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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50년부터 1957년까지를 중심으로 북한에서 초창기 칼라영화 

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룬다. 북한은 소련의 기술적 지도를 받아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950년 5.1절>이라는 행사기록 영화를 

김운몽 연출, 홍일성 촬영으로 제작했다. 이 작품은 북한 최초의 칼라영화로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5S1A5A2A03049648).
** 주저자 

*** 교신저자



112    일반논문

현대영화연구 Vol. 33 2018

기록된다. 이렇게 시작된 북한의 칼라영화 제작은 전쟁이 장기화되어 북한 

내 영화제작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중단되었다. 

칼라영화의 제작 재개는 휴전 직후인 1955년 8.15해방 10주년 기념으로 

제작된 윤득춘 연출, 김인현, 한창해, 홍일성 촬영의 기록영화 <8.15 10주년>

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후 1957년 리영준 연출로 <금강산>이 칼라영화로 만

들어졌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기록영화 제작은 북한 영화계가 칼라영화 기술

의 습득에 얼마나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기록영화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예술영화도 칼라로 제작된다. 1956년 최

승희의 무용극을 필름에 담은 정준채 연출, 오웅탁, 박경원 촬영의 <사도성

의 이야기>가 그 시작이었다. <사도성의 이야기>의 성공적인 칼라기술 접목

에 이어 1957년 김락섭 연출, 박병수 촬영으로 <심청전>과 조소합작영화로 

제작된 <형제(동방의 아침)>가 천상인 연출, 고형규 촬영으로 완성되었다. 

특히 조소합작영화인 <형제>는 북한문예계의 큰 관심을 받으며 만들어졌

으나 정치적 스캔들로 비화되어 앞선 영화들과 달리 혹평을 받아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자본주의 영화

계와 달리 사회주의 체제 하의 북한에서 칼라영화의 제작은 정치적 스펙터

클을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영화의 내적인 결함보다

는 영화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평가가 달라진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칼라영화, 북한, 사도성의 이야기, 형제, 동방의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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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 research how the production of the initial color movie was 

done in North Korea mainly from 1950 to 1957. North Korea, under the 

technical guidance of the Soviet Union, produced an event documentary film 

named 5.1 in 1950 with Kim Un-mong directing and Hong Il-sung filming in 

July 1950, short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is work is recorded 

as the first color film in North Korea. The North Korean color film production 

that started in this way was stopped because the war was prolonged and the 

movie production facilities in North Korea were completely destroyed.

The resumption of the production of color film was made through the 10th 

anniversary of 8.15 which was a memorial film for the 10th anniversary of the 

liberation of Korea in August, 1955. And this film was directed by Yoon 

duk-choon and filmed by Kim In-hyun, Han Chang-hae and Hong Il-sung. 

Later, in 1957 Lee Young-joon directed Mt. Geumgang as a color film. The 

production of such a large-scale documentary film is a testimony to how the 

North Korean film industry was paying attention to the acquisition of color 

film technology.

Based on the achievements in recorded films, art films are also produced in 

color. It was the beginning Legend of the Fortress Sado that was about the 

dance performance of Choi Seung-hee. And that film was directed by Chung 

Joon-chae and filmed by Oh Ung-tak, Park Kyung-won. Following the 

successful coloring of Legend of the Fortress Sado, in 1957, Sim Chu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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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iful daughter directed by Kim Lack-sub and filmed by Park Byeong-soo was 

produced. And The Brothers(The morning of the East) directed by Chun 

Sang-in and filmed by Ko Hyung-gyu was a North Korea-and the Soviet 

Union-made film.

In particular, the co-operative film The Brothers was created with great 

interest from the North Korean literary circles, but it became a political 

scandal, and unlike the previous films, it gets criticized and disappears. Under 

these circumstances, as you can see, unlike the capitalist movie circle for the 

purpose of profit, the production of color movies in North Korea under the 

socialist system was used as a tool to show political spectacle Understand that 

it is not an internal defect of a movie, but you can know that the evaluation 

has changed aspects due to factors external to the movie.

Key words

Color film, North Korea, Legend of the Fortress Sado, The Brothers, The morning 

of th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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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영화는 “기술적 매개를 통해 시각 체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면

서 시작”1)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영화는 다양한 기술적 변이

를 거치며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 왔다. 즉 영화라는 매체

를 보다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기술’과 ‘영화’라는 두 요소의 역사적 상관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펴보

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사 서술에 있어서 ‘기술의 변화’라는 요소는 주된 비중

을 차지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20세기 중반부터 영화는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텍스트의 일종”2)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이것이 주된 경향을 

형성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영화가 지니는 미디어적

인 속성을 누락하기가 쉽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의 영화

사 서술을 보완하고 조금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 기술사적 관점에서 

영화사를 재구성할 필요가 대두된다.3)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기술 발전 과정을 나열하는 것이 아

닌, 기술의 변화가 영화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종합

적으로 구명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사 서술에 있어서 기술적 변화 과정에 따른 영화사의 정립

은 아직까지는 본격화되거나 체계화되지는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1) 오은경, ｢영화와 기술 그리고 ‘사회적인 것’의 구성｣, 영화연구 55호, 2013, 
361쪽. 

2) 김무규⋅오창호, ｢디지털 기술과 텍스트 혹은 미디어로서 영화｣, 인문사회

과학연구 15권 3호, 2014, 211쪽.
3) 이를테면 정찬철은 시네마스코프라는 기술이 1960년대 한국 영화사의 흐름

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것은 해당 논문에

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영화의 역사를 영화 테크놀로지 그리고 스

타일 비교적 관점에서 재역사화 하는 새로운 한국영화 연구의 흐름”이 될 

수 있다. (정찬철, ｢할리우드와 한국의 시네마스코프 영화의 몰입적 스토리

텔링 비교분석｣, 한국예술연구 17호, 2017,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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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 속에서 남한 연구자들이 북한 영화사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소련, 중국 등 주변 사회주의 국

가와의 교류 관계 하에서 초기 북한 영화사를 바라보려는 시각이나4) 

극영화 이외에 기록영화들을 분석하려는 시도5) 등 북한 영화에 대한 

다변화된 접근법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기술’ 중

심의 초기 북한 영화사 서술은 아직까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북한 영화사에서 ‘기술’이라는 요소에 주목해보는 것은 두 가지 이

유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로는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기술 발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영화의 내용적⋅주제적 측면을 견인했

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그 자체로 나름의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고, 둘

째로는 그것에서 더 나아가 단절되어온 민족 영화사를 복원함과 동시

에 북한 영화사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다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북한 영화와 ‘칼라’라는 기술의 접합 과정을 추적해보도

록 한다. 이를 위해 북한 최초의 칼라 (기록)영화인 <1950년 5⋅1절>

이 등장한 1950년부터 북한과 소련의 합작으로 칼라 예술영화 <형제

(동방의 아침)>6)가 제작된 1957년까지를 ‘초기 북한 칼라영화’ 시기

로 규정하고 그 사이에 제작된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도록 한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정태수, ｢스탈린주의와 북한 영화 

형성구조 연구｣, 영화연구 18호, 2002; 정태수, ｢영화 <내 고향>과 <용광

로>를 통해 본 초기 북한영화의 특징｣, 현대영화연구 10호, 2010; 정영권, 
｢북한의 소련영화 수용과 영향 1945∼1953｣, 현대영화연구 22호, 2015; 유
우, ｢북한과 중국의 영화 교류 연구(1945-1955)｣,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라. 김승, ｢북한 기록영화의 통사(通史)
적 접근｣, 현대북한연구 18권 1호, 2015; 양정심⋅김은경, ｢해방 후 북한 

기록영화와 정치선전｣, 역사연구 31호, 2016. 
6) <형제>는 제작 당시에는 ≪조선영화≫, ≪조선예술≫ 등의 각종 북한 문헌

에서 <동방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언급되었다. 2013년 북한에서 발간한 
조선영화사에서도 <형제>라는 제목 옆에 <동방의 아침>이라는 표기를 병

행하고 있다. (김룡봉, 조선영화사, 사회과학출판사, 2013, 102쪽.)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하부터 본문에서는 <형제>로 제목을 통일하여 표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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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칼라영화가 어떠한 효과를 나타

냈는지를 구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왜 <형제>가 시기 구분의 

분기점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한 가지 이유는 <형제>가 기록영

화나 무용, 창극을 영화로 담는 수준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영화 서사

를 지닌 첫 칼라영화라는 것이다.7)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형제>가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중요한 구분점이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영화계의 복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영화예술

의 급속한 발전 대책에 관하여｣라는 결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 결

의사항에 따라 북한은 1956년부터 기술적 발전을 위해 여러 국가들로 

영화 유학생을 파견하였고, 1961년까지는 천연색 예술영화 촬영소를 

새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8) 이와 같은 제반이 마련되기 전

까지 북한은 해외와의 합작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9) 

특히 칼라영화 제작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과 밀접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요컨대 기술적으로 앞서나가 있었던 ‘쏘

련을 따라 배우는 것’10)이 모토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형제>가 

제작된 이듬해인 1958년,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권 국가를 떠들썩

하게 한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해외로 파견했던 북한 유학생들이 집

7) 이를테면 북한 최초의 칼라 예술영화(극영화)는 <사도성의 이야기>(1956)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비록 영화적 연출은 가미되어 있으나 최승희의 

동명 무용극을 영화로 그대로 채록한 것에 가깝다.
8) 이명자, 북한영화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57쪽.
9) 초기 북한 영화사는 주위 사회주의 국가와의 영향관계 하에서 발전해왔다. 

하지만 ‘주체’적인 노선을 걷기 시작하며 북한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소

거해왔다. 예를 들자면, 유우가 밝히고 있듯이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은 중국

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여러 영화들을 제작할 수 있었는데, 최근 북한측에

서 나온 영화사 관련 자료를 통해서는 이러한 점을 확인해볼 수 없다. (유
우, 앞의 논문 참조)

10) 이를테면 ‘인민 배우’ 황철은 <형제>의 스태프로 참여하며 연기 등에 있어

서 소련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희망이 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황철, 
<쏘련을 향하여 배우자>, ≪조선영화≫ 1957.10.,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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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망명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11) 이것은 1953년 스탈린의 

사망, 그리고 1956년 2월 14일부터 열린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흐루쇼

프에 의한 스탈린 격하 운동으로 인해 ‘해빙기’가 도래한 역사적 사

실과 맥을 함께한다. 이러한 탓에 북한은 사상검증을 위해 급히 유학

생들을 소집해야만 했다. 이후 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차

별화되는 독자적인 노선을 택하였고 북한 영화사에서 ‘합작’ 혹은 ‘친

선’과 같은 단어들은 사라지게 되고 대신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시각적 스펙터클’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칼

라영화가 <형제> 이후를 기점으로 하여 ‘정치적(혹은 역사적) 스펙터

클’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확인해볼 수 있는 사실은 북한 영화는 북한이 지니고 있

는 정치적 특수성 탓에 영화의 내적 결함보다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

해 그 평가가 달라지는 점이다. 본고는 이어지는 장들을 통해 북한에

서의 초창기 칼라영화 발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담론을 형성하며 어

떠한 특징들을 노정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실

제 영화 텍스트와 더불어 북한에서 발행된 당시의 문헌들을 종합적으

로 검토해나가도록 한다.

2. 북한 칼라 기록영화의 태동과 발전

해방 이후 북한 영화계는 물질적으로나 인적으로나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조선만의 자체적 영화 산업 기반

이 와해된 탓도 있지만 분단으로 인해 영화의 중심지였던 서울이 남

11) 이와 같은 저항과 망명의 물결은 소련으로 유학을 가 있던 영화학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주의권 국가, 그리고 다른 학문 분야의 유학생들에게도 번

져나갔다. 이를테면 이석조는 저서를 통해 자신이 불가리아에 부임했던 1998
년 만났던 노(老) 망명객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석조, 외교관의 

창문, 한나래, 2016, 307∼3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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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땅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토대로 

이 시기 북한 영화는 짧은 시간 내에 큰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

다. 이를테면 극장만 존재하고 영화 제작이 불가능한 탓에 다양한 소

련 영화들이 북한에서 상영되었고,12) 이와 동시에 영화 창작의 주제

적 측면에 있어서 스탈린주의가 북한영화에 도입되었으며,13) 각종 촬

영 기기와 전문 영화 인력 등의 지원이 이어졌다.14)

북한 최초의 칼라영화인 <1950년 5⋅1절>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도 

소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 먼저 안철해는 국립 영화 촬영

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쓴 글에서 “1950년도 ≪5⋅1절≫은 쏘련 

영화 일’군들의 기술적 방조하에 천연색 기록 영화로는 처음으로 인

민들 앞에 내여 놓게 되였다.”15)라는 점을 기록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김승호 역시 천연색 영화의 기술 처리가 전적으로 소련의 방조를 

받았기에 아직까지는(1957년 2월 기준) 천연색 영화 제작 계단에 완

전히 들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16)

그렇다면 소련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1950년 5⋅1절>은 어떠한 

12) 한상언, ｢북한영화의 탄생과 주인규｣, 영화연구 37호, 2008, 388쪽.
13) 정태수, ｢스탈린주의와 북한 영화 형성구조 연구｣, 앞의 논문, 132쪽.
14) 이를테면 <금강산>의 촬영을 맡은 최순흥은 1946년에는 구식 아이모 촬영기

와 고정 촬영기가 한 대씩 있었을 뿐이지만, 이후 국립 영화 촬영소가 완공

될 즈음 소련측이 최신식 녹음기, 자동식 프린터기, 조명기, 필름 등 수많은 

기자재를 보내줬다고 회고한다. (최순흥, <카메라도 현실도 달라졌다>, ≪조

선영화≫ 1957.10., 11쪽.)
15) 안철해, <당적, 인민적 예술로서 조선 영화가 거둔성과-국립 영화 촬영소 창

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예술≫ 1957.2., 22쪽.
16) 김승호, <조선 필림의 기술진영>, ≪조선예술≫ 1957.2., 63쪽. 김승호는 영화 

기술의 발전이 영화 창작 일꾼에게 표현 수단과 수법을 더 풍부하게 보장해 

준다면서 무성 영화가 발성 영화 시대에 이르러 벙어리로부터 말하는 영화

로 발전했으며, 천연색 영화 시대가 왔음으로 하여 고리끼가 말한 것처럼 

‘생활의 그림자’라고 불리웠던 흑색 영화는 영화 예술이 내포하고 있던 한개

의 제약성을 벗어 버렸다고 평한다. 그리고 그는 이어 다른 나라가 이미 광

폭 영화 시대에 들어갔음을 고려하여 북한의 영화 기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일부 낙후한 점을 인정한다. (그 이유로 그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난관이 있었음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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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들을 칼라 화면으로 담아내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조선예

술≫ 1957년 11월호에 실린 정준채의 글을 참고해볼 만하다.17) 그는 

소련의 도움 하에서 “조선 영화계에서 처음인 천연색 기록 영화로 

≪1950년 5⋅1절≫(연출 정 준채)을 제작하게 된”18) 것임을 밝히면서 

“조선의 아름다운 자연과 공장, 기업소, 5⋅1절의 시위 등 조선의 색

채를 그대로 눈앞에 보게 된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19)라고 말

한다.

흑백과 칼라가 공존하던 1950년대 할리우드 영화사를 살펴보면 모

노 사운드의 흑백 영화는 사실주의에 입각한 장르가 많은 반면, 칼라 

시네마스코프 영화는 시대극 혹은 뮤지컬 등 비 사실적 장르가 많았

다. 이것은 칼라가 흑백보다 더 리얼리티를 강화할 것이라는 일반적 

가정과는 차이가 있다.20) 즉 텔레비전 등 다른 매체와 함께 발맞추어 

‘칼라’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칼라는 보다 시각

적인 즐거움을 위해 부가적이고 장식적인 장치로 활용되기가 쉬운 것

이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북한 최초의 칼라영화는 보다 ‘리

얼’한 조선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이유에서 

일어난 것일까?

우선 분량이 긴 극영화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제작이 쉬

운 기록 영화를 통해 형식적인 새로움을 (처음으로) 실험해 보았으리

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록 영화라는 형식적 특성으로 

17) 이 글에서 정준채는 레닌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충만된 새 영화의 제작은 

시보 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들며, 토막 필름을 통해 어려

운 조건들을 극복하며 진행되었던 러시아 혁명 당시의 영화 제작 사정이 북

한의 해방 후 상황과 비슷했다고 회상한다. 이후 그는 다양한 기록영화뿐만 

아니라 북한의 첫 예술영화인 <내 고향> 제작 배경에도 역시 소련의 도움이 

있었음을 언급한다. (정준채, <쏘련 영화가 우리 영화에 준 영향>, ≪조선예

술≫ 1957.11., 6∼7쪽.)
18) 정준채, 위의 글, 8쪽.
19) 정준채, 위의 글, 8쪽.
20) 김미현, ｢컬러의 산업적 적용과정과 미학적 변화｣, 한국영화학회 학술발표

대회 논문집, 2008,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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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자연스럽게 영화는 사실적 측면들을 담보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 칼라를 통한 스펙터클한 효과를 통해 조선의 자연과 발전하는 모

습 등 민족주의적인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본다

면, 영리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영화 제작을 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달리 영화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는 김일성의 교시에서 그 단초를 찾아볼 수 있다. 김일성은 1956년 1

월 당중앙위원회에서 상무위원회와 3월 문화선전성 책임일군들과 함

께 담화를 한다. 여기에서 그는 “우리 인민의 고유한 민족예술형식을 

잘 살려 주체성있는 민족문화의 예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지

침”21)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족적 정서와 감정을 반영하는 영화들의 

창작이 요구된 것이다. 요컨대 <1950년 5⋅1절>은 ‘어트랙션(attraction)’22) 

적인 측면보다는 천연색을 통한 현실감 있는 조선의 모습을 관객에게 

제시하여 감동을 유발하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다. 북한에서는 이 시기 영화를 

“조국해방전쟁의 력사적현실을 반영하면서 전쟁승리를 위한 우리 인

민의 영웅투쟁에 복무하는 전투적인 예술로 힘있게 발전하였다.”23)라

고 평한다. 북한에 따르면 이 시기 영화는 “싸우는 인민의 수중에 장

악된 날카로운 무기의 역할을 수행”24)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중요성과는 달리 전쟁 시기 영화 제작에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다. 

21) 김룡봉, 앞의 책, 101∼102쪽.
22) 여기서 ‘attraction’이라는 개념은 탐 거닝(Tom Gunning)이 내러티브 이전 시

기의 초창기 영화를 ‘The cinema of attraction(매혹 영화)’분석하며 제안한 개

념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영화사 초창기의 작품들은 시각적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마술극과 비슷한 층위에 놓여 있었다. 당시 관객들은 최신 기술이 

불러일으키는 환상적인 효과들을 감상하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Tom 
Gunning, “An aesthetic of astonishment: Early film and the (in)credulous 
spectator.” in Film Theory: Critical Concepts in Media and Cultural Studies, ed. 
Philip Simpson, Andrew Utterson, Karen J. Shepherdson (London: Routledge, 
2004), 78-95.)

23) 김룡봉, 앞의 책, 69∼70쪽.
24) 김룡봉, 위의 책,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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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전쟁 중 파괴된 국립영화촬영소는 1955년이 되어서야 복구가 

완료된다.25) 칼라영화 또한 1955년까지 제작이 중단되다가 8⋅15 해

방 10주년을 기념으로 윤득춘 연출, 김인현, 한창해, 홍일성 촬영의 

기록영화 <8.15 10주년>을 통해 다시 제작이 이루어졌다.

전후 시기에는 대규모의 칼라 기록영화 제작이 본격화된다. 이를 

통해 북한이 칼라영화 기술의 습득과 안정화에 얼마나 큰 공을 들이

고 있었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금강산>(1957)

을 들어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사계절을 표현하기 위해 1년이 넘는 

제작 기간이 소요되었다. 영화의 내용은 해방 이전 특권 계급이 향락 

장소로 이용하였던 금강산이 이제는 인민 주권 하에 각계각층의 노동

자들이 이용하는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26) 이를테면 2

월을 배경으로는 금강산의 설경과 더불어 젊은이들의 스키 생활을 보

여주고 있다.27) 림련수는 ≪조선예술≫ 1957년 7월호 지면을 통해 예

전부터 금강산을 보기 전까지 산수의 아름다움을 말하지 말라는 선조

의 말이 있었다고 하며 자기 조국을 ‘금수강산’이라 일컫고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은 곧 숭고한 애국주의 사상의 표현임을 밝힌다.28) 그

는 “작품에서 허구와 비진실성은 어디까지나 배격하지만 감정선이 고

조되였을 때나 예술적 허구성을 받아 드릴 수 있는 극적 환경이 조성

되었을 때는 기록 영화의 진실성(실재적인 인물, 실재적인 환경, 실재

적인 사실, 또 있을 수 있는 일)을 외곡하지 않는한 예술적 허구성을 

인입하려 한다. 여기에는 예술가의 환따지야가 발동되어야 할 것이

다.”29)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다. 이를테면 소나기가 내리는 만학 계

25) 이명자, 앞의 책, 42쪽.
26) <천연색 기록 영화 금강산>, ≪조선영화≫ 1957.9., 30쪽. <금강산>에 대한 

추가 자료로는 다음의 두 글을 참고할 것. 리영준, <기록 영화 ≪금강산≫ 
연출기>, ≪조선영화≫ 1958.5., 20쪽; 정관철, <천연색 기록 영화 ≪금강산≫
을 보고> ≪조선영화≫ 1958.11., 20쪽.

27) 림련수, <천연색 기록 영화 ≪금강산≫을 연출하면서>, ≪조선예술≫ 1957.7., 
55쪽.

28) 림련수, 위의 글,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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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은 그들이 선 오만물상 상공의 햇빛과 대비되어 신기하게 보인다. 

또한 “만폭동 진주담에서 오뻬라 작가로부터 팔선녀에 대한 전설의 

이야기를 듣는 작곡가의 악상은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5선지 우에 드

리웠을 때 진주알같은 물’방울이 피아노 건반 우에서 악동한다.”와 같

은 설명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듯이 <금강산>은 앞서 언급했던 <1950

년 5⋅1절>과는 달리 환상적인 측면이 가미된 연출 전략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에

서 칼라영화가 택하고 있는 스펙터클과는 다소 다른 결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테면 이 영화의 촬영가 최순흥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

인이 김소월이며, 그 이유는 그가 조국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슬기

롭게, 우아하게 노래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서 최순흥은 

“나는 한개 평범한 촬영가로서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정성껏 형상하

는 것을 한 평생의 지상 과업으로 삼고 있다.”30)라고 말한다. 이에 따

라 그는 그 첫 시도로서 금강산을 장편 천연색 기록 영화로 촬영하였

노라고 밝히고 있다. 금강산의 절경에 촬영기를 댈 때마다 크나큰 영

광과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의 서술에서, 애국의 서사로 환원된 <금강

산>의 칼라 화면들이 지닌 함의를 읽어볼 수 있다. 촬영가뿐만 아니

라 연출가 역시 이 영화가 단순히 어트랙션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

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감독은 ‘그들(등장인물들)’이 느끼는 감동이 

“더욱 창조적 로력에로의 결의로 승화되는 것을 보여 주려”31)하였다

고 연출 의도를 밝히고 있다. 또한 색채 화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

합적 연출들을 통해 애국주의 사상을 강화하고 있음을 거듭 확인해볼 

수 있다.32) 

29) 림련수, 위의 글, 57쪽.
30) 최순흥,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주년을 맞는 영화 예술인들의 

결의-아름다운 조국 위해>, ≪조선영화≫ 1958.5., 16쪽.
31) 림련수, 앞의 글, 58쪽.
32) 이를테면 ‘애국주의 사상의 모찌브’를 표현하기 위해 영화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들이 삽입된다. 첫째, 영화는 선조들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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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한 초기 칼라 예술영화 제작 과정과 그 특징

앞서 살펴보았듯이 1957년도에는 <금강산>과 같은 대규모의 기록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곧 칼라 예술영화 역시 제작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또한 북한 관

객들에게 이미 천연색 예술영화는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다. 이를

테면 그리고리 추흐라이(Григорий Чухрай)의 <마흔 한번째(Сорок 

первый)>(1956)와 같은 동시대의 많은 주요 작품들이 ‘국어 자막판’

으로 상영되었음을 기록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33) 즉 북한 관객들

의 수요와 함께 그 동안 기록영화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예술영화 

역시 칼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무용극을 채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비록 일반적 의미에서의 극영화와는 다소 다를지라

도, 1956년 정준채 연출, 오웅탁, 박경원 촬영의 <사도성의 이야기>가 

제작되며 칼라 예술영화 제작의 시작을 알렸다.

<사도성의 이야기>는 국립 최승희 무용 연구소의 동명 무용극 <사

도성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신라 조분왕 시기 동해안 사도성 성주의 성대한 진갑놀이가 펼쳐진다. 성

주는 자신의 딸 금이(최승희 분)를 손님들에게 자랑한다. 화랑의 무예 경연

은 화폭에 옮겼으며 시가로도 노래해 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박지원의 시 

｢총석정 해돋이 구경｣, 단가 ｢만고 강산｣을 삽입한다. 둘째, 봉우리와 골짜

기에 얽힌 전설을 직접적인 형상 혹은 간접적인 해설로 전달한다. 셋째, ‘아
름다운 자연 풍경에다 고귀한 물질적 문화 유물을 쌓아 올린’ 것들, 즉장안

사, 유점사, 표훈사, 정양사, 묘길상의 석불 조각과 신계사 절터와 정양사의 

고석탑 등을 화면에 담는다. 넷째,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금수강산을 수호한 

인민들의 영웅적 투쟁 흔적이 남아 있는 곳, 즉 사명당의 사적이나 한국전쟁

과 관련된 월비산, 351고지 등을 삽입한다. (림련수, 앞의 글, 56쪽.)
33) ≪조선영화≫ 1957.7., 42쪽 참고. 이외에도 당시 ≪조선영화≫를 통해 우호

국과의 영화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소련 영화였으며 <300년 전>(1955), <첫기쁨>(1956), <바웰 꼬르챠긴>(1956)
등 다수의 소련 천연색 영화들이 소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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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작되자 아한은 자신의 재능을 자랑함으로써 금이의 환심을 사려 한다. 

이 때 동해 바다 고기잡이에서 세차게 자라난 순지가 들어온다. 아한은 비

열한 행동으로 순지를 이기고 아한을 총애하던 성주의 후실은 우로 장군과 

성주에게 술을 권하는 척 하여 이러한 장면을 보지 못하게 한다. 금이는 순

지의 순박하고 정의로운 모습에 감동되어 그를 사모하기 시작한다. 이후 후

실과 아한의 계략에 순지는 고향 사도포에 돌아와 어민들과 고기잡이를 하

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포에 왜적이 쳐들어온다. 아한이 열심히 

방어를 해보지만 갈수록 병력이 증원되어 끝내 사도성까지 위험하게 된다. 

이에 금이는 직접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출정한다. 아한이 위험에 처할 때 

순지가 달려와서 그를 구해주고, 적장에게 잡힌 금이 역시 순지에 의해 구

출된다. 이러한 인민들의 영웅적인 투쟁으로 조국은 수호되었으며 다시 사

도포 인민들은 힘찬 생활을 한다. 순지와 금이는 인민과 관군의 깊은 존경

과 사랑을 받으며 개선의 춤과 함께 영화는 끝을 맺는다.34)

앞서 언급했듯이 <사도성의 이야기>는 최승희의 무용극을 그 원작

으로 하고 있다. 100명으로 조직된 최승희 무용단은 1956년 9월 20일 

불가리아 국경 도시인 루세에서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1957년 1월 20

일까지 소련,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32개

의 도시에서 83회에 걸친 공연을 하였다.35) 이 순회 공연에서 ‘제1쁘

로(프로그램)’로 편성될 만큼 <사도성의 이야기>는 작품성을 인정받

은 상태였다. 특히 관객들이 이 작품에 호평을 한 이유는 공연의 높은 

완성도와 더불어 조선의 민족적인 것을 잘 표현해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것이 영화화될 때, 감독은 적지 않은 고민에 마주하게 되

었다. 이미 원작 자체가 “작가가 말하려는 의도가 민족 음악의 우아

성과 완전히 배합되여 훌륭하게 형상된 작품”36)이었기 때문이다. 그

렇다면 감독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무용극 영화이자 첫 번째 천연색 

34) <조선 국립 영화 촬영소 1956년도 작 천연색 예술 영화 ≪사도성의 이야기≫>, 
≪조선예술≫ 1956.11., 100∼101쪽을 토대로 요약⋅정리함.

35) 이와 관해서는 다음의 두 자료를 참고할 것. <최승희 무용단 귀국>, ≪조선

예술≫ 1957.2., 97쪽; 최승희, <형제 나라들의 방문 공연>, ≪조선예술≫ 
1957.3., 42쪽.

36) 정준채, <첫 천연색 예술 영화 ≪사도성의 이야기≫를 끝내고>, ≪조선예술≫ 
1957.4., 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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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영화인 이 작품을 어떻게 연출하였을까? 우선 정준채는 최대한 

원작이 의도하는 바를 충실하게 영화에 재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로 하였다. 하지만 무대를 그대로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대의 

원형을 최대한 살리되 무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장면들을 영화 언어

로 풀어나가는, 그의 표현에 따르면 ‘쓰뻭끄딱끌 형태로서’ 영화를 만

든다는 원칙을 세우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영화적 언어를 구사하여 

과도하게 형식주의적인 측면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양했다. 왜나하면 

그러한 형태는 외국 영화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 무용의 진미를 

상실케 한 무용 영화로서 본의가 아닌 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37)

‘최초의 천연색 예술영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사도성의 

이야기>를 연출하는데 있어서 색깔을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이 지점에서도 감독은 원작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영화만의 연출을 가미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다음의 인

용문을 통해 색깔 표현에 대한 세심한 감독의 고뇌를 읽어볼 수 있다.

례를 들면 첫 장면 잔치’터는 평화로운 생활 분위기를 조성키 위하여 다

홍 빛을 많이 쓰게 했다. 별당 장면은 달밤이지만 순지와 금이의 사랑이 속

삭여지는 내용으로 보아 따사로운 감정이 나야 했다. 때문에 주로 바이오렛

트 색으로 주선을 그어 보았다.

사도포 장면은 평화로운 생활 속에 벌어지는 즐거운 로동을 하는만치 로

동의 환희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분홍색을 사용했다.

전투장은 억센 맛이 나와야 한다.

금이의 출진 장면은 적에 대한 분노와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붉게 

타오르는 화광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붉은 색 일색으로 가져 갔으며 왜적의 

침입과 인민들을 략탈하는 장면도 어두운 밤이지만 인민들의 분노의 마음을 

표시하여 붉은 색을 강하게 주었다.38) (* 밑줄-필자)

이렇듯 “무용극을 영화화함에 있어서 원작의 정신을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각 부문의 력량을 집중시켰”39)던 <사도성의 이야기>는 ‘쏘련 

37) 정준채, 위의 글, 106쪽.
38) 정준채, 위의 글,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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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쓰폴트 필림’ 주최로 1957년 5월 모스크바에서 다른 작품들과 함께 

상영되어 호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사도성의 이야기는> 민족적 

색채를 앞세워 ‘제6차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영화 콩쿨’, 중국 북경에

서 1957년 8월 있었던 ‘아세아 영화 상영 주간’, 그리고 1957년 7월 

말부터 8월까지 프라하에서 개최된 ‘제10차 국제 영화 축전’ 등에 우

수한 영화로 선발되어 출품되었다. 작품성뿐만 아니라 흥행에서도 

<사도성의 이야기>는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어들였다. 이 영화는 월

남 민주 공화국에서 1957년 4월 <백두산이 보인다>와 함께 상영되어 

호평을 받았고,40) 홍콩에서는 4일 간 상영만 해도 10,625명의 관중을 

동원하였다.41) 원작이 지니고 있던 ‘민족적’이고 외세에 대한 ‘투쟁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칼라를 통해 스펙터클을 선보이

겠다는 감독의 전략이 동시대 관객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주영섭은 자신의 평론42)을 통해 무대극 내용을 영화적 수법

으로 처리해서 예술성을 보장하였으며, 우리나라 민족 무용의 다양한 

율동미와 우아한 품격미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찬란한 우리나

라 문화적 전통의 풍부성과 조선 인민의 사상적 전통인 영용성을 찾

아볼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이 영화를 좋게 평가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영화가 국제적으로 널리 소개될 필요가 있다면서 글을 마무리한

다. 재미있게도 그가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 중 하나는 세트 촬영인 

탓에 ‘조선의 하늘’ 색깔이 잘 표현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 지점에

서 당시 북한의 칼라 영화가 불러일으키는 스펙터클에서 민족적 요소

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점을 재확인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영

화의 경향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칼라 기록영화로부터 이어지는 하나

39) 정준채, 위의 글, 108쪽.
40) <형제 국가들에서 호평 받는 조선 영화>, ≪조선영화≫ 1957.7., 12∼13쪽.
41) ≪조선영화≫ 1958.5., 23쪽.
42) 주영섭, <영화 ≪사도성의 이야기≫-첫 천연색 예술 영화를 보고->, ≪조선

예술≫ 1957.2.,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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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평양 제4 고급 중학교 학생인 리

철홍 역시 이 작품을 감상하고 “≪색채는 화면을 아름답게 채색하려

는 것이 아니라≫ 관중들에게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본질적 요소≫

의 역할을 하며 자기의 사상-예술적 구상을 더욱 더 심각하게 표현하

는 수단의 하나로 된다는 것을 알았다.”43)라는 말을 남긴다. 이와 같

은 관객 평을 통해서도 당시 북한에서 칼라 영화가 불러일으키는 스

펙터클이 시각적 즐거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었음을 또 다시 확인

해볼 수 있다.

<사도성의 이야기>를 전후로 하여 칼라 예술영화는 꾸준하게 제작

된다. 1956년 10월에 제작 예정임을 알렸던 소련과 북한의 합작 영화 

<형제>44)는 1957년 2월 연출가 천상인의 소식을 통해 또 다시 소식

을 전하고,45) 1957년 4월에는 창극 <심청전>의 영화화가 발표된다.46)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뒤처진 감은 있지만 북한은 이를 극복하

고자 최대한 최신 기술의 영화 제작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박차를 가

한다. 이를테면 1958년 5월 필름 가공원 김재식은 “우리는 금년 내로 

천연색 영화 시작품을 제작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광폭 영화와 현대적 

천연색 필림의 자동 현상실과 필림 복사 공장 등을 건설할 것이다.”47)

라는 포부를 밝힌다.

43) 리철홍, <최근 제작된 조선 예술 영화에 대한 몇가지 의견>, ≪조선예술≫ 
1957.2., 95쪽.

44) <조, 쏘 합작 예술 영화 ≪동방의 아침≫ 제작 소식>, ≪조선예술≫ 1956.10., 
99쪽.

45) 황재곤, <영화 연출가들의 푸로필>, ≪조선예술≫ 1957.2., 83∼84쪽.
46) <창극 ≪심청전≫의 영화화>, ≪조선예술≫ 1957.4., 133쪽.
47) 김재식,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주년을 맞는 영화 예술인들의 

결의-아름다운 추억, 새로운 희망>, ≪조선영화≫ 1958.5.,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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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한 초기 칼라영화의 변곡점, <형제>

<형제>는 무용극이나 창극을 촬영한 것이 아닌 본격적 의미에서의 

칼라 예술영화였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소련 영화인들과의 친선 

하에 제작되었기에 북한 문예계의 큰 관심을 받게 된다. 이 영화의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정전협정이 달성된 날, 수력 발전소 지배인 만성은 벅찬 기쁨을 안고 고

사포 진지에서 발전소로 내려온다. 봉길은 유 기사장에게 인사를 한다. 그

는 전시에 유 기사장에 의해 구출되었는데 그의 부모는 그때 모두 희생당했

다. 이것을 본 어머니는 해방 때 공부를 하러 서울에 간 막내 아들 만철을 

생각한다. 만철은 남한에서 미국인과 리가(李家) 탓에 정신이 흐려져 그만 

간첩이 되고 만다. 다시 복구가 한창인 발전소, 고향을 찾은 만철은 봉길로

부터 동리 형편을 대략 전해듣는다. 이윽고 폭음과 함께 불발탄을 해체하던 

유 기사장이 희생된다. 만철은 공포에 휩싸인다. 만철은 형의 권고로 마지

못해 발전소 복구 사업에 동참한다. 만철은 일은 하지 않고 목욕만 하는데 

이로 인해 형과 마찰을 빚는다. 만성은 완성된 잠수통에 동생을 태워 내려 

보내고 그 곳에서 만철은 불발탄을 찾은 뒤 기절한다. 이윽고 소련 기술자

들이 마을을 찾는다. 무용 유학을 갔던 옥림(안성희 분)도 함께 온다. 리가 

역시 간첩으로 잠입한다. 소련의 협조 아래 발전소는 눈부시게 발전한다. 

만철은 점점 진실을 깨닫고 조업식 날 옥림에게 미래를 약속한다. 만철은 

자신의 과오를 어머니께 고백한다. 최가는 만철을 암습하려 하는데 그 순간 

봉길이 대신 희생된다. 만철은 봉길의 모자를 쥐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며 

걸어간다.

소련의 감독 루킨스키(Иван Владимирович Лукинский)가 ≪조

선예술≫에 친선을 목적으로 투고한 글에 따르면 <형제>는 모스크바 

고리키 영화 촬영소에서 세트 촬영을 모두 마치고 나머지 원산 지구 

및 수풍 등지에서 촬영을 진행하였다.48) 연출가, 촬영가, 분장사, 연기

자, 녹음 조수에 이르기까지 이 영화에는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소련 

48) 이.웨.루낀쓰끼, <친애하는 조선의 영화 일’군들에게>, ≪조선예술≫ 1957.8.,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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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투입되었다. 이 영화가 ‘조쏘 친선’의 분위기에서 제작된 여러 

배경들 중 하나는 바로 영화의 배경이 되는 수풍댐이 실제로 ‘조⋅쏘⋅
중’ 친선이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수풍댐은 1937년 공사를 시작하여 

1941년 8월 25일 일부가 준공된 뒤 9월 28일부터 만주와 조선에 송

전을 하며 식민지 공업화의 핵심 에너지원이 되었다.49) 이것은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제국의 압도적 기술력을 상징하

는 구조물이었다. 이 수풍댐은 한국전쟁 시기에는 미군의 공습으로 

인해 일부가 폭파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북한과 소련, 

중국이 힘을 모아 계속 복구에 힘쓴 바가 있다. 즉 수풍댐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주의 국가 간 친선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

라 이와 같은 ‘수풍댐 이미지’는 일제 강점기 이래로 ‘규모의 스펙터

클’로서의 이미지로 영화 속에서 기능해왔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자면 수풍댐이라는 소재는 소련과의 친선을 상기시키

는 좋은 상징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칼라 극영화에 있

어서 스펙터클을 표현하기에도 적합한 구조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형제>에서 관찰되는 특징적 면모 또한 ‘친선’과 

‘스펙터클’이라는 주제어로 요약해볼 수 있다. 먼저 ‘친선’과 관련된 

부분을 짚어보자면 영화에서는 음악을 매개로 하여 북한 사람과 소련 

사람이 감정을 공유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이를테면 기차 안에서 아

코디언 연주와 함께 소련 기술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이에 따라 옥림

(안성희 분)의 표정 또한 밝아진다.(그림 1) 이후에도 이와 같은 장면

은 반복된다. 소련 기술자와 북한 주민들은 함께 차를 타고 산과 들

을 달리며 환한 얼굴로 노래를 부른다.(그림 2)

49) 김은혜, ｢아시아 개발주의 원(原)풍경 : 수풍댐 이미지｣, 한림일본학 22집, 
2013, 160쪽.



131

북한 초기 칼라영화의 형성과정과 특징(1950-1957) | 이준엽⋅한상언

[그림 1]
  

[그림 2]

 

앞서 살펴보았던 <사도성의 이야기>가 어떻게 하면 조선적인 색채

를 표현하는데 집중했는가를 확인해본 바가 있다. ‘친선’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 <형제>는 달라진 영화의 주제의식 탓에 색깔과 관련된 담

론 역시 이전의 작품들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 이 영화에서 

색깔 표현을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자 연출상 난점으로 다가왔던 

것은 다름 아닌 ‘피부색’ 문제였던 것이다. 다음의 인터뷰 지문을 확

인해보자.

문-천연색 영화인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즉 쏘련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의 피부의 색조를 선별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 방법을 적용하는가?

답-그런 어려운 기술적인 면을 질문하는가? 나는 천연색 영화를 많이 해 

왔다. 그러나 구라파 사람들만이 등장하는 작품을 촬영했다. 이번 작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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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련 사람들과 조선 사람들이 같이 등장하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오랜 연구가 있었다.50) (* 밑줄-필자)

멀리 모쓰크바 고리끼 영화 촬영소에서 19년 간 수많은 배우들을 분장시

킨 모쓰크바 처녀 아냐는 이 새벽에도 웃음을 지으며 조선의 배우들을 분장

시키노라고 그 단정하고 능숙한 손’길을 재빨리 움직이고 있다.

그는 지난 날 파란에 가서 6년간 분장술에 대한 실습을 지도했다. 그러나 

천연색 영화에서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을 피부색으로써 선별할 수 있는 분

장을 처음 해 본다고 한다.51) (* 밑줄-필자)

앞선 천연색 기록 영화, 혹은 천연색 무용극, 창극 영화와는 달리 

이 영화는 소련인과 조선인의 다른 피부 색깔을 어떻게 칼라 화면으

로 표현해낼지에 더 큰 관심을 표하고 있다. 이것은 이 영화가 소련

과의 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펙터클’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북한 칼라 

영화에서 관찰되지 않았던 방식의 스펙터클이 이 영화를 통해 관찰된

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영화는 만철의 방탕한 남한 생활을 묘사하

기 위해 댄서들의 각선미와 육체를 부각한다.(그림 3) 이러한 과정 하

에서 무희로 등장하는 안성희는 붉은 옷과 붉은 머리를 한 채 등장해 

관객과 극중 만철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희는 만철의 상상 속에서 붉은 부채를 든 옥림으로 전환되었다가 

이윽고 다시 무희로 돌아온다. 민족적 색채가 시각적 욕망의 색채와 

디졸브되는 지점인 것이다.(그림 4)

50) <친선의 화폭 한치마다에 심혈을 담겠다-촬영가 킨즈브르그와의 일문 일답>, 
≪조선예술≫ 1957.8., 71쪽.

51) 황재곤, <화폭 창조에서 맞잡은 손’길>, ≪조선예술≫ 1957.8.,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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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림 4]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서만일은 인도를 방문하고 나서 쓴 

기행문에서 천연색 영화를 통해 묘사된 성적인 장면들을 아래와 같이 

비판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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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천연색 영화는 타락한 사람이 상상하여 낼 수 있는 부화한 장면이란 

모두 생각하여 냈다고 할 만큼 온갖 파렴치한 화면들을 속출시켰다. 라체 

보다도 얼굴을 뜨뜻하게할만한 괴상스런 의상 고안과 야릇한 암시적인 동작

들로서 레뷰껄들이 춤을 추었고…….52)

“온갖 파렴치한 화면”들이라 불렀던 “괴상스런 의상과 야릇한 암시

적 동작들”은 <형제>에서 그대로 다시 등장하게 된다. 비록 남한의 

‘색정’과 ‘란륜’을 비판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이 영화는 최승희의 

딸로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안

성희를 그녀의 특기인 춤과 함께 등장시키고 있다. 이는 <형제>의 시

각적 스펙터클이 앞서 언급했던 영화들과는 달리 민족적이고 애국적

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알아본 <형제>의 색채 효과와 그에 대한 담론들은 곧 이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균열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의 ‘주

체’적인 면모가 강화됨에 따라 ‘합작’과 ‘친선’은 ‘사대주의적’이고 

‘교조적’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다. 이와 같은 균열점이 직접적으로 

폭발하게 된 것은 해외 북한 유학생들의 집단 망명 사건이었다. ‘친

선’으로 넘실거렸던 영화에 대한 평은 이윽고 화살이 되었다. 

소련파와 연안파가 손을 잡고 제기했던 김일성에 대한 비판이 실패

로 돌아가면서 해외에 유학중인 유학생들에 대한 귀국조치가 내려졌

다. 이때 모스크바에서 유학중이던 북한유학생들 중 영화전공자들이 

대거 귀국을 거부하고 소련에 집단망명을 신청하였다.53) 이는 북한 

52) 서만일, <씨네마 스코프의 매력- ≪인도기행≫ 중에서->, ≪조선예술≫ 1956.12., 
130쪽.

53) 이는 앞서 말했듯이 스탈린 사후 소비에트 연방에 찾아온 해빙기와도 연관

이 있다. 북한 내부에서 여러 계파들이 숙청되며 점차 사회 분위기가 경직되

어 갔는데, 이는 동시기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괴리

가 큰 것이었기 때문이다. 1951년부터 1958년까지 북한의 국비 유학생으로 

소련국립영화대학에 다녔던 한대용, 김종훈, 리경진, 허웅배, 정린구, 최국인, 
양원식, 리진황은 이와 같은 상황에 불만을 품고 1958년 8월 북한 국적을 버

렸다.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가 있던 10명의 영화학도 중 8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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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소련과 중국이라는 외부의 영향력에 대한 경각심으로 나타

났고 기술협조를 얻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던 합작 사업에 대한 축소 

혹은 중단이라는 결과를 불러 일으켰다. 

소련유학생 망명사건 직후 완성된 <형제>는 그 영화의 완성도 보

다는 소련유학생 망명사건이 가져온 정치적 문제들이 영화 판단의 근

거가 되었다. 2013년도에 북한에서 출판된 조선영화사를 통해 확인

해본 이 영화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교조주의에 물젖은 일부 창작가들이 남의 나라 영화에 대한 환상을 가지

고 그것을 무턱대고 모방하려고 한 예술영화 ≪형제≫(≪동방의 아침≫)가 

나왔다. 이것은 전적으로 영화의 사상적내용, 형상적형식, 개별적인 형상수

단과 수법의 리용 지어는 등장인물의 설정과 그들의 극적관계의 조성에 이

르기까지 남의 영화를 그대로 본따려는 창작가들의 교조주의적이며 사대주

의적인 미학관과 창작태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러한 교조주의적인 창작태도는 영화예술작품에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민족적정서와 감정을 반영할수 없게 하였으며 생활의 객관적진실을 외곡반

영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54)

이렇듯 북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조소합작영화이자 칼라 극영화

인 <형제>는 “남의 영화를 그대로 본따려는 창작가들의 교조주의적이

며 사대주의적인 미학관과 창작태도에서 출발”한 영화라는 혹평을 받

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영화가 색채를 바탕으로 한 

스펙터클 이외에 정치적 사변의 한가운데 있었던 영화로서 또 다른 

의미의 스펙터클을 담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망명해버린 것이다. 민주적 공산사회에 대한 열망을 품었던 이들은 모스크

바, 시베리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지로 흩어져 살다가 조국의 땅을 밟

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야만 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기사들을 참고할 

것. 박유리, ｢1958년 북한 모스크바 유학생 ‘집단 망명’ 사건, 그 후…｣, 한겨

레, 2015.9.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7554.html> (접
속일: 2018.11.7.), 김영권, ｢소련 북한 유학생 집단망명 생존자 “6.25전쟁 진

실 안 뒤 반감 싹터”｣, VOA, 2017.8.4. 
<https://www.voakorea.com/a/3969175.html> (접속일: 2018.11.7.))

54) 김룡봉, 앞의 책,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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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는 말

<형제>에 이어 윤용규가 연출한 천연색 영화 <춘향전>이 체코슬로

바키아와 협업으로 1958년 10월 개봉되었다.55) 하지만 영화가 완성되

어 공개될 무렵에는 이 영화가 동유럽 국가와 협업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은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조소합작으로 만들어진 <형제>에 대한 

비판의 영향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사도성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심청전>, <형제>, <춘향전>으로 

이어지는 칼라예술영화의 제작은 영화예술 분야에서 선진적인 소련과 

동유럽의 영화기술을 북한영화가 습득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자 한

국전쟁에서부터 계속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친선을 상징하는 것

이었다. 이렇듯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칼라 영화의 제작은 영화

발전의 방향과 기술의 발전단계에서 보았을 때 북한영화가 준비해야 

할 시급한 문제였고 그에 대한 기대 또한 컸던 것이 사실이다. 

세계 영화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칼라 영화가 도래했을 때 영

화 창작가들은 색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색을 화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여 영화를 제작하였다. 북한 역시 칼라

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고민을 안은 채 영화를 제작하였다. 색채를 

이용한 영화의 스펙터클을 강조하는 방향은 어느 나라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데, 북한에서는 우선 기록영화를 통하여 민

족적인 아름다움과 자긍심을 칼라로 그려냈다. 이어서 화려한 의상과 

세트를 통해 민족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할 수 있는 고전을 바탕으로 

한 무용극, 창극 등을 영화로 만들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

적인 극영화가 제작되었다. 

<형제> 역시 민족적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한 무용 장면들을 다수 

배치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북한무용을 선전함

과 동시에 지역적 특색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55) ≪조선영화≫ 1958.4.,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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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에 이 영화는 향후 비판을 받을만한 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소련과의 합작이라는 측면이 컸다. <형제>는 영화 내적인 

문제보다는 영화 외적인 정치적 문제로 인해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된

다. 그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소련으로 유학을 간 영화인들의 집단 망

명 사건이 포진해 있었다. ‘정치적 스펙터클’의 한 가운데 소련과 합

작해서 만든 칼라영화가 자리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초기 칼라영화 제작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정치적 

사변은 영화가 가장 중요한 예술이라고 강조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영화가 단순히 텍스트로만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콘텍스트의 영

역에서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텍스트 분석만

으로는 이해되기 힘든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콘텍스트적인 측면을 이

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본 논문에서는 자료의 접근성 탓에 <금강산>과 같은 몇 작품들을 콘

텍스트를 통해서만 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가 진전

되어 가는 상황 속에서 보다 다양한 텍스트들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논문의 한계점을 이후의 수정⋅보완 사항으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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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쏘 합작 예술 영화 ≪동방의 아침≫ 제작 소식>, ≪조선예술≫ 1956.10.

<조선 국립 영화 촬영소 1956년도 작 천연색 예술 영화 ≪사도성의 이야기≫>, ≪조선

예술≫ 1956.11.

<창극 ≪심청전≫의 영화화>, ≪조선예술≫ 1957.4.

<천연색 기록 영화 금강산>, ≪조선영화≫ 1957.9.

<최승희 무용단 귀국>, ≪조선예술≫ 1957.2.

<친선의 화폭 한치마다에 심혈을 담겠다-촬영가 킨즈브르그와의 일문 일답>, ≪조선예술≫ 

1957.8.

<형제 국가들에서 호평 받는 조선 영화>, ≪조선영화≫ 1957.7.

김승호, <조선 필림의 기술진영>, ≪조선예술≫ 1957.2.

김재식,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주년을 맞는 영화 예술인들의 결의-아름다

운 추억, 새로운 희망>, ≪조선영화≫ 1958.5.

리영준, <기록 영화 ≪금강산≫ 연출기>, ≪조선영화≫ 1958.5.

리철홍, <최근 제작된 조선 예술 영화에 대한 몇가지 의견>, ≪조선예술≫ 1957.2.

림련수, <천연색 기록 영화 ≪금강산≫을 연출하면서>, ≪조선예술≫ 1957.7.

서만일, <씨네마 스코프의 매력- ≪인도기행≫ 중에서->, ≪조선예술≫ 1956.12.

안철해, <당적, 인민적 예술로서 조선 영화가 거둔성과-국립 영화 촬영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조선예술≫ 1957.2.

이.웨.루낀쓰끼, <친애하는 조선의 영화 일’군들에게>, ≪조선예술≫ 1957.8.

정관철, <천연색 기록 영화 ≪금강산≫을 보고> ≪조선영화≫ 1958.11.

정준채, <쏘련 영화가 우리 영화에 준 영향>, ≪조선예술≫ 1957.11.

정준채, <첫 천연색 예술 영화 ≪사도성의 이야기≫를 끝내고>, ≪조선예술≫ 1957.4.

주영섭, <영화 ≪사도성의 이야기≫-첫 천연색 예술 영화를 보고->, ≪조선예술≫ 

1957.2.

최순흥,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주년을 맞는 영화 예술인들의 결의-아름다

운 조국 위해>, ≪조선영화≫ 1958.5.

최순흥, <카메라도 현실도 달라졌다>, ≪조선영화≫ 1957.10.

최승희, <형제 나라들의 방문 공연>, ≪조선예술≫ 1957.3.

황재곤, <영화 연출가들의 푸로필>, ≪조선예술≫ 1957.2.

황재곤, <화폭 창조에서 맞잡은 손’길>, ≪조선예술≫ 1957.8.

황철, <쏘련을 향하여 배우자>, ≪조선영화≫ 1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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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

박유리, ｢1958년 북한 모스크바 유학생 ‘집단 망명’ 사건, 그 후…｣, 한겨레, 2015.9.25.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7554.html> (접속일: 

2018.11.7.)

김영권, ｢소련 북한 유학생 집단망명 생존자 “6.25전쟁 진실 안 뒤 반감 싹터”｣, VOA, 

2017.8.4. <https://www.voakorea.com/a/3969175.html> (접속일: 201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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