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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식민지 조선 극영화 가운데 일본인 배우가 출

연한 예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영화 속 일본인 배역이 현저히 늘어났고, 일본 본토에서 활동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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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의 출연 사례도 많아졌다. 그 원인으로는 발성영화 시대 조

선영화의 제작 여건과 전쟁의 확대와 전시체제 강화라는 역사적 환경

을 지목할 만하겠지만, 이러한 산업적 측면과 시대적 측면이 맞물려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나아가 영화 속 일본인 등장과 출연의 양상

은 제작 시기 주체 목적 등에 따라 다양성과 다중성을 지녔다. 1940

년대 식민지 조선영화 속 일본인 배우들은, 처음에는 주로 조연으로 

참여하였으나 영화 속 배역의 비중이 커져 갔다. 또한 극중에서 대개 

일본인으로 등장하였으나 조선인으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

로 일본인 배역을 맡은 이들 중에 조선인 배우가 포함된 예도 존재하

였다. 영화 속 일본인들은 전반적으로 정의롭고 성실하며, 강건한 의

지와 인내심의 소유자로 나온다. 조선인 주인공과 동행하며 그(녀)에

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면에서도 공통점을 지닌다. 물론 젠더

나 민족에 따라 그 안에서 인물 간 차이점과 차별적 경향도 발견된다. 

1940년대 식민지 조선 극영화 속 일본인에 관한 고찰은 당대 조선영

화의 시대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통로가 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을 파생시키기도 한다.

주제어 

: 식민지 조선영화, 1940년대 한국영화, 배우, 배역, 표상, 일본인

1. 들어가며 

한 편의 영화는 ‘인간’의 형상과 삶의 양태를 통해 이야기를 풀고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교훈과 감동을 선사한다. 특정한 영화 작품

이 사람들 뇌리에 기억되는 과정에서 등장인물 및 연기자가 주요 

매개(체)로 작용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적어도 스크린 내에서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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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쓰”는 시나리오 작가나 “영상을 표현”하는 영화 감독이 아닌 “화

면의 형상”을 이루는 ‘배우’가 그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1 그리고 ‘국

가/민족’라는 경계를 넘나들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1,760만 명 이상의 관객 동원으로 한국영화 사상 최고 흥행 기록을 

수립한 명량 (김한민, 2014)에서, 조선군에 투항한 일본 병사 역을 

실제 일본인 배우 오타니 료헤이[大谷亮平]가 맡아 화제가 되었던 일

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영화사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시기가 있으니, 

바로 1940년대 전반기이다. 당대 한국영화(당시 명칭은 ‘조선영화’)

는 ‘일제말기(식민지 말기)’라는 특수 상황 하에서 전 부문에 걸쳐 

식민지 조선, 조선인, 조선어에 머물지 않고 식민지 본국인 일본과

의 관계망 속에 지역, 민족, 언어를 월경하였기 때문이다. 정책 부문

을 예로 들면, 동시기 식민지 조선영화계는 제작 배급 기구가 일원

화되고 일본으로부터 생필름 수입과 배급망 계통이 통제됨으로써 

‘영화신체제’에 포섭되었다. 이때 영화인에 대한 등록제도 실시되었

는데, 그러면서 “조선인에 의한 독자적인 영화제작 가능성”은 점차 

봉쇄되어 간다.2

따라서 1940년대 식민지 조선영화 속 일본인에 대해 탐구하는 일

은, 동시기 ‘조선영화(계)’의 특징을 폭넓게 이해하고 그 양상을 구체

적으로 파악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영화사 

연구 분야는 물론 식민지 시기 한일 관계사 및 문화사적 차원으로 

1 이영일, �영화개론�(집문당, 1997), 227쪽. 

2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나남출판, 2005),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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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지평과 학술적 가치를 확장할 수 있다.

2000년대 중엽부터 한국에서는 식민지 조선영화(계)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되었다. 하지만, 조선영화 

속 일본인에 대해 집중 탐구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몇몇 연

구자들에 의해 나운규 김일해3 강홍식4 복혜숙5 김소영6 문예봉7

김신재8 등 유명 배우들의 삶이 조명되기도 하였으나, 대개 인물사

의 영역에서 특정인의 연극 활동 또는 연출 경력이 망라됨으로써 

연구 주제가 다소 분산된 상태이다. 발성영화 도입기에 형성된 영화

계 스타, 일제말기 선전영화 속 여배우,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

회사 소속 배우진 등을 탐구한 경우도 존재한다.9 연구의 대상이 영

화사적 차원에서 보다 거시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은 괄목할 만하

나, 여전히 조선인 배우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도 지닌다.

한편, 한국영화 속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를 고찰한 예가 일본인 

유학생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일부 눈에 띈다. 그러나 대개 한국에서 

3 이순진, 식민지시대 조선영화 남성 스타에 대한 연구 나운규와 김일해를 중심으

로 , �영화연구� 34(한국영화학회, 2007).

4 한상언, 강홍식의 삶과 영화 활동 , �인문논총�32(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3).

5 김남석, 배우 복혜숙 연구 , �인문과학연구� 13(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6 전지니, 배우 김소영론 스캔들 메이커, ‘인민’과 ‘국민’ 사이의 여배우 , �한국극예술

연구� 36(한국극예술학회, 2012).

7 유현주, 미디어 �삼천리�와 여배우 ‘문예봉’ 1930년대 �삼천리�에 수록된 좌담회

대담 설문 등을 중심으로 , �한국극예술연구� 33(한국극예술학회, 2011).

8 박현희, �문예봉과 김신재 1932~1945�(선인, 2008). 

9 이순진, 1930년대 영화기업의 등장과 조선의 영화 스타 , �한국극예술연구� 30(한

국극예술학회, 2009) ; 이화진, “국민”처럼 연기하기 프로파간다의 여배우들 , 

�여성문학연구� 17(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 한상언, 일제말기 통제영화사의 배우

에 관한 연구 , �현대영화연구� 7(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0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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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 개방이 시작된 1998년 이후를 시간적 범위로 삼고 있다.10 

오히려 일본에서 아시아 영화와 자국 영화 관계사 연구의 차원에서 

그 이전 시기를 개괄하는 경우가 포착되기도 한다.11 하지만 그 대

상이 배역에 한정되어 있고 극히 소수의 작품에만 분석의 초점이 

두어져 있다. 물론 재조선 일본 영화(인) 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인 

배우에게도 관심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해당 시기가 

1920년대에 머물러 있거나12 관심의 초점이 제작 활동에 맞추어져 

있다.13

이에, 본고에서는 1940년대 식민지 조선영화 속 일본인에 관해, 

극영화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일제말기’로 구분되는 당시 조선 극영

화에 일본인 배역(등장인물)이 어떠한 장면에 어떠한 역할로 등장하

고 어떠한 일본인 배우(연기자)들이 어떠한 작품에 출연하였는지를 

규명하고, 그들의 모습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살

10 최은봉, 영화를 통해서 본 한국인의 일본과 일본인에 대한 이미지와 인식 , �일본연

구논총� 17(현대일본학회, 2003) ; 후카가와 쿠미, 한국영화 속의 일본인 이미지분석

을 통해서 본 포스트 콜러니얼리즘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8); 무라카미 잇페이[村

上一平], 한국 영화를 통해서 본 일본 일본인 이미지변화에 관한 연구 1998년 일본대

중문화 개방을 중심으로 (국민대 석사논문, 2005)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가운데 

마지막 논문이 유일하게 본문에서 1998년 이전을 소개하고 있으나, 분량 자체가 

매우 적고(13~24쪽) 일본인 배역에 관해서만 다루며 몬마 다카시[門間貴志] 등 일부 

선행연구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11 대표적 경우로 몬마 다카시[門間貴志], �アジア映画における日本 韓国 北朝

鮮 東アジア�(社会評論社, 1996)가 있다.

12 함충범, 192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 영화 배우에 관한 연구 , �동아 

연구� 34-1(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5).

13 다나카 노리히로[田中則廣], 재조선(在朝)일본인의 영화제작연구 劍劇배우 

도야마 미츠루[遠山滿]의 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영화사연구� 3(한국영화사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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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며, 이를 둘러싼 영화 정책 및 산업 환경, 시대적 배경과 영화사

적 의의 등에 대해 고찰하려 한다. 

2. 식민지 조선영화 속 일본인 배우 출연의 시기별 경향

한반도에 영화가 유입된 것은 1900년 무렵이었고, 신문 지상에 영

화 광고가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1903년경이었으며,14 조선에 활동사

진 전문상설관인 ‘경성고등연예관’이 문을 연 것은 1910년 2월 18일

이었다. 모두 대한제국 시기(1897~1910, 구한말)의 일들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영화 제작 활동은 한일합방(1910.8) 이후에 이루어졌다. 

식민지 조선의 역사 속에 조선영화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1919년 조선인의 주도적인 참여로 최초의 연쇄극 의리적 구토 (김

도산 연출, 박승필 제작)와 기록영화 경성 전시의 경 및 경성 교외 

전경 이 제작-공개되었으며, 월하의 맹세 (윤백남 감독, 총독부 체

신국 제작), 춘향전 (하야카와 고슈 감독, 동아문화협회 제작) 등이 

나온 1923년부터는 조선에서도 영화 제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영화(계)는 그 초창기부터 일본(인)의 자본 기술 기

획 소재 등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면, 최초의 상업 

14 현존하는 最古의 영화 광고는 �황성신문� 6월 23일자 광고란에 실려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東門 內 電氣會社 機械廠에셔 施術 活動寫眞은 日曜 及 陰雨를 

除 外에 每日 下午 八時로 十時지 施行 大韓 及 歐美 各國의 生命都市 

各種 劇場의 絶勝 光景이 具備하외다 許入 料金 銅貨 十錢.”



1940년대 식민지 조선영화 속 일본인에 관한 연구 ∙ 501

극영화로 알려져 있는 춘향전 의 감독 및 제작자는 재조선 일본인 

하야카와 고슈[早川孤舟]였고, 본격적인 영화제작 회사인 ‘조선키네

마주식회사’를 설립한 이들도 가토 세이치[加藤淸一] 다카사 간초

[高佐貫長] 구보타 고로[窪田梧樓] 등 세 명 모두 일본인이었다. 최초

의 연쇄극과 기록영화를 촬영한 이도 오사카 덴카쓰[天活] 출신의 미

야카와 소노스케[宮川早之助]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후 조선영화의 제작 부문은 대부분 조선인이 담당하게 

된다. 각본과 연출, 그리고 배우에 있어서는 특히 그러하였다. 이는 

민족 별로 분리되어 있던 식민지 시기 조선에서의 영화 흥행 상황에 

연유한다. 즉, 당시 조선의 영화관은 조선인 관객을 대상으로 조선

어 변사를 둔 조선인 활동 지역의 ‘조선인 상설관’과 일본인 관객을 

대상으로 일본어 변사를 둔 일본인 활동 지역의 ‘일본인 상설관’으

로 나뉘어져 있었다.15 

이러한 분리 양상은 흥행 프로그램으로도 직결되었는데, 일본인 

상설관에서는 주로 ‘내지內地’ 일본영화가 상영된 반면, 조선인 상설관

에서는 할리우드 영화를 비롯한 외국영화들과 연간 제작 편수가 몇 

편 되지 않는 소수의 조선영화가 상영되었다. 그렇기에, 식민지 조선

영화에 주로 조선인 배우가 조선인 역할을 하며 등장하는 것은 통상

적인 현상이었다. 가령, 춘향전 에는 이몽룡 역으로 조선극장의 변

사 출신 김조성이, 춘향 역으로 기생 출신 한룡이, 변학도 역으로 최영

15 경성의 경우, 조선인이 본거지로 삼고 있던 北村 지역에는 우미관 단성사 등 

조선인 극장이, 일본인 거주지가 밀집되어 있던 南村 지역에는 다이쇼칸[大正館]

고가네자[黃金座] 키라쿠칸[喜樂館] 주오칸[中央館] 등 일본인 극장이 자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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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이 출연하였다.16

물론 예외도 존재하였다. 조선키네마주식회사 제작의 해의 비곡

(1924)부터 1930년대 초까지 ‘미남 배우’로 유명세를 타며 영화계에

서 활약한 오사와 야와라[大澤柔]가 대표적인 경우였다. 하지만 그 

역시 영화 속에서는 조선인으로 등장하였고, ‘주삼손朱三孫’이라는 조

선식 예명을 사용하였다. 보다 면밀한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하겠지

만, 주삼손 이후 1930년대 식민지 조선영화 속에 일본인 배우가 등장

한 사례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17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발성영화 제작 시기로 접어들면서 그 양상에 

전반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일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은 군용

열차 (서광제, 1938)였다. 대구의 성봉영화원과 도호[東宝]영화사

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에서 열차 기관사인 주인공 김점용(왕

평 분)의 상관 기관구장 역으로 고바야시 주시로[小林重四郞]가, 점용의 

애인이자 식당차걸 역으로 사사키 노부코[佐々木信子]가 출연하였다. 

이들 모두 도호 소속의 일본 영화인이었다. 

이는 분명, 최초의 본격적인 ‘친일영화’로 알려져 있는 군용열차

의 영화적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동일 제작사인 성봉

영화원이 신코[新興]영화사와 합작하여 스즈키 시게요시[鈴木重吉]의 

지도를 받아 제작한 나그네(旅路) (이규환, 1937)에서도, 극광영화

16 김남석은, “일본 감독과 기술진에 의해” 만들어진 이 영화가 ‘조선영화’로 인식되고 

있었던 데에는 “‘조선 사람’이 배우로 출연하고 ‘조선 각본’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김남석, �조선의 영화제작사들 1920~1940년대�(한국문화사, 2015), 

313쪽.

17 주삼손(大澤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함충범, 앞의 논문, 80~82쪽을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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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쇼치쿠[松竹]의 후원을 얻으면서 시마즈 야스지로[島津保次郎]

의 감수를 받아 같은 해에 내놓은 어화漁火 (1938)에서도 일본 배우는 

출연하지 않았다.18 

그러나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양상이 바뀌어 갔다. 식

민지 조선영화에 주로 본토의 영화계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배우가 

출연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게 된 것이다. 필름이 현존하는 작품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최초의 ‘아동영화’로 알려져 있는 수업료 (최인규 방한준, 

1940)에서 주인공 아이의 교사 역을 맡은 이는 일본 신치쿠치[新築地] 

극단에서 활약하던 남성 배우 스스키다 겐지[薄田研二]였다. 

조선군 보도부가 제작한 첫 장편 영화 그대와 나 [君と僕](허영

[日夏英太郎], 1941)에는 쇼치쿠에서 아사기리 교코[朝霧鏡子]와 미

야케 구니코[三宅邦子]가, 고아[興亞]에서 고스기 이사무[小杉勇]가, 

도호에서 가와즈 세이자부로[河津淸三郞]와 마루야마 사다오[丸山

定夫]가, 다이이치[第一]협단에서 오비나타 덴[大日方傳]이, 그리고 

만주영화협회滿洲映畵協會에서 인기 스타 리코란[李香蘭, 야마구치 요

시코[山口淑子]] 등이 대거 파견되어 출연하였다.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조영)의 창립작으로 기획된 젊

은 자태 [若き姿](豊田四郎, 1943)에는 다수의 일본인 배우들(丸山定

夫‧永田靖‧月形龍之介‧高山徳右衛門‧加原武門‧佐分利信‧大山健二‧西村

靑児‧三田國夫‧龍崎一郎‧三谷幸子등)이 모습을 보였다. 사단법인 조

18 나그네 의 경우 촬영을 오쿠보 다쓰이치[大久保辰一]가, 어화 에서는 음악을 

호리우치 게이조[堀内敬三] 등 일본인이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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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개봉 첫 작품이 된 조선해협朝鮮海峽 (박기채-사단법인 조선영

화제작주식회사, 1943)에서도 일본의 여배우 쓰바키 스미에[椿澄枝]

가 등장하였다.

1944년 4월 7일 사단법인 조영이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조선

영배)’로 흡수되는 형태로 영화 제작-배급 부문의 통합이 이루어지

면서 탄생한 ‘사단법인 조선영화사’의 첫 극영화인 태양의 아이들

(太陽の子供たち)(최인규, 1944)의 경우, 주인공인 국민학교 교장 역

이 다이도[大都]에서 초빙된 미즈시마 미치타로[水島道太郎]에게 맡

겨졌다. 징병제 선전을 위해 조선군 보도부가 두 번째로 제작한 병

정님 (兵隊さん)(방한준, 1944)에는, 그대와 나 에서도 ‘만주의 소

녀’로 출연하여 노래를 부른 바 있었던 리코란[李香蘭]과, 일본의 유

명 음악가 히라마 분주[平間文壽]의 공연 장면이 삽입되기도 하였다. 

식민지 조선의 마지막 개봉 극영화인 사랑과 맹세 (愛と誓ひ)(최

인규-사단법인 조선영화사, 1945)에서는 다카타 미노루[高田稔] 시

무라 다카시[志村喬] 다케히사 치에코[竹久千恵子] 등 일본의 유명 

배우진이 주요 인물 역을 담당하였다.19

1940년대 조선 극영화의 제작 완성-극장 개봉 편수가 연도 별로 

1940년 2편, 1941년 8편, 1942년 2편, 1943년 3편, 1944년 3편, 1945년 

1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20 일제말기 극영화의 전체적인 제작 편

19 도호영화사와 고려영화협회가 합작한 망루의 결사대 (望楼の決死隊)(今井正, 

1943)에서는 조-만 국경경비대 경부보인 주인공(다카타 미노루 분)의 아내 역을 

하라 세쓰코[原節子]가 맡았다. 또한 여타 일본 배우들과 심영 주인규 전택이 김신재 

등 조선인 배우들의 共演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0 그 제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940년 : 수업료 (최인규 방한준 감독, 고려영

화협회 제작) 수선화 (김유영 감독, 조선영화주식회사 제작), 1941년: 집 없는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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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줄어든 반면 작품 속 일본인 배우의 출연 빈도는 오히려 높아졌

음을 알 수 있다.

3. 1940년대 조선 극영화 속 일본인의 형상 

전술한 바와 같이, 식민지 시기 제작된 조선영화 가운데 일본인 

배우가 출연한 예는 얼마 되지 않으며 그것도 ‘일제말기’라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무성영화 시대에 활동한 주삼손의 경우, 

그는 일본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식 예명을 쓰며 영화 속에서

도 조선인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례’는 군용열차 로도 

일부 이어졌다. 사사키 노부코의 경우, 그녀가 분한 인물은 ‘정순희’

라는 이름의 조선인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때까지 조선영화 속 모든 등장인물이 조선인으로 설

(최인규 감독, 고려영화협회 제작) 지원병 (안석영 감독, 동아흥업사 제작) 복지만리

(전창근 감독, 고려영화협회 제작) 창공 돌쇠 (이규환 감독, 조선영화협단 제작) 귀착

지 (이영춘 감독, 한양영화사 제작) 처의 윤리 (김영화 감독, 조선예흥사 경성영화사 

제작) 반도의 봄 (이병일 감독, 명보영화사 제작) 그대와 나 (君と僕)(허영, 조선군 보도

부 제작), 1942년 : 신개지 (윤봉춘 감독, 한양영화사 제작) 풍년가 (방한준 감독, 

고려영화주식회사 제작), 1943년 : 우러르라 창공 (김영화 감독, 사단법인 조선영화제

작주식회사 제작) 朝鮮海峽 (박기채 감독,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제작) 젊

은 자태 (若き姿)(도요타 시로[豊田四郎] 감독,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제작), 

1944년 : 巨鯨傳 (방한준 감독,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제작) 병정님 (兵隊

さん)(방한준 감독, 조선군 보도부 제작) 태양의 아이들 (太陽の子供たち)(최인규 감독,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제작), 1945년 : 사랑과 맹세 (愛と誓ひ)(최인규 감독, 사단법인 

조선영화사 제작). 함충범, 194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 시나리오 작가의 영화 

활동 연구 , �동양학� 67(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7), 4~5쪽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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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었다고는 단언하기 어렵다. 가령, 특정 영화 속에 경찰, 군인 등

이나 일본식 의상을 걸친 사람들이 등장하는 경우 식민지 시기라는 

현실 상 그 인물이 일본인으로 비추어지거나 인식될 소지가 농후하

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인종이 같고 따라서 외양이 

흡사하다는 게 일차적인 이유일 것이다. 주인공 남성이 복수나 정의

를 위해 살인 등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되는 장면은, 이야기 구조

상 선(인)과 악(인)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이던 무성영화 시대 조

선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이었다. 혹은 일본 유학 경험이 있거

나 일본어가 가능한 (엘리트) 주인공의 지인으로 일본인이 나올 가능

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화가 현실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도시를 

중심으로 식민지 거리 곳곳을 활보하던 재조선 일본인의 모습이 카메

라에 담겨졌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은 조선영화 속에 일본인 배역이 급격히 증가

하게 되는 1940년대의 경우를 근거로 반추한 것이다. 주요 조선영화

들 속에서 일본인 배우들이 맡은 배역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수업료 (1940)는 부모가 행상을 나가고 할머니와 단둘이 생활하

는 심상소학교 4학년생 우영달(정찬조 분)이 돈이 없어 학비를 못 

내고 있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학비를 마련하고 한가위를 맞아 부모

도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의, 실제 아동 수기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여기서 스스키다 겐지[薄田研二]는 주인공 영달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고 도움을 주는 담임교사 역할로 나온다. 영화 속 영달의 담임교사

도 본토에서 건너온 일본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 작

품의 특색 중 하나인 이원화된 언어 사용 현실(학교 안(공적영역)-

일본어, 학교 밖(사적 영역)-조선어)이 부각된다.

그대와 나 (1941)는 각기 다른 지역과 환경에서 생활하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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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조선인 지원병들의 훈련소 생활을 묘사한 작품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부여 출신의 기노시타(심영 분, 아내 역은 문예봉)와 가네

코(김영길 분)이다. 4개월여의 훈련을 마친 후 부대에 배속되어 출

정을 하기 전, 이들은 고향을 방문한다. 이때 가네코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일본 여성 미쓰에와 재회하는데 미쓰에 역은 담당한 이가 

일본 여배우 아사기리 교코[朝霧鏡子]였다. 둘 사이를 지켜보며 결

혼을 권유하는 부여박물관 관장이자 미쓰에의 형부 역은 고스기 이

사무[小杉勇]가 맡았다. 그의 아내로는 미야케 구니코[三宅邦子]가 

분하였다. 한편, 미쓰에는 음악체조학교 친구이자 가네코의 동생인 

이백희(김소영 분)에게 자신의 오빠인 출정 병사 겐조와 결혼할 것

을 권유하는데, 겐조 역할은 가와즈 세이자부로[河津淸三郞]가 담당

하였다. 오비나타 덴[大日方傳]은 훈련소의 교관 역을, 마루야마 사

다오[丸山定夫]는 부대장 역을 맡았다. 아울러 가야마 사다코[佳山

貞子]는 가네코의 어머니 역을 담당하였는데, 아버지로 나온 이는 

조선인 배우 서월영이었다. 실제로는 일본영화계에서 활동하던 배

우들이 영화 속에서는 모두 식민지 현실에 익숙한 재조선 일본인으

로 등장하였던 바, 그러면서 ‘일본/조선’이 아닌 ‘경성-부여’라는 새

로운 지역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조선해협 (1943)은 남자 집 부친의 반대에 부딪혀 미혼 상태로 

동거하던 두 남녀의 이야기를 멜로드라마 형식을 가미하여 영상화하

였다. 세이키[成基](남승민 분)는 죽은 형을 따라 지원병에 입대하여 

전장에서 부상을 당하고, 긴슈쿠[錦淑](문예봉 분)는 아이를 낳아 홀

로 기르며 애국반에서 일하다 쓰러진다. 이로 인해 세이키는 후방의 

병원에, 긴슈쿠는 경성의 병원에 입원한다. 이를 계기로 세이키의 

아버지가 긴슈쿠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세이키와 긴슈쿠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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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협’을 두고 통화를 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이 작품에서 쓰바

키 스미에[椿澄枝]는 긴슈쿠와 대화하며 사정을 헤아리고 도움을 주

는 일본인 친구로 등장한다. 극중 비중은 크지 않지만, 그녀는 긴슈쿠

가 평정을 유지한 채 ‘군국의 아내’ ‘군국의 어머니’로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차분히 행한다. 

그동안 영화의 내용이 제대로 알려 지지 않았던 태양의 아이들

(1944)은, “어느 적은 섬의 국민학교에서 교장(미스시마)의 사랑하는 

부모 업는 한 생도가 �사이판�도에서 사업을 하는 삼촌을 차서 나

고  이어서 교장도 응소되어 �사이판�으로 가게되여 우연히 그 섬

에서 반가운 상봉을 한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사이판�도는 적의 침

입으로 재류방인지 정원 전사하엿다는 비보가 오고 학교에서도 전 

생도가 산우에 올라서 멀리 �사이판�도의 영령에게 복수를 맹서한다”

는 이야기 줄거리를 지녔다. 교장 역을 맡은 미즈시마 미치타로[水島

道太郎]는 영화가 공개된 지 얼마 후 실제로 소집장을 받음으로써, 조

선의 신문 지상에서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21 일제의 전시 동원정책에 

대한 선전 선동 행위가 특정 일본인 배우와 그가 맡은 배역을 통해 

영화 텍스트 안팎을 넘나들며 이루어진 사례라는 면에서 의의를 부

여할 만하다.

사랑과 맹세 (1945)의 경우, 고아 출신으로 방황하던 조선인 소년 

에이류[英龍](김우호 분)가 경성신보 편집장 일본인 양부의 권유로 

가미카제 특공대로 출격하여 전사한 무라이[村井] 소위(독은기 분)

의 집에 기거하며 그의 아내와 아들, 마을 소학교 교장인 아버지 등 

21 영화가 현실로 주연배우에 소집장 , �매일신보� 1944년 10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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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인물들을 취재하고 돌아와 자신도 해군특별지원병에 입대한다

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기서 에이류의 양부모 역을 맡은 이가 다

카타 미노루[高田稔]와 다케히사 치에코[竹久千恵子], 무라이의 부

친 역을 담당한 이가 시무라 다카시[志村喬]였다. 지원병 대상자에

게 조선인 부모가 부재하는 공백을 일본인 배역과 배우가 메우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들 영화에서 일본인 배우는 대개 주인공의 주변 인물로 나오지만, 

조선인 주인공이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 거듭나거나 ‘내선일체內鮮一體’

를 실현하거나 ‘성전聖戰’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들로 등장한다.22 이때에는 대체로 주인공의 가족 연인 동료 친구 

또는 스승이나 상관 등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태양의 아이들 처럼 

주인공으로 나서며 전사자의 모범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그대와 나 , 병정님에서의 리코란[李香蘭]이나 병정님 속 히라마 

분주[乎間文壽]처럼 스토리 상의 비중은 크지 않으나 볼거리(attraction)

와 화제(issue)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23

이들 작품에서 대체로 일본인 남성 배우는 주인공(들)의 집안 어른

( 그대와 나 사랑과 맹세 )이나 스승( 수업료 )이나 상관( 그대

와 나 )으로서 주인공의 가치관 확립과 정신 무장, 심신 단련에 영향

을 미친다. 이들의 직업은 교사 교관 교장 박물관장 신문사 편집장 

22 사랑과 맹세 에서의 경우, 주인공 에이류가 동경하는 인물은 전사한 무라이 소위이

지만, 실제로 그의 주변에서 그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남성 인물이 바로 

다카타 미노루가 연기한 양아버지와 시무라 다카시가 연기한 무라이 소위의 부친이라 

할 수 있다.

23 이 작품에는 소프라노 마금희, 바이올리니스트 계정식, 음악가 이흥렬, 무용가 

조택원 등 조선인 유명 예술가들의 공연 모습이 담겨져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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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설정되어 있고, 사회 지도층으로서 누군가(조선인)를 교육 계

몽하는 존재로 나온다. 여성 배우의 경우, 남성 주인공의 아내 연인

어머니 혹은 여성 주인공의 친구나 동료로 등장하여, 그(녀)에게 마음

의 안정이나 심리적 위안을 선사한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인 배우들은 당시 

일본영화계에서 활동하던, 대중적 인지도를 가지고 있던 배우들이

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1940년대 조선영화에는 일본인이 단역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화 제작자인 이영일(김일해 분) 회사의 자금 문제로 고난을 겪다

가 조선에 통제영화사가 설립된 것을 계기로 영화 제작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후 서로 좋아하는 여배우 김정희(김소영 분)와 함께 도쿄로 

향한다는 내용의 반도의 봄 (이병일, 1941)에서, 영일의 친구이자 

정희의 오빠 김창수를 연기한 이는 모리 다쓰조[森達三]였다. 일본인

이 조선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군용열차 에서의 사사키 노

부코의 경우와 유사성을 띠기도 하나, 모리 다쓰조의 이름을 일본영

화데이터베이스(http://www.jmdb.ne.jp/) 등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바, 

당시 일본 본토에서 활동하던 배우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대조를 보인다.

또한 목사 방성빈(김일해 분)이 세운 향린원에서의 고아들의 생활

과, 아이들 중 한 명인 용길(이상하 분)과 명자(김신재 분)의 재회를 

그린 아동영화 집 없는 천사 (최인규, 1941)에서는 고아들 가운데 

동석 역을 시라카와 에이사쿠[白川栄作]가 맡았다. 또한 카페 여급으

로 조선인 배우 백란과 함께 난조 유미[南條由美], 기타미 아이코[北見

愛子]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모리 다쓰조의 경우처럼, 이들 모두 일본

영화계에서의 활동상은 찾아보기 힘들다. 재조선 일본인이거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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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개명을 한 조선인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정도만을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들이 전문 배우였는지의 여부 또한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아울러, 당시 조선영화에는 배우가 아닌 일본인이 화면에 등장하

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예는 지원병 그대와 나 조선해협

병정님 등 영화 속에 지원병 훈련소 장면을 삽입한 작품에서 주로 

발견된다. 1938년 조선에 육군특별지원병제도가 도입된 뒤 조선인

의 입영이 현실화되었지만 그들을 통솔하던 지휘관 대부분은 일본

인이었던 바, 영화 속 훈련소 장면에서의 지휘관이나 교관 역시 그

렇게 상정됨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작품들 대부분이 조선총독부나 조선군의 후원을 받

았으므로, 화면에 등장하는 군인들 중 일본인 역시 일부 비중 있는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실제 군인이었을 확률이 높다. 조선총독 미

나미 지로[南次郞]가 지원병 에 특별 출연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다른 한편으로, 1940년대 식민지 조선영화에서는 조선인 배우가 

일본인 역할을 행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일본인 배우가 조선식 예명

을 쓰며 조선인 역할을 맡았던 무성영화 시대와는 반대의 현상이 벌

어진 것이다. 일본인 배역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음과 더불어, 이를 

통한 영화적 효과가 어떠하였을지에 대해 생각토록 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이는 해방 후 한국영화에서의 주요한 일본인 배역 방식이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24 영상 자료가 현존하는 작품들을 통해 

24 예를 들면, 해방 후 남한에서 제작된 최초의 항일영화 자유만세 (최인규, 1946)와 



512 ∙ 국학연구 Vol.35

확인해 보도록 하자.

군인이 되고 싶으나 입대할 자격이 없는, 어느 농촌 마을에서 마름 

일을 하던 청년 임춘호(최운봉 분)가 조선에도 지원병 제도가 도입된 

것을 계기로 연인 분옥(문예봉 분)의 환송을 받고 남겨진 가족에 대

한 지주의 지원을 약속 받은 채 입영 열차에 오른다는 내용의 지원

병 (안석영, 1941)에서는, 신문을 통해 춘호에게 지원병제 공포 소식

을 처음으로 알리는 마을 구장區長 역할을 조선인 임운학이 맡았다. 

대부분의 대사가 조선어로 이루어진 이 영화에서, 그는 유타카를 입

고 춘호와 일본어로 대화를 한다.

반도의 봄에서는 주인공 영일이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입건되었

을 때 그를 심문하던 사법 주임 역할을 조선인 현지섭이 담당하였다. 

이 작품의 경우, 조선어가 기본 바탕을 이루면서도 엘리트 교양인의 

‘생활언어’로서의 일본어가 이곳저곳에서 통용되는 이른바 ‘이중언

어’적 경향을 띠었는데, 영일을 취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법 주임

의 발화는 오히려 “피식민지인이 제국의 언어를 ‘모방(imitation)’할 

때 발생하는” 차이를 드러내며 이루어졌다.25 

사랑과 맹세 의 경우, 주인공 에이류의 존경을 받으며 그의 모델

이 된 일본인 무라이 소위의 역할을 조선인 배우 독은기가 맡았다. 

극중 그의 아내는 조선인 에이코(김신재 분)로 설정되었으며, 그의 

북한에서 제작된 최초의 ‘예술영화’(극영화)이자 항일영화인 내 고향 (강홍식, 1949)

에는 모두 일본인이 나오는데, 헌병이나 경찰들이 주를 이루는 이들 일본인 역을 

맡은 사람들은 한국인이었다.

25 신하경, 일제 말기 ‘조선붐’과 식민지 영화인의 욕망 , �아시아문화연구� 23(경원

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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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역은 일본인 배우 시무라 다카시가 맡았다는 점에서, 배역 배

우에 있어 다층적인 민족 구성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이, 1940년대에는 전반적으로 식민지 조선영화 속 일본인 

배역이 현저히 늘어났고, 본토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배우의 출연 사

례도 많아졌다. 이들 일본인 전문 배우들은, 처음에는 주로 조연으로 

참여하였으나 갈수록 영화 속 배역의 비중이 커졌다. 또한 대체로 

극중 일본인으로 등장하였으나 조선인으로 설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반대로, 일본인 배역을 맡은 이들 중에 조선인 배우가 포함된 예도 

있었다. 여전히 조선인 배우가 조선인 역으로 나오는 것이 주를 이루

던 가운데 일본인 배우가 일본인 역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증가하였

고, 그 과정에서 교차적으로 일본인이 조선인 역을, 조선인이 일본인 

역을 맡는 케이스도 존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일본인 배우나 배역이 영화에 등장

할 때에는 작품 속 역할이나 인물의 성격 등에 일정 부분 유사성이 

공유되었다는 점 역시 주목된다. 그(녀)들은 모두 정의롭고 성실하

며, 강건한 의지와 인내심의 소유자로 비추어진다. 극중 조선인 주인

공과 동행하며 그(녀)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면에서도 공

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좀 더 세분화해 보면, 그 안에서의 차이점도 발견된다. 가

령 젠더(gender)적인 측면에서는 둘 간의 성 역할은 분명하게 스테

레오타입화 되어 있었다. 남성의 경우, 높은 지위에서 맡겨진 일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주인공에게 모범을 보인다. 그들은 엄격한 언어

와 모범적 행실로 조선인 주인공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고 정신무

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여성의 경우, 차분하고 온화한 태도로 

주인공을 따스하게 포용함으로써 그들에게 안식과 평안과 감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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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한다. 이렇게 분화된 젠더별 캐릭터는, 1920년 쇼치쿠가 가마타

[蒲田]촬영소를 건립하고 배우 양성소를 통해 본격적으로 여성 영화

배우들을 배출하면서부터26 형성되어 굳어지게 된 것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1940년대 전반기 시점에 미국영화계에서는 소위 ‘필름 누아

르(film noir)’라는 장르적 경향이 유행하였으며, 그 내러티브적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강인함과 질서의 상징”이던 남성이 무기력한 존재로 

묘사되는 반면 “가정의 교화자이자 정숙한 아내”로 그려지던 여성

은 도발적인 ‘팜므파탈(Femme fatale)’의 이미지로 ‘전도’되는 변

화를 보인 것이었다.27 그 이면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미국 

내에서의 뒤바뀐 성역할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자리하였는데, 그 반

대편에서 동일한 전쟁을 치르고 있던 일본의 경우 영화 속 남성과 

여성의 캐릭터가 오히려 전형화되어 갔다는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남성 배역만을 놓고 볼 때에는 일본인이 조선인보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점하면서 그들을 지도하고 격려하며 훈계하는 경우

가 대부분인 바, 민족 간의 차별적 양상이 존재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당대 식민지 조선 사회에 상존해 있던 현실의 단면이기도 하

였다.

26 일본영화사의 ‘순영화극운동’(1918) 시기와도 맞물리는 당시의 여배우 양성 작업은 

신극 운동을 주창해 오던 오사나이 가오루[小山內薫]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이때 쇼치쿠

에서는 “할리우드를 모방한 스타 시스템을 채용해 서양 근대 연극 교육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시도를 행하였다. 四方田犬彦(박전열 옮김), �일본 영화의 이해�(현암사, 2001), 

71쪽. 

27 정태수, �세계 영화예술의 역사�(박이정, 2016), 2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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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대적 배경과 변화의 양상

그렇다면, 1940년대 식민지 조선영화에 일본인 배역이 늘어나고 

본토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배우가 출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흔히 거론되는 것으로는 발성영화 시대 조선영화

의 제작 여건과 전쟁의 확대와 전시체제 강화라는 역사적 환경, 이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즉, 조선영화계가 토기 시대로의 진입 이후 

급격히 상승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해외 수출을 통해 조선영화

의 시장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관객을 염두에 둔 흥행 전략 

중 하나였다는 점과, 중일전쟁 이후 조선영화가 식민지 동원을 위한 

프로파간다 도구의 성격을 짙게 띠는 과정에서 내선일체를 강조하기 

위해 자연스레 일본인 설정의 비율이 높아지고 등장의 비중이 커졌

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견을 제시하기 힘들 정도로 타당한 내용이나,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보다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고찰할 필요성도 존

재한다.

우선, 산업적 측면과 시대적 측면이 서로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조선에서 발성영화 제작이 이루어진 시점은 최초의 

발성영화로 알려진 춘향전 (이명우 감독, 경성촬영소 제작)이 개

봉된 1935년이었지만, 약 2년 동안은 발성영화와 무성영화의 제작

이 공존해 있었다. 실제로 발성영화 제작이 본격화된 것은 1937년이

었고, 이 해에 나그네 (이규환 감독, 성봉영화원 제작)가 반향을 일

으킴으로써 조선영화의 해외로의 수출과 일본과의 합작이 본격화되

었다. 공교롭게도, 1937년은 중일전쟁이 발발한 해이기도 하다. 그

러면서, 조선영화가 작품 속에 ‘시국時局’을 기입하거나 일본영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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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패턴을 답습하는 경향도 짙어지게 되었다. 조선영화(계)와 일

본영화(계)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영화 정책 부문과 산업 부문이 

동시적 작용한 예는 이미 1934년에 조선에 도입된 ‘활동사진영화취

체규칙’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조선에서 외국영화

의 상영 비율은 1935년 10월 말까지는 총 미터 수의 3/4 이하, 1936년

까지는 2/3 이하, 1937년 1월 1일부터는 1/2 이하로 제한되었고, 그 

자리를 조선영화를 포함한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의 ‘일본영화’가 

채워 갔기 때문이다.

1940년대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1941년 1월 시점

에서 조선 내 연간 서양영화(洋畵) 할당 수가 51편으로 제한되는 등 

1940년대 시점에서는 그 편수가 정해지게 되었다. 영화계 신체제의 

계기가 된 ‘7.7금령’(1940) 발효 이후에는 미국과 영국의 영화에 대해

서는 새 검열과 재 검열을 막론하고 엄격한 방식이 적용되었으며, 

태평양전쟁 직후에는 조선에서도 미국 및 영국 영화의 상영이 전면

적으로 금지되기에 이르렀다.28 

또한 1940년 일본의 영화법(1939)이 ‘조선영화령’이라는 이름으로 

식민지 조선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영화 상영 방식 및 흥행 양태 

등이 변화하였고, 종국에는 조선 내 제작 및 배급사가 사단법인 조선

영화제작주식회사(조영, 1942.9) 및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조선

영배, 1942.5)로 통폐합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이 역시도 일본에서의 

영화계 재편에 호응하여 단행된 결과라 할 수 있다.29 특히, 이러한 

28 함충범, 194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영화 상영의 제도적 기반 연구 1940년대 

초반 배급, 흥행 부문 신체제를 중심으로 , �인문과학연구논총� 38(명지대학교 인문과

학연구소, 2014), 1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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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조선영화계로의 일본 자본 유입이 심화되고 조선의 영화관

이 일본 영화사의 체인으로 포섭되며 조선영화에 대한 ‘무용론無用論’

이 제기됨으로써, 조선영화(계)의 독자성이 보다 저하된 반면 일본영

화계로의 의존도는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동남아시아로

의 전선의 확장(1940.9) 및 아시아-태평양전쟁의 발발(1941.12)을 

통한 전황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제운동’

에 따른 대정익찬회의 설립(1940.10)과 ‘익찬선거’를 통한 익찬정치

회의 수립(1942.5) 등의 일련의 정치적 변화가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이것이 ‘국민총력 조선연맹’의 결성

(1940.10)과 조선에서의 징병제 공포(1942.5) 등으로 긴밀하게 연동

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 조선영화에 출연한 본토의 일본인 배우들이 많은 경우 

회사 차원에서 (군사 동원 정책 중심의) 국책을 다룬 영화에 출연하

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과도 연관성을 가진다. 또한, 사단법인 체제 

하에서 영화 제작이 이루어지는 1943년 이후 극영화의 주인공이 대

개 ‘소년 청년×지원병 산업전사’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과도 불가

분의 관계를 지닌다.

29 가토 아쓰코[加藤厚子]에 따르면, 태평양전쟁 이후 일본에서의 ‘영화임전체제(映画

臨戦体制)’는 첫째 “영화법, 생필름 통제 배급, 국가총동원법 중 개정 법률이라는 

3가지의 통제 규범”, 둘째 “공익법인에 의한 배급”, 셋째 “배급통제에 따른 흥행 통제의 

실시”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942년 4월 도호 쇼치쿠 다이에[大

映] 등 제작 3사 및 ‘사단법인 영화배급사 영배(社團法人映畵配給社, 映配)’로의 제작

배급 기구의 일원화가 현실화되었다. 加藤厚子, �総動員体制と映画�(新曜社, 2003), 

pp.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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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적어도 조직 체계 상 조선영화에서 조선인 배우의 입지

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다는 부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일례를 들어 

보자. ‘영화인의 등록제’(제5조)를 중요 사항으로 포함하도 있던 조

선영화령 도입에 발맞추어 1939년 8월 발족된 조선영화인협회 내 

기능심사위원회(1940년 12월 발족)에서 행해진 영화인 1차 심사가 

마무리된(1941.1.31) 결과 추려진 영화인은 모두 58명이었는데, 이때 

감독이 9명, 촬영 담당자가 7명, 그리고 배우가 42명이었다.30 그러나 

약 1년 반 뒤 일본의 영화잡지 �영화순보映画旬報� 1943년 7월 11일자

에 기록된 수치는, 총 20인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에는 일본식 

이름을 가진 이들 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31 또한 조선의 영화 통제 

과정에 관여하였던 다카시마 긴지[高島金次]의 기록에 따르면, 1943

년 10월 10일 현재 사단법인 조영의 연기과 사원은 총 26명이고 이 

가운데 일본식 이름을 가진 이는 위의 3명을 합하여 총 5명이었다.32 

“전속배우들이 채우지 못하는 배역은 극계에서 활동하던 스타배우들

이 맡았다”33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대신 일본인 혹은 창씨개명을 

30 신체제영화진용 영화인 오십팔명 등록 , �매일신보� 1941년 2월 4일자.

31 아케미 고헤이[曙海康平] 이마무라 요시오[今村嘉男] 기노시타 후쿠에[木下福惠]

가 그들이었다. 이밖에 조선인 배우로는 서월영 김한 독은기 이금룡 김일해 남홍일

남승민 박창혁 이원용 김영두 권영팔 서재헌 최운봉 문예봉 김소영 홍청자 김령 등

이었다. 한편, 당시 사단법인 조영에는 양성소 지도 담당으로 노부오 에이치[信夫英一]

가, 국어(일본어) 지도 담당으로 이치무라 요시코[市村淑子]가 등록되어 있기도 하였다. 

京城主要映畵關係者名簿 , �映画旬報� 1943년 7월 11일자 ‘朝鮮映畵特輯’.  

32 추가된 2명의 성명은 시노부 에이이치[信夫英一]와 이치무라 요시코[市村淑子]였

다. 한편, 기노시타 후쿠에의 이름은 ‘木下福技’로 표기되어 있다. 高島金次, �朝鮮映画

統制史�(朝鮮映画文化研究所, 1943), p.137 참조. 

33 한상언, 일제말기 통제영화사의 배우에 관한 연구 , �현대영화연구� 7(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09),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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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본어를 능숙히 구사하는) 신진 배우들이 조선 유일의 영화 제작

사에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그 배경을 보다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조선영화 속 일본인 등장과 출연의 양상과 흐름은 제작 시기, 

주체, 목적 등에 따라 다양성과 다중성을 지니기에 그러하다. 

첫째, 시기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1940년대 식민지 조선영화(계)

는 제작 배급 상영 제 부문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였다. 물론, 조선

영화(계)와 일본영화(계)의 교류는 1920년대부터 행해졌고, ‘활동사

진필름검열규칙’(活動寫眞フィルム檢閱規則)(일본: 1925-조선: 1926)

을 통해 확인되듯 일본에서의 영화정책이 거의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는 사례도 있었다.34 하지만, 1940년대 들어 조선영화(계)는 

그 어느 때보다 직접적이고도 전방위적으로 영화 정책 일본영화계

식민지 권력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고, 이것이 작품으로 반영되는 

경향도 상당히 커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940년대 내에서 시기별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크게 분기점이 되는 시점은 사단법인 조영과 사단법인 조선영

배가 세워진 1942년이라 할 만하다. 조영에서 제작되고 조선영배에 

의해 배급된 1943년 이후, 일본인이 등장 또는 출연하는 작품의 편수 

및 인물의 수가 이전 시기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에서 결정되어 조선으로 파급된 ‘결전비상조치決戦非常措置’에 따라 

영화 제작 배급 상영 부문에서의 보다 강도 높은 전시 체제가 구축

34 이는 곧 “일원화된 검열체제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영상자료원, �식민

지 시대의 영화 검열 1910~1934�(현실문화연구, 2009),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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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1944년 이후에는35 태양의 아이들 과 사랑과 맹세 를 통해 알 

수 있듯, 영화에 나오는 일본인 배우의 수는 줄어든 반면 그 역할의 

비중은 오히려 상승하게 된다.

둘째, 시기와도 연관성을 지니는 부분이지만, 제작 주체가 어디 

혹은 누구냐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가령 영화사 통폐합 전년도

인 1941년 영화들을 살펴보면, 총 8편의 개봉작 가운데 일본인 배우

와 배역이 모두 나오는 것은 그대와 나 정도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작품은 이후의 여느 작품보다도 일본인 비중이 컸는데, 이는 그것

이 조선군 보도부에서 제작되었음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영화계에 거센 입김을 불어 넣고 있던 군에서 기획 또는 후원하던 

상황 하에 도호, 쇼치쿠 등 일본의 유력 영화사에서 전속 배우들을 

파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영화(회)사만을 놓고 볼 때에는 조선총독부의 통제 하에 있던 사단

법인 조영에서 제작된 작품들에 일본인이 등장하고 출연하는 예가 

많았다. 민간 영화사 시대에는, ‘시류’나 ‘유행’에 따라 일본 시장 진

출을 도모하던 영화사들의 작품에 그러한 경우가 있었다. 수업료

집 없는 천사 등의 아동영화를 제작하고 도호와 망루의 결사대 를 

공동 제작한 고려영화사가 대표적 사례로 꼽을 만하다.

감독이나 시나리오 작가의 민족 구성에 따라서도 그 양상이 달라

졌다.36 즉, 작품의 각본 혹은 연출 담당자가 일본인일 경우, 해당 

35 1944년 이후 식민지 조선영화계의 정책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함충범, 

1944년 식민지 조선영화계의 정책적 특수성에 관한 연구 ‘결전비상조치’에 따른 

제도적 변화상을 통해 , �동북아연구� 30-2(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15)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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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 일본인 배역이나 배우의 등장 비율도 높아졌다. 영화 작품 

안팎에서 일본인 구성 비율이 연동을 이루었던 것이다. 특히, 제작 

및 배급 부문이 사단법인 체제로 통폐합된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에

서는 그 양상이 더욱 심화되었다. 민족 구성에 있어 일제말기 조선영

화(계)의 특수 상황을 드러내는 일면이라 하겠다.

일본인 각본가 하타 나오유키[八田尙之]의 시나리오로 일본영화

계에서 활약하던 도요타 시로[豊田四郞]가 메가폰을 잡았던 젊은 

자태 의 경우, 영화에 등장하는 일본인 배역과 여기에 출연한 일본

인 배우의 수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전체 배역과 배우에서 차지하

는 비중 역시 꽤 컸다. 도호 쇼치쿠 다이에 등 일본 3대 영화 제작사

의 인력과 장비가 대거 투입됨과 동시에, 각 사에서 유명 배우들이 

조직적으로 파견된 결과였다. 주연인 마루야마 사다오[丸山定夫]를 

비롯하여 다이에이에서 나가타 야스시[永田靖] 쓰키가타 류노스케

[月形龍之介] 다카야마 도쿠에몬[高山徳右衛門](스스키다 겐지의 

본명) 등이, 쇼치쿠에서 구와하라 부몬[加原武門] 사부리 신[佐分利

信] 오야마 겐지[大山健二] 니시무라 세이지[西村靑児] 등이, 도호

에서 미타 구니오[三田國夫] 류자키 이치로[龍崎一郎] 미타니 사치

코[三谷幸子] 등이 참여하였다. 조선 측에서는 주요 배역을 황철 문

예봉 김령 등이 맡았고, 최운봉과 권영팔 등이 극중 이등병으로 모

36 일제말기 조선영화계에서의 가장 커다란 민족 구성의 변화로는 단연 ‘영화 각본에 

있어서의 일본인 담당 비율 증가’를 꼽을 수 있다. 1940년대에 제작된 극영화 편수와 

그 중 일본인이 쓴 시나리오 편수는 연도별로 다음과 같다. 1/3편(1940), 2/7편(1941), 

1/2편(1942), 3/3편(1943), 1/1편(1944), 3/3편(1945). 함충범, 194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 시나리오 작가의 영화 활동 연구 , �동양학� 67(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원, 2017), 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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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였다.

이 영화는 중학교 5학년 생도들과 그들을 지도하는 인물들의 동

고동락과 애국심을 주제로 삼았는데, 핵심적인 생도 역은 사단법인 

조영 소속의 이마무라 요시오[今村嘉男]가, 조선인 교사 마쓰다 마

사오[松田正雄] 역은 황철이, 그의 부인 요시무라 에이코[吉村英子] 역

과 그녀의 어머니 요시무라 복순[吉村福順] 역은 각각 김령과 문예봉

이 담당하였다. 일본인 교사 오키 류스케[大木隆介](나가타 야스시 

분), 배속 장교 기타무라[北村](마루야마 사다오) 소좌 등 여타 주요 

배역은 일본인 배우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배역의 이름이 대개 일본

식이고 영화 속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뒤섞여 등장한다는 점도 특징

적이었다.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사령부의 후원을 받아 사단법인 조

선영화제작주식회사 창립작으로 기획되어, 조선에서의 징병제 실시

(1943.8.1) 시점과 맞물려 제작이 이루어진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작의 목적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기도 한다. 물론, 이 역시 

제작 시기 및 주체와도 연관성을 지닌다. 가령, 민간 제작사 시절인 

1941년 개봉된 지원병 은 “영화보국” 및 “빛나는 황기皇紀 2천 6백년

을 맞이하여 우리들 반도 영화인은 이 한 편의 영화를 남(미나미 지

로[南次郞]) 총독에게 바친다”는 목적을 첫 장면 타이틀을 통해 제

시하는데, 이는 화면 속 일본인의 등장 및 출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해에 제작 개봉된 그대와 나 의 경우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특히 “민족동화정책을 완수하기 위한 

지름길로 간주”되어 조선총독부로부터 적극 권장되고 있던 ‘내선연

애內鮮戀愛’적 요소가 조선인과 일본인 간 결혼 성사에 대한 분위기

를 조성하며 곁들여졌다.3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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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사단법인 조영의 세 번째 극영화로 기획되어 1944년 해양

사상 보급을 위해 만들어진 거경전巨鯨傳 (방한준)의 경우, 다수의 

등장인물 가운데 주요 배역은 대체로 조선인 배우들에게 맡겨졌다.39 

이는 “쌀의 고마움을 일반에게 재인식시키어 총후국민의 인식을 철

저히” 함을 “대망의 주제”로 삼았던40 풍년가 (방한준, 1942)와도 

유사성을 띤다. 제작 목적과 주체(방한준 감독)가 연관되어 있음 또

한 추정 가능한 대목이다. 

아울러 거경전 에서 눈여겨 볼 부분이 있다. 이는 1943년 이후 

모든 조선 극영화의 대본이 일본인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 쓰였다는 

점과 연결되는데, 1940년대 초 수업료 지원병 집 없는 천사

반도의 봄 등의 영화에서 조선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중언어 양상

을 보이던 언어적 경향41이 사단법인 조영 체제 이후 일본어로 집중

37 강성률, �친일영화�(로크미디어, 2006), 132쪽.

38 이러한 설정은 결국 사랑과 맹세 속 무라이 소위와 그의 아내 에이코[英子](김신

재 분)를 통한 ‘內鮮結婚’으로 이어진다. 

39 당시 영화 포스터와 광고 전단지 상에는 서월영(權田사장) 김일해(淀島 전무) 독

은기(岩河포경과장) 진훈(春川 포수) 주인규(松田선장) 등과 함께, 주인공 격인 마사

아키[正明] 역을 맡은 일본식 이름인 야마모토 도키오[山本時睦]가 올라 있다. 뒤이어 

김소영[金海秋子] 김신재[松田光子] 복혜숙(혹은 유경애, 金海貞順) 전택이 김한

남홍일 등의 이름이 적혀 있다. 한상언은, 그를 “야마모토[山本時睦]라는 창씨명을 

사용하던” ‘신인’ 배우라고 소개하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는다(한상언, 

앞의 논문, 108쪽). 일본영화계에서의 활동력을 발견할 수 없으며 기존 배우의 창씨명도 

아니기에 일견 일리 있는 추측이긴 하나, 동시기 영화계의 환경을 감안하고 해방 후 

그의 이력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를 창씨개명한 조선인으로 단정 

짓기에는 무리가 따르기도 한다. 광고 전딘지의 기타 배우란에 사단법인 조영에 소속되

어 양성소를 지도하던 노부오 에이이치[信夫英一]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도 한 바, 

야마모토 도키오 또한 재조선 일본인이었을 가능성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그 존재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가 요구된다.

40 고영 신작 착수 �풍년가�방한준 연출 , �매일신보� 1941년 7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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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조선인 배우의 일본어 구사 능력에 

따라 영화 속 배역의 비중에 다소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조선의 대표적인 여배우로 명성을 날리던 문예봉의 대사

는 갈수록 줄어든 반면, “식민지 말기 프로파간다 영화의 헤로인”으

로 등극한 김신재는 승승장구하고 “ 젊은 자태 의 김령, 병정님 의 

홍청자와 같은 신예”가 “주역에 발탁되”기도 하였다.42

한편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등장인물명의 ‘일본(인)화’로 

말미암아 이름만을 가지고는 작품 속 인물의 민족성을 명확히 가려내

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그나마 조선색이 강하게 남아 

있던 조선해협에서는 덜하였으나, 젊은 자태의 경우 굉장히 짙게 

나타난 바 있었다. 특히나 필름이 현존하지 않는 작품에서 곤란은 

가중된다. 시나리오만이 남아 있는 거경전 의 경우도 그러하다. 바

다를 겁내 하던 포경선 선원 마사아키[正明]가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협력으로 거대한 고래를 포획하는 경험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낸다는 

내용을 담은 이 영화에서, 각본 상의 등장인물은 하루카와[春川] 포

수 마쓰다[松田] 선장 가네다[金田] 파수꾼 곤다[權田] 사장 요도

지마[淀島] 전무 이와카와[岩河] 포경과장 가나우미 데이준[金海貞

順] 가나우미 아키코[金海秋子] 가나우미 마사아키[金海正明] 가나

우미 세이키치[金海成吉] 마쓰다 미쓰코[松田光子] 등으로, 여기에

는 조선식 이름과 창씨개명한 일본식 이름과 일본식 이름(으로 보이

는 것)이 섞여 있다. 그렇기에, 영화 속 인물이 조선인인지 (재조선)일

41 그대와 나 는 예외적으로 거의 모든 대사가 일본어로 이루어져 있었다. 

42 이화진, �소리의 정치�(현실문화연구, 2016),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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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지에 대해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을 고려하면, 화면 내의 모든 인물이 일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

서 그것을 구분해 내기란 오히려 더욱 힘들었을 런지 모른다.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당시의 상황에서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러한 구분 자체가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식민지 

조선에서는 이미 1938년 3월부터 제3차 교육령 개정에 따라 ‘국어(일

본어)’ 전용이, 1939년 11월부터는 제령 11호로 ‘조선민사령’이 공포

됨으로써 창씨개명이 제도화되어 갔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경 하에, 

당시 조선인들은 더욱 강력하게 내선일체의 내면화를 강요받았고 

그 과정에서 ‘조선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에도 변화가 일었음이 어

렵잖게 짐작 가능하다. 

물론, 해방 후 조선인들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민족적 정

체성을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민족적 정체성은 그 자체가 훼손되었다

기보다는 그 위에 ‘일본(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덧붙여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대적 조류 속에 식민지 정책에 의한 외형적 변화

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당시 조선영화를 통해

서도 확인 가능하다. 

주목을 요하는 작품은 수업료 집 없는 천사 등 아동영화의 계

보를 이어 ‘조선의 첫 항공영화’로 조선영화주식회사에서 1941년부터 

기획과 제작이 이루어져 왔던 우러르라 창공 (김영화, 1943)이다. 

이 영화는 홀어머니 슬하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소년 항공병을 꿈꾸

며 지내는 ‘정길’이라는 소년이 자신의 동생 영길이 귀여워하던 애완

견을 팔아 비행기 헌납금을 납부하여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

고 결국 강아지도 무사히 돌아온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작품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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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야마[牧山](김영대 분) 가가와 히메코[香川姫子](최정현 분) 히

라마쓰[平松](이종복 분) 아오키[淸水] 교사(나웅 분) 시라카와[白川]

의사(마완영 분) 등의 일본인 등장인물의 역할을 조선인 배우들이 

담당하였다. 그런데 동시에, 주인공 정길 역은 히라타 에이테쓰[平田

永徹]가, 동생 영길 역은 시라카와 마사루[白川勝]가 맡았다.

물론, 아역 이름이 일본식으로 표기된 적은 이미 집 없는 천사 의 

시라카와 에이사쿠의 경우가 있었다. 그대와 나 의 주인공 김영길 

역시 나가타 센지로[永田弦次郞]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에 이름을 올

렸다. 비단 배역, 배우만은 아니었다. 그대와 나 의 감독 허영[日夏

英太郎]도, 집 없는 천사 의 제작자 이창용[廣川創用]도, 촬영감독 

김학성[金井成一]도 창씨개명한 이름으로 재조선 일본인이나 본토

에서 건너온 일본인들과 부딪히며 제작 활동을 하였다. 극장 공간에

서 또한 마찬가지였다. 1940년대에 이르면 경성을 중심으로 조선 내 

영화관의 민족적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다. 

이러한 시대적 특수 상황을 두고 과거 한국영화사 분야에서는 

1943년 이후 식민지 조선영화에 대해 “실질적으로 이 시기의 한국영

화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43라고 언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

영화사에 관한 보다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인 파악과 역사적 사각 지

대를 아우르기 힘든 일국영화사一國映畵史의 한계를 뛰어넘는 통섭적

인 연구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심층적인 분석

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43 이에 대해 이영일은 “1943년 이후의 영화는 모두 일본어로 제작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1943년에 들어서자 이제 이 땅의 영화제작은 숨통이 막히고 말았다”고 

서술한다. 이영일, �한국영화전사�(개정판), (소도, 2004), 207~2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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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오며

이상과 같이, 1940년대 조선 극영화 속 일본인에 관한 고찰은 당대 

조선영화의 시대적 특수성을 이해하는 통로가 됨과 동시에, 창씨개

명한 조선인과 재조선 일본인의 구분 문제 등 여러 가지 영화사적 

난제를 부각시킨다. 더욱 크게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파생시키

기도 한다.

첫째, 작품론의 차원에서, 영화 속 일본인 설정 방식이 해당 작품의 

배경 사건 등 플롯의 여타 요소들과 어떻게 조합을 이루면서 전체적

인 서사 구조를 구축해 갔는지, 또한 일본인 등장인물이 어떠한 미장

센 요소 및 카메라 기법 등을 통해 영상화되었으며 이에 따른 언어나 

음악의 표현 양상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배우론의 차원에서, 조선영화에 출연한 일본인 배우들이 어

느 곳의 소속으로 주로 무슨 활동을 하던 이들이었고 어떠한 업계 

여건과 교섭의 과정 등을 통해 캐스팅되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한

편, 그(녀)들의 극중 이미지와 캐릭터는 어떠하였으며 그것이 기존의 

이미지 및 캐릭터와 어떠한 연속성과 차별점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객론의 차원에서, 식민지 조선영화 속에 일본인 배역이 

등장하고 일본인 배우가 출연하는 일련의 경향을 둘러싼 당대의 담

론 양상 및 이에 대한 관객의 반응과 대중적 인식에 대해 살펴보고,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 당대 조선인들에

게 스크린 속 일본인이 어떠한 표상으로 제시되었는지에 대해 고찰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초점을 일본영화 속 조선인으로 전환시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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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 조선 쌍방을 비교해 보고, 그 공간적 범주를 만주 대만 등으로 

확장하여 동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며, 시간적 범주를 해방 이후로 확

대함으로써 한국영화사의 연속/단절 지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아

울러, 연구의 범위를 일제말기 선전 계몽을 목적으로 활발히 제작된 

문화 기록영화 및 시사영화(뉴스영화)로도 확장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영화 속 일본인 관련 연구의 

시론試論적 성격을 띤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에 대한 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 그 성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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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Japanese in Korean Film in the 1940s
— Focusing on Feature Films

—

Ham, Chung-beom
Hanyang Univ

There are only a few examples that Japanese actors/actresses 

appear in Korean feature films mad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owever, the number of Japanese roles in films and Japanese 

actors/actresses who acted in Japan increased remarkably in the 

1940s. It is worth pointing out the conditions of production of the 

Joseon cinema and the circumstances of the wartime system 

strengthened, respectively. However, a more important fact is that 

industrial and historical aspects of this period are intertwined. 

Furthermore, aspects of Japanese appearances in films are diverse 

and multiple according to the time, subject, and purpose of the 

production. At first, Japanese actors/actresses in Korean films in the 

1940s participated as a supporting role, but they got bigger roles 

later. Also, usually, they appeared as Japanese, but sometimes they 

acted Korean characters in films. On the contrary to this, Korean 

actors/actresses sometimes played Japanese roles, as well. The 

Japanese characters in films had in common. They were usually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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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sincere, with strong will and patience. Also, by accompanying 

with the main Korean character, they had a great influence on 

him/her. Of course, depending on the gender and race, there are 

also differences and discriminatory tendencies among the characters. 

Reviewing the aspects of Japanese in the 1940s’ Korean feature films 

will be a way not only to understand the specificity of the colonial 

Joseon cinema, but also to lead to various research tasks.

Key words 

: Colonial Joseon Cinema, Korean Film in the 1940s,

Actor/Actress, Role, Representation, Japane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