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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형식 제목 감독 수상/전시/상영 국가 

2021 
장편 

다큐멘터리 
206 : 사라지지 않는 허철녕 

 

KR 

2021 장편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김세인 

 

KR 

2021 
장편 

다큐멘터리 
너에게 가는 길 
Coming to you 

변규리 

전주국제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언급 

전주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상 KR 

2021 장편 최선의 삶 
SnowBall 

이우정 

46 회 서울독립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뉴욕아시안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KR 

2021 
방송 

다큐멘터리 

KBS 도쿄 올림픽 특집 다큐 김연경, 
김역경 

이상헌 

 

KR 

2021 비디오 마음이 가는 길 
Where the heart goes 

최윤 

국립현대미술관 <젊은 모색>展  

KR 

2021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하늘강 마믅소리 

Resonance From Where She Goes 
안유리 

서울시립미술관 커미션 

KR 

2021 비디오 셀프 고사 
Self Ritual 

마민지 

세화미술관, <솔리드 시티 Solid 

City>展  
 KR 

2021 
장편 

다큐멘터리 
애프터 미투 

#AfterMeToo 

강유가람/ 

이솜이/소람/박

소현 

서울국제여성영화제 

KR 



연도 형식 제목 감독 수상/전시/상영 국가 

2021 단편 인생작 
Raw Film 

김민재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KR 

2021 장편 희수 
Heesoo 

감정원 
 

전주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KR 

2020 비디오 빛과 숨의 온도 
Glow Breath Warmth 

김지영 

WESS 

KR 

2020 옴니버스 달이 지는 밤 
Vestige 

장건재 

(w/김종관) 

무주산골영화제 개막작 

서울독립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 

상영 
KR 

2020 단편 실 
The Thread 

이나연/조민재 

2020 미쟝센 단편영화제 

비정성시 최우수 작품상 

2020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단편 경쟁 심사위원 

특별언급 

KR 

2020 
장편 

다큐멘터리 

몽골 – 젊은 유목민의 꿈 
Mongolie – Le rêve d’une jeune 

nomade 
마민지 

 

KR/FR 

2020 비디오 금요일에게 
Dear Friday 

전지인 

2020.05.26-06.27 
평화문화진지 창작동 

전지인 개인전 <한 개의 축과 한 

줌의 입김> 
KR 

2020 비디오 손님자국 
Pockmark 

전지인 

« 

KR 

2020 트레일러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광주영화제 
양주연 

제 40 주년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40 주년 

광주영화축제 
KR 

2020 비디오 앨리의 눈 
Ellie’s eye 

차재민 

2020.7.7-8.8 
종로 3 가 d/p <파노라마 

오브젝트> 

KADIST 커미션 
KR/US 

2020 비디오 이중거울논고 
Discours on Twin Mirrors 

박민하 

2019.11.27-2020.3.8 
서울시립미술관 <고향> 

KR 



연도 형식 제목 감독 수상/전시/상영 국가 

2020 연극 
동시대인 
同時代人 

윤한솔 

2020.3.28-4.2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KR 

2020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홀로 있는 시간들 

Streaming Scenery 
김혜림 

2020.2.24-28 
종로구 통의동 가옥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지원 KR 

2020 다큐멘터리 기억의 전쟁 
War of Memories 

이길보라 
 

아시아영화펀드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AND 펀드 리영희재단 

우수다큐멘터리 지원 대상  

인천다큐멘터리 포트 2016 

베스트 신인 프로젝트, 극장 개봉 

지원, 후반작업지원 2020 

서울인권영화제 국내작품  

2019 가치봄영화제 우수상 2019 

대구여성영화제 상영 2019 

제주여성영화제 올해의 특별 

시선  

2019 인천여성영화제 초청 2019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한국장편 

후보 

2019 평창국제평화영화제 

스펙트럼 초청  

2019 인디다큐페스티벌 올해의 

초점 초청 

2018 부산국제영화제 

비프메세나상  

KR 

2020 장편 작은 빛 
Tiny Light 

조민재 

2020 들꽃 영화상 신인감독상 

수상 

2019 전북독립영화제 배우상 

수상  

2019 무주산골영화제 뉴비전상 

대상 / 영화평론가상 2018 

서울독립영화제 독불장군상  
 

KR 

2019 연극 더룰앤롤즈 
The Rule and Roles 

문재호 

2019.12.26-12.29 
연극실험실 혜화동 1 번지 

KR 

2019 비디오 불안정 대기 
Unstable Atmosphere 

배한솔 

아카이브봄 

 

2019 
장편  

다큐멘터리 
당신의 사월 

Yellow Ribbon 
주현숙 

2020 인디다큐페스티러 

올해의 추천 

2019 서울독립영화제 

특별초청단편 

2019 인천인권영화제 폐만작 

2019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앨글-다큐 경쟁 

KR 



연도 형식 제목 감독 수상/전시/상영 국가 

2018 
장편 

다큐멘터리 
준하의 행성 

Junha’s Planet 
홍형숙 

2019 서울독립영화제 특별초청 

2019 무주산골영화제 영화창 

2019 전주국제영화제 뉴트로 

전주 

2018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장편경쟁 

KR 

2018 퍼포먼스 
권주가 

Kwonjuga pour une mezzo soprano et 
cinq verres 

박민희 

2018.11.23-2018.11.29 
KOCCA 콘텐츠문화광장 

KR 

2018 단편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 
Do Cabbages Grow in Africa 

이나연 

대구 단편영화제 2019 후보 

인천 여성영화제 2019 초청 

디아스포라 영화제 2019 초청 

서울독립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KR 

2018 
단편 

애니메이션 
바퀴돈다 

The Wheel Turns 
김상준 

Sitges 영화제 

최우수단편애니메이션 수상 

토론토 영화제 

최우수단편애니메이션 수상 
 
오스틴 필름 페스티벌 

보이드 국제필름영화제 

토론토단편영화제 

사르소타 영화제 

리치몬드 국제 영화제 

선스크린 영화제 

아니 마콤 

US 

2018 비디오 오염된 혀 
Viral Lingua 

최윤 

부산비엔날레 커미션 

아르코 <미디어 펑크: 믿음 소망 

사랑>展  KR 

2018 비디오 보초 서는 사람 
On Guard 

차재민 

2018.08.31-2018.09.16 
차재민 개인전 <사랑폭탄>, 

동대문구 용두동 빈 공간 KR 

2017 장편 히치하이크 
A Haunting Hitchhike 

정희재 
 

부산국제영화제 오늘의 비전 

부문 초청 
KR 

2017 다큐멘터리 버블패밀리 
Family in the Bubble 

마민지 

인천 다큐멘터리 포트 – 핀란드 

나파필름 공동 제작 

제 14 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제 18 회 인디다큐페스티벌 

제 6 회 디아스포라영화제 

전주영화제 2017 

서울국제여성영화제 2017 

KR/FI 

2016 단편 윤서는 힘이 세다 
The Waiting 

조한희 

 

KR 

2016 트레일러 미디어시티서울 트레일러 
Media City Seoul Trailer 

차재민 

서울시립미술관 커미션 

KR 



연도 형식 제목 감독 수상/전시/상영 국가 

2016 단편 흔들리는 사람에게 
To a waverer 

홍명교 

 

KR 

2016 장편 나의 연기 워크샵 
Hyeon’s quartet 

안선경 

부산국제영화제 

KR 

2016 단편 스트로베리 
Strawberry 

한동균 

 

US 

2016 단편 앰비언스 
Ambience 

김지현 

2017 USA film festival 경쟁 

2017 Signes de Nuit 경쟁 
US 

2015 다큐멘터리 보이는 것의 신비 
Just to See: A Mystery 

이진주 

 

US 

2014 비디오 히스테릭스 
Hysterics 

차재민 

2015 제 10 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포럼 익스펜디드 부문 

초청 

2015 뉴욕 두산갤러리 전시 

2015 두산 연강예술상 수상 

KR 

2014 장편 
한여름의 판타지아 

A Midsummer’s Fantasia 
장건재 

[수상] 
2013 
홍콩-아시안필름파이낸싱포럼 
우터바렌드렉상 수상 
2013 
영화진흥위원회 국제공동제작 

기회개발지원작 
2014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후반작업 
현물지원작 
2015 
영화진흥위원회 해외배급선재물 

제작지원작 
2014 
제 19 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감독조합상 
2014 
제 40 회 서울독립영화제 
심사위원특별언급 
2015 
제 3 회 무주산골영화제 뉴비전상 
2015 
제 3 회 무주산골영화제 

전북영화비평포럼상 
 
[상영] 

제 3 회 나라국제영화제 개막작 
(2014, 
일본) 
제 19 회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의 오늘-비전” 초청작 
(2014, 한국) 

제 40 회 서울독립영화제 경쟁부문 

(2014, 한국) 

KR 



연도 형식 제목 감독 수상/전시/상영 국가 
제 44 회 로테르담국제영화제-
스펙트럼 (2015, 네덜란드) 

제 38 회 예테보리국제영화제 초청-

재팬 포커스 (2015, 스웨덴) 
제 39 회 홍콩국제영화제 초청-

인디파워 (2015, 중국) 
2015 
실크로드영화제-경쟁부문 (2015, 

아일랜드) 
제 20 회 인디포럼 초청 (2015, 한국) 

제 4 회 토론토한국영화제 초청 
(2015, 
캐나다) 
KR 
프리어 & 새클러 갤러리 워싱턴 
"2015 
Korean Film Festival" (2015, 미국) 
 
제 3 회 무주산골영화제-경쟁부문 

‘창’ (2015, 한국) 
 
제 21 회 로스앤젤레스영화제-
월드픽션 경쟁부문 (2015, 미국) 
 

2013 비디오 미궁과 크로마키 
Chromakey and Labyrinth 

차재민 

2013 금천예술공장 (커뮤니티 

리서치 프로젝트) 
 KR 

2013 장편 파스카 
Pascha 

안선경 

2013 부산국제영화제 뉴커런츠 

부문 수상 
 KR 

2013 다큐멘터리 주님의 학교 
The School of Tirano 

전상진 

2014 DMZ 국제다큐영화제 초청 

2013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 

선택’ 부문 수상 

KR 

2013 비디오 트리플; 트로트, 트리오, 왈츠 
Triple; Trot, Trio, Waltz 

차재민 

 

KR 

2013 단편 세상이 사라진 날 
The Day the World Disappeared 

성스러운 

 

KR 

2013 비디오 안개와 연기 
Fog and Smoke 

차재민 

2013 인천 송도 트라이볼 상영 

2013 <플레이 더 특별시> 선유도 

상영 

2013 서울환경영화제 특별상 

수상 

2013 <송도 in screen> 국립극단 

상영 

2013 <기울어진 각운들> 국제 

갤러리 

KR 

2013 퍼포먼스 지신은 불완전하게 올라온다 
The God of Earth comes slowly 

서영란 

2013 페스티벌 봄 

2012 문래 아트플러스+ MAP 

KR 



연도 형식 제목 감독 수상/전시/상영 국가 

2012 연극 언더랜드 
Underland 

노효신 

 

KR 

2011 단편 그녀와의 하룻밤 
One Night with Her 

배가선 

2012 13 회 대구 단편 영화제 

2012 49 회 대종상 단편 영화제 

대상 

KR 

2011 단편 문선생의 시집 
Marriage into the Shake 

조한희 

 

KR 

2011 단편 새봄 
New Spring 

홍명교 

 

KR 

2010 연극 왕과 사슴 
The King and the deer 

Howard 
Blanning/ 
박지혜 

2020.10.29-10.30 
한국예술종합학교 갤러리 

KR 

2010 연극 여자 이야기 
Women Story 

김명화 

2010.3.8-13 
대학로 정보소극장 

KR 

2008 연극 포르메 
Formae 

김승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야합 프로젝트 

KR 

 
음악팀 (ADDITIONAL COMPOSITION) 
 

연도 부 형식 제목 감독 수상/전시/상영 

2021 

Music 
Department 

(음악감독 : 달파란 / 

음악팀 : 허준혁 이민휘 

김남윤 한솔) 

드라마 마인Mine 이나정 

tvN/Netflix 

2011 

Additional 
Composition 

(음악감독 : 장영규, 

달파란) 

장편 
고지전 

The Front Line 
 

장훈 
 

2011, 제 20 회 부일영화제 대상 

2011, 제 48 회 대종상 – 최우수 작품상, 

기획상, 촬영상, 조명상 

2011, 31 회 영평상 –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신인남우상 
2012, 14th Udine Far East Film Festival - 
Audience Award 

2011 
Music department 

Additional (음악감독: 

방준석) 
장편 오직 그대만 송일곤 

 



개인 음반  
2016 “빌린 입”  
2013 “딕테”    
 
밴드 음반  
2020 <상상도>-삼승 (서울문화재단 지원)  
2012 “2012"- 무키무키만만수 (레이블: 비트볼 뮤직)  
 
개인 공연   
2017.12.16 서울 포크 사운드, 파리, 프랑스  
2104.5.11 앵그리 섬머 페스트, 서울, Save Wunderbar, 서울  
2014.10.14 레코드 폐허, 서울 
 
밴드 공연 
2020.12.12 삼승, <상상도> (with 서경수, 최경주), 문래예술공장 <음악-사운드아트분야 특화사업> 
무키무키만만수 (2011~) -밴드 cv 별도  
 
협업   
2020.12.12 삼승, <상상도> (서경수, 최경주 협업) 
 
2018 오염된 혀 (최윤 협업) 부산 비엔날레 커미션 
 
국제호출주파수 —(임민욱 협업)  
2015 4.11-6.28 Time of Others, 도쿄현대미술관 2013 ‘Act of Voicing’, Total Museum, Seoul  
2012 'Act of Voicing: On the Poetics and Politics of the Voice' Württembergischer Kunstverein Stuttgart, Germany  
2011 ‘Melanchotopia', WittedeWith, Rotterdam, Netherland 
 
수상 
2017 <빌린 입>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음반상 
 
강의/워크샵 
2019.9 – 2021.8 기술연구 수업,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출강 
 
2021.2.18~19 청년 장애 예술가 양성사업 ‘너와 나의 티키타카’ 문자보다 소리 – 함께 음을 엮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0.12.23 – 2021.01.16 코스모스 코러스, 기담; 가늘게 굽은 이야기 
 
학력 
2017 – 2019    영화 음악 Musique Supérieur, 파리국립고등음악원(CNSMDP), 파리, 프랑스  
2015 – 2016    작곡과 영화 음악 석사, 뉴욕대학교(NYU), 뉴욕, 미국  
2008 – 2012    음악학과 학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서울,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