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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5.16(1961) 이후 군사 정부는 

‘혁명’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주도적 영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실행하였다. 

이에 영화계에서는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과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영화법의 제정(1962)으로도 적용되었다. (2) 군사 정부의 영화 정책은 영화법 

제정 및 개정으로 체계화되었고, 이는 영협과 제협 등 영화인 단체의 조직 

및 구성에도 변화를 야기하였다. 영협과 제협은 영화계의 고질적 문제나 현

안의 대응 방식을 두고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3) 1963년 초 정부의 영화

법 개정에 대해 영화계는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법의 공포와 시행을 이후 

등록 제작업자 측의 태도는 찬성으로 돌아 섰다. 한편 민정 수립 직후 정치

권에서 영화법 폐기 주장이 제시되었고, 이를 둘러싸고 영화계는 영협을 주

축으로 한 찬성 쪽과 그것에 반대하는 한국영화업자협회로 양분되었다. 이처

럼, 영화법 제정, 개정, 폐기, 유지에 관한 상정, 도입, 처리, 건의, 찬성, 반대 

등의 움직임은 영화계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나들며 다양한 벡터와 함수로 

역사적 궤적을 그려 갔으며, 이에 대한 영화인 단체의 입장과 태도 역시 다

각적이고도 다층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주제어

한국영화, 1960년대 전반기, 박정희 정권, 영화 정책, 영화계, 영화법, 한국영화인협회(영

협),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

1. 서론

영화 제작과 흥행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적 측면에서 커다란 굴곡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1960년대 한국영화사를 서술함에, 기존의 연

구는 많은 경우 박정희 정권과의 연관성을 주목한다. 1961년 5.16군사

정변을 통해 수립된 박정희 정부가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였고, 정

권의 성격 상 당시 영화 정책의 특징적 양상이 동시기 영화 제작 및 

흥행 양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 

선상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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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이전과는 대비되는 명료하고 구체적

인 영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

화법이었다.1) 중요한 점은 그것이 영화 정책 상의 법제적 장치로서 

대표성을 지니는 동시에 한국영화계의 당대 상황 및 향후 진행 방향

에 대한 바로미터 구실을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연구는 1960년대 한국영화사를 서술하면서 영화

법의 제정과 개정을 중요한 사안으로 다룬 바 있다. 예를 들어 이영

일은 �한국영화주조사�(1988)에서 “1960년대의 고비에 넘어선 한국영

화는 갑작스럽게 커다란 변혁을 겪게 되었”는데 그것은 “1961년에 발

생했던 5.16군사혁명과 더불어 시작 되었다”고 설명하며, 그 중심에 

“당시의 혁명적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전격적으로 제정 공포한 ‘영화

법’”이 있었음을 역설한다. 즉 영화법에 의해 영화계는 “하루 아침에” 

“이른바 기업화정책”에 따라 “재편성되었”고, 이는 “1950년대 후반의 

중흥기의 영화가 우리 영화계의 창조적 의욕으로부터의 자생적인 것

이었”음에 반해 “제도적인 통제에 의한 타율적인 변혁이었다”는 특징

을 지닌다는 것이다.2)(강조-인용자) 강조된 단어들에 집중해 본다면, 

연구자가 영화법 제정을 영화계 내부의 의지와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5.16 이후 갑자기 도입된 것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마치 영화사적 시대상을 대변하고 규정하는 

것으로 확대⋅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위의 책에서 이영일은 1960년대

를 ‘9. 기업화에의 도전’3)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는데, 그 출발점에 

각각 영화법 제정이라는 사건이 놓여 있다. 여기서 ‘기업화에의 도전’

이라는 용어는 당대 영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행위의 주체는 

 1)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95호로 최초로 제정된 영화법은 이후 1963년 3월 

12일 법률 제1305호로서 1차, 1966년 8월 3일 법률 제1830호로서 2차, 1970

년 8월 4일 법률 제2217호로서 3차, 1973년 2월 16일 법률 제2536호로서 4

차 개정된다. 

 2) 이영일, �한국영화주조사�, 영화진흥공사, 1988, 428쪽.

 3) 위의 책, 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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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당국이 아닌 영화인, 즉 영화계 종사자를 지칭한다. 연구자가 영

화 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관계)을 주목하는 데 반해 정책 과정

에 반영되는 영화계의 목소리와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간과하고 있음

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후대로도 이어진다. 비교적 최근에 출판된 두 

권의 한국영화 통사를 예로 들어보자. 김미현 편저의 �한국영화사: 開

化期에서 開花期까지�(2006)는 1960년대 한국영화사를 각각 ‘한국영

화의 르네상스, 그리고 장르 영화 1963∼1971’로 명명하며 그 선두에 

‘영화법의 제정과 시행’을 배치한다.4) 정종화의 �한국영화사�(2008) 

역시 ‘6장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1962∼1969)’의 첫 부분을 ‘1. 영화법 

제정과 기업화 정책’으로 둔다.5) 그렇다 보니, 영화법 제정 및 개정 

내용(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한국영화의 르네상스’(영화계)라

는 긍정적인 시선이 공존을 이루면서도 그 시선의 대상(정책/영화계) 

간에 불일치적 균열이 발생한다. 

본 연구는 ‘한국영화인단체연합회-한국영화인협회(영협)’과 ‘한국영

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업자협회’(제협)가 영화법 제정과 개정을 둘러싸

고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보였는지를 중심으로, 1960년대 전반기 영화 

정책에 대한 영화계의 반응 및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960년대 전반기는 박정희 정권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방면

의 제도적 근간이 구축되던 중에, 영화 정책에 있어서도 그 법제적 

토대가 마련된 때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으로, 군사 정권 하 

정책 당국에 의해 영화법 제정과 1차 개정 작업이 주도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영화계의 변화상과 활동상이 두드러졌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협과 제협이 자리한다. 영협과 제협은 1950년

대 중반에 설립되어 명맥을 이어 간 가장 대표적인 영화 단체이자 영

 4) 김미현 외, �한국영화사: 開化期에서 開花期까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167, 

173쪽.

 5) 정종화, �한국영화사�, 한국영상자료원, 2008, 13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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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창립 이후부터 당국의 영화 행정에 

대해 끊임없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긴밀하게 대응하며 영화계를 

대변해 왔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에 본고는 영화법, 영협, 제협 등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 영화 정

책의 주체와 대상, 내용과 결과 등을 일방적 도식으로 단순화하는 것

에서 탈피하여 그 관계와 맥락을 보다 다각적이고 다층적으로 제시함

으로써 한국영화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일조하려 한다. 

1960년대 한국영화사에서 영화법 제정과 개정의 비중이 컸던 만큼, 

당대 영화사 서술에 있어 관련 사항을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

다. 그러나 대부분 제정 및 개정 영화법의 내용과 이로 인한 산업적 

변화(통계적 수치) 등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중에도 이영일의 경우 �한국영화전사�(1969)를 통해 영화법 

도입을 ‘영화사회적 구조의 변동’의 차원으로 다루면서 이에 대한 영

화인의 저항의 모습을 1964년 3월 1일 발표된 ‘영화법폐기촉진위원

회’의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서술한다.6)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정

종화 등을 통해 답습된다.7) 호현찬의 경우 1966년 2월 1일 발표된 영

화법 폐기 관련 건의서를 예로 들며 당시 영화계의 주장을 소개한

다.8) 특히 박지연이 주목된다.9) �한국영화 정책사�에서 그는 1964년 

3월과 1966년 2월에 국회에 제출된 ‘영화법 폐기 건의문’을 준거로 

약 2년여에 걸친 한국영화인협회의 영화법 폐기 운동을 ‘기업화정책

 6) 이영일, �한국영화전사�(개정판), 소도, 2004, 312쪽.

 7) 정종화, 앞의 책, 136쪽 참조. 

 8) 호현찬, �한국영화 100년�, 문학사상사, 2000, 160∼165쪽 참조.

 9) 박지연은 앞서 소개한 김미현 편저의 �한국영화사: 開化期에서 開花期까지�

및 주유신 편저의 �한국영화와 근대성: <자유부인>에서 <안개>까지�(소도, 

2001), 이효인 편저의 �한국영화사공부: 1960-1979�(한국영상자료원, 2004)등

에서도 관련 부분에 대한 서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2008년에는 학위 논

문으로 ｢한국 영화산업의 변화과정에서 영화정책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50

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의 근대화과정을 중심으로｣(중앙대 박사논문, 

2008)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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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발’의 측면에서 아우르는 한편, 공보부의 ‘국산영화 제작권 배정

제의 실시’(1967)에 따른 한국영화제작자협회와 한국영화인협회의 입

장 차이에 따른 상이한 동태를 비교적 자세하게 포착한다.10) 

여전히 아쉬운 부분도 존재한다. 대다수의 설명이 특정 건의서나 

진정서를 그대로 발췌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내용이 시

간적 연속성 및 시대적 배경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다소 파

편적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에, 본고는 선행 연구들의 학술적 성과를 수용, 참고하면서도 그 

속에 포함된 오류 및 한계점을 보완하며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실증적이고도 

논리적인 답변들을 주요 연구 내용으로 삼고자 한다. 하나, 영협과 제

협을 중심으로 영화계는 영화법의 제정과 개정에 어떠한 입장과 태도

를 보였으며, 그 논의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둘, 영화법 개정에 

대한 그들의 대응 과정 및 결과가 영화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셋, 영화법 개정 과정 및 영화계의 반응 양상은 동시기 시대적 상황

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를 위해 선행 

연구들을 폭넓게 탐독하는 한편 당대 일간지 기사 등을 면밀히 탐색

하도록 하겠다. 

2. ‘혁명’에의 지지와 영화법의 제정

1961년 5월 16일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다시 한 번) 커다란 변

화를 겪게 된다. 이날 새벽 박정희 육군 소장이 주도하고 김종필 등 

육사 8기 출신 장교들이 주축이 된 약 3,600여명의 6군단 포병대와 

공수특전단, 해병대 병력이 서울로 진격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다. 오

전 0시 15분경 박정희 일행이 6관구 사령부를 차지하면서 개시된 ‘거

사’는 4시쯤 6군단 포병대가 육군본부를 장악하고 공수특전단과 해병

10)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 2005, 202∼2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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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들이 시내에 진입함으로써 신속하게 일단락되었다. 군인들은 곧 

중앙청, 시청, 치안국, 전신국 등을 점령하였다. 그리고 5시경, 공수단 

1개 소대의 침입을 당한 서울중앙방송국에서 박종세 아나운서의 육성

으로 혁명정권인 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해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되었음이 라디오 전파를 타며 전국으로 퍼졌다. 

이후 ‘군인들의 세상’11)이 펼쳐졌다. 5월 18일, 장면 정권은 총사직

하였고 대신에 군사혁명위원회의 진영이 갖추어졌다. 의장에는 장도

영 중장이 이름을 올렸고, 위원은 박정희 소장과 연합, 해군, 공군 참

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군 장성들로 채워졌다. 5월 19일에는 장도영

을 의장으로, 박정희를 부의장으로 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구성되

었다. 5월 20일에는 ‘혁명내각’이 조직되었다. 장도영이 내각수반과 

국방장관을 겸직하였고, 12부 1처로 구성된 정부 조직의 모든 장관 

자리는 육군을 중심으로 한 군 장성 및 장교들이 독차지하였다.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는 다음 날을 기해 국내의 모든 정당 및 사회 

단체를 해체함을 천명하였으며 이와 함께 6개 항목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반공정책 강화, 미국 등 우방과의 유대 공고화, 부정부패 

척결, 경제 자주화와 민생 안정, 통일을 위한 국력 배양, 민정 출범 등

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미 국무성은 “공개 발표한 정책성명”

을 통해 “군부가 집권한 후 처음으로” 지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12) 

군사 정부는 국민의 저항을 차단하고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

해 대중 매체와 오락 문화를 통제⋅관리하는 데에도 힘을 썼다. 우선 

1961년 5월 21일 포고령 제5호를 통해 “문화예술 행사 및 흥행에 관

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준수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① 영화 연극 기타 일체의 문화예술 행사는 사전에 검열을 받으라

② 저촉 내용은 (가) 혁명 정신과 목적 수행에 위배되는 내용 (나) 사회

11)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웅진, 2006, 209쪽. 

12) <새 정부 공약 찬양 미 국무성 성명 장의장의 공한 접수>, ≪경향신문≫, 

19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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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미풍양속 및 도덕심을 해하는 내용

③ 입장료는 흥행세를 포함하여 5월 15일 수준을 초과해서 받지 못한다.13)

통제와 관리의 첫 번째 대상으로 ‘영화’가 지목되었다는 점에서 그

것이 당시 가장 파급력 있는 대중 영상 매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그렇기에 군사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사회 안정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영화의 내용에 대해 사전 검열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주

목되는 사항은 이와 더불어 흥행세와 입장료까지도 관리의 대상이 되

었다는 부분이다. 이는 영화의 정치적, 사회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산업적 영역에도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대중 매체와 오락 문화의 기

능 및 역할을 통제하려는 군사 정부의 의도에 기인한 조치였다.

이에 대한 영화계의 반응은 환영 일색이었다. 영화 및 공연 관계 

예술 종사자들은 5.16 직후부터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시책에 적극 협

력함으로써 간접 침략 분쇄의 국민 대열에 뛰어들 것을 결의하”고 궐

기대회를 계획하였다. 아울러 ‘혁명군’을 위문하기 위한 쇼를 상연하

는 한편, 5월 27일부터는 매일 덕수궁에서 영화 상영과 인기 스타의 

무대 인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14) 5월 30일에는 윤봉춘, 복혜숙, 이

병일 등이 영화계를 대표하여 심흥선 공보부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

음과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전달하며 결의를 내비추었다. 

백척간두에선 조국의 운명을 구출하기 위해 감연 궐기한 역사적인 오⋅일

륙 군사혁명을 보고 극장을 중심으로 한 전체 영화 예술인들도 전 국민적 혁

명 과업에 뛰어들어 반공 이념의 새로운 결의와 민족정기를 앙양하여 구악을 

일소하고 국정 쇠신에 매진하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책에 적극 참여 이행함

으로써 간접 침략분쇄의 국민 총진군 대열의 일원이 될 것을 굳은 각오로서 

성명한다 한국영화인단체연합회의 십오개 단체 및 구개 도극장협회15)

13) <문화예술 행사 흥행물도 검열>, ≪동아일보≫, 1961.5.23.

14) <국가재건의 힘찬 대열로 영화⋅무대예술인들이 결의 성명서 전달하고 행사

를 계획 중>, ≪경향신문≫, 1961.6.1.

15) <혁명 대열에 참여 전국 예술인들 새 결의를 표명>, ≪경향신문≫, 196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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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인단체연합회(회장:윤봉춘) 및 대한영화배우협회(회장:복혜

숙) 등의 산하 단체, 한국영화제작자협회(회장:이병일)를 비롯하여 이

밖에 한국무대예술협의기구 및 산하 단체, 한국극장문화단체협의회, 

전국극장연합회, 한국영화기술협회 등 총 24개 단체의 명의로 작성

된16) 위의 성명서를 통해, 당시 영화인들이 단순히 5.16과 군사 정부

를 지지하는 데에서 머물지 않고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

참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렇듯 당시 영화인들

이 국내 정국에 민첩하게 대처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과 같은 사항

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많은 영화인들은 일제말기 전시체제 돌입, 해방, 신탁 통치, 

정부 수립에 의한 남북 분단, 6.25전쟁 발발, 정전협정 체결, 4.19혁명 

발생 등 굵직한 일들을 겪은 바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건 

발생에 따른 사회 변화가 영화계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여기

에 어떻게 대응해야 (생존 가능)할지를 경험을 통해 숙지한 상태였다. 

다음으로, 4.19혁명 이후 영화인들은 예술 창작의 자유 확대와 문화 

활동의 자율성 확보를 낙관하며 이를 작품 활동에 반영하기도 하였지

만, 극장 단속, 외화 관리, 과제 개정, 검열 실시 등을 둘러싼 정책 당

국의 혼선이 겹쳐지고 영화계 내 분열이 격화되면서 총체적인 한계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혼란은 허정 과도 정부 시기를 거쳐 1960

년 8월 12일 출범한 장면 정권 하에서도 가중되어 5.16 발생 시점까

지 지속되었기에,17) 자신들의 기대와 희망 사항이 군사 정부의 영화 

정책에 반영될 것을 의도하며 선제적으로 협력의 제스처를 취하였다

고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사 정부의 정치 전략에 따른 영화계의 대응 결과로

도 해석 가능하다. 군부는 5.16 당일부터 언론⋅출판⋅보도의 사전 검

16) <영화⋅무대 예술인들의 결의 국가 재건의 힘찬 대열로>, ≪경향신문≫, 

1961.6.1 참조.

17) 자세한 내용은 함충범 외, �한국영화와 4.19�, 한국영상자료원, 2009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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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명령하고, 5월 18일 9개 항목으로 된 사전 검열 지침을 제시하

였으며, 28일에는 830여 곳의 신문사와 통신사, 370여 곳의 출판 기관

에 폐쇄령을 내림으로써18) 비판적 여론을 잠재우고 그 향방을 자신에

게 유리하게 맞추고자 하였다.19)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영화인

들은 군사 정부에 우호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언제 닥칠지 모를 당

국의 조처에 대비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여파는 영화 분야로도 이어졌다. 1961년 6월 22일 군사 정

부는 법률 제631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하여 정부 직속의 공

보부를 독립된 부서로 승격시켰다. 또한 각령 제22호 공보부직제를 

기반으로 공보부 조직을 기존의 공보국, 방송관리국 2국 체제에서 조

사국과 문화선전국,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획위원회가 덧붙여진 

4국 1위원회 체제로 재편하였다. 서울국제방송국과 국립영화제작소를 

직속 기관으로 신설하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국립영화제작소의 경우, 

기존에 공보부 산하에서 뉴스영화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제작하던 

기존의 대한영화사가 법률 제632호 국립영화제작소설치법과 각령 제

22호 국립영화제작소직제를 통해 제도적으로 체계화된 것이었다.20)21) 

18) 강만길 외, �한국사 19 : 자주⋅민주⋅통일을 향하여�, 한길사, 1994, 101쪽 참조.

19) 서중석의 표현대로 박정희 정권은 처음부터 이른바 ‘정보정치’를 구사하였는

데, 그 중심을 이룬 기관이 바로 6월 10일 설치된 ‘중앙정보부’였다. 1961년 

6월 6일 국가비상조치법을 공포하여 헌법과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박

정희는 중앙정보부를 통해 7월 3일부터 장도영 등 장교 44명을 구속⋅수사

함으로써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 날 박정희는 자신이 직

접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 올랐고, 이후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정권기 내

내 권력의 핵심에 위치하며 정보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 서중석, 앞의 책, 

212∼214쪽. 

20) <기획위원회 설치>, ≪동아일보≫, 1961.6.23 및 <법령 공포>, ≪경향신문≫, 

1961.6.23.

21) 공보부 장관은 육본 헌병감과 육본 인사참모부 차장을 지낸 육군 소장 출신 

신흥선 공보부장이 계속 맡았다. 한편, 군사 내각 출범 당시 농림부, 보사

부, 체신부 등의 장관은 준장 출신이, 건설부, 교통부 장관은 대령 출신이 

임명되었던 데 비해 공보부는 상공부 등 정부 주요 부서의 경우와 같이 소

장 출신을 수장으로 한 것인데, 이를 통해 당시 공보부의 위상과 역할이 컸

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혁명 내각 드디어 성립>, ≪경향신문≫, 19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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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0월 2일에는, 1원 12부 2처 4청 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 조치에 따라 그간 문교부에 속해 있던 영화 및 연극의 

검열 사무가 공보부로 이관되었다.22) 

이로써 영화 통제와 활용이 가능한 정부 조직 체계의 구축이 실현

된 바, 남은 문제는 효과적인 영화 정책을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구사를 위해서는 

법령의 도입도 정부 당국의 고려 대상이 되었을 터, 결국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95호로 ‘영화법’이 공포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정식적인 영화 관련 법령이었다.23) 이전에도 영화의 규제나 장려를 

위한 정책적 조치가 취해진 적이 있었지만,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법제화되지는 못한 상태였다.24) 

그렇다면, 이처럼 군사 정부 시절에 이르러 영화법이 제정된 배경

은 무엇일까? 일단은, 영화 분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

든 방면에서 변혁이 시도되던 당시의 시대적 환경에 기인한다. 당시 

영화법의 제정⋅공포가 건축법, 파산법, 식품위생법 등 29건의 여타 

법령과 동시에 처리되었는데, 그 자체가 하나의 사례라 할 만하다.25) 

참조. / 국립영화제작소 소장은 7월 29일자 인사 발령을 통해 육군 중령 출

신 심재준이 임명되었다. <정부 인사>, ≪동아일보≫, 1961.8.3 참조. 

22) <1원 12부 2처 4청으로>, ≪경향신문≫, 1961.10.2 참조. 

23) 일제말기 일본에서 제정된 영화법(1939.4.1)을 모태로 하여 영화업의 허가

제, 영화인의 등록제, 영화 검열의 강화, 문화영화의 강제상영 등을 골자로 

한 ‘조선영화령’이 공포(1940.1.4)된 바 있었으나, 해방과 함께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고 미군정청 법령 제115호에 의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또한 미

군정기에는 법령 제68호(1946.4.12)와 제115호(1945.10.8)를 통해 영화 검

열의 의무화와 영화 상영의 허가제가 (재)명문화되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정식적인 법률로 계승되지

는 못하였다. 

24) 이승만 정권 하의 ‘국산영화 입장세 면세 조치’(1954)와 ‘국산영화 제작장려 

및 영화오락 순화를 위한 보상특혜 조치’(1959)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전

자의 경우 입장세법 개정이, 후자의 경우 행정사무 규정이 법제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25) <30개 법률을 공포>, ≪경향신문≫, 1962.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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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상 매체로서 영화가 지닌 대중 선전과 계몽의 기능 및 위

력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해 영화에 대

한 관리⋅감독 업무를 공보부로 집중시키고 국립영화제작소를 세워 

뉴스영화와 문화영화 제작을 유도하려 한 군사 정부의 일련의 작업이 

이를 반증한다. 

한편으로, 가장 인기 높은 대중 흥행물인 영화 오락의 산업적 기반

을 튼실하게 다져 그 경제적 효용을 상승시킬 정부의 의도가 반영되

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정 영화법의 내용 중에는 영화의 

외형적 부분, 즉 하드웨어적 측면에 대한 규제 조항이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였다. 법의 목적이나 정의 등을 명시한 것을 제외하면 영화

법의 골자는 영화 제작, 수입, 수출 업자의 등록제(제3조), 영화 제작

의 신고제(제4조), 영화 수입 및 수출의 추천제(제6조, 제8조), 영화 

상영의 허가제(제10조)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로써 영화의 제작, 수

입, 수출, 상영 구조 및 규모에 대한 통제가 핵심 영역에 위치하게 되

었다. 

실제로 영화법의 도입은 영화 산업계의 지형 변동에 적지 않은 영

향을 미쳤다. 1961년 9월 문교부는 고시를 통해 국산영화 제작사와 

외국영화 수입사의 숫자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였다. 1955년부터 1961

년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1961년 9월 30일까지 “결국 방화사는 65

개 사에서 16개 사로 통합 정리되었고 외화사는 28개 사에서 7개 사

로 합쳐졌”다.26) 이로 인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와 ‘외국영화배

급협회(외배)’ 산하의 각 영화사와 배급사의 조직 구성에도 커다란 변

화가 생겼다. 

문교부의 사전 작업이 일단락된 직후 공보부의 주도로 영화법 도입

이 본격화되었음을 상기해 보자. 이러한 영화법 도입 및 사전 작업은 

군사 정부의 입장에서 영화 산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그 생산성을 

높여 자신들의 정책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 필수적인 선택이었을 

26) <내⋅외 영화사 통합>, ≪경향신문≫, 196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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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그 절차가 매우 치밀하면서도 속전속결 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무력으로 권력을 잡

았던 그들이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개발에 총력을 기

울였던 것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당시 군사 정부는 “자본축적 방식과 

구조를 종속적으로 재편”함으로써 “한국자본주의 변화에 따른 대응”

의 모습을 발 빠르게 전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리력을 갖추고 가

장 잘 조직된 사회세력”인 자신들의 역량을 뿜어내어 집권 연장의 밑

거름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27) 

문제는 영화 활동에 대한 통제를 법제화하는 일이 영화 제작의 자

율성 및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이를 둘러싼 마찰과 갈등

이 빚어질 소지가 상존한다는 점이다. 이때 영화계의 ‘이익집단’이라 

불릴 만한, 영협과 제협을 위시한 여러 영화인 단체가 정부 당국과는 

반대편에 선 당사자로서 정책의 대상과 행동의 주체로 상정되었을 터

이다. 하지만 영화법 도입 시점을 전후하여 그들의 관여나 요구나 반

발이 드러난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살펴본 바와 같이, 5.16 이

후 ‘혁명’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군사 정부의 대대적인 국가 개조 

정책은 거스르기 힘든 강압적이고도 강제적인 당위성을 띠었으며28) 

영화계 역시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과 태도를 고수하는 데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3. 영화법 제정 전후 영화인 단체의 조직 개편 및 활동

영화법 도입 직전, 대표적인 영화인 단체로 자리하던 영협에도 커

27) 역사학연구소, �강좌 한국근현대사�, 풀빛, 1994, 308쪽. 

28) 한영현에 따르면, 당시 “영화계 전반”의 “거대한 지각 변동”은 “영화 산업을 

박정희 정권의 국가 통치 이데올로기로 아래로 수렴하려는 일련의 계획과 

관련”되어 있었다. 한영현, ｢1960년대 산업화 시대와 영화의 정체성: 윤리

적 질서 구축을 위한 멜로 영화｣, �겨레어문학� 41집, 겨레어문학회, 2008, 

6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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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란 변화가 생겼다. 영협은 1962년 1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정동

에 위치한 문총회관에서 기존의 ‘한국영화인단체연합회’를 ‘한국영화

인협회’로 개칭하는 한편, 감독, 배우, 기술, 음악, 시나리오 등 5개의 

산하 “기간 협회”를 “각 분과위원회” 체제로 변경하였다. 이사장직은 

윤봉춘이, 부이사장직은 전창근과 김소동이 맡았다. 각 분과위원장직에

는 연기 복혜숙, 감독 김소동, 기술 김성춘, 음악 김성태, 시나리오 전

창근이 임명되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총 12명이 이사로 선출되었다.29) 

조직 인원 및 구성에는 별다른 변동이 가해지지 않은 채 영협의 명

칭과 체제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기존의 한국영화인단체

연합회가 산하 단체의 독립성이 보장된 연합협의체 형태의 모임이었

다면, 새롭게 창립된 한국영화인협회는 현장 영화인을 망라한 보다 

통합적 성격을 띠는 체계적인 조직이라는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서 영화인 단체가 처음으로 조직된 것은 일제강점 말기의 일

이었다. 1939년 8월 16일 경성호텔에서 ‘조선영화인협회’가 발족되었

는데, 조선총독부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이 단체의 회장에는 안종화

가, 이사에는 서광제, 안석영, 이명우, 이창용 등이 이름을 올렸다.30) 

해방 직후에는 1945년 12월 16일 위원장 안종화, 부위원장 이창용, 이

재명, 서기장 추민 체제의 ‘조선영화동맹’이 발족된 바 있었다.31) 대

29)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에 윤봉춘 씨>, ≪동아일보≫, 1961.1.6. 

30) 조선영화인협회 설립의 배경에는 조선영화령이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철저

한 통제 속에서, “조선영화인협회는 협회규약 제29조에 근거하여” 1940년 

12월 18일 ‘기능심사위원회’를 두고 “조선영화령 제5조에 명시되어 있던 영

화인 등록 관련 자격 심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도서과장 혼다 다케오(本多武夫)가 맡았고, 위원은 대개 총독부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본인들과 조선영화협회 측의 조선인들이 섞여 있었다. 함충

범, ｢중일전쟁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화 법령과 조직의 특징적 양상 

(1937∼1941) : ‘과정’과 ‘관계’를 중심으로 일제말기 한국영화사 다시 보기｣, 

�현대영화연구� 14호, 현대영화연구소, 2012, 271쪽. 

31) 조선영화동맹은 우익 진영을 중심으로 결성된 위원장 윤백남, 서기장 김정

혁 체제의 조선영화건설본부(영건, 1945.9.24)와 좌익 진영을 중심으로 결

성된 위원장 추민, 서기장 정준채 체제의 조선프롤레타리아영화동맹(프로영

맹, 1945.11.5)이 통합되어 설립된 단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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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는, “정치 논리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32) 

세워진 영화감독구락부(1946.3.1)의 일원 중에 우익 출신이 주축으로 

하여 1948년 11월 30일 “성남 그릴에서 다수 영화인과 정부 수뇌부의 

참석” 하에 “국책 순응 질적 향상을 목표”로 ‘대한영화협의회’가 결성

되었다.33) 이사장 안석주, 부이사장 이규환, 안종화, 재정 위원장 이구

영, 문화공작 위원장 안석주, 건설 위원장 이필우 등 요직은 주로 감

독 출신이 맡았지만, 이사직에는 홍찬, 이창용, 서정주, 최영수 등 영

화 제작자와 문학인이 포진되었다.34) 대한영화협의회는 1950년까지 

활동을 이어 갔지만 6.25전쟁을 기점으로 그 기능이 정지되었다.

그러다가 휴전 이후인 1955년 7월 17일 11시 서울 청계국민학교에

서 “영화계의 각 분과 기간 단체를 통합한 ｢한국영화인연합회｣ 창립 

총회”가 개최되기도 하였으나,35) 별 다른 활동은 없었던 듯하다. 그러

던 중에 1956년 2월 27일 오후 3시 동방문화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통

해 ‘한국영화인단체연합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회장 윤봉춘, 부회장 

안종화, 오영진, 이사 정병모, 김일해, 양주남, 이봉래, 임운학 체제였

다. 한국영화인단체연합회는 “객년 6월부터 연합체를 구상하여 온 국

내 영화인들”의 “5개 기간 단체의 규합으로” 이루어진 만큼,36) 1961

년 1월 3일 그것이 한국영화인협회로 재편될 때까지 기관지 발행, 영

화 연구회 및 강좌 상설, 영화 문화의 국제 교류 등의 사업을 도모하

는 한편 ‘영협’으로 통용되며 영화계의 대표 단체로서 영화인들의 목

소리를 대변하게 되었다. 

여기서 한국영화인단체연합회에 속한 5개의 기간 단체는 한국영화

제작가협회(제협), 대한영화감독협회, 한국영화기술자협회, 대한영화배

우협회, 시나리오 및 평론가협회 등이었던 바,37) 이는 한국영화인협회 

32) 한상언, �해방 공간의 영화⋅영화인�, 이론과실천, 2013, 93쪽.

33) <대한영화협의회 결성>, ≪경향신문≫, 1948.12.1. 

34) <대한영화협의회 위원과 이사 보선>, ≪경향신문≫, 1948.12.8. 

35) <문화 소식>, ≪경향신문≫, 1955.7.18. 

36) <영화 단체 통합 한국영화인단체연합회로>, ≪동아일보≫, 1956.3.7. 



164    일반논문

현대영화연구 Vol. 21 2015

내 분과위원회의 구성과는 약간 달랐다. 즉 한국영화인단체연합회에

는 제작자와 평론가의 모임이 포함되어 있었던 반면, 한국영화인협회

에는 둘이 빠지고 음악 부문이 첨가되는 등 현장의 직능별 조직이 중

심을 이루게 된 것이다. 

주로 영화 제작사 대표들이 회원을 이루던 제협의 경우,38) 한국영

화인단체연합회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는 자들의 

‘이익집단’이었던 만큼 이미 1950년대부터 외국영화배급협회(외배)39) 

등 여타 부문의 단체들처럼 나름의 조직력을 유지하며 당국의 영화 

정책에 민첩하게 반응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전술한 바대로 군

사 정부의 영화사 통폐합 조치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는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한국영화인협회의 탄생에 있어서도 유사하

게 나타났다. 그 과정과 맥락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살펴보자. 사실, 

영협의 명칭 및 체제 개편이 영화계 내에 국한되어 일어난 일은 아니

었다. 1962년 1월 5일, “지난해 공보부의 종용으로 문학⋅음악⋅미술⋅

영화⋅연극⋅국악⋅무용⋅연예⋅사진⋅건축 등 10개 산하 회원 단체

가 하나씩 결성을 보아” ‘한국예술문화단체연합회(예총)’가 발족된 것

이다. 이사장에는 유치진이, 부이사장에는 윤봉춘, 김환기, 이유선이 

37) <영화인의 총 연합회 회장에 윤봉춘 씨>, ≪경향신문≫, 1956.3.3 참조. 

38) ‘한국영화제작자협회’라는 이름으로도 통용되던 제협의 발족일이 정확히 언

제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1955년 6월 26일 한국무대예술

원대한국악원, 전국극장연합회, 대한영화배급협회 등과 함께 한국영화제작

자협회가 주축이 되어 “상호협조와 민족예술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

극장문화단체협의회의 발회식이 열렸다는 당시 신문 기사를 보건대, 늦어도 

1955년 6월 이전 시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39) ‘외국영화배급협회’의 전신은 ‘대한영화배급협회’로서, 정식으로 이름이 바

뀐 것은 장면 정권기인 1960년 8월 말 혹은 9월 초였다.(<�외화배급협회�

로 개칭>, ≪경향신문≫, 1960.9.3. 참조) 한편, 대한영화배급협회는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7월 27일 “국제 문화 교류와 전시 하 영화 배급 사무

의 원할을 기하고 아울러 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바 있었

다.(<대한영화배급협회 7일 발회식 거행>, ≪경향신문≫, 195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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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었다. 이사진은 분야별 3명씩으로 구성되었는데, 영화 분야에서

는 영협의 임원이기도 한 윤봉춘, 복혜숙, 김성춘이 선발되었다.40) 예

총의 결성은 철저하게 정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4.19 이후 더우기 난립된 문화 단체들”이 “5.16군사혁명으로 해체된” 

상태에서 군사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가해졌기 때문이다.41) 

물론 여기에도 시대적 배경이 자리한다. 정변 직후인 1961년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다음 날을 기해 모든 정당 및 사회 단체를 

해체할 것을 천명하고 6월 6일에는 국가비상조치법을 공포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와 더불어 5월 22일 범국민운동방침을 발표하고 

6월 10일부터 “국가 재건을 위한 자립경제를 구축하고 악습과 부패를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재건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42)하였다는 사

실이 눈에 띈다.43) 자유로운 정치 활동을 차단하고 시민 사회의 자율

성을 제한하여 권력의 입김을 강화하고 정권의 역량을 모으려는 군사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이때 영화를 비롯한 문화 관련 단체에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정치

성 배격”이라는 역설( 說)이었다. 1961년 6월 7일 해병 대령이자 문

교부장관인 문희석은 50여개에 이르는 문화 단체 대표자들을 모아 놓

고 “새로운 문화 기구를 재편하기 위하여 문화 단체의 정치성을 배격

하고 유사한 단체의 폐지 또는 통합을 기할 것이며 국제적 문화 교류

를 적극 장려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문화 단체 간의 분규를 일소”하

고 “모함, 중상, 기만 등 비정상적인 수단 방법을 근절하고 파벌을 없

애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도, “관의 행정 상 지시는 절대 엄수

4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발족>, ≪한국일보≫, 1962.1.6. 

41) <한국 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연내로 결성>, ≪경향신문≫, 1961.12.20. 

42) 서중석, 앞의 책, 217쪽. 

43) 당시 발표된 ‘국민운동 5개항 대강’의 내용은 “▲용공, 중립주의를 배격하자 

▲내핍생활을 강행하자 ▲근로정신을 발휘하자 ▲생산을 증진하자 ▲도의심

을 앙양하자”였다. <“용공⋅중립주의 배경 내핍생활을 강행하자” 장 내각수

반 국민운동 5개항 대강 발표>, ≪동아일보≫, 19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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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며 구악을 일소하는 새로운 관념과 행동을 구현”하리라는 엄

포를 놓았다.44) 

이러한 발언이 예총의 탄생에도 영향을 미쳤음은 어렵잖게 연상되

는 터, 1961년을 통과하며 사전 정비가 진행된 뒤에 1962년 연초에 

이르러 그 작업이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 이를 위한 

법제적 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예총 창립 불과 

몇 일 전인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02호로 ‘공연법’이 제정⋅공포

된 일이 그것이다. “본법에서 공연이라 함은 영화, 연극, 연예, 음악, 

무용 기타 관람물을 요금을 받고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에 공하는 행

위를 말한다.”라는 이 법 제2조 1항의 내용은 공연법의 적용 범위를 

예총에 속한 예술 및 문화 분야 전체로 포괄하고 있었다.45)

특히 법률적 정책 대상이 되는 여러 분야들 가운데 영화가 가장 먼

저 나열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이는 대중 예술 및 문화 분

야에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당대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영화의 산업적 규모 및 장르적 특성 상 그것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흥행뿐 아니라 제작 전반에 걸친 법제적 장치가 필수적이었

을 터이다. 결국 영화법의 도입은 공연법만으로는 완전을 기하기 힘

든 행정적 공백을 최대한 메우려 한 당국의 의지가 낳은 결과였다고

도 할 수 있다. 영화의 대중적 수요가 많았던 만큼 이에 대한 행정 

및 정책 상의 대표성과 전시 효과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을 것이기 때

문이다. 따라서 1962년 1월 20일 영화법의 제정⋅공포는 비단 영화를 

넘어 당시 예술⋅문화 전체에 대한 당국의 정책적 방향을 암시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고도 해석 가능하다.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상반적인 성격을 띠는 사례가 1950년대에서

44) <문화 단체의 정치성 배격>, ≪경향신문≫, 1961.6.7. 

45) ‘제2장 공연자의 등록’, ‘제3장 공연장’, ‘제4장 공연’, ‘제5장 공연자, 공연

장경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된 공연법은, 공연 관련 제반 사

항들에 대한 통제 및 규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공연법｣, 제정 1961.12.30 

법률 제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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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견된다. 1956년 2월 예총의 전신인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문총)’46)

는 저작권법안 관련 결의서 제출에 이어 영화법안 및 입장세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를 공표하였다. 당시 문총 측이 밝힌 영화법 통

과의 이유는 영화업의 육성 발전, 영화위원회 설치, 영화금고 설치, 

국립촬영소 설립 등으로 요약되는 바,47) 이를 통해 법제적 장치를 통

한 정책 당국의 영화 예술 및 산업 지원을 바라는 문화⋅예술 단체의 

거국적인 열의가 이미 1950년대에 표명되었음이 확인된다. 문화⋅예

술 분야 전체에서 차지하는 영화의 정책적 위상을 재차 가늠토록 하

는 사례라 할 만하다. 한편으로 당시 문화⋅예술계의 염원에도 불구하

고 영화법 도입이 현실화되지 못하였던 반면, 1962년 1월의 경우 관련 

단체들의 요구와 활동보다는 정책 당국의 주도에 의해 그것이 실현되

었다는 사실 간에는 명백한 차별점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철저히 군사 정부에 의해 영화법이 도입되었으며 게다가 이

를 목전에 두고 당국의 주도로 영화계 조직이 개편되었기에, 그 제정

의 과정에서 영협을 비롯한 영화인 단체들의 건의와 주장은 받아들여

지기는커녕 내세워지기조차 어려웠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혁명 과업 

완수’를 위한 정리와 쇄신의 대상이었기에, 영화법에 대한 그들의 입

장과 태도는 순응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영화법이 공포된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이사장 윤봉춘에 따르면, 통합 직후 시점에서 1962년도 영협의 핵

심적인 사업은 “현재 촬영이 진행 중인 한국영화 40주년 기념 작품” 

<애정 3백년>을 제작하는 일이었다. “｢캬스트｣나｢스텝｣이 전원 무보

수로 영화 제작에 종사하고 있는” 이 작품의 수익금은 “오는 5월 서

46) 문총은 1947년 2월 12일 서울 “종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조선미술협회｣, ｢조

선문필가협회｣ 등을 비롯한 30여 단체 대표자”를 중심으로 우익 문화인들

을 주축으로 발족되었다. 결성식에는 김구 등 거물급 정치인과 미군정 관계

자 등도 참석하였다.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 성대히 결성식을 거행>, ≪경

향신문≫, 1947.2.14. 

47) <영화법안 등 지지 결의>, ≪동아일보≫, 195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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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에서 열릴 제9회 ｢아시아｣영화제를 앞두고” 영화인들의 염원이던 

영화회관을 짓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또 하나는 �영화 40년사�를 

출간하는 일이었는데, 이를 위해 “윤봉춘 회장, 안종화 주필의 진용 

하에” 28명의 편찬위원회가 조직된 상태였다. 발간비는 <애정 3백년> 

흥행수입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다.48) 그런데 위의 사업들은 이미 한

국영화인단체연합회 시절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었던 바, 변화의 모습

은 쉽게 드러나지 않았다. 

다소나마 변화상이 포착되는 지점은 영화계 공통의 관심사였던 ‘국

산 우수영화’ 심사에서였다. 1962년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961년도 우수영화 심사위원 14인 중에 이진섭, 이청기 등 2명이 영

화인협회의 대표 자격으로 포함되었던 것이다. 전년도의 경우 “언론⋅

법조⋅종교⋅연극⋅교육계서 각 1명 문학계서 2명 영화계서 3명 공보

부 당국자 3명 계 13명으로 구성”되어 영화계에서는 시나리오 작가

(오영진, 이청기)와 문학평론가(백철) 등의 자격으로 심사자가 선정된 

바 있었다.49) 61년도 심사위원 진용은 공보부 차관 및 국장 등 2인, 

신문사에서 7인, 그리고 영화인협회 소속 2인과 함께 문인협회, 미술

인협회, 음악인협회 소속 각 1인 등으로 갖추어졌는데,50) 언론계 인사

와 예총 산하 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었다. 하

지만 이를 주도한 것은 여전히 공보부였으며, 영화인들은 중심이 아

닌 주변에 위치할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협은 내부 단속을 통한 자기 정화의 모습을 보

이기도 한다. 1962년 11월 2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간통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톱스타 최무룡과 김지미에 대한 1년간 

영화 출연 금지 처분이 내려졌다.51) 10월 22일 최무룡의 아내이자 배

우 강효실의 고소로 최무룡과 김지미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48) <통합 이후 영화협회>, ≪조선일보≫, 1962.1.6. 

49) <신정 성탄 장식할 전국예술제>, ≪경향신문≫, 1961.11.29. 

50) <국산 우수영화 15일 심사 착수>, ≪동아일보≫, 1962.3.16. 

51) <1년간 출연 금지 최무룡 군 김지미 양에>, ≪경향신문≫, 196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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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것이 10월 31일의 일이었으니, 상당히 빠

른 결정이었다. 강효실의 모친이자 유명 배우였던 전옥과 한국영화배

우협회 회장 복혜숙까지 검찰 조사를 받는 등 여러 배우들이 얽혀 있

던 터라 초기에는 영협도 중재를 시도하였으나, “영화 윤리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서 양인을 협회에서 징계 처분하기로” 결정된 것이었

다.52) 며칠 뒤 최무룡과 김지미가 출감하고53) 얼마 후 그들에게 공소 

기각도 선고되었지만,54) 영협의 징계는 한동안 유지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이색적인 장면이 펼쳐지기도 하였다. 영협의 

징계 처분 다음 날, 이에 대해 제협 측에서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이

다. “아직 법의 판가름을 받기 전인 양인에게 그러한 처단을 가할 수 

없으며 연기자를 쓰고 안 쓰고는 제작자가 결정할 일”이라는 점을 이

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미 영협에서는 두 배우를 기용하는 제작자의 

영화에 협회 소속의 배우들이 출연을 보이콧할 수 있음을 경고한 상

태였다.55) 남녀 배우의 사생활로부터 기인한 사회적 이슈가 영화계 

양대 단체의 힘겨루기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사실, 비슷한 시기 제협은 스타들의 개인적 윤리보다는 상도덕의 

헤이를 더욱 문제 삼고 있었다. 1962년 10월 협회 차원에서 “영화 배

우들이 계속해서 쇼 무대에 출연하여 제작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영화 출연을 봉쇄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56) 11월 20일부

터 시행하려 하였던 것이다. 당시 제협이 “쇼 무대 진출을 금한 주연

급 배우는 모두 57명이”었다.57) 최무룡과 김지미에게 처해진 영협의 

징계를 ‘부당한 처사’라며 비난하던 제협이 “쇼⋅뮤지컬 무대에 출장 

52) <최무룡⋅김지미 양씨 구속>, ≪동아일보≫, 1962.11.1. 

53) <최무룡⋅김지미 양씨 출감 위자료 사백팔만 원에 합의>, ≪동아일보≫, 

1962.11.8. 

54) <최무룡 군⋅김지미 양에 공소 기각을 선고>, ≪경향신문≫, 1962.11.24. 

55) <부당한 처사 제협선 반대 성명>, ≪경향신문≫, 1962.11.3. 

56) <�스타�의 �쇼� 무대 출연에 �제협�에서 제재책을 강구>, ≪동아일보≫, 

1962.10.18. 

57) <무대 출연 금지 주연급 영화 배우>, ≪경향신문≫, 196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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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을 하고 있는” 배우들에게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것인데, 그 

까닭은 “쇼⋅뮤지컬 무대에 국산영화가 흥행적 고배를 마시고 있”다

는 점에 두어졌다.58) 

이처럼 영협과 제협 간에는 영화계의 고질적 문제나 현안의 대응 

방식을 두고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다. 단체 구성원들은 모두 영

화인이었지만 고용주와 종사자로서 각각의 입장과 태도가 달랐으며 

이에 따라 각 협회의 성격에 차이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국의 영화 

정책에 대해서도 상이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특히 1차 개정 

시기를 전후하여 이들 협회는 영화법 자체의 존폐를 둘러싸고 보다 

극단적으로 대립을 각을 세우게 된다. 

4. 개정 영화법 폐기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의 분열

1963년 벽두부터 영화계를 뜨겁게 달군 것은 다름 아닌 영화법 개

정 문제였다. 1962년 12월 31일 “내각의 각의를 통과하여 최고회의로 

이송되어 심의를 기다리”게 된 영화법 개정안의 골자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이슈화되었는데,59) 하나는 제정 영화법이 규정한 제작사 

등록 요건의 강화였고 나머지는 영화 제작업과 수입업의 일원화였다. 

전자는 영화사 등록을 위한 제작 설비 및 기재, 인력 시스템 및 작품 

연수의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짐을, 후자는 기존의 외국영화 수입 쿼

터가 국산영화 제작 업자에게만 부여됨을 의미하였다. 

영화 제작업계와 수입업계의 산업적 판도에 격변을 예고하는 것이

어서, 이에 대한 영화계의 반응도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대체로 부정

적인 여론이 우세한 형국이었다. 영화 제작업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영화 공급의 과잉 사태가 우려되며 이러한 조치가 영화 자

58) <�스타�의 �쇼� 무대 출연에 �제협�에서 제재책을 강구>, ≪동아일보≫, 

1962.10.18. 

59) <[연예] 각의 통과한 영화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 ≪조선일보≫, 19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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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통합적 확보보다는 일부 회사로의 독점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

다는 점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국산, 외화계는 한결같이 불안과 혼미”로 휩싸였고,60) 

반대의 입장이 표명되기도 하였다. 영화인 단체 중에는 가장 직접적

인 정책 대상자들의 모임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제협)와 외국영화배

급협회(외배)의 행보가 두드러졌다. 외배 측에서는 이견서를 제출하기

도 하였다. 그러나 공보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영화법 개정 작업에 대

해 이들 단체가 직접적으로 제동을 걸기는 어려웠다. 결국 1962년 하

반기부터 눈치만 보던 제협과 외배는, 관련 안건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에 상정된 1963년에 이르러서는 “건의 또는 실정 호소의 단계를 넘어

서 멀지 않아 공포될 새 영화법 안에 적응하는 태세를 모색하”게 되

었다.61)

그러던 중, 1963년 1월 19일에 제6회 제협 정기총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최고회의 의원 강상욱은 “영화계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영화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 영화계 일각에

서 제기되던 불만을 꼬집으면서 법 개정이 국내 영화계의 발전을 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따를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에 제협은 “영화

법에 대한 건의는 시기적으로 늦었음을 자인하고 앞으로의 대책으로

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영화사 등록을 위한 제작 편수 및 시설 기

준 완화, 외화 수입 관련 특례법 마련, 국산영화에 대한 세금 인하 등

을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62) 한 발 물러서며 절충점을 찾으려는 모

습을 보인 것이다. 

2월 27일 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공연법 중 재정 법률안과 더불

어 영화법 중 개정 법률안이 수정⋅통과되었다. 동시에 “국산영화의 

제작업자 수출업자 및 외화 수입업자에 대하여 오는 6월 말까지 신규 

60) <�영화법 개정�에 이견>, ≪동아일보≫, 1963.1.14. 

61) <새 �영화법� 실시 앞둔 국내 영화계>, ≪동아일보≫, 1963.1.8. 

62) <제작 본수 인하 건의>, ≪경향신문≫, 196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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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의무화될 것으로 알려졌다.63) 영화 제작 및 수입업계는 즉각

적으로 준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한국예술, 세기양행 등 유력 수입

사들은 우선 인력이나 기재 교섭을 통해 제작사로의 전환을 모색하였

고, 한양, 극동, 신필름 등 대형 제작사들의 경우 “단독 태세를 적극 

추진”하였다.64) 

결국 1963년 3월 12일 법률 제1305호로 영화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제3조(업자등록)에 의거하여 국산 극영화를 제작하는 

업자는 “① 35미리 이상 촬영기, ② 조명기, ③ 건평 200평 이상의 견

고한 시설로 된 스튜디오, ④ 녹음기, ⑤ 전속의 영화감독⋅배우 및 

기술자”를 구비해야만 하였다. 또한 “연간 15편이상의 국산영화(극영

화에 한한다)제작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었다.(제3조의 3 등록의 취소) 다음으로, “① 국산극영화제작편수와 

그 비용, ② 국산 극영화 해외수출 편수, ③ 국제영화제 출품 편수와 

수상편수, ④ 각령으로 정하는 우수 국산영화상을 받은 편수”의 실적

이 외국영화 수입 추천의 기준으로 제시되었다.(제6조 외국영화 수입) 

특히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5월 31일 각령 제1320호로 공포된 시행

령에 의해 ① 35미리 이상 촬영기 ‘3대 이상’, ② ‘200KW 이상’ 조명

기, ③ ‘방음 장치가 마련된’ 건평 200평 이상의 견고한 시설로 된 스

튜디오, ④ ‘동시녹음기 1대 이상’, ⑤ ‘5년 이상 경력의 전속 영화감

독 3인 이상, 촬영기술자 3인 이상, 녹음기술자 1인 이상, 5편 이상에 

출연한 남녀 배우 각 10인 이상’으로 영화사 등록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당시 영화계 실정으로 봐서는 비현실적인 측면이 컸기에, 

제협에서는 “불필요한 투자를 강요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완화책을 요구하”였으나65)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았다. 

한편으로 1차 개정 영화법에서 달라진 점 가운데 하나는 뉴스영화 

63) <영화법 중 개정법안 최고회의 수정통과>, ≪동아일보≫, 1963.2.28. 

64) <영화법 시행 앞둔 요즈음의 제작계>, ≪동아일보≫, 1963.3.5. 

65) <새 영화법의 시비>, ≪경향신문≫, 19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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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문화영화 동시상영의 의무화였다.66) 이에 따라 영화의 법적 개념 

또한 (재)조정되었는데,(제2조 정의) 여기에도 당국의 영화 인식과 정

책 방향이 진하게 묻어나 있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영화계 내

외로부터의 문제 제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법의 개정은 세간에 알려진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 영화계의 요구나 의견이 반영된 사례는 찾아

보기 어렵다. 사실 이는 “공보부가 약 2년 전부터 구상하고 연구⋅검

토해 온”67) 것이었고, 강상욱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영화계

의 많은 인사와 접촉, 토의”68)를 거쳐 법제적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

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지연은 “1961년에 이뤄진 영화사 통합조치”와 

“1962년 제정 영화법의 영화사 등록제”, 그리고 “1963 1차 개정 영화

법의 등록요건 강화”에 있어 “영화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국가

적 차원에서 시작되었다는 데 주목해야” 함을 역설한다.69) 그러면서 

개정 영화법의 주요 내용을 영화 ‘기업화 정책’과 ‘외국영화 수입쿼터

제’로 양분하여 설명한다. 기업화 정책은 제작사의 등록 요건 강화를, 

외국영화 수입쿼터제는 제작과 수입의 일원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둘 

다 영화 산업적 차원의 연관된 사항들이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눈 여겨 볼 부분이 있다. 영화법 개정 작업이 

공보부를 위시한 정부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음은 물론, 법률 상 영화

의 제작, 수입, 상영, 흥행 등을 관리하는 주무 기관(장) 역시 공보부

(장관)이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는 ‘영화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66) “제11조(동시상영) 공연자가 극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에는 뉴스영화 및 문

화영화를 동시에 상영하여야 한다.” 

67) <새 영화법의 시비>, ≪경향신문≫, 1963.6.6. 

68) <제작 본수 인하 건의>, ≪경향신문≫, 1963.1.22. 

69) 박지연, ｢한국 영화산업의 변화과정에서 영화정책의 역할에 관한 연구: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초반의 근대화과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08, 96쪽.



174    일반논문

현대영화연구 Vol. 21 2015

통제’가 어떠한 목적 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물

음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1961년 8월 12일 박정희는 군정 기간을 향후 2년간으로 발표하였

으며 이는 동년 11월 그가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케네디 대통령과의 

공동 성명을 통해 재확인된 바 있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군사 정

부는 자신들의 민정(民政) 창출을 위한 법제적 기반을 치밀하게 마련

해 나갔다. 1962년 3월 16일에는 정치활동정화법 발표로 “4,378명의 

구정치인이 6년 동안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7월에는 헌법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여기서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초로 하는 

헌법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이것은 11월 5일 공고된 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붙여져 투표자의 78.8%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70) 이듬

해 1월에는 “제1당 중심의” 전국구 비례 대표제가 포함된 국회위원선

거법이 공포되었다.71) 이어 1963년 2∼3월을 통과하며 박정희의 민정 

참여와 군정 연장 문제를 둘러싸고 정국에 소란이 일기도 하였으나, 

결국 5월 27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박정희가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었다. 군사 정부는 8월 15일이 되어서야 대통령 선거일을 10월 

15일로, 국회의원 선거일을 11월 26일로 확정⋅발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영화법 개정 과정을 재확인해 

보건대, 그것은 군사 정부가 민간 정부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의 권력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적 제도화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

치 가운데 하나였다. 일례로 국민투표를 거쳐 1962년 12월 26일 제5

차로 전부 개정되어 공포된 개정 헌법 제6호 중 제18조는 “모든 국민

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1항) “언론⋅출

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

다”면서도 “다만,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위하여는 영화나 연예에 대

한 검열을 할 수 있다.”(2항)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로써 영상 및 

70) 역사학연구소, 앞의 책, 309쪽. 

71) 서중석, 앞의 책, 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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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예술⋅오락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억제권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었다. 

박지연의 지적대로, 이는 영화에 대한 “국가검열의 합법화는 국가

의 공식적인 담론에 부합하는 영화들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영화들

은 배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으로,72)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

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5

항)라는 법문과 함께 모든 대중 매체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

는 법제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간헐적으로나마 이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일

었음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였다. 1962년 9월 17일 이래 헌법심의위원

회의 전문위원 전체회의에서 헌법 요강안 검토 작업이 진행되었다. 

“22일 현재 “기본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완

료하”였는데, “기본권에 관하여는 전문위원 간에 근본적인 견해의 대

립은 없었던” 반면 “언론⋅출판의 자유에 관하여”서는 이견이 제기되

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예술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커다란 이익을 달관하는 식견과 심려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심의 중

인 헌법 내용 상의 ‘약간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하였다.73)

유사한 맥락의 비판적 견해는 영화법으로도 이어지며 분명하게 피

력되었다. 개정 영화법 상의 제작사 등록 기준 강화 조항에 대해, 동

아일보 사설은 “어떠한 필요에서 이와 같은 규제가 있어야만 하는지 

우리는 심히 이해하기 곤란하다”면서 “예술의 장려책은 후원에 있지 

관여에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일침을 가하였다. 개정 조항을 “영화의 

제작 과정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다.74) 비슷한 

시기 “영화법 개정안이 영화사업의 기업화 안정화를 과연 가져올 것인

가?”라는 물음에 많은 영화인들이 “부정적” 시선을 보이던 터였다.75) 

72) 박지연, 앞의 논문, 100쪽. 

73) <(사설) 헌법 심의에 나타난 약간의 문제점>, ≪경향신문≫, 1962.9.24. 

74) <(사설) 영화법 개정안에 대한 시비>, ≪동아일보≫, 1963.1.22. 

75) <[연예] 영화법 개정안 / “실정에 안 맞는다” / 목적한 ｢기업화｣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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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영화인협회(영협)는 “회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1963년 

2월 14일 “신문회관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을 개선하는 한편 

당면한 안건을 토의”하였다.76) 특히 “국산영화가 공보부의 검열을 받

기 위해 ｢제협｣을 경유하는 경우와 같이 ｢영협｣도 경유하도록 관계 

당국에 건의할 것을 결의”하였다.77) 정부의 영화 검열에 대해 정면으

로 반하거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술 표현

의 자율성을 (되)찾기 위한 협회 차원에서의 활동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었다. 8월 초에는 영협이 5.16 직후인 “1961년 6월 이래 상영 

보류 조치를 받고 있”던 <오발탄>(유현목, 1961)에 대한 “상영 허가를 

진정하는 탄원서를 1일자로 공보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동을 이어 

갔는데,78) 8월 말 공보부는 “심의를 거듭한 끝에 상영 보류 조치를 

해제”하게 되었다.79) 

그럼에도, 개정 영화법이 공포⋅시행된 뒤부터는 영화법을 둘러싼 

잡음이 다소 수그러든 양상을 띠었다. 영화계는 대체로 순응하는 모

습을 보였다. 특히, 공보부로부터 등록 심사를 받아야 하였던 영화 제

작 및 수입업자들로 구성된 제협과 영배 측에서는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1963년 6월 30일 마감된 등록 서류 심사에 응한 영화

사는 한국영화, 극동흥업, 범아영화사, 한양영화사, 동성영화, 신필름, 

한국예술, 은하, 세기상사 등 모두 9개사였고 이 가운데 한국영화, 극

동흥업, 범아영화사, 한양영화사, 동성영화 등 다섯 곳이 심사에 통과

≪한국일보≫, 1963.1.27. 

76)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이사장 윤봉춘, 부이사장 복혜숙, 김소동, 감사 이창

근, 조긍하 등으로 임원을 개선(改選)하였다. 또한 톱스타 쇼 출연 금지 조

치에 대한 불만을 제협 측에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77) <영화 검열 ｢영협｣도 경유하도록>, ≪경향신문≫, 1963.2.15. 

78) <영화 �오발탄� 상영 허가 탄원>, ≪동아일보≫, 1963.8.6. 

79) <상영 보류 해제 / 영화 �오발탄�>, ≪조선일보≫, 1963.8.25. / 이때, 미

국영화 <8월 15일 야의 아침>, <최후의 전선>과 이탈리아영화 <처녀의 순

정> 등 3편의 외화도 동시에 ‘해금’되었다. <�오발탄� 상영을 허가>, ≪동아

일보≫, 196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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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등록을 마쳤다. 신필름의 경우, 스튜디오 등기 문제로 1차에서 

탈락되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등록되었다.80)

그러면서 영화인 단체의 전체 지형 및 조직 구성에도 일대 변화가 

일었다. 제협과 영배가 해산되고, 등록 영화사의 운영진을 중심으로 

‘한국영화업자협회’(업자협회)가 발족되었다. 이 단체는 제협과 영배의 

회원 중에서 개정 영화법이 요구하는 등록 요건을 갖춘 일부 메이저

급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 재편된 것이었다. 기존에 비해 소수의 인원

으로 구성된 데다가 각종 이권이 당국의 영화 행정과 밀접히 연결되

어 있었으므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 만한 여지는 더욱 좁아졌다. 

그렇다면, 영화계의 또 다른 축을 이루던 영협 계열의 경우는 어떠

하였을까? 상술한 바와 같이 영화 검열 과정에의 참여를 요청하거나 

일부 작품 또는 감독81)에 대한 정부의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1963년 

11월 11일 예총의 연기분과위원회 총회에서는 개정 영화법 중 제작사 

등록 요건에 포함되어 있던 배우 “전속에 대한 정당성을 요구하고 독

점 전속”에 대해 “권익을 위한 투쟁에 있어 행동 통일을 기할 것을 

다짐하”기도 하였다.82) 물론 그들 또한 당국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

거나 배치된 입장을 취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1964년에 접어들면서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계기는 다

시 정치권에서 마련되었다. 민정당과 삼민당 등 국회 교섭단체에 속

한 두 야당이 1월 23일부터 속개되는 제40회 임시국회에 “｢비민주적 

80) 박지연, 앞의 논문, 106쪽 참조.

81) 1965년 2월 6일 영협 감독분과위원회는 긴급이사회를 통해 “｢7인의 여포로｣

를 감독하여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 감독에 대한 당국의 신

중하고 관대한 처리를 바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작성, 관계 기관에 배부키로 

결정”하기도 하였다.(<이만희 감독에 관대한 조처를 ｢영협｣ 감독분위서 진

정>, ≪동아일보≫, 1965.2.9.) 결국 3월 15일 이만희 감독은 보석되었고, 

(<<영화감독> 이만희 씨 보석>, ≪동아일보≫, 1965.3.16.) 7월 9일 <7인의 

여포로>는 <돌아온 여군>으로 개제된 채 공보부로부터 상영 보류 해제 조치

를 받았다.(<�7인의 여포로� 개제로 상영 허가>, ≪동아일보≫, 1965.7.22.) 

82) <은막의 ｢스타｣들 ｢절름발이 전속｣에 반기>, ≪동아일보≫, 196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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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의 개폐를 위한 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영화법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83) 민정당 대변인 김영삼에 따르면 그들은 

“국회 휴회 기간 중 여러 악법의 개폐를 위한 검토를 계속”해 오던 

터였다.84) 

그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어난 것은 다음 회기를 앞둔 시점에서였

다. 제1야당이던 민정당이 3월 23일 개최되는 41회 임시국회에 다시 

66건의 개폐 대상 법률을 선정하여 내놓을 움직임을 보였는데 여기에

도 영화법이 들어가 있었고,85) 공화당 역시 “9건의 법률안을 비롯하

여 10건의 개정 법률안 그리고 12건의 결의안”을 “제안 또는 상정시

킬” 계획이었는데 그 중 9건의 법률안 속에 “영화조성법안, 영화법 

폐기에 관한 법안”이 포함되었다.86) 

이와 같이 1964년 초부터 국회에서 다수의 법률에 대한 재검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된 데에는, 전년도 후반기에 새롭게 조성된 

정치적 환경이 배경으로 자리한다. 1963년 10월 15일 대통령 선거에

서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가 총 470만 2,600여 표를 얻어 민정당의 윤

보선 후보를 15만 6,000여 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눌러 당선되었고, 11

월 26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33.5%의 득표를 획득하는 데 

그쳤으나 전체 175개 의석 중에 110석을 차지하였다. 이어 12월 17일 

박정희가 제5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5.16 발발 2년여 만에 ‘민간

정부(민정)’가 (재)출범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는 군정 시기 

급조된 법률안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 작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 영화계는 영화법 문제에 어느 때보다도 발 빠르면

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영화법 폐기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영화

83) <�악법� 개폐안 내기로>, ≪동아일보≫, 1964.1.17. 

84) <악법 개폐안 제출 민정당서, 다음 회기에>, ≪경향신문≫, 1964.1.17. 

85) 영화법의 경우 방송법, 관광사업진흥법과 함께 ‘공보 관계’ 법률에 분류되어 

있었다. <개폐 법률 66건 선정 야, 다음 국회 상정>, ≪동아일보≫, 1964.3.2. 

86) <19개 법안 상정 공화당 41회 국회에>, ≪경향신문≫, 19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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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폐기촉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영화계 업종 대표들의 연석회의를 열

고 5개 업종 협의체를 구성하여 영화계가 원하는 법안을 작성, 공화

당 정책연구실에 건의하자는 논의”를 개진하였다.87) 당연히도 영협이 

중심축 역할을 하였고, 영화법 개정으로 해체된 제협과 외협이 재결

성을 이루면서 가세하였다. 1964년 3월 25일 25개사에 달하는 과거 

배급업자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통해 ‘외협’이 다시 발족하였고,88) 4월 

3일에는 기존의 제협 멤버를 주축으로 세워진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재

건촉진위원회를 토대로 ‘(구)제협’이 재건되었다.89) 

영화법 폐기에 대한 반대 활동은 한국영화업자협회를 중심으로 펼

쳐졌는데, 협회에서는 “현행 법 폐기의 부당성을 든 영화법 폐기 반

대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90) 이에 영화법폐기촉진위원회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입법부 요인에게” 영협의 3개 분과 위원장과 일

부 업자들의 서명이 날인된 영화법 폐기에 관한 진정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91)

이로써 영화계는 영협을 중심으로 하는 영화법 폐기 찬성파와 업자

협회로 대표되는 반대파로 양분되었는데, 둘의 주장이 팽팽한 만큼 

각각의 이유도 분명하였다. 찬성 측은 현행 영화법 상의 시설 기준이 

“헌법에 보장된 기업의 자유를 박탈”할 아니라 “사실 상 실현 불가

능”하고 제작-수입업의 일원화는 영화사의 “독점”을 유발하며 이로 

인해 “수많은 영화 제작사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

87) 영화계 5개 업종 협의체에서는 가칭 ‘영화조성법’을 건의하기도 하였다. 

<모순 투성이 현행 영화법은 폐기되어야>, ≪경향신문≫, 1964.4.11. 

88) 이날 선출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복섬, 부회장 김창덕, 이사 

이현수, 윤명혁, 서종호, 감사 조희성. <외화배협 재발족>, ≪경향신문≫, 

1964.3.28 참조. 

89) 이날 선출된 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이재명, 부위원장 최일, 송

유천, 방의석, 상임위원 원선, 김영창, 박구, 정태규, 김석민, 최관두, 지우

성, 정흥기, 강대진. <｢한국영화제협｣ 촉진위원회 발족>, ≪경향신문≫, 

1964.4.11 참조. 

90) <현행 영화법 폐기 반대>, ≪경향신문≫, 1964.3.24. 

91) <현행 영화법 폐기를 진정>, ≪경향신문≫, 196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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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반대 측은 영화법이 폐지된다면 “종래와 같이 군소 ｢프로덕션｣

의 난립”이 초래되고 이는 “영화 문화의 질적 저하와 기업적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92) 양쪽 모두 영화계 실정이 반영

된 현실적 사안이 주를 이루었던 것이다. 

영화법 문제는 결국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이 의결되

어 “현재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선에서 ‘절충’되어졌다.93) 결과적

으로는 업자협회의 바람대로 매듭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제협의 활동은 이어졌다. 8월 19일 전국극장연합회와 함

께 “관계 당국에 ｢입장세법 중 일부 개정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현행 입장세율을 재조정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94) 며칠 뒤

에는 ‘영화산업육성촉진위원회’를 조직하고 “영화 제작 및 극장업계의 

전반적 위기 타개와 정부의 보호육성책을 건의하는 운동”을 광범위하

게 벌였다.95) 이는 정부의 ‘세제 개혁’을 이끌어내며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으나,96) 영화계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10월 “한국영화인단체총

연합회와 한국영화업자협회 및 전국극장연합회로 구성된 ｢한국영화위

기타개촉진위원회｣”가 “현행 입장세법에 의한 단순 누진세를 지양하

고 단순 비례세안 등 두 가지 희망을 당국에 제시하는 청원서”를 제

출하였는데,97) 종국에는 1965년 1월 27일 관련 법안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함으로써98) 사태가 일단락되었다.

92) <영화법 시비를 이렇게 본다>, ≪경향신문≫, 1964.5.6. 

93) <영화법 시행령 개정>, ≪동아일보≫, 1964.6.30. 

94) <입장세 인하해 달라>, ≪경향신문≫, 1964.8.19. 

95) <영화산업육성 ｢촉진위｣ 발족>, ≪동아일보≫, 1964.8.26. 

96) 이에 따라 입장세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되었다. “영화관 입장세율에 있어 

입장 요금 40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고 40원 초과 50원 이하에 40%

의 과세율을, 40원 초과 60원 이하를 30%로 인하하였으며 80원 초과 1백

원에 50% 1백원 초과는 70% 시설” <세제 개혁 주요 내용 (하)>, ≪경향신

문≫, 1964.10.314. 

97) <“현행 입장세법에 눌려 영화계 파탄 위기” 세 단체, 세법개정을 호소>, ≪경

향신문≫, 1964.10.21. 

98) <재경위서 통과 영화관 입장세 인하>, ≪경향신문≫, 196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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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진정 조짐을 보이던 영화법 문제는, 그러나 연말에 이르

러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발단은 역시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1964년 11월 7일 “김대중 의원(삼민) 외 12명”은 현행 영화법이 “대

기업 육성”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군소제작자를 도태시키”는 

데 그치고 있으며99) “조제품이 범람하여 오히려 질이 저하되고 있다”

는 이유로100) ‘영화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11

월 26일, 이들은 현행 영화법을 폐기하는 대신 ‘영화사업 및 영화의 

검열에 관한 법률안’을 도입할 것을 국회에 제안하였다.101) 

영화계에는 다시금 커다란 소용돌이가 일었다. 한국영화업자협회 

측에서는 영화법 폐지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대

해 영협, 구제협, 외배, 극장연합회 등 찬성 진영은 보다 거국적으로 

힘을 모았다. 12월, 영협 산하의 감독, 배우, 기술, 음악, 시나리오, 기

획 등 6개 분과위원회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구제협), 외국영화수입배

급협회(외배)의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첫째 저의들은 악법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현행 영화법을 즉시 폐기할 것을 주장합니

다.”102)라는 핵심 내용이 포함된 글을 일간지 광고란 등에 게재함으

로써 단결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특정한 변화가 견인되지는 못하

였다. 

또 다시 시간이 흘렀다. 1965년 여름의 일이었다. 7월 26일 “정부는 

전 국무위원과 각 부처 처장 및 청장, 차관 연석회의를” 통해 “현행 

63개 법령을 재검토”하기로 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영화법도 있었

다. “한일국교정상화를 앞두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였

다.103) 이는 8월 1일 정부와 공화당이 연석회의로 이어져 법령 14개 

개정 및 13개 제정이 합의되었는데, 여기에도 영화법 개정이 포함되

 99) <영화법 폐지 법률안 제출>, ≪경향신문≫, 1964.11.7. 

100) <영화법 폐지안 제출>, ≪동아일보≫, 1964.11.7. 

101) <찬반 영화법 폐기>, ≪경향신문≫, 1964.12.7. 참조. 

102) ≪경향신문≫, 1964.12.4. 광고. 

103) <현행 63개 법령 수정보완키로>, ≪동아일보≫, 1965.7.26. 



182    일반논문

현대영화연구 Vol. 21 2015

었다.104)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이 체결된 직후의 풍조였으며, 

그마저도 영화법만이 아닌 여타 상위 법령들과 동시에 취급된 일부 

수정에 한정된 것이었다. 

1차 개정 영화법은 1966년 8월 3일 법률 제1830호로 2차 개정되는 

시점까지 지속되었고, 3차(법률 제2217호, 1970.8.4)와 4차(법률 제

2536호, 1973.2.16)를 거쳐 “1984년의 ‘5차 개정영화법’까지 그 골격이 

유지되었다.”105)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영화계 내부의 기대와 요청이 

반영되는 사례가 생기기도 하였다. 가령, 2차 개정 영화법에서는 영화

사 등록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3차 개정 영화법에서는 제작업과 수입

업이 분리되고 군소 영화사의 프로듀서 시스템이 일부 인정되었다. 

전자는 영화계 전체가, 후자는 영협 등이 정부 측에 요구한 바 있던 

사항이었다. 비록 영화법 4차 개정으로 말미암아 1970년대에는 또 다

른 정책적 환경에 놓이게 되지만, 이는 박정희 정권기 한국 영화계의 

존재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 1960년대 전반기의 역사적 경험이 자리한다.

5. 결론 

박정희 정권기 당국의 영화 정책에 대한 영화계의 반응 및 활동에 

주목한 최근의 연구들은 다소 일방향적이고 도식적인 기존의 서술 방

식에서 탈피하여 쌍방향적 관계 양상에 관한 비교적 유연하면서도 다

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장우진은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정권이 권력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으며 이것이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아 영

화계에서 역시 “5⋅16에 동참하거나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106)

104) “지금까지 공보부 장관 재량이었던 외화 수입 추천권을 법제화하여 외화 

수입을 규제.” <비준 후의 5개 시책을 구체화>, ≪경향신문≫, 1965.8.2.

105) 조준형 외, �한국영화와 민주주의�, 선인, 2011,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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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성되었음을 지적한다. 문재철은 19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영화 비평의 ‘정치적 무의식’ 속에 박정희 정권의 “영화정책이 오직 

위로부터 강요된 것이었거나 혹은 억압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음”107)

이 녹아 있었다고 역설한다. 염찬희의 경우, “국가권력과 일반 대중, 

혹은 영화계 사이의 상호관계성을 인정”108)할 것을 강조하며 1960년

대 영화법 제정과 개정에 대한 영화계의 대응 양상을 보다 논리적으

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담론들이 본 연구에 단초를 제공하였음은 물론이다. 이

에, 본고에서는 영화법 제정 및 1차 개정을 둘러싼 영협과 제협의 입

장과 태도를 중심으로 1960년대 전반기 박정희 정권의 영화 정책에 

대한 영화계의 반응 및 활동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당시 영화 정책의 시대적 배경과 영화법 제⋅개정을 동인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거시적으로 이해하고, 영화법에 대한 영화계의 입장과 

반응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영화인 단체의 조직 및 구성,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960년대 전반기 한국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직면한 상태였

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세력은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 개발

을 성취함으로써 정권 탈취의 정당성과 유지의 당위성을 확보하려 하

였다. 2년 반 정도의 군정 기간 동안에 ‘성과’를 증명해야 하였기에, 

그들의 통치 원리는 효율성에 두어졌고 운영 방법도 군대에서처럼 상

명하달 식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 주도형 근대화 정책은 비단 영

화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었다. 당대 영화 정책 

상의 특징을, 그 저변을 감싸고 있던 시대적 배경과 분리하여 생각하

106) 장우진, ｢1960년대 남북한 정권의 정통성과 영화｣, �영화연구� 30호, 한국

영화학회, 2006, 298쪽.

107) 문재철, ｢한국 영화비평의 정치적 무의식에 대한 연구｣, �영화연구� 37호, 

한국영화학회, 2008, 114쪽.

108) 염찬희, ｢1960년대 한국영화와 근대적 국민 형성과정｣, �영화연구� 33호, 

한국영화학회, 200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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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이유이다. 

실제로 동시기 영화법 제정, 개정, 폐기, 유지에 관한 상정, 도입, 

처리, 건의, 찬성, 반대 등의 양상은 영화계라는 한정된 영역을 넘나

들며 다양한 벡터와 복잡한 함수로 역사적 궤적을 그려 갔다. 아울러 

이에 대한 영화인 단체의 입장과 태도 역시 다각적이고도 다층적인 

성격을 드러냈다. 이러한 면에서, ‘기업화 정책’으로 통용되는 당시 

영화 정책과 이를 둘러싼 영화계의 반응 양상은 다분히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할 만하다.109) 그리고 이를 통해 박정희 정권기의 

영화사적 특수성을 가늠해 보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1960년대 전반기는 18년간 지속된 박정희 정권의 장기 집권 체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군정과 민정을 오가며 한쪽에는 반공 이

념이, 다른 한쪽에는 경제 성장을 통한 조국 근대화가 시대적 당위로 

제시되었고, 이는 정부 정책으로 이어져 영화 분야에서도 검열 강화

와 기업화라는 정책 기조가 세워졌다. 그리고 이는 영화법 제정과 개

정을 통과하며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이념의 원칙 또는 현실적 당면 상황에 위배되는 

측면이 다소 컸기에, 영화계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나름의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국가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그 반응과 활동의 양상은 크게 제약 받

을 수밖에 없었다. 영화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치권 등 영화계 외

부로부터 표출된 반면 영협과 제협을 중심으로 한 영화인 단체의 건

의나 요구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던 가장 커다란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109) 따라서, 당시 영화인들이 “1963년 3월에 기업화를 골간으로 하는 영화법”

을 계기로 해서는 “저항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균열에” 머문 채 “분열했다”

든지,(염찬희, 앞의 논문, 19쪽) “기업화 정책”이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동

반”하였기에 “영화인들은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1964년부터 

｢영화법｣ 폐기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조준형 외, 앞의 책, 331쪽) 등의 

주장에는 재고될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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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당시 영화계의 활동은 사적(史的)으로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열악한 환경과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도 영화인 단체를 (재)정

비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 어떻게든 당

사자로 참여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그 모습에 4.19(1960)의 후광이 엿

보인다.110) 1960년대 전반기 한국 영화계의 진정한 ‘혁명’의 양상이 

바로 이러한 지점에 녹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110) 비록 혼란스러웠으나, 짧았던 ‘자유의 시대’에 영화인들은 ‘영화윤리전국위

원회’(영윤, 1960.8.5)를 세워 스스로가 작품 심의의 주체가 되었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국산영화위기타개투쟁위원회(영투위)’나 ‘극장문화위기타

개투쟁전국위원회(투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 위원회 조직, 

성명서 작성 등 영화법 1차 개정에 대한 영화인 단체의 행동 양식의 기저

에는 이러한 ‘자유의 경험’이 존재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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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Jung-hee military government put state-led film policy into effect fast 

by the name as ‘revolution’ after 5.16 Coup (1961). Filmdom showed viewpoint 

and attitude supported that. Such tendency was applied to the establishment of 

film law (1962). Film policy of the military government was systematized by 

promulgation and change film law. Organization and construction of the 

filmdom’s group also changed. Motion Pictures Association of Korea and 

Kore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are often in confrontation with each other 

around the problem of movie industry. The filmdom opposed to revision of 

film law in early 1963, but the attitude of registered manufacturer side changed 

to agreement that after revision of film law. On the other hand, insistences on the 

abolition of film law was raised by the political world just after establishment of 

civilian government. But filmdom was separated by the main supporter of 

Motion Pictures Association of Korea and the opponent headed by Korean Film 

Trad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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