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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들어가며

1988년�7월� 19일,�서울올림픽�개막을�앞두고�월북�작가에�대한�해금이�

이루어졌다.� 문학� 분야에서부터� 시작된� 월북작가� 해금은� 같은� 해� 10월�

27일�음악인� 63명,� 미술인� 41명이�해금되어�해방�전�혹은�월북�전�문학

과�음악,�미술작품들에�대한�출판�및�공연,�전시가�공식적으로�허가되었

다.1) 당시� 해금자� 리스트에는� 월북영화인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인물은�

*�이�논문은�2018년� 10월�20일�서울대학교�규장각�지하�강당에서�개최된�2018년�하반기�제27회�구

보학회�정기학술대회� ｢(월북/재북/납북�작가)�해금�30년,�해금�전후�지성사·문화사의�풍경들｣ 발
표문을�수정�보완한�것임.

**�한상언영화연구소�대표
1) ｢납·월북�문화예술인�복권｣,� �한겨레�,� 198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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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존재하지�않았다.�문학�부문에�언급된�김승구,�주영섭,�김태진(범위를�

넓혀�김영팔,� 윤기정,� 임화,� 강호,� 서광제) 등�해방�전�연극계(주로�극작)에서�활약

한�인물�몇�명의�이름을�찾을�수�있을�뿐이었다.�

향후� 해금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한다고� 했던� 영화분야에� 대해서는�

1988년이� 마무리�될� 때까지�해금에�대한� 특별한�언급이�없었다.2) 해방�

전� 창작된�순수문학작품(시,� 소설,� 희곡,� 평론)과� 예술작품(미술작품,� 작곡,� 작사,�

연주가)을� 중심으로� 해금이� 논의되다� 보니� 이� 범주� 밖에� 있었던� 영화는�

논의�대상에서�배제되었던�것이다.�영화인�해금�문제가�흐지부지�된�보

다� 중요한�이유로는�일제강점기�필름이�남아�있지�않은�상태에서�해금

을�선언할� 만한�작품이�존재하지�않았기에� 자연스럽게�월북영화인들의�

해금�문제는�중요한�문제로�취급되지�않았을�가능성도�있다.�어쨌든�음

악가� 중� 작곡가와� 평론가� 이외에� 성악가나� 연주자들도� 해금� 대상으로�

삼은�것에�비한다면�영화제작에�참여한�연출가,� 촬영기사,� 배우들에�대

해�특별한�언급이�없었다는�점은�당시�영화인�해금을�주도할�관계기관

은�물론�영화인�해금의�밑그림을�그려야�할�영화사연구자들과�이를�뒷

받침해야�할�원로영화인들의�태만이라고도�볼�수�있다.�

그렇다면�영화분야에�있어서�해금� 30년의�의미는�무엇일가?�남아�있

는�필름이�없어�해금�여부를�논의할�수�없는�상황에서�영화분야의�해금

은�오랫동안�언급하는�것조차�금기시�되었던�월북영화인들의�이름이�해

방된�정도일지도�모른다.�이렇듯�텍스트가�부재한�상황에서�이것을�뛰어

넘는�가시적인�성과를�기대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었지만�해금을�전후

하여�좌익계통의� 영화인들이�주도한�카프시대의�영화운동과� 해방기�영

화운동에�대한� 연구가�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는�점은� 영화분야�해금이�

2) 1987년�문인협회에서�작성한�명단(｢납․월북작가�모두�76명,�문인협｣,��경향신문�,�1987.9.7.)과�문화공보

부가�국회에�제출한�명단(｢해방�6․25때�납․월북한�문화예술인�모두�43명｣,��동아일보�,�1987.8.12.)�그리
고�해금�당시�해금자�리스트를�종합해서�살펴본�결과�영화인으로�분류된�인물은�없다.�이들�명단을�
토대로�영화계에서�활동한�인물들을�정리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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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학술적�성과로�기억해야�할�부분이다.

영화분야에�있어서� 1988년의� 해금은�망실되어�이제는�존재하지�않는�

해금�대상을�서성대며�기다리고�있는�한편의�부조리극과�같은�상황을�보

여준다.�더불어�영화분야에서�실질적인�해금은�해금�대상이�되는�작품들

이�하나�둘�나타났을�때부터�논의할�수�있었지만�막상�해금�대상이�나타

났을�때�이미�그것은�해금된�상황이었기에�중요한�논의의�대상에서�멀찍

이� 물러나� 있을� 뿐이다.� 그러다보니� 해금� 이후� 지금까지� 월북영화인에�

대한�연구가�부진할�수밖에�없었던�이유는�금지된�것을�볼�수�있게�되었

다는�정치적�의미에�대한�관심이�사라진�상태에서�더�이상�존재할�수�없

을� 것이라�여겨졌던� 필름이� 세상에�나타났다는� 일종의� ‘종교적� 경험’과�

같은�것에�모든�관심이�빨려�들어갔던�탓도�있다.�한국전쟁�이전�영화가�

발굴될�때마다�실제�대부분의�연구자들의�주된�관심은�해금의�정치적�의

미�같은�것이�아닌�봉인되었던�일제강점기의�발견에�집중되었다.�

이�논문은�해금�30년을�돌아보면서�해금이라는�정치적�이벤트가�끝난�

후� 비로소� 해금을�논의할만한�영화들이�발견되었지만� 선행연구의�부족

과�자료의�불비,�관심의�부족으로�제대로�논의�되지�않았던�월북영화인

들에�대해�주목하고자�한다.�다시�말해�소위� “발굴된�영화”들�속�월북영

화인들을�찾아보고�이들에�대한�주의를�환기하고�관심을�제고하고자�멀

리는�해방�직후부터�가까이는�해금�이후의�월북영화인들에�대한�문제를�

다루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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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지되어�사라진�영화들

해금이�선언되었던� 1988년�당시�한국영상자료원의�전신인�필름보관소

에서는�일제강점기에�제작된�영화가�한편도�남아있지�않았다.�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필름이�있어야�그�필름을�일반이�관람할�수�없도록�금지시

킬�수�있을�것이며�그래야만�금지했던�것을�풀어줄�수도�있을�것이다.�그

런데�해금�당시�풀어줄�영화가�없었다면�금지했을�당시에도�금지할�만한�

영화가�없었던�것은�아닌가?�결론부터�말하면�한국전쟁�중�혹은�전쟁�직

후까지�관람을�금지해야�할�영화가�남아�있었고�이는�상영허가를�내주는�

관계기관과�극장을�단속하는�경찰에�의해�좌우되었던�문제였다.�

영화인들이�월북했다는�이유로�필름이�압수되거나�상영이�중지된�경

우는� 단독정부� 수립� 직후� 상영된� <해연>(1948)이� 처음이었다.� <해연>은�

예술영화사에서�첫�번째로�제작한�영화였다.�예술영화사는�사장�김낙제

(⾦洛濟),� 전무�강영구(姜永求),� 상무�이청기(李淸基),�제작부장�이철혁(李喆爀),�

문예부장�이운용(李雲⿓),�연기부장�박학(朴學),� 음악부장�정종길(鄭鍾吉),� 총

무부장�허병오(許炳吾)로�구성되었다.3) 예술영화사�사장�김낙제는�부산상

공회의소�사무국장�출신으로� 1949년�경상남도�상공국장을�역임�후,4) 정

계에�투신한�인물로� 1957년�설립된�부산의�제일극장의�운영자이기도�했

다.� 그가�예술영화사에�관계한�것은� 1947년� 12월� 강영구를�중심으로�한�

예술영화사�영화제작대가�<해연>�촬영차�부산에�와�이들과�동업을�하게�

되면서부터이다.5)

<해연>은�제작부장�이철혁의�주도로�제작이�이루어졌다.�원작,�각색은�

신인�작가�이운용이�맡았다.�연출은�애초�김영화(⾦永華)가�맡기로�했으나�

과도정부의�영화과장�직에�취임하게�되면서�그를�대신하여�<임자없는�나

3) ｢藝術映畵社部署｣,� �藝術映畵(海燕特輯)�,�株式會社藝術映畵社,� 1948,� 6면.
4) ｢本道商工局長에�⾦洛濟⽒� 就任｣,� �釜山新聞�,� 1949.1.12.
5) ｢藝術映畵社� 海燕을�撮影｣,� �民主衆報�,� 194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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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배>를�연출한�바�있던�영화감독�이규환(李圭煥)이�맡았다.6) 연출자가�바

뀌는�등�영화제작이�지체되자�원래�출연하기로�한�이화삼(李化三),�독은기

(獨銀麒),� 김혁(⾦赫) 등이�출연자�명단에서�빠졌다.�

<해연>은� 1948년� 1월� 13일부터�부산에서�촬영이�시작되었다.7) 영화는�

10월에�완성되어�개봉을�준비했다.� 11월� 10일�서울의�중앙극장에서�시사

회를�열었으며� 문교부에서는�이� 영화를�우수영화로� 인정하여�추천하였

다.�당시�문교부장관�안호상(安浩相)은�이�영화가� “교화원을�취재한�점으로�

보아�소년�교육상�뜻�깊은�것이라고�생각하며�예술영화로서�다소의�미비

한�점이�있으나�해방�후�우리�영화계의�현실에�미루어�우수한�점이�없지�

않음으로�이�영화를�일반에게�추천”8)한다고�발표했다.�

문교부� 추천영화가� 된� <해연>은� 11월� 21일� 중앙극장에서� 본격적으로�

상영되기�시작했으며� 12월� 11일부터는�부산�부민관에서도�상영되기�시작

했다.�하지만�부산에서�상영�중�관계�당국에�필름을�압수당하는�사건이�

일어나게�된다.9) 정확한�이유는�밝혀지지�않았으나�해방�후�처음으로�문

교부�추천까지�받은�영화가�상영�금지된다면�이�또한�문제일�수밖에�없

었다.�

<해연>이�부산에서�필름을�압수당한�사건은�영화인들의�월북과�관련

하여�생각할�필요가�있다.�<해연>을�제작한�예술영화사의�연기부장은�박

학이었다.�그는�당시�극단�예술극장을�이끌고�있었다.�그래서인지�이�영

화에는� 예술극장� 출신들이� 대거� 출연하고� 있었다.� 예술극장은� 해방� 후�

설립된� 좌익연극단체인� 조선예술극장과� 서울예술극장이� 통합한� 극단이

었다.�예술극장�단원들은�<해연>의�촬영을�끝낸�후�박노아(朴露兒)가�번안

한� 하우프트만(Gerhart� Hauptmann) 원작의� <외로운� 사람들>을� 이서향(李曙

6) 李圭煥,� ｢映畵� “海燕”演出� 前記｣,� �藝術映畵(海燕特輯)�,� 16면.
7) ｢“海燕”드디어�撮影開始｣,� �釜山新聞�,� 1948.1.13.
8) ｢映畵� “海燕”을�文敎長官이�推薦｣,� �婦人新報�,� 1948.11.10.
9) ｢映畵� ｢海燕｣ 釜山서�押收｣,� �東亞日報�,� 194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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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 연출,�김일영(⾦⼀影) 장치로� 1948년� 7월�서울의�제일극장에서�공연�후�

집단�월북했다.�월북한�예술극장�단원�대부분은�북조선�국립영화촬영소

에�입소하여�북한�최초의�극영화� <내�고향>에�출연했다.�

<해연>의�필름이�압수된�것은�배우들의�월북이�관계당국에�포착되었

던�것이�그�이유가�아닌가�추측된다.�실제�이를�염려해서인지� 1948년� 12

월� 11일자� �부산신문� 1면�하단에�실린� <해연>�광고에는�주연배우�이름

을�최병현(崔秉顯),�조미령(趙美鈴),�남선림(南善林,�南美林의�오기-의도적�오기일�수�

있다)만� 기록하여� 월북한� 배우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개봉� 직전인�

1948년� 10월� 24일�경향신문� 1면�하단에�게재한�광고에서는�월북한�김동

규(⾦東圭),� 남미림,�박학,� 유경애(兪慶愛),� 이재현(李載⽞),� 최군(崔軍) 등이�출

연자�명단에�표기되어�있었던�것과는�크게�다르다.�

<그림�1>�영화�<해연>�광고,� �경향신문�,� 1948.10.24.

<그림� 2>�영화�<해연>�광고,� �부산신문�,� 194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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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에�압수된� 필름은� 곧� 되돌려져�부산,� 광주� 등지에서� 상영이�

재개되었다.�출연�배우의�월북을�이유로�영화�상영을�금지할만한�제도적�

장치가�미비한� 상황이었고�부산지역에서�영향력이�큰� 김낙제가�제작한�

영화였기에�영화�상영이�재개될�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그러나�곧�전

쟁이�터지면서�더�이상� 월북영화인이�제작에�참여한�영화는�상영될�수�

없었다.�

영화인의� 월,납북을� 이유로� 영화상영을� 금지하는� 것은� 한국영화계의�

큰�손실이었다.�전쟁�직전까지�제작된�대부분의�영화에서�월,납북영화인

과�관련되지�않은�영화는�찾아�볼�수�없었다.�심지어�무성영화시대�걸작

이라�평가받던� 1926년�작�<아리랑>의�경우�1937년에�이미�사망한�나운규

(羅雲奎)와�영화계를�떠난�신일선(申⼀仙)을�제외한�주인규(朱仁奎),�이규설(李

圭卨),� 김태진(⾦兌鎭) 등�주요�배우들이�해방�이후�북한에서�활동했다.� 이

중�주인규는�해방�전부터�과격한�공산주의자로�알려져�있었는데�극단�고

협(高協)에서�주인규와�함께�생활했던�이해랑(李海浪)은�대선배인�주인규를�

조선질소비료회사를�폭파하려�한�무지막지한�인물로�묘사하기도�했다.10)

그런�주인규가�해방�직후�북한영화의�총책임자로�북조선국립영화촬영소�

총장의�자리에�앉아�있었기에�이를�문제�삼아�상영을�금지한다면�일제강

점기�영화�중�상영할�수�있는�영화는�한편도�남아�있을�수�없었다.11)

이렇듯� 한국전쟁� 이전에� 제작된� 대부분의� 영화에서� 월북영화인들과�

관련되어�있었고�이들의�흔적을�쉽게�발견할�수�있었기에�이들�영화의�

상영을�금지시키는�것은�의도치�않게도�한국영화사의�연속성을�해치는,�

이전의�영화사와�단절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었다.�특히�한국전쟁은�

이를�가속시켰는데�전쟁�이후에는�과거�월북�영화인들이�출연하거나�제

10) 국립문화재연구소�편,� �대담�한국연극이면사�,� 도서출판�피아,� 2006,� 256-257면.
11) <아리랑>은� 1952년�9월�대구�만경관에서�상영되었다는�기록이�남아�있다.(김연갑,� �북한아리랑연

구�,�청송,� 2002,� 146-147면.)�전쟁�기간까지�일제�강점기�제작된�영화들이�상영되고�있었던�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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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에�참여한�영화들이�남한에서�상영될�수�없었다.�영화가�상영되기�위

해서는�공연법에� 의해�상영허가를�맡아야�했지만� 월북영화인과�관련된�

영화들은�상영허가를�쉽게�얻을�수� 없었고�운이�좋게도�상영허가를�얻

었어도�언제든�상영이�취소될�수�있었다.�이에�따라�전쟁�직후까지�남아�

있던�많은�수의�필름들은�상영될�수�없는�영화로�묶여�방치되었고�쉽게�

망실될�수밖에�없었다.�어쩌면�한국전쟁�이후�일제강점기�영화가�대부분�

사라지게�된� 주된�이유는�전쟁으로�인한�피해도�있었지만�그� 영화들이�

상영될�수�없는�영화이면서�가지고�있는�것만으로도�북한을�찬양한다고�

의심받을�수�있는�위험한�영화라는�점이�크게�작용했을�수�있다.�

3.�해금이라는�사건

3.1. <자유만세>의 발굴과 상영

해금� 전� 월북영화인들에� 대해서는� 반공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부정적으로�언급되는�것이�대부분이었다.� 1986년�이기봉�원안

을�각색하여�MBC-TV에서�방영한� <북으로�간�여배우>12)에서는�월북영

화인인�문예봉과�그의�남편인�극작가�임선규가�주인공으로�등장하여�화

려한� 생활을� 하던� 여배우가� 공산주의자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가서�

비인간적인�대우를�받으며�고통�받는�삶을�살고�있다는�식의�이야기가�

그려졌다.�이�드라마에는�문예봉,�임선규�부부�외에도�박춘명,�김선영�부

12) MBC에서�제작한�5부작�미니시리즈�<북으로�간�여배우>는�이기봉�원안,�이철향�각색,�김종학�연
출로�제작되어� 1986년� 3월� 14일(1부),� 15일(2,3부),� 16일(4,5부)가�방송되었다.�



해금할�수�없는�것을�해금하기� � 219

부와�김연실,�문정복,�최승희와�같은�해방�전�유명인사들의�월북�이후�삶

이�비극적으로�그려졌다.�

대중매체에�그려진�월북영화인�이외에�원로�영화인들의�말과�글�속에�

월북영화인들의�월북�전�활동이�묘사되기도�했다.�남아�있는�필름이�없

고�자료도�부족한�상황에서�그� 시대를�살았던�인물들의�증언은�사료가�

미치지�못하는�부분의�공백을�메울�수�있는�중요한�자료일�수밖에�없었

다.�사료의�부족에�허덕이는�한국영화사�연구�분야에서�안종화,�이필우,�

이규환,� 윤봉춘,� 복혜숙� 등�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영화인들의� 증언이�

큰�도움이�되었다.13) 그러나�이들이�증언은�애초부터�월북영화인들에�활

동�내역을�축소하여�발언하거나�왜곡하여�서술하기�일쑤였다.�

1975년�해방� 30돌을� 맞아�열린�고전�한국영화�상영회를�통해�최인규

가� 1946년에�연출한� <자유만세>가�발굴되어�세상에�공개된다.14) 1974년�

영화진흥공사�내에� 필름보관소가�만들어져�필름을�보관하기� 시작한�이

래�수집된�필름�중�가장�오래된�영화였다.�

13) 원로영화인들의�목소리를�담아�그것을�영화사연구의�원재료로�삼은�인물이�이영일이다.�이영일은�
1960년대�후반부터�1970년대�중반까지�당시�생존해�있던�원로�영화인들을�인터뷰했는데�그�인터
뷰�전문은� �이영일의�한국영화사를�위한�증언록�(전5권)으로�발간되었다.

14) KMDB를�통해�<자유만세>의�타이틀을�확인해�보면� 1950년대�후반에�만들어진� “한국영화문화협
회”가�현상과�인화를�맡았다고�기록되어�있다.�또한� 1946년�중요한�위치에�있지�않았던�배우�김
승호의�이름이�타이틀의�첫�번째�자리에�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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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영화�<자유만세>�스틸.�박학과�전창근의�모습.��영화시대� 속간�1권� 3호,� 1946.

1946년�개봉�당시�신문광고와�비교해�보았을�때�새로�발굴된�<자유만

세>는� 월북한� 배우� 독은기와� 박학� 등이� 출연자� 명단에서� 빠져� 있으며�

녹음을�새로�하면서� “조선”이라는�단어를� “대한”이나� “한국”과�같은�단어

로�바꾸었음을�알�수�있다.�영화를�연출한�최인규의�경우�대표적인�우익

영화인이었으며�한국전쟁� 중� 월북하여�북한에서의�행적도� 확인되지�않

았기에�납북자로�쉽게�인정받을�수�있었다.�그러기에�최인규의�북한행은�

문제되지�않은�반면�해방�직후�좌익단체에서�활동했고�월북�이후�북한

에서�배우활동이�확인되는�배우�독은기와�박학의�경우는� <자유만세>가�

남한�내에서�상영되는데�있어서�가장�큰�골칫거리였다.�추정컨대�불완전

하게� 남은� 필름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독은기와� 박학과� 같은�

월북영화인이나�북한을�연상시키는�요소들은�의도적으로�삭제된�것으로�

보이며�이렇게�거의�새로�편집된�영화는�여러�사람들이�참여하여�만들�

수밖에�없는�영화제작�과정을�고려했을�때�월북영화인의�문제를�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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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영화를�상영할�수�있는�묘안이었다.

1975년에�발굴되어�상영된� <자유만세>는� 1979년�한국영화�탄생� 60돌�

기념�상영회에서도�상영되었으며�이후�현존하는�가장�오랜�필름으로�중

요한�행사�때마다�상영되는�기념비적�영화가�되었다.�물론�독은기나�박

학과�같은�월북영화인에�대한�언급�없이�말이다.�

3.2. 1988년 월북작가 예술인 해금

월북문학인들에�대한� “해금”은�출판금지�명단에�있던�사람들의�작품을�

출판할� 수� 있게� 허가해주겠다는� 의미이다.� “해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는�먼저�언제� “금지”가�되었는지를�확인할�필요가�있다.� “금지”의�첫�번째�

경우로�주로�인용되는�것은� 1951년� �자유신문�을�통해�공개된�출판금지�

명단이다.15) 이�명단에는�영화인으로�김태진과�서광제의�이름이�발견된

다.�한국전쟁�직전�북한에서�사망한�김태진은� 1930년대�중반�이후�영화

계를�떠나�극작가로�활동했으며�해방�후�북한에서�희곡� �리순신�장군�

(국립조선인민출판사,� 1948)을�출판한�바�있었다.�남한�내� 출판금지자�명단에�

김태진의�이름이�오른�것은�북한에서�출간되어�남한에서도�유통되고�있

던�희곡� �리순신�장군� 때문일�터이고�이는�북한에서�발행한�출판물의�

남한�내�출판을�금지한다는�측면에서�이해할�수�있다.�월북�직전� �독립

신보�의�편집인으로�있던�서광제는�영화평론가로�더�유명한�인물이었고�

한때� 영화감독으로� 활동하며� 군국주의� 선전영화인� <군용열차>(1938)를�

연출한�바�있었다.�그는�해방�후�언론인으로�활동했는데� 1948년�남북연

석회의에�수행기자로�북한을�다녀와서� �북조선�기행�(청년사,� 1948.)이라는�

선전용�기행문을�발간�후�곧�월북하여�북한에서�활동했다.�김태진과�더

불어�A급으로�분류된�서광제는� �북조선기행�과�같은,�북한�체제를�찬양

15) ｢월북작가�저서발금｣,� �자유신문�,� 19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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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내용의� 책을� 발간했기에� 출판금지자� 명단에� 올랐던� 것이다.� 이들�

외에�출판금지자�명단에�다른�영화인의�이름이�발견되지�않는다.�월북영

화인�중�남한에서�유통되고�있던�책을�발간한�적이�있는�인물이�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영화인은�영화의�제작과�상영문제와�관련되어�있기에�출판문제를�

떠나�생각해야�한다.� <해연>의�예에서�알�수�있듯이�특정한�규정이�없어

도�월북영화인들이�관여한�영화는�상영�허가를�담당하고�있는�기관과�영

화가�상영되는�지역에서�흥행장�단속을�담당하는�경찰의�감시와�처벌�하

에서�쉽게�상영금지�될�수�있었다.�

1988년�이후�월북영화인에�대한�언급이�가능해졌으나�해금�당시�상영이�

금지될�수밖에�없었던�영화�중�남아�있는�영화가�존재하지�않았기에�풀어�

줄�수�있는�영화�역시�찾을�수�없었다.(북한영화의�상영과는�별개의�문제이다.) 필

름이�사라진�상황에서�많은�수의�월북영화인들을�등급으로�나누어�구분하

고� 이중에서� 해금� 대상을� 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월북영화인에�대한�논의도�진지하게�이루어지지�못했다.�해방�직후�북한에

서�활동하고�있던�영화인�대부분이�월북한�사람들이었으며�이들에�대해서

는�해방�전부터�활동하던�유명�감독,�작가,�배우�정도의�이름만�알려져�있

을�뿐�북한에서�어떻게�활동했는지조차�자세히�알려져�있지�않았다.� 이러

한�상황은�식민지�시기�영화사에�대한�연구가�미진한�것과�함께�월북영화

인�해금의�파장이�실질적인�연구로�이어지지�못한�가장�큰�이유였다.�

참고로�아래의�명단은�북한에서�활동한�영화인�중�월북영화인으로�묶을�

수�있는�인물들의�북한에서의�활동�내역을�정리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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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주요작품 비고

연출

강홍식 <내고향>(49),� <비행기사냥군조>(53),� <항쟁의�서곡>(60)�등�
배우로도�

활동

민정식 <용광로>(50),� <조국의�아들>(56),� <끝나지�않은�전투>(57)�등

박� �학 <분계선마을에서>(61),� <붉은선동원>(62),� <꽃파는처녀>(72)�등
배우로도�
활동

윤용규
<소년빨치산>(51),�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52),� <빨치산의� 처
녀>(54),� <춘향전>(58)�등

윤재영 <바다는�부른다>(56),� <청춘>(57),� <우리사위�우리며느리>(58)

정준채 <사도성의�이야기>(56),� <산매>(57),� <황해의�노래>(60)�등

전동민 <정찰병>(53),�아름다운�노래(54),� <행복의�길>(57)�등

주영섭
<수리봉>(58),� <꼬마�선장>(58),� <금강산의�처녀>(59),� <6남매>(60)�
등

시나

리오

김승구 <내고향>(49),� <빨치산의�처녀>(54),� <춘향전>(58)�등

김영근 <용광로>(50)

서만일 <승냥이>(56)

윤두헌
<소년빨치산>(51),�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53),� <백두산이� 보인
다>(56)�

주동인 <행복의�길>(56),� <산매>(57)�등

추� �민 <위험한�순간>(58),� <길은�하나이다>(58)

한상운
<비행기�사냥군조>(53),�<정찰병>(53),�<바다는�부른다>(56),<어떻게�
떨어져�살�수�있으랴>(57)

배우

김동규
<내고향>(49),� <향토를�지키는�사람들>(52),� <다시는�그렇게�살�수�
없다>(56)

김선영 <승냥이>(56),� <흥부전>(63),� <양반전>(64),� <최학신의일가>(66)�등

김세영
<소년빨치산>(51),�<흥부전>(63),�<우리집�문제>(71),�<공중무대>(72)�
등

<표�1>�주요�월북영화인들의�북한에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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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이름 주요작품 비고

김연실
<정찰병>(53),� <승냥이>(56),� <처녀리발사>(70),� <아름다운� 거

리>(70)�등

남승민 <소년빨치산>(51),� <땅>(59),� <애국자>(59)� 등

독은기 <소년빨치산>(51),� <향토를�지키는�사람들>(52)� 등

문예봉
<내고향>(49),� <용광로>(50),� <소년빨치산>(51),� <빨치산의� 처
녀>(54)�등

문정복
<내고향>(49),� <한� 해병에� 관한� 이야기>(70),� <전사의� 어머
니>(79),� <검사는�말한다>(80)�등

심� �영 <내고향>(49),� <용광로>(50),� <향토를�지키는�사람들>(52)� 등

유경애 <내고향>(49),� <향토를�지키는�사람들>(52)�등

이규설 <잊지마라�파주를>(57)� 등

주인규 <청춘>(57),� <잊지마라�파주를>(57)�등

초대� 북
조선영화

촬 영 소�
총장

최운봉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52),� <신혼부부>(55),� <갈매기호� 청년
들>(61)�등

황� �철 <형제>(57),� <춘향전>(58)�등

최 초 의�

인민배우,�
교육문화
성�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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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해금 전후 영화연구의 동향 

해금이라는�사건은�일제강점기�유명�영화인들을�다시�발견하는�기회

였다.�이러한�발견은�자연스럽게�북한영화와�월북영화인에�대한�관심으

로�진화해�나갔다.�

해금을� 전후하여� 이효인을� 중심으로� 변재란,� 남인영,� 조혜정과� 같은�

영화사� 연구자들에� 의해� 1920-30년대� 프롤레타리아영화운동과� 해방기�

영화운동에�관한�연구가�이루어졌다.�이중�프롤레타리아영화운동의�연장

선에서�북한영화를�바라본�대표적�연구자가�이효인이다.�그는� 1988년� 8

월� 15일�민족영화연구소를�세워� 1980년대�후반부터� 1990년대�초반�사이�

운동차원의� 영화제작과� 상영활동을� 넘어� 학술적� 차원에서� 민족영화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그는� �한국영화사강의� 1�을�

통해�일제강점기�영화사�연구에�대한�새로운�시각을�보여주었고�이후에

는�각종�저술�작업을�통해�북한영화에�대한�관심을�제고하였다.�이중�영

화평론가�이정하와�함께�쓴� �북한영화의�이해�16)는�북한의�영화예술을�

체계화한�김정일의� �영화예술론�17)을� 국내에�처음�소개한�서적으로� 의

미가�있으며,�김일성을�묘사한�연작영화� <조선의�별>에�대한�분석을�통

해�수령형상영화의� 신화적�구조를�파헤치는�등� 김일성주체사상이�체제

를�압도하던� 1970년대� 북한영화를� 연구하는데�있어서�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18)

1998년� 김대중�정부가�출범하면서�북한과의�교류가�급속하게�늘어났

다.�특히�제1차�남북정상회담�이후에는�북한연구가�광범위하게�유행하게�

16) �북한영화의�이해�(백지한,�친구,� 1989.)는�백지한이라는�이름으로�발행되었다.�백지한은�(백)두산,�
(지)리산,� (한)라산의�앞글자를�따서�만든�이름이다.�

17) �북한영화의�이해�에�실린�김정일의� �영화예술론�은�일본어�번역본인� �映畵と演出,�性格と俳優�

(白峰文庫,� 1988)를�다시�번역한�것으로�북한에서�나온�원본과는�차이가�있다.�
18) 이효인,� ｢북한의�수령�형상�창조�영화�연구� :�연작<조선의�별>과�연작�<민족의�태양>의�신화�형

식을�중심으로｣,� 중앙대�박사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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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데� 영화분야도� 마찬가지였다.� 이중� 김정일� 시대의� 멜로드라마에�

관심을�기울인�이명자는�북한영화�전문�연구자로,�이효인에�이은� 2세대�

연구자의�대표적�인물로�활약했다.19)

해금�이후�학계를�중심으로�북한영화에�대한�연구가�진행되었던�것과�

별개로�관제연구�성격의�성과물도�발간되었다.�내외통신사�소속�기자인�

최척호는� 북한영화� 연구에� 있어서� 관제연구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는데�

그는�월북�작가�해금�조치�직후�신원문화사에서�발간한�북한문화예술40

년�시리즈의�하나인� �북한예술영화�를�저술했으며� 2000년에는�이를�보

강한� �북한영화사�를�집문당을�통해�출판했다.�최척호의�연구는�관제연

구라는�한계도�있었지만�연구자들이�접하기�어려운�북한영화�관련�자료

를�토대로�북한영화를�개략적으로�소개하여�관련�연구자들�사이에서�중

요하게�인용되었다.�

해금�이후�지금까지�북한영화�연구는�일종의�한계를�가질�수밖에�없

었다.�특히�관심의�경중과는�별도로�북한영화를�연구할�수�있는�자료가�

지극히� 부족했다.� 특히� 월북영화인들이� 주로� 활동하던� 1950~60년대의�

경우�영화필름은�물론�이를�뒷받침할�문헌자료�역시�부재한�상태이기에�

영화사�연구의�대부분이�1970년대�이후�제작된�북한영화에�집중할�수�밖

에�없었고�자연�북한영화�연구는�반쪽짜리로�머무를�수밖에�없었다.�

19) 2018년�가을,�한국영화학회에서는�고인이�된�이명자(1969~2014)의�논문�17편을�모아��남북한�영화
의�풍경�이라는�제목의�추모집을�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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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년도 제목 연출 제작에�참여한�주요�월북영화인

1942 망루의�결사대 이마이�타다시 최인규,�강홍식,�심영,�주인규

1943 젊은�모습 도요타�시로 황철,� 문예봉,� 독은기,�최운봉

1945 사랑과�맹세 최인규 최인규,�독은기

4.�발굴된�영화와�월북영화인

4.1. 일본에서 들여온 일제말기 영화들

1989년� 일본에�일제강점기�조선영화�필름이�보관되어�있다는�소식이�

전해짐에�따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일본과의�교섭을�통해� 그곳에�보

관되어�있던�일제�말기�필름들을�제공받게�된다.�이전까지�한국영화사에

서�가장�오래된�영화는� 1946년�제작된�<자유만세>였다.� <자유만세>보다�

이른�시기에�제작된�영화,�특히�일제강점기�영화를�보충함으로써�한국영

화사의�공백으로�남아�있는�일제강점기�영화사를�일부나마�메울�수� 있

게�된�것은�한국영화사�연구에�있어�큰�수확이었다.�

1990년�일본에서�들여온�영화는� <젊은�모습>,� <사랑과�맹세>,� <망루

의�결사대>�총� 3편이었다.�이들�영화는�모두� 1940년대�초반�영화였는데�

<젊은�모습>은� 1943년�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에서�제작했고� <사랑과�맹

세>는�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의� 후신이라� 할� 수� 있는� 조선영화사에서�

1945년�만든�영화였다.� <망루의�결사대>는�이�영화보다�조금�이른�시기

에�제작되었는데�일본�도호(東寶)영화사가�조선의�고려영화사와�함께�만

들어� 1942년에�개봉한�작품이었다.�

<표�2>�1990년�발굴된�일제말기�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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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세�편의�영화들은�관람할�수�있는�한국영화의�시기를�조금�앞당

기는�중요한�발견이었으며�주요한�월북영화인들인�황철,�문예봉,�독은기,�

최운봉,� 강홍식,� 심영,� 주인규�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영화이기도�

했다.�그러나�이�영화들은�일제의�침략전쟁에�호응하여�만든�소위�친일

영화로�월북영화인들을� 이야기하기에�앞서�한국영화의�범주� 안에�넣어�

이를�기념하며�상영하기에는�민감할�수�밖에�없는�영화들이었다.�영화가�

발굴되어� 들어온� 1990년� 당시에는� 이� 영화의� 제작에� 참여했던� 한형모�

감독을�비롯해�김신재,�김일해,�전택이�등�원로�영화배우들이�생존해�있

었기에�친일�부역행위로�비판�받을�수�있는�영화의�일반�공개는�자칫�민

감한�문제를�건드리는�결과를�가져올�수�있었다.�결국�이�영화들은�바로�

공개되지�못하고�수장고�안에�잠들어�있다가�2년이�지난� 1992년에�들어

서야�일반에�공개될�수�있었다.�

이렇듯�월북작가,�예술인들의�해금으로�이들에�대한�관심이�큰�상황에

서�일제강점기�영화가�발굴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영화에�참여한�인물

들의�월북문제보다는�친일문제가�더�큰�문제로�떠올랐다는�점은�시사하

는�바가�컸다.�이�세�편의�영화가�발굴되었을�당시�월북영화인에�대한�관

심�거의�없었음은�이�영화에�출연한�유명�배우들의�면면이�전혀�언급되지�

않았다는�점을�통해�쉽게�이해할�수�있다.�도요타�시로가�연출한� <젊은�

모습>에는�황철,�문예봉이�출연하였으며�최인규가�연출한�<사랑과�맹세>

에는�독은기,�이마이�타다시가�연출한�<망루의�결사대>에는�주인규,�강홍

식이�출연했다.�이들은�일제강점기�최고의�배우로�손꼽히던�인물들로�월

북�후�북한에서�중요하게�활약한�인물들이었다.�그럼에도�이�영화는�일제

의�강요로�만들어진�영화이며�<젊은�모습>의�경우�연출자가�일본인�감독�

도요타�시로이기에�이�영화는�한국영화가�아니라는�식의�빈약하고�근거�

없는�주장으로�변명하기�급급했다.�일제강점기�영화가�대거�발굴될�때까

지�이�영화들은� <자유만세>처럼�쉽게�볼�수�있는�영화가�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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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마음의 고향>의 발견

1992년� 10월,�파리에서�1949년�제작된�<마음의�고향>의�필름이�발견되

었다.�영화제작에�참여한�주요�인물들이�한국전쟁�때�월북하여�이후�이�

영화를�상영할�수�없었음에도�불구하고�제작자�이강수는�프랑스로�이민

을�가면서도�이�영화가�공개될�순간을�기다리며�필름을�소중히�지켰다.�

1988년� 월북예술가들의� 해금이�있고� 월북영화인에�대한�관심이� 높아짐

에�따라�이강수는�비로소�이�필름을�공개하기로�결정한다.20)

<마음의�고향>은� 월북�작가인�함세덕의�희곡� <동승>을� 영화로� 만든�

것으로�연출은�윤용규가�맡았다.�당시�영화의�발굴을�알리는�신문기사에

는�영화감독�윤용규의�이름보다는�원작자인�월북작가�함세덕과�이�영화

의�주인공인�최은희의�이름이�더�많이�언급되었다.�함세덕에�대한�관심

의�일부를�연출을�맡은�윤용규를�비롯해�김선영,�남승민,�최운봉�등�월북

영화인에�줄법�했지만�이들에�대한�언급은�거의�없었다.21)

1993년� 이� 영화가� 한국에서� 공개되었을� 때� 그� 만듦새의� 탄탄함으로�

많은�사람들의�찬사를�받았고�비로소�윤용규의�이름도�중요하게�언급되

기�시작한다.�이�영화를�연출한�윤용규는�한국전쟁�당시�월북하여�<소년

빨치산>(1951),�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1952),� <빨치산의� 처녀>(1954),� <신

혼부부>(1955),� <어랑천>(1957),� <춘향전>(1958) 등을�연출하는�등� 1950년대�

북한의�대표적인�영화감독으로�활약했다.�또한�동승�역으로�나오는�유민

이라는�아역배우도�주목받았는데�그는�월북영화배우인�유현과�유경애의�

자식이었다.�이외에도�이�영화에는�북한에서�활약한�인물들이�다수�확인

되는데�배우�김선영,�남승민,�최운봉�등도�전쟁�중�월북하여�북한에서�활

약했으며�타이틀에�사용된�그림과�글씨는�1948년�월북�후�북한의�최고인

20) ｢40년대�한국영화�파리서�발견｣,� �동아일보�,� 1992.10.4.
21) 일제말기�영화가�발굴되기�전까지�이�시기�대표적인�남자배우인�남승민,�최운봉�등에�관한�관심도�

없었을�뿐더러�이들이�전쟁�기간�월북했는지조차�영화연구자들은�알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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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회의�대의원에�선출된�미술가�리여성의�솜씨였다.�

이렇듯�이�영화가�오랫동안�공개되지�못하고�잠잘�수밖에�없었던�이

유가�바로�이�영화가�월북영화인들의�손으로�만들어졌단�사실�때문이었

다.�그럼에도�불구하고�영화가�발굴되었을�때�이�영화를�만든�월북영화

인에�대한�관심은�많지�않았다.22) 이는�오랫동안�월북영화인에�대한�변

변한�연구가�없었고�이에�따라�자료축적도�되어�있지�않다보니�중요한�

작품이�발굴되어도�그것을�제대로�평가하기�힘들었기에�그렇다.�북한에

서�윤용규의�활동에�대해�주목하여�제대로�된�연구물이�축적되어�있었

다면�월북영화감독인�윤용규의�데뷔작품인�<마음의�고향>이�프랑스에서�

발굴되었을�때� 원작자인�함세덕과�주인공�역을�맡은�배우�최은희의�이

름보다는�윤용규의�이름이�더�많이�언급되었을�것이다.�

4.3. 해방 전 영화들의 대거 발굴

중국과의�수교�이후�교류가�활발해지면서�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중국

에�소장되어�있을지�모를�일제강점기�한국영화�발굴�작업에�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다.� 특히� 영화사� 연구자이자� 북한영화� 전문가인� 이효인이�

2003년�한국영상자료원장으로�취임하면서�중국과�러시아�등지의�아카이

브를�통해�일제강점기�영화들의�수장�여부를�확인했고�이� 과정에서�다

수의�일제강점기�영화가�발견된�것이다.�

22) 1950년대�북한영화를�설명하는데�중요한�인물인�윤용규에�관한�논문이�한편도�없다는�것은�이러
한�연구자들의�무관심을�대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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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화제목
제작
년도

영화제작에�참여한�월납북영화인들

2004

군용열차 1938 서광제(연출),� 양세웅(촬영),� 문예봉,� 독은기,�김한(배우)�
어화 1938 안철영(연출),� 박학(배우),� 나웅(배우)

집없는�천사 1941
최인규(연출),� 임화(각색),� 강홍식(배우),� 문예봉,� 김한,� 유현
(배우)

지원병 1941
최승일(제작),� 박승희(시나리오),� 이명우(촬영),� 문예봉,� 최운
봉(배우),� 윤상열(미술)

2005

미몽 1936 이명우(촬영),� 문예봉,�김한,�최운봉,�나웅(배우)

반도의�봄 1941 양세웅(촬영),� 김한(배우),� 윤상열(미술)

조선해협 1943
박기채(연출),�이명우(촬영),�민정식(조연출),� 남승민,�독은기,�
김한,�최운봉,�문예봉,� 김선초,� 박영신(배우),� 윤상열(미술)

2006 병정님 1944
방한준(연출),�이명우(촬영),�남승민,�독은기,�최운봉,�김한(배
우)

2007 청춘의�십자로 1934 이명우(촬영),� 김연실(배우)

2009 그대와�나 1941 김영길,�심영,�문예봉(배우)

2014 수업료 1940
최인규(연출),�방한준(연출),�이명우(촬영),�김한,�문예봉,�독은
기,� 최운봉(배우)

<표�3>�한국영상자료원이�수집한�주요�일제강점기�영화들

이효인�체제�하의�한국영상자료원에서�2004년부터�2년�동안�무려�8편

의�새로운�영화를�발굴해�내고�그�이후�몇�편의�영화들을�더�발굴됨으로

써� 2000년대�중반�이후�영화사�연구�분야는�일약�일제강점기�영화연구

의�붐을�가져왔다.�연구자들이�가장�먼저�주목한�것은�일제�말기�영화들

이�지닌�친일문제였다.� 특히� 발굴된�영화가�처음�상영되었던� 2005년은�

해방� 60년을�기념하는�해였고,�민족문제연구소�등의� �친일인명사전� 발

간�사업�등과�맞물려�친일영화�연구가�일제말기�영화연구의�큰� 흐름을�

형성했다.�그�외에도�영화가�표현하고�있는�식민지�조선의�근대성이라는�

주제�역시�연구자들의�큰�관심을�끌었다.�특히�1936년�작�<미몽>의�발굴

은�대표적인�월북배우�문예봉을�재발견�하는�계기였다.�박현희의� �문예

봉과�김신재�(선인문화사,� 2008)라는�단행본을�비롯하여�몇�편의�논문이�이

때� 발표되었다.� 하지만� 문예봉� 이외에� 월북영화인에� 대한� 관심은�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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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상황이다.23)

이렇듯�일제강점기�영화가�대거�발굴되면서�이들�영화�속에서�월북영

화인들을�발견했지만�이들에�대한�관심으로�확장되지는�못했다.�이는�월

북영화인들이�활동한� 1950~60년대�북한영화의�연구가�이루어지지�않았

기에�이들� 월북영화인들을�발견하더라도�월북�이후� 북한에서의�활동을�

찾아�월북이라는�정치적�행위의�의미와�영화인으로써�영화�활동의�내역

을�확인하려는�작업이�이루어지�못했기에�그렇다.�

5.�나오며�

월북영화인에� 관한� 문제는� 1948년� 제작되어� 상영된� <해연>에서부터�

시작되었다.�영화의�제작에는�많은�수의�영화인들이�참여하기에�북한으

로�올라간�영화인이�문제되어�상영할�수�없다면�<자유만세>가�그러했듯

이�편집을�통해�문제되는�영화인을�영화�속에서�삭제하는�식의�조치가�

이루어졌던�것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해금�당시�월북영화인들이�제작

에�참여한�영화가�거의�남아�있지�않았기에�월북영화인�해금은�문학이

나�미술,�음악에�비해�큰�문제로�부각되지�않았다.�

월북자들에�대한�해금이�이루어지고�영화분야도�월북영화인들의�영화

운동이�주목받기도�했지만�카프를�중심으로�한� 영화운동을�훑는�것� 외

에� 북한영화를�관람할�수� 없는� 한계로�인해�월북영화인에�대한�관심은�

크게�확장될�수�없었다.�

유독� 다른� 분야에� 비해� 월북영화인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이유를� 1.�

영화사연구자의�부족,� 2.�일제강점기�영화자료�부족,� 3.�북한영화에�대한�

23) 대체로�남한에서�문예봉에�관한�연구는�식민지시기�조선에서� ‘선전영화의�꽃’으로�소환되어�언급
될�뿐�북한의�인민배우로서�문예봉은�중요하게�언급도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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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등을�이유로�꼽을�수�있다.�이를�증명하듯�월북영화인이�출연한�

영화가� 발견되어도� 연구자들의� 경우�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있는�

것이�현실이다.� 2015년�한국영상자료원에서�이규환�감독의� <해연>을�발

굴하여�공개했지만�어느�누구도�이�영화를�월북영화인과�엮어서�이야기�

하지�않았다.� <해연>의�배우들이�북한�최초의�극영화� <내고향>에� 그대

로�출연하고�있음에도�말이다.�

지금껏� 월북영화인에� 대한� 문제는� 미끄러지듯� 친일문제로� 전환되기�

일쑤였다.� 1940년대�전후반�친일과�월북이라는�두�가지�문제가�복합적으

로�연견되어�있는�상황이다�보니�도덕적�잣대가�보다�명쾌하면서�논란

의�여지가�큰�친일문제가�부각되었던�것이다.�여기에�해방�직후의�복잡

한�정치적�상황과�북한이라는�배제되어�버린�존재에�대한�무관심�그리

고�자료의�부족과�연구의�제약�등의�이유로�해방�전후의�영화사�연구는�

친일의�문제에서�벗어나�월북이나�북한영화로�쉽게�옮겨가지�못했다.�

그렇다면�월북영화인에�대한�논의는�언제�시작될�수�있을�것인가?�한

국영화에서�월북영화인에�관한�문제는�북한영화연구와�관련되어�있으며�

아직�뚜껑을�열지�않은�상태이다.�최민수가�자신의�외할아버지가�유명한�

가수이자�영화배우,�영화감독인�강홍식이라는�사실을�뒤늦게�알게�되었

다고�고백했듯이�오랫동안�월북문제는�들추면�안�되는�문제였다.�그러다

보니�잘못된�정보가�유통되고�그� 잘못된�정보를�이용하여�이익을�취하

려는�사람들이�많았다.�최근까지도�최민수의�명성을�이용하여�강홍식이�

1960년대�후반에�숙청되어�요덕수용소에서�사망했다는�사실만�강조함으

로써�북한체제의�비인간성을�강화하는�장치로�활용했던�것이다.24) 마찬

가지로�문정복의� 아들�양택조의�경우도�남한의� 대중매체에서�문정복은�

자식을�버리고�북으로�간� 매정한�어머니라는�다소�감정적인�내용만�강

24) 강홍식의�아들�강효선이�70년대�초반에�이미�복권되어�2000년대�초반까지�피바다가극단�총장직
을�역임했다는�사실은�우리�매체에서는�중요하게�언급되지�않고�있다.�



234� �구보학회� 20집

조될�뿐�가족이�남북으로�흩어지게�된�정황�등은�크게�고려되지�않는다.�

북한영화에�대한� 무관심으로�인해�한국영화연구는�여전히� 냉전적�상황

에�남겨져�있는�것이다.�

북한영화에�대한�연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발생한�악

의적인�선전은�남북관계의�복원과�남북이�하나�되는�민족사�서술이�시

작될�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이다.� 또한� 월북영화인� 혹은� 월남영화인에�

대한�구분�없이�영화인이라는�이름으로�이들을�제대로�바라볼�때� 남북�

분단체제의�희생양이�되어버린,�배제된�자들이�부활할�수�있으며�이들의�

활동이�오롯이�복원될�수�있을�것이다.�이때야말로�진정한�의미의�한반

도영화사(코리아영화사)가�서술될�수�있을�것이다.�

이�논문은� 2018년� 11월� 23일에� 접수되어� KCI� 논문� 유사도� 검사를� 필한� 후�

2018년� 11월� 26일부터�12월�17일�사이에�이루어진�소정의�심사를�거쳐�2018년�

12월� 28일� 편집회의에서�최종적으로�게재가�확정되었음.



해금할�수�없는�것을�해금하기� � 235

참고문헌

1.� 기본자료

｢40년대�한국영화�파리서�발견｣,� �동아일보�,� 1992.10.4.

｢납·월북�문화예술인�복권｣,� �한겨레�,� 1988.12.13.

｢납·월북작가�모두� 76명,� 문인협｣,� �경향신문�,� 1987.9.7.

｢本道商工局長에�⾦洛濟⽒� 就任｣,� �釜山新聞�,� 1949.1.12.

｢映畵� ｢海燕｣ 釜山서�押收｣,� �東亞日報�,� 1948.12.24.

｢映畵� “海燕”을�文敎長官이�推薦｣,� �婦人新報�,� 1948.11.10.

｢藝術映畵社� 海燕을�撮影｣,� �民主衆報�,� 1947.12.7.

｢藝術映畵社部署｣,� �藝術映畵(海燕特輯)�,�株式會社藝術映畵社,� 1948.

｢월북작가�저서발금｣,� �자유신문�,� 1951.10.5.

｢해방� 6․25때�납․월북한�문화예술인�모두� 43명｣,� �동아일보�,� 1987.8.12.

｢“海燕”드디어�撮影開始｣,� �釜山新聞�,� 1948.1.13.

李圭煥,� ｢映畵� “海燕”演出� 前記｣,� �藝術映畵(海燕特輯)�,�株式會社藝術映畵社,� 1948.

2.� 국내�논문�및�단행본

국립문화재연구소�편,� �대담�한국연극이면사�,� 도서출판�피아,� 2006.

김연갑,� �북한아리랑연구�,� 청송,� 2002.

박현희,� �문예봉과�김신재�,� 선인문화사,� 2008.

백지한,� �북한영화의�이해�,� 친구,� 1989.

이효인,� ｢북한의�수령�형상�창조�영화�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01.�

최척호,� �북한예술영화�,� 신원문화사,� 1989.

� � � � � ,� �북한영화사�,� 집문당,� 2000.



236� �구보학회� 20집

❙국문초록❙

이�논문은�영화인의�월북을�이유로�영화�상영이�금지된�1940년대�후반부터�일제강점

기�제작된�조선영화가�발굴되기�시작한�2000년대�중반까지를�중심으로�월북영화인과�해

금에�관해�되짚어�보고�있다.�

한국전쟁�이전인� 1948년�제작된� <해연>은�영화제작에�참여한�영화인들이�월북했다

는�이유로�영화상영�도중�필름이�압수된�첫�번째�영화였다.�한국전쟁�발발�이후�월북영화

인이�관여한�영화는�남한�내에서�상영될�수�없었다.� 1926년�제작된�<아리랑>처럼�일제

강점기에�제작되었거나�<마음의�고향>처럼�한국전쟁�직전�제작되었던�많은�수의�영화들

은�관련�영화인의�월북을�이유로�오랫동안�공개될�수�없었다.�

월북영화인들이�참여한�영화�중�일부는�한국영화사의�정전으로�선택되어�상영될�수�있

었다.� 1975년�해방� 30주년�기념이나�1979년�한국영화�탄생� 60주년�기념을�위해�개최된�

영화상영회에서�해방�후�처음�만들어진�광복영화인�<자유만세>가�상영되었다.�이�영화

는�월북영화인�독은기를�화면에서�지워버리는�방식으로�공개되었고�이후�한국영화사의�가

장�중요한�자리를�차지하게�된다.

1988년�해금�이후�숨겨졌던�한국영화들이�발굴되기�시작했다.�발굴된�영화들�대부분이�

일제말기�영화이다�보니�영화인의�월북이라는�문제보다는�친일문제로�미끄러지기�일쑤였

다.�이는�친일문제라는�보다�민감한�문제의�영향도�있지만�월북영화인과�북한영화에�대한�

무지에서�빚어진�결과이기도�하다.�현재�월북영화인에�대한�연구는�시작단계로�북한영화

연구와�함께�진행되고�있다.�

❙핵심어� :�월북,�해금,�북한영화,�일제강점기�영화,�자유만세,�해연,�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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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fting� of� the� ban� that� can� not� take� off
:� The� journey� of� Filmmakers� defecting� to� North� Korea� for� 30� years

Han� Sang-eon(director� of� HSECI)

This� paper� revolves� around� the� filmmakers� and� the� release� from� the� late� 1940s�

when�movie� screening�was� prohibited� due� to� filmmakers� defecting� to�North�Korea�

to� 2000s.

A� sea� gull produced� in� 1948� before� the� Korean�War� was� the� first� film� to� be�

confiscated� during� the� film� screening� because� the� filmmakers� defecting� to� North�

Korea.�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films� involving� filmmakers�

defecting� to� North� Korea� could� not� be� screened� in� South� Korea.� Like� Arirang

produced�in�1926,�many�films�that�were�produced�just�before�the�Korean�War,�such�

as� the�Home�of� the�Heart made�during� the� Japanese� colonial�period�could�not� be�

released� for� a� long� time�due� to� defectors� from� South�Korea.

The�screenings�of� the�films�participated�by�filmmakers�defecting�to�North�Korea�

began�to�be�made�through�films�chosen�by�Korean�film�history�canon.�Hurrah!�For�

Freedom which� was� the� first� film� after� the� liberation� was� screened� for� the� 3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in� 1975� and� the� 6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orean�

films�in�1979.�This�movie�could�be�released�in�the�way�that�erasing�Dock�Eunki�on�

the� screen� occupied� the�most� important� position� of�Korean� film�history.

Korean�movies�that�have�been�hidden�began�to�be�excavated�since�1988.�Most�of�

the� excavated� movies� were� late� end� of� Japanese� imperialism,� so� it� was� rather�

slippery�due�to�collaboration�with�Japanese�colonialists.�This�is�also�the�result�of�the�

more�sensitive�issue�of�the�pro-Japanese�issue,�but�also�the�ignorance�of�filmmakers�

efecting�to�North�Korea�and�North�Korean� films.�Currently,�research�on�film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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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ecting� to�North�Korea� is�being�carried� out�with�North�Korean� film� research�as� a�

starting� point.

❙keywords：defecting� to� North� Korea,� Lifting� of� the� ban,� Japanese� colonial�

period� film,� Hurrah!� For� Freedom(자유만세),� A� sea� gull(해연),�

Arirang(아리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