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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고에서는 해방 초기 남한영화계의 재건과 재편 과정에 식민지 경

험과 역사가 어떻게 결부되어 있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업은 해방기 한국영화사를 다룬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이 대개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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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 한국영화사와의 단절과 차이를 전제로 한 데 대한 문제제기로

부터 출발하였다. 그 결과, 영화인 조직과 직능 단체, 영화 정책 및 

제도, 제작-배급-상영 체제와 방식, 다양한 영화 텍스트를 망라한 많

은 부문에서 연속되고 공통되는 지점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구체적으

로 규명하였다. 이러한 한국영화계의 특징적 양상이 정부 수립을 거

쳐 한국전쟁 이후에도 존속 또는 변용되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를 

계기로 향후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주제어

: 해방기, 한국영화사, 남한영화계, 식민지 조선, 연속성

1. 서론

20세기 민족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자 한국 현대사의 출발점으로서 

사회 각 영역에 미친 ‘해방’의 영향력과 파급력은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을 만큼 실로 막대하다. 영화 분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존

의 한국영화사 연구 역시 해방에 대해 특별한 시선을 견지한다. 이영일

은 “일제의 강점통치 밑에서 영화사의 첫 걸음을 내디딘 영화야말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새 출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1라며, 정중헌은 

“일제에 의해 대중 선동과 교화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영화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기능과 위상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된다.”2며 특별한 의의

1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소도, 2004, 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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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영일의 언급대로 “해방은 동시에 어느 정도의 혼란을 동

반”하기도 하였다.3 그가 부연하듯, 이는 ‘민족주의’라는 대명제에서 우

파 진영의 친미적 ‘자유-자본주의’와 좌파 진영의 친소적 ‘사회-공산주

의’의 이념 대결에 따른 혼란상에 기인한 측면이 컸다고 할 수 있다.4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으니, 이로 인해 당대 가장 중요한 민족적 

과제였던 “일제 말기에 남긴 오욕의 자취를 지우고 새롭게 출발하는 

일”5에 어떠한 지장이 초래되었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해방기 미군정의 영화 정책이나 영화인 조직 활동 등 

특정 부문의 세부적 차원에서 동시기 영화계 혼란상의 원인에 대한 선행 

연구가 비교적 진척되어 왔던 데 반해, 영화 분야 전체를 거시적으로 

놓고 볼 때 종합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어떻게 

청산되지 못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본고는 해방 초기 남한영화계의 재건 및 재편 과정에 식민지 경험과 

역사가 어떻게 결부되어 있었으며 그 연속/단절의 지점은 무엇이었는

지, 그리고 영화 정책, 산업, 조직 및 제작 배급 상영 부문에서 과거 

조선영화계와 어떠한 공통점/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는지 등에 관해 고

찰한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들이 전반적으로 단절 지점과 차이를 강조

해 왔음을 감안, 본고에서는 그 이면의 지속성과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2 김종원 정중헌, �우리영화 100년�, 현암사, 2001, 223쪽.

3 이영일, 앞의 책, 같은 쪽.

4 이영일, 위의 책, 215쪽 참조.

5 김종원 정중헌, 앞의 책,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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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요 시간적 범위를 냉전의 심화와 분단 고착화가 진행된 

1947년 2월까지의 ‘미군정 전반기’로,6 주요 공간적 범위를 당시 미군

정의 통치를 받고 있던 북위 38도선 이남의 ‘남조선’ 지역으로 설정하

여, 당시 영화계의 인적 구성, 제도적 환경, 작품 활동 등을 시대적 상황

과 더불어 살펴본다. 아울러 연구의 범주가 다소 광범위하고 영화 조직

정책 상영 제작 등을 집중 조명한 논저들이 다수를 이룬다는 점을 고

려하여, 장 단위 별로 주요 선행 연구를 참고하는 한편 신문과 잡지를 

비롯한 당대 1차 문헌자료에 대한 실증과 해석을 주요 연구 방법론으

로 삼으려 한다.

2. 영화인 조직의 결성과 직능 단체의 편성

해방기 한국영화(사)를 다룬 글 가운데 다수는 해방 직후 영화계 상

황에 대해 영화인 조직을 중심으로 설명을 시작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영화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던 활동들이 대체로 영화인 조직

6 ‘1947년 2월’은 시간 상으로도 미군정기의 정확히 절반 정도가 되는 시점일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냉전의 영향이 미국의 정책, 국가 제도, 정치적 사건 

등을 통해 가시화되며 각지의 이념적 기반과 사회적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남한에서는 1946년 12월 12일 최초의 입법 기구로서 ‘남조선 과도입법의

원’이 발족된 이후 1947년 2월 7일에는 이승만이 미국에서 ‘남조선과도정부’(1947.06.03 

수립) 수립을 발표하였고, 북한에서는 1946년 11월 3일 선거를 거쳐 1947년 2월 22일에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창설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GHQ의 중지 명령으로 1947년 

2월 1일 예정된 ‘2.1 총파업’이 무산되었으며, 대만의 경우 ‘2.28사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이는 미국에서 ‘트루먼독트린’(Truman Doctrine, 1947.03.12)이 발표되기 직전 

시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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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행해졌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에 대해서는 이미 1980~90년

대부터 본격적 연구가 시도되었다.7 2000년대 이후에는 실증성을 강화

하고 남북한 지역을 아우른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도 하였다.8 이들 연

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핵심 내용을 이루고 있듯이, 당시 영화인 조직은 

결성과 재결성을 반복하며 해방 초기 남한영화계의 재건과 재편을 견

인하고 영화 활동을 주도하였다.

먼저 ‘조선영화건설본부’(영건)의 발족이 1945년 8월 19일 의결되고 

9월 24일 ‘조선영화인총대회’를 통해 실현되었다. 11월 초에는 준비회의

를 거쳐(3일) ‘조선프롤레타리아영화동맹’(프로영맹)이 설립되었다.(5일) 

그리고 12월 16일, 이 두 영화인 조직이 발전적으로 해소된 뒤 ‘조선영

화동맹’(영화동맹)이 결성되었다. 이렇게 해방 직후 조선에서는 영화인 

조직의 설립과 분산, 통합의 움직임이 불과 수개월 동안 매우 활발히 

일어났다.

여기에는 일제 식민 잔재의 청산과 자주적 민족 국가 수립이라는 시

대적 명제 하에 해방 정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치열하게 펼쳐지던 동

시기 정치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상기 영화인 조직들 모두 독립된 

모임이 아닌,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을 망라한 거대 예술 동맹 혹은 

연맹체의 하위 집단이었다는 점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영건은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문건중협, 의장 임화-서기장 김남천, 

1945.08.18)의, 프로영맹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프로예맹, 의장 

7 이효인, ‘해방직후의 민족영화운동’, 최장집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4�, 한길사, 1989; 

남인영, 해방직후 영화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0) 등이 있다. 

8 대표적인 경우로 한상언, 해방기 영화인 조직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07); 

한상언, �해방 공간의 영화 영화인�(이론과실천, 201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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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설야-서기장 윤기정, 1945.09.30)의, 영화동맹은 조선문화단체총연맹

(문총, 1946.02.24)의 산하로 편재되어 있었다. 또한, 문건중협의 배후

에 조선공산당이 버티고 있었고, 프로예맹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의 

관계가 밀접하였으며, 문총의 경우 장안파를 흡수한 조선공산당 재건

파 세력이 통합 운동을 펼쳐 11월 23일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과 

합당하여 남조선노동당을 창당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였던 바,9 영건, 

프로영맹, 영화동맹 역시 정치성을 띤 영화인 조직이었음을 부정하기

는 어렵다.

그러나 이때 ‘정치성’이라 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민주주의 자본

주의’ 등의 특정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어 대립적 ‘투쟁’을 일삼는 성

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조직의 성격이나 개인의 상황, 이들 간의 관

계 등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였으며, 때로는 식민 잔재의 

청산과 민족 국가의 수립이라는 거창하면서도 다소 추상적인 당위 하

에 전개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주도권 싸움에도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것이었다.

핵심은 ‘영화인’ 즉 ‘사람’(人)에 있었기에, 영화인 조직의 결성 과정 

또한 당시 영화인들의 역사적 경험을 수반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그들의 ‘역사적 경험’은 곧 과거 식민지 경험이었고 여기에는 식민지 

권력에 대한 저항과 굴복, 협력과 공모 등의 제 양상이 복잡하게 포함

되어 있었을 터, 이러한 사정은 결과적으로 영화인 조직의 결성에도 

9 조선공산당은 1925년 4월 17일 창건되었다가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11일 박헌영

을 중심으로 재건되었다. 북한 지역에서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수립된 것은 동년 10월 10일이었으며, 이것이 최용건의 민주당과 김두봉의 신민당을 

흡수하여 북조선노동당으로 통합된 시점은 1946년 8월 29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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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당시 결성된 조직은 식민지 시기 영화(인) 조직을 모태로 두

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가령, 카프 비해소파 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프로예맹과 하위 조직인 프로영맹은 1925년 8월 23일 결성된 

조선프롤레타리아 예술가동맹(KAPF, 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즉 ‘카프’와 그 산하의 영화부를 모태로 하고 있었다. 프로예맹의 서기

장인 문학평론가 출신의 윤기정이 과거 카프 영화부의 책임자로 있었

다는 사실을 우연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아울러 프로영맹의 직속 

기구로서 기록영화 <경방> <민족전선> 등을 제작 시도한 ‘서울키노’의 

경우, 카프 영화의 중심 인물이던 김유영(감독)과 임화(주연) 등이 자신

들을 영화계에 입문시킨 안종화 등을 축출하고 조선영화예술협회를 접

수하여 <유랑>(1928)을 내놓은 뒤 2회작 <혼가>(1928)를 만들면서 세

운 카프 영화 제작의 본거지였다.

그러나 프로영맹이라는 조직체가 단순히 카프와의 연관성만으로 탄

생한 것은 아니었다. 위원장직은 좌익 영화인이면서 친일 경력이 거의 

없던 추민이 맡았지만, 서기장에는 식민지 말기 조선 유일의 영화 제작

배급 회사로서 국책 선전영화를 만들어낸 ‘사단법인 조선영화사’(조

영)의 조수 출신 소장파 영화인 정준채가, 의원 중에는 조영 출신 감독 

이병일 등이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명우 유장산 김

성춘 등 조영 출신의 촬영 조명 기술 전문가들도 맹원으로서 명단에 

포함되었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영건이나 영화동맹에 있어서는 보다 농후하게 

나타났다. 영건의 경우, 조영 출신 영화인들이 요직을 차지하였다. 본부 

위원장 자리에 원로 영화인 윤백남이 영입된 것을 제외하면, 서기장에 

김정혁, 집행위원에 이재명 서광제 방한준 김한 등 모두 조영에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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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던 유력 영화인들이 조직을 이끌었던 것이다. 조직체 구성에 있

어서도 영건은 운영위원회 산하에 총무 경리 제작 기술 부서를 두는 

등 조영의 체계를 답습한 흔적이 역력하다. 직속 제작사인 적산 조영을 

거느리고 있던 영건이 실질적으로는 조영을 기반으로 하며 발족되었음

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해방 직후 문건중협이 결성된 뒤 급조된 영건의 

조직을 들여다 볼 때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10

문건중협과 프로예맹의 통합 조치에 따라 영건과 프로영맹이 해소된 

뒤 조선을 대표하는 영화인 조직으로 탄생하게 된 영화동맹은 어떠한

가. 영화동맹은 기본적인 조직 구조 상 영건과 프로영맹의 혼합체적 성

격을 지녔다. 또한 위원장과 서기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부위원장제를 

도입하고 다수의 위원을 둠으로써 명실상부한 통합적 영화인 조직의 

위용을 드러내었다. 그런데, 조직의 임원 가운데는 영건이나 프로영맹

에서 중책을 맡지 않았던 이들이 여럿 포함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예

로, 위원장 안종화를 들 수 있다. 원로 영화인에 속해 있던 그는, 해방 

후에는 이렇다 할 영화(인) 조직 활동을 보이지 않았던 차였다.

그렇다면, 그가 영화동맹의 위원장이 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

을까. 시선을 과거로 돌려보자. 1939년 8월 16일 조선영화령 도입(공포 

1940.01.04, 시행 1940.08.01)을 앞두고 총독부 주도로 발족된 ‘조선영

10 1945년 9월 1일 시점에서 영건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었다. 중앙위원

장 이재명, 위원 김정혁 김한 방한준 성동호 윤상열 이명우 이병일, 내무대(대장) 

안석영, 경비대(대장) 김성춘, 뉴스대(대장) 김정혁, 상영대(대장) 성동호, 보존대 박기

채 최인규. 해방 시점에서 이재명은 조영의 기술과장, 김정혁은 계획계장, 김한은 소속 

배우, 방한준 이병일 박기채 최인규는 감독, 성동호는 배급 담당, 윤상열은 미술주임, 

이명우는 촬영계장, 안석영은 연출주임, 김성춘은 조명계주임이었다. 한상언, 앞의 

책, 25~2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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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협회’에 단서가 숨어 있다. 당시 전 조선 영화인을 아우르는 이 조

직의 회장직에 오른 이가 다름 아닌 안종화였던 것이다. 조선영화인협

회와 그 내부 조직체인 영화인 기능심사위원회의 주요 인사 중 여러 

명이 영화동맹에서 부위원장이나 위원 등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간과하기 힘든 부분이다. 가령, 영화동맹 발족 당시 부위원장직을 맡은 

안석영(안석주), 이규환은 각각 조선영화인협회 이사와 기능심사위원회 

연출 부문 위원이었고, 1946년 1월 20일 임시 영화인대회를 통해 새롭

게 부위원장직에 오른 이창용과 이재명 중 이창용 역시 조선영화인협

회 이사였다.

이와 같이, 해방 초기 조선영화계에서는 영건, 프로영맹 영화동맹 등 

여러 영화인 조직이 결성됨으로써 영화 운동의 인적 토대가 (재)구축되

었다. 그런데, 이들은 (조직 별로 비중과 조합은 달리하였지만) 1920년

대 카프 영화, 1930년대 조선영화인협회, 1940년대 사단법인 조선영화

사 등 이념 조직, 국책 단체, 제작 배급 기구를 모체로 두었다. 그러면

서 해방기 영화인 조직은 당대 정치적 상황과 상위의 문화 예술 단체, 

미군정의 영화 정책 등 여타의 조건들과 더불어 과거 역사적 경험을 

설립의 기반으로 삼게 되었다.

이는 물론 다른 예술 분야에도 공유되어 있던 경향이었으나, 그 안에

는 영화 분야만의 특수성이 내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일례로, 영건과 

프로영맹의 (정식) 설립 시점은 문건중협과 프로예맹 산하의 여타 예술 

조직의 그것보다 다소 늦다. 왜냐하면 영화 분야의 경우, 제작 편수는 

한정되어 있는 반면 감독 배우 부문별 스텝 제작자 배급자 흥행자 

등 작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고 각자의 입장이나 이해관계 

역시 다양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된 듯, 해방기에는 거국적 영화인 조직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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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주요 직능 단체가 진영을 갖추기도 하였다. 1945년 12월 

3일 경성에서는 기존의 극장 관리인들이 모여 ‘한성극장협회’를 조직하

였다. 이사장에는 수도극장의 홍찬이, 부이사장에는 중앙극장의 김상

진과 명보극장의 박응면이 선출되었다. 1946년 2월 16일 준비 모임을 

거친 뒤, 3월 1일에는 “영화감독들의 친목과 새로운 민족영화의 구상”

을 지향하는11 ‘영화감독구락부’가 결성되었다. 안석영 이병일 이구영

이 간사로, 식민지 시기 연출 경력이 있던 대부분의 현역 영화 감독들이 

동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동년 11월 4일에는 조선영화극작가협회(조영

협)가 발족되었다. 안석영 전창근 김광주 장동명 박용덕 안진상 등이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들 직능 단체는 외관상으로는 친목 단체의 성격을 띤 직능 조직이

었다고 볼 수 있다. 영화감독구락부에서는 기관지 발행, 도서의 출간, 

감상회 개최, 대민 계몽, 국제 교류 등을, 조영협에서도 “연구 잡지와 

영화에 관한 서적 출판”12 등을 주요 사업으로 내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종의 정치성이 내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조영

협은 문총 세력에 대항하여 1946년 3월 13일 발족한 우익 성향의 전조

선문필가협회(회장 정인보) 회원들이 주가 되어 설립된 것이었다. 영화

감독구락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치색을 배재하였으나, 찬탁과 반탁의 

정국 속에 영화동맹의 정치 성향과 미군정의 통제 등이 겹쳐지며 영화

동맹을 탈퇴한 다수의 감독과 박기채 이병일 서광제 윤용규 등 그렇

지 않은 감독들 간의 갈등(조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11 영화감독들 구락부 탄생 , �중앙신문� 1946년 2월 14일자.

12 영화극작가협회 , �경향신문� 1946년 1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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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극장협회의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명, 극장 수익의 처분 등”에

서 이권을 보장받기 위해 관리 기관인 “미군정의 지시만을 충실히 따”

르면서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13

물론 해방기 (재)결성된 이러한 직능 단체들 역시 과거 식민지 시기

에서 그 연원을 발견할 수 있다. 한성극장협회는 “쇼와[昭和] 6년(1931

년-인용자) 동업 조합적으로 조직”된 ‘경성흥행협회’를,14 조영협은 1939

년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 결성되었다가 조선영화인협회 발족과 동시

에 자진 해산한 ‘조선시나리오작가협회’를15 연상케 한다. 한편, 영화감

독구락부는 인적 구성의 면에서 1939년 6월 “조선을 대표하는 감독 10

명”이 가입한 일본영화감독협회日本映畵監督協會의 ‘조선지부’와 유사성

을 지닌 듯 보인다.16

이처럼, 해방 초기 조선영화계는 경성을 중심으로 남한 지역에서 영

화인 조직과 직능 단체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함으로써 재구축되었다. 

영화인들은 여타 문화 예술 집단과 연계하고 동시기 정치 상황에 적극

적으로 대처하며 일제 식민지 잔재를 척결하고 민족 문화의 창조를 도

모하였으나, 조직과 단체를 세우는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적 체험이 동

13 한상언, 앞의 책, 32쪽.

14 초대 회장은 일본인 와케지마 슈지로[分島周次郞]였다. 또한 “그 후 오이시 사다시

치[大石貞七] 씨가 회장에 취임, 쇼와 15년(1940년-인용자) 12월 20일 경기도 지사의 

공인협회로서 재발족을 이루”기도 하였다. 朝鮮主要映畵關係團體紹介 , �映画旬報�

1943년 7월 11일자(朝鮮映画特輯).

15 동인으로는 김혁 주영섭 허남흔 윤묵 이익 이동하 김수근 기쿠치 모리오[菊池盛

夫] 노무라 히데오[野村秀雄] 등이 있었다. 반도에도 시나리오 작가 협회 결성 , �キネマ

旬報� 1939년 8월 11일자 참조.

16 실제로 당시 10인의 감독 중 1940년에 요절한 김유영을 제외한 9명이 영화감독구

락부에도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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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으로 작용하였다. 해방이 갑작스럽게 찾아 온 것도, 일본인이 떠나간 

자리를 두고 갈등의 씨앗이 발아한 것도 이유라면 이유였을 터이나, 

그러면서 식민 잔재를 청산하는 데 한계가 노정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아울러 여기에 미군정의 영화 정책이 더해짐으로써, 그 한계

는 보다 커지게 된다.

3. 영화 통제 및 활용 정책의 변화상과 연속성

해방기 미군정의 영화 정책은 미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 하에서 이루

어졌던 바, 그 기조 역시 공산주의에 동조하거나 반미주의를 조장하는 

영화를 철저히 가려내어 금지하는 한편 대중에게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상을 심어 줄 만한 영화를 적극 권장하고 유포하는 데 두어졌다. 이

를 위해, 미군정은 영화 통제 정책 및 활용 정책 양면을 적절하게 이용

하려 하였다. 그러면서, 미군정의 영화 정책은 과거 일제의 식민지 정

책과 크게 차별화되지 못한 채 일면 연속성을 띠는 양상을 보였다.17

17 미군정의 영화 정책에 대해서는 1990년대부터 이미 집중화된 연구는 물론, 미군정

의 공보 기구의 언론 활동 또는 미국의 대외 문화 정책이라는 공시적 견지에서, 혹은 

한국영화 정책의 역사라는 통시적 관점에서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식민지 시기와의 비교를 행한 경우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나열하

면 다음과 같다. 조혜정, 미군정기 영화정책에 관한 연구 ,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8; 

김민환, �미군정 공보기구의 언론활동�, 나남출판, 1991; 김균, 미국의 대외 문화정책

을 통해 본 미군정 문화정책 , �한국언론학보� 44-3, 2000; 이우석, “제3장 광복에서 

1960년까지의 영화정책(1945~1960년)”, 김동호 외, �한국영화정책사�, 나남출판, 

200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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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통제 정책은 제2대 군정장관 아서 러치(Archer L. Lerch) 명의

로 공표된 법적 장치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활동사진의 취체’를 담은 

‘군정청 법령 제68호’(1946.04.12)와 ‘영화의 허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 ‘군정청 법령 제115호’(1946.10.08)가 그것이다. 전자는 ‘제1조 기

존법의 폐지’와 ‘제2조 책임의 이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활동사진의 

제작 배급 상영에 관한 총독부/경무부의 임무, 직무, 문서, 재산을 미

군정 공보부로 이관함을 핵심 내용으로 두었다. 후자는 각각 ‘목적’ ‘법

률의 폐지’ ‘영화의 허가’ ‘특거할 범죄’ ‘허가수수료’ ‘형벌’ ‘시행기

일’ 등을 명기한 7개조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15인 이상의 집회에서 상

영되는 모든 영화에 대한 허가 감독 권한, 신청 절차, 증명서, 수수료, 

형벌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통해 정책 당국의 영화 통제에 강력한 법제

적 구속력을 부여함을 골자로 하였다.

물론 이들 법령의 도입 이전에도 미군정에 의한 영화 단속은 계속해

서 행해져 왔으나, 법령 제68호와 제115호로 인해 군정청의 직접적 영

화 통제를 보장하는 법적인 효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영화인들이 

받은 충격은 매우 컸다. 더구나 이들 법령은 국문과 영문으로 된 허가 

신청 서류(68호 115호)뿐 아니라 허가 수수료(115호)까지도 의무 사항

으로 두었기에, 영화업자들 역시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우려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당시 영화인들은 영문 번역비와 허가 수수료 

등 영화 검열 행정 및 허가 사무에 소요되는 절차적 비용에 대한 부담

감을 호소하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이는 일본에서 실시된 최초의 전국적 영화 통제 규정인 ‘활

동사진 필름 검열 규칙’(1925)이 조선총독부령 제59호로 조선에도 적

용되던 시점(1926.07.05)에서 검열 수수료 인하 운동을 벌였던 당시 영

화인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아울러, 활동사진필름검열규칙과 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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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영화 법령 모두 사회주의 저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과, 전

자의 경우 1920년대 조선에서 무성영화 제작이 궤도에 오를 때, 후자의 

경우 해방기 극영화 제작이 시동을 걸기 시작할 때 도입되었다는 점에

서도 유사성을 띠었다.

사실 군정청의 영화 법령은 식민지 시기 영화 통제 법제를 파기한다

는 것을 외양으로 두고 있었다. 법령 제68호의 경우 1945년 4월 17일

부 조선총독부 훈령 제18호 제18조 제6조항 규정의 폐지를, 제115호의 

경우 조선총독부 제령 제1호 ‘조선영화령’(1940.01.04)과 조선총독부령 

제180호 ‘조선영화령 시행의 건’(1940.07.25) 및 제181호 ‘조선영화 시

행규칙’(1940.07.25) 등의 폐지를 명문화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영화인들은 법령 제68호와 제115호를 

영화 검열과 통제의 공식적 부활로 인식하였다. 당시 그들이 체감한 법

적 강제성과 정신적 충격은 오히려 식민지 말기보다도 더욱 강하였을 

런지도 모른다. 영화업의 허가제, 영화인의 등록제, 영화 검열 강화 등

을 규정한 ‘최초의 영화 법령’인 조선영화령 등이 도입된 1940년대에는 

전시체제라는 시대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던 터에 영화 제작 및 배급사

가 사단법인 형태로 통폐합되고 기능 심사를 통해 인력들이 추려진 가

운데 소수의 국책 선전영화들이 만들어지던 상황이었으므로, 영화 검

열 또는 허가에 대한 개인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시는 해방을 계기로 영화 활동을 둘러싼 영화인들

의 자유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한창 증폭되던 상태였다.

그리하여 영화동맹을 포함한 예술 조직 및 단체들은 이들 법령에 대

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하였다.18 그러나 이

에 대해 미군정의 영화 정책 당국은 일시적인 회피나 형식적인 회유로 

일관할 뿐, 실효성 있는 응답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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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미군정은 여러 방식으로 통제 수위를 높였다. 대표적인 예로, 

수도관구 경찰청으로 하여금 극단 및 흥행장 단속을 위한 ‘취체령’ 10

개 항목(1946.02.07)19을 관할 경찰서에 하달하는 한편 일명 ‘장택상 고

시’(1947.01.30)20로 일컬어지는 포고문을 발표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

한 영화인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절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결국 법령 도입을 통해 통제 체제를 수립하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또한, 진보 진영이나 좌익 세력과 관련이 있는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 

허가의 기준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그 결과 1946년 3월 10일부

터 5일간 영화동맹 주최의 ‘국외 혁명투사 유가족 위안 영화 상영회’를 

통해 제일극장에서 영사할 예정이던 <일본항복조인식> <승리의 관병

식> <윈나 진주> 등 3편의 소련영화가 3월 7일 상영 금지 조치에 처해

졌으며,21 3월 9일에는 군정 당국의 정식 명령으로 남한에서의 소련영

18 특히, 영화동맹에서는 법령 제68호를 둘러싼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군정에 건의문

을 대처하였으며, 법령 제115호에 대해서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폐지 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상언, 앞의 책, 131~139쪽

을 참조 바람. 

19 국교 친선, 공안, 국가 내지 정부의 위신, 사회지도자, 도의, 위인고현, 풍기, 선악 

등을 유해 또는 저해하는 일에 대한 배격과 더불어, “군정반대 또는 관민이간을 골자로 

한 것”(8항)과 “계급파벌 투쟁의식을 유발 고취하는 것”(10항) 등 사회주의자에 의한 

체제 반대 활동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우석, 앞의 글, 122쪽. 

20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시) 최근 시내 각종 흥행 장소에서 오락을 칭탁하고 

정치 선전을 일삼고 잇는 흥행업자가 다수한 듯하다. 경철은 엄중한 감시를 하고 있다. 

민중의 휴식을 목적하는 오락 이외 정치나 기타 선전을 일사마 정치 교란을 조성한 

자는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하야 엄행에 처함. 1947년 1월 31일 수도관구 경찰청장 

장택상” 오락 흥행에만 극장 사용 30일 장 청장 포고 발표 , �예술통신� 1947년 2월 

1일자. 

21 소련영화 상연 금지는 외무과 허가 업는 문 러취 장관 언명 , �서울신문� 1946년 

3월 13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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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상영이 전면적으로 봉쇄되기에 이르렀다.22 동년 8월에는 중국 전영

제작소가 “조선의용대의 실전 상황”을 촬영하여 만든 기록영화 <조선

의용대>의 상영이 돌연 불허되기도 하였다. 이 작품은 조선의용대를 이

끌던 김원봉 장군이 귀국 시 들고 와서 영화동맹의 감수를 받아 8월 12일 

정식으로 검열을 신청한 것이었다.23

물론 조선에서 외국영화 상영 및 배급에 대한 정책 당국의 견제는 

식민지 시기에도 존재하던 일이었다. 조선총독부령 제82호로 공포되어 

1934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활동사진영화취체규칙’에 의거하여 외국

영화의 허용 비율은 1935년 10월까지 검열 총 길이의 3/4, 1936년까지 

2/3, 1937년부터는 1/2로 정해졌고, 이후에도 외국영화 편수에 제한이 

가해지다가 태평양전쟁 발발을 계기로 미국과 영국의 영화를 비롯한 

거의 모든 외국영화의 수입과 배급이 중단되었다. 동시에 주로 내지內

地 일본영화들이 외국영화의 빈자리를 채웠던 바, 이러한 양상은 영화의 

국적만을 달리한 채 해방기에도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재개되었다.

군정청 법령 제68호 공표를 전후하여 영화 통제의 기틀을 마련하던 

무렵, 미군정은 외국영화 배급 기구를 중심으로 영화의 ‘유통’(배급)을 

조절하는 한편 직접적인 제작 활동을 통해서는 영화의 ‘생산’(제작)을 

주도함으로써 영화를 이용한 문화 정치를 구사해 나갔다. 전자의 경우

는 할리우드 오락 영화들로, 후자는 대부분 뉴스 기록 문화영화들로 

채워졌다. 이러한 영화 활용 정책을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려 하였음은, GHQ의 대 일본 영화 정책과도 

22 38이남선 소 영화 상영 금지 , �자유신문� 1946년 3월 12일자 참조. 

23 기록영화 “조선의용대” 검열 불허가로 상영 불능 , �자유신문� 1946년 9월 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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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통하는 점이었다.

먼저, 미군정은 중앙영화배급사(중배, CMPE)가 서울에 사무소를 세

우도록 하고 이를 후원함으로써 남한 내 미국영화의 비중과 위상을 높

이고자 하였다. 중배가 사무소를 연 것은 1946년 4월경이었고 배급 업

무를 개시한 것은 5월경이었다. 미군정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24 중

배는 남한 영화계를 좌지우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할리우드영화를 중심

으로 하는 미국영화가 영화 시장을 점진적으로 잠식하였다.

사실 중배의 본점은 센트럴영화사(CMPE, Central Motion Picture 

Exchange)라는 이름으로 일본 도쿄[東京]에 위치하고 있었다. 센트럴

영화사(중앙영화사)는 1945년 11월 3일 미국 육군성과 국무성, 미국영

화수출협회(MPEAA, Motion Picture Export Association of America)의 

협동 하에서 MPEAA의 출장소 격으로 신설한 미국영화 전문 배급회사

였는데, MPEAA는 미국영화협회(MPAA,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에서 파생된 기관으로서 미국의 9대 유력 영화사의 해외 

배급 업무의 총괄을 대행하고 있었다. 정리하면, 미국영화수출협회의 

동아시아 출장소로 일본에 센트럴영화사가 설립되고 다시 센트럴영화

사(중앙영화사)의 조선 사무소가 서울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24 미군정의 행정적 제도적 비호 하에, 중배는 극장과의 계약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고 입장세 상승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일단 미군정은 법령에 근거한 영화 검열 및 허가 대상에서 다수의 미국영화를 제외시켜 

주었는데, 이러한 수입 절차 및 비용 등에 대한 면제 조치로 중배의 배급 활동은 상당 

부분 고양되었다. 또한, 중배와 극장 간의 이익 배분에 있어 중배는 1946년 기존의 

35~40%를 상회하는 50%의 부율을 요구하였으며 1947년 이후에는 더욱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였다. 입장료의 경우 1946년 11월 영화 요금이 15원으로, 연극 

요금이 20원으로 오른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이우석, 앞의 글, 125 156~157 134~135쪽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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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일본과 남한의 극장에서는 다수의 미국영화가 스크린을 장악하게 

되었는데,25 특히 자국 영화의 제작 활동이 지지부진하던 남한에서의 

경우 그 점유율이 절대적이었다.26

중요한 점은, 이렇듯 영화 배급을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따라 미국영화가 남한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일본이라는 과거 식민지 

본국을 경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일본과 남한에서 검열을 통

과하여 상영 허가를 취득한 작품들의 목록이 모두 일치하였던 것은 아

니지만, 이를 통해 미국-일본-조선(남한)으로 이어지는 점령과 피점

령,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중층을 이루며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듯 

구조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급 경로를 통해 남한의 외화 배급망

이 일본의 그것에 (계속해서) 포섭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또한 간과해

서는 안 될 부분이다.

아울러 중배를 이용한 미군정의 남한 내 할리우드영화 파급의 방식

은, 약 40여 곳에 달하던 배급회사를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조선영

배, 1942.05.01)로 통폐합하고27 본토와 동일한 홍백紅白 양계로 배급망

25 다나카 준이치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전국의 영화관 1903개소 중에 28퍼센트에 

해당하는 529관이 센트럴계의 미국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다. 田中純一郞, �日本映画

発達史 �, 中央公論社, 1980, pp.283~284.

26 1948년 4월 23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검열이 시작된 1945년 11월부터 

1948년 3월까지 남한에서 개봉된 미국영화는 약 700편 정도였다. 422편, 뉴스영화는 

289편이었고 이 가운데 중배 소유 영화가 400편, 뉴스영화가 250편이었다. 반면, 

동시기 제작 개봉된 조선영화는 모두 90편 가량 되었는데, 그 중 해방기에 제작된 

뉴스영화를 제외한 영화는 17편에 불과한 상태였다. 국산영화의 위기 긴급한 대책 

강구하라 , �서울신문� 1948년 4월 23일자.

27 제작 부문의 경우, 10개의 영화사가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조영, 1942.09. 

29)로 통폐합되었다. 이후 1944년 4월 7일 조영이 조선영배에 흡수 통합되어 제작과 

배급을 동시에 일원화하는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체제가 발족된 이후 해방에 이르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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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순화하여 일본영화 중심의 배급-상영 구조를 조성한 식민지 말기 

일제의 정책 양상과 동류의 성격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군정은 영화 제작 활동에 직접적으로 나서기도 하였다. 

주관 부서는 공보부(DPI,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영화과

(Motion Picture Section)였다. 조혜정에 의하면, 기존에 군정청 직제 내

에 편재되어 있던 공보국이 공보부로 개편됨으로써 그 활동이 강화된 

것은 1946년 3월 29일이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영화는 “대부분 뉴스

영화와 문화영화”였다.28 군정청 법령 제68호를 통해 영화 법제가 마련

되고 중배를 매개로 미국영화 배급-상영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한 시점

과 때를 같이하였음이 주목된다. 

당시 신문 자료에 따르면, 1946년 12월 3일 현재까지 군정청 공보부 

영화과에서는 <귀환동포> <백의천사> <기계시대> <직물공업> <호열

자> <조선올림픽> 등의 ‘문화계발영화’와 뉴스영화 <조선시보>를 월 2

회씩 15까지 제작한 상태였다.29 ‘문화계발영화’라는 용어와 성격 자체

도 그러하거니와, 조영 설립 이후 매월 2회 발간되었던 관제 뉴스영화

(시사영화)인 <조선시보>가 권력 기관을 통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다

는 점에서 해방 이전시기와의 연관성이 드러난다.

이와 같이, 해방 초기 남한에서는 ‘미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

서 영화 통제 및 활용 정책이 행해졌다. 이는 친미 정부의 수립과 친소

-좌파 세력의 억제라는 당대 미국의 한반도 정책 기조에 의거한 채, 

것이다.

28 조혜정, 미군정기 뉴스영화의 관점과 이념적 기반 연구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8, 2011, 332쪽.

29 군정 영화과 1년간 작품 , �예술통신� 1946년 12월 3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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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통한 영화 검열 및 허가 체제 확립, 극장 불하와 단속의 강화, 

중배를 이용한 미국영화 상영의 지원, 뉴스영화와 문화영화의 직접 제

작 등의 방식으로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양상 속에 

식민지 조선의 과거 상像이 잔존해 있는 경우도 많았다. 일본에 의한 

제국주의 문화 정책이 해방 이후 일본까지 점령하고 있던 새로운 ‘지배

자’ 미군정의 손을 거치며 변용을 이룬 대표적인 사례라 할 만하다.

4. 극장의 개명과 작품의 선별화, 그리고 조선영화의 제작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적 환경 속에서 해방 초기 남한에서는 어떠한 

조선영화가 상영되고 제작되었으며 영화 흥행계와 제작계의 활동 양상

은 어떠하였을까.

영화사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동안

의 관련 선행연구도 매우 많다. 상영 및 흥행에 관해서는 미군정기 극

장 산업이나 시장 규모의 측면으로 접근한 연구로부터 남북한의 상황

을 비교한 연구까지 행해졌다.30 제작 또는 창작에 관해서는 이른바 ‘광

복영화’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시대 담론과 작품을 연계한 경우

를 거쳐,31 최근에는 필름이 현존하거나 새롭게 발굴된 개별 작품들에 

30 조혜정, 미군정기 극장산업 현황연구 , �영화연구� 14, 1998; 문원립, 해방직후 

한국의 미국영화의 시장규모에 관한 소고 , �영화연구� 18, 2002; 이명자, 미·소 군정

기(1945~1948) 서울과 평양의 극장연구 , �통일과 평화� 2, 2009 등.

31 조희문, 영화사적 측면에서 본 광복기 영화 연구 항일영화를 중심으로 , 중앙대

학교 석사논문, 1983; 한영현, 해방기 한국 영화의 형성과 전개 양상 연구 , 성신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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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

이라 할 만하나, 영화(계) 전체를 아우르는 영화사적 관점을 견지할 필

요가 있으며, 특히 이제껏 거의 주목되지 못하였던 식민지 조선영화와

의 관계성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군 제24군단이 한반도에 진주한 것은 1945년 9월 8일의 일로, 해

방 후 3주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였다. 선두에 취해진 조치 중 하나는 군

정청 법령 제2호 ‘패전국정부 등의 재산권 행사 등의 금지’(1945.09.25)

였는데, 이후 법령 제33호 ‘조선 내 일본인재산의 권리 귀속에 관한 

건’(1945.12.06)을 통해 “일본인의 모든 재산은 1945년 9월 25일 부로 

미군정청이 취득하고 소유한다”는 것이 공표됨으로써 사단법인 조선영

화사의 (뉴스)영화 제작 활동과 영화인 조직의 문화 운동에 외부적 제

약이 가해지게 되었다.

‘적산敵産’으로서 미군정으로부터 감시와 지시를 받게 된 것은 극장

의 경우도 매한가지였다. 적산의 처리 문제는 물리적, 기술적 기반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영화 분야에서 중대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고, 더

구나 이는 개인과 집단의 이권과도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었다. 이에 

일본인이 손을 뗀 뒤 적산을 관리해 오던 영화인들은 미군정의 눈치를 

살폈다.

미국의 적산 처리는 대개 식민지 시기 일본인 휘하에서 업무를 담당

하던 조선인들에게 그 권리를 이양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이로써 영

화계에서는 제작사인 조영의 경우 이재명, 안석영 등 기존의 보직 사원 

중심으로 운영이 이어졌고, 대표적 영화 상영 공간인 극장의 경우 기존

대학교 박사논문, 20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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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리인(지배인)이 운영권을 양도받게 되었다. 이러한 처사에 대해 

영화인을 비롯한 예술인들은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였으며, 이들 조직

은 미군정의 편에 서 있던 극장 관리인들이 적산 극장을 차지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32

이러한 환경 하에 영화 상영 및 관람의 측면에서 해방을 계기로 변화

를 보인 것은, 극장 등 흥행장의 이름과 그곳에서 상영된 영상물의 종

류 양면에서였다. 먼저, 극장명은 1945년 11월경부터 이듬해에 걸쳐 개

별 단위로 점차 변경되었다. 경성에서의 경우, 이는 한성극장협회가 발

족하고 활동한 식기와도 대체로 일치하는데, 협회의 명칭 속에 ‘경성’

이 아닌 ‘한성’이 붙어 있다는 점도 우연으로 보기는 어렵다.33

극장명의 교체는 여러 양상을 띠며 이루어졌다. 첫째, 식민지 말기 

변경된 극장명에서 원래의 명칭으로 복구된 경우이다. 대륙극장이 ‘단

성사’로 바뀐 예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기존의 이름이 새롭게 바뀐 경

우이다. 약초극장이 ‘수도극장’으로, 경성극장이 ‘서울극장’으로, 성보극

장이 ‘국도극장’으로 바뀐 사례들과 함께, 식민지 시기 일본인 관객을 

대상으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던 극장들이 여기에 속한다.34 셋째, 극

32 경기도에서 시내 각 극장에 대한 대여 입찰 공고가 나온 1946년 3월 무렵부터 

일본인 소유로 있던 적산 극장의 처리 문제가 더욱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은 

극장에 대한 경제적 가치와 관리인의 경영 및 운영 능력을 중시한 반면, 문화예술계에서

는 순수한 관점에서 관련 종사자들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영화계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해 갔다. 대표적인 

사례로, 1946년 한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국제극장 운영권 낙찰 문제에 대해 

미군정은 합동통신 사장이자 중앙영화배급사 지배인인 김동성에게 3/4의 지분을, 

문화예술계의 국립극장위원회에 1/4의 지분을 떼어 주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였

다.(1946.09)

33 이후 1946년 11월 18일 한성극장협회는 ‘서울시극장협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한

성극장협회 서울시극장협회로 개편 , �동아일보� 1946년 11월 28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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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중앙극장 제일극장 동양극장

도화극장 우미관 성남극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해방 후 극장 명칭

의 변경은 새로운 시대 하 사회 각 분야의 변화 및 이에 대한 민중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해방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였고 

극장에 따라 명칭 변경(유/무) 양상이 달랐다는 점 또한 동시에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역으로 말해 이는 해방 초기 몇 달 동안(혹은 이후

에도) 다수의 극장에서 식민지 시기의 명칭이 계속 사용되고 있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해방 이후에도 ‘경성’이라는 명칭이 1년 이

상,35 ‘조선’이라는 명칭이 3년간 존속하였음을 감안하면 크게 의아할 

일은 아닐지 모른다. 그만큼 해방기는, 특히 해방 초기는 과거와 현재, 

낡은 것과 새로운 것, 식민과 탈식민이 얽히고설킨 채 공존하였던 시기

였던 것이다.

당시 영화 흥행 및 관람 부문에서 눈에 띄게 변화상을 드러낸 부분

은 상영 영화의 프로그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말기 철저히 금

지되어 있었던 미국영화를 비롯한 서양 중심의 외국영화들이 극장 스

크린을 가득 채운 반면, 가장 비중 있는 문화 콘텐츠로 군림하던 일본

영화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영화에 대한 조선

영화의 저비율, 이러한 상황 속 조선영화의 희소성이라는 현상은 여전

34 명치좌( 국제극장), 신부좌( 한성극장), 낭화관( 명동극장) 등의 경우가 있다. 

한상언, 앞의 책, 33쪽 <표1> 참조.

35 해방 후 남한에서는 ‘경성’과 ‘서울’이 혼재된 채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경성부’

가 ‘서울시’로 정식 개칭된 것은 1946년 10월 7일부터였다. 경성부를 “서울”시로 

7일부터 정식 결정 개칭 , �경향신문� 1946년 10월 9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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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진 과거 조선영화가 

각 극장에서 상영되어 흥행을 이루는 풍경이 자주 연출되기도 하였다. 

조혜정의 조사에 따르면, 미군정기 3년간 극장가에서 개봉된 조선의 

‘해방이전 제작영화’는 약 25편이었고 이 가운데 감독명과 제작년도 모

두가 알려진 작품은 21편이었다.36 1946년 한 해 동안 제작 완성 및 

개봉이 이루어진 조선 극영화의 수 3편을 훨씬 능가하는 수치였다.

그렇다고 해서 필름이 남아 있던 모든 영화가 대중에게 수용(허용)된 

것은 아니었다. 1946년 구정 연휴 기간 중에 서울극장에서 “군국주의 

방첩영화” <군용열차>(서광제 감독, 1938)가 <낙양의 젊은이>라는 제

목으로 재편집되어 “민중의 눈을 속이고 공연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

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또한 1938년 도입된 

육군특별지원병제도를 옹호 홍보한 국책영화 <지원병>(안석영 감독, 

1941)을 “몰래 훔쳐내다가 시골로 다니며 흥행을 하고 잇는 사람”에 

대한 성토가 있기도 하였다.37 38 

반대로 식민지 시기 “상영 금지를 바더 8개년간 창고속에서 썩어나

든” <신개지>(윤봉춘 감독, 1942)의 경우,39 ‘우리 영화’라는 명성까지 

업은 채 조선통보사의 주최로 3월 20일부터 서울극장에서 상영되

36 자료를 보건대, <아리랑>과 <심청전>(이경손 감독, 1925), <사나이>(홍개명 감독, 

1928) 등의 몇 작품을 제외하면 모두 1930년대 이후의 영화들이고, 그 중에서도 1930년

대 중후반 작품들이 주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40년대의 경우, <신개지>와 

<풍년가>(방한준 감독, 1942), <아내의 윤리>(김영화 감독, 1941) 등 소수만이 흥행의 

대상이 되었음이 확인 가능하다. 조혜정, 앞의 논문, 510쪽 <표 3> 참조.

37 일제의 국책영화 기만 상영으로 모리 , �서울신문� 1946년 3월 4일자.

38 <지원병>은 당시 <희망의 봄>으로 개명된 채 상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혜정, 

앞의 논문, 511쪽 참조.

39 영화 �신개지� 상영 제작한 지 8년간 유폐 , �조선일보� 1946년 3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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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40 서울극장은 <군용열차>를 틀어 물의를 일으킨 곳이었다. 1946

년 음력 설날이 2월 2일이었으니 약 1개월 반의 시간 차를 두고 동일한 

극장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식민지 조선의 극영화가 은막에 비춰졌던 

것이다. 해방 초기 영화 프로그램 중에는 <아리랑>(나운규 감독, 1926)

과 같은 조선을 대표하는 무성영화이면서 항일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 

작품도 포함되었던 바, 이러한 전력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라 하겠다.

이처럼 해방 초기 남한에서는 식민지 조선영화가 극장 스크린에서 

재개봉되기도 하였는데, 이들 작품은 국책 반영 혹은 친일 성향 여부

에 따라 당대 여론의 선별 과정을 통해 대중 관객으로부터 거부되거나 

용인되었다.

여러 가지 잡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초기 극장 스크린에 과거의 조선

영화가 자주 걸렸음은 당시 조선인 관객의 대중적 욕구를 반영한다. 그

것은 영화 제작을 담당하는 영화인들에게도 공유되어 있었을 터, 이는 

해방 초기 ‘민족영화’ 담론 등을 통해 발산되기도 하였다.

해방 직후 남조선에서의 영화 제작 활동은 거의 뉴스영화를 중심으

로 이루어졌다. 격변하는 시대상과 기자재의 부족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으나, 이러한 경향은 전쟁 중이던 식민지 말기의 상황과도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대표적인 뉴스영화로는 영건과 영화동맹에서 

만들어지던 <해방뉴스>와 군정청 공보부에서 제작되던 <조선시보>를 

들 수 있다. 특히 <조선시보>는, 전술한 바대로 그 이름과 발행 주기 

등에서 식민지 말기 조영에서 발행된 동명의 뉴스영화와 직접적으로 

40 연예 영화 신개지를 상영 , �자유신문� 1946월 3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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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을 띠고 있었다.

문화영화의 경우, 민간 영화사인 조선영화사에서 <제주도 풍토기>

<신라의 고적>(이상 1946) 등 향토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며 조선의 문

화적 유산을 소개하는 작품들이 만들어졌는데, 후자의 경우 교화국 추

천영화 제2호로 선정되기도 하였다.41 추천영화 제도 자체가 그러하거

니와, 문화영화의 제작 경향 또한 식민지 시기의 그것과 연관성을 지니

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군정청 공보부에서도 앞서 언급한 여러 편의 

문화영화를 제작하였는데, 이들 작품에는 조미 친선, 근대적 민중 계몽, 

자유주의 사상 고취 등의 주제가 담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 프

로영맹에서 제작 시도된 <경방> <민족전선>은 노동 쟁의와 계급 의식 

등을 다루며 정치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작품들은 대체로 

완성 또는 개봉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커다란 대중적 예술적 위상을 지니는 극영화의 경우를 살펴보

자. 1945년에는 제작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46년 한 해 동안 3편의 

작품이 완성되었다. 시기 순으로 <의사 안중근>(이구영 감독, 계몽구락

부 문화부 제작), <똘똘이의 모험>(이규환 감독, 남양영화사 제작), <자

유만세>(최인규 감독, 고려영화사 제작)가 그것이다. 우선 1946년 5월 

14일 우미관과 명동극장에서 <의사 안중근>이, 다음으로 9월 7일 국제

극장에서 <똘똘이의 모험>이, 이어 10월 22일 국제극장에서 <자유만

세>가 개봉되었다.42

41 문화 소식 영화 신라의 고적 추천영화 제2호로 , �조선일보� 1946년 8월 20

일자. 

42 그동안 대다수의 한국영화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이들 작품의 명칭과 

정보에 대한 오류를 반복해 왔다. 첫째, 세 영화의 개봉 순서를 사실과 다르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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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안중근>은 구한 말 실존 인물인 안중근의 의사의 모범적 삶을 

다루었고, <똘똘이의 모험>은 아동 모험물로 쌀 도적단에 맞서 정의를 

수호하는 어린이들의 활약상을 그렸으며, <자유만세>는 일제 말기 무

장 투쟁을 도모하는 허구적 인물의 영웅적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주제

적 측면에서는 <의사 안중근>과 <자유만세>가 독립운동 서사를 통해 

항일 활동의 숭고함 및 조국 광복의 소중함을 부각시킨 반면, <똘똘이

의 모험>의 경우 해방 직후의 혼란한 현실을 배경으로 사회 정의와 관

민 협동을 강조하는 성향을 띠었다.

이들 영화를 아우르는 공통점도 존재한다. 등장인물(들의 행위)에 선

/악 구분이 명확히 내려지는 가운데 권선징악적 서사 구조를 지녔으며 

이를 통해 민족 독립의 실현, 사회 정의의 구현 등 보편적 교훈과 시대

적 과제가 강조되었다는 부분이 그러하다. 특히, 각 작품이 ‘액션-활극’

을 주요 장르적 경향으로 삼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면서 영화는 남

성 주인공의 격렬한 활동성을 드러내고, 그를 중심으로 주동 인물(들)

과 반동 인물(들) 간 대결 구도를 구축하며, 영화의 흐름에 역동성을 부

여한다.

이는 식민지 말기 조선영화의 성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성격이

라 할 수 있다. 단적으로, ‘내선일체’와 ‘대동아공영’이라는 대명제가 

‘항일’과 ‘민족독립’으로 치환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지 내부 모순을 은

폐하고 개인의 인내와 희생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영화적 장치 역시, 

둘째, <의사 안중근>의 작품명을 <안중근 사기>로 소개. 셋째, <자유만세>의 개봉일을 

10월 22일이 아닌 10월 21일로 설명. 그러나 당대 신문 광고란에 실린 영화 포스터 

등을 참고하건대, 본문의 내용이 정확하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함충범, 역사적 

실존 인물을 다룬 해방기 한국영화 연구 , �아세아연구� 160(2015)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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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정신을 고양하고 사회악을 고발한다는 대전제 하에 그 양상을 달

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 작품은 테마의 방향성 및 장르적 스타일 면에

서 식민지 시기의 영화들과 궤를 달리하면서도, 보다 세부적 측면에 있

어서는 유사성을 공유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들 작품에서 남성 주

인공이 영웅화되는 것은 식민지 말기 지원병제, 징병제 등 ‘국민 개병

제도’를 선전한 일련의 국책 극영화들에서 흔히 볼 수 있던 모습이다.43 

정숙하고 바른 여인은 남성 주인공의 선택을 얻는 등 보상을 받고 기가 

세거나 부정한 여인은 반대의 상황에 처해지는, <자유만세>의 혜자(황

려희 분)와 미향(유계선 분)의 캐릭터 구성 또한 1930년대 신파적 멜로

드라마에서 자주 눈에 띄던 이야기 구조 상의 특성이었다.

특히 <똘똘이의 모험>에서처럼 소년(혹은 어린이)이 주인공으로 나

오거나 적어도 <자유만세>와 같이 일부 장면에서 그들이 등장하는 경

우는, <수업료>(최인규 감독, 1941) 이래 (특히 징병제 실시 이후) 식민

지 조선영화에서 비중을 높여 가던 설정 방식이었다. 이러한 류의 작

품들은, 필름이 현존하는 <해연>(이규환 감독, 1948), <검사와 여선생>

(윤대룡 감독, 1949), <마음의 고향>(윤용규 감독, 1949) 등을 통해서도 

확인되듯, 해방 초기를 거쳐 그 이후에도 핵심적인 제작 패턴 중의 하

나로 자리하게 된다.

식민지 시기와 해방기의 극영화가 이러한 공통점을 지녔던 이유는 

43 <의사 안중근>과 같이 역사적 실존 인물을 형상화한 경우는, 해방 전에 많지는 

않았으나 중일전쟁에 참전하여 조선인으로서는 최초로 전사한 이인석 상병을 모티브로 

한 <그대와 나>(허영 감독, 1941)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대 뉴스영화에 일본의 

침략전쟁에 참가하여 전사한 조선인의 사연이 등장하는 예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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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일까. 일차적으로는 영화의 제작 주체들이 보유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라 할 수 있다. 비록 주요 활동 시기에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었

지만, <의사 안중근>의 이구영도, <똘똘이의 모험>의 이규환도, <자유

만세>의 최인규도 모두 식민지 시기 연출 경력을 소유한 유명 감독들

이었다.

그 중에서도 해방기와 가장 인접해 있던 시기에 작품 활동을 펼쳤던 

최인규의 경우를 살펴보자.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개봉 극영화인 <사랑

과 맹세>(愛と誓ひ, 1945)에는 <자유만세>의 주인공 최한중(전창근 분)

을 연상시키는, 적을 향해 돌진하는 남성 영웅 무라이 소위(독은기 분)

와 그의 주변 인물들이 등장한다. 영화 초반 최한중이 자신의 동지와 

형무소를 탈출한 뒤 생사가 갈린 채 넘어 가는 장소가 도성(벽)이라는 

점도 <사랑과 맹세>에서 무라이 소위의 고향 마을 청년이 입영을 하기 

위해 달려 넘던, 그리고 <수업료>(授業料, 1940)에서 주인공 영달(정찬

조 분)의 집 근처에 위치하던 로케이션 설정과 유사하다. 또한, 혜자가 

고민을 하며 걷던 중 마주친 아이들은 <집 없는 천사>(家なき天使, 1941)

의 모델이 되었던 향린원 출신 소년들이었다. 길을 지나가다 아이들의 

싸움을 말리는 장면 역시 <집 없는 천사>의 주인공 방수원(김일해 분)

의 경우와 비슷하다. 이 두 작품은 극 중에 기독교적 색채가 풍긴다는 

면에서도 공통점을 지닌다. 아울러, <자유만세>의 촬영 감독 역시 <사

랑과 맹세>에서 손발을 맞춘 바 있던 한형모였다. 그 제작사가 영화사 

통폐합 이전 <수업료>와 <집 없는 천사>를 제작한 고려영화사라는 점

도 우연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해방 초기이자 미군정 전반기에 제작 개봉된 이들 영화에서 발견되

는 과거 식민지 조선영화의 친연성을 탐구하는 일은, 1947년부터 제작 

활동이 본격화되는 조선영화의 연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의의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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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다.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분석의 작업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이다.

5. 결론

출판법과 식민지법의 사례를 통해 해방 후 검열 체제에 대한 고찰을 

시도한 글에서, 정근식과 최경희는 해방기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가 

식민지 시기의 “이전 법령들에서 일부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효력을 유

지시키며 새로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통치성을 형성시켜 나갔음을”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미군정의 검열은 “예전의 식민지 검열의 유산 

위에 미군정 검열이 중층적으로 접합되거나 환치되는 양상으로 전개”

됨으로써 ‘단절과 연속 및 전환’을 이루어 갔다.44

살펴본 바대로, 해방 초기 남한영화계는 비단 검열뿐 아니라 영화 정

책 및 제도, 영화인 조직과 단체, 제작-배급-상영 체제와 방식, 다양한 

영화 텍스트를 망라한 많은 부문에서 ‘식민지 유산의 종식과 재편 사이

에서’45 연속되고 공통되는 지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도 식민지 시절과 구별되는 나름의 속성 또한 보였음은 

물론이다. 우선, 과거의 영화 조직이 ‘국책’의 흐름 속에 영화 분야 내에

서 결성되었던 데 비해, 해방기에는 여타 예술 분야를 망라한 거국적 

44 정근식 최경희, 해방 후 검열체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질문과 과제 식민지 

유산의 종식과 재편 사이에서(1945~1952) , �대동문화연구� 74, 2011, 10 20쪽.

45 정근식 최경희, 위의 논문,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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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구성되었다. 식민지 시기에는 일본인이 포함되어 그들이 주도

권을 행사하기도 한 영화 조직과 직능 단체가 해방 이후에는 조선인들만

으로 구성된 것도 눈에 띄는 차이였다. 다음으로, 과거 조선에서의 영화 

정책은 식민지 본국인 일본의 그것과 법제적인 측면에서 연동을 이루며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미군정에 의한 해방기의 영화 정책은 미국 

내의 영화 법제보다는 그들의 대외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방을 계기로 영화 흥행업에서 일본인이 사라지

고 조선영화령에 의해 영화계에 진입하지 못하던 연극인들 중 일부가 

활발히 영화 제작 활동을 펼치기도 하였다. 아울러 상영 프로그램과 흥

행 방식, 제작 작품의 주제와 스타일에 있어서도 양상을 달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들조차 과거 식민지 시기의 존재성과 

그것과의 관계성을 발판으로 이루어졌음은 자명하다. 특히 그 중심에는 

사람(人)의 존재성이 비중 있게 자리하였다. 미군정의 영화 정책을 지원

하면서 단속을 강화한 경찰 조직 내 다수의 인물들은 과거 일본 경찰 

출신이었고, 군정청의 예술과장 안철영, 영화과장 방한준과 후임 김영화 

등도 식민지 시기 연출 활동 등으로 ‘영화 국책’에 협력한 인물이었으며, 

미군정의 영화 정책에 동조하며 이권을 따내려 하였던 흥행업자들 역시 

일본인 밑에서 극장 관리를 해 오던 이들이었다. 해방기 영화 제작(창작) 

활동을 주도하던 대부분의 영화 제작자와 감독, 스텝들의 경우, 식민지 

시기의 경험을 살려 동류의 작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해방 초기이자 미군정 전반기에 (재)구축된 영화인 조직 양상, 영화 

정책 기조, 작품 제작 경향 등이 정부 수립을 거쳐 한국전쟁 이후 존속 

또는 변용되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46 식민지 시절의 체화된 

경험과 기억된 역사가 권위주의 시대의 왜곡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

서 그 내성을 더하여 갔던 사례를 영화사 분야에서 찾아보는 일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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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은 않다. 더불어, 다가 올 통일 시대를 염두에 둘 때 38선(휴전

선) 이북 지역과의 유사성과 상이점을 도출해 볼 필요성 또한 있어 보

인다. 여기에 예술 각 분야의 경우와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

타 영역과의 영향 관계 혹은 연계성을 탐구해 본다면, 복잡다단하게 쌓

여 있는 역사적 지층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얻는 일도 가능하리

라 여겨진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영화사 연구의 토대가 되는 해방 초기 남한영화

계의 제 양상을 보다 확장된 통시적 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일은 

중요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에, 관련 연구에 대한 시론의 성격을 띠

는 본고를 계기로 향후 보다 다양하고 심도 깊은 후속적 탐구가 이어졌

으면 하는 바람이다.

46 예를 들어보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좌익 계열의 영화인들이 월북하거나 실권하

여 영화동맹이 유명무실해 지자, 영화감독구락부 회원 20여 명을 비롯한 보수 진영의 

영화인들이 ‘대한영화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대한영화협의회 발족 국책 순응 질적 

향상 목표 , �경향신문� 1948년 10월 26일자). 한국전쟁 후인 1956년 2월 27일에는 

감독 작자 배우 기술자 등의 단체를 아우르는 ‘한국영화인단체연합회’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연화 단체 통합 한국영화인단체연합회로 , �동아일보� 1956년 3월 7일자). 

또한, 미군정의 영화 법령은 1962년 1월 20일 ‘영화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한국 

영화 정책과 제도의 법적 기준이 되었다. 아울러, 해방 초기 영화를 상영한 극장(관리인)이

나, 제작사(제작자)의 활동과 흥행 방식 및 작품 경향 등도 사업 확장 또는 후진 양성, 

재개봉 또는 리메이크 등의 형태로 후대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다. 특히 뉴스영화 

<조선시보>는 <대한전진보>를 거쳐 <대한뉴스>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1994년까지 극장

에서 상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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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nstruction and Reorganization of South Korean Filmdom
in Early Liberation Period and Colonial Experience and History

—

Ham, Chung-beom

Hanyang Univ.

I researched how history and experience of being colonized 

were connected with reconstruction and reorganization of Korean 

film industry in early Liberation period. By presenting a problem 

about advanced researches which supposed break and difference 

between history of film and colonization, I started this research. 

As a result, I found common points and continuity between them 

through the group or people related with film industry, policy 

of film, production-distribution-screening system, various films. 

Because these aspects of Korean film industry last and were 

modified even after Korean War, based on this research, succes-

sive researches in depth should be done.

Key words

: Liberation Period, Korean Cinema History, South Korean 

Filmdom, Colonial Joseon, Continu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