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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50년대 한국과 홍콩의 합작 영화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이국정원(異國情鴛)>이 2011년 발굴되어 비로소 본격적인 연구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 논문은 해방 후 처음으로 외국 영화사와 합작하여 만든 <이국정원>을 중심으로 1950년

대 합작영화의 제작 배경, <이국정원>의 제작 및 상영에 관한 사실, 한국과 홍콩에서 이 영화

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특히 한국연예주식회사와 홍콩의 소씨부자유한

공사가 합작한 이 영화가 한국과 홍콩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를 상호 수용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영화는 홍콩에서 개봉 당시 한국 로케이션과 이스트먼 컬러의 활용 등이 관심을 끌었다. 

반면 영화 스토리와 배우의 연기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컬러멜로

드라마라는 장르의 선호, 홍콩과 마카오 로케이션에 대한 호기심이 흥행의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나 영화내용상 소씨부자유한공사와 과도한 타협을 하였기에 한국영화인들은 불만을 가졌

  * “이 논문은 한양 학교 교내연구지원사업으로 연구되었음(HY-2016년도)”
 ** 주저자. 한양 학교 연극 화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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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작이란 해외 진출 방식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제어] 이국정원, 합작영화, 한국영화, 홍콩영화, 임화수, 한국연예주식회사, 소씨부자유

한공사, 쇼브라더스

1. 머리말
  

1958년 상 된 화 <이국정원(異國情鴛)>은 해방 후 처음으로 외국 화사와 함

께 만든 작품이었다. 한국 화감독 전창근, 중국감독 도광계(屠光啓), 일본감독 와카

츠기 미츠오(若杉光夫)가 공동 연출한 이 화는 필름의 유실로 인해 오랫동안 기억

으로 밖에 남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11년 한국 상자료원이 홍콩 쇼브라더스유한공

사(邵氏兄弟有限公司)와 홍콩필름아카이브의 긴 한 협조를 통해 오리지널 네거필

름을 찾게 되어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훼손된 필름을 성공적으로 복원하 다. 

안타깝게도 사운드는 소실되었지만 ‘라이브 더빙쇼’라는 형식을 통해 최 한 원본을 

환원하 다. 

<이국정원>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홍콩 가수 방음(우민 扮)과 한국 작곡가 김

수평(김진규 扮) 두 사람이 홍콩에서 만나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방음의 어머니(진

운 扮)가 둘이 ‘남매관계’임을 밝히자 이 둘은 헤어지게 된다. 하지만 수평이 실제 

친어머니를 마카오에서 상봉하게 되고 이로써 이 둘이 남매관계라는 오해가 풀어지

고 결국 결혼승낙을 받는다. 

이 화는 최초의 한․홍 합작 화라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

적인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다. 그 원인은 이 화를 제작한 임화수가 5.16쿠테

타 직후 사형 당하여 그가 제작한 화들 부분이 사라졌기에 이 화를 포함, 그가 

제작한 화 부분이 연구자들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임

화수가 주도한 1950년  후반 한․홍 합작 화에 한 상세한 연구 또한 많지 않다. 

안태근의 ｢한국 합작 화 연구－위장합작 화를 중심으로｣와 공 민의 ｢아시아 화

제를 통해 본 한국 화－1950~60년  해외진출을 중심으로｣, 이 재의 ｢아시아

화제와 한홍합작 시 극－‘아시아 화’라는 범주의 생성과 냉전｣과 같은 연구물에서 

관련 내용을 일부 언급했을 뿐, 50년  후반 구체적으로 어떤 합작 화가 등장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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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러한 화들이 한국이나 홍콩에서 상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상 된 최

초의 한․홍 합작 화가 무엇인지에 한 정확한 탐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상술한 문제에 한 확인을 통해 한국에서 <이국정원>이 상  직후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 또한 1950년  후반 한․홍 합작 화의 붐이 눈 깜

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2. 1950년  합작 화의 제작배경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 화는 성장기를 맞이했다. 이 시기를 성장기로 일컫는 

이유는 1954년 3월부터 실행된 ‘입장세법 3차 개정’을 통해 국산 화 면세조치1)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국산 화 제작편수가 양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놀라운 속도로 국산 화 제작편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시

장의 협소로 인한 제작비의 부족, 이로 인한 기술적 결함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외국 화사와의 ‘합작’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은 화작품의 질적 결함을 극복하고 

국제성을 획득하여 외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주요한 상업적인 전략으로 당시 한국

화산업에서 절박하게 필요한 자구책이었다.2) 다시 말해 ‘합작’은 한국 화산업에 

있어서 충분한 제작비와 상 적으로 높은 기술로 질(예술성) 높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일 뿐 아니라 한국 화의 해외 지명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화 <이국정원>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 일 의 71여 개 화관을 가지고 있는 소

씨부자유한공사(邵氏父子有限公司, 이하 소씨)가 홍콩측 파트너이니만큼 더욱 유리

한 조건이었다. 홍콩과의 화합작은 홍콩뿐만 아니라 동남아 타국에서도 한국 화

를 통해 문화, 예술, 인문, 풍경을 비롯한 ‘한국적인 것’을 널리 소개할 수 있었다. 

1) 입장세법 3차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종의 1장소: 입장료의 30%, 1종의 2장소: 
입장료의 90%, (2) 단 국산 화에 한해 제외한다.” 또한 입장세법 4차 개정 주요 내용은 다름과 같

다. “1종의 1장소: 입장료의 10%, 1종의 2장소: 입장료의 115%, (2) 단 국산 화 제외한다.” 1종의 

1장소는 연극, 연예 또는 관람물을 의미한다. 1종의 2장소는 화관 기타 화를 상 하는 장소를 

가리킨다. 때문에 화 제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입장세법 개정을 통한 국산 화 면세조치는 단

한 이점이 아닐 수 없었다. 이것은 1954년부터 국산 화 해를 거듭할수록 작품편수가 늘어났던 직접

원인이었다. 김동호 외, 한국 화 정책사(나남출판, 2005), 166면. 
2) 유두연, ｢合作映畫의 隘路－異國情鴛의 境遇｣, 京鄉新聞, 195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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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은 한국연예주식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화계에게도 이득이었다.

이러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상업적 전략의 이행과정에서 한국 화가 아시아

화제에 진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54년 일본 도쿄에서 거행된 제1

회 아시아 화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한국은 제2회 싱가포르 아시아 화제에 옵저버

로서 참가 후 제3회 홍콩 아시아 화제에서부터 정식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때

부터 한국은 “ 화제작가연맹”의 다른 국가와 합작 화 제작을 추진하게 된다.3) 

이 시기 한홍합작 화 제작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인물은 한국연예주식회

사를 이끌던 임화수 다. 1957년 3월 하순 임화수는 소씨와 계약을 체결하고4) 3월 

말 소씨 사장 소촌인(邵邨人)과 최초의 합작 화의 제작비를 상의한 후 각본 창작을 

시작하 다.5) 

우리 화가 해외시장으로 진출된다는 것은 그 의의가 외화를 획득한다는 중요한 목

적도 있겠거니와 우리 문화예술을 외국관중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문화예술의 이해와 

인식이 될 거이요 그 이해와 인식은 즉 국민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여주는 것에 기인되

는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6)

  

임화수가 한․홍 합작 화를 추진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7) 위의 인용한 바와 

같이 합작 화라는 화교류형식은 상업적인 이득을 가져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 측면, 즉 한국의 특유한 문화를 수출함으로써 한국의 해외 지명도의 향상

에 유리했다. 또한 임화수의 입장에서 홍콩의 화제작업 수준이 생각만큼 높지 않

았다고 판단했던 것도 한 이유라 할 수 있다. 다음의 글을 살펴보자. 

사실 나는 이번 기회에 향항 화계를 시찰하여 보았는데 그렇게 훌륭하지 못할뿐더

러 기재가 풍부한 그것뿐이지 우리나라 화인들이 연기면이나 기술면이 그네들에 조

3) ｢合作映畫制作推進, 韓國加盟正式承認－亞細亞映畫祭成功裡閉幕｣, 京鄉新聞, 1956.6.19.
4) ｢香港서 合作映畫契約, 林和秀氏가制作擔當｣, 京鄉新聞, 1957.3.29.
5) ｢한중 합작 화 실현, 홍콩서 각본 합동 집필 중｣, 韓國日報, 1957.3.30.
6) ｢합작 화의 의의－임화수｣, 朝鮮日報, 1957.5.28.
7) 이즈음 이병일의 <시집가는 날(1956)>이 1957년 제4회 아세아 화제에서 ‘최우수희극 화상’을 받

았고 같은 해 개최될 독일의 베를린 화제와 국의 애버딘 화제에 초청되어 한국 화의 해외인지

도가 높아지게 되자 합작 화의 추진에 있어서도 힘을 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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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뒤떨어지지 않았고 우수한 것으로 자신이 생기는 것이다. 물자, 기재가 우리 화

인에게도 그마만큼 있다면 아마 한국 화는 국제적 우수성을 띤 작품을 많이 만들어냈

으리라고 단언하고 싶고 확신하는 자부심과 그 의욕이 있다. 그 반면 오늘의 우리 화

계 현상을 볼 때 눈물이 휘돌아가는 것을 참고 견디었다. 그러나 노력과 성실만 있으면 

뜻을 이루리라는 것이 최 의 신념이다.8)

이처럼 임화수는 합작 화를 제작하는 것은 한국 화가 선진 화를 따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보았다. 그렇다면 왜 임화수는홍콩의 화회사 중 소씨를 파트너로 

삼았던 것인가?

소씨제편공사는 향항에서 제일 큰 화제작사이며 배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동남아 

일 에 70여개의 극장주이다. 향항에서는 화가 일년의 240여 본이 제작되는데 소씨

제편에서 제작되는 화 수가 50여 본이 된다. 평균 한 달에 4,5개를 제작하고 있다. 

그러니 1년에 1본 정도를 제작하는 우리나라 제작사 형편에 있어서 큰소리칠 정도가 

못되지만 문제는 양이 아니라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강력하게 할뿐더러 표를 붙잡

고 또는 초연(招宴)하여 일일이 설명하고 알아듣도록 이식을 주어서 관심을 갖게 한 

것이다.9)

소씨의 제작능력은 임화수가 화를 합작할 의향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

다. 홍콩에 다수의 극장을 소유하고 있던 소촌인은 1950년  초반부터 화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직접 화 제작에 투자하 다. 그 형태는 할리우드 화사와 마찬

가지로 생산․배급․상 의 3  고리를 거머쥔 전문 화제작회사 다. 이런 회사와 

상업적인 합작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임화수의 한국연예주식회사에게는 큰 이득이 

될 수 있었다. 

아래 인용한 것과 같이 임화수는 성숙한 홍콩의 화사와의 연합은 한국 화산업

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소씨와의 합작이 한국 화인의 실력과 

한국 화사의 신용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국 화인들이 해외에 

8) 위의 기사.
9)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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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 다. 임화수에게 합작 화는 단순히 한 

번의 상업적인 시도가 아닌 국제적으로 다양한 화나 문화교류의 제일보이자 디딤

돌이었던 것이다.10)

3년 전부터 우리 화인 수명(數名)이 합작 화를 하자고 말만 건너놓고 성사가 없

어 신용을 안 해주는 괴로움도 있었으나 다행이도 이번 합작 화제작은 계약이나 또는 

조건이나 촬 개시일자 등 나의 요구 로 쾌속조로 진행된 것은 기쁜 일이며 이번 기회

에 우리의 실력과 신용을 얻어 놓으면 비단 나 하나뿐이 아니라 우리나라 화인들이 

해외 합작 또는 진출제작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나의 손(損)이 크더라도 

그것을 자랑삼고 기뻐하여 추진하는 의욕이 큰 것이다.11)

이처럼 당시 한국 화인들은 합작 화를 통해 국산 화가 보다 향상되는 것을 기

했다. 또한 국내 화시장에서 할리우드 화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

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합작 화사업에 투신할 필요를 가지고 있었다.12) 

화합작에 해 홍콩측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1949년 이후 중국 

륙 시장이 봉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해외시장의 개척은 홍콩 화의 급선무 다. 

이때부터 ‘국제전 무업유한공사’(國際電影懋業有限公司, 이하 ‘전무電懋’)와 소씨13)

의 경쟁이 시작된다. 양자는 오랫동안 동남아시아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

10) 한편, 한국연예주식회사 화인들이 홍콩에서 화제작을 하는 동안 홍콩 극장에서는 최승희를 주인

공으로 만든 북한 무용 화가 상 되고 있었다. 이는 북한이 홍콩에서 상당한 문화선전공세를 하고 

있다는 신호 다. 북한 화와 당당히 맞서서 그들보다 훨씬 우월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홍콩과 

적극적으로 화를 합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다. ｢合作映畫의 海外進出

엔, 賢明한 國策의 됫받침을－異國情鴛 等上映이 주는教訓｣, 東亞日報, 1958.2.18.
11) 위의 기사.
12) 당시 합작 화 제작을 위해 한국연예주식회사에서는 전창근, 김화랑, 김석민, 양훈, 양석천, 이향자 

등을 홍콩에 보냈으며 선민 화사에서는 작품 <길은 멀어도>를 촬 하기 위해서 홍성기, 김동원, 김
지미, 장동휘 등을 파리로 보냈다. 이 일, 한국 화전사(개정증보판)(소도, 2004), 301면.

13) 1950년  중반 이후 소씨는 ‘전무’ 및 장성 화유한공사(長城電影有限公司)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뚜렷한 열세에 처해 있었다. 이때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소씨형제유한공사(이하 쇼브라더스)를 운

하고 있던 소촌인의 동생 소일부(邵逸夫, 런런쇼)가 1957년 홍콩에 돌아와 청수만(清水灣) 일 에 

화세트장을 세우고 소씨의 제작 사업을 인수하 다. 이어서 그는 1958년 3월에 쇼브라더스의 홍콩

법인을 설립하고 화 제작에 집중하 다. 제작 업무를 쇼브라더스에 넘긴 소씨는 계속 홍콩의 극장 

운 과 화 배급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兄弟企業的工業轉變邵氏兄弟和邵氏機構－鐘寶賢｣, 黃愛

玲, 邵氏電影初探(香港電影資料館, 20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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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했다. 그 결과 동남아 시장은 포화 상태의 이르 고 양자 모두 다시 시선을 ‘신

륙’과 같은 존재인 일본과 한국으로 옮겼다. 소씨가 먼저 일본배우 이향란(李香蘭, 

야마구치 요시코山口淑子)을 초청하여 <금병매(金瓶梅)>, <신비미인(神秘美人)>, 

<일야풍류(一夜風流)> 세 작품을 찍었다. 아울러 소씨와 일본‘도호(東寶)’ 화사는 

민간 전설 <백사전(白蛇傳)>에서 취재한 <백부인의 사랑(白夫人之妖戀)>을 합작하

다. ‘전무’도 뒤질세라 일본의 ‘쇼치쿠(松竹)’와 <홍콩－도쿄 월여행(香港東京蜜

月旅行)>(1957)을 합작했다.14) 일본과의 화합작 전장에서 ‘전무’와 세력이 엇비슷

했던 소씨는 과감히 한국 화시장에 진출하여 화합작을 시작했으며 곧이어 왕룡

(王龍)의 금봉공사(金鳳公司)를 비롯한 군소 화사도 한국 화시장을 빠르게 점유하

기 위해 그 뒤를 따랐다. 

합작 화의 제작이 1950년  한․홍 최초의 화교류는 아니었다. 이미 한국에

서는 홍콩 화의 수입과 상 이 시작되었다. “현 향항 화계에서 인기를 집중하고 

있는 배우이며 가수인 하후란(夏厚蘭)이 출연한 사회악(惡)을 파고들어 인간본능적

인 선(善)을 묘파(描破)하는”15) 범죄주제의 홍콩 화 <열정(熱情)>(간총干聰, 1956)

이 1956년 11월 24일부터 국도극장에서 상 되었다.16) 이 화에서 주인공 역을 맡

은 홍콩스타 하후란은 1957년 7월 중순 홍콩의 표로서 한국을 방문하 으며 한․

홍 합작 화 <망향(望鄉)>에 해 상담 후 촬 을 시작했다.17)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화 <이국정원>이 한․홍 합작 화 가운데 최

초로 제작된 화이긴 하지만 최초로 개봉된 작품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1957년 

12월11일 <서울신문>에 의하면 <이국정원>이 <천지유정>보다 먼저 제작 완성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18) 그러나 <천지유정>은 1957년 12월 31일에 국도극장에서 

개봉되었는데19) <이국정원>은 1958년 2월 15일에 국도극장 상 되었다.20) 이런 

14) 羅卡(Law Kar), 法蘭賓(Frank Bren), 香港電影跨文化觀(北京大學出版社, 2012), 199쪽.
15) ｢新映畫介紹-熱情｣, 京鄉新聞, 1956.11.28.
16) 京鄉新聞, 1956.11.27. 또한 이 화는 다음 해 4월 19일 평화극장에서 재개봉되었다. ｢華麗한 情

欲과 “맘보”의 녹은 사나이의 末路! 初의 香港映畫가 全男性에게 바치는 휴메니즘!｣, 京鄉新聞, 
1957.4.19. 

17) 京鄉新聞, 1957.7.1., 7.17, 8.23. 
18) “｢한국연예주식회사｣의 한․중 합작 화 ｢이국정원｣이 완성되어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연예

주식회사｣의 제 2회 한․중 합작 화 ｢천지유정｣(天地有情=김화랑 감독 양훈, 양석천, 진운(중국배

우), 황원룡(중국배우)출연)이 완성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신문, 1957.12.11. 
19) 東亞日報, 195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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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이 일은 한국 화전사에서 ‘1957년 말인 12월 31일에 국도극장에서는 

해방 후 최초의 외국 합작 화 던 김화랑 감독의 <천지유정>이 개봉되었다’라고 

서술했다.21)

3. <이국정원>의 제작과 상
  

1957년 3월, 임화수는 홍콩 화사와의 상담과 계약을 시작했다. 임화수와 감독 

전창근, 시나리오 작가 김석민은 1957년 3월 10일 직접 홍콩으로 가서 소씨를 방문, 

촬 시작 시기, 총 제작비용, 컬러 화 제작이라는 세 가지 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 다.22) 이어서 전창근, 김석민, 유두연이 계속 홍콩에 머물며 중국인 작가와 함께 

시나리오를 합동 집필했다. 그리고 7명의 주연급 배우를 선정 과정에서 4명의 여주

인공은 홍콩 측에서 3명의 남주인공은 한국 측에서 캐스트 할 것을 내정했다. 화

합작 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3월말에 초보적인 화의 줄거리가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한 한국인 혁명가는 2차 전 중 그곳에서 죽는다. 그의 중국인 

부인은 어린 딸과 함께 홍콩으로 가고 남자 형제는 한국으로 온다. 세월이 흘러서 그들은 

장성한다. 이 형제 중의 하나가 사업차 홍콩엘 갔는데 어떤 (大) 캬바레의 가희(歌姬)와 

사랑에 빠진다. 곡절 끝에 이 유명한 홍콩의 가희는 그의 누이동생인 것이 밝혀진다.23)

화의 줄거리가 작성된 후인 4월말에 화의 제목이 김석민이 주장한 <아시아의 

여명>에서 <이국정원>으로 바뀌었다. 유두연이 홍콩쪽과 협상 후 그쪽의 의견을 수

용한 것이다. 이때 전창근 감독 일행은 귀국해 여배우 한명과 조연배우 수명을 모집

했다.24) 이어 한국측 배우들은 6월 홍콩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이때 화 <이국정

20) 東亞日報, 1958.2.22.
21) 이 일, 앞의 책, 258쪽.
22) “腳本이 脫稿되면 늦어도 五月初에는 ｢크랑크․인｣을 하리라하는데 製作總費는 一億元으로보고 있

으며 總天然色映畫라고 한다.” ｢香港서 合作映畫契約, 林和秀氏가制作擔當｣, 京鄉新聞, 1957.3.29.
23) ｢한중 합작 화 실현, 홍콩서 각본 합동 집필 중｣, 韓國日報, 195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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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한국과 홍콩 최종 주요 스태프 리스트가 확정되었다.

제작－임화수, 소촌인(중국). 씨나리오－김석민, 정강(중국), 유두연. 감독－전창근, 

도광계(중국). 촬 －양균(중국). 미술－김정환. 출연진 중국측－우민, 양지경, 진운, 우

노희, 추호. 한국측－김진규, 김삼화, 윤일봉, 최무룡.25)

임화수를 수반으로 한 한국 모든 화 스탭 일행은 1957년 6월 7일 홍콩에 도착 

후에 이곳 화공사 간부와 화배우들, 교포들의 큰 환 을 받았다. 곧이어 그들

은 홍콩측과 합류하여 화촬 을 계획 로 시작하고 9월초까지 약 3개월 동안 활

동했다.26) 9월 상순에 <이국정원>의 홍콩 로케이션 부분을 마무리 하고 감독 도광

계, 촬 기사인 양균과 여주인공의 어머니 역을 연기한 여배우 진운 등 일부 홍콩

측 스탭들이 한국측 감독 전창근, 배우 윤일봉, 김삼화와 함께 한국촬 을 위해 들

어왔다.27) 

中國陣이來韓

첫韓中合作映畫인 異國情鴛攝影次

우리나라에서 처음着手된 韓中合作映畫가 韓國演藝株式會社와 香港소氏父子有限公

司와의 提携로 總天然色 ｢異國情鴛｣을 攝影中이라함은 既報한 바어니와 香港攝影을 

거이마치고 韓國現地攝影次 昨十二日下午 HKA便으로 中國側監督 屠光啓氏 攝影技師

24) ｢韓中合作映畫 異國情鴛 出演 女優 募集｣, 京鄉新聞, 1957.4.19. 홍콩측은 부분 여배우들을 

제공했는데 한국측은 뽑은 여배우가 극중 여중인공의 친한 친구역할을 맡은 김삼화 한 명뿐이다. 
25) ｢이국정원 배급결정, 한중합작 천연색 화｣, 韓國日報, 1957.5.20. 
26) ｢향항의 화계(현지통신): 윤일봉, 김진규｣, 朝鮮日報, 1957.8.3. 또한, “지금 香港에선 韓藝의 

周旋으로 第一次韓․中合作映畫인 總天然色 異國情鴛을 現地攝影하기 위하여 七․八名韓國映畫

人이 滯留中이요 또現地報告에 依하면 至極한 款待를 받으면서 藝術面을 通하여 韓․中親善의 好緣

을 맺고 있다” (｢餘滴｣, 京鄉新聞, 1957.8.11.)를 통해도 당시 이 화에 한 촬  진행상황을 일

정한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27) 4월 30일 京鄉新聞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화 <이국정원>의 한국 로케이션 부분은 5월에 진행

되도록 예정했다.(“同總天然色韓․中合作映畫 異國의情鴛의 技術및器材는 邵氏側에서 提供되어 

五月에 國內攝影을 마치고 六月中旬頃에는 香港에서 全般的인攝影에 着手할것이라고 한다” ｢天然色

異國情鴛｣, 京鄉新聞, 1957.4.30.) 그러나 5월에 한국에서 촬 이나 해당 외부 화인의 왕래에 

한 기록이나 기사가 전혀 없었고 반면 9월 화 제작 스탭들(홍콩측과 한국측)이 한국 로케이션을 

진행하는 보도가 존재하는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예정되었던 5월 한국 로케이션이 어떠한 사유로 부

득이 유산되고 한국 로케이션은 9월로 미뤄졌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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楊鈞氏 女優 陳雲孃이 歸國하는 韓國側監督全昌根氏 俳優 尹一峰氏 金三和孃과 同途

來韓하 다하는데 우리나라映畫界에 처음實現되는 合作映畫現地攝影이니만큼 一般期

待가자못 크다한다.28)

1957년 12월 중순 무렵 <이국정원>의 제작이 완성되어 개봉을 준비했다.29) 1957

년 12월 10일 京鄉新聞에 게재된 광고에는 “韓中一流스타-가動員된超巨作”, “總

天然色”, “開封迫頭(개봉박두)” 등 일련의 홍보용 문구가 나온다.30) 그런데 돌연 알

려지지 않은 이유로 개봉이 연기된다. 이 화의 홍보는 해를 넘긴 1958년 1월 말에 

다시 시작된다. 

謹告

今般 當社에서 制作中이든 初의 韓中合作映畫 異國情鴛은 其間關系當局의 積極

的인 後援아래 製作이 完了되었습니다 總天然色 異國情鴛은 在香港邵氏父子影業公

司와 當社가 共同으로 製作한 色彩豪華版으로서 製作日數一年二個月의 長期香港마카

오現地攝影과 總製作費一〇萬弗의經費로서 香港 高人氣스타-인 尤敏 陳藝․揚志

鄉31)과 國內스타- 金振奎․崔戊龍․尹一峰等 뻬스트스타-들이 大競演하고있습니다 

甘味로운 ｢메로듸｣속에 마음의歡喜로써 뛰는脈搏이 熱情을찾으며 國際的인 浪漫과 情

緒가 깃는 異國情鴛은 二月中旬全國同時開封키로되 으며 더욱이 西歐및東南亞等

七個國도 同時開封豫定이오니 映畫팬여러분의倍前의 愛護와 指導鞭韃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韓國演藝株式會社 白32)

28) ｢中國陣이來韓－첫韓中合作映畫인 異國情鴛攝影次｣, 東亞日報, 1957.9.13.
29) ｢연말 앞둔 한국 화계의 동향－군소 ｢푸로덕슌｣｣, 서울신문, 1957.12.11. 또한, “올해의 화제작

총람－제작완료(미개봉)된 화들이 ｢속․실락원의 별(홍성기)｣, ｢그 와 원히(유현목)｣, ｢가거라 

슬픔이여(조긍하)｣, ｢돈(김소동)｣, ｢아름다운 진주(윤 룡)｣, ｢이국정원(전창근)｣을 포함하다” (｢발전

한 토 를 마련, 정유(丁酉) 화계 총결산｣, 서울신문, 1957.12.18.)를 통해도 화 <이국정원>은 

1957년 12월 중순에 제작 완성되었으나 개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0) 京鄉新聞, 1957.12.10.
31) 기사 가운데 언급한 홍콩배우의 한자 이름인 “陳藝”, “揚志鄉”의 올바른 이름은 각각 “陳芸”와 “楊志

卿”이다. 
32) 京鄉新聞, 1958.1.30.



극장명칭
국도극장35)

(國都劇場)
성남극장

(城南劇場)
평화극장

(平和劇場)
경남극장

(京南劇場)

상 날짜 2.15 ~ 2.28  3.29 ~ 4.3  3.29 ~ 4.2 4.3 ~ 4.6

극장명칭
동양극장

(東洋劇場)
동화극장

(東和劇場)
동도극장

(東都劇場)
문화극장

(文化劇場)

상 날짜 4.8 ~ 4.10 4.11 ~ 4.13 4.14 ~ 4.17 4.19 ~ 4.20

극장명칭
신도극장

(新都劇場)
천일극장

(天一劇場)
우미관

(優美館)
동보극장

(東寶劇場)

상 날짜 4.21 ~ 4.22  5.2 ~ ?  5.10 ~ ?  9.2 ~ 9.3

<표 1>영화<이국정원> 서울 상영 정보(1958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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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 개봉을 위해 11일부터 게재된 일련의 광고들도 위의 광고와 마찬가지로 

“한․중 합작 화의 최초의 시도”, “거작－큰 제작비용과 긴 제작시간의 투입”, “한

중 일류/최고의 스타/인기 배우 출연”, “컬러 화”, “국제적 연애”, 즉 ‘신선한 국제

성’, ‘예술작품으로서의 훌륭한 완성도(질)’, ‘스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인기 배우

의 출연’, ‘컬러가 가져올 시각적 충격과 독특한 매력’, ‘멜로드라마 장르’ 등을 중심

으로 홍보하고 있었다.33)

화 <이국정원>은 홍콩보다 한국에서 먼저 개봉되었다. 1958년 2월 15일 서울의 

국도극장에서 개봉되었으며 2월 28일까지 연속 2주일간 상 되었다. 이후 성남극장, 

평화극장. 경남극장, 동양극장을 비롯한 여러 극장에서 1958년 가을까지 순차적으로 

상 되었다(표1).34) 이를 통해 한국에서 <이국정원>은 큰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 개봉된 직후인 1958년 3월 6일, 화 <이국정원>은 홍콩에서도 개봉된

다.36) 3월 2일부터 홍콩에서 시작한 홍보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중한합작

33) 京鄉新聞, 1958.2.11., 2.12, 2.13, 2.14.
34) 京鄉新聞, 1958.2.15., 2.28, 3.29, 4.1, 4.2, 4.3, 4.4, 4.6, 4.8, 4.9, 4.10, 4.11, 4.13, 4.14, 4.17, 

4.19, 4.20, 4.21, 4.22, 5.2, 5.10, 9.3, 참조.
35) 화 <이국정원>은 2월 18일부터 부산의 부산극장(釜山劇場)과 구의 자유극장(自由劇場)에서도 

개봉되었다. 京鄉新聞, 1958.2.11.
36) 新晚報, 1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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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결정체’, ‘컬러’, ‘출연진’, ‘멜로’에 집중했다. 그리고 특별히 ‘ 화의 음악성’

과 ‘한국의 미경(한국 로케이션 부분)’도 주목할 만한 점이라는 것을 선전하 다.37) 

이 화는 3월 6일 홍콩 여도극장(麗都劇場)과 선락극장(仙樂劇場)에서 개봉되어 12

일까지 연속 일주일 동한 상 되었다.38) 그러나 한국에서와는 달리 장기간 상 되지

는 못했다.

4. 홍콩에서의 <이국정원> 수용

1) 스토리와 연기에 한 비판

<이국정원>은 홍콩에서 소씨 계열 체인극장인 여도극장과 선락극장 두 곳에서 7일

이라 짧은 기간 동안 상 되었다. 이 화는 최초의 한․홍 합작 화라는 기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향력이 기 보다 크지 않았다. 이에 한 몇 가지 이유를 

당시 홍콩 화평론가인 엽상시(葉上詩)의 평론을 통해 일정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합작이 캐릭터를 배분한 것뿐이라는데 있다. 캐릭터들 사이에 

서로 자극하고 반응하는 방면에 교류가 없다. 남주인공의 딱딱함과 여주인공의 신중함

으로 인해서 스크린에서 둘은 애인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 신기한 일이 뭐냐 하면, 

이 화는 감독 3명- 일본의 화극의(華克毅)39), 남한의 전창근과 소씨의 도광계가 함

37) 新晚報, 1958.3.2., 3.3, 3.4, 3.5.
38) 新晚報, 1958.3.12.
39) 소씨는 일본 감독인 와카스기 미츠오(若杉光夫)와 함께 당시 신동보(新東寶) 소속이었던 촬 감독 

니시모토 타다시(西本正)를 초빙했다. 이 둘은 각각 화극의(華克毅)와 예몽동(倪夢東)이라는 중국어 

예명으로 스태프 리스트에서 기재되었다. 일본 스태프들이 중국어 예명을 사용한 까닭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정치적인 원인이다. 이승만 시기 일본인이 제작에 참여한 화가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워

서 소씨가 일부러 중국어 이름을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신분을 감춘 것이었다. 둘째, 중국에서 오랫동

안 활동했던 일본 촬 기사인 카키타 이사무(柿田勇)의 2000년 7월 인터뷰를 보면 소씨가 단순한 

편리를 위해 이용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씨는 하난산(賀蘭山)이라는 하나의 중국어 이름으로 

일본촬 기사 니시모토 타다시와 카키타 이사무 두 명을 총칭해 불 다고 한다. 셋째, 소씨는 계속 

‘중국일등’이라는 신념으로 화 제작․배급․상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일본인들이 주도적인 지위

를 차지하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손상시킬 수 있으니 안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씨는 일본 스태프들의 일본어 실명을 중국어 이름으로 개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邱淑婷, 尋找亞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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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책임진 것이지만, ‘구두장이 셋이 모 는데 제갈량 하나가 안 되어’ 화 처음부터 

끝까지 클라이맥스가 없고 심지어 ‘극’이 없다는 것이다. 줄거리의 배열과 설정에 따라

서 결말부분은 분명히 관객들로 하여금 희비가 엇갈리게 하는 클라이맥스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감독 3명의 손가락 사이에 빠져 나갔다. 나는 모든 배우와 감독들은 

아무 감정이 없다고 생각한다. 감정은 없으면 예술이 전혀 없다. 예술은 원래 격정의 

산물이다.

( 화 속에서) 남주인공은 조선의 유명한 음악가, 여주인공은 자애한 나이트클럽의 

가수이며 둘이 음악을 통해 알게 되어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화를 다 보고 나서 

노래가 하나밖에 없으니 음악 분위기가 매우 박약하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사랑? 싱거

워서 맛이 없다.

국경은 있으되 사랑에는 경계가 없다. 중국 소녀와 조선인 음악가의 연애와 결혼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여주인공의 어머니가 남주인공을 자기의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생각

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화는 결말부분에 접어들면서, 그녀(여주인공의 어머니)가 다시 

그(남주인공)가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모든 줄거리가 다 이러한 

‘신경질(神經質)’적인 큰 오해의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니 취약할 뿐 아무 의미가 없다.40)

위의 인용한 바와 같이, 화 <이국정원>이 홍콩에서 흥행에 실패했던 원인은 크

게 ‘배우의 연기’와 ‘ 화 각본의 결함’, 이 두 가지 문제로 집약된다. 주연 배우의 

인기는 화의 흥행과 접하게 관련된다. 화 <이국정원>의 흥행은 우민과 김진규

의 흡인력에 달려 있었다. 1959년 ‘전무’로 떠나기 전, 우민은 데뷔작인 <옥녀회춘

(玉女懷春, Anything Can Happen)>(楊公良, 1953)을 시작으로 <귀신과 인간의 연

애(人鬼戀, Beyond The Grave)>(陶秦, 1955)속의 ‘연쇄’라는 곱고 청순한 여귀, 티

베트를 배경으로 한 <같은 숲에서의 새(同林鳥, The Feud>(陶秦, 1957)에서 남주인

공과 ‘로미오와 줄리엣’식 사랑에 빠진 순정한 여성, <단봉길(丹鳳街, Dan Feng 

Street)>(李翰祥, 1957)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순수한 가희(歌姬) 등 옥녀(玉女)라

고 불리는 홍콩 중이 좋아하는 가냘프며 허약해 보이지만 순결하고 착한 젊은 여

성의 모습으로 사랑을 받았다. “물론 당시 세계적으로 인기가 가장 뜨거운 ‘옥녀’는 

電影網絡之源－港日電影關係(天地圖書有限公司, 2006), 148면, 151면 참조.
40) 葉上詩, ｢影話- 異國情鴛｣, 新晚報, 195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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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테일러 지만 수많은 중국 관객들에게 우민은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옥

녀’ 다.”41) “소씨 옥녀” 우민뿐만 아니라 “한국 소생(小生)42)” 김진규도 흥행에 있

어 중요한 요소 다. 홍콩 관객들은 한국 배우의 생김새와 연기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멜로드라마 화 속 남녀 주인공이 ‘금동 옥녀(金童玉女)’같은 커플감이 있는

지 궁금함과 기 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개봉 직전 소씨는 <이국정원>이 화 

<러브 어페어>와 같은 선정적인 것이라고 했다. 홍콩 관객들에게 ‘옥녀’ 이미지로 

기억되는 우민은 데보라 카와 같은 섹시한 육탄 배우도 아닐뿐더러 정욕이라는 테마

와 연결되어 생각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배역 설정은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일종의 볼거리 으나 홍보 문구의 부실로 말미암아 개봉 이후 관객

들의 실망을 넘은 원망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중들이 기 했던 배우가 지닌 매력의 부재는 바로 홍콩 화인들이 이 화에 

해 비판한 중요한 문제와 연결된다. 바로 연기 실력의 부족이라고 지적된 것이 사

실은 배우들이 지닌 고정된 이미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라는 점이다. 이는 언어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한 한․홍 배우들 사이의 소통 장애가 

불러온 것인지도 모른다. 화 속 남녀주인공이 연애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커플의 이

미지와 어울리지 않은 김진규의 딱딱함과 과도하게 쑥스러워하는 우민의 모습은 바

로 배우들의 의사소통의 결여에서 온 것이다. 연극이란 등장인물들의 의사소통에 바

탕을 두는 것이다. “많은 관객의 주의를 정말로 붙들어주고 싶으면 배우들은 상호간

의 감정, 사상, 행동이 끊임없이 교환될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43) 

관객들은 배우들이 감정을 교환할 때 말이나 행동의 변화 없이 이를 바라보는 위치

에서 배우들의 경험을 통하여 희노애락(喜怒哀樂)을 느끼게 된다. 화 <이국정원>

에서는 교감이 부족한 배우들이 연기한 혼이 없는 경험을 관객은 납득할 수 없었

던 것이다.

화의 내용도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큼 흥미진진해야 한다. 엽상시의 비

평에 의하면 화 <이국정원>은 화 내용 측면에서도 홍콩 관객들을 만족시키지 

41) <談尤敏的電影- 左桂芳>, 電影欣賞 86호(1997.4), 64쪽.
42) ‘소생(小生)’이란 원래 중국 경극(京劇)에서 전용어이다. 이는 경극 속 수염이 없고, 살기를 띠지 않

고, 거칠지 않고, 치기가 넘쳐흐르지 않고, 수려하고 멋있는 젊은 남성이다. 현 넓게는 실생활에서의 

멋있는 청년남자를 가리킨다.
43) 스타니스랍스키 저, 신겸수 역, 배우수업(예니, 2014), 237쪽.



한․홍 합작영화 <이국정원(異國情鴛)>의 수용 연구   171

못했다고 한다. 화는 개봉 직전 계속 “도광계, 화극의, 전창근 - 중일한 삼  감독 

연합 연출(中日韓三大導演聯合導演)”과 “중한 합작 예술교류 위  애정 거주(中韓合

作藝術交流偉大愛情鉅鑄)” 위주의 홍보 포인트를 이용함으로써 관객의 크나큰 기

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개봉 직후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첫째 화 속 전개된 이야기가 지루하고 90분 러닝타임 가운데 클라이맥스가 없어 

보 다는 것이다. 이는 “<이국정원>은 중․한 남녀의 사람 이야기를 골간으로 삼아, 

캐리 그랜트(Gary Grant)와 데보라 카(Deborah Kerr)가 공통 출연한 화인 <러브 

어페어(An Affair To Remember)>(레오 맥개리 Leo McCarey, 1957)처럼 선정적인 

화이며 줄거리가 생동하고 신기하니 근년에 보기 드문 가작(佳作)이”라는 개봉 전 

소씨가 선전한 내용과 큰 차이를 보 던 것에 기인한다.44) 기 하고 있었던 풍부하

고 심지어 선정적인 줄거리와는 달리, <이국정원>의 이야기는 상 적으로 건조하고, 

메인 및 서브 사건들에 한 설정이 창의적이지 않았고, 결말 부분은 ‘신경질’적으로 

갑작스럽고 딱딱했기 때문에 관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결국 감정이 메

마른 연기, 건조하고 지루한 스토리는 관객들의 짙은 상실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해외 로케이션 컬러 화에 한 기

화 <이국정원>은 홍콩에서 개봉 직후 평단의 비판과 관객의 외면으로 1주일 만

에 흥행이 마무리 되었다. 하지만 “연일광만(連日狂滿)”45)이라는 광고 문구에서 볼 

수 있듯이 화 상  초기에는 홍콩 관객들의 호기심을 끌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과 홍콩이라는 신선한 조합으로 합작 화를 제작하는 것이니 만큼 홍콩의 

관객들은 한국의 화 제작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국 화가 어떠한 스타일인지, 

특히 홍콩과 한국의 화인들이 서로 호흡을 맞춰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에 한 궁금증으로 3월 6일 개봉될 예정인 화의 예매는 4일 전인 2일부터 이미 

시작되었다.46) 개봉 당일에는 관객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니 단히 더 붐비

44) <異國情緣內外景全部殺青>, 邵氏動態 1호(1957), 9쪽, 참조. ｢異國情緣小論－邱淑婷｣, 黃愛

玲, 앞의 책, 228쪽.
45) 新晚報, 1958.3.8., 3.9, 3.10,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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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될 수밖에 없다. 조속히 보고 싶으면 화속히 예약해라.”47) 라는 광고문에서처럼 

잠시 관객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스트먼 컬러(Eastman Color)48)의 도입은 <이국정원>의 다른 하나의 매력이었

다. 1950년  컬러필름과 시네마스코프가 국제적으로 확산되자 소씨는 1957년 일본 

촬 기사인 니시모토 타다시를 초빙하여 이스트먼 컬러 화의 제작을 시도했다.49) 

<이국정원>은 바로 소씨 최초의 이스트먼 화 다. 화 홍보 광고(“전부 이스트먼 

칠채(全部伊士曼七彩)”, “전부칠채, 뛰어나다(全部七彩不同凡響)”)에서 계속 강조되

는 ‘이스트먼 컬러’가 도 체 어떤 신기술인지, 이것의 등장이 어떠한 커다란 시각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의 실제 효과가 과연 “컬러는 구미(歐美) 수준에 못지않

다.”, “화면이 부드럽고 아름다워서 마치 선경(仙境)에 몸을 맡긴 느낌이다.”50) 라는 

선전 문구와 일치하는지 관객들은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스트먼 칼라는 한국 로케이션을 통한 이국풍경을 보여줌으로써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었다. 1950년  홍콩의 화 제작자들은 해외 로케이션을 시작하여 신선한 

이국 풍경을 관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호응을 받았다. <이국정원>은 최초의 한국 로

케이션 화 다.51) 한국 로케이션은 무엇보다 홍콩에서 찾을 수 없는 한국의 명승지

(고궁), 장려한 산천을 보여 줄 수 있기에 홍콩 사람에게 매우 매력적이었다.52) <이국

정원>에 한 홍보에서도 역시 한국 로케이션을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 강조했다.

46) 新晚報, 1958.3.2.
47) “佳片當前, 勢必擁擠, 欲免相隅, 火速定座.” 新晚報, 1958.3.6. 3월 7일부터 화 예매 통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그의 인기가 점차 떨어졌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48) 이스트먼 컬러란 1952년 이스트먼 코닥(Eastman Kodak)이 발명했던 35mm용 트라이팩(Tripack,3

색 컬러) 네거티브 필름이다. 이 필름은 빛에 한 감도가 다른 필름에 비해 높았고, 빛에 반응하는 

속도도 빨랐으며 입자도 덜 거칠었다. 또한 멀리 있는 사물을 비해서 뚜렷하게 촬 할 수 있었고 

좀 더 자연스러운 컬러를 연출할 수 있었다. 가격이 저렴하며 빚이 적은 상태에서도 물체를 선명하게 

찍어 준다는 장점으로 개발 초기부터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스트먼 컬러 필름의 문제점은 시간

의 흐를수록 색상이 바래는 것이었다. 박연선, 색채용어사전(예림, 2007), 140면 참조.
49) “원래 소씨의 모든 컬러 필름은 국 런던에 보내 현상 인화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고 품도 드는데 

비해 그만한 효과를 얻지 못하 다. 일본 촬 기사인 니시모토 타다시를 초빙한 이유는 컬러 화 

촬  기술을 배울 뿐만 아니었다. 더 중요한 목적은 바로 찍은 필름을 지리적 위치가 더 가까운 일본 

동양현상소(현 Imagica)에 현상하고 인화하려 했던 것이다. 邱淑婷, 앞의 책, 148쪽.
50) 新晚報, 1958.3.6.
51) 1960년  쇼브라더스유한공사와 ‘신필름’이 합작했던 일련의 사극 화인 <비련의 왕후 달기妲己>

(악풍嶽楓, 1964), < 폭군觀世音>(신상옥,엄준嚴俊, 1965), <철면황제鐵頭皇帝>(하몽화何夢華, 1966) 
등은 모두 한국 로케이션과 홍콩 세트장 촬 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52) 羅卡(Law Kar), 法蘭賓(Frank Bren), 앞의 책,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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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漢城) 고적․금궁(禁宮)․명승지

특허를 받아 촬 한다. 화면이 매우 진귀하다. 진정하게 관객의 눈요기를 위하여!

근정전(勤政殿), 과거 이(李)조 황제의 침궁(寢宮)!

회경루(會慶樓), 과거 이조 황제가 외빈과 군신을 초 하는 곳!

총통부(總統府), 이승만 통령의 사무실!

조어 (釣魚台), 아름다운 풍경이 화면을 가들 채웠다!53)

경회루(慶會樓)를 회경루(會慶樓)로 표기한 것처럼 한국 로케이션 촬 지에 한 

일부의 오인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인용한 바와 같이 상세한 소개를 통해 

한국의 명승지에 한 관객의 관심을 반 하 다. 

화 속 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한국 로케이션 장면은 홍콩 주재 한국 사관

에서 여주인공 방음의 어머니가 남주인공 수평의 친구 철고와 만나 오랜 세월 숨겨

왔던 비 을 털어놓는 시퀀스이다. 그녀는 남편과 한국에서 만나 결혼했는데 딸을 

데리고 홍콩에 다녀온 사이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남편과 아들은 실종되어 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털어 놓는다. 이 서사는 서울의 명승지를 배경으로 촬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음 어머니가 전남편과 화하는 장소는 반도호텔의 옥상(사

진 1)이며, 둘이 산책하는 곳은 경복궁 근정전(사진 2), 결혼식을 거행하는 곳은 명

동성당(사진 3), 둘이 결혼 직후 데이트하는 곳은 경복궁의 경회루(慶會樓, 사진 4), 

자녀와 함께 가족사진을 찍는 곳은 경복궁 강녕전(康寧殿, 사진 5)이다.

이외에도 <이국정원>에서는 홍콩의 관객들에게 명승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민족 

복식인 한복을 반복적으로 드러낸다. 화 속 한복은 소박하지만 때로는 화려하게 

보이기도 한다(사진6, 7, 8). 이러한 한복에 한 관심은 홍콩 관객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했을 수 있다. 

53) 新晚報, 1958.3.6.



<사진 1> 반도호텔 옥상 <사진 2> 경복궁 근정전

<사진 3> 명동성당 <사진 4> 경회루

<사진 5> 경복궁 강녕전 <사진 6> 한복사진1

<사진 7> 한복사진2 <사진 8> 한복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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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에서의 <이국정원> 수용

1) 국경을 넘은 멜로드라마

전후 한국에서 <춘향전>(이규환,1955), <단종애사>(전창근,1956), <심청전>(이규

환,1956)의 성공은 사극 화의 짧은 전성시 를 열었다. 이어 한형모의 <자유부

인>(1956)을 시작으로 홍성기의 <애인>(1956), <애원의 고백>(1957), 김기 의 <여

성전선>(1957), <황혼열차>(1957)와 이용민의 <산수화>(1957) 등 온갖 사회적 문제

를 반 한 멜로드라마들이 등장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1958년에 접어들면 홍성기의 

<별아 내 가슴에>(1958), <청춘극장>(1959), 신상옥의 <어느 여 생의 고백>(1958), 

<자매의 화원>(1959)을 비롯한 신파형 멜로가 주류가 되었다. 이렇듯 1950년  중

후반 한국 화계는 멜로드라마의 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54) 전형적 멜로드

라마인 <이국정원>도 이와 같은 유행의 흐름에 자리하고 있었다. 포스터에는 “宿命

的인 悲運속에 엉크러진 國際戀愛의 秘話”55)와 “안타가이 맺어진 國際結婚에서 破

滅의 慘路로 해메이든 어머니와/ 사랑을 따라 逃走한 그処女의 愛情秘話!”56)라는 

문구가 실려 있었다. 이를 간단히 풀어 이야기 하자면 <이국정원>은 국제적인 러브

스토리를 줄거리로 구성된 멜로드라마라는 것이다. 이 당시 한국에서 <이국정원>이 

수많이 관객들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었다. 러브스토리 가

운데 담긴 가부장제에 한 저항, 그리고 자유 연애․결혼에 한 동경과 과감한 실

험이 오랫동안 가부장제의 압박을 깊이 받은 한국 사람들의 공감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이 텍스트를 거침없이 수용하도록 했다. 

홍콩에서와 마찬 가지로 합작과 컬러는 한국에서도 우선 큰 주목을 받은 요소

다. 화 포스터에는 “韓中合作”57)과 “이스트만 칼라 純天然色”58)이라는 선전문구

를 확인 할 수 있다. 물론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3년부터 한국은 해외 화인들

과의 교류가 늘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59) 하지만 해외와의 심층적 교류인 화 

54) 한국 상자료원(KOFA), 한국 화의 풍경 1945-1959(문학사상사, 2003), 216~217면.
55) 京鄉新聞, 1958.2.15.
56) 京鄉新聞, 1958.2.16.
57) 위의 기사.
58) 京鄉新聞, 1958.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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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은 1957년 화 <이국정원>의 제작에 이르러 물꼬를 텄다고 보는 편이 옳다. 

특히 다름이 아닌 아시아 화제에서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홍콩과의 합작

이라는 것은 한국 관객들로 하여금 화의 높은 완성도와 예술성을 기 하게 했다. 

또한 흑백과 다른 ‘이스트먼 컬러’라는 혁신적 기술이 가져온 새로운 감수는 관객들

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기 충분했다.60) 이른바 선명한 천연색, 즉 “선려(鮮麗)한 화

면”61)은 단한 인기요소 다.

한국 관객들에게 있어서 홍콩과 마카오 로케이션 화면도 매우 흥미로운 것이었다. 

“아름다운 홍콩거리를 아베크하는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는 재미는 있다.”62) 라

는 표현은 화에서 단순한 이국풍광에 한 묘사를 넘어 화 줄거리의 전개에 따

라 남녀 주인공은 밤에 홍콩의 길거리에서 산책하고(사진 9), 그곳의 표적인 유원

지인 빅토리아 파크에서 데이트하고 피크 케이블카를 타고 산꼭 기에서 빅토리아 

하버의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사진 10), 같이 천수만(淺水灣) 해수욕장에서 행

복하게 달려 노는 것(사진 11) 등 러브 스토리가 긴 하게 결합한 장면들을 통해 

한국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다. 또한 소박하지만 화려한 중국 전통적

인 의상인 치파오(旗袍)(사진 12, 13), 여주인공은 입은 당시 홍콩에서의 스타일리시

한 여성 패션(사진 14, 15, 16)도 일종의 한국관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매력적인 

이국적 문화 중 하나 을 것이다.

59) 한국에서 주둔 미군 위문을 주요목적으로 1953년 가을에 미국의 인기 스타인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가 내한했으며 1955년 인기스타인 테리 무어(Terry Moore)가 내한했다. 1957년 미국 화

배우 제인 러셀(Jane Russel)이 내한하고 같은 해 미국 남배우인 보브 호프(Bob Hope)와 제인 맨스

필드(Jayne Mansfield)가 내한해 야외극장에서 주한미군 위로공연을 했다(京鄉新聞, 1957.12.27.). 
그리고 1957년 7월과 8월간에 홍콩 배우 하우란은 공연하고 합작 화에 출연하기 위해 내한하고 

큰 인기를 얻어 공연이 연기(延期)되었다(京鄉新聞, 1957.7.1. 7.22. 7.29). 반 적으로 수도 화주

식회사의 홍찬은 안양촬 소의 설립을 협의하기 위해서 1957년에 할리우드를 방문했다. MGM의 

메이어 등과 협의한 그는 최신의 기재와 시설을 도입해왔다. 이 일, 앞의 책, 300쪽, 참조.
60) 1940년 후반에 시도 되었던 컬러 화 제작은 1957년 화 <선화공주>부터 16mm 컬러로 다시 시도

되었으며 1958년 <사랑의 길>, <춘향전>, <이국전원> 등으로 이어졌다. (정종화, 한국 화전사, 
한국 상자료원, 2007, 122쪽.) 그러나 ‘이스트만 컬러’에 한 소개와 중에게의 보급이 1958년 

중반에 이르러 이루어졌다. “色彩映畫- ｢테크니ㅋ칼라｣ (3색분해촬 ․4색프린트식)가 오랫동안 미

국을 중심으로 이용되어오던중 五二년경에는 다층식(多層式)칼라필림에 화작품이 구미각국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五三․四년 ｢이스트만․칼라필림｣이 나오기까지 이를 항할만한 것은 없었다. 
｢이스트만칼라｣는 원판을 ｢이스트만칼라｣로 촬 하고 ｢푸린트｣는 ｢테크니ㅋ칼라｣ 로 한것인데 이것

은 촬 상의 편리와 경제상 큰 변동을 가져왔다.” ｢映画常識｣, �東亞日報, 1958.5.4.
61) ｢신 화－이국정원 / 선명한 천연색｣, 서울신문, 1958.2.20.
62) 위의 기사.



<사진 9> 홍콩밤거리 <사진 10> 빅토리아파크

<사진 11> 천수만 <사진 12> 치파오1

<사진 13> 치파오2 <사진 14> 세련된 복식1

<사진 15> 세련된 복식2 사진16) 세련된 복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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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극적 결말에 한 선호 

<이국정원>은 한국에서 6개월이 넘는 긴 기간 상 되어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화가 개봉되자 화인들은 이 화에 한 치열한 비판과 합작이라는 화 교류 

방식에 한 신중한 재검토를 주장하 다. 특히 홍콩 측이 한국 측과 상의 없이 한국 

측이 합작 초기 제시했던 시나리오에서 “곡절 끝에 이 유명한 홍콩의 가희는 그의 

누이동생인 것이 밝혀진다.”63) 라고 하는, 사랑하는 남녀가 고통스럽게 헤어지는 비

극적인 엔딩을 남주인공이 친어머니를 찾아 오해를 풀고 여주인공과 결혼 승인을 

받는다는 ‘해피엔딩’으로 바꿨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했다. 

…내용은 향항을 무 로 한국의 음악가와 ｢방음方音｣이라는 중국 가수가 서로 남매

간인줄 모르고 깊은 애정관계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봉건적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측의 요청으로 원적과는 달리 ｢해피엔드｣로 끝냈다고는 하나 결

국 작품으로서의 치명적인 우려는 씻을 수 없었다.64)

한국 화인들은 홍콩 측이 화 결말부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리얼리티’를 상실시켰다는 점과 홍콩 측이 너무나 선전적인 면에 치우

쳐 자기 나라를 필요 이상으로 과시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65) 결국 홍콩 측의 이

기주의로 인하여 화 <이국정원>으로 표되는 한․홍 화 합작 모델은 일정한 

정도로 애로(隘路)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하 다.66)

이것은韓國과 香港의 映畫觀客大衆들의 嗜好性의 差異에 基因하는 것이 絕對的原因

인데 例문들면 韓國大衆들이 悲劇을 좋아한다면 香港의 大衆들은 喜劇을 좋아하기 때

문이다. 그보다도 香港側의 立場은 또 하나의 重要한 問題를 가지고 있었다. 香港에서 

製作된 映畫의 觀客은 香港이나 싱가폴의 大衆이 아니고 南支那海에 散在한 數많은 

섬에 數代를 내려오며 살고 있는 華僑들이라는 것이다. 即知識水準이 韓國의 觀客大衆

63) ｢한중 합작 화 실현, 홍콩서 각본 합동 집필 중｣, 韓國日報, 1957.3.30.
64) ｢지나친 미화 관념－<이국정원(異國情鴛)>｣, 朝鮮日報, 1958.2.21.
65) 위의 기사.
66) 劉斗演, ｢合作映畫의 隘路－｢異國情鴛｣의 境遇｣, 京鄉新聞, 195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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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도 퍽 뒤 떨어진 幼稚한 觀客이 相對인 것이다.

香港에서 製作되는 映畫는 韓國映畫가 자랑으로 삼고 있는 深刻한 人間追求의 主題

를 避하고 純全히 娛樂本位의 라이트․코메디가 大部分이다. 異國情鴛도 이러한 

大衆의 嗜好性의 差異에 따르는 制約을 어느程度 받아야만했던것이다67)

위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면 홍콩 측이 <이국정원>의 엔딩 내용을 바꿨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과 홍콩 중의 기호(취향) 차이로 말미

암아 화의 엔딩을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다. 1950년  중후반 한국관객들은 비극적

인 멜로드라마를 좋아했다. 남녀주인공이 행복하게 살거나 헤어진 가족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상봉하는 해피엔딩이 가져온 행복에 동감하는 힘보다 오히려 불행한 운명

에서 현실감과 공명을 느끼게 되고 거기에 눈물을 쏟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데 

익숙했다.68) 이와 반 로 당시 홍콩 중들은 해피엔딩의 단원(大團圓) 화를 선

호했다. 이런 이유로 소씨는 <이국정원>의 홍콩에서 흥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측

이 제공했던 한국 관객의 입맛에 맞춘 비극적 결말을 희극으로 개작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소씨가 동남아 시장에서의 흥행을 고려한 결과라는 점이다. 문화 수준

의 차이, 즉 “동남아 일 의 관객들은 수준이 얕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납득될 만

한 작품내용이어야 한다”69)고 생각한 소씨측이 당지 사람들의 기호(嗜好)를 합하

기 위해 일부러 화의 중성을 강조하며 비현실적인 테마와 이상화한 줄거리를 

갖춘 순전히 오락본위의 코미디 멜로드라마 모델에 따라서 해피엔딩으로 바꾸었다

는 것이다.

  

3) 한국 화 해외진출 모델 모색

한국 화인들은 “첫 시도로서 이루어진 이국정원이 기 했던 바와 같은 큰 성

과는 거두지 못했으나마 큰 실패도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한 “앞으로도 합작

화제작의 길이 더욱 열리리라는” 마음으로 합작 과정 가운데 부딪친 문제들을 살

67) 위의 기사.
68) 화진흥공사, ｢한국 화 중흥기의 작품들－이명원｣, 한국 시나리오 선집 2권(입문당, 1982), 

426면.
69) ｢합작 화, 내용에 진중한 고려를- 우리 태세 갖추면 열려진 길｣, 朝鮮日報, 195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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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봄으로써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며 올바른 합작활동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70)

외국의 경우에서는 국제간의 스탶이나 캬스트를 합작하는 것이 고작이고 제작

이나 연출은 한편에서 완전히 자주권을 갖고 진행되는데 비하여 우리들의 경우는 자본

과 자본의 합작, 자본과 시설의 합작이라는 특수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국정원
만해도 한국측은 제작자본과 캬스트를 내고 홍콩측은 제작시설과 캬스트를 내어 

연출감독도 명목상 둘을 내세우는 등 글자 그 로의 합작 화, 따라서 양측의 견해가 

응분히 발휘되는 것까지는 좋으나 작품상으로 볼 때는 독자성이 없는 기묘한 타협작품

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71)

위의 인용한 바와 같이, 자본 부족 즉 “한국 측 제작회사들이 제작자본을 전담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 측은 연출 자주권을 상실하게 되어 홍콩 측이 

주도하는 소위 “타협작품”을 만들었다.72) 이러한 곤경에 벗어나 합작 화의 연출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한국 화인들은 “현명한 국책의 뒷받침”을 요구하며 합작 

모델의 변혁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弗貨｣ 때문에 韓國側의 意圖가 相對方의 마음 로 굽혀진다거나 (이러한 

境遇는 ｢異國情鴛｣에서도 있다는 風聞이다) 또는 正當한 韓國的表現이 不足하여 他國

(友邦)人물로 하여금 韓國을 認識케 하는 境遇가 있다고하면 우리로서는 이를 至極한 

不幸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 따로히 制作費를 따져보면 ｢異國情鴛｣ 이億

圜(中貨六〇萬元) 望鄉이 香港弗로 一四八,〇〇〇弗이 되는데 普通國産映畫보다는 좀 

많이 든 셈(勿論 共同負擔으로 半減은 되지만)이고 보니 映畫自體의 自然的宣傳效果

(合同作일라는 點에서)에서 얻은 收益을 計算애 넣는다 해도 業者들로서는 그다지 큰 

利益을 본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은 業者自身들의 問題로 보아 내버려두고라도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附隨的인 效果(即對外宣傳)面을 생각할 때에는 上述한 바와 같이 國家的

70) 위의 기사.
71) 위의 기사.
72)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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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鼓舞策이 必然的으로 따라야할 것인데 여기에는 窮極的으로 ｢씨나리오｣의 事前 檢

討와 配役메ㅁ버 特別融資等의 諸措置가 있어야 하지 않을가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政府(文教部)에서는 앞으로도 있을 外國과의 合同作品에 對해서는 以上과 

같은 點에 많은 開心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73)

해외 화사와의 합작은 단순히 한국의 화회사가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한국적인 것’을 소개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 다. 

한국의 화회사 입장에서는 국가(문교부)의 정책적 지원에 의해 해외 화사와의 

합작할 경우 실제적인 주도권(연출 결정권)을 가지고 “전형적인 한국식 인물 성격 

설정”74)을 토 로 화를 제작하는 것이 국가적 선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에 의해 <이국정원> 제작 이후 한․홍 화 합작의 모델은 확실히 변

혁을 맞이하 다. 한국 측은 더 이상 시나리오 작성에 있어 타협하지 않고 전체 자금

을 담당해 연출을 책임지고 배우는 여전히 양측이 각각 제공하고 제작은 홍콩 측이 

맡아 하는 식의 방식을 추진하 다. 이러한 화 합작 모델로 1957년 <천지유정>, 

1958년 <장상사(長相思)>, <애정무한(雨不灑花花不紅)>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이 제

작되었다. 그러나 홍콩 측은 점차 성의 없이 제작하고 한국 측은 항상 자금을 체납함

에 따라 이러한 합작 모델은 1960년 로 접어들기 전 이미 사라지게 되었다.75)

자본 부족으로 인한 연출 주도권의 상실뿐만 아니라 홍콩 측이 과도하게 상업성

만 추구하는 것도 한국 화인의 불만을 샀다. 물론 이러한 비판도 역시 한국 측의 

자본 부족과 긴 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한국 측은 자본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동

남아 일 에 광범위한 배급 체인을 가진 홍콩측 제작자와 타이엎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충”76)을 토로했다. 화 합작의 성공은 흥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

한 홍콩 소씨와 달리 한국의 입장에서 합작이라는 것은 상업적인 의미보다 문화교류

의 의미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기에 국제적 화 합작에 한 태도 혹은 목적에 있어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73) ｢合作映畫의 海外進出엔, 賢明한 國策의 됫받침을- 異國情鴛 等上映이 주는教訓｣, �東亞日報, 
1958.2.18.

74) ｢신 화－이국정원 / 선명한 천연색｣, 서울신문, 1958.2.20.
75) 羅卡(Law Kar), 法蘭賓(Frank Bren), 앞의 책, 202쪽.
76) ｢합작 화, 내용에 진중한 고려를- 우리 태세 갖추면 열려진 길｣, 朝鮮日報, 1958.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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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기업적인 성질 이상으로 국제간의 친선과 문화교류에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되므로 특히 화내용에 있어서 주제의 설정이나 소재의 선택에 있어서 보다 깊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국 화제작의 난점으로서는 우선 언어, 풍속, 생활감정의 장벽을 털고 어떻게 상호

관객 간에 이해를 시켜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건 씨나리오의 내용과 테에마
의 설정 스토오리의 선택 등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해서 홍콩, 마니

라, 사이공 등 도시를 제쳐놓고 동남아 일 의 관객들 수준이 얕기 때문에 먼저 

그들에게 납득될 만한 작품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이 있으며 심지어 문맹이 많아서 자막 

신 떠－빙을 넣어야 한다는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후진국과의 합작

경향은 국산 화의 향상에 그다지 큰 이익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이론도 없지 않다.

그러나 우선 가능한 이런 지역과의 합작으로서 다소나마 국산 화계의 푹이 넓어

지고 또한 해외시장에 진출할 길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좋은 현상이라

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인 성과보다도 문제시되어야 할 것은 합작 화가 단순

히 기업상의 교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제간의 친선을 돕고 문화교류에 이바지하는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므로 그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의 작품제작이 장려되어

야 한다는 문제가 등장된다.77)

  

위의 인용한 바와 같이, 홍콩 측은 화 시장의 확장이나 동남아시아까지의 넓은 

배급망의 유지에 집중하여 화의 예술성이 아닌 중성을 기준으로 화를 통속적

으로 만들었다. 이와 달리 한국 측은 ‘메이드 인 코리아’ 화의 수준을 유지하고 

동시에 한국 화의 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극히 저급하고 고상치 못한 내

용”을 거부하고 합작이라는 방식을 통해 상 적으로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만들려고 

계획했다. 한국과 홍콩은 합작의 출발점에 있어 상업성과 예술성의 충돌이 당시 한

국 화인이 급하게 풀어야 할 매듭이었다. 물론 홍콩 측은 상업적인 것에만 집중했

기에 해외시장 진출을 탐색하는 한국 측에게는 홍콩과의 화 합작 활동을 중지할 

수 없었다. 

정리하자면 한국 측은 홍콩과 화 <이국정원>를 합작한 후에 정부의 정책적인 

77) 위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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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를 요구하면서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찍는 길을 걸으려 했다. 그러나 새로운 합

작 모델은 단시일 내에는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 오히려 합작한 작품들이 해

외에서 상  시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다. <망향>, <천지유정>을 비롯한 한국에서 이

미 개봉되었던 합작 화들은 흥행성이 없다는 이유로 홍콩 상 이 계속 미루어져 

그 로 창고에서 잠들 수밖에 없었다.78)

6. 맺음말

1950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한국 화는 제작편수가 늘어나는 동시에 

화의 질적 향상 그리고 시장의 확 , 특히 해외 시장의 진출이 필수 불가결한 과제

다. 해외 특히 화강국과의 교류는 이미 한국 화가 용감히 다가가야 할 것이었다. 

당시 거의 절연체와 같았던 한국 화는 바로 타국에 자국 화를 수출하는 것이 어려

운 상황에서 합작이라는 경로를 택하여 초보적인 화 교류를 이루었다. 

한국연예주식회사와 소씨가 1957년부터 공동 제작했던 <이국정원>은 본격적인 

합작 화의 제작을 태동시킨 첫 작품이었다. 앞서 살펴 본 것처럼 1957년 3월 계약 

한․홍 양측은 촬 시간, 총 제작비용, 컬러 화로 찍는 세 가지 사항을 명확하게 

확정한 후 각본 협상, 배우와 스태프 선정, 홍콩, 마카오, 한국 로케이션을 순서 로 

진행했다. 1957년 12월 무렵 <이국정원>의 제작이 완성되어 1958년 2월 15일에 한

국에서 상 되었으며 같은 해 3월 6일 홍콩에서 당지 관객들과 만나게 되었다.

<이국정원>이 홍콩에서 개봉되자 한국 화 스타일과 이스트만 컬러에 한 호기

심 그리고 인기 배우의 호소력으로 개봉 초기 관객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한중 배우 사이의 교감이 없는 연기, 건조한 스토리 그리고 지루한 줄거리로 인한 

비판을 받았다. 비판의 가운데에서 국제 연애․결혼이라는 주제와 한국 로케이션을 

통해 나타난 한국의 고궁, 명승지, 전통적인 복식인 한복을 비롯한 이국풍광과 특유

한 문화가 홍콩 관객들에게 강조된 흥행적 요소 다.

홍콩에서와 달리 한국에서 <이국정원>은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화 자체뿐만 

78) ｢｢빽․ 러｣오나가나 소박｣, 서울신문, 19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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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합작 모델까지도 한국 화인들의 날카로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한국 

측은 홍콩 소씨가 협상 없이 함부로 원래 비극을 해피엔딩을 바꿨던 것에 한 불만

을 표출했다. 그 결과 한국 측의 합작 전략은 자본을 전담하고 연출 주도권을 쟁취하

는 신 모든 제작의 전권을 홍콩 측에 맡기는 새로운 합작 모델을 제시했다.

화 <이국정원>이 이끌어냈던 1950년  후반 한․홍 합작 화의 등장은 짧은 

시간 동안 <천지유정天地有情>(김화랑, 1957), <망향望鄉>(정청화, 1958), <애정무

한雨不灑花花不紅>(전택이, 도광계, 1958), <그림자의 사랑多情恨>(다른 제명 ‘다정

한’, 감화랑, 1958), <사랑하는 까닭에星月爭輝>(한형모, 1958), <장상사長相

思>(1958) 등으로 확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합작 모델을 통해 등장한 화

들은 전형적인 한국식 테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홍콩과 남아시아 관객들의 기호에 

맞지 않았다. 그 결과 이들 화들은 해외 시장에서 흥행성을 갖추지 못한 화로 

개봉이 뒤로 미루어지거나 아예 창고에 방치된 채 상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국정원>의 등장은 합작 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한국 화의 성공

적인 해외 진출의 토 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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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cceptance of the Korea-Hong Kong 
Collaboration movie, <Love with an Alien>

Liu, Yu*․Han, Sang Eon**

79)

The research of the Korea-Hong Kong Collaboration movie in 1950s was 

insignificant. Especially, the research of the part is still in the early stage because of 

the film of major work <Love with an Alien> has recently been discovered.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foreign movie company collaboration movie <Love 

with an Alien>. It is an analysis about the production background of collaboration 

movie in 1950s, the facts on the production and screening of <Love with an Alien> 

and the movie was how to be admitted in Korea and Hong Kong. Especially, the 

author will check whether peoples just focus on the box office or not and the 

Evaluation of this collaboration movie in Korea and Hong Kong by movie critics 

thought the related materials.

The fact is that this movie not only drew lots of attention with Korean location 

and application of Eastman color, but also be criticized for the story and the acting 

of actors from the Hong Kong movie critics. The preference of the Korean melodrama 

and the curiosity of the Hong Kong and Macao location are the main cause of the 

box office. But Korean movie makers still had dissatisfaction with excessive compromises 

of film contents to Shaw Brothers and afraid of the way of overseas expansion of movie.

Keywords: Love with an Alien, collaboration movie, Korean movie, Hong 
Kong movie, Lim Hwa-soo, Korean Entertainment co. Ltd., Sh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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