로그램인 람단(Ramdam)의 콘텐츠 제작팀에서 제 마지막 인턴십을 하게 되었어
요. 인턴십 기간 동안 가능한 한 제작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려 노력했죠.
10대 시절, 저는 도슨의 <도슨의 청춘일기>나, <프렌즈> 등과 같은 시리즈물을 통해 미
국문화를 배웠고, 그것의 일부가 되길 꿈꿨어요. 10대를 위한 팝-잡지를 읽으며 이 곳 퀘
벡에서 찾을 수 없는 것들을 꿈꿨어요. 자신감을 느끼기 위해 매주 다른 옷을 샀고, 그렇게
제 10대 시절은 소유욕에 사로 잡혀있던 시기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요. 쇼핑
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통과의례라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청소년에
게 행동하는 힘과 ‘함께’라는 감각을 심어주고 장려하며, 아이들이 대중문화의 다양한 측면
을 알 수 있게끔 비판적 사고를 길러주어야 해요.
그러던 저는 중요한 경험을 통해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되었어요. 16살에 퀘벡 북
부지역에서 23일간의 카누여행을 한 것이었어요. 최소한의 짐으로 호수와 강에서 지냈던
유목민과 같은 경험은 제게 엄청난 가치를 알려줬죠. 또 세네갈의 다카르로 여행은 제가
실제로 행동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이 국제 협력 프로젝트의 목표는 여자아이들이 학교
에 다닐 수 있도록 노래와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었죠.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이것들을 잘
활용해보려 했고, 한정된 자원으로도 여러 멋진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큰 힘을 주었죠.
저는 제가 다카르 여행으로부터 배운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줄은 몰랐
어요. 더 이상 내 꿈에 대해 수동적으로 머무르고 싶지 않았죠. 뉴욕 여행을 하는 학생들의
가이드로 일하기 시작했고, 영상 촬영에 대해 배우고 익숙해지기 위해 작은 핸디캠을 샀
어요. 어느 날 제가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아이러니함을 느꼈
어요. 타임스퀘어에서의 학생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
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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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 꿈에 대해 곧바로 행동하고 싶었어요. 소호의 작은 가게에서 색색별의 형광 가
발 몇 개를 구입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만남의 장소에서 가발을 썼어요. 학
생들이 저를 보도록 말이에요. 저는 형형색색의 가발을 쓰고 핸디캠으로 촬영했어요. 그래
서인지 사람들은 제 카메라 앞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저는 영상제작에 관심이 있는 친구와 함께 몇 편의 실험적인 영상을 제작했어요. 2인조
로 공공장소와 도시의 여러 곳에서 동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컨셉을 구상하기 시작했어
요. 우리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별의 관점으로 인간들을 이해해보고자 했어요. 저
희는 의상을 차려입고 공공장소에서 날 것 그대로의 행동을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어
요. 이 반응들은 후반 작업의 스토리 구축에 도움이 되었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
스럽고 솔직한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은 저희의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과 행동에 반응했고
요. 이런 과정을 통해 스스로에게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었고, 사람들 간의 보이지 않
는 관계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저는 영화와 영상을 통
해 이야기하고 제 마음 속 소리에 대한 근원을 찾으려 했었죠.
어린 시절 저를 성장시키고 긍정적으로 만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예
술, 박물관, 학교 및 여름 캠프 경험은 제 어린 시절의 중요한 부분이었죠. 저는 그것들을
예술적 경험을 얻기 위한 저만의 놀이터로 만들었죠. 하지만 모든 어린이가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찾으려
고 했어요.
첫 단편 다큐멘터리 제작 경험은 한 6세 소녀와 함께 했습니다. 이 소녀는 지역 청소년
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친구였고, 저는 이 소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이 작업은 2014년부터 시작된 예술 및 문화 저널리즘에 관한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원천이
되었어요. 2012년 캠프 미노가미 (Camp Minogami)에서 조감독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저는 이 캠프에 참가하기도 했고 상담사로 함께한 적도 있었어요. 저 스스로 캠프
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망하는 대규모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계획했습니다. 조
직에 어떻다 할 콘텐츠 전략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에 저는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과 영상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2014년 제가 유년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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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은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알기 위
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여행이었지요. 우리는 매우 한정적인 환경에서 단편영화를 만들
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시간까지 제가 통제할 수 없었지만 가까스로 단
편 영화 몇 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6세 소녀와 함께 첫 단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지역 청소년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친구였고, 이 소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후에 이 작업은 2014년부터 시
작된 예술 및 문화 저널리즘에 관한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원천이 되었어요.
2012년 캠프 미노가미 (Camp Minogami)에서 조감독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이전에 저
는 이 캠프에 참가하기도 했고 상담사로 함께한 적도 있었어요. 저는 캠프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대규모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계획했어요. 조직에 어떻다 할 콘텐
츠 전략이 없었기에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과 영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2014년에는 제가 유년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교육자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
은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알기 위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여행이었
지요. 우리는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서 단편영화를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시간까지 제가 통제할 수 없었지만 가까스로 단편 영화 몇 편을 만들어 냈죠. 때때로
성가신 사건이 생기긴 했었지만, 저는 제작 과정에서 협동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어요. 키
노마다(Kinomada)에서 주최한 “실험실” 세션에서 단편 영화 몇 편을 제작했어요. 일주일
내로 영화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했죠.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 영화를 제작하기 위
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팀원들과 더 많이 만나려 노력했습니다.
한편, 저는 퀘벡의 현지 영화 제작자 단체인 비디오 팜 앤 스피라 (Video Femmes and
Spira)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들과 함께하며 아이들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2015 년에 비영리단체 르 마싱 클럽
(Le Machin Club)을 설립했죠. 이 단체는 어린이들과 함께,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미디
어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했어요. 어린이 관람객들과의 공동 창작과정은 혁신적인 프로젝
트로 발전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렇게 조직이 구성되었고 영화를 제작하는 저만의 규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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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명확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화를 만들기 위한 저의 규칙
● 성인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 커뮤니티 구축
제 창작 방식과 과정에서 학교는 매우 제한적인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와 협
력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과 성인이 함께 작업하
기를 희망했고요. 또한 프로덕션에 소속된다는 느낌을 바랐는데, 다행히도 르 마싱 클럽
(Le Machin Club)과 함께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 가능한 한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아이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작 환경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부
터 아이들과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결국 제가 영화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비롯해 제작 과정의 모든 상황과 문제에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 창작하고 행동하는데 제작비 지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말 것
저의 창의력을 가감없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제가 가진 자산의 한
형태입니다. 가장 강한 아이디어, 즉 직감적으로 느끼는 아이디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 반드시 추진해야 해요. 제가 만약 첫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한 자금을 기다렸었
더라면,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 채 여전히 꿈만 꾸고 있었을 거에요. 바로 실천으로 옮기
는 것이 전략적인 파트너를 찾는데 도움될 것이에요.
● 함께 작업 할 전략적 파트너를 찾을 것
지역사회 내에서 어린이 청소년과의 작업할 기회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프로젝트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를 맺을 법 한 기관이나 조직이 있나요? 그들 중 어떤 기관은 자금 지원에 도움을 줄
수 도 있고, 또 다른 기관은 프로젝트의 일부를 지원해주거나 혹은 전체를 지원해줄지도
모릅니다. 협업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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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나 협력자의 아이디어에 유연히 대처하며 과정을 믿을 것.
창의적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아이들, 전문가, 파트너 등의 협력자에게 자유로운 생각
이 가능하도록 활동의 여지를 두시나요? 작업환경이 유기적이고 과정을 신뢰할 수 있다
면, 비록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생각만큼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추후에는 더 발전할 것이
고 모두가 성장하게 될 것이에요.
● 교량을 세울 것. 세상과 다양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것.
열린 마음과 전망을 갖고 다른 문화와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하
세요. 단란한 분위기의 프로젝트를 만드세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규칙들이 어떻게 적용되
는 지 살펴 볼게요. Le Machin Club과 함께 진행한 몇 가지 프로젝트를 설명드릴게요.

프로젝트 넘버 1. / ‘달콤함’부작 - 감미로운 응용
2015년, 저는 키노마다의 어린이들과 함께 ‘스윗투스 (;군것질을 좋아하는 사람을 칭함)’
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는 세계 곳곳의 어린이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죠. 이듬해에 저
는 키노마다의 워크샵에서 일하며 퀘벡시에서 열리는 실험실 세션에 참여할 어린이 그룹
을 구성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일주일 간의 공동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6주 동안 각본을 써
야 했어요. 오로지 이틀의 촬영 시간이 주어졌고 남은 한 주 동안 제작을 해야 했죠.
● 성인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 커뮤니티 구축
르 마싱 클럽의 어린이들은 영화제작 과정에 초대되었어요. 제작부, 각본부, 촬영부, 연
기부, 연출부 등 제작의 어떤 부분에, 어떤 역할로 가담하게 될 지 스스로 결정해야 했어요.
● 어린이와 함께하는 영화제작을 통해 사회적 선과 팀 정신을 증진시킬 것
아이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만약 어린이가 성인을 조종할 수 있는 앱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전제였어요.
● 가능한 한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아이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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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장르는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듯 제작 규칙은 제작 팀원들이 직접 만들었어요. 후
반 작업 일정이 지연되어서 아이들은 이 작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죠.
● 창작하고 행동하는데 제작비 지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말 것
이 프로젝트의 경우 저는 고용이 된 상황이었고, 나머지 전문가들은 키노마다 실험실 세
션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현재 이 영화의 속편을 위해 플롯을 만들고 아이
들과 함께 조사하고 있는 중이에요.
● 함께 작업 할 전략적 파트너를 찾을 것
저희는 작업을 함께 할 전문 배우를 찾고, 지역의 과자상점에 연락했어요. 프로젝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페이스북 비디오를 통해 배우와 연락했고, 제작의 전체과정을
공개했습니다.
● 아이들이나 협력자의 아이디어에 유연히 대처하며 과정을 믿을 것
전체 과정에서 아이들은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를 냈어요. 도중에 맡은 역할을 버려둔 채
달아난 아이들이 있기는 했지만, 나머지 구성원들이 제작과정에 몰두해 있었기에 영화는
큰 어려움 없이 완성되엇어요.
● 교량을 세울 것. 세상과 다양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것.
세번 째 속편을 위해 저희는 브라질에 있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현재까지 생
각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죠.

프로젝트 넘버 2. / 몽캄(Montcalm) + 청소년 - 위대한 조사 - 소음없는 빌라
제가 사는 동네는 고령화로 유명하지만, 여전히 가족이나 젊은 세대들도 더러 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이 지역 사회의 역사와 건축, 그리고 사회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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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 커뮤니티 구축
지역의 초등학교 6학년생들이 다함께 다큐멘터리를 연구했어요. 가능하면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아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죠. 프로젝트가 진행된 지 두 번째가 되
는 해에는, 르 마싱 클럽의 누구나 극제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요.
● 어린이와 함께하는 영화제작을 통해 사회적 선과 팀 정신을 증진시킬 것
이 프로젝트는 가장 공동체적인 과정을 통해 한 편의 다큐멘터리와 두 편의 극영화, 총
세 편의 단편영화를 제작했어요.
● 창작하고 행동하는데 제작비 지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말 것
프로젝트의 첫 아이디어는 지역 시민 위원회가 발행한 역사 간행물에서 나왔어요. 저는
거기서 아이들에게 역사를 소개하고픈 영감을 얻었고, 다른 파트너들이 참여하기 전에 프
로젝트를 시작했죠.
● 함께 작업 할 전략적 파트너를 찾을 것
지역 시민위원회, 학교, 은행, 창고 및 상업 지역 사회 모두가 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
원해 주었고, 저는 소규모의 전문 제작자들을 고용할 수 있었어요. 지역 기업, 역사가 및
유명 인사들이 그 과정에서 협력했고요.
● 아이들이나 협력자의 아이디어에 유연히 대처하며 과정을 믿을 것.
동네에 위치한 유서깊은 집의 외형과 이름으로 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한 공포 영화
와 같은 것들은 아이들에게 창의적인 과정을 해낼 수 있다는 영감을 주었어요. 모든 아이
디어를 완성해 내는 데 2년이 걸렸지만, 시작을 했기에 지원도 얻을 수 있었죠.
● 교량을 세울 것. 세상과 다양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것.
우리는 우리 동네를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단편영화 ‘귀신 빌라
(Haunted villa)’는 우크라이나의 카리프에서 상영되기도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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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넘버 3. / 프로그 클랜
이번에는 여름 캠프에서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화면에 가져오고 싶었어요. 프로젝트
는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동 제작하고 싶다는 열망을 기반에 두고 있었기에, 모리
시앙 숲의 여름캠프로 르 마싱 클럽의 가까운 멤버들을 모았어요.
● 성인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 커뮤니티 구축
이 공동체는 르 마싱 클럽의 구성원들과, 여름 캠프를 아끼는 이들로 구성되었어요.
● 어린이와 함께하는 영화제작을 통해 사회적 선과 팀 정신을 증진시킬 것
이 프로젝트는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도시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들과 전문가와
함께 두 편의 단편 영화를 제작했어요. 두 영화 모두 자연과 접속하기 위해 기술과 분리되
는 것에 관한 작품이에요.
● 가능한한,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아이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이 프로젝트에서는 많은 아이디어가 아이들과 그들의 특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저는
단지 그들의 창의성을 잘 녹여내려 노력했어요.
● 창작하고 행동하는데 제작비 지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말 것
이번에는 사실 크게 제작비 지원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저 숲에서 등장인물들과 촬영
을 시작했고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죠.
● 함께 작업 할 전략적 파트너를 찾을 것
캠프 베이스는 여름과 겨울, 저희가 캠프에서 지내며 각본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와 터
를 마련해 주었고, 저희의 파트너가 되어 주었어요.
● 아이들이나 협력자의 아이디어에 유연히 대처하며 과정을 믿을 것
두 번째 영화의 제작을 한 달 앞두고, 한 아이가 프로젝트를 떠나게 되었기에 저희는 도
중에 주인공을 바꾸어야 했었어요. 이야기는 캠프의 카운셀러가 숲의 성스럽고 신비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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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에 대한 전설을 말해주며 진행되죠. 이러한 컨셉으로 인해 우리는 상상력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어요.
● 교량을 세울 것. 세상과 다양성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것
이 단편 영화 시리즈에서 저희는 공동 제작의 경계를 허물고 싶었지만, 그 궁극적인 아
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 저는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고안해내어야 할 것만 같아요.
제 전략은 제작 사정에 따라 여러모로 적용되는 방향이 달라질 것입니다.이토록 변화무
쌍한 세상에서, 미래에 자원이 더 풍부해질지, 제한적이 될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가 꿈을 실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저의 전략은 제작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적
용될 것 같아요. 이토록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자원이 더 풍부해질지 아닐지
알 수 없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꿈을 실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 덧붙여 (역자)
본문의 Le Machin Club은 독음을 따라 르 마싱 클럽이라 표기했으나 불-한 번역 의미
상 ‘아무개 클럽’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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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Pammy Poppins?

Pammy Poppins
an Artist, co-creates with children

LADIES AND GENTLEMAN…!
I’ve been dedicating my artistic journey to children and youth. That's why one
day I have let a friend name me Pammy Poppins and it became my nickname on
the Web since that moment. I thought it suited me well. So I became my own
brand to promote and pursue my mission. I believe life offers its loads of magic
through wonders and obstacles and you can spread it by sharing constructive
stories. I try to teach children to provoke the extraordinary by using their creativity
through the process of film making and media empowerment. I may not be flying
with an umbrella like the fictional nanny, but I believe we can do magic by telling
stories using the modest tools we have access to. Being Pammy Poppins gives me
the strength to never give up by believing deeply in my powers and convictions.
This fictional shield helps me fight the obstacles in the funding of my projects of
co-creation with children.
Co-creating with me is believing everything is possible even with few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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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gic begins with sprouts of ideas and grows out to be flowers with love and
attention. It could eventually expand to be a great garden of solidarity and
compassion with patience and determination. I believe my creativity and my
capacity of adaptation have been my key assets for sticking to my mission to
produce films and content with and for children.

Where does the magic come from ?
My name is Pamela Bisson, I grew up in a very francophone city, the cradle of
French America… Quebec city! Located where the St-Lawrence river narrows,
Quebec is a very inspiring city to grow up in as an artist. Through times and a lot
of travels, I have developed a strong feeling of attachment to my hometown. I
love to share its beauties of nature and get inspired by its architecture, history
and people. Both of my parents and my sister are certified tour guides in the city
and so am I. Sharing my cultural identity and exchanging with different cultures
has been nourishing every aspect of my artistic process. My first short film in
college was even inspired by the touristic industry in Quebec city.
Part of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Quebec city is a city of literature.
Although it seems to me that we are also remarkable for our stage arts, circus,
music, gastronomy and cinema, our language identity may be a constant fight to
preserve and this Unesco title is a great way to promote the french language and
culture. I am aware that my ancestry reflects more than the french culture.
Scottish, irish, english and micmac people are also part of my genealogical tree.
The reason we still speak french in my province could be the topic of a whole
different conference. Point is… my culture became my motor to create. I wished
to promote it by becoming its great ambassador to the youth au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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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my inspirations?
I grew up watching a lot of films and television programmes of great quality
made in Canada or in Quebec, my french-speaking province. I was a big fan. I
remember watching films and tv more than doing any homework as a kid and I
wanted to know everything about it back then. There were great programs and
films for children and youth in the 1980-1990’s. The influence of the content I
watched on my development when I was young is undeniable.
As a young viewer with one french speaking family channel and a few education
shows on public broadcasting networks to choose from, I was in good hands. There
was no ocean of infinite content like the Web is today, but there was no easy way
for me to be part of any production. Medias weren’t democratized, times were very
different.
Stories where children played main characters resonated with me very much
and I longed to be part of them. My favorite films were not the american ones but
rather the productions of Rock Demers who created over 25 children's long features
that were distributed across the world. His vision inspired me very much to build
my life mission. He wanted to make films that would be universal by their themes
and that would show children that life is difficult, but worth living.
He came up with his rule of productions for its serie of films:
- Main characters had to be aged 9 to 12 and alternate from girl to boy as lead
character for every film.
- Being a citizen of the world. He produced a film in french in Quebec, then in
english in the other provinces of Canada and then in a different country and
he would do that for the whol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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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e had to be part of the plot and there was always an animal on set.
This whole set of values was very inspirational to me. Although many of his
films were big successes around the world, getting the fundings to produce
children’s films has been challenging through times even for him. To produce his
first film “The dog who stopped the war” which became a real classic in Quebec,
he had to put his house on mortgage and his wife brought all her precious jewels
to the bank to get fundings to produce the film. I believe you need to be a brave
activist to defend your ideas and projects for children’s rights in the media. I came
up with my own rules through constructive experiences.

How did I get into children’s film making ?
When I was studying social and cultural action in University of Quebec in
Montreal Montreal between 2004 and 2007, there were not so many children's
films produced between these years in Canada. Reality television was on the rise
and I felt the urge to position myself as an activist for the quality of children’s
films and media. I took part as an observer to the children media conference
organized by the Youth media alliance. I learned then from panelists that kids
would eventually have smartphones and that producers would have to take that
into consideration in the near future. How shocking, I didn’t even own one at the
time. I got to do my final internship with the content production team of Ramdam,
a famous children’s program that lasted for ten years on the public TV broadcaster.
I was trying to learn as much as I could from the creators. The focus groups I
hosted brought me back to my own child development and I got very introspective.
As a teenager, I got americanized by Dawson’s creek, Friends and other shows
that made me dream to be part of the American culture. I read teen pop magazines
that made me dream of products we couldn’t find here. I needed to buy a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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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ce of clothes every week to feel confident about myself. My teenage years were
marked by nourishing my power of purchasing futile things. My desire to be
empowered was blurred by my desires of consumptions. When I think about it, I
feel ashamed. I don’t think it should be considered as a rite of passage to love to
spend time in a shopping mall. We must promote the power of action and the
sense of togetherness to youth. We must develop critical thinking so that children
can be aware of all aspects of pop culture.
Some growth developmental experiences were significant enough to turn me
upside down. First was a canoe-trip of 23 days in the northern regions of Quebec
when I was 16 with my summer camp. The nomadic experience of living with the
strict minimum on lakes and rivers has taught me great values. But what really
got me into action was my journey in Dakar, Senegal. This initiation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 aimed to produce a song and a video clip to
sensibilize girls to stay in school. The experience made me realize how much power
of action I am privileged to benefit from my own country. I intended to use it for
good as soon as I got back. It also gave me the strength to accomplish great things
with no resources.
When I got back, I had no idea it would take years for me to understand all the
things that I had learned from this trip to Dakar, but I would no longer be passive
about my dreams. To experiment with video I bought a small handycam as I started
to work as a tour guide for students on trips to New York. How ironic I was finally
living and promoting the American dream... Staying long hours and waiting for
the students in Times Square got me more critical about it in the end. I didn’t
want to dream anymore, I wanted to take action. In a cute little store in Soho, I
was attracted by neon bright colored wigs and I couldn’t resist, I bought a few
ones. I would wear them in crowded places in order to get the students to see me
at our meeting point. As I was carrying my handycam with me, I started filming

83

things with my wigs on and I would get people to be very extraverted in front of
the camera.
I made experimental videos that got my friend and co-worker interested in
creating more videos with me. As a duo we started to define a concept that would
allow us to activate our inner child spirit in the public and urban space, we
pretended to be shooting stars who grant wishes and try to understand mankind.
We were dressing up and letting ourselves go wild in public to create reactions
that would build up in stories in post-production. We would then question
mankind in a very spontaneous and candid way. Because we were acting
unconventional, people we encountered tended to react to our looks and behavior.
We were creating chemical connections between human beings to elevate ourselves
in a philosophical way through videos. This was me finding the root of my voice,
storytelling through films and videos in 2009 - 2010.
I wanted to share stories about the things that made me grow and were positive
to me as a child. Arts, museums, school and the summer camp experience have
been the focus of my childhood. Acknowledging that not every child has access to
any of that, I made it my playgrounds to get inspirational. Next thing was to find
opportunities and ways to create with children.
I made a first short documentary with a 6 years old girl I invited to discover
stage arts with the local youth theatre. This first exercise ended up being the
origin of a wide project of initiation to arts and cultural journalism that has been
active since 2014. In 2012, I started to work as the assistant director at Camp
Minogami, where I had previously been a camper and counselor. On the side of
my job I made a large documentary project about the impact of the camp on people.
I tried as many ways as possible to create videos with children in a time where the
organization had no content strategy yet. In 2014, I started working as an edu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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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e primary school I went to as a child. This was the trip I needed to remember
what it’s like to be a child who wants to understand the world around. I started to
make short films with children in a very restrictive environment where I had to
work with a walkie-talkie to keep in touch with my supervisors while filming
projects with children. I couldn’t either control the time where the parents would
pick them up, but I still manage to make some humble short films.
I always felt a great deal of team spirit in the process and even though it could
be a hassle at times, I had learned ways to be brave in Senegal. I wasn’t gonna
give up on my mission. I also made short films during many lab sessions organized
by Kinomada. In a very collaborative way, professionals gather to make films
within a week. I tried to get more adults on my team to produce children’s films
in that resourceful context. Meanwhile, through my involvement on the board of
Video Femmes and Spira, the local filmmakers organizations in Quebec city, I
found out there could be ways to create more opportunities for me to work with
and for children so I founded a non-profit organization in 2015 called Le Machin
Club. This organization which aims to produce children media content with and
for children allowed me to create innovative projects in a process of co-creation
with the young audience. Therefore, my rules of production and my mission
became clearer as I shaped the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My rules to create films with and for children
- Build a community of children supported by adults.
I found the school context too restrictive for my artistic process. I wanted to be
able to reach children without having to work with schools. I wanted to be able to
blend all ages, children, teenagers and adults. I also wanted to create a feeling of
belonging to the productions and with le Machin Club, this aspect becam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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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ote social good and team spirit through film-making with children.
Is the film theme related to your audience? What are your social goals with this
artistic project? What is the message that the film or project promotes for the
young audience? Make it clear for yourself so your creative process finds its way
through. The production should insure participants involvement and audience
growth, as much as influencing your artistic journey.

- Get the children to be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every step
of the production whenever it’s possible.
To reflect and relate with children in my productions, it’s paramount for me to
be able to consult them from the beginning of every project I work on. The way I
connect with them adapts to every context or issue I want to speak about.

- Do not wait for funds to take action and create.
Being completely free in my creativity has been a form of wealth in itself. The
strongest ideas, the ones that you feel in your guts, you must go for them to fulfill
your aspirations and be grounded in your mission. If I had waited for funding to
start my first projects, nothing would have gotten done and I would still be
dreaming about it. Getting in action can help you find strategic partners in the
production.

- Look for strategic partners to create with.
Are you building any bridges and creating opportuniti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in the rest of the community? Work with others to build a better
society. Are there any organizations that share the same values as your film project
that could partner with you? Some partners can help you get fundings from
institutions and others could help fund parts or even the whole project.
Collaboration is the key to be innovative.

86

- Stay flexible with children and partner’s ideas and trust the process.
Are you giving space to your collaborators: the children, professionals and
partners in the projects to be involved in the creative process. Let it be organic
and trust the process, this project might not end up to be as perfect as you wished
but the next one will be better and everyone should grow through it.

- Build bridges. Keep your mind open to the world and its diversity.
Share your stories to the world so it encounters other cultures. Make sure your
vision is not closed minded. Bring a vibe of togetherness to your project.
Let’s see how I apply my rules by looking at a few projects I have directed with
Le Machin Club.

Project no. 1 / Trilogie sucrée - L’application sucrée
I had done a film with children with Kinomada in 2015 that was called Sweet
tooth that was screened in a few children’s film festivals across the world. So the
next year, I was hired by Kinomada workshop to form a group of children that
would take part in the Kinomada lab session in Quebec city. We had six weeks to
write the script before a week of collaborative production started. We had to shoot
for a maximum in two days and do the production within the same week.

- Build a community of children supported by adults.
Children from le Machin Club were invited to take part in the making of the
film. They had to choose in which role of the filmmaking process they wanted to
be involved: production, script writing, directing, acting and fil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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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ote social good and team spirit through film-making with children.
Can children change the world? What if children could create an app that would
control the adults? That was the premise.

- Get the children to be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every step
of the production when possible.
Rules of production were defined by the team of production such as choosing
the genre of the film, a comedy in which nature would be important. The children
were not involved in the post-production mainly because of the short delay of the
production schedule.

- Do not wait for funds to take action and create.
In this case, I was hired and all professionals involved were volunteering by
taking part in the Kinomada lab session. But for the sequel? of this one, I am
currently in the creation of the plot and doing some research with the kids.

- Look for strategic partners to create with.
We approached the local candy store and a professional actor to play in the film.
We contacted him through Facebook video to make the whole process public and
catch attention for our film project.

- Stay flexible to children and partner’s ideas and trust the process.
Children were able to help with ideas in the whole process. Some children
abandoned their role on screen at the last minute, but members of the production
team were so involved in the project they could take over easily so we finished the
film.

- Build bridges. Keep your mind opened to the world and its diversity.
For the third sequel, we have been chatting with friends in Brazil. 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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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 we are still in the ideation process.

Project no. 2 / Montcalm + jeunes - La grande enquête - La villa
sans bruit
The neighbourhood I live in is known for its aging population. But there are still
families and young people growing up in the area. With this project, I wanted to
get children interested in the history, architecture and social life of their community
by inviting them to engage within it.

- Build a community of children supported by adults.
All the 6th graders from the local primary school were invited to take part in
the research of the documentary. Get the children to be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every step of the production when possible. The second year of
the project, anyone from Le Machin Club was invited to get involved in the making
of the fictions.

- Promote social good and team spirit through film-making with children.
This project produced three short films: one documentary and two fictions in
the most communitarian process.

- Do not wait for funds to take action and create.
The project idea originated from a historical publication made by the local civic
committee, that inspired me to promote history to children and I started the project
before the partners were in.

- Look for strategic partners to create with.
The local civic committee, school, bank depot, and commercial district society

89

funded the project so I could hire a small team of professionals to work with me.
Local businesses, historians and local personalities collaborated along the way.

- Stay flexible to children and partner’s ideas and trust the process.
Many ideas, such as making a horror film inspired by the look and name of one
historical house of the neighborhood was something that inspired the children to
be involved in the creative process. It took two years to get their ideas done, but
because we had started we could get the funds.

- Build bridges. Keep your mind opened to the world and its diversity.
We wanted to show off our neighborhood to the whole wide world. Our short
film the Haunted villa was screened in Kharkiv in Ukraine.

Project no. 3 / The frog clan
I wanted to bring stories about the summer camp experience to screen. The
project rooted itself in this desire to write films in co-creation with children in
nature, so I gathered some close members of the Machin club at my summer camp
in the Mauricien forest.

- Build a community of children supported by adults.
This community was built with people from le Machin Club and people who care
about summer camp experience.

- Promote social good and team spirit.
This project has produced two short films involving children and professionals
with the support of a city grant for emerging artists. Both films were about
disconnecting from technologies to connect with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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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he children to be involv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every step
of the production when possible.
A lot of the ideas come from the children or their personality in this project.
I try to get everyone’s creativity involved.

- Do not wait for funds to take action and create.
In this case, we really didn’t wait for any fundings. We shot images of the
character in the forest and they were used to get the grant.

- Look for strategic partners to create with.
The camp became a partner of the project by hosting us in their facilities during
the summer and winter for the script writing sessions.

- Stay flexible to children and partner’s ideas and trust the process.
For the second film, we had to change the main character of the plot because
one child abandoned the project a month prior to its production. The stories take
place in a camp where counsellors tell legends about a sacred and mystical area in
the forest. This concept has no limitations for our imagination.

- Build bridges. Keep your mind opened to the world and its diversity.
In the plot of this series of short films, we want to break the boundaries of
co-production, but that definitely is a different story to tell. I may have to come
up with a whole set of new rules to get there.
My strategies will adapt through the context of production. I may have more or
less resources in the future, in a world that is changing, but this should never
stop us from turning our dreams into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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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미디어 경험 변화와
영화 교육의 어려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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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타테나’ 국제어린이영화제 및
‘라 마타테나’ 어린이영화협회 소개

리젯 코테라
라 마타테나 설립자

멕시코의 라 마타테나 어린이영화협회 (La Matatena)와 어린이 영화를 위한 조직에 대
해 소개하려 합니다. 라 마타테나의 주요 프로젝트는 멕시코의 어린이청소년국제영화제입
니다. 영화제는 24년 전, 1995년에 처음 개최 되었으며 멕시코의 어린이들에게 전 세계에
서 온 최고의 어린이 영화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화제는 매년 8월
둘째 주, 방학기간 중 6일 동안 개최 되며, 국립 시네마테크,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의 필
모테카, 파로 네트 (시 자체 내의 문화단체) 등 총 8곳의 다양한 상영관과 문화공간에서 상
영이 이루어 집니다. 상영횟수는 총 64회로, 부모를 포함해 만 명에서 만 이천 명 사이의
관람객이 매년 영화제에 방문합니다. 많은 영화들이 원어와 더불어 영어나 프랑스어 자막
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스페인어 번
역과 더빙을 함께 진행합니다. 영화제는 전 세계 30개국에서 45개국의 영화 74편에서 80
편을 상영하며 대부분의 상영작은 DCP와 블루레이로 상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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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타테나 어린이영화협회에 대해
1997년 라 마타테나 어린이청소년영화협회를 설립하였습니다. 4회의 영화제를 거친 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미지의 세계를 소개하기 위한 워크숍 프로그램을 비롯해, 아이들이
소극적인 관람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20년 동안의 노력에 힘입어 멕시코의 라 마타테나는 아주 잘 알려진 영화제로 거
듭났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워크숍 프로그램에 멕시코의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 영화라
는 분야를 알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만들었습니다.
한 예로 애니메이션필름 (클레이 애니메이션과 스톱모션) 워크숍인 ‘프레임 바이 프레임
(Frame by Frame)’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현재 우리는 총 170편의 단편 영화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포럼 발제를 할 때는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자세한 작업 과정을
보여주고, 몇 개의 단편 영화를 상영합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영화 워크숍을 구상하고 다듬어, 아이들에게 영화의 세계, 이미지
의 역사를 소개하며 아이들과 대화하고, 영화 언어를 가르치며, 구조/스토리텔링에 대해
알려줍니다. 또한 영화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알려줍
니다. 영화 속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여, 이를 중심으로 영화감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
다. 회전 그림판, 주트로프, 플립북과 같은 연극에 대한 단기 워크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뤼미에르가 영화관을 만들고, 이미지의 세계가 시작되기 전까지 어떻게 영화가 발전되었
는지를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24년간 워크숍과 방법론으로 전 세계의 멕시코 어린이들이 만든 양질의 영화를 알리기
위해, 설립 이후 20년 동안 라 마타테나가 어떤 일을 해왔고 해나가는지 소개하려고 합니
다. 라 마타테나는 세계 최고의 어린이 영화제 중 하나로, 아이들이 매우 자유롭게 직접 단
편 영화제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린이 영화라고 한다면 대부분 디즈니
와 드림웍스를 얘기합니다. 이 산업은 1년에 약 네 편의 영화를 개봉합니다. 대개 우리에
게 익숙한 만화이며 세계 곳곳의 어린이 대부분이 이 영화들을 소비합니다. 아이들은 다른
선택권을 갖지 않은 채, 아이들을 겨냥한 영화 캐릭터들의 영속성과 영향을 미치는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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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영화 전문가에게 어린이영화를 다루기로 결심하고, 상업적인 공식과 애
니메이션 기술을 고사하며, 아이들의 일상과 그들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스크린에
가져오는 일은 큰 도전입니다. 상업 영화에 도전장을 내밀며, 현실과 관객의 지성에 호소
하는 제안입니다. 전문가들도 이 활동이 큰 도전이며, 어린이 인구를 구성하는 범위 설정
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것을 소비하지만, 각기 다른 취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려
해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 초등생, 청소년은 각각 그들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관심사가 다
릅니다. 어린이 영화를 제작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이 장르에서는 어린이를 위
한 영화 제작을 생각할 때 교육자, 영화감독, 사진작가, 제작 전문가 등 다양한 집단이 협
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진실한 감정과 고민, 그리고 열정을 실현하는 것은 사회
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영화감독에게 아이들의 고민이 담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감정과 특정 상황을 잘 헤
아릴 수 있는 감수성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화언어를 통해 아이들의 기쁨, 애환,
슬픔, 성취, 문제, 한계, 경험 등을 전달하는 제작자나 작가 등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 방향으로 변화하는 아이들의 유년기를 꾸밈없이 묘사하고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관객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아이들은 영화를 통해 더욱 민감해지고 다른 현실을 알고, 인간이라는 근원적인 질
문을 인식하며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 가치관의 보편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리고 그들의 습관, 뿌리, 문화, 그 밖의 사람들 일상생활, 그리고 개인의 특정 사건 등을 재
평가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화는 어린이가 이미지와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
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그들의 모습이 묘사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 그
들의 감정, 갈등,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들 등 여러 가지가 일반 관객과 공유됩니다.
어린이들은 또 최고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위해
영화를 제작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과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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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어린이 영화가 중요하다는 운동을 만들어
내고 홍보하고 지속하는 일을 하는 독일,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을 비
롯한 동유럽 국가들 말입니다. 이런 정보는 강조되고 공유할 만 한 가치가 있습니다. 덴마
크는 어린이 영화의 낙원으로 간주됩니다. 1982년 통과된 법률에 따라 어린이용 영화제작
에 최소 25%의 정부 보조금이 할당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배급사, 출연자, 프로듀서,
어린이를 위한 영화제, 학교 간의 전략과 제휴는 별개로 제7의 예술에 사람들이 흥미를 느
끼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데 20년 걸릴 거에요. CIFEJ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국제영화센터) 또는
ECFA (유럽어린이영화협회)에 의해 공개된 장편영화와 단편영화 목록만 봐도, 우승자 목
록의 상위에 오른 사람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의 장 단편영화로 어린이 영화 제작에
서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동유럽 국가들(러시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현재는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등)의 유서 깊은 애니메이션도 언급할 만합니
다. 공산주의 체제가 끝나는 시점에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영화 제작은 사실 이
러한 변화과정이 재구축 되는 나라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이들이나
문화 교육의 필요성은 논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국제적으로 모든 어린이이가 소
비하는 시청각적 취향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국가는 어린이 대상 영화를 계속
해서 제작하기 위해 예산을 놓고 다투며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이런 발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많은 교육기관과 관계자들이 자신들을 감독, 프로듀서, 배급사, 출전
자, 작가라고 부르며 아이들에게 고품질의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참여해야 합니다.

멕시코에서 어린이와 체험을 위한 국제 축제의 중요성
국제어린이영화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의 약 130개 이상의 국제어린이영
화제가 있으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질 높은 영화의 홍보와 초청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은 다양한 영화를 초청하여 아이들에게 다채로운 선택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귀중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각 나라에서 이 정보를 어떻게 이
동시키고, 가장 위엄있는 전문가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제어린이영화제는 라이브더빙(성우가 현장에서 그 나라 언어로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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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는 것)을 그 나라의 언어로 진행합니다. 다른 언어로 할 경우 매우 비싸고 그 자료
를 배급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어린이영화제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바로 아이들이 거대한 축제를 열 수 있는 공간
이기 때문입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이 거대한 축제의 요소들을 구경합니다. 아이들에게 선
택지를 제공하고 테이블에 앉아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고 맛을 조합해보는 겁니다. 이 경험
으로 아이는 미래에 무엇을 먹고 싶은지를 결정하지만, 언제든지 같은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 모든 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런 선택지가 인간을 풍
요롭게 하는 것이고, 어린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우리의 영역을 개방하는 일이
며, 이는 공공을 형성하고, 시민을 만들고, 아이들을 감각적으로 만들어 정서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단 한 장의 영화표만으로도 현재 있는 공간에서 다른 위도로 여행할 수 있고, 또
다른 현실을 알 수 있으며 내가 가진 것과 무엇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자신을 인도할 수 있
습니다.
영화제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만족은 어린이로 가득 찬 공간에서 어린이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반응하는 것, 그리고 영화를 관람하며 이야기 흐름을 잃지
않게 깊이 침묵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포럼에서 영화 자료들은 어린이들
의 생각을 고려한 다양한 가치들, 가령 우정, 연대, 사랑, 어른들과 어린이들 사이에 성립
되는 관계와 같은 중요한 가치들을 담은 다양한 예술적 표현들이 국제 수준에서 전시될 소
중한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멕시코 어린이영화국제협회가 멕시코에서 맡은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라 마타테나, 소년소녀를 위해 영화협회가 기획한 13년이 되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축
제는 1995년 멕시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993년 빈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고안되었고,
첫 회는 CIFEJ (Centre International de Film pour l’enfance et La Jeunesse; 어린이
와 청소년을 위한 국제 영화 센터)가 주최하는 여행 투어들로 구성되었습니다. CIFEJ의
이름을 딴 여행은 라틴아메리카에 많은 아이에게 스스로 양질의 영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경험을 공유한 것이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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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는 이미 브라질, 콜롬비아, 쿠바,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의 나라에 어린
이를 위한 영화제가 있었고, CIFEJ가 모은 6편의 장편영화를 각국에 제공했습니다. 참가
국가에서 제작한 소녀들을 위한 영화 또한 한 편씩 추가되어 복사본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기획을 기반으로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영화제 개최를 위해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UNAM)와 국립 시네마테크 (Cineteca Nacional) 그리고 멕시코 영화연
구소의 지원을 받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참여한 아이들의 수는 많지 않았지
만,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이런 영화제가 더욱 자주 열리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영화제는 마음을 열고 국경을 허물려는 확고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자신의
관심사로부터 이야기를 만들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업하였습니다. 어린 나이대의 관
객들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극영화/애니메이션 영화 제작자는 자신이
태어난 국가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이런 생각이 미래에 예술적 표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후의 작품들은 “제7의 예술” 제작자, 배급사, 컬렉터들에게
영화적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 마타테나 국제어린이영화제는 중요한 결실을 맺었고, 멕시코의 어린이들에게 5대륙
에서 만들어진 양질의 영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의 활동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이
프로젝트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영화제는 어린이부터 여러 연령대의 관객을 형성하
도록 도모합니다. 영화제 기간 내에 다양한 영화관에서 장단편영화, 극영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및 아이들이 만든 영화를 상영합니다. 또한 1년 내내 다양한 워크숍을 만들고,
영화와 어린이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활동을 하며, 다양한 양식의 영화 문화를 보여줍
니다. 라 마타테나는 어린이들이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을 포함해 진행해왔습니다.

소년소녀 라 마타테나 영화협회란?
현재까지 라 마타테나 영화협회는 6~13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워
크숍을 만들고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
도록 하였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느끼는지 영화적 언어로 표현하도록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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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영화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여러 워크숍 중에 영화감상
워크숍 ‘그리고 조명이 꺼지고...(And the lights go out...)’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아이들
이 영화를 더 잘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첫 번째 워크숍입니다. 네 번의 영화제
를 치른 후 1998년 영화제에 어린이 심사위원을 포함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했습니다. 어
린이 심사위원은 영화를 감상한 후 경쟁부문의 수상작을 선정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게 됩
니다. 영화제의 경쟁 부문과 수상 부문은 베스트 극영화, 베스트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베스트 단편 극영화, 베스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워크숍은 클레이 애니메이션 ‘프레임 바이 프레
임(Frame x Frame)’입니다. 이 워크숍은 자신이 상상하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의
도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며, 스톱모션의 기법
을 이용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이야기를 선택하여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캐릭터와 세트를
만들며, 자체적으로 홍보합니다. 애니메이션 이미지 x 프레임 방식, 점토의 이미지와 그들
의 목소리를 직접 녹음하여 효과음과 함께 애니메이션 단편영화를 만듭니다. 효과음 재료
들은 매우 특별한 촉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기발한 생각, 캐릭터의 모델링, 세트
의 정교함, 소품 그리고 어린이들의 기발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스
스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가치입니다. 워크숍을 참여한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단편 영
화를 큰 화면으로 감상할 때 스스로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표현과 공동체 작업, 서로를 존
중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한 9살부터 13살까지의 아이들을 위해 고안된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워크숍이 있습니
다. 영화 언어를 배우고 특정한 카메라 연습을 할 수 있는 이 과정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
습니다. 이야기를 엮고 제작을 하고 그들만의 단편 극영화를 만듭니다. 이 다큐멘터리 워
크숍의 경우, 심혈을 기울여 선택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탐구를 한 뒤 선택한 주제를 중
심으로 각기 다른 분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워크숍은 보통 연중 내내 아이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워크숍 참가 희망 모집 공고를
올리면 관심 있는 아이들이 연락하고 등록합니다. 또한 연중동안 사회 개발 연구소와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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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인권법위원회에서 특별 요청하여 공동으로 투자한 일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를 통해 소년소녀들이 어린이 권리를 홍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마음의 권리>

The Rights of the Heart를 만들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워크숍은 거리의 아이들, 청년
들, 그리고 일부 가족의 울타리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젊은 청각장애인들이 참여하기도 했었지요.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및
기타 문화 활동이 널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이들
이 직접 제작한 영화가 주 홍보수단이자 매체입니다. 영화는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자
신의 환상, 기대, 열망 같은 것을 공유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기능 - 드림(Dream)-공장(Factory)-권리(Rights)’ 워크숍의 한 세션은 1시간
50분 동안 진행됩니다. 아이들은 어떤 영화가 상영될 것인지 미리 힌트를 얻습니다. 바로
‘마음의 권리(Los Derechos del Corazon)’이라는 클레이 애니메이션 시리즈인데요. 이 시
리즈는 멕시코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제작한 연작물로 아동 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영
화감상이 끝나고 나면, 워크숍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 권리에 대해 저마
다의 감상과 의견을 나눕니다.
어린이들은 5개의 단편영화를 관람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이미지를 그려보는 연습을
합니다. 이 연습을 통해 관객의 마음에 담긴 고정-이미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
린이들이 그리는 이미지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미지를 보
더라도 아이들이 그려낸 결과물은 제각기 다릅니다. 어린이가 품고 있는 주변의 문제로부
터 어린이를 지키기 위해, 진행자가 그림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어린이들이 종이에
남긴 이미지를 더욱 깊게 읽음으로써 성적 학대, 가정 학대, 약물중독 등과 같은 문제를 알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에 등장한 문제의 원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그들의 학교에 전시합니다.
이 드림팩토리 워크숍은 각 학생의 인격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인성을 강화하도록 기
여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제도 특히 인간, 시민, 법적 권리와 의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야 하는 지에 대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드림팩토리에서의 경험은 예술로서의 영
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즐겨보는 몇몇 상업 영화가 폭력, 파괴, 인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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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퇴보라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과 달리, 건설적인 영화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워크숍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은 멕시코 아이들이 멕시코 아이들을 위해 제작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창작할 수 있고, 나아가 이 경험을 토대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본인들의 단편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 의미 있는 경험
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화를 교훈적이고 유익하며 조형적인 매체로 생각해야 합
니다. 영화는 그 자체로 즐겁고, 신나고, 재미있기 때문이죠. ‘재미’는 우리 워크숍에서 가
장 주안점으로 두는 부분입니다.
영화의 다른 요소 중 하나는, 학생들의 나이와 관련 없이 성적 학대, 가난, 소외, 가정 폭
력, 차별 등과 같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매체라는 점입니다. 앞
서 언급한 어려움을 안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수많은 소년소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는 영화를 통해 그들에게 권리를 알려줌으로써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에 관해 이야기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 마타테나 협회에서 제작된 어린이 단편작은 이미지, 이해하기
쉬운 언어, 일반적 언어 및 비언어적, 문화적, 사회적 코드를 통하여 내용을 시각적으로 전
달합니다. 아이들의 시각에서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동화와 공감이 가능합
니다. 이러한 영화의 특성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에 있어서 매력적이라 생각합
니다. 워크숍의 또 다른 장점은 아이들이 스스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고 직접 창작을 하
며,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을 드러내 보이고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며 시각
을 넓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워크숍은 다른 세상의 아이들이 직면한 문
제에 관해 조언을 나누고 대화하는 장으로,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영화제가 시작한 지 13년이 지난 현재, 영화제는 멕시코 어린이 영화가 상영되고 이와 관
련된 포럼이 진행되는 유일한 장으로 거듭났습니다. 매해 여름방학마다 전 세계에서 제작
된 최신 어린이 청소년 영화들을 아이들이 관람합니다. 이와 더불어 협회에서 영화제 시기
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아이들은 촬영기법에 대해 알아갑니다.
아마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영화를 통해 멕시코의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
한 법률이 개정 및 제정되고, 아이들이 삶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젊은
영화인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켜 특별한 어린이 관객을 위한 멋진 영화들이 더 많이 제작
되고 어린이 청소년 영화 장르가 더 대중화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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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아이들이 이미지와 영상을 통한 시각적 경험이 자신의 지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
이 된다고 믿으며 워크숍과 영화제를 진행해왔습니다. 연대, 사랑을 모토로 어린이 영화교
육에 열정적인 이들과 함께 협업해 온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우
리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이 된 것 중 하나는 루이스 캄포스 마티네즈(Luis Campos
Martinez)의 저서 『‘표현으로서의 시네마(Cinema as an expression)』’였습니다. 이 책은
워크숍의 구조적인 방향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영화의 중요
성과 이 분야에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전문가, 특히 90년대 CIFEJ (Centre International
de Film pour l’enfance et La Jeunesse;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국제 영화 센터)의 회
원들의 노고에 늘 감사합니다.
어린이 영화 기획자와 감독 여러분께, 아이들이 즐거움을 원 없이 분출할 수 있는 공간
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의견과 웃음소
리, 장 단편 영화 구분 없이 그들이 보내는 갈채, 말과 글로 전하는 의견, 진심 어린 박수,
또 매 작품에 대한 아이들의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은 우리를 충분히 매료시킬 만합니
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계속해서 협회의 깃발을 높이 들고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들에 의한, 아이들을 위한 영화는 최고의 제작 가치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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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bout the Festival
Internacional de Cine para Niños
(...y no tan Niños) in Mexico

Liset Cotera
La Matatena Founder

I will make a presentation of La Matatena, Asociacion de Cine para Ninas y
Ninos, A.C., / La Matatena and organization of cinema for kids in MEXICO. The
seed of the project it’s the International Children film festival in Mexico (…and
for not young), it’s a festival started 24 year ago in 1995 and the main objective
of create the festival is to give an options for kids in Mexico, to bring them the
chance to see the best film around the world for kids. The festival been made year
by year the second week of August, during the summer holidays and it’s screening
in several places in 6 days like: Cineteca Nacional, Filmoteca de la UNAM, and a
net of Faro (cultural projects inside the city) totally 8 cinemas, 64 screening totally
and during all those 6 days and we impact 10,000 or 12,000 kids and their parents
and in each screening we made a voice over as the films are in their original version
with subtitle in English or French and we translate all films and it’s necessa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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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a voice over for introduce the kids and understand the message. The design
of the Festival is to screening about 74 or 80 films from 30 or 45 countries around
the world, must of the film are screening in DCP and Blu Ray and we made a
double voice in each screening. I will share the design of our festival for children
in Mexico.

About La Matatena, Asociación de Cine para Niñas y Niños A.C.
In 1997, we create La Matatena, Asociacion de Cine para Ninas y Ninos, A.C.,
as our reflections inside our organization it’s to start to design after 4 editions of
the Festival many workshop which give the chance to introduce the world of image
to kids and develop to transit to be a passive spectator to start to made their own
films.
Nowadays the Festival is very well known in Mexico, it’s the second oldest
Festival in the country and the only one who attend the views of the kids. La
Matatena, A.C., also is very well known and works all the year develop our
workshops, attend a different kinds of kids in the item of cinema. We start to
design an create different methodologies to introduce the kids at the world of cinema.
We develop a workshop the name is frame to frame in animation (Clay animation)
and this year we have 20 years producing 4 or 5 films by the years made by
Mexican kids, our archive count with 170 short films made by the Mexican kids.
(In the conference I will talk more about our process and also I will screening some
films and a making of or what we do and how we work with the children).
We design and polish many kinds of workshop of cinema to introduce the kids
to the world of the movement images, we introduce them to the history of images,
we talk with the kids and teach them the cinematographic language, to introduce
them to the dramatic structure storytelling, how we need to create a story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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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ema and to work on the storyboard and how is produce and made a film. Also
we insist to be very clear about the message of the films and to start watching the
films seeing what the images wants to let us know. We have several short
workshop of optical plays like thaumatrope, zootrope, flipbook, for understand
how was been develop until the Lumiere create the cinematographer and start the
world of the images.
Basically, I will introduce or what we do after 20 years of exist La Matatena,
A.C., in Mexico and 24 years to promote quality films made by Mexican kids
around the world with our workshops and methodologies. The Festival Internacional
de Cine para Ninos (…y no tan Ninos) and La Matatena, A.C., is on the list of the
best children film festival around the world and the place that the kids can create
very free their own short films and made a movement of cinema made by kids.
When we talk about children's movies, the reference is always Disney and
Dreamworks, we always think only of cartoons to which we are used to and that
this comes down only to 4 premieres a year worldwide, where a large part of the
children of the children who inhabit this planet consume those 4 films, are exposed
to them without having any other option and are prey to the marketing campaigns
that really ensure the business, the permanence and impact of the characters of
this cinema aimed at the children.
When talking about children's cinema, this is a big challenge for film
professionals who have decided to address this genre and who do not stick to these
commercial formulas and only the animation technique, but are really concerned
about rescuing and bringing to the screen what happens in the daily lives of
children and their environment and they bet on a very different speech to what
we see in the commercial cinema and are proposals more attached to reality and
appeal to the intelligence of their viewers. These professionals are also very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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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t is a great challenge and very broad the spectrum that makes up the child
population, it is not an only population that consumes the same and goes that
goes, they know that this population has different interests because in it we find
preschoolers, primary, tweens, adolescents and each of them has different concerns
and interests according to their age and also their gender , this is another important
point to consider when producing children's cinema. This genre demands that
when thinking about producing children's film, a multidisciplinary team such as
educators, film directors, photographers screenwriters and specialists in the
production is to be integrated, which ensures that when we address the issues
that concern this population they will stick to the authentic emotions and concerns
of children and that it is not about putting fashion practices in the children's
population that will not lead us at all awareness and a much more responsible
position within society.
The big challenge for a film director who wants to made films for children is to
be able to tell stories that have to do with their concerns and that is achieved
through the sensitivity of the directors to collect a series of specific situations of
daily life that have to do with the feeling of children, is to know the population
well , is to draw on the experience of other professionals such as the filmmakers
and screenwriters who put together this dumbbell and who make the valuable
attempt to convey through the cinematic language the concerns, their joys, sorrows,
achievements, problems, limitations and abilities. It is being able to portray what
happens in their daily lives at different stages of childhood and not to manipulate
reality and that it really allows us to share what happens to children and what
they feel and how they feel and what their abilities, abiliti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dults and among themselves are.
On the other hand, exposing children to cinema places them in a position where
it allows them to be more sensitive, allows them to know other realities, recogn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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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nherent questions of being human and understand the universal character
of human feelings and actions, value and revalue with their customs, roots, culture
and those of others, with their daily life and with their very particular histories.
Cinema aimed at children ensures that the children's population makes contact
with the image and it is also the great opportunity for children to be portrayed in
their true spaces, in situations that are really common to them and that they are
identified in their needs, emotions and problems, as well as to make known to the
general population what they really like and happen to.
Children are also citizens who deserve the best. We have to start from the fact
that there is a responsibility to produce cinema for them, as is done for the general
public and how they have done so in other countries where they give this population
a special place, here we can mention the experiences of Germany, Canada, France,
Denmark, Norway, Sweden and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that have been
tasked with producing, promoting and continuing the struggle that children's
cinema is important. Here it is worth highlighting and sharing this information;
Denmark is considered the "children's film paradise", as legislation passed in 1982
ensures that a minimum of 25% of government subsidies will be earmarked for
film production aimed at children. Apart from strategies and alliances between
distributors, exhibitors, producers, children's film festivals and schools to create
an interest in the seventh art.
“Twenty years to go here, you only have to review the list of feature films and
short films published by CIFEJ (International Film Centre for Children and Youth)
or ECFA (European Children’s Film Association) to realize that those who top that
list of winners are Danish, Swedish and Norwegian short films and feature films
and to note the success they have in making their children's film productions. We
can also mention the great tradition in animation of the countrie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Russia, Poland, Czechoslovakia currently Czech Republ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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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vak Republic, among others), that by ending the communist bloc the conditions
have not been so favourable at this point, since film production has been affected
by what it involves as a country restructuring this process of change that has not
been easy and where unfortunately children and their needs cultural and educational
come second.” They are imprisoned by the imposed audiovisual diet consumed by
all children internationally. Some of these countries have fought and demonstrated
real concern for an honorable budget to ensure the continued production of films
aimed at children. This process takes no time overnight and requires the effort of
many institutions and interested people to call yourself directors, producers,
distributors, exhibitors, writers who should participate in this gear to show a quality
cinema to children.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festivals dedicated to children
and experience in Mexico.
Here's where international children's film festivals play an important role. There
are approximately more than 130 International Children's Film Festivals, which
have as their main objective; the 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recent
cinematography of quality directed for the child population. In these forums, its
directors have taken the task of carrying out a titanic work that ensures a real
film option to the children in each of their entities, and I say a titanic work, because
it involves looking for where this valuable material is, how to move it from their
home country and how to exhibit it in the most dignified and professional conditions
for our children. In all international children's film festivals a room dubbing is
performed with the translation in the original language of the country where the
material is being exhibited, since having copies in different languages is very
expensive and the distribution of these materials is not easy.
Film festivals for children around the world play a very important role an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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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owcases that allow children to have a huge banquet where they can be seated
at the table and try all this vast visual proposals. This way here if you offer an
option to a child and he has the chance to sit at the table, try new dishes, combine
flavours and already after this experience the child will decide what he wants to
eat in the future, and whenever he has had the opportunity to sit at the table and
try everything, not only choose the same dish. These options are the ones that
enrich the humanbeing, these options are the ones that allow you to open your
range of what is happening around and this is to form public, make citizens and
sensitize children and make them more human. It is the possibility that with just
one movie ticket you can travel from your country to other latitudes and know
other realities and recognize yourself with what you have and what you can offer
and also be open to receive.
The greatest satisfaction for a festival director is to have the room full of children,
eager to know other narratives, listen to their reactions, exclamations, their deep
silences where they do not lose detail to what is projected on the screen. Various
artistic expressions that take into account children's concerns are the main character
of the materials display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in these forums, not to mention
such important values as friendship, solidarity, love, the relationships that are
established between children with adults and that are the topics that are addressed
in these cinematic materials that are designed to be exhibited in these forums.
Now in this space will be talked in particular about the experience and role
played in Mexico by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r Children (... and not so
young), which has been conceived by La Matatena, Film Association for Girls and
Boys, A.C., and is a project that has 13 years of life. This Festival emerged in
Mexico in 1995, its first broadcast framed in the traveling tour organized by the
Centre International du Film pour l'enfant et le jeunesse CIFEJ and this project
was developed in 1993 at the General Assembly of this body which was hel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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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nna. The proposal for this traveling tour as named after the CIFEJ was to
consider Latin America as a continent that has many children and where it would
be really interesting to share the experience of exposing children to a cinematic
option with a quality cinema that hardly reaches our countries and when we talk
about quality we mean both the content, as to the realization of the film materials
to be exhibited.
In Latin America there were already film festivals for children, such as Brazil,
Colombia, Cuba, Uruguay and Venezuela and in this project the idea was that
CIFEJ will put together a selection of 6 feature films and that in each country a
copy of materials made for girls from each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would be
added.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tour the Festival w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Mexico and it was thanks to the support by the Directorate General of Film
Activities of UNAM and in turn, the supports of Cineteca Nacional and the Mexican
Institute of Cinematography were added to perform the first exhibition of this
Festival. The result at the time was a great effort, very few children attended the
roles, but the few who went with their parents really enjoyed and expressed
themselves in favor that this children's cinema should be exhibited more frequently
in our country.
The Festival has been created with the firm purpose of opening windows and
breaking borders so that through moving images girls and boys can recreate
themselves of stories that really start from their concerns and collaborate so that
from a young age we have demanding and thinking spectators where they can
arise at the same time, filmmakers in fiction and animation, producers , distributors,
exhibitors and lovers of the seventh art that protect it and who support and promote
artistic expressions in a future of this kind, as well a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creating a cinematic culture and of making in a future productions aimed at children
with stories of our country, and in turn, our visual history dedicated t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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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ulation and the new generations that are to come is recorded.
The International Children's Film Festival (... and not so young) has been the
seed of a broader project that has borne important fruit and that has been
concerned with offering the children of Mexico a series of activities that allow it
not only to approach a quality cinematography of the 5 continents. The festival
also seeks to form audiences from an early age and promotes and promotes a
cinematic culture through various modalities and strategies, such as exhibiting
this sample of feature films, short films of fiction and animation, documentaries
and shorts made by children during the week of the festival in various cinemas,
designing various workshops throughout the year and activities aimed at achieving
a deeper approach to film and children' population. La Matatena, A.C., has managed
to include children in processes where they themselves are participants and
filmmakers of their own visual discourses.

What does La Matatena, Film Association for Girls and Boys,
A.C. do?
La Matatena, A.C., during these years has also been tasked with designing and
delivering various workshops aimed at a population of children from the age of 6
to 13, with the firm purpose of including the children, of giving them a voice and
knowing what they think, feel and how through cinematic language they can also
express themselves.
Among the various activities that have been designed to bring children closer to
the cinema, is the cinematic appreciation workshop "And the lights go out...", the
intention of this workshop is to offer the children tools that allow them to know
what they have to know in order to better appreciate the cinema. This was the
first workshop to be designed in La Matatena, A.C., since from the fourth broad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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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estival we decided to include a children's jury, which to date has the
responsibility to see the selected materials and to be able to award a symbolic prize
to those winning materials in the following categories: best feature film, best
animated short film, best fiction short film and best documentary.
The next workshop that has had a great acceptance by children is animation in
clay frame x frame, this workshop the intention has been to be able to transmit
to the children how an animation professional is carried to the task of bringing to
life what he imagines. This workshop has the main objective of including the child
in the world of animation, is to introduce it to this technique of stop motion, is to
promote among them the work in collective, to select a story, and from there draw
up the story board and take to the task of designing characters, sets and reaching
the animation picture x frame in this way the children record their expression
through their animated shorts in clay. These materials have a very special touch,
since they have the plastic of children, the modeling they make of their characters,
the elaboration of the sets, the props and show us the very particular plastic of
children, that is the value that these works have that are made by themselves.
The workshop brings children closer to the arts, to offer them a space of expression,
collective work, satisfaction and raises their esteem, as they are deeply proud to
participate and see on big screen the short film they have made.
We also have a fiction and documentary workshop which have been designed
for children from 9 to 13 years old and who can participate in this process of getting
to know the cinematic language more and perform certain camera exercises and
are tasked with putting together a story, raising the production and making their
own fictional short film. In the case of the documentary workshop, a genre that
has now taken a lot of strength and motivates us to explore the selected topics in
a deeper way and listen to the different voices coming from different sectors
around the selected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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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workshops are open throughout the year to children in general. The
broadcast call is launched and those interested are registered in our workshops.
Also throughout the year we participate in special calls for co-investment launched
by the Institute of Social Development and the Human Law Commission of the
Federal District. In these spaces we have generated a project entitled: The Rights
of the Heart: animations made by girls and boys that address the issue of children's
rights. These animation workshops have been taught with street children in the
process of reintegrating into their families and with children and young people at
risk at risk at the street, as well as the experience of working with a community
of deaf children and young people.
This series is an important acquis of La Matatena, A.C., which currently consists
of 22 animations that address the issue of rights and that with these materials
has developed a project to make use of this audiovisual tool to promote the rights
of girls and boys in public schools, the experience has been very enriching and
this proposal has been implemented in various public schools of the delegations of
Mexico city with the to serve the population and vulnerable areas.
Just as an important project of dissemination to reading and other cultural
activities aimed at the best and greatest recreation of the child population is
promoted, we promote cinema aimed at children and that carried out by children
themselves, as it is a means through which they can express themselves and share
their illusions, expectations, longings and make themselves known their very
particular experiences of their age and promote human rights with these materials.
The Workshop-Function Dream Factory The Rights of the Heart, lasts one hour
and fifty minutes per session, in which children are given a previous awareness
of the film materials that they will see on screen, subsequently the short films of
animation in clay of the Series Los Derechos del Corazon, made by Mexican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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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ulnerable situations, these short films address some of the rights of children,
at the end of the exhibition the round of participation of the children-in-law begins
to the workshop in order to express their feelings, then the children work in their
classroom with a teaching material provided by the workshopist of La Matatena,
A.C.
Children perform a visual exercise of drawing the image that has most impacted
them after the exhibition of 5 short films, the enriching thing of this exercise is
to be able to see what are the images that are fixed in the mind of the viewer and
to be able to rescue the plastic of the children and see how there are images that
children always draw and that despite being the same image the proposal of each
child is so different one of the Another. These drawings are also a tool for teachers
to detect real problems in students such as: sexual abuse, abuse, drug addiction
and other aspects that we can know by making a much deeper reading of the
strokes that children leave on paper. The drawings they make in the activity are
usually exhibited in their school so that they can be shown to all those who attend
this space.
These dream factories contribute at every moment to strengthen the human
personality of each student, but also their citizen personality, because to the extent
that they form as people who know their rights, aware that they are social subjects
and that by living together and interacting with the rest of the people and
institutions of a society can make use of their human, civic, legal rights and duties,
among other aspects and who will in this way be better trained citizens to live in
society. Likewise, the experience of working in these Dream Factories contributes
to students having access to one of the arts, cinema, with the peculiarity that it
is a quality cinema, a cinema that informs and forms and is constructive, unlike
some examples of commercial cinema that often present content of violence,
destruction and deterioration of human values and to which children comm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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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more access.
In addition to this, another peculiarity is worth noting, the cinema that students
are projected to in this type of workshop was a cinema made by Mexican children
for Mexican children, where students discovered and recognized that they have
the ability to create, imagine and develop projects until they generate their own
short films. We must consider cinema as a didactic, informative and formative
instrument, gave, gives and will give an extraordinary richness because cinema
per se is entertaining, fun, like and playful; this last quality is made the most of
in our workshops.
Another aspect worth noting is the wide range of possibilities that open up when
considering short films as a teaching tool to work complex content to address in
a classroom and with the ages of the students; issues such as: drug addiction,
poverty, marginalization, domestic violence, discrimination, etc., are issues along
with many others that affect girls and boys in the various environments that live
together, hence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m and providing them with
tools-such as rights-that can help them address these problems.
The short films made by the children in the workshops of La Matatena, A.C.,
allow the contents and messages to be received visually, with images, with an
accessible vocabulary, common verbal and nonverbal codes, cultural, social, etc.,
from child to child, that is, in the shorts are issued messages that generate
empathy and identification, since when viewing a short film the image is captured
by students even unintentionally and when the contents of the short are reflected
with children, a process of assimilation and teaching-learning is made easier to
process in students with respect to other teaching instruments.
Another of the spaces of opportunity that stand out from these workshops is
that you can take advantage of the creation and initiatives of children embo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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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horts and offer a space of expression for children where they manifest
their feelings, emotions, and way of perceiving the world and knowing those of
other children, in this case that of the street children who created the shorts. In
other words, the workshops present a multiplier effect of ways to perceive the
world and advice and messages from one group of children to another group of
children on issues that affect them.
13 years away from the festival that the Festival has emerged as the only forum
that exhibits children's cinema in Mexico and where year after year it strives to
offer children the latest productions internationally so that in the summer holidays
children and their popes can access this cinematography and on the other hand,
having conceived La Matatena, Film Association for Girls and Boys, A.C., to design
activities aimed at serving children in film matters throughout the year, now in
this space you can share that there is still a long way to go, that the intention is
that in our countries there will also be an interest and develop public policies that
use cinema as a tool to promote values among the child population, as well as to
enthuse and support young filmmakers to know the genre of cinema for children
and to be interested in making film materials aimed at this very specific popul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share that the experience and educational model that in
La Matatena, A.C., has been developed to work with children in Mexico has been
through a somewhat innocent intuition, of much solidarity and love of many people
who have joined this project, mixed by a great enthusiasm and commitment to
believe that children deserve respect and protection as to what the population
visually consumes exposing them to moving images means that adults reflect that
what they see on screen really appeals to their intelligence.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experience of the DENI Plan through its publication of "Lo cine as
expression" by Luis Campos Martinez, has been another source of inspiration that
has provided fundamental tools in the approach and development of the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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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what has been the work of La Matatena, Film Association for Girls and Children,
A.C. , in Mexico and the shared experience of many professionals in the environment,
of all those fellow members of the CIFEJ in the 90’s, who really believe in the
importance of children's cinema and the feedback processes among ourselves
interested in this topic.
For a children's film promoter there will not be a ‘gozo’ as important as having
a room to burst children... Listen to their voices, their laughter, their applause
between short film and short film, their verbal and written comments, their sincere
applause and the spontaneity of the children in each of the projections that leave
us recorded what for them is to enjoy a real cinematic option, this is what gives
us strength to continue and raise the flag and very high , to tell everyone...Cinema
made by kids and cinema for kids is the best… to prom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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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Part 3.
| 개요 Introduction |

청소년이 바라보는 영화
the Film viewed by Youth
진행자

박인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팀장

Moderator

PARK Inee
JingGeomDaRi Education Community
for Democratic Citizenship(JECDC),Inc
Education team manager

7월 12일 일요일 12th, July(Sun) 10:00-12:00

영화비평은 비단 성인만의 활동이 아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부산국제어
린이청소년영화제의 철학에 맞게, 청소년의 영화비평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청소
년 스스로 꾸려나가는 영화동아리 그리고 기관 및 시민단체가 모여 BIKY의 상영작 중 한
작품을 비평해보며, 각 단위에서의 활동을 공유해본다. 이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영화의 현
재를 짚어보고, 미래영화인으로서 전망을 내어보고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교류 가능성
을 도모해본다.
Film critique is not only for adults. Like a philosophy of the BIKY that kids and
youth are protagonists, we try to activate the film critique by teens. Juveniles’
film club, institutions 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ill criticize one of the BIKY’s
films and share their activities. With this activity, we will diagnose the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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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prospect as to-be film makers and plan for the possibility of exchange
focusing mainly on the youth activities.

질문1 : 청소년 영화동아리는 어디에 얼마나 있는가?
질문2 : 기관 및 시민단체 속의 청소년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질문3 : BIKY 청소년집행위원은 영화읽기의 일상적 활동이 불가능한가?
질문4 : BIKY와 청소년간의 국제 협력은 어떻게 가능한가?

Q1 : Where and how many youth film groups are there?
Q2 : How are youth within institutions and civic group active?
Q3 : is it impossible for youth BIKies to do daily activities of film literacy?
Q4 : How is international networking between BIKY and Youth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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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밍 시대일수록 커지는
함께 하는 영화 읽기의 힘
- 창조적인 관객. 좋은 시민이 좋은 영화를 만든다. -

박인희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교육팀장

들어가며
세대를 뛰어넘는 함께하는 영화 읽기1. 노마디즘(nomadism)의 빅뱅. 존재가 만나는 빅뱅.
나에게 영화는 상상을 경험하게 해주는 현실이자, 가상 생생하게 다른 곳이며 시간과 공간
을 확장시켜주는 입구이자 출구이며 세계입니다. 영화는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해주고 제한
된 생각과 경험을 확대해 줍니다. 영화로 사람과 세상을 만나고 상상하고 이해했듯 다른 사
람들의 시각과 관점이 궁금함과 동시에 흥행하는 영화만 만들어지는 제작 환경에 갑갑함이
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하게 접한 BIKY의 영화는 신선했고 운동(movement, campaign)
의 영역으로 다가왔습니다. 5년 차 BIKY 열혈 관객은 창조적인 시도를 해 봅니다.
함께 영화를 읽는다는 것은 정착보다는 방랑, 유목, 접촉의 키워드인 노마디즘
(nomadism)2을 추구하는 나에게 세상을 접속하게 하고 다원적 주체로서 새로운 세상을 만
나게 해줍니다.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그 세상을 여행합니다. 함께 영화를 읽는다는 것은
1 스크린을 통해 [본다]는 수동적 개념에서 읽고 맥락화하는 성찰과 사유의 능동성, 적극성으로 [영화를 읽는다]라고 표현
2 사유, 복수적 자아, 탈영토화, 수평적 네트워크, 고정되고 정체된 사유로부터 해방을 논한 G. 들뢰즈 (Gilles Deleuze)와 공간의
이동 너머 타자와의 연결, 사회적 관계에 주목한 M.마페졸리 (Michel Maffesoli)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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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 24개 분절3된 사이의 프레임 너머에 있는 세상을 만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한, 생
각하고 꿈틀거리고 행동하는 존재와 세상들.
영상, 미디어의 시대. 어떻게 하면 BIKY 영화제 가치와 출품작들을 더 많이 만날 수 있
을까? 흥행 위주의 획일화된 영화들 말고 다양성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
민들이 마치 제 일처럼 다가왔고 (사실,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하지요) 소소한 실천을 모색
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운명처럼 다가오듯이 제게도 BIKY는 뜻밖이었고 예상과 기대 이상
이었습니다. 2016년 여름 BIKY 집행위원이자 오래도록 어린이문화운동을 해 오신 이주
영 선생님 권유로 처음 BIKY에 참여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영화제에 흠뻑, 깊게 참
여하다 보니 영화만 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게 찜찜하고 아쉬웠습니다. 영화제 기간에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전개를 보여주는 전 세계 보석 같은 영화들, BIKY 영화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영화제작과 배급을 독점했고 많은 영화가 그들의 입맛을 맞추며 굴욕적
인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길들여진 관객들은 획일적이고 자극적인 영화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빈부격차와 기울어진 운동장, 무한 경쟁 사회로 내몰리는 교육
현실로 다양한 영화를 접하기 어려운 생태계에 숨을 불어 넣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2018년부터 4월부터 김상화 BIKY 집행위원장님과 1달에 한 번 영화모임을 시작했습니
다. 주로 BIKY에 출품된 영화를 중심으로 너무 진지하지 않은 형식, 헐렁하고 편하게 조
금은 시시껄렁 해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맥주를 마시고 피자도 먹으며 함
께 이야기 나누다가 의기투합해서 우르르 BIKY 영화제에 참여하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초, 중, 고 선생님, 특수학교 선생님, 마을 활동가, 학부모 등 다양한 분들과 삶과 경험을
나누니 놀라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
3 미카엘 하네케는 “영화란, 진리를 위한, 혹은 진리를 찾기 위한 초당 24개의 거짓들” 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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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발 딛고 산 세상과 관점의 다름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싶어졌
습니다.

깊어지고 확대된 나눔의 경험들
하나. 소아암· 백혈병 청소년 (캔틴스쿨)과 함께한 2019년 BIKY
어린 시절 소아암·백혈병을 앓고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청소년들과 우연히
인연 맺게 된 글쓰기 수업.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제 욕망이기도 했고 의욕 충만한 일이었습니다. BIKY 사무
국 배려로 캔틴 스쿨 학생들과 보호자인 어머니들, 관계자분들이 개막식에도 참여하고 두
꺼비라는 닉네임을 더 좋아하는 김상화 집행위원장님과도 만나고 영화제 참여 소감과 영
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사전에 준비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보행이 편치 않는 아이들4을 위해 휠체어가 제공되는
지 알아보고, 국제행사를 치르는 ‘영화의 전당’이지만 휠체어는 1개만 제공 가능하다고 해
서 구청, 보건소, 장애인 단체 등 협력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다
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서울에서부터 휠체어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힘겹게 아이들이 왔습
니다. 아이들은 여름에도 부족한 머리칼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푹 눌러쓰거나 가발을 써야
합니다. 반팔과 반바지로 드러난 가느다란 팔다리, 작은 체구와 새하얀 피부의 아이들. 많
은 사람들이 있는 곳은 면역력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하는 아이들.
BIKY 개막식에 참여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움을 넘어선 시도였기에 역사
적 사건이자 뭉클한 도전기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발한 탓에 피곤해 보였지만 유명 배우
와 사진을 찍고 일탈을 즐기며 여느 10대처럼 들뜬 아이들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다행이
기도 했습니다. 우연히 <파이트 걸>Fight Girl의 요한 티머스 감독님이 지나가자 서툰 영
어로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많이 다루는 연출과 섬세한 감정
4 아이들이라는 표현의 무거음. 2년 남짓 관계를 맺은 친숙함을 대체할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135

표현을 잡아내던 감독님처럼 스타일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던, 올봄 하늘여행을 간
친구가 너무너무 그립습니다.5
두 번째 날, 암으로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낸 가족 이야기를 우연히 함께 보았습니다. 금
기된 영역을 본 것처럼 안절부절못한 나와는 달리 치료 중 생사를 넘나들었던 아이들은 영
화가 사실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영화 캐릭터로 나누는 이야기,
마음에 와닿은 대사, 기억에 남는 장면, 내가 만든 결론 등을 이야기 나누면서 경험하지 못
한 N 개의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움츠러들고 주저주저하던 아이들은 <파이트 걸> 주인공
보가 되어 세상에 하이킥을 날리고 싶어 하기도 하고 조이가 되어 거리를 두면서 찐 우정
을 만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자신과 다른 건강한 배우들이 꿈을 펼치고 이뤄가는 이야기에
좌절하고 비관할 줄 알았는데 영화를 보고 에너지가 생겨서 다행이었던 꼰대 어른이 저였
습니다.
믿어주고 품을 주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 공동체에서 함께하고 성장하는 의미. BIKY 사
무국 지원과 노력으로 아이들은 울타리 너머 넓은 세상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세상을 만나
기 위해 문턱을 낮추고 용기 내고 시도할 수 있도록 한 소중한 경험.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둘. 영화 비평 - 2019년 BIKY 폐막작 클레오를 통해서 본 청소년과 비청소년 영화읽기
- 필름속 어린이· 청소년 시민성 [사사한 이야기]
영화만 보고 올라가기엔 아쉬워서 2019년, 폐막작을 보고 영화 비평, 영화를 읽어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영화 소모임6에서 기획하고 BIKY 사무국 후
원으로 부산의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필름 속 어린이·청소년의 시민성 영화 비평을 진행
했습니다. 낯선 상황과 어느 이야기들이 나올지 모르는 긴장감과 설렘이 함께한 시간이었
습니다. 인생의 깊이와 감수성,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공감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마음의 층과 결은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
5 올해 영화제를 참여하기로 하고 지금도 감정을 정리하고 글을 쓰는 지금도 마음이 먹먹하고 울렁거리고 힘드네요.
6 징검다리 영화방, 시민싸롱 영화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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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삶과 상황에 진지하고 충실했는가? 외면하지 않고 솔직했는
가? 혹은 그렇게 되고자 노력했는가?를 말하는 시간, 선입견을 걷어낸 자리에서 우리 모
두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 함께했습니다.
우연한 폭발로 아빠를 잃은 어린 시절의 클레오가 몸집만 성장한 어른으로 여전히 자신
을 제한하고 회피하다가 삶의 숙제를 직면하고 풀어가는 과정은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치
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도 좋다는 위로를 주었습니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내놓을 수 있는
시간. 너도 그러했구나를 만나는 시간, 나이를 뛰어넘어 시민으로 만났던 시간. 서사와 맥
락이 있는 장편 영화의 힘이고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셋. 어린이,청소년영화? 유치한게 아니네. 자녀, 손자, 손녀들과도 함께 보고싶네.
BIKY에 대한 새로운 발견
성남, 분당에 사는 분들과 BIKY 영화 4편을 보고 함께 영화읽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프
로그램 기획은 학부모들이 주요 대상이었는데 평균연령이 60대 초반인 인생 이모작에 관
심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유교문화와 산업화 성장으로 인권과 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이 낯
설고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와 BIKY에 출
품된 영화들을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배가 있는 분들에게 다소 파격적인 주제로
생각한 난민, 소수자 이야기, 드센 캐릭터 여주인공, 저예산 영화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시
면 어쩌지 조바심을 냈었으나, 웬걸요? 주로 대형극장에서 접한 흥행이 잘 되는 영화 위주
의 어린이, 청소년 영화에 대한 편견과 획일화에 걱정을 하시며 BIKY와 출품된 작품들을
더 널리 알려야 한다고 문화사절단이 되셨습니다. 자녀, 손자, 손녀와 잘 소통하며 공감하
고 싶고 조금 더 따뜻한 세상과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시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가며. 좋은 관객이 좋은 영화를 만듭니다.
영화, 미디어는 전달 매체로서 접근성도 쉽고 전달, 전파도 쉽습니다. 김인육의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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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은 tvN에서 도깨비로 공전의 히트를 쳤지요. 뉴스와 드라마가 만난 다큐드라마
SBS <닥터 탐정>, 페이크 다큐멘터리, 팩션 다큐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다양한 유튜
브 콘텐츠들. 미생으로 대표되는 웹드라마. 민주노총과 시트콤 협동조합이 보여준 브랜디
드 콘텐츠 등등. 영상의 세계는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는 일. 만들어진 영화, 길들여진 입맛에 맞게 만들
어진 소비자로만 존재하는 수동적인 존재의 관객에서 함께 영화를 보고 나누는 과정을 통
해 생산자가 되어갑니다. 다양한 영화, 노동이 존중되는 영화 제작 환경을 위해 좋은 시민
이 좋은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영화읽기를 잘하기 위해선 경청해야 합니다. 잘 들어보면 다른 의견을 가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고 알기 전엔 나의 판단 영역이었고 달라서 불편하고 껄끄러웠
던 것을 수용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일상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구조의 변화를 위해서
는 관심 갖고 함께 노력해야만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의 세상에서
표현하며 만나는 다양성, 관용, 비평의 자세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이로 하여금 우리
사회를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요즘은 넷플릭스나 왓챠 등 스트리밍 플랫폼 아이디를 공유하며 함께 보는 경우도 많습
니다. 극장의 시대에서 온라인 플랫폼 스트리밍의 시대가 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코로나 19로 극장은 한산하기까지 합니다. 극장의 시대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스트리밍의
시대가 되어가는 만큼 손바닥에서 혼자 보는 것 너머 함께 읽는 영화가 지금 직면한 우리
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주체
성을 갖춘 시민으로, 유연한 태도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화의 내용과 배경 등을 인과관
계를 통한 맥락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와 너와 우리의 삶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로 이전의 세상으로 더 이상 돌아가기 어렵고 변화를 모색해야하는 시기. 빨
리 제작되고 소비되는 풍토의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동등한 시민으로서 현재를 함
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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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
만나서 영화읽기를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덧붙이며
하나. BIKY를 애정 하는 시민의 성장기로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둘. 소통에 해당하는 커뮤니케이션7. 분절되고 파편화된 시대일수록 개인의 고유성이 존
중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공통과 공공의 영역이 조화롭도록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 코로나 19로 전 세계, 전 세대가 초유의 경험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는 거리를 두되 연결된 감각이 함께 하며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으면 합니다.

7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은 라틴어 코무니카티오 (communicatio)의 영어식 표현이고 어원은 ‘공통의’ , ‘공공의’라는 뜻
을 지닌 코무니스 (communis)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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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reading film
together during streaming era
- Creative audience. Good Citizen make good films.-

PARK Inee
JingGeomDaRi Education Community
for Democratic Citizenship(JECDC),Inc
Education team manager

Preface
Film reading going beyond generations. A Big-Bang of nomadism. The Big Bang
where existence meet. Film for me, is a completely different world, an imagination
and reality of experiences, an entrance and exit of space-time-expansion, a world.
even to space when you keep your eyes closed, films expand your limited experiences
by bringing you to a place you otherwise would not be able or allowed to go. Buying
a single ticket easily leads your way off from tedious daily life and experience
‘new’. As I have been meeting, understanding, imagining world only through films,
I got curious of others’ perspective and sight. Not to mention, the production
environment making only films with box office power felt to me as stuffy and
restricted.
I coincidentally met films submitted to BIKY, which for me was a quite refreshing
treat. And as they also acted as realm of movement or campaign, I becam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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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ate audience of BIKY for the last five years.
Era of Video, Media. How can the values and films of BIKY shared more easily?
How could our society be developed, to embrace more diverse films in rather than
uniform commercial films? These concerns came to me as if it is my mission (Well,
in fact it must be task of every one of us) and this is my story seeking for ways to
take big little actions.

The Start
Like various of other things in the world approach as if they are fate, BIKY was
to me a surprise, beyond expectation. In 2016, I participated in BIKY for the first
time with advice from a long-time children culture campaigner, and member of
BIKY executive committee; Ms. LEE, Ju-Young. Through years of participating,
soaked in the film festival, it was a pity and regret to only watch films and return
to everyday life. I wished to introduce not only the value of BIKY, but also the
gems of BIKY films from around the world with numerous diverse topics and
development to more people.
As capitalism stands stable, film production and distribution are monopolised,
and many films tend to sign humiliating contracts tailored to capitalists’ buds.
With such tamed films, audiences have limited option for films that are uniformed
and full of stimulation. My desire to breathe into an troubled ecosystem, that of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inclined playground for people, and an infinite
competitive education system, grew bigger.
Concern of how our society could develop to embrace more diversity in, the way
for us to share values of BIKY with people, how submitted films could meet more
audiences in this video-media-era felt like my mission (Well, in fact it must be
task of every one of us) and I would like to share my story, about time I spent
seeking big little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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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tarted wishing that it would seem rather trifling, not too serious, so that people
could talk about it relaxed. Since April 2018, I had monthly film gathering with
Mr. KIM, Sang-hwa, the head of committee, mainly watching Films that was
submitted to BIKY. With beer and pizza on our gatherings, which made it all
comfortable. Then, we got closer and joined BIKY altogether and the meeting was
made. A truly amazing world unfolded as we (;teachers of elementary and special
schools, village activists, parents, and lots of other people, who all are interested
in films) shared our life experiences. In this process of sharing various perspectives
about films, one gets deeper understanding of diversity and listens to others’
opinion. I believe this is the most basic element of realising democracy.

Deepened, expanded experiences of sharing
ONE. 2019 BIKY with Canteen-School (Youth patients of Pediatric Cancer,
Leukemia)
After taking time to share troubles of life with adolescents, who had difficulty
in attending schools with childhood cancer and leukemia, I wanted to make them
meet a little more expanded world. In a way, it was also my desire to let them
experience another world and I was fully motivated. With help of BIKY executive
office, Canteen School participants, their guardians, parents, and other delegates
could participate in the opening ceremony and met with the director KIM,
Sang-hwa, who prefers to be called by his nickname ‘Mr. Toad’, sharing
impressions of attending ceremonies and talking about films.
There were numbers of things to prepare in advance. It was necessary to find
out whether wheelchairs are provided for friends who are not comfortable walking,
and the ‘Dureraum’, where international functions are held such as BIFF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claimed that only one wheelchair could be provided
on their behalf, which made me surprised, and we had to find other options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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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 from borough office, public health centre and association for handicapped.
Could I put it as fortunated? The children came with their own wheelchairs all the
way from Seoul with train. They, who needed to press their hats on tightly, those
small limbs peeking out from short sleeves, small bodies, pale skin.
It touched me deeply knowing that it would have been a great deal of challenge
to surpass the fear of others’ eyes. Their heart palpitated after watching the opening
film Fight Girl, 2018, excited just like other teenagers taking pictures with famous
actors. They also took picture with the director Johan Timmers, who happened to
pass by. I miss this friend so much, who took heaven trip this spring, wished back
then he also wants to be a cool person like Timmers, catching out delicate emotions
and images. While writing this now, it still is aching and I would have to brace myself.
On the second day, we saw a film about a family who had to send beloved family
member after suffering from cancer. Unlike restless me, as if I have peeked into
taboo area, it was such a close encounter for them who passed through all that
time of life and death during treatment. They get to meet ‘N’umbers of inexperienced
world through sharing impressions such as memorable scenes from the film, a
line of character that touched them, reproduced form of new ending. They want
to become like Bo, the main character of Fight Girl, kicking the world high, or Joy
wanting to form a real friendship. I got to realise that I was a boomer thinking,
kids would feel frustrated observing healthy actors fulfilling dreams unlike them.
It was good to see that they gained certain energy by watching films.
Children grow up as much as we trust and bear. The meaning of being together
and growing in the community. With support and efforts of the BIKY executive
office, kids have experienced valuable time and world. A valuable experience that
allowed to lower one’s threshold trying to meet other worlds. I would like to share
my appreciation once again on this occ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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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Film Criticism - Cleo, the closing film of 2019 BIKY, Youth and nonyouth film reading, Kids and Youth citizenship in Film [Private story]
In 2019, I have designed a small group meeting sessions of film criticism and
film reading in Jinggeomdari Educational Community, as I felt sorry for only seeing
BIKY films. BIKY executive office supported our group and sessions with topics of
Kids and Youth Citizenship- Film Critisicm were carried out with youths in Busan.
It was a time with sense of tension and excitement at the same time as I did not
know how the sessions would turn out. The fineness and layers of mind that
empathise and think differently, the depth and sensibility of life, and perspective
and angle towards cinema did not come from age. Neither how much one has
experienced. Were you sincere in your life, in circumstances? Did you not look
away and having been honest? Or you pursued to be? These were what we talked
about, and in that moment of least prejudice we all grew mature as one citizen.
As we follow Cleo’s journey, facing tasks in life and solving them after long
period of self denial and avoiding, it consoles and comforts us delivering message
‘we all can heal ourselves and go on’ Time allowing to bring out one’s wound and
pain, Time to meet ‘You too have been suffering’. Time meeting citizens regardless
of age. I think that this is the power of feature films with narrative and context
and why it is needed.

THREE. Kid and Youth films? It is not childish. I wish to see it with my
grandchildren.
Discovering BIKY in a new form
I shared time of film reading after watching four BIKY films with people in
Bundang, Seong-nam city. It was targeted for parents of school kids but the
participants who actually participated were in their early 60s. I thought of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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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trongly influenced of Confucian culture and industrialisation growth and would
be unfamiliar with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life. We watched BIKY films
and talked several times with those who were interested in culture and arts. I
have to confess I was a little impatient, concerning they might have preconceived
notions about following films with them of refugees, tales of minority, harsh
heroines, and low-budget films, But Well? they became cultural missionary
themselves worrying the current flow of films in large cinemas that have great
ticket power, their uniformity, and the influence of it to kids and youth. There
were only citizens who wished to communicate well with their children,
grandchildren, and to share their experiences.

Closing. Good audiences make good films.
Films and media are deliver medium which enables easy access and easy
communication and spread. KIM, In-Yuk’s Physics of Love hit a hit thanks to

Goblin, a tvN series. Docu-drama Dr. Detective of SBS, Fake Documentary, Faction
Documentary, and hardly listable many YouTube contents. Web Drama,
represented by Mi-Saeng, branded content of Democratic Trade Union and
Sitcom cooperative etc. The world of video is rapidly changing.
Being a producer from consumer watching film. We become producers through
process of watching and sharing film experiences together, and stop being passive
audiences consuming films with tamed tastes. I believe that good citizens make
good films for a diverse film, and film production environment where labor is
respected. To be good at film reading with others, one has to listen well. If one
listens carefully, there is always a reason for a different opinion. It was area of my
judgement before knowing and speaking, and now it is time to accept the
uncomfortableness of difference. There are many big and small things that require
attention to change the structure that will enable everyday democracy. By having
attitude of diversity, tolerance and criticism, allows us all the power of vi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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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ociety with a more diverse and deep perspective.
It is now common that people shares account details of Streaming platforms
such as Netflix, or Watcha. I believe that the time is changing from era of theater
to era of online platform streaming. Moreover the cinemas are emptied due to
Corona 19. I think that reading films together rather than watching it alone in
one’s palm will solve the problems we are facing. We can not ignore the changing
media environment, but as a subjective citizen, we need to understand the content
and background of the film in causality to be able to watch films in a flexible
manner. And it should be expanded into our lives, of yours and mine. It is now
time to seek for change, it is hard to go back to world before Corona 19. I hope to
have an alternative to the fast made and consumed tendency. I think that a point
of contact to create a community culture as a citizen living present together should
be established. Time to meet, share talks, and understand each other. That is why
we meet and read film together.

P.S
One. This is written by a affectionate citizen of BIKY, I hope it will be read as
a growth report. Two. Communication corresponding to communication. I think
it is necessary to communicate so that the uniqueness of individuals can be
respected and shared with harmonious common, public domains in this fragmented
age. Three. With Corona 19, All world and all generations share a unique
experience. I wish to find a new change with connected sense although we are
physically pa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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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영화는

최나연
해운대꿈드림 청소년

영화. 영화는 한 세기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50초 남
짓의 흑백 영상에서 3시간이 넘는 영상이 제작되고 느낄 수 있게 되기까지. 지금까지 전 세
계 공통되는 최고 인기의 문화. 인류는 이 ‘영화’라는 것을 사랑했고 이것에 열광했고 몰두
해서 연구해왔다.
그대들에게 영화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누군가에겐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그런 ‘영
상물’ 중의 하나일 수 있겠고, 따분한 시간을 채워주는 매체일 수도 있다. 다르게는 삶을 살
아가게 하는 수단 혹은 가장 접하기 쉬운 배움의 매체일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물론
나보다 더 영화에 애착 가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화를 아주 좋아하고 즐기고 궁금해하
는 편에 속한다고 항상 자부해왔다.
아직도 나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살면서 처음 극장에 갔던, 그날 말이다.
일이 바빠 날 잘 봐주지 못하셨던 아빠는 비디오테이프로 ‘디즈니’ 사의 영화를 자주 틀어
주셨기에 영화 자체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극장이라는 곳은 2008년, 7살이었던 그 때가 처
음이었다. 오늘날 상업영화의 최고라 여겨지는 ‘마블’을 있게 한 시작, <아이언맨 1>이 내
인생 처음으로 ‘극장에서 본 영화’였다. 그때 어린 나는 아직 자막 볼 줄 몰라서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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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인물들의 표정과 크게 윙윙대는 소리만으로 영화를 파악해야 했지만, 그때 그 충격은
아직도 쉽사리 잊을 수 없다.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나는 그 영화에 벅찬 기분을 느
꼈고, 며칠동안 아빠와 <아이언 맨 1>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이게 내가 영화, 정확히는 극
장에서 보는 영화에 빠지게 된 계기였다(더불어 마블에 빠지게 된 계기라 할 수도 있겠다).
나는 참 감성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사람이라 별 것 아닌 것에서 의미를 찾고 뭔가를 결정
하는 경우가 다분하다. 나는 현재 메이크업을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영화와 무슨 연
관이냐 할 수 있지만, 메이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영화였다. 앞에서 말했듯, 나는
마블에 미쳐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마블 영화를 아주 좋아했다. 8년 전, 내가 11살이었을
때 <어벤져스>가 개봉을 했었다. 쿵쿵쿵, 심장이 빠르게 요동쳤고 나는 더 이상 마블을 좋
아하는 것으로만 그치고 싶지 않았다. 영화가 끝이 나고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에 내 이름
을 올리고 싶었다. 엔딩 크레딧은 영화가 끝이 나야 등장하지만 사실 나는 그 엔딩 크레딧
또한 영화의 한 장면이라 생각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누군가의 심장을 요동치도록 만드는
영화와 관련한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현재 메이크업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부터였을까, 마블을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냥 ‘영화’라는 그 자체를 좋
아하고 있었다. 아니, 좋아하는 것보단 좀 더 큰 감정으로, 영화를 찾고 있었다. 예전에는
무조건 재밌는, 지극히 상업적인 영화만 좋아했다면 지금은 영화의 연출, 미술, 음악에 신
경을 많이 쓰며 보게 된다. 상업영화는 재미의 측면으로 보자면 최고지만 깊은 여운을 느
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단편영화를 많이 찾아 보려고 하고 있다. 아무래도 단편영
화는 짧은 시간에 전하고자 하는 바와 충격, 여운을 남겨주기 때문이다.
작년, 단편영화를 제작할 계획이 있었는데 영화 장르를 불문하고 닥치는 대로 보고 분석
했었던 기억이 있다. 많이 보는 날은 밥도 안 먹고 자는 시간도 줄여서 하루에 여섯 편을
볼 정도였다. 사실 조금 웃기긴 하지만 영화 분석과 영감을 핑계로 내가 좋아서 본 것이다.
난 그 분석이 너무 즐거웠다. 영화의 전개 안에 연출이 또 다른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흥미로웠다. 예를 들면 같은 공간에 두 인물이 나란히 서서 이야기 나
누고 있지만, 둘 사이에 놓여진 사물을 이용해 거리감을 표현한다거나 색채나 소유한 물건
등으로 캐릭터의 성격이나 권력과 같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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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선을 이끌도록 녹여내는 연출은 나에겐 엄청 큰 매력으로 다가왔었다.
영화 제작에 가담하는 이들은 과연 마법사들이 아닐 리 없었다. 허구의 새로운 인물들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해내고 그들의 세상과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
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 그들은 ‘영화’라는 살아 숨 쉬고 있는 생명체를 만들어
낸다. 나에게 영화란 그렇다. 우울한 날 보는 영화는 그리운 할머니 집 냄새를 풍기는 따뜻
한 극세사 이불처럼 날 위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사람과 보는 영화는 깃털 달린 간질
거리는 큐피드이며, 무언가 배우고 싶은 날 보는 영화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문학, 예술
이 되어준다.
상업영화만 영화가 아니고, 극영화만 영화가 아니며, 교훈이 있어야만 영화가 되는 것
도 아니다. 영화는 정말 까다로우면서도 그 어떤 것보다 친숙한 것이다. 잘 만든 영화만 영
화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들도 긴장감과 경계심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영화를 대했으면 한다. 그대들을, 그대들의 마음을, 그리고 그대들의 상상
을 편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해내면 그것만큼 더 좋은, 더 멋진 영화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대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원 없이 표현해냈다면 멋진 영화제의 상이, 흥행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겠는가. 반대로 그대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절반도 못 담아냈다면 정말 꿈같
은 감독상과 주연상이, 박스오피스 1위가 정말 다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것들은 그냥 겉보
기일 뿐이다.
영화의 본질은, 당신이다. 당신이 담고 싶었던 것, 표현하고 싶었던 것, 이야기하고 싶
었던 것이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대 영화의 본질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 그들은 그저
재미에 대해, 자기 주관, 취향에 관해 이야기할 뿐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더 공부했
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더 도전했으면 좋겠다. 화려한 장비, 실력 있는 배우, 멋진
로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란 것. 그렇게 빛이 나야만 영화가 아니라는 것. 화려하게 눈부
시도록 빛나는 영화보다는 희미하지만 살기 위해 아등바등 작게 요동치는 빛을 가진 영화
를 보길 바란다. 그런 영화는 너무 뜨겁지 않고 기분 좋게 따스하다.
영화만큼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예술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예술’이 또 있을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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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음악, 인간, 빛 등등…. 이렇게 표현 범위가 넓은 예술이 또 어딨을까. 우리는 다시 느
껴야 한다. 상업적인 면들 속에 가려진 영화의 예술성을. ‘영화’라는 ‘예술’을 우리는 너무
망각하고 살고 있다. ‘영화’는 ‘예술’이다. 영화제는 ‘예술제’이다. 고흐, 피카소의 작품들이
사진을 보는 것처럼 사실적이지 않고 투박하지만, 그들 작품만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영화
도 똑같다. 단순히 재미나 퀄리티만 좋은 영화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영화가
‘예술’이라는 것을 너무 망각하고 산다. 영화는 ‘예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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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For Us

CHOI Na-yeon
Haeundae Kdream Youth

Movie. Movie has been with the history of our mankind for a little over a century.
From 50 seconds of black and white moving picture to a 3 hours long poping out,
feelable video. To date, the most popular culture common in the world. Humanity
loved this ‘Movie’, had enthusiasm, has been immersed in studies.
What does Movie mean to you. For some it may just be a meaningless ‘video’ or
a ordinary media that fills one’s dull time. For some alternatively, it could be a
mean to get life going or the most accessible medium of learning. I, personally
(For sure there must be lots of other cinephiles who are more passionate than I
am), like Movie very much, enjoy it nevertheless I can assure of being a type, who
has always been curious about it.
I can still recall that moment very well, the day I first in my life went to cinema.
My father was a very busy man, who seldomly had time to look after or spend
time with me, used to show me video tapes of ‘Disney’. It was therefore not the
first time I saw film itself. Movie theater however, was for me a brand new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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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me back then in year 2008, I was seven years old. Iron Man 1, the beginning
of today’s prominent ‘Marvel’, was the first film I saw in the theater. The young
me back then did not know how to read and follow the subtitles, so I had to try to
grasp the storyline only through moving pictures, facial expressions, and buzzing
loud sounds, but the impact of that experience is still rememberable. I could not
understand a thing but this single film filled me with emotions, and for days I
would go on talking about it with my dad. This served as a momentum for me to
fall for film, well Film in cinema to be more precise. As well as the key experience
to become a big fan of Marvel films.
I am a very sensitive and idealistic person which well explains my tendency of
finding meanings in ordinary things and making decisions through it, but I am
learning to become a Make-up artist. Some might say why this is relevant, but
cinema was a reason for me to start this. As mentioned before, I was deeply
inspired by Marvel films as one might think I am a fanatic, and I still am. And 8
years ago, as I was 11, Avengers was released. Thump, Thump, my heart was
beating really fast and I wanted to stop being one who just likes the film, I wanted
to be part of it. I wanted my name to show up in ending credit. Ending credit may
be seen as simple lists of names and words but it surely is part of film, obviously
included in the whole running time. I wanted to take part in this film making
process, which will make others heart beat too. That is why I am currently learning
make-up. And since my love for Marvel films evolved, I naturalla like the cinema
itself. No, I was rather looking for films with more emotion than just liking.
In the past, I have only enjoyed fun, commercial films but now I am focusing
more on directing, art, and music in film. Commercial films are best for its’ funness
but they seem to lack little of deep ring-down so I am also seeking for short films
nowadays. It is because short films has to deliver what it wishes to say, and leave
a lingering feeling in rather short time. Last year I participated in making a sh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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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so I watched and studied numberless random film regardless of genre. There
was a day when I skipped all my meals and sleep and ended up watching six films
in a day. Well it could sound silly but I genuinely enjoyed watching films excusing
‘film analysis’ and ‘inspiration’. No, I really enjoyed the analysis. It was truly
interesting and mesmerising that the director could unfold another stories, in
various way. For instance, the characters are talking side-by-side in the same
space, but a sense of distance is expressed by placing objects and the like between
them.
Or some features, attributes of characters such as personality or hierarchy is
expressed by colour tones or personal belonging of each character. It was a great
attraction to me how it is all so naturally integrated. Those who participated in
the production of film were indeed magicians. It depicts fictional new characters
as if they were alive and continuously explains to us directly and indirectly the
relationships of them and their world. And decisively, you do not sense it is a
‘film’, rather you feel as if you are peeking at someone’s life. It creates a real
breathing creature called ‘Movies’. To me films are like that. Movie on a blue day
comforts and embraces me like a cosy warm blanket holds smell of dear
grandmother’s house, A film with your loved one is a darling winged Cupid, and
a film on a day when you wish to learn something is the best ever literature, art.
Not only commercial films are film, nor feature films, or a film with decent
lessons. Movies are quite fastidious, but at the same time very familiar. It is not
that only 'good' films are cinema, so you should lower the wariness and feel
comfortable about it. What a great film it will be, if it represents you, your mind,
and your ideas. If you have expressed all you have wished, prize from prominent
awards or box-office power would not matter. On contrary, if the film does not
hold half of your intentions the dreamy director's or leading actor's award, great
box-office result would not mean a thing. They are bare appearance. The essence

155

of a film is, You. Your intention, what you wished to express, and your story. No
one can discuss about the essence of your film. People just talk about their interest,
taste, and are subjective. So do not be afraid, just keep studying. Keep going for
it, Put your fear behind. Fancy equipments, talented actors, and splendid locations
are not important. Not only shining films are films. Have a look at films that are
lightly fluctuating in order to live than brightly shining ones. Those are the ones
that are not extremely hot, rather warms you up.
Could there be another ‘art’ that captures most of other forms of art in the world
as much as film? Painting, writing, music, human, light etc.. Would there be any
other art with such a wider range of expression? We must sense again, the artistry
of the film hidden in commercial aspects. We are forgetting the ‘art’ called ‘film’.
‘Film’ is ‘art’. Film festivals are ‘Art fair’. The works of Van Gogh and Picasso are
not realistic as if we are looking at pictures, they are rather clunky, but their
values have been recognised. For Movies it is the same. It it not that the standards
of a film is the simple entertaining or good quality. We tend to forget much that
the film is ‘art’. Movies are ‘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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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이었는데
운이 좋은 편입니다

변익상
융합&공감 코칭연구소 / 소장

한석규, 전도연 배우가 나온 <접속>이라는 영화를 이제 막 걸음마 하던 첫아이를 데리
고 보러 갔습니다. 당황스럽게 15세 이하는 관람 불가라고 입장을 거절당한 기억이 있습
니다. 초등학생 고학년을 막았다면 더 쉽게 이해했을 터인데 기저귀 차던 아이도 규칙에
해당한다는 강경한 관리자의 말에 조금 속상했습니다. 아이를 어디에 맡기기 어려웠던 속
사정도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영화를 통해 아이와 연결되는 첫 경험입니다. 당연히 아이는 이 에피소
드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훗날 들려주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는 한석규 배우나 전도연 배우
가 나오는 영화를 본다면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떠올릴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이는 큰 틀
에서 영화와 일상이 연결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 비디오에서 DVD로
‘어머, 이건 꼭 봐야 해!’ 하면서 처음으로 소개받은 작품이 아마도 <스노우맨>이었을 것입
니다. 아이가 다니던 어린이집 다른 학부모로부터 소개받았습니다. 아마 조악한 복사본이였
을 겁니다. 파스텔로 칠한 분위기의 애니메이션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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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비디오테이프를 반복하면서 여러 번 봤다면 그건 단연코 주제가
'Walking in the Air' 때문일 것입니다. 부모로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영화를 아이랑 연결
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된 그 아이는 자신이 이 애니메이
션을 봤다는 것과 그 주제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상상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감
성을 갖기 원했던 초보 어른이 배경에 있었다는 건 절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이때부터
비디오테이프를 사면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패트와
매트>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닳아질 만큼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아이가 공대(工大)로 진학
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주인공 패트와 매트는 정말 무언가를 잘 만들고, 잘 부
수고, 어떤 일이든 잘 해결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른 시각으로 보더라도 재미있었던 <스머프>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
해서도 보고, 실사판 영화를 통해서도, 비디오테이프로도, DVD로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데 그것 아세요? 스머프의 세계관이 평화주의라는 것! 스머프의 마을에서 갈등은 존재하
지만, 권력은 없습니다. 지혜를 전수하는 어른은 있지만, 명령은 없습니다. 서로 많이 매우
다르지만, 서로 틀리지는 않습니다. 어른이 살고 싶은 세계는 당연히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더 좋은 세계일 겁니다. 아이는 자신이 살아야 할 세계를 꿈꾸고 요구할 당연한 권리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에게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설명하라고 하면 꽤 길게 이야길
할 것입니다. 우연이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영화를 아이와 자주 봤다니요.
● 꼬맹이의 첫 도로 점령과 시위 경험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가 도로를 점령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목이 터지라고 소리 질러본
첫 경험은 2002년 월드컵 때입니다. 거의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를 구별하지 않
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겼던 공동체의 기억 말입니다. 본인은 사진으로만 그랬다는 걸 기
억하지만 무의식 속에는 분명 뭔가 묶이지 않고 풀려있는 감정과 신체의 기억이 있을 겁니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어떤 감각 속에서 일면식도 없던 아주머니, 아저씨, 누나, 형이
대가 없이 주는 아이스크림 같은 먹거리와 무동 태워준 몸의 흥겨움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별 상관없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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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꼬맹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시위하러 갈
텐데 같이 가겠느냐고. 별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큰 무리 없이 따라왔고 도로를 점령하
는데 작은 역할이나마 했습니다.
세월호가 아이들과 같이 가라앉았을 때에는 시위하러 가자고,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
니다. 꼬맹이는 당연히 응했고, 이제는 도로에서 예전보다는 엉덩이가 커진 만큼 좀 더 넓
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꼬맹이는 작은 노란 리본과 여러 호소가 담긴 스티커 등을 꽤 많이
모았고, 악착같이 가방이나 옷이나 공책 등 여러 군데 붙이고 다녔습니다. 아마 학교 친구
에게도 많이 나눠줬을 겁니다.
영화는 이제 멀티플렉스에서 골라보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서울 근교에 살았던 저희
는 영화를 보기 위해 저 멀리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변역 근처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 스스로 해석하거나 찾아보는 힘
셋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태 엄마, 혹은 아빠랑 같이 본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26년>. 기억 상에 존재하는 가장 첫 번째로 영화관
에서 본 영화이자 가족이랑 본 영화! 내용도 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라 어렸을 때는 그냥
무서운 영화로 기억했는데 나중에 원작 만화 다시 보고 역사를 알고 나니 기억에 남음.”
(아가야, 그동안 방학 때마다 장편 애니메이션 본 것은 뭐니? 이게 영화관에서 처음 본 것
이라니 너무 섭섭한 기억이구나.)
어린아이에게 광주(光州)를, 80년 5월을 어떻게 설명한단 말입니까? 이 막막한 부담을
이해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명보다는 회피했던 것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얼버무리고 있었
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12살, 11살 아이를 너무 어리게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만화와
영화가 어른이 해야 할 이야기를 훨씬 설득력 있게 대신 해주었습니다. 흔하게 알고 있는
주장과 다른 진실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웠을 겁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이해했을 겁니다. 또한, 억울한 심정에 자기감정을 이어붙이는 공감 능력도 쌓
았을 겁니다. 거창하게 말한다면 초등학교 학생이 영화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자기 인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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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스스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밑바탕이 있다면 분명 새로운 확장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행이고 또 다행입니다. 우연이지만 얼마나 운이 좋은 것입니까?
셋째에게 또 물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미친 영화가 있다면?” 이번 답
변은 전혀 의외였으며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박열>. 솔직히 이것도 배우들 연기가 다 했
다고 생각함…. 최희서 배우님이 실제로 일본인인 것처럼 오해할 만한 연기 최고. 역사적
인 가르침도 좋고 일본 사람임에도 한국의 독립을 도왔다는 소재도 독특…! 물론 실화였다
는 점도 인상 깊었던.”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본 영화입니다. 영화를 자주 보다 보니 연기력 개념은 스스로
챙긴 것 같습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사실감과 몰입감을 주는 연기를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소재와 이야기를 이해했다는 것 아닙니까? 뭐 완벽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평등, 평화, 연대, 수평, 세계 평화 같은 단어들이 아이 가치관에서 기본
일 것이라 믿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여 보는 영화를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여 이해하는 행위
는 부모 처지에서 매우 큰 안도감을 얻습니다. 녀석이 세상에 내팽개쳐져도 아무렇게나 함
부로 망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우연이지만 얼마나 운이 좋은 것입니까? 소년이
청년처럼 커가는 게 느껴지시는지요? (스스로 생각하는 인생 명작을 고르라 하니 <인셉션>
/<독전>/<마녀>같은 작품이 나옵니다.)
둘째 아이는 조금 다른 경우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같이 본 영화 중에 기억나는 것을 물
어보니 <로보트 태권 브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 아이가 혹시 전생에 내 친구였단 말인가
하고 곰곰 생각해보니 2007년 1월 디지털 복원판으로 재개봉되었습니다. 아마도 추억을
소환하고 싶은 어른의 욕심과 만화 영화로 육아 돌봄을 대신하려는 얕은 생각으로 진행한
이벤트 같습니다. (얼마나 기억이 강렬하면 7살 때 일인데 남아있을까요)
모두 아이랑 같이 본 영화인데, 아마도 <라푼젤>이 개봉한 2010년부터 애니메이션 등에
서 여성 주체성을 좀 더 강조하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미녀와 야수> 또는 <슈렉>
시리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둘째 아이는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친 영화로 <인사이드아웃>을 선택합니다. 극 중 11살 소녀의 감정이나 실제 15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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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기 소녀가 갖는 복잡한 마음이 비슷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라
는 영화 광고 문구는 얼마나 짜릿합니까?
아마도 아이가 일기 혹은 플래너 비슷한 다이어리를 쓰는 습관을 붙인 게 이때부터 아
닌가 싶습니다. 영화 소개하는 신문 기사를 보는지 친구들에게 듣는 것인지 모르지만 영화
를 선택하는 개인 취향은 반드시 어떤 주제가 있는 것으로 명확해집니다.
둘째 아이는 <귀향>같은 위안부 할머니 사연을 다룬 영화는 모두 봤습니다. 아동학대에
분노했던 <미쓰백>,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걸캅스>등은 꼭 봤거나 정 어려우면
“영혼 보내기”1라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지민 배우나 라미란 배우는 무조건 지상 최고의
연기력을 가진 능력자입니다.)
여성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세상을 나름 매우 예민한 감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듯합니다. 스스로 논리 체계가 약하다고 생각해서인지 자칭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 하지
만 세상 연결되는 많은 일을 해석할 때는 여성주의 개념이 개입되는 걸 정말 흔하게 관찰
합니다. 이 또한 우연일지언정 얼마나 운이 좋은 상황입니까?
● 투표권을 갖게 된 꼬맹이
부모와 아이 서로가 의견을 모아 <1987>, <택시 운전사>를 함께 열심히 봤습니다. 영화
를 본 후에 굳이 토론이나 설명은 안 했습니다. 영화관을 나오면서 그냥 한숨만 푹푹 쉬는
어른에게 고3 둘째가, 고2 셋째가 말 걸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몇 년간 한반도의 남쪽 나라에서는 세상이 아이를 자동으로 학습시키는, 참으로 변
화무쌍한 시기를 겪어 왔습니다. 세상에 고립되어 나 홀로 삶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을, 4대강이 망가진 참혹한 모습에서 많은 자연 사물이 연결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겁
니다. 단원고 학생이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으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한국
1 ‘영혼 보내기’란 영화표를 구매했지만, 정작 극장은 찾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몸은 극장 밖에 있지만 마음을 영화에 보탠다는
의미다. (인용 출처: https://news.maxmovie.com/398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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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자체가 영화관이니 스스로 찾아가 관람하면서 스스로 해석하는 힘을 키워준 것 같
습니다. 당연히 영화가 세상 그 자체입니다. 세 아이가 모두 그런 자기장 안에서 무사히 커
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라(사회, 국가)”를 상상하고 주장하고 만들기에 참여하고 책임
지는 공화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슬픈 고백입니다. 영화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문화 활동입
니다. 아이가 어릴 때 극장에 가면 부모가 잘 사주지 않는 콜라와 팝콘을 먹을 수 있었습니
다. 부모의 힘든 현실과 조금은 안일한 육아 방법이 이어지는 영화 보기였습니다. 그런 우
연이지만 얼마나 운이 좋은 상황이란 말입니까? 약자를 향한 연대와 다름이 차별로 이어
지는 언행을 반대하는 마음과 기준은 있으니 말입니다.
2020년 총선 상황에서 첫째는 정의당과 녹색당 사이에서, 둘째는 정의당과 여성의 당
사이에서, 셋째는 정의당과 녹색당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이 정당은 영화계에 꼭 감사하
다고 말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때문에 극장에서 영화 본 경험이 벌써 몇 달 전
의 일입니다. 모든 영화계 종사자들과 함께 웃고 슬퍼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곡하게 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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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as a coincidence,
a mere luck

BYUN Ik-sang
Fusion & sympathy Coaching Institute / President

We went to see the film The Contact starring Han Seok-kyu and Jeon Do-yeon
with our first child who just had began walking. Embarrassingly, we were rejected
the entrance as the film was not to be seen for audiences under 15 years of age.
It would have been easier to understand if they rejected elementary school kid,
but for us it was a little upsetting by the strict words of administrator at the cinema
that even babies in diapers should also be obligated to rules. It also recalls me the
difficulty we have had, not having another baby-sitting options.
It it the first experience for parents to connect with their children through
movies. Of course the child does not remember. I told this episode to my child. He
probably will connect this tale in his mind when he gets to see a film with Han
Seok-kyu or Jeon Do-yeon. The child will have a big frame of film connecting to
his dail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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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Videotape to DVD
‘Oh, it is must to see!’, the first work we have been recommended was may be
Snowman, by another parent at the child’s day care back in those days. I assume
it was a poor copy. It was an extraordinary animation film with pastel-drawn
mood. But the reason why we have continued watching over and over again was
by all means, the them ‘Walking in the Air’. I reckon it was the first and the last
film we have connected with our child with certain intention. Our child, who is
now adult, does remember the main theme song and that he had watched this
animation. What he probably never dare imagine, would be that there was an
beginner level adult in the back, who wished and hoped for his ability of
imagination and to have versatile, rich sensitivity.
It was from then, we started buying videotapes to keep. The representative one
would be Pat and Mat in the Country. It may be a crude expression, the tape was
seen until it was worn out. Perhaps we could find reason of our child made his
path to Faculty of Engineering? The main character Pat and Mat, they are truly
good at making things, recking, and solving out matters. Next there is The

Smurfs, which was even exciting for us adults. We have watched it being
broadcasted, through live-action movie, in videotapes, even in DVDs.
But you know what? The world view of Smurfs is Pacifism! Conflicts do also
exist in Smurf’s village, but there is no power. There are adults who transmit
wisdom, but there are no orders. They are all very different from each other, but
none of them are wrong. The world that grown-ups want to live in will obviously
be a better world that they naturally want to pass on to their offsprings. The child
thinks that he has the right to dream and demand the world he must live in. If
you ask this child to explain ‘the country I want’, he will spill out his ideas for
quite a time. It was a coincidence, but a mere luck. To have seen these movies
frequently with the 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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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ittle one’s first road occupation and demonstration

experience
It was year 2002, when our child number 2 and 3 have occupied the street and
screamed their throats out among crowds. The memory of community where
people wearing almost same t-shirts, just completely immersed, enjoying the
moment without any discrimination of each other. For them it might be so, that
only exists through photos being taken back then, but there must be a carved
remembrance in body and emotion of not bound, but of sentiment of freedom in
unconsciousness. Where there was excitement of extreme connection, when
complete strangers gave them ice creams and all sorts of other goodies without
wanting anything in return, and dancing them around.
For some the issue of American beef imports would not have mattered, but for
most people it would have been quite inconvenient in several ways. I asked the
little one, if he wants to join mum and dad going on demonstration. He might
have thought, he would not have further choices, and he followed our journey of
occupying road and had a smallest act. When Ferry Sewol went down with the
children, I asked for their participation in protests, whether they don’t think they
also should attend. The child of course took the offer, and occupies a wider part
as his little hip grew bigger. The little one has collected quite a number of stickers
with many appeals and yellow ribbon, attached them to numbers of bags, clothes,
notepads. He probably shared them with many of his school mates.
In the meantime, the era has changed that movies are to be seen at multiplex
theaters. We, who lived in suburban areas of Seoul, had to go far away near to
Gangbyeon station of Seoul metro line 2 to go watch a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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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ower of self interpretation and search
I asked the child number 3. “What is the most memorable movie that you saw
with mum or dad?” Then he answers. “26 Years. The first movie that exists in my
memory of watching in the theater, and the one I saw with my family. The content
was about social issue, and I thought of it as a bare frightening one when I was
little, but later I searched for the original manga again as I grew older and new
the background history it stays in my memory” (Honey, where have all those
feature animation films that we saw every vacations gone? It is sad that you
remember that film as your first movie in the theater.)
How do you explain Gwangju, the Mai 1980 to a child? I don’t know if you
understand this enormous burden. Well I may have been avoiding by only
murmuring. Perhaps I thought so young of 11, 12 years old. But an animation
has told the story that otherwise we should have done, in a much pursuable way.
They probably have learned that it is possible for existence of an other truth
different from a commonly known claim. They must have also understood that
there are people with unfair stories in the world. It also would have built up their
ability of empathy with self-emotions. It could be an exaggeration, but it means
that a elementary school kid is self-recognising, and restructuring social problems
through movies. I believe that new extensions may also occur if there is such
foundation. I am glad, so glad. It is a coincidence, but how lucky is it?
I throw another question to child number three. “Which movie has influenced
the most in formation of your values?” The answer this time was complete surprise
and a little shocking. “Anarchist from Colony I think the actors have done all their
jobs in forming the movie… The performance of actor Choi, Hee-seo, who we
completely buy as if she was actually japanese person. The historical lesson was
also good and the fact that she helped independence of Korea despite being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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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is unique..! Of course, it was also impressive that it is based on true
story”
I came to realise it was a movie that we saw when he was high school freshman.
He probably have gathered his own form of recognising the quality of actor
performance through long years of movie watching. I think it is based on the act
of realism and immersion. Anyway, it means that he did understand the subject
and story, not true? Although it might not be perfect. I believe that words such
as equality, peace, solidarity, horizontality, and world peace will be fundamental
base to his values. For us parents, the act of self interpretation and understanding
to the movies selected upon his own choice, is a great relieve. It feels like that he
would not be ruined even if he is thrown into world. This also is a coincidence,
lucky, are we not? Do you feel the boy growing up being a young man? (I dare
him to select his best picks, and he comes up with Inception, Believer, The Witch:

Part 1. The Subversion)
The child number 2, however, seems like a different case. I ask her the most
memorable movie seen with parents, and she answers Robot Taekwon V. Oh no,
for a second I thought whether hse was a friend of mine in the past, but the film
was re-released in January 2007 as a digital restoration. Perhaps it is an event
conducted with desire of adults to recall memories and a shallow thought of
replacing childcare with a cartoon movie. (How strong would this memory be, it
was when she was 7 years old. and it still remains to her as the most memorable
one?)
These are the films we all watched with our kids, but may be the tendency have
changed since 2010, with release of Tangled, that animation films started to hold
more theme emphasised on Female independence. Beauty and the Beast, or Shrek
series were also one of these kinds. Probably due to that, she picks Inside Ou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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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lm that had the most strong influence in her value formation. I assume that a
11-year-old girl’s feelings in the play and the complexed heart of 15-year-old
teen girl’s would have been similar. How exciting phrase is it for a movie
advertisement “Time to meet the real me!”?
I think it is then, when her habit of writing diaries or weekly planner has started.
I am not sure if she is reading newspaper movie recommendation article, of
whether her friends share their opinions, but I think for sure that she has her
own taste when choosing a movie ; with clear topic.
The child number 2 has seen all the movies that deals with the issues of comfort
women, such as Spirit’s Homecoming. Films like Miss Baek; a film acting furious
about child abuse, or Miss & Mrs. Cops; solving digital sexual crimes, she has
seen them all, or at least “the soul was sent” if the circumstances weren’t always
right. (For her, Han, Ji-min and Ra, Mi-ran are the best actresses on the earth)
It seems like that she started to look at the world, a tilted field for women, with
sensitivity. She is not yet a self-proclaimed feminist, as she thinks she has weak
logical system. When interpreting a lot of matters in the world however, I observe
that a feminist point of view is implicated. This also is a coincidence, but what a
luck it is!
● A little ones with vote right
We have come to agree on exploring our free time, parents and the kids, watched
eagerly 1987: When The Day Comes, and A Taxi Driver. We did not particularly
have discussion or gave them explanation. It would have not been easy for a
number 2, in senior year of high school, or number 3, in junior year of high school,
to spill out words to their parents only sighing coming out of movie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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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come to live through a kaleidoscopic time, that in southern part of
Han-peninsula, where the society automatically educates children. They might
have felt that many natural incidents were connected in the terribly ruined
appearance of ‘four major river’. The society itself has given us the idea that
students of Danwon Highschool are connected to each other. The world itself was
movie theater, so one searches by himself and his strength of self-interpretation
is grown. Of course the films are the world itself. All our three children grew up
safely in such a magnetic field. By envisioning, advocating and creating “The
country (society, land) I want”, they participated, and became a responsible citizen
of the Republic.
However it is a confession of lament on the other hand. Movie is a cultural
activity that can be enjoyed with least cost. When the kids were younger, they
could have popcorn and Cola in movie theater, what parents didn’t allow them
otherwise. A troubled reality of grown-ups and parenting method of ease was
movie watching. Such coincidence, but is it not a lucky situation? Well we have
solidarity for those who are weak and hold minds and standards opposing verbal
statements leading to discrimination.
In the 2020 general election, our kids agonised between parties; the child
number 1 between Justice Party and The Green, child number 2 between Women’s
Party and Justice Party and child number 3 between The Green and The Justice.
These parties must say thank you to the film industry. Due to the Corona
pandemic, the experience of watching a movie at the theater has made gap already
for months. I sincerely hope for the Day to arrive, when all of us can laugh, grieve
together with all participants in fil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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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주의의 형태

이지예
해운대꿈드림 청소년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본 영화산업은 상업적인 영화 마케팅으로 관객을 유도하게끔 제
작된 일반적인 박스오피스 영화에 더 많은 관점이 치우쳐 있을지 모른다. 작품의 예술성과
서사에 비례한 해석은 감상에 젖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다르게 결국은 독립적이고 개
방적인 의견보다는 다수가 옳다고 느끼는 전개의 흐름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어
쩌면 이런 보수적임을 탈피하기 위하여 논픽션(nonfiction) 영화가 관객들의 마음 한편을
사로잡아버린 것이라고 감히 비평한다.
흥행 성적은 차치하고 오래도록 예찬 받는 작품들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일을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면, 해당 작품에 대한
비평이 한순간에 바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각본을 쓴 사람의 개인적인 견해를 분석하고
파고들기보다 직접 감각하는 것에 더 열광하는 시대가 왔다. 그렇다. 요즘은 주인공의 감
정을 공감하거나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짜인 교묘한 연출로 상황을 극
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직접 느낄 수 있는’ 점을 영화에서 유독 각별히 보기 시작했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는 수식어를 덧붙이면 그저 상황을 재현했을 뿐임에도 불
구하고 관객은 이끌리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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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흥행한 논픽션 영화는 2013년에 개봉한 <변호인>이 있다. 타오르는 작약처럼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역사에 발자취를 남긴 작품이다. 이 영화를 안 본 사람은 손에 꼽히리
라 생각한다. 1980년대라는 영화의 소재는 기성세대와 노년층에게 인기를 끌었고, 민주화
시대라는 소재가 다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는 젊은 층과 청소년까지 더해 끝내 천만 관객
을 넘어섰다. N포털 사이트에 영화 변호인을 검색하면 유사 검색어로 ‘영화 변호인 실화’라
는 단어가 따라붙는다. 긴박하고 호소력 있는 연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실제로 일
어났던 일이었고, 한국인으로서 분통해 하고 피 끓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다. 분명 1980년대의 사건을 다루는데 관람객의 비율은 20대, 30
대가 압도적이었다고 한다. 통계 비율을 살펴보면 50대 관람객보다 10대 관람객이 더 많
았다.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데 왜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을까? 선량한 학생이 만든 동아리가 빨갱이 취급을 당했을 때 우리는 남녀노소 불문
하고 분노와 절망을 체감했다. 희생당한 자의 억울함과 불평등과 부당함에 맞서 싸운 용
기, 탄압당했던 자유를 되찾은 것에 대한 의미 등은 일상적인 삶에 경각심을 주었다. 주관
적인 견해는 이러하다. 그 어떤 주제로 삼았던 간에 논픽션 영화는 산다는 것을, 살아있다
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과거, 어두웠던 시대의 파장을 고스란히 전달 할 수 있었
다. 단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뤘기에 흥행할 수밖에 없다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논픽션 영화를 알아보자. 마찬가지로 실화를 바탕
으로 제작되었다는 주석이 붙는다. 2018년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작품이다. 사실 이
영화는 저평가를 받는 작품이기도 하다. 퀸이라는 밴드가 음악으로 끼친 파급력이 매우 큰
데, 너무 유흥과 동성애에만 초점이 집중되어 있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음악 세계에서 지녔
던 위상을 허무하게 표현한 점이 원성을 샀던 반면에 무대를 벗어나 호화와 사치를 누리는
슈퍼스타들의 삶을 풍자하며 연예계에 관련된 직종들의 감춰진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프레디 머큐리의 일대기를 잘 그려내기도 했지만 슈퍼스타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마약
이나 의존적 관계에 대한 어두운 면들을 드러낸 것이 많은 관객을 빠져들게 한 이유 중 하
나일 것이다. 자극적인 이미지로 소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연출
을 과감하게 결심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애인 메리가 프레디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부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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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그녀의 자비로움 덕이라고 생각
한다. 바이 젠더라고 말한 프레디에게 직접 게이라는 발언하는 장면에서 큰 감명을 받은
건 성소수자들 뿐만이 아니었다. 프레디의 탓이 아니라며 애써 원망하지 않으려 애쓴 이유
는 동성애는 존중받지 못하거나 후천적으로 지니게 되는 개념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태어
날 때부터 정해진 성별처럼 정해지는 것은 성 정체성도 똑같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다는 영
화의 깊은 뜻이 있다. 죽음 직전까지도 음악을 사랑했던 그는 무대 위에서든 아래서든 세
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여전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말을 해주고픈 마음의 관객들도 분명 많을 거라 예상한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은 주인공을 재현하면서 주체성을 지닌 인물 즉, 주인공이 굉장히 자
발적이라는 것이다. 영화라는 매체를 지속해서 탐구하다 보면 역사적 운동을 기반으로 한 근
현대사 영화나 18세기 산업혁명 이후를 나타낸 영화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해리 포터, 마블 시리즈처럼 픽션을 기반으로 한 영화도 큰 흥행을 끌었다. 아주 많은 마
니아층이 존재하고 비평보다는 인물 간의 대립 구도를 더 흥미진진하게 다루었다.
논픽션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을 뽑으라고 하면 단연코 논픽션 영화의 시초에서 비롯된 특
정한 시각으로 내용을 더 부풀리지 않고 재현 따위 없이 오로지 사실만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비롯된 점이 가장 큰 매력일 듯하다. 오늘날은 재현을 이용하여 인물과 상황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정의의 범위가 넓혀지고 있으나 과거에서는 직접 촬영한 영상물만 이
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양하게 펼쳐진 영화 기법 가운데 어쩌면 가장 정확하고 객
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인 묘사다. 하나의 장르를 기반으로 제작될 예정인 영화들을 기획할
때 필수로 삼는 상업적인 조건인 메이저에서 파생된 예술과 사회의 정치적인 요소들에서
허구가 포함되지 않은 각본은 그야말로 대중에게 더 개방적인 태도로 다가갈 수 있는 메리
트가 된다. 영화산업이 확대되면서 수많은 영화가 제작되고 있지만 결국 관객과 대중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참신하고 색다른 작품이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문화성을 지닌 영화라고 할 수 있다.
K 영화의 특징을 말하자면 장르가 아무리 다양해도 굉장한 사실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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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이것은 엄청난 장점이자 치명적인 단점이다. 한 달에 한 번씩 개봉하는 유괴물, 스릴
러, 액션 영화들을 총집합해보면 아무리 픽션이라 쳐도 그저 평범한 가정집에서 아이가 사라
졌다던가, 민간인이 경찰과 싸움이 났다던가, 배경은 우리가 흔히 겪고 있는 일상과 다르지
않게 초점을 맞춘 뒤 유혈이나 전투 장면마저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영화들이 많다.
앞서 언급한 상업적인 영화이다. 영화 배급사를 만나 협찬과 제작비 지원을 받으며 짧게
박스오피스 1위라는 타이틀을 단 채 금방 기억에서 잊힌다. ‘사실적이다’라는 조건을 악용
하여 관람객 수 만 채우려는 영화들에 질릴 즈음 <신과 함께>가 개봉하였다. 굉장히 사실
적이나 판타지스럽다. 아무도 모르는 저승과 이승을 주제로 영화 도중에 난생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CG로 연출한 것이 굉장히 신기했다. CG가 잔뜩인 영화가 왜
사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주인공 자홍은 현대사회에서 겪은 부당함과 불평등이 만연
했고 가난에 허덕였기 때문이다. 사회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캐릭터
성이 짙은 주인공이 작품을 이끌어나갔기에 픽션임에도 현대사회를 비판할 수 있었다.
‘사실’과 ‘사실적인 묘사’는 다르지만 연출과 재현을 이용하여 새로운 장면으로 재탄생 할
수 있는 건 둘 다 마찬가지다. 위 <신과 함께>는 웹툰을 영화로 콜라보 하면서 가장 잘 된
사례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 있는 창작물이 다시금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건
장편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단편적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전개와 필요한 전개를
잘 잡아낸 감독의 역량이라고 생각한다.
앞서 소개한 역사적 운동을 기록한 논픽션 영화 몇 개를 추려내 추천하자면 <항거:유관
순 이야기>, <택시운전사> 등이 있다. 그리고 픽션이지만 동성애가 소재가 되는 국내 퀴어
영화는 <미성년>, <윤희에게> 등이 있다. 여담으로 국내 영화가 아닌 프랑스에서 개봉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감명 깊게 봤다. 필자의 논픽션 영화 추천작은 <말아톤>이라는
것을 알리며 이것으로 글을 마치겠다. 이 글을 읽은 당신께 영화라는 매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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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of Realism

LEE Ji-ye
Haeundae Kdream Youth

From juvenile point of view, film industry may be seen as to be focused on
typical blockbusters with commercial element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work, it is easy to flow in to a direction that majority sympathise rather than
accepting interpretations of numerous versatile perspective. I think that perhaps
non-fiction films could fascinate the audience in that they escaped this
conservative tendency. There will be many reasons for works to establish its’ way
for a long time and getting admiration of people regardless of box-office result.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is the audience's experience. If what is
happening on the screen is related to one’s own experience, the audience's
evaluation of the film will differ. Now it is era where it is more important to share
experiences and emotions than to analyze the author's intentions and opinions.
The audience is now fanatical about the film with direct feelings, rather than the
ones creating a dramatic situation by adding a subtle direction to the screenplay.
Adding a comment that the film is created based on a true story, the audience can
be more immersed in the film even though it has just reproduced th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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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torney, released in 2013, can be said to be a film that has had many
social impacts, including the film industry. It wouldn’t be many, who has not seen
this film. With background of 1980s democratisation, it not only received attention
from the older generation, but also appealed to young people and youth like me,
and set a record of breaking through 10 million audiences. When one search the
film The Attorney, the word 'true story' first appears as a related search keyword.
The feelings of Korean citizen become a force to immerse himself in the film, as
it is based on real incidents.
It evidently has motif of events of 1980s, the proportion of audiences was the
most in the 20s and 30s, and even the teenagers were more than the 50s. How did
it become so popular to younger generation with the fact it has occurred even
before they were born? We experienced anger and despair regardless of age and
gender, when an ordinary club created by good university students was treated as
Reds. In order not to forget the hard work of the victims actually suffered, and
not to lose the courage to fight inequality and injustice, it awakened the sense of
life, including the significance of regaining the freedom that had been suppressed
by the past government.
No matter what subject the film has, non-fiction films delivers the feeling of
convincing living. It could deliver the waves of past even the time being gone by.
As some might wonder, thinking that it was a great hit since the film deals with
Korean history, let us have a look at non-fiction films, Bohemian Rhapsody
produced overseas which had worldwide boom. Although the music of this band
Queen has tremendous impact in people, there were opinions that the film focused
only on entertainment and homosexuality. We could face the uncomfortable truth
of entertainment business through the satire of luxury life of superstars, while
the portrait expressing fruitless status in music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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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factor that attracted many audiences would be, that it dealt with harmful
side of Freddy Mercury’s personal life with drugs and dependent relationships.
Despite the fact it could have only been consumed as a stimulating image, I think
the explicit, bold direction was possible due to the merciful act of Freddie’s lover
Mary, who tried to humbly accept, and not to deny and sell his homosexuality. It
wasn't only gender minorities who were impressed in the scene where Freddie was
told gay upon his claiming of ‘Bi-gender’. There is a deep meaning of film wanting
to convey was the idea that gender identity not different from gender itself, as it
is establishes naturally since birth. Even before his death, he loved music, had
numerous lovers, and he is still loved and respected by people around the world,
both on and off the stage.
There must be many audiences who want to say that homosexuality is not an
abnormality. The commonality between the two works is a character with clear
subjectivity. In other words, the main characters are very voluntary. If one
continues to explore the film media, there are an absolute large number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films based on historical movements or films with
backgrounds of post-industrial revolution era in the 18th century.
Fiction films, such as the Harry Potter and Captain Marvel series, also have
had a massive hit with very large number of fans, but they are more focused on
conflicts within characters than criticism. The biggest attraction of non-fiction
films is that they originated only in documentary films that contain only facts.
Today, the definition has been broadly extended to directly deal with people and
situations through reproduction, but in the past, most of the videos had to be
filmed only by oneself.
It is perhaps the most accurate and objective description of various film
techniques. When planning a film with certain genre, non-fictional scripts ob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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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to approach public in a more open form. As the film industry expands,
numerous films are being produced. It can't be said that there is no novel work
that the public wants, but it is a non-fiction film that has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to get closer to reality.
The feature of K-film is that it has great realism no matter how diverse the
genre is, which is great advantage and fatal disadvantage at the same time. Looking
at films with themes of such as kidnappings, thrillers, and action releasing every
month, they portray such a realistic scene of children disappearing from ordinary
homes, or citizens and police authority fight, no matter how fictional it is.
The commercial films mentioned above receive supports of distributors, achieving
No.1 in box office and at the end are quickly forgotten by the public. A film Along

With the Gods was released right when we were getting tired of films that only
tried to fill the number of audiences by exploiting the condition ‘reality’. It is a
very realistic fantasy film. It was very interesting to see the use of Computer
Graphics to things that one has never experienced, with the theme of this life and
afterlife, which no one holds idea of.
The reason to claim a film with loads of Computer Graphics is realistic is because
the main character ‘Ja-hong’ suffered from poverty and was faced with injustice
and inequality in modern society. It could criticise modern society despite the fact
of being fiction film, as a character has sense of kinship from everyone.
‘Reality’ and ‘Real description’ are different, but there is a commonality that they
can be reborn as new scene through directing. Along with the Gods is said to be
the most successful example of cinematization of webtoon. It is thought that the
ability of the director greatly influenced the process of adapting a long piece of
work into a short 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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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recommend some of non-fiction films that documented historical incidents,
there would be A Resistance: The Story of Yoo Kwan-soon, 2019, A Taxi Driver,

2017 etc. For some Korean queer films with theme of LGBT, there would be
Another Child, 2018, Moonlit Winter, 2019 etc. I have seen a french film Portrait
of a Lady on Fire, 2019 with such impression in addition. I would like to close this
presentation by mentioning my recommendation of non-fiction film Malaton,

2005. I hope that this presentation will give you a chance to love the film media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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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비평가가 되십시다.

박인철
서울묵현초등학교 교사

들어가며
나는 비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평가를 소망합니다. 소망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첫 번째 지점에 잘 도착했기를 빕니다. 지금 소개하는 것은 가
고 있는 길이자, 서성이던 때의 모습입니다. 그나마 방향을 정하고 출발했기에 여러분과
만난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선택된 경로입니다. 누군가가 뿌려놓은 카드들을 하나하나 줍
는 재미로 따라온 것 같으니까요, <빨간 모자>처럼요.
바구니에 열심히 담았습니다. 제가 줍는 카드 속 그림에는 뭔가 비치는 게 있어서 주울
때마다 겉표지를 뜯어도 보고 문질러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더 나오긴 나왔죠. 그
게 신기해서 오랫동안 뜯어보고 문질러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사실 제 바구니엔 꽃이며
일기장이 담겨있었는데 어느새 카드가 더 많아졌습니다. 겨우 그걸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
다. 그 카드는 길에 뿌려져 있었지만 제 바구니에 담긴 것과 같은 것은 이제 하나도 없습니
다. 제 바구니 속 카드엔 제 손때와 메모로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 쉬면서 그 카드를 다시 꺼내 보는 게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그걸 다시 들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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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느라 물과 간식도 잊습니다. 그래도 기운이 나서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힘차고
가볍게 걷게 됩니다. 남들은 그 바구니를 '카스'라고 하고 주로 음식을 잔뜩 담아 놓았더라
고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 손도 짧고 입도 짧아서 금방 더부룩해집니다. 저는 두고두
고 씹었다 삼키고 씹었다 삼킬 수 있는 되새김의 양식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그걸 시시하다고 하고 저는 '시'라고 합니다.

나의 방법 - 글쓰기
1. 꽃, 별, 별자리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꽃」)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고 이름을 불러주어야 세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방정환 선생께
서 어린이라 부르기 전에 어린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 영화란 말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없는 것이 됩니다. 혁명이라 부르면 혁명이 되고, 쿠데타라 부르면 쿠데타가 됩니
다. 분단이라 하면 나뉘고, 통일이라 하면 함께 삽니다. 부마항쟁의 발원지라고 부르고, 국
제 영화제의 도시라고 불러야 부산 맞는 거 아닌가요?
밤하늘의 별도 우리가 보아야 아름답게 빛납니다. 보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 별들을 이
으면 큰 곰이 되고 작은 곰이 되고 카시오페이아도 됩니다. 발견하고 이름을 붙이며, 선을
긋고 이야기를 만드는 게 ‘말’입니다. ‘비평하자’라는 것은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사랑했노
라 아름다웠노라, 그 ‘몸짓’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2. 나의 스토리, 묶고, 떠들다
1) 사진을 남기다: 소명- 내가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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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기록을 놓치면 다 사라지므로 발목을 잡아둡니다. 한가할 때에 뒤적이다 좀 더
자세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명감=소명으로, 이를수록 좋습니다.
남북의 철책선을 가벼이 넘나드는 사나이 / 경계를 넘을 땐 모든 것을 벗고
흙칠을 한다 너 누구 편이냐고 다그치는 남북
「풍산개」
나는, 우리는, 너는 그 책임을 다했느냐고 카메라와 시시티브이와 연필을
들고 달려드는 영화다. 우리에겐 너무 많은 걸림이 있다. 일본군 성노예 할머
니들이 있고, 친일파와 그 후손이 있고, 4.3과 5.18과 세월호가 있다. 용산이
있고 김용균이 있고 박근혜, 양승태, 삼성이 있다. 너무 많은 뺑소니가 있다.
[뺑반]
2) 마을방송국: 공동체에 관한 관심
마을방송국에서 들어 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약 15분의 소통 혹은 설득은 결코 짧은 시
간이 아닙니다. A4용지로 두 쪽은 채워야 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인터뷰 등을
찾아보고) 감독에 대하여(인상적인 ost가 있다면 정말 자연스럽죠), 영화음악(비슷한 주제
의 혹은, 같은 감독이 만든 다른 영화), 관련 사건이나 뉴스 등입니다. 들어 줄 사람에게 들
려줄 만한 이야기를 찾은 거죠. 그 안에서 한 편의 영화를 같이 만든 많은 사람을 만났고요.
20대 초반의 젊은 영화감독이 어릴 적에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영화래요.
이 경험으로 감독은 몇 년 동안 고의적 실어증에 걸려 있었다네요. 사람들이
랑 말을 안 하고 산 거죠. 영화 속 이야기 중 어떤 게 그 사건인지, 어린 감독
은 피해 당사자였을까, 가해자였을까요? 옆에서 지켜본 방관자라고 저는 추
측해요. 끔찍한 일을 옆에서 보고, 아무 말도,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 때문에 실어증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소녀가 소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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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밴드-포스팅: 예술적 일상
자신의 글을 소통하는 공간으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솜씨도 많이 볼 수 있어서
즐겁고요. 대체로 칭찬을 받고(최고예요!) 관심을 받으니(재밌어요!) 처음 시작할 때 좋아
요. 남의 것 공유하기나 안부 인사 등으로 따분해지지 않으려면 일상에서 예술적인 것을
발견하는 민감함이 필요해요. 꾸며진 ‘액션’ 말고 살아가는 ‘행위’ 발견하기요.
문제는 치밀함이다. 518 항쟁 속 광주를 다녀온 <택시 드라이버>나 박종철
고문치사를 폭로하면서 민주화 항쟁의 촉발 과정을 다룬 <1987>에는 영화보
다 더 긴박한 실화와 실화를 액션 한 실존 인물들이 있었기에 꼼꼼하고 힘이
있다. 액션은 삶의 다른 말이다. 꾼다고 꿔지는 꿈(허상)이 아니고, 꾸민다고
꿰매지는 조각보(평면)도 아니다. 레바논의 버림받은 도시 <가버나움>의 감독
은 촬영을 알리는 말로 "(준비됐으면) 시작하세요"라고 했단다. 살아가라는 뜻
으로 말이다. 그래서 자인은 마트의 수레를 끌고, 여동생의 생리를 숨기고, 아
기에게 TV를 보여주고, 마약을 만들며 산다. 그보다 더 신산한 (신선이 아닌)
액션이 있었던가.
「말모이」
4) 토론은 없고 싸움만 있는 VS 너무 예의 바른: 다양성에 존중하는 우아한 자부심
저는 감사와 공감, 어쩌다 칭찬이 있는 SNS가 못마땅합니다. 어떤 감상에 대해 예의 바
른 인사만 돌아오니까요. 제가 반항을 해 봅니다. 다른 의견, 다른 시각 또는 실망을 나타
내는 말을 섞어서요. 그러면 냉랭해지는 듯합니다. 정치 뉴스에 달리는 원색적이고 조롱
가득한 댓글들로 양분하는 것을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화와 문학 이야기라면,
누가 더 깊이 있게, 새롭게 보았는지 나눌 만한 것 아닌가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니까요.
비평 모임이 있다면, 어떤 토론의 방법과 합의를 거쳐 서로 다른 의견들이 경합을 벌이
는 과정을 넣기 바랍니다. 글로써 부딪힌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우리 밴드(영
화와 예술)에서도 같은 영화 다른 포스팅이 올라오긴 합니다. 저도 얌전히, 그러나 남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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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적 관점을 향한 글로 동참했지요.
남자들은 "오빠 한 번 믿어봐" 하면서 오빠로서 다가가길 서슴지 않거나 "
내 딸 같아서" 이뻐했노라고 자신의 추행을 변명하는 언어로 가족 관계를 써
먹는 데 비해 찬실이는 "누나"라는 말에 김밥 그릇을 떨어뜨리며 부끄러워하
죠. 오빠, 선배, 교수, 감독 등은 모두 위계와 권위의 말들이죠. 실상은 어쨌
거나 나이와 직위 등을 둘의 관계에 이용하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찬실이는
그런 걸 원하지도, 허용하지도, 이용하지도 않겠다고 달아나요. (....) 후배들
걱정하며 가는 길 비춰 줄 생각하는 너무 착한 누나가 되기보단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붙잡고, 책임을 지라고, 같이 살자고, 처우개선 하라고, 기본 생계
해결하라고 드잡이하는 튼실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

3. 어떻게 써야 할까 - 기술과 방법
1) 연습: 나도 평가할 권력이 있다.
평(별)점 매기기를 해 보세요. 가장 쉬우면서 권력자가 되어 눈높이를 올려줄 거예요. 어
른과 동등해지세요. 또 카톡방에 매일 다섯 줄 정도 100일 글쓰기를 나눠보세요. 영화 함
께 본 날 함께 시작하세요. 평점 매기기부터 시작하세요. 댓글과 내 글을 ‘하루에 한 번만
올린다’는 규칙이 없으면 폰을 뺏길 수도 있죠? 전 말놀이도 많이 즐겼어요. 영화 제목 삼
행시도 좋아요. 랩이나 노래 가사를 쓰는 것 좋아하지 않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즐길만한
방법이라야 오래 쓸 수 있고, 나중에 봐도 행복해서 보고 또 보게 되고, 쓰고 또 쓰게 될 것
입니다.
겉보기등급은 B- / 19금에 비도덕, 변태, 양심 불량
속보기 등급은 A0 / 자유와 젊음, 순수로의 은밀한 교신
「롤리타」

185

무시당하면 틀린 거 지적받으면 / 늦으면 번복하면
모르는 거 나오면 책임질 거 나오면 / 회피하고 싶고 없애버리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 / 매일 대면하는 파이 이야기 / 오늘도 완전 파이야
「라이프 오브 파이」
2) 다시 보기: 행복의 책임
"한 편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대여섯 번 보고 나서 열 줄로 이루어진 단락 열
네 개를 쓰고 나면 한 달이 갔다. (....)모든 해석자는 더 좋은 해석이 아니라
가장 좋은 해석을 꿈꾼다. 이 꿈에 붙일 수 있는 이름 하나를 장승리의 시 「말」
의 한 구절에서 얻었다. "보다 정확하게 사랑받고 싶었어."네게 이 말은 세상
의 모든 작품들이 세상의 모든 해석자들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렇다면
해석자의 꿈이란 정확한 사랑에 도달하는 것이다.(...) 비평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연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랑의 실험」(신형철, 마음산책) 머리말 중에서
나이깨나 드신 양반이 / 뭣 좀 배웠다는 선상이 /
억울하면 출세해 / 억울하면 판사 해 (검사하든가)
쪽팔리면 재벌 해 (사장하든가) / 그럼 된대
의사하고, 교수하고, 국회의원 되면 된대 / 이게 말이야 (방귀지), 제기랄 (뽕
이지!)
나머지는 뭔데? (쓸모없는 쓰레기) / 나머지는 몽땅 (쓸어 담아 쓰레기)
죽든지 말든지 (묻든지 태우든지) / 볶아먹고 튀겨먹고 남으면 쓸어버려, 탁!
「소수의견」
3) 탐정의 방식: 과학성 = 팩트성
작가(의 의도)에 대하여 알아볼까? 주인공은 무엇일까? 이름은 왜 이렇게 붙였을까? 시
선을 바꾸면? 하는 물음을 갖고 답을 찾는 탐정의 태도를 지니니 의욕이 생기는 것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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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년 BIKY에 참석한 저는 매우 행복한 며칠을 보내는데요. 그 중에 한 영화를 보고
저의 학급 아이들을 떠올리며 '어린이의 자유와 권리'라는 해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학
교에서 사소한 일이나 개인적인 일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자주 교사에게 물어오는 아이들
을 「완두콩(배) 위의 롤라」와 비교했습니다.
독일의 한 작은 마을, 부자의 땅 옆으로 강이 흐르고 하양, 빨간색을 칠한
작은 배에 엄마와 소녀 롤라가 살지요. 동네 유지는 자꾸 ‘나가라'고, ‘안 된다'
라고, ‘불법이다'라고 호통치고 경찰에 신고해댑니다. 그러나 롤라와 엄마는
강이 누구의 소유라서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롤라
가 지키는 것은 ‘작은 물고기는 잡지 않는다’는 규칙입니다. 롤라의 교장 선생
님은 (쿠르드족) 불법체류 난민 아이에게 입학을 허락합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픈 엄마가 있는데 (불법 이주민이라서) 병원에 갈 수 없단 사실을 알았을 때
롤라는 의사를 소개하여 치료를 받게 합니다. 비록 그가 수의사일망정, 엄마
의 새로운 남친이라 꼴도 보기 싫을지라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누구나 자유가 있다는 것,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 한때 사랑했던 아빠와 엄마에게도 새로운 사랑할 자유가 있다는 것, 아빠
는 롤라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라 자유 때문에 떠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무리: 서로에게 좋은 본보기
추천하는 말이 근사하다면, 그래서 좋은 영화를 보고 그만큼 행복하다면, 신뢰가 생깁
니다. 영화 본 소감이 시와 같다면, 그래서 다시 영화로 달려가게 한다면, 존경하게 됩니
다. 절절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저의 행복 중 하나는 그런 사
람과 이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행운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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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I, Let us all become Critic.

PARK In-chul
Seoul Mukhyeon Elementary School Teacher

Preface
I am not a critic. I however wish critic. Wish means that it has not yet been
reached. I wish to have arrived at the first point of my current aim. What I can
introduce now is the path I am taking, and traces of my roam. I have met you
now because I at least have decided direction. The route that has been chosen
without my knowing. Because it seems like I have been following with joy, the
cards that someone else has scattered, like Little Red Riding Hood. I diligently put
it in the basket. The pictures in the cards I was picking had some reflections of a
kind and I followingly opened outer packages, rubbed them hard. Well, it resulted
some what more. It was marvelous, I therefore have carried on unpackaging and
rubbing, and placing them in ma basket for quite a time. My basket actually had
flowers and diaries, but at some point the number of cards became dominating. I
am only able to show that. The cards were sprinkled on the road but now there is
not one, that is same with the stuff my basket used to have. The cards in my
basket, have now deformed with dirts of fingerprints and memos. It is one a pl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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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ake those cards out and look at them while taking a break during my walks.
Water or Snacks are completely forgotten as I take them out, glimpse them. It
indeed fuels me up and I can carry on walking. No, my pace in fact becomes more
powerful and light. Others call that basket ‘CASS’ and have filled it with lots of
food. I also am fond of eating but I tend to eat like a bird and become easily bloated.
I seem to prefer the form of rumination, what I can chew, swallow, chew and
swallow over a longer period of time. Others say it’s weary I say it’s poetry.

My method - Writing
1. Flowers, Stars, Horoscope
Before I called her name / she was / no more than a mere gesture.
When I called her by name / She came to me / became a flower.
(「Flower」 KIM,Chun-Su)
The world only exists if we name it, and call by name. Children did not exist
before Mr. Bang Chong-hwan named them children. If we do not use the word
Childrens’ Film, it does not exist. We call it revolution, then it becomes revolution,
we call it coup

, then it becomes coup

. It devides if named Division,

and we live together if called Unification. It should be called the birthplace of the
Bu-Ma Decocratic Protests, and the city of th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 mean
for Busan, is it not?
The stars in the sky only glows beautifully if only seen by us. Not being seen it
does not exist. You join those stars, thex become a big brown bear, a tiny bear,
or even Cassiopeia. The ‘Language’ is someting you discover, name, draw lines
and create tales. ‘To criticise’ signifies ‘To speak, give words’. Loved thee, was
beautiful thee, It is to imply, to get to know that ‘ges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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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y Story, tie, talk
1) Photographing: Calling-what I can do
The first record will disappear if missed, so you hold on to the ankle. I can grope
and write more in detail when given more free time. Self-commitment is ;calling,
the sooner the better.
A man easily crossing the nort-south cease-fire line /
He takes off everything and smear mud when crossing border
South-North urge; whose side are you
「Poongsan」
A movie, tackles with camera, CCTV, and pencil if you, we, i have
fulfilled responsibility
Too many obstacles there are, for us.
There is Japanese military sex slavery grandmothers, pro-Japanese
and their descendent,
There are April 3 Jeju Uprising, May 18 Gwangju Uprising, and Ferry
Sewol
There are Yongsan, Mr. KIM, Yong-gyun, PARK, Geun-hye, YANG,
Seung-tae, and Samsung
There are too many abscondences.
[BBaeng-Ban, Hit-and-Run Squad, 2018]
2) Town broadcasting station: interest in community
I met someone willing to listen at the town broadcasting station. About 15 minutes
of communication or pursuation certainly isn't a short time. What I though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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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was, (After having searched for an interview or so) About director, (If
there was memorable O.S.T, naturally) Film music, other films (of similar theme
or by same director), related incident or news. I then would have found a story
that's buyable for a person willing to listen. And accordingly I have got to meet
numbers of people to make a movie together.
It is a film based on director’s own experienced during her childhood.
With this experience, the director has been intentionally aphasia for
years. She lived without talking to people. What in the film would be
this certain incident? Was the young director a victim, or a perpetrator?
I guess she was a bystander.
I think she suffered herself of aphasia due to guiltiness, not having
said anything, nor playing any role
「Girl’s Encounter, 2017」
3) Band-Posting: Artistic Daily Life
It is a good mean as a platform to communicate with one's word. Nevertheless
it is joyable, being able to see others' ability. You mostly get compliments (It's the
best!) and attention(It's fun!) so it is nice when you start. In order not to get bored
by share functions or mere greetings, you need a sensitivity of capturing an artistic
segments in daily life. Not an intentionally designed 'Action', but discovering living
'act'
It is about compactness. In 1987, which dealt with the process of
triggering democratisation rebellion by exposing torture of PARK,
Jong-Cheol, or in The Taxi Driver, having been to Gwangju during
May 18 Uprising, there was a more detail and powerfulness as there
were real people who acted, and a reality more pressing than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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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is another word for life. It is not a dream that can be dreamed,
not is it patchwork that can be sewed. The director of Capernaum,2018
said, ‘Start (if you’re ready)’ before shooting. Wishing the meaning of
‘to live’. So Zain live by pulling the market wagon, hiding his sister’s
periods, showing television to baby, and making drugs, Was there
more privative action than this?
「MAL-MO-E: The Secret Mission, 2018」
4) Only fight, no discussion VS Too Courteous: Elegant pride respecting diversity
I am not fond of Social Media where there is appreciation, sympathy, and
sometimes compliment. You only get a polite greetings back to a certain review.
I rebel, by putting some words of different opinion, perspective or disappointment.
Then it seems to become frigid. I do not like dividing into raw, ridiculous comments
on political news. But if it comes to film and literature story, is it not worth sharing
who looked deeper and with new perspective? It the story for all of us.
If there is a criticism gather-up, it should contain process of competing different
opinions through certain means of discussion and consensus methods. It would be
better if with writings. There naturally are postings of same and other movies in
our band (Movie and Art). I quietly then participated, by writing with a different,
feminist perspective.
Mr nobleman tolerably aged / Sir said you studied some/
you suffer unfairness? go succeed / feel victimized? be judge (or
prosecutor)
feel ashamed? be chaebol (or CEO) / Then it should be right
Be doctor, professor, congressman, then it should be right / Such
nonsense! (Damn)Darn it!
What are the rest then? (useless trash) / all the rest (sweep up the tr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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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d or not (bury or burn) / Stir-fry, fry, if left just sweep away,
whomp!
「Minority Opinion, 2013」
Men use the term ‘related’ to excuse their assaults saying ‘adored you
thinking you are my daughter’,
or ‘think as if I am your older brother’, while Chan-sil, drops the dish
she’s been holding
and feels shy as she hears the word ‘Nuna (means; older sister)’
Oppa (;older brother), Seniors, Professors, Directors, etc. are all words
of hierarchy and authority.
Meaning it is used in certain form in the relationship regardless of
what actuality is.
Chan-sil escapes claiming she does not want it, would not allow it,
nor would she use it.(....)
Hope she becomes Sturdy-sil, rather than be just good sister Chan-sil,
who takes care of juniors.
By grabbing Congress men, nagging them to take responsibility, that
we have to live all together,
to improve labor conditions, and basic livelihood.
「Lucky Chan-Sil, 2019」

3. How to write - Technic and Methods
1) Practice: I also have authority to evaluate.
Try rating. It is the easiest mean, you will be a powerful one and it will raise
your eye-level. Become equal to an adult. Also share your writings of around 5
lines for 100 days in a Kakaotalk-chat-room. Start this altogether on th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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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watched the movie. Start with rating. Set a rule that you ought to upload the
comments and your reviews only once a day. I also enjoyed wordplays. Acostic
poems with movie titles is also good. Don’t you also enjoy writing rhymes, raps or
song lyrics? It should be a favourable and enjoyable method for you to carry on
for a long time, which also allows us you to be delights when looking back in the
future, and to carry on writing and writing.
B- on apperance / R-rated amoral, pervert, poor conscience
A0 on inner-look / Freedom and youth, clandestine communication
to purity
「Lolita」
If ignored, if wrongs pointed out / if late if reversed
if not known-thing comes out, if have to be responsible /
want to evade, want to get rid of it
want to quit/The Pie story that comes daily / Today it is completely pie
「Life of Pie」
2) Replay / Reviewing : Responsibility of happiness
“Watched one film for five or six times in cinema, wrote somewhat of
14 paragraphs composed of somewhat of each ten lines, a month
passed by. (....) Every interpreter dreams of the best interpretation,
not a better one. I have earned a possible name for this dream from a
phrase in JANG,Seung-ri’s poem 「Word」 "I wanted to be loved more
accurately." It sounded to you as if it was spoken from every works of
the world to every interpreter in the world. If so, the dream of
interpreter is to reach to the correct love. (...) I think criticism is practice
of not speaking mindles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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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act experiment of Love」 (SHIN, Hyong-Cheol, Maeumsanchaek)
Preface
Mr nobleman tolerably aged / Sir said you studied some/
you suffer unfairness? go succeed / feel victimized? be judge (or
prosecutor)
feel ashamed? be chaebol (or CEO) / Then it should be right
Be doctor, professor, congressman, then it should be right / Such
nonsense! (Damn)Darn it!
What are the rest then? (useless trash) / all the rest (sweep up the
trash)
Dead or not (bury or burn) / Stir-fry, fry, if left just sweep away,
whomp!
「Minority Opinion, 2013」
3) Detective Way: Scientific = fact
Trying to know about the author(intention)? What is the main character? What
is the reason or origin of those names? What if we change the perspective? These
detective ways attitude of holding questions and eagering for answers seems to
bring up will. I have spent some wonderfully happy days during my participation
in BIKY in year 2018. While watching one film then, I thought of my class children
and tried interpretation of ‘children’ freedom and rights’. I compared this with Lola
on the Pea, the kids who frequently come to teacher without being able to decide
even a trivial matter in school or personal life,
In a small village in Germany, a river flows beside lands of richmen,
a girl named Lola lives in a small boat coloured with red and white
with her mother. A community leader report to police, and angr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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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uts; ‘Leave!’, ‘It is not okay’, ‘is illegal’. Lola and her mother however does not pay any attention to his assert claiming the river belongs
to someone. The only rule that Lola follows is that she ‘never catches
small fish’. The school principal of Lola’s school allows the admission
of a illegal kurdish refugee. He has a sick mother, and as Lola finds
out that she can not visit doctors (as she is illegal immigrant) Lola introduces a doctor and let her get treatment. Even though the doctor
is a vet, and Lola doesn’t want to see him as he is her mother’s new
boy friend, she asks for a favor.
Through this she realizes. That everyone has freedom, has right to
live happily, that her parents who once loved each other, have also
right to freely love someone new, that her dad has left because of
freedom, not because of Lola.

Conclusion: A Good interactive model
If there is a good review of recommendation, and one accordingly watch a good
movie and be happy as much as the former viewer, there is a trust inbetween. If
the review is so poetic, and it triggers one to run back to the movie again, one
admires. If someone writes fierce, one wishes applause from this person. One of
my happiness fact is that I am living with ones like that in the same society. I
wish to be like him. And I hope this luck continues spreading it’s way to you.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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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바라본 영화

김순주
전 대전월평꿈터마을어린이도서관장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BIKY 15회를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학교는 온라인 개
학을 했고, 현재 온라인에 기반을 두고 격일 또는 격주로 학교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
나19로 아이들과 청소년 교육현장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영
화는 미디어 영상에서 꽃 중의 꽃으로 대표될 수 있는 만큼, 지금과 같은 온라인 환경과 코
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더욱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종합예술입니다.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초청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이하 ‘BIKY’)의 영화들 중
네덜란드 <파이트걸>, 스웨덴 <수네VS수네>, 독일 <완두콩 배의 롤라>를 보면서 재미도
있었지만 동시에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BIKY가 어린이, 청소년들을 주체로 하는 행사라
는 이유로 막연하게 선입견을 갖고 보았던 제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흔히
접했던 심형래 용가리 시리즈,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의 가족 영화들과는 달리 재미와 더불
어 생각할 질문을 던지는 영화들이라 놀라웠습니다. 마을어린이도서관 가족극장에서도 어
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화를 상영하는데 주로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취급합니다. BIKY가 준
비기간을 포함해 16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마을어린이도서관에
서도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 부모들과 BIKY의 영화를 보고 함께 더 많은 걸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BIKY의 영화를 소개하고 추천

199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책과 책 읽기 모임을 좋아하여 육아와 동시에 주민자치형 사립 마을어린이도서관
장을 했습니다. 텍스트 위주의 책을 접하다 보니 ‘영상, 영화, 어린이, 청소년’은 잘 알지 못
하는 분야이기에 막연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린이문학을 공부하면서 어
린이문학에 대해 폄하하는 인식이 많이 사라졌지만, 기존의 평론가들 사이에서 어린이문
학의 수준을 낮게 보는 시선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접했던 어린
이, 청소년 책들이 재밌고 쉬워서 ‘어른들이 이런 책들만 잘 읽어도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여러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책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BIKY의 영화들
을 보면서 텍스트 위주의 책을 넘어서는 접근성과 영상이 가진 힘을 느꼈습니다. BIKY의
영화를 부모들과 아이들을 키우는 태도에 관해 이야기하며 마을 작은 도서관에서 함께 보
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운동은 확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간 그림책 모임
을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BIKY의 영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한 그림책 모임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함께 서로 그림책
을 읽고 마음을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텍스트 위주의 책은 육아에 바쁜 엄마들이 읽기에
는 시간이나 기타 여러 부분에서 힘든 점이 많았으나, 그림책은 그림이 주는 메시지와 더
불어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엄마로서 성숙해지는 시간
이 되었습니다. 엄마들은 자녀가 책을 많이 읽어서 본인의 생각을 잘 표현하고, 글도 잘 쓰
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현명한 아이가 되어 좋은 직업과 안정된 직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게 사실입니다. 현재 학교 교육이 대부분 교과서 위주이고 수능이나 내신
을 포함한 시험은 텍스트를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독서 능력을 학습의 바탕이
라고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독서는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소설을 읽는 것은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며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
등학생이 소설책을 읽으면 공부를 하지 않고 논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게임
보다는 좋게 보지만 소설을 읽는 것은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
하는 능력은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량이지만, 그러한 부분은 학교 내신이나 수능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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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공감이나 소통을 잘 한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
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이가 어릴 때 그림책을 읽어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중반이 되면서 책보다는 또래 문화에 따라 게임, 유튜브, 웹툰, 일본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 미디어 매체를 더욱 가까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책을 가까이하지 않는 아
이를 보면서 공부를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아쉬움에 아이를 혼내기도 했습니다. 최
근 코로나 19로 1월부터 긴 겨울방학에 이어 3, 4, 5월 집에 갇혀 지내다 보니 공부를 하기
보다 컴퓨터 게임과 넷플릭스 일본 애니메이션만 보는 중2 큰 아이와 다툼이 잦았습니다.
싸우고 나서 항상 후회하면서도 사춘기 아이와 왜 싸우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저 자신
을 돌아보게 됩니다. 엄마로서 아이를 잘 모른다는 불안감이 심해지면서 다투는 것이 아닐
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요원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책 읽기는 아이의 입장에서 힘들어하고, 엄
마는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이와 함께 아이가 좋아하는 넷플릭스 일본 애니메이션을 같이 보고 이야
기를 나누었는데 조금이나마 요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춘기를 겪는 중2 아이와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영화든, 애니메이션이든, 스토리가 있는
영상미디어는 부모와 자녀가 재미있게 함께 할 수 있는 문화 코드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가정 안에서 함께 소통하는 문화가 아직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한국에서 BIKY 영화를
온 가족이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함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BIKY 영화 네덜란드 <파이트걸>, 스웨덴 <수네VS수네>, 독일 <완두콩 배의 롤라>를 볼
때, 네덜란드, 스웨덴, 독일 부모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 속
엄마들이 자식을 부드러운 모습으로 대하는 것을 보며 잔뜩 힘을 주어 아이들을 대하며 육
아를 힘들다고 느끼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마을어린이도
서관에서 일할 때, 엄마들과 함께 하는 육아 학습서 책 모임에서 북유럽의 부모 교육 책들
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BIKY 영화를 보면서 그 책에서 느낄 수 없었던 실제적인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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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모임에서 <파이트걸>, <수네VS수네>와 같은 영화
를 함께 볼 수 있었다면 조금 더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았을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육아 학
습서의 장점도 있지만 스토리와 일상적인 삶을 담은 영화가 주는 감동과 깨우침, 공감 능
력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1) <파이트걸> - 청소년 폭력을 대하는 네덜란드
보의 오빠인 다니는 기타 연주를 좋아하고, 저혈당으로 인해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다니는 학교 내 그룹사운드 보컬인 여자아이를 좋아하지만 잘 다가가지 못합니다. 이런 다
니를 동네 남성 청소년들이 괴롭히는데, 보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킥복싱으로 혼내줍니다.
같이 킥복싱을 하는 친구가 보를 말리는 사이 남성 청소년들은 도망을 가고, 그 현장 주변
에서 폭력을 목격한 친구들이 보를 피하게 됩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네덜란드는 폭력의 이유보다는 폭력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경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접수가 되면 학력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폭력적인 행위와 그 원인을 따져 서로의 잘잘못을 과실비율로 가리는 측면이 있습
니다. 때문에 청소년이 폭력 행위에 대한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치도록 하기 보다 공권력
이 시비를 가림으로 인해 그 문제에 대해 당사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을 막고 있는 것
이 아닌지 학교폭력심의를 할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파이트걸> 영화는 청소년 폭력문
제를 또래 공동체 문화 속에서 다루면서 보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보여주는 점이 학교
폭력심의위원인 저에게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킥복싱 도장 선생님은 그 폭력 사건으로 인해 보를 슈팅스타 킥복싱 대회에 출전을 못
하도록 하며 킥복싱은 링 위에서 하는 것이지, 일상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킥
복싱 예선 출전을 못 하게 된 보는 킥복싱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
게 전합니다.
“오빠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놈이 오빠를 공격했어요. 제가 때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다들 자기가 제일 힘든 줄 알고 저는 늘 다 도와줘야 하죠. 엄마는 무조건 괜찮은 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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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너무 이기적이고, 다니 오빠를 위해 좋은 일 하려고 한 건데 다들 갑자기 저를 미워
하네요. 저는 킥복싱 빼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아요. 정신 차리고 자제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자제하는 걸 배울 수 있어서요. 딴 데서
안 되고 여기선 돼요. 다 함께 라면요.”
여기서 친구들은 “보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라고 말합니다. 보와 친구
들의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은 보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하며 예선 출전을 허락합니다.
이혼한 부모와 답답한 오빠를 둔 보는 킥복싱으로 그 분노를 다스리고 킥복싱 선생님과
친구들이라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나게 됩니다. 한 청소년이 성장하는데 운동 동아리나 또
래 문화, 청소년을 지도하는 선생님을 비롯한 마을 공동체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국은 이혼한 가정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
니며 그저 주어진 환경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핸디캡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 가정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커뮤니티
와 청소년 지도자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영화에서 한 가지 통쾌한 장면이 있습니다. 보의 부모가 이혼 과정에서 서로의 유불리를
따지는 증인으로 보를 법정 증인으로 내세우게 됩니다. 그 법정 재판에서 보는 “아빠 엄마
두 분 싸우는 거니깐 두 분이 싸우세요” 라며 재판정을 뛰쳐나옵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점
은 영화 속 네덜란드 법정이 한국의 법정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판사들이 제일
낮은 위치에, 방청객석이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판사와 재판 당사자는 같은 눈높이에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판사가 높은 법대 위에 있는데, 그 법대는 교회의 강대상보다 더 높
아서 방청객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려면 목을 뒤로 제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보가 재판정을 뛰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판사와 같은 눈높이로 있을 수 있는 네덜란드의
법원 재판정 구조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초등학교의
교실 교단이나 강대상, 법대는 권위의 상징으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도 판사와 동
등한 높이를 가질 수 있는 법원 재판정을 갖게 된다면 그 변화는 어떤 것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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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네VS수네> - “스웨덴의 학교풍경”
스웨덴 <수네VS수네>는 솔직하고 발랄한 영화입니다. 영화에서 스웨덴 학부모회장과
초등학교 학예회 모습이 나오는데, 학부모회를 하고 있는 저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살
펴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4학년인 수네가 제 아이와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
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네는 4학년 첫날 새로 전학 온 또 다른 동명의 수네와 같은 반이 됩
니다. 새로 전학 온 수네는 똑똑하고 무엇이든 잘 해내는 듯 보여 수네는 열등감과 질투심
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수네의 과하지 않고 일상 속 소소한 감정을 드러내는 장면들은
마치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아 잔잔한 웃음을 짓게 하는 영화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한편 수네 엄마가 학부모회장을 일부러 피하게 되고 새로운 수네 엄마가 학부모회장이
됩니다. 학부모들이 학예회 간식 준비를 돕는 모습은 한국 학부모들의 모습과 비슷해서 사
람 사는 것, 아이 키우는 것은 어디든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네 엄마가 전학
온 수네 엄마가 가진 차에 기가 죽어서 새 차로 바꾸는 모습도 어쩐지 와닿았습니다. 이후
수네 엄마가 기죽은 모습에서 벗어나 전학 온 수네 엄마와 이웃이 되고, 단지 학부모의 관
계가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나게 되는 모습은 저로서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의 경우
학부모 관계로 만난 엄마들과는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는데, 학부모회 엄마들과 좋은
인간관계, 좋은 이웃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는
제가 늘 품는 고민이자 한계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엄마들은 학부모가 되면 개인의 고유성은 지워지고 누군가의 엄마로 살게 되고,
자녀들을 자신의 분신으로 생각하며 자녀들의 성적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남편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살고 있는 아파트나 자동차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은근한 경쟁
의식을 느낍니다. 학교 갈 때 역시 다른 학부모들과의 경쟁의식 속에서 옷차림, 가방, 외모
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 가면을 쓴 듯 수시로 바
뀝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켜본 저는 어느 정도의 적당한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새로 오신 기간제 음악 선생님께서 첫인사로 아이들한테 “네 마음의 소리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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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봐”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울림이 왔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을 표현
하는 것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또 기간제 음악 선생님으로 온 중년의 남자 선생님께서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머리를 묶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한국의 선생님들 모습과는 다르다고 여겨졌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새로운 음악 선생님이 자유로운 차림으로 하고 다닌다면 그에 대해 학교 학부모
회에서 건의나 지적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수네 아버지가 마을 음악 동아리에서 그 음악 선생님을 만납니다. 스웨덴은 학교 교사
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마을 주민 동아리를 한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마을작
은도서관과 마을공동체운동을 하면서 학교랑 형식적인 연대는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운동이 없었을 때의 학교는 마치 마을 안에 고고한 섬과 같았습니다. 한국의 선생님들은
일터와 삶터가 분리된 보통의 직장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선생님들이 마을 주민으로
서의 실질적 연대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을 함께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영화제에 참여한다는 말 한마디로 마을 영화제에 참여하는 학생들
이 크게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선생님들의 참여가 신도시 세종 아파트와 학교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임을 느낍니다. 일과 시간 이후 마을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 어떠한 보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네는 질투심으로 전학 온 수네의 거짓 약점을 잡아 협박을 해서 전학 온 수네로부터
로미오 역할을 빼앗아오게 됩니다. 둥글둥글한 양심 얼굴 아저씨가 수네에게 계속 나타나
는 모습이 바로 와닿습니다. 수네 누나는 수네에게 “너는 잘못하면 바로잡을 수 있는 아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수네는 그간 피해왔던 양심의 소리를 듣고 행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른이 혼내지 않아도 스스로 양심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았
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마을공동체운동과 마을도서관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위원, 청소년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간을 갖고 믿어주는 어른의 모습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또래, 형제, 자매 관계를 통해 성장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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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도 영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네의 남동생이 수네의 편을 드는 장면도 인상
깊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어른들, 부모들의 모습은 부족한 부분 그대로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연
출되어 실제적이고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영화에서 어른이나 부모들은
힘이 많이 들어간 모습, 육아를 힘들어하는 모습들로 보이는데 현실에서의 부모들 역시 크
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네VS수네> 영화에서의 자연스러운 어른들, 부모들의 모습과는 다
르다고 생각됩니다. 제 느낌이지만 다른 분들의 의견이 궁금하고 특히 학부모들과 이에 대
해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3) <완두콩 배의 롤라> - “가족이라는 작은 사회”
독일 영화 <완두콩 배의 롤라>는 10살 즈음의 주인공 롤라와 제 작은 아이와 비슷한 부
분이 있어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롤라가 나름대로 인생을 고민하고 있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를 마냥 어리게만 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
니다.
롤라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할 때 레빈이 롤라를 도와주면서 친
구가 됩니다. 레빈의 아버지는 터키의 쿠르드인으로 독일에서 불법체류를 하면서 레빈을
낳습니다. 레빈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같은 또래인 롤라에 비해 부쩍 성숙해 보이는 부분
이 있지만 아이는 역시 아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난민, 불법 등 어려운 단어가 낯선 어린
이의 시선에서 난민의 문제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롤라의 아빠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롤라의 엄마를 떠나 쿠바에 살면서 이복동생을 낳
고, 롤라의 생일에 미안하다고 편지를 씁니다. 롤라는 아빠의 편지를 받고 나서 엄마의 남
자친구 수의사 아저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부부의 세계> 드라
마가 부부, 가족 간 갈등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 비해 <완두콩 배의 롤라>에서는 어른들의
감정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도록 다가가는 모습이 더 인간적이며 따뜻하고 자
연스러워 보였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나 미디어에서도 부모의 이혼이 나쁘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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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이혼 할 수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롤라의 담임선생님이 불법체류자인 레빈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모습 속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독일 교사의 재량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특
히 영화 마지막 부분에 담임 선생님이 자신이 젊은 시절에 가르쳤던, 강 주인이라고 뻗대
는 성숙하지 못한 중년과 경찰에게 호통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마을 어른으로
서의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마을에는 권위 있는 어른이 있는지 생각이 들었습
니다.

마무리
앞서 학부모와 마을 도서관 공동체의 관점에서 세 편의 영화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영화
전반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어른들의 삶, 아이를 대하는 태도에서 많은 걸 느낍니다. 한
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추어지는 부모들의 모습은 어딘가 힘이 들어가 있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심각한 저출생과 육아를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만 부모, 학교, 마을, 지
역, 기업 등 여러 공동체와 국가 시스템이 뒷받침될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 정책 역시 일하는 부모에 맞춰진 관점이 아니라 아이의 관점
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활동과 돌봄교실을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부모가 일할 수 있도록’ 돌봄교실을 국가
가 지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부모가 아이들을 가정에
서 함께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017년 대선 때 초등학교 5학년인 큰 아이가 유승민 후보의 공약집에서 ‘초등학생 하교
를 4시 30분까지 한다’는 공약을 읽고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
고 어른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두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육 정책은 아
이들의 의견을,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 학생회, 청소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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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집의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들이 활발해졌으면 합니다.
15회째 이어져오고 있는 BIKY 영화제의 영화들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청소년들을 어떤 시선으로 미리 재단
하기보다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네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
을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른, 부
모, 선생님, 지역 공동체 어른, 청소년 지도자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BIKY 영화제의 영
화를 아빠, 엄마, 아이들, 온 가족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보면서 서로 소통하고 행복해지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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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lm viewed by Youth

KIM Soon-joo
Dreamplace Child small-library Former Director

Congratulations on 15th BIKY. The schools are opened online and due to
Covid-19, kids are now attending school on a every other week/day basis. With
this pandemic, the importance of media in kids and youth education is receiving
more attention. Film is the comprehensive arts among those, and it is a
comprehensive form of art that can be amplified in these days of digital environment
and, Corona 19.
It was a lot of fun watching various films screened in BIKY from all around the
world, such as Fight Girl from Netherlands, Sune vs Sune from Sweden, and Lola

on the Pea from Germany, but I was truly surprised. I then thought of myself
who had shallow prejudice, looking down on kids and youth films, as it is named
‘films for kids and youth’, like BIKY once pointed out. It was astonishing that
there have been films like these leaving not only feeling of interest but also
questions to think about, unlike the movies like Yongari Series of SIM,Hyeong-rae,
or Animation films of Disney. The village kids’ library also screens films now and
then, but it is mostly Disney animations being selected for family movie day. BI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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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now become 16-years-old including preparation time, and I came to regret
somehow, how having known BIKY sooner, so that we could have played BIKY
films in our village children’s library for local parents and kids. I made up my
mind, that I should recommend BIKY films to those who also are in charge of
carrying out small libraries in village.
I, as a person who likes books and book clubs, have been the head of private
(resident self-governing) town children’s library while raising my child. Since I
was mostly influenced by many text-oriented books, ‘video, films, kids, youth’
were honestly for me an unfamiliar term and I vaguely thought of them as being
low levels. Through my studies in children’s literature, my derogation has broke
a wall though there is a tendency among some critics looking down on children’s
literature. Books for children and youth I met in children’s library were so interesting
and easy, so I carried on the child-parent book clubs of various forms, with a
conviction that the world would change if the grown-ups read at least these easy
children’s literature.
What I sensed from BIKY films, is the power of video as well as it’s accessibility
to ordinary person that goes beyond textbooks. This film media of BIKY came
with strong appeal, I also have thought about upbringing attitude in general,
parents with kids, and felt that it would be nice for us to see altogether in our
small town library. In our library we shared our minds while having picture book
gatherings, and raising our offsprings through them. The books for adults which
are more text-oriented are time consuming and it is not suitable for busy mothers
rearing up children. The picture book on the other hand, give messages by pictures,
and there is also very small amount of text, so it was a good mean for us to look
back at ourselves, sharing our sentiments and become mature as a mother.
Mothers have strong wish of their children to read a lot, express their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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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oper manners, write well, get good grades in school, be intelligent, and finally
get a stable job with decent income. Our typical school education is based on
textbook, and the questions on mid-terms, finals and the college acceptance
examination (Su-neung) are all about fundamental ability of text comprehension,
so they almost blindly follow the text-oriented learning. They see reading as a
mean of understanding knowledge and to become a competitive student. Well,
they assume it is better than playing computer games but reading a novel doesn’t
count as extension of study. Empathic ability of understanding each other is a
crucial ability in society, but the school note system as well as Su-neung are not
able to measure this fact, and you don’t get accepted to good universities for having
strong empathy. I used to have interesting conversation with my kid, reading him
picture books of many kinds, but since his middle era of elementary school he was
given a smartphone (just for the sake of peer culture), and was naturally sent far
from books, and became close with games, Youtube, Webtoons, japanese animation.
By looking at a child who was then very far from the book, I thought ‘Oh he is
now also far from being a good noted school kid!’ and I scolded him and we even
quarreled.
As Corona19 carried on, we have spent the long winter vacation from January,
following by March, April and May only in house, unwillingly locked up, my first
child, age of 14-years-old, and I often had this quarrels and I nagged him several
times as he was not interested in studying, and only playing computer games, and
watching japanese animations on Netflix. You regret after every fight, but why
do you keep argue with your child in puberty? I came to look at myself, and
realised that I was having arguments with my child because of anxiety about not
knowing him well as a mother. Since I didn’t have time to spend with my child, I
felt that there is a long way to actually get to know my child. For him, it is so
difficult to read a book, what his mother really wishes for, and for mother it was
more difficult to play the computer game, what he actually really liked. By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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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with him however, watching the japanese animation on Netflix, and sharing
thoughts about it after, my nags became less and I got to understand the kids of
today a little. Most of all, my relationship with adolescence child became much
better. Regardless of its’ form, a visual media with a story if a good cultural code
that parents can share with children. In South Korea, where very few hours of
parents-children times spent together, Films of BIKY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for all families to build up good memories, being served as time to understand
each other, share stories.
It came to my eyes, the upbringing of Dutch, Swedish, German parents, while
watching Fight Girl from Netherlands, Sune vs Sune from Sweden and Lola on

the Pea from Germany. In films, the mothers were not tough, rather so sweet,
and recalled myself treating my children stiff and feel a burden on my shoulders.
There were also some parenting books from northern european countries while
carrying out the book club during my times in library. And by watching BIKY
films I could sense the real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in life, which was not
sensible only through books. And also the memory of hardship came up to my
mind at previous book-club meeting. I felt sorry, as I now look upon it, it would
have been not only easier for me to deal with the stress but also to carry out more
interesting conversations if I had watched Fight Girl, and Sune vs Sune earlier. I
strongly felt that the world would be better and have a big change if mothers
raising children in this country also have chance to see films from BIKY. Parenting
books of course has its’ benefits, but a film based on daily life and good narrative
has stronger power of deep move, enlightenment and empathy.

(1) Fight Girl : Dealing with youth violence
The brother Dani enjoys playing guitar and take insulin shots due to low blood
sugar. He likes the Vocalist in his school groupsound but had difficult time g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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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g well and is clumsy. The town bullies harass Dani. Bo can not stand it more
and kick those boys’ butts of by kickboxing. Another mate from her kickboxing
studio comes along and stops her and the bullies run away. The school mates who
witnessed violence of Bo starts avoiding her. In that scene, I felt that the
Netherlands had a clearer boundary on violence by focusing on violence itself
rather than why it occurred. If it was in Korea, the incident would have been first
reported as school violence and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would have opened,
and in committee they tend to aspect that, in addition to the violence itself, count
the cause of the violence and adjust the fault ratio. Isn’t it that our country is
preventing kids own growth of accepting the susceptibility of violence by authority
judging wrongdoing of school children? I always agonise during school violence
committee. As a member of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I felt a lot by watching
Fight Girl that showed the momentum of Bo’s growth by releasing youth violence
into a peer community culture.
As a result of this incident, Bo’s instructor in kickboxing studio preclude Bo to
participate in a kickboxing qualifier competition. The master warns her that
kickboxing should be on act only on rings, not in real life. Bo, who lost her chance
goes to the studio and tells her story in front of the instructor and other friends.
“I tried to help my brother. That bastard attacked Dani. I know I shouldn’t have
hit him but everyone thinks he is having the most difficult time in life and everyone
has to help him. Mum pretends that she is alright no matter what, Dad is so
selfish, I wished to do something good for my brother Dani, but suddenly everyone
hates me so much. Nothing works for me apart from kickboxing. I know, I know
I should make up my mind and restrain, but it is so hard. That is why I am here.
Here I can learn how to control. Nowhere else but here. Us altogether.” The other
kickboxing mates who heard her confession says “Bo made a mistake. Everyone
makes mistakes.”, and so the master tells Bo “This is the last chance”. And Bo is
eligible for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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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a divorced parents and a clumsy brother, Bo releases her anger with
kickboxing and meets the kickboxing teacher and the friends’ community there. I
felt the power of community, the power of kickboxing instructor, peer culture,
sports club engaging in momentum of a person growing up. We also have tendency
of looking down on divorced family. I thought, why should it be handicapped to
children, they do not choose their parents and become born?, There should be a
youth community and adult instructors prepared to look after the children with
such environment in our society.
There is a satisfying scene. Bo’s parents put their children as witness on court
to testify. In court of law, Bo says “It is you two fighting with each other, so fight
with yourselves” and she runs out of court. The dutch court in film also had
different appearance of those in Korea. The judge was located the lowest, and the
jury seat were located higher. The judge and the judge are at the same eye level.
In korean courtroom, the judge has seat in higher floor. It is even higher than the
altar church ministers preach. It is so high that you have to fold your neck up
high to observe the trial as audience. I also thought, probably it is the structure
of court room that Bo could simply run out of the court. When I was in elementary
school, there was a platform in our classroom, and it disappeared some time ago,
but altar and judges’ bench still remains as symbol for authority. Would the day
come that the judges’ bench would relocate to a lower level? I’ve thought.

(2) Sune vs Sune - Swedish school scenery.
Sune vs Sune from Sweden is a straightforward and lively film. In the film the
swedish PTO and school arts festival appeared, which touched me, a member of
PTA, and I looked more carefully into it. Also for the fact that Sune was in his 4th
grade, and as my second child is also around that age. Sune befriends with the
new boy also named Sune, a transfer student on the first day of 4th grad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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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Sune seems like a perfect kid, capable of doing everything so easy, and
Sune becomes jealous of the new Sune. By watching this I smiled a lot. The film
felt like a very warm film, delivering every day incidents with clumsy actions, and
never in a artificially set-up way, and I thought of myself a lot too. While Sune’s
mother trying to avoid being president of PTA, the new Sune’s mum becomes the
president. The scenery of school parents preparing snacks for school art festival
resembled us, the korean PTA a lot in a way, so I got to think ‘The human life and
child raising are similar everywhere!’.
It touched me also when Sune’s mother changed her car, downhearted by new
Sune’s mum. And I was envious, observing them becoming neighbours, started
treating each other as ordinary people, stop being school parents and feeling
discouragement. For me, the relationship with school parents is rather hard, and
I tend to feel a sense of distance as we treat each other only as a member of PTA
and not form more familiar relationship. This is for me, as an activist of village
community movement, always a question and a certain limitation; how difficult
is it to be a good neighbour to the members of parent society.
When korean parents become ‘school parents’, their own personality is erased,
become a mother of someone, who competes with their children as if the kids are
their other ego. Moreover the name and brand of their apartments, owned cars
and according to their husbands’ occupation and position in work become a
competing feature. They carefully pick up their outfits, appearance as well as their
purses. It seems like the clothes they wear and the purses they hold becomes as a
standard for judging who they are. The attitudes of parents towards teachers at
school, and that of treating their co-parents vary from one end to another. While
observing that, I might have pulled out an appropriate line when dealing with
them.
The new temporary music teacher says to children as his first greeting ‘Make a
sound of your heart’, and that scene gave me an echo. The korean education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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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focused on the intention of exam question maker, rather than knowing
oneself better and expressing oneself. This new teacher has a unique freewheeling
style with tied up hair and ripped off jeans, it was also very different from school
teachers in our country. If he was to dress like that in Korea, the PTA would have
requested a certain correction of his manners. Sune’s father meets the new music
teacher in a village music group. Well you do have a formal relationship with the
school while working in a village community movement and town library. When
there was no village community movement, the school was like an ancient island
in the town. Teachers in Korea are usually dividing their work and personal life
strictly, and are seen as a normal office worker, so it is difficult for teachers to be
effectively acting as town residents. But when the kids get informed that the
teachers would participate in the library film evening, the number of people coming
to the event bounce up. The participation of school teachers is essential and
powerful segment for connecting the Sejong New Town apartment and the school
community. I even thought, ‘wouldn’t it be necessary for teachers who take part
in the town community to have a compensation system after work hours’
Out of jealousy, Sune caught the false weaknesses of new Sune and threatened
him to take the role of Romeo from him. A round faced Mr. conscience appeared
upon Sune over and over again, and it also caught my eyes. Sune’s older sister
tells Sune “You are a kid who can do things right again when gone wrong”. And
Sune acts by listening to his conscience. I have seen the process of finding a
conscience within the children, even if they sometimes are wrong, and even
without adults’ mediation. I questioned myself, (a mother, learning youth education,
member of PTA, and school violence committee, carrying out town library and
community movement) accordingly; wouldn’t it be an adult, who patiently waits
by giving children time, believing in their own ability of making things right. The
film also shows very well that children learn through peer relationship and with
their siblings. It was cute to watch Sune’s little brother taking side with S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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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rents and other adults appearing on film came to me in a realistic and
natural form. The appearance of parents in Korean films usually have rather tough
image, which resembles child raising parents in reality, having difficulties bringing
up kids. It is my own impression but I also got curious about how other adults,
especially parents would take the role of elders in film Sune vs Sune and would
like to share our thoughts.

(3) Lola on the Pea : “A small society called family”
Lola on the Pea from Germany has the main character Lola with age of
10-years-old, and I could sympathise easily as my second child is also around
that age. By seeing Lola having her own worries in life and trying to solve it, I
thought whether I don’t treat my little child only as a baby. While Lola gets bullied
in school, Revin helps her and they become friends. Revin’s father is from Turkey
and Revin’s parents gave birth to him while illegally staying in Germany. Although
Revin was trying to solve his difficult life problems, and seem as he is mature, but
I could feel that. children are only children. Through his perspective, not knowing
words such as ‘refugees’ or ‘illegal’, the film delivers the refugee term well.
Lola’s father had a lover, left Lola’s mum to Cuba, gets a new step-sibling there,
and sends a letter of apologies to Lola on her birthday. After receiving his letter,
Lola finally accepts her mother’s boyfriend. The currently showing TV series The
World of the Married is mainly focusing on conflict between wife and busband, but
in this film it is rather delivered to children with a unaffected feeling which I find
more humane, warm, and natural. I thought it would be nice for Korean media to
use this issue ‘the conflict’ as a probable happening in life, not only implying
divorce is a bad thing, and the children having opportunity to accept the phase.
Lola’s classroom teacher is a woman of age, and by her way of accepting Revin
as a normal student, I could feel the discretionary power of german teac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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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in the later part of film, Revin’s teacher shouts at her to a stubborn old
students, who are now in his middle age and a police officer. From that action I
could feel her power as village senior. I got to think of the powerful elderly in our
village in Korea.

Closing
I gave presentation of three BIKY films in perspective of a parent and town
library community. I had strong impression from the overall atmosphere of
grown-up appearances in films. The loose attitude of their upbringing methods,
whilst the birth rate of Korea decrease in difficulties of raising children. Korean
parents shown in media are usually very strict and harsh. Children however grow
up by themselves. If Parents, Village, Region, Corporate, Country gather their
power together and accomplish an appropriate community, the child raising would
not be too harsh, but why do we suffer from it? How would the nurture policy
look like, if it is rather focused on children than parents?
Currently, Korea is trying to legislate after school care. Our childcare policy at
the moment focuses on helping working parents by state support. If it's for a child,
shouldn't parents be spending time with the child at home? At the time of 2017
presidential election, my kid in fifth year of elementary school was upset after
reading candidate YOO Seung-min’s pledge to change the elementary school's
dismissal time to 4:30. He claimed that their opinions were not even asked, while
the adult chooses to keep them in school. I hope that the activities of the Student
Council and the Youth Committee will be more active so that the opinions of
children and youth can be gathered when deciding on childcare-/youth policies.
I also hope the School violence Committee to develop a culture that respects
everyone’s body, mind and thoughts, rather than framing them with judgement.
Through films of 15th BIKY, I hope that Korea will also have a chance to re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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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ttitude toward children and teenagers. Like Sune, who was able to correct
his own mistakes, I hope that there will be many tutors, parents, community
adults, and youth instructors who have such faith in children and youth in Korea.
By watching BIKY films with the whole family and village inhabitants, I dream of
a happier world where children and grown-ups intercommunicate in a deeper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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