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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기존 영화들이 민족주의적 관점을 택하는 것과는

달리 <동주>(2016)와 <박열>(2017)은 아나키즘적 관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나키스트>(2000)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준

익 감독은 이전부터 아나키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필망설’이라

는 징크스를 깨며 일제 강점기를 다룬 영화들이 활발하게 제작되기 시작했다. 셋

째, 의열단, 김원봉 등의 소재가 간접적으로나마 다루어지며 아나키즘을 이야기

할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준익은 <동주>에서 ‘송몽규’라는 캐릭터

를 통해 아나키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며, 이후 <박열>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

로 아나키즘적 관점을 부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두 영화의 주인공들은 기존 영화

들이 다룬 민족주의적 영웅상에서 벗어나 있다. 또한 두 작품은 취조 장면을 반

복적으로 삽입하는 연출 전략을 택한다. 이는 일제의 파시즘을 비판하는 데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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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일 뿐만 아니라 한국 관객에게 다소 낯설 수 있는 ‘아나키즘’이라는 개념을 지

루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설명하는데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경향과 연출 전략은

영화의 완성도와 별개로 흥미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주제어

이준익, <동주>, <박열>, 아나키즘, 민족주의

1. 서론

이준익 감독의 <동주>(2016)와 <박열>(2017)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

며 역사 속 실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이다. 본고는 이준익이 연달아

연출한 두 영화가 한국 영화사 속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를 서사적·스

타일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두 영화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우선 <동주>에 관한 연구로는 유

동식, 조혜정, 김응교, 조흡, 양진오, 김남석 등의 글이 있다.1) 그 중 우선 조흡의

1) 유동식은 <동주>가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관객의 의식과 정서 변화를 촉발한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동주>가 일제 강점기를 다룬 동시대의 영화와 어떤 차이점을 형성하고 있
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유동식, ｢한국 대중영화의 비극성 연구: 2008년 이후 개
봉된 한국 대중영화의 이데올로기 분석을 중심으로｣, 예술전문사학위논문, 한국예술종합학교, 

2016, 117-130쪽; 조혜정은 2016년 한국영화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동주>를 ‘인물의 심리와
관계에 집중한 시대극’이라고 간략하게 평한다. 조혜정, ｢2016년 한국영화에 대한 비판적 리뷰｣, 

현대영화연구제27권, 서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7, 27-30쪽; 김응교는 <동주>의
형식적 특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지만 결국 초점은 이를 통한 ‘인문학 교육’에 있다. 김응교, 

｢영화 <동주>와 윤동주 아우라｣, 사고와표현제9권2호, 서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6, 215- 
253쪽; 다음의 두 연구는 본고가 3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연관되기에 주목할 만하다. 양
진오는 “통상적으로 우리는 윤동주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항’ 시인 내지 ‘민족’ 시인으로 정
의하지만 필자는 과연 이 정의가 합당한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는 이어 <동주>를 기반으로 윤동주가 어떻게 ‘부끄러움’이라는 문학적 자의식을 지닌 시인으
로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서술한다. 양진오, ｢시인의 탄생: 영화 <동주>를 대상으로｣, 우리말
글제73권, 경산: 우리말글학회, 2017, 286쪽; 김남석도마찬가지로 “시대의 고민앞에 부끄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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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동주>에 국가의 의미가 한껏 부각되어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그는 ‘송몽규(박정민 분)’가 “위험을 무릅쓰고 독립투

쟁에 직접 참여하는 적극적인 행동파의 투사”2)로 묘사된 점을 든다. 그런데 이러

한 해석에는 다소 의문이 뒤따른다. 극중 중국으로 항일 운동을 떠나는 송몽규는

“바쿠닌, 크로포트킨, 전 세계 인민을 하나로!”라는 대사를 외치며 환호하기 때문

이다.3) 양진오와 김남석의 분석은 윤동주를 ‘민족’ 시인 관점에서 벗어나 평가하

려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지만, 이들은 영화의 주제 의식과 형식이 어떠한 연결점

을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특히 김남석의 경우는

<동주>의 시나리오적 측면에 집중한 평론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무엇

보다도 지금까지 예시로 든 글들은 모두 <동주> 한 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박열>에 관한 분석으로는 조흡의 글4)이 아직까지 유일하다. 다시 말해

<동주>와 <박열>이 동시대의 다른 영화들 사이에서 어떠한 의미장을 형성하

고 있는지, 혹은 감독의 전체적인 필모그라피 하에서 두 작품이 어떠한 색깔을

일관되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항일 운동은 복벽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등 다양한 사상이 어우러

져 전개된 것이며 시기에 따라서도 그 결이 다양하다. 하지만 그 동안 일제 강점

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은 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독립운동을 조명하는 경

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존재 탓에 사회주의, 아나키즘5) 등의 사상은

의 정서를 부각하며 일제 강점기를 바라보는 내밀한 시각을 창출했다는 점이 <동주>의 미덕”
이라고 말한다. 김남석, ｢윤동주와 그의 시대: <동주>｣, 영상문화제21권, 부산: 부산영화평론
가협회, 2016, 75-99쪽.

2) 조흡, ｢<동주>: 시와의미투쟁｣, 대한토목학회지제64권6호, 서울: 대한토목학회, 2016, 69쪽.

3) 미하일알렉산드로비치바쿠닌(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Бакунин, 1814-1876)과표트르알
렉세예비치 크로포트킨(Пётр Алексе́евич Кропо́ткин, 1842-1921)은 대표적인 아나키즘 이
론가로분류된다.

4) 조흡, ｢<박열>: 성찰적 존재와 구조｣, 대한토목학회지제65권10호, 서울: 대한토목학회, 2017, 
96-98쪽.

5) 아나키즘은 모든 정치조직·권력을 부정하는 사상 및 운동이다. ‘무정부주의’라고도 하지만 아나키
즘은 국가뿐 아니라 자본,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의 지배를 비판한다. 바쿠닌 등의 노력으로 19

세기의 노동운동에서 위력을 갖게 된 아나키즘은 남유럽, 북미 등 산업화의 주변적 지역을 중심
으로 확대되었다. 운동으로서는 테러리즘으로 향하는 경향 외에노동조합운동과 연계된 ‘아나코
생디칼리즘’이 20세기 초에 활발하였다. 현재는 정치세력으로서는 분산하였지만 프랑스 현대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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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한동안 금기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준익 감독은 이러한 경향에서 다

소 벗어나 ‘아나키즘’에 관한 두 영화를 연속해서 감독하며 뚜렷한 작품색을 나

타내고 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지는 장을

통해 본고는 이준익 감독이 <동주>와 <박열>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주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에서 어떠한 기법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2. 최근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의 경향

한국에서 일제 강점기, 특히 1930년대를 다룬 영화는 ‘필망설(必亡說)’6)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작이 기피되어 왔다.7)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

해 이러한 영화들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 이유를 유추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민족’, 혹은 ‘국가’적인 가치를 지닌 영화들의 흥행력이 입증되었

다. 2014년 개봉한 <명량>과 <국제시장>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기성세대’

(혹은 ‘조상’)에 대한 송가(頌歌)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형성한다. “나중에 우리

후손 아그들이 우리가 이라고 개고생한 걸 알까?”(<명량>), “이만하면 내 잘 살

았지예?”(<국제시장>)라는 대사로 대표되는 두 영화는 각각 약 1761만, 약 1426

만 명에 이르는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한국영화 흥행 순위 1·2위라는 기록을 세

웠다.8) 이러한 흐름 하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독립 운동을 했던 옛 세대를 다

의 일부 등에도 아나키스트적 사고를 볼 수 있다.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정치학대사전 하
(아-하), 서울: 아카데미아리서치, 2002, 1455쪽.

6) 유선희, ｢일제강점기영화 ‘흥행참패징크스’ 깰까｣, 한겨레, 2015.7.22., http://www.hani.co.kr/ 
arti/culture/movie/701454.html, 접속일 2017.10.26.

7) 그 이유로는 1.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에게는 굴욕적인 시대라서 영화화에 어려움이 큰
점, 2. 자칫 국민 감정을 건드려 ‘친일 논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 3. 제대로 고증을 하려면
손익분기점이치솟는다는점등을들수있다. 같은글.

8) 2017년 12월 1일 기준이며 현재(2018년 8월 29일)는 <신과함께-죄와 벌>(2017)이 2위에 올라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박스오피스 홈페이지, http://www.kobis.or.kr/kobis/business/stat/boxs/findFormer 
BoxOfficeList.do, 접속일 201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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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일제 강점기 영화’ 역시 그 동안의 금기를 깨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

던 것이다. 또한 2015년에 접어들면 <암살>이 등장하는데, 이 영화는 일제 강

점기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필망설’ 징크스를 깨고 약 1270만 명에 이르는 관객

을 동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2015년 10월부터 시작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그리고 2015년 12월 28일 갑작스러운 한·일 위안부 협상 등의 사건들로 인해 사

회 전반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이를테면 2016년 2월 24일 <귀

향>이 개봉하는데, 이 영화는 투자에 난항을 겪으며 14년 간 제작이 유보되어

왔으나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하여 세상에 빛을 보게 되었다. 결국 영화는 60만

명이라는 예상 손익분기점을 훨씬 뛰어넘으며 약 358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덕혜옹주>(2016), <밀정>(2016), <군함도>(2017), <대

장 김창수>(2017) 등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비교적 최근까지 꾸

준히 제작되어 온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즉 2016년 2월 17일에 개봉한 <동

주>와 2017년 6월 28일에 개봉한 <박열> 등장 역시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

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일제 강점기 영화’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앞

서 언급했듯 항일 운동에는 매우 다양한 노선이 존재했는데 기존의 영화들은 “조

선인 대 일본인, 피지배자와 지배자라는 이분법을 통해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민

족의 차이를 부각”9)하는 것에만 집중한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암살>과

<밀정>은 다소 색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암살>에서는 김구와 함께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김원봉은 의열단

의 단장으로서 3·1운동 직후 아나키즘적 성향10)을 지닌 의열단 활동을 통해 “암

살·파괴의 폭력투쟁을 전개하여 일본에게는 큰 충격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고 국

내외 동포들에게는 희망을 주었”11)던 독립 운동가이다. 중일전쟁을 계기로 독립

9) 김승경, ｢역사와 기억의 사이: 영화 <암살>｣, 현대영화연구제23권, 서울: 한양대학교 현대영
화연구소, 2016, 153쪽.

10) 장지락(張志樂)은 자신이 아나키스트집단에들어간뒤에야 의열단의서클생활에 참가할수 있
었다고 하면서, 의열단은 아나키즘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었다고 회고하였다. 이호룡, 한국의 아
나키즘: 사상편, 파주: 지식산업사, 2001, 148쪽.

11) 염인호, ｢김원봉: 의열투쟁과 무장독립운동의 선구자｣, 한국사 시민강좌제47권, 서울: 일조각, 
2010,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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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전선이 좌우 진영으로 재편성된 이후에는 “김구와 김원봉에게 각각 재정적

인 지원을 하고 있던 중국 정부가 이들의 통일을 종용하고 나섰”12)을 만큼 김원

봉은 독립 운동사에서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개방적인

사상과 월북으로 인해 “한 쪽으로부터는 위험한 공산주의자로, 다른 한 쪽으로부

터는 기회주의자로 낙인”13)찍히게 되었다. <암살>은 이러한 김원봉에 대한 재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의열단이 지닌 사상적 특징들이 전면

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독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기무라(김

인우 분)’라는 일본인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점과 김원봉의 일부 대사14)를 통해

그의 아나키스트적 면모를 읽어볼 수 있을 따름이다. 김원봉은 ‘임정 불관론(不關

論)’15)을 고수하다가 1942년 10월에 들어와서야 임시정부에 합류한다. 하지만 영

화의 주 배경은 1930년대이며, 처음부터 김원봉과 김구가 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즉 <암살>은 항일 운동에 다양한 사상적 결이 존재하고 있었

음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그것이 효과적으로 혹은 명확하게

묘사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밀정>은 1923년 의열단에 의해 일어났던 ‘황옥 사건’16)을 모티브로 하고 있

다. <밀정> 역시 ‘의열단’이라는 소재를 가져옴으로써 항일 운동을 바라보는 새

로운 관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하지만 의열단과 그들에 의한 운동이 전

면적으로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는 의열단의 핵심 사상인 아나키즘이 명

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극중 ‘연계순(한지민 분)’의 위장 부부로 헝가리인 ‘루

비크(포스터 B. 버튼 분)’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점을 통해 당시의 아나키즘적 반

12)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독립운동사강의, 파주: 한울, 2007, 409쪽.

13) 염인호, 앞의글, 252쪽.

14) 다음의 대사를 참고할 것. 최동훈, <암살>, 2015. “황덕삼: 피치 못 할 땐 민간인 죽여도 됩
네까? / 김원봉: 안 된다. / 황덕삼: 일본 민간인은요? /김원봉: 모든 민간인들은 죄가 없지. 그
냥총알에도눈이있다고생각하자고.”

15) 백동현, ｢의혈투쟁에서민족통일전선운동으로｣, 한국사학보제1권, 서울: 고려사학회, 1996, 353쪽.

16) 1922년 하반기에 의열단이 주요 통치시설 파괴와 요인 암살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중심인물은 단원 김시현이지만, 추진 과정에 현직 경부였던 황옥이 가담했기 때문에
흔히 ‘황옥 사건’이라 부른다. 박찬승, 한국독립운동사: 해방과 건국을 향한 투쟁, 서울: 역사
비평사, 2014,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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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제국주의 운동이 국적을 초월한 것이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을 뿐이다. 극중

의열단장으로 등장하는 ‘정채산(이병헌 분)’ 역시 김원봉을 모티브로 하고 있으나

‘특별출연’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암살>과 <밀정>은 항일 운동사에 있어

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열단’과 ‘김원봉’을 등장시키고 있지만 그

들이 지니고 있었던 아나키즘적 항일 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기존에 일제 강점기를 다룬 영화들이 보여준 또 하나의 경향은 역사적 실존

인물에 대한 영웅화를 통해 반일 감정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이를 대표하는 영

화로 <덕혜옹주>를 들 수 있다. 이 영화는 덕혜옹주의 삶을 통해 ‘민족의 비극’

을 이야기한다. ‘덕혜(손예진 분)’가 기모노 입기를 거부하는 장면부터 궁중 의복

을 차려 입은 늙은 상궁들이 고국을 찾은 덕혜를 반기는 장면까지 이 영화는 ‘민

족’이라는 코드를 반복해서 노출한다. 이러한 점 탓인지 <덕혜옹주>는 사실과는

달리 왕실 사람들을 항일 운동에 가담했던 것으로 설정한다. 민족주의적 요소에

서는 모두를 하나로 묶는 통합 의지, 그리고 그것을 자극하는 민족 영웅이 중요

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극중 덕혜는 조선인들의 사기를 올린다는 이유로 강

제 일본 유학을 떠난다. 이후 그녀는 ‘이우 왕자(고수 분)’와 ‘김장한(박해일 분)’이

사실은 독립운동에 힘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일본 내에서 조선 노동자들

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친일 연설을 하면 위독한 상태의 어머

니를 만나러 갈 수 있지만 결국 덕혜는 조선어 연설로 노동자의 사기를 격려하

는 길을 택한다. 영화는 인물들의 고결함과 영웅적인 면모를 묘사하고 이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반일 감정을 이끌어낸다. “덕혜옹주를 주인공으로 영화화하는

순간, 덕혜옹주가 가야 할 길은 정해진 것”17)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지금껏 언급한 영화와는 달리 <동주>와 <박열>은 아나키즘적 요소들을 강

력하게 부각한다. 즉 아나키즘이 “일제시대의 한국독립운동사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정당하게 평가를 받지 못”18)한다는 문제의식이 바로 두 영화의

17) 정하제, ｢덕혜옹주, 역사적 왜곡과 영화적 선택 사이에서｣, 공연과 리뷰제22권3호, 서울: 

현대미학사, 2016, 202쪽.

18) 오장환, 한국아나키즘운동사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1998,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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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이준익은 인터뷰를 통해 <동주>와 <박열>이 쌍둥이와

같은 작품이라는 점을 밝힌 바가 있다.19) 이어지는 장을 통해서는 두 작품이 어

떠한 공통적 비판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3. <동주>와 <박열>의 비판 전략

1) 아나키즘적 관점의 부각

경술국치부터 3·1운동까지 항일 운동의 중심 이념은 복벽주의와 공화주의였

다.20) 이후 일제의 ‘문화 정치’로 인해 출판물 간행 등이 허용되며 서구 사상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이 시기는 “석가와 공자 이래의 동양 사상과 야소와 소크라테

스 이후의 서양 사상이 한꺼번에 모여 서로 제 것이 옳다고 싸우는 ‘혼돈상태’였

다.”21) 그러한 만큼 당시의 항일 운동 역시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민족주

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등의 사상은 서로를 배척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혼재되기

도 했다. ‘일본 제국주의 타도’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신

채호는 “민족주의자이자 동시에 아나키스트인”22)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에서 예시로 든 김원봉 역시 단순히 아나키즘적인 사상만을 나타낸 것은 아니

었다.23) 1920년대 이후 항일 운동은 크게 민족주의적 계열과 사회주의적 계열로

양분된다. 민족주의자와 논쟁을 거듭하던 사회주의자들의 이론이 점차 체계화되

면서 아나키스트들을 밀어내고 헤게모니를 장악해 갔기 때문이다.24) 하지만 아나

19) 이은지, ｢이준익 감독 “<박열>은 <동주>와 이란성 쌍둥이 같은 작품”｣, 스포티비뉴스, 

2017.6.27., http://www.spotvnews.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3802, 접속일 2017.11.25.

20) 한국근현대사학회, 앞의책, 349쪽.

21) 양명, ｢우리의사상혁명과과학적태도｣, 개벽제43호, 서울: 개벽사, 1924, 28쪽.

22) 장은정, ｢신채호의 아나키즘에 투영된 민족 개념｣, 기전문화연구제36권, 인천: 인천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2010, 143쪽.

23) 앞서 밝혔듯 김원봉은 개방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1920년대 공산주의 사조가 활발해졌을
때에는 이를 적극 수용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는 정통 공산주의자들과는 선을 그었다. 염인호, 
앞의책, 251-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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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즘적 계열의 항일 운동 역시 “국내의 지식인, 일본의 유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중국의 독립운동자에게 수용되어 민족주의운동, 공산주의 운동과 함께 일제하 민

족해방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25)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준익이 아나키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아나키스트>(2000)를

제작하면서부터였다.26) 이 영화는 의열단원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이며 관객

수 약 23만 명으로 흥행에 실패했다. 그러한 이유 탓에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동주>가 제작되기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걸렸으며, 제작 금액 역시 상대적

으로 저예산인 5억 원27)으로 책정되었다. 그렇다면 제목만으로 그 의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아나키스트>와 달리 <동주>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아나키즘적

관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

<동주>의 주인공은 시인 윤동주이다. 하지만 영화는 극중 ‘윤동주(강하늘 분)’

와 대비를 이루는 ‘송몽규(박정민 분)’를 전면에 제시한다. 실제 송몽규는 1935년

난징(南京)으로 건너가 ‘임정 군관학교(낙양군관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받았으며

성향으로는 ‘김구파’에 속했다고 한다.28) 또한 윤동주와 송몽규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재판의 판결문29)과 기존 송몽규에 대한 분석들30)을 검토해 볼 때, 송몽규

가 아나키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준익은 <아나키스트>로부터 지속된 ‘아나키즘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주제 의식

을 부각시키기 위해 송몽규라는 캐릭터를 아나키스트로 각색한 것이다.

영화의 초반부 송몽규는 마을 사람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는데, 이 장면을 통해

영화의 주제 의식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 송몽규는 핍박의 배경에 ‘일본군

24) 이호룡, 앞의책, 356쪽.

25) 오장환, 앞의책, 259쪽.

26) 임수연, ｢[씨네 인터뷰] “하찮은 것이 아름답다”-<박열> 이준익 감독｣, 씨네21, 2017.6.29.,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87567, 접속일 2017.12.2.

27) 이은지, 앞의글.

28) 송우혜, 윤동주평전, 서울: 푸른역사, 2004, 134쪽.

29) 이수경, ｢윤동주와 송몽규의 재판 판결문과 문우(1941.6)지 고찰｣, 한국문학논총제61권, 부산: 

한국문학회, 2012, 387-424쪽.

30) 이에관해서는다음의두논문을참고하라. 이형석, ｢항일역사의뒤안길: 북간도가낳은청년문
사 송몽규｣, 북한제263권, 서울: 북한연구소, 1993, 113-120쪽; 홍성표, ｢송몽규의 민족의식
형성과기독교｣, 동방학지제180권, 서울: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2017, 385-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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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총칼’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주’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즉 그는 민족주의적 관

점에서의 ‘독립’이 아닌 ‘인민 해방’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했

듯이 중국으로 떠나는 송몽규는 바쿠닌과 크로포트킨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한다. 

바쿠닌은 근대 아나키즘의 핵심적인 원리를 구체화한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그

는 이론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아나키즘 사회의 실현을 위해 투쟁한 인물이

다.31) 또한 크로포트킨은 바쿠닌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 아나키즘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32) 즉 아나

키스트로 각색된 송몽규를 통해 감독은 항일 운동에 다양한 사상적 결이 존재하

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30년대 중반 이후부터 아나키스트 세력은 쇠퇴 과정을 겪는다. 테러 활동으

로 인해 구성원들의 검거가 지속되었고, 혁명의 근거지를 건설하려는 시도 또한

민족주의자와의 갈등과 일제의 만주 침략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일상투쟁론 역시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일본 한국인 아나키스트들은 “아나키

즘에서 금기시하는 중앙집권적 조직을 결성하고자 했고, ‘민중독재론’을 제창하여

결정적 시기에는 민중독재를 실시하여 권력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3) 

극중 송몽규 역시 일본의 전황이 악화된 틈을 타 재일 학생들을 규합해 징병제

를 활용한 폭력 투쟁을 진행하려 한다. 하지만 결국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간

다. 이는 실제 당시 아나키즘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재일본 아나키

스트들은 아나키즘의 본령에서 이탈하면서까지 아나키즘 운동을 재건하려 했으

나 결국 일제의 탄압에 의해 실패를 하고 만 것이다.

<동주>에서 아나키즘을 언급한 시도는 <아나키스트>때와는 달리 큰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준익은 이를 통해 “<박열>에 도전해보아도 되겠다.”34)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박열>은 실제 아나키스트였던 박열을 주인공으

로 내세움으로써 보다 직접적으로 아나키즘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킨다. 영화 초

반에 제시되는 텍스트를 비교해 봄으로써 통해서 그러한 차이를 엿볼 수 있다.35) 

31) 오장환, 앞의책, 19쪽.

32) 같은책, 19쪽.

33) 이호룡, 앞의책, 359쪽.

34) 임수연, 앞의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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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주>의 영어 제목이 <동주: 한 시인의 초상화(Dongju: The Portrait of a 

Poet)>인 것에 비해 <박열>이 <식민지에서 온 아나키스트(Anarchist from 

Colony)>라는 제목을 사용하며 ‘아나키스트(Anarchist)’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우

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볼만하다.

1921년 박열이 조직했던 ‘흑도회’는 단체명에서부터 아나키즘을 상징하는 흑

(黑)색이 등장한다. 또한 그들이 간행한 흑도의 내용들을 통해 이들이 아나키
즘적 성향이 강했던 단체였다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36) 물론 흑도회가 아나키

즘적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고 해서 그 개별 구성원까지 모두 같은 사상을 지

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흑도회에는 “사회주의·아나키즘·민족주의 등 각 사상조

류가 합류하고 있었”37)으며, 경북경찰국 역시 이들을 ‘명확한 사상적 체계가 없

는 추상적, 사회주의적 민족주의’라고 분석했다.38) 박열 역시 당대의 항일 운동가

들이 그랬듯이 다양한 사상을 수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화는 그들이 지니고 있

었던 아나키스트적 속성을 부각한다. 이는 송몽규가 아나키스트로 각색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극중 ‘박열(이제훈 분)’과 그의 동지들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북아 일보 
초대 주필 김성철’을 습격한다. 김성철은 ‘국제 정세는 러시아 사회주의와 미국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사이에서…….’라는 말로 ‘무식한’ 그들을 꾸짖는다. 그러나

박열과 그의 동료들은 ‘독립 운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린 폭탄 살 돈

도 없다.’라며 김성철을 구타한다. 이러한 장면은 그들이 민족주의에도 사회주의

에도 속하지 않고 있으며, 이론과 말로 하는 투쟁이 아닌 무력과 테러를 동반한

투쟁을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39) 

35) 이준익, <동주>, 2016. “영화 ‘동주’는시인 윤동주의삶을 토대로 만든순수 창작물이며. 일부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준익, <박열>, 2017. “이 영화는 고증에 충실한
실화입니다”. 

36) 이에관해서는다음의글을참고하라. 저자미상, ｢창간에즈음하여｣, 흑도제1호, 일본: 흑도회, 
1922.7.10. 오장환, 앞의책, 94-95쪽재인용.

37) 한국근현대사학회, 앞의책, 304쪽.

38) 오장환, 앞의책, 94쪽.

39)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라. 신도파(신영우), ｢어느 방의 벽으로부터｣, 흑도제1호, 
1922.7.10. 이호룡, 앞의책, 132쪽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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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박열은 ‘음모론’이라는 글을 통해 자신의 사상, 즉 ‘테러적 직접행동론’40)

만이 유일한 수단임을 밝히고 있다.41) 영화 역시 이러한 박열의 사상을 서사에

반영한다. 극중 박열과 그의 동지들은 폭탄을 통한 폭력 투쟁을 모의한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의를 통해 ‘사회주의자를 매도한 신문기자 특파원 장진성’을 구

타할지 말지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박열>에서는 ‘가네코 후미코(최희서 분)’42)라는 인물이 중요하게 다루

어진다. 그녀는 박열에게 “저도 아나키스트 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박열

은 “일본 사람이라 반감 있어?”라는 ‘김중한(정준원 분)’의 물음에 “내가 일본 권

력에 대해서는 반감이 있지만 민중한테는 오히려 친밀감이 들지.”라고 대답한다. 

이전 영화들에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일본인들은 조력자 역할 정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가네코 후미코’는 박열 못지않게 큰 비중으로 다루어진다. 즉

그 동안 항일 문제에서 전면에 나오기가 힘들었던 일본인 캐릭터의 비중을 높이

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박열>이 민족주의 담론과는 다른 층위에서 ‘일본’이 아

닌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려는 전략을 취함을 확인해볼 수 있다.

2) 민족주의적 영웅상에서 벗어난 인물 제시

루이스 스나이더(Louis L. Snyder)는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요소로 “우리라는 집

단의식, 공통의 영역, 공통의 언어, 공통의 종교, 공통의 역사와 전통, 공감을 얻

을 수 있는 민족의 영웅,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통합 의지”43)를 든다. 그리고 그

는 “통합 의지를 자극해 주는 것은 우리 의식이나 민족 영웅과 같은 존재이며, 

이것들에 의해 하나의 정치제도로 통합되고자 하는 열망”44)이 표출된다고 말한

40) 1876년 베른대회에서 ‘사실에 의한 선전’이 슬로건으로 채택된 이후 아나키스트들은 테러를 주
요한 수단으로 채택하였다. 한국인 아나키스트들 역시 1910년대 말부터 테러적 직접행동론을
방법론으로채택한다. 같은책, 266-267쪽참고.

41) 박열의사상에관해서는다음의문헌을참고하라. 같은책, 267-268쪽.

42) 그녀는 박열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22년 5월경 박열은 가네코 후미코와 동
지관계로발전하였으며, 이시기부터그는본격적으로급진적투쟁 방법을차용하기로 하였다. 

이에대한대표적예가 1923년 10월예정이었던일본황태자결혼식폭탄투척계획이다.

43) 박찬승, 민족·민족주의, 서울: 소화, 2016,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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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기존의 영화들에서는 자연스럽게 독립 운동가들이 ‘영웅’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영웅’에 관한 의미는 그 폭이 매우 넓은 편이다. 따라서 논의를 전개하기에 앞

서 우선 ‘영웅’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영웅’이라 함은 곧 “지혜

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45)이

다. 또한 영웅이란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운명을 체현하는 존재이고, 따라

서 영웅이 겪는 시련과 위기는 공동체 전체의 시련과 위기이며, 영웅의 싸움은

공동체 전체의 보존을 위한 운명적인 과업이 된다.”46)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영화에서 독립 투사로 형상화되는 인물들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경

우가 많다. 이는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William Butler Yeats)의 시에서 드러난

‘비극적 영웅주의’47)라는 개념과 연결해서 생각해볼 만하다. 특히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매개하는 방식’으로 ‘불만스러운 시대에 항거하고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하

는 영웅의 서사’가 고안되었다는 문장은 다시 한 번 곱씹어볼만한 가치를 지닌다.

앞서 기존 연구를 검토하며 윤동주가 보편적으로 ‘저항 시인’, 혹은 ‘민족 시인’

과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의 가치는 그러한 차원에만 머물러 있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다.48) 상당수의 문인들이 패배주의적인 현실

인식을 보여준 반면 윤동주는 자아 성찰을 통해 저항 또는 주체 정립의 가능성

을 보여준 것이다. 영화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저항 시인’ 혹은 ‘민족

시인’ 윤동주의 모습이 아닌 끊임없이 고뇌하고 갈등하는 ‘인간’ 윤동주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민족적’인 의미에서만 일제 강점기를 비판하려는 태도를 보다 확

44) 같은책, 135쪽.

45) 국립국어연구원, ｢영웅｣, 표준국어대사전중(ㅂ~ㅇ), 서울: 두산동아, 1999, 4422쪽.

46) 한국문학평론가협회, ｢영웅｣, 문학비평용어사전하, 서울: 국학자료원, 2006, 512쪽.

47) 비극적 영웅주의는 당시 식민지 아일랜드 상황의 역사적 단절감과 피폐한 현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영웅적인 자아와 통합된 민족이라는 이상 사이의 간극을 매개하는 재현의 양식, 혹은
현실에서의 차이를 해결하는 이데올로기적 양식으로 볼 수 있다. 예이츠는 그러한 현실과 이상
의 차이를 매개하는 방식으로 불만스러운 시대에 항거하고 죽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영웅의
서사를 고안하고, 이것이 곧 켈트족의 정신성을 복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민족의 정체성을 정
의하였다. 박미정, ｢예이츠의 민족 정체성 탐구와 글쓰기: 비극적 영웅주의｣, 현대영미시연구
제12권, 인천: 한국현대영미시학회, 2006, 108쪽.

48) 이에관해서는다음의문헌을참고하라.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서울: 민음사, 2013, 6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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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고자 하는 영화의 주제 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극중 ‘윤동주(강하늘 분)’는 ‘송몽규(박정민 분)’에 비해 여러모로 부족하다. 등단

에 거듭 실패하는 윤동주와 달리 송몽규는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신춘문예에 당

선된다. 또한 송몽규는 윤동주가 탈락한 교토제국대학에도 합격한다. 즉 윤동주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이는 보편적 의미에

서의 영웅상과 차이를 형성한다. 그렇다고 송몽규가 뛰어난 영웅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 역시 아니다. 영화는 서사 말미에 일본 경찰에게 쫓기는 초라한 모습의

송몽규를 제시한다. 윤동주는 시집 출간을 앞두고 있었기에 함께 떠나자는 송몽규

의 청을 거절한다. 이후 도망을 가던송몽규는 일본 경찰에게 검거당한다. 이 지점

에서 영화는 ‘윤동주(강하늘 분)’의 목소리로 <자화상>이라는 시를 삽입한다. 이

시에서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행동과, 나의 시선으로만 볼 수 있는 내 모습을 타

자(‘사나이’)로 전이시키는 것은 “객관적인 자기 성찰의 과정을 모색하려는 시도”49)

라고 할 수 있다. 초라해진 송몽규와 고뇌하는 윤동주를 보여주는 이 장면에서 두

사람들의 영웅적 모습이나 고결함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영화는 그들 개인 내면

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여준다. “시는 가급적 빼라. 인민을 나약한 감상주의자로 만

드는 거이 문학 아이라.”라고 말하던 열혈 청년 송몽규는 하이 앵글로 촬영된 이

장면에서식민시대를살아가던평범하고어린학생의모습으로돌아온다.

<박열>은 시작과 동시에 <개새끼>50)라는 시를 삽입한다. 이와 동시에 더벅

머리를 하고 턱수염을 기른 박열이 허름한 차림으로 땀에 젖은 채 인력거를 끈

다. 또한 영화는 자기도취에 빠진 듯한 박열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이

러한 점 역시 기존의 영웅상과는 다른 것이다. 극중 박열을 상대하는 인물들은

모두 그를 마치 정신이 이상한 상태로 판단한다. 형무소 소장 ‘후지시타(요코우치

히로키 분)’ 뿐만 아니라 예심판사 ‘다테마스(김준한 분)’와 내무대신 ‘미즈노(김인

우 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영화는 이들을 미치광이로 취급하던 일제의

49) 이지나, ｢｢자화상｣에 나타난 자아 인식의 양상: 윤동주와 서정주의 ｢자화상｣을 중심으로｣, 한
국시학연구제8권, 서울: 한국시학회, 2003, 194쪽.

50) 영화에서 소개된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개새끼로소이다./하늘을 보고 짖는/달을 보고 짖는/
보잘 것없는/나는개새끼로소이다./높은양반의 가랑이에서/뜨거운것이 쏟아져/내가목욕을할
때/나도그의다리에다/뜨거운줄기를뿜어대는/나는개새끼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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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이 오히려 파시즘의 광기에 휩싸인 ‘진짜’ 미치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준익은 모든 일본인을 악역으로 그리면서 ‘민족 대 민

족’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지양한다. ‘다테마스’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모순적인 사법 절차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 ‘후

지시타’ 역시 처음에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를 단순히 미친 것으로 취급했지만

나중에는 가네코 후미코의 글을 교정해주고 박열의 재판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

인다. 이러한 캐릭터 역시 이준익이 민족주의적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일본’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고자 함을 반영하는 것이다.

영화는 박열이 기존의 ‘고결한’ 영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한다. 이를테면

박열은 대역죄로 기소되어 대법원에 서게 되는데 자신은 피고로서 법정에 서는 것

이 아니므로 조선을 대표하는 예복을 입게 할 것을 요구한다. 이윽고 재판장에 등

장한 박열은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다. 그런 박열을 보고 방청객들은 웃음을 터트

리고 박열의 동지들은 법정이 결혼식장이 되었다며 춤사위를 벌인다. 조선인 기자

‘이석(권율 분)’가 박열과 그의 동지들을 비판하며 꾸짖는 장면 역시 같은 맥락에서

라고할수있다.51) 이는기존의 ‘숭고한’ 영웅묘사와는다른지점인것이다.

사형 집행을 당하면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내 박열은 그러지 못

한다. 폭동을우려한일본내각이 ‘정치적인선택’을내리기때문이다. 박열과가네코

후미코는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는 내용이 적힌 일본 천황의 ‘은사장’을 받고

분노한다. 극중박열은 “폭탄도못던지고이름도못남겼는데”라는자조적인대사를

내뱉는다. 그는기존영화에서등장했던 ‘비범한능력’을지닌인물이아니다. 가네코

후미코, 그리고윤동주와송몽규역시마찬가지다. 이들은민족주의적관점에서 ‘통합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영웅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동주>와 <박열>은 ‘민족적 영

웅’을 강조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는다. 대신 영화는 다양한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요소들을 개인 내면의 서사를 통해 보여준다. 이를 통해 영화는 그들을 희생시켰던

일본제국주의의파시즘적광기와비이성적인요소들을성찰하도록유도한다.

51) 다음의 대사를 참고할 것. “이석: 뭐가 대단해? 하기를 뭘 했어. 성격만 불같았지 한 게 아무
것도 없잖아. (…) 잘은 모르겠지만, 여자관계도 복잡한 것 같던데. 뭐 혁명이니 아나키스트니
여자꼬시기엔아주최고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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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조 장면의 반복 삽입을 통한 논설

지금껏 언급한 주제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동주>와 <박열>은 공통적 연출 스

타일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동주>는 시작부터 ‘1943년 일본’이라는

자막과 함께 취조를 받는 윤동주의 뒷모습을 보여주며 서사를 시작한다. 다음 취조

장면에서 윤동주는 형사로부터 송몽규가 이웅을 암살했다는 말을 듣고 자리를 박차

고 일어나지만 이내 분노를 억누르며 눈물을 글썽인다. 그런 윤동주에게 형사는 손

가락을 까딱거리며 앉을 것을 지시한다. 이러한 행위는 곧 일제의 강압적인 태도와

폭력성을상징한다. 다음취조장면에서형사는윤동주가 ‘독립군이득실거리는북간

도’에서 자랐기에 ‘불온한 사상’에 젖어 있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윤

동주는당황하며 항변을 한다. 이는 <박열>에서 일본내각이 박열에 대한취조결

과를 이미 설정해놓고 조사를 진행한 구조를 상기시킨다.52) 다음 취조 장면에서 형

사는 생체 실험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윤동주에게 송몽규의 혐의를 시인할 것을

요구한다. 다음 취조 장면에서 형사는 ‘다카마쓰 교수(김우진 분)’를 ‘군국주의에 반

대하는 대표적 요시찰 인물’이라 말한다. 이후 형사는 광기에 휩싸인 채 ‘아시아 해

방’의필요성을외친다. 이후마지막취조장면에서형사는윤동주에게모든죄에서

명을 할 것을 강요한다. 이 장면에서 윤동주가 있던 자리에 ‘갑자기’ 송몽규가 등장

한다. 두사람은한사람인것처럼동일화되어형사와대화를주고받는다.

그림 1. 동일시되는 윤동주와 송몽규

52) 사법절차를중요시하면서도이를어기는모순적인태도는 <박열>에서내무대신 ‘미즈노(김인우
분)’를통해형상화되는데, <동주>에서형사역을맡은것역시같은배우로설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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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이어지는 대사는 역시 요식 행위에 불과한 사법 절차를 중요시하는 허

울뿐인 일제의 모순과 광기를 보여준다. 이후 송몽규는 자신의 죄목을 읽어나가

며 하나하나 서명을 해나간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한 운동들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한다. 이와 달리 윤동주는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을 택

한다. ‘이런 세상’에 시인이 되기를 원했고, 송몽규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닌 것이

부끄럽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는 자신 앞에 놓인 종이를 찢어버린다.

<박열> 역시 <동주>와 마찬가지로 취조 장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열의 조사를 맡게 된 ‘다테마스’는 ‘미즈노’로부터 “과정은 합리적으로,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있네.”라는 말을 듣고 의아해한다. 이렇듯 <박열> 역시 <동주>

와 마찬가지로 취조라는 행위 자체가 이미 모순으로 가득 찬 요식 행위일 뿐이

라는 것을 드러낸다. 

박열과의 첫 대면에서 다테마스는 박열의 기소 이유가 “무정부주의자를 선동

하여 사회주의 운동 및 무장 투쟁을 목적으로 한 비밀 결사단 결성혐의”라는 것

을 밝힌다. 이후 심문을 받던 박열은 갑자기 가네코 후미코로 대체되며, 두 인물

은 번갈아가며 다테마스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받는다. 이는 <동주>

에서 윤동주와 송몽규가 교차되던 것과 같은 기법이다.

그림 2. 동일시되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이어서 다테마스는 ‘불령사’가 사회주의자 단체인지를 물어본다. 박열은 단호하

게 불령사가 아나키스트 단체라고 말하며, 자신이 그 주동자임을 밝힌다. 다음

취조 장면에서 ‘같은 일본인으로서 도울 게 있으면 돕겠다.’라는 다테마스의 말에

가네코 후미코는 오히려 천황이 쓸모없는 존재임을 말하며 아나키즘적 강하게

166  한국예술연구 제21호

인식을 드러낸다. 이후 다테마스는 박열이 이름만 바뀐 여러 단체들을 조직한 것

을 조롱한다. 이에 박열은 자신은 본능대로 살며 ‘하고 싶으면 한다.’라고 말한다.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다테마스에게 ‘정사.’라고 대답을 하는 것은 가네코

후미코이다.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기존의 민족적이고 고결한 영웅의 모습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암살>, <밀정>과 같은 영화들은 아나키스트를 등장시키고는 있지만 그 사

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보편적 한국 관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아나키즘적 항일 운동 사상을 열거하는 것은 다소 지루한 상황이 될 수 있

다. 하지만 <박열>은 ‘취조’라는 상황 설정을 활용해 그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이를테면 가네코 후미코는 취조 장면을 통해 일본 황태자를 죽이려 하는

이유를 연설한다. 이어지는 재판 장면 역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법정에서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는 아나키즘에 입각한 항일 운동 사상을 논설한다. 이 부분

은 정보 전달량이 많기 때문에 자칫 지루함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감독은 대

사 사이사이에 ‘방청객에 의한 훼방’ 같은 요소를 인위적으로 배치한다. 재판이

끝난 후 미즈노는 재판장 ‘마키노(김수진 분)’에게 “재판장이 피고들 연설장이야?”

라며 소리를 지르고 마키노 역시 “피고의 발언은 막을 수 없습니다!”라고 소리

질러 대답한다.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장면은 일제의 모순을 풍자할 뿐만 아니라

앞서 길게 지속되었던 법정 장면에서의 지루함을 상쇄하려는 장치로 활용된다.   

4. 결론

지금까지 <동주>와 <박열>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제 강점기를 다루고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선 기존의 ‘일제 강점기 영화’들과는 달리 <동주>와

<박열>은 아나키즘 항일 운동을 조명하고 있다. 이는 <아나키스트>를 제작했

던 이준익의 개인적 관심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

개될 수 있었던 까닭은 최근 일제 강점기를 다룬 영화들이 ‘필망설’이라는 징크

스를 깨며 활발하게 제작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암살>과 <밀정> 등에서 ‘의

열단’, ‘김원봉’ 등이 다루어지며 간접적으로나마 아나키즘을 이야기할 분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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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아나키즘은 ‘민족’을 넘어 세계적인 차원에서 평등과 자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이에 따라 <동주>와 <박열>에서는 기존의

영화들이 다루었던 민족주의적 영웅상에서 벗어난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다. 뿐만 아니라 영화는 상술한 점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취조 장면을

반복해서 삽입하고 있다. 특히 편집을 통해 <동주>에서는 윤동주와 송몽규가, 

<박열>에서는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동일시되는 장면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보았다. 

한국에서 아나키즘은 사회 진화론적 관점에 입각한 항일 운동을 극복하기 위

해 수용되어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나키

즘은 좌익과 우익의 대립 사이에서 점차 그 위상을 상실하고 말았다. 이준익 감

독은 이러한 ‘제3의 사상’인 아나키즘을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일제 강점기를 바

라보는 시각을 확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오랫동안 냉전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우

익 민족주의적 관점을 주로 투영해왔던 한국영화에 신선한 바람을 가져온 것이

다.53) 이는 영화의 미학적 완성도와는 별도로 색다른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평

해볼 수 있을 것이다.

53) 감독은 <박열>의 주제가로 <이태리의 정원>을 삽입한다. 이 노래는 먼저 죽은 사람이 자신
의 연인을 기다리는 내용으로 극중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의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다. 뿐만 아
니라이노래는월북예술가최승희의것인데, 이노래가삽입된것은납북으로인해남한에서
재평가받지못해왔던박열을조명하려는감독의의도와비슷한맥락으로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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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Method to Critique Japanese Occupation
: Lee Joonik’s Dongju and Anarchist from Colony

Lee Juneyeop* Jeong Taesoo**

Where the majority of South Korean films about the Japanese colonial 
era tend to adopt a nationalist point of view, director Lee Joonik’s works 
Dongju: The Portrait of a Poet(2016) and Anarchist from Colony(2017) 
demonstrate an anarchist perspective. The chronology for this is as follows: 
First, Lee Joonik produced Anarchists(2000), which shows his early interest 
in Anarchism. Second, following a period of hesitation, films about the 
Japanese colonial era began to be more actively produced. Third, despite 
often being indirect alluded to or obliquely presented, anarchist characters 
and organizations began to appear more often in Korean films. This enabled 
Lee Joonik was able to raise and develop a discussion on anarchism 
through the character of Song Mong-gyu in Dongju, and later, more explicitly 
explore those themes in Anarchist from Colony. The main characters of both 
films are far from nationalistic heroes. And the two films repeatedly insert 
a scenes of interrogation in a police station or courts of law. These 
scenes are not only effective in criticizing the fascist aspect of Japanese 
colonization, but also effective in explaining to Korean audiences the 
unfamiliar concept of anarchism in an engaging way.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se tendencies and strategies of the director as an important 
aspect of the movie, separate from an analysis of the movie’s production 
value.

 * Ph.D. Candidate,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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