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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초기 남북한 영화계에서 굵직한 족적을 남긴, 영화사적으로 매우 주

목되는 감독이 있다. 바로 윤용규이다. 그는 해방기와 전쟁기를 통틀어 

남한과 북한 양쪽에서 영화 연출 활동을 경험했던 유일한 감독으로 기

록되어 있다.

윤용규는 남한에서 <마음의 고향>(1949)을 통해 영화감독으로 입문했

다. 이 작품은 함세덕의 희곡 <동승>(1939)을 각색한 것으로, 당시 “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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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조선영화의 최고봉의 신기록을 지은 수작”1)이라 평가받으면서 1949

년 ‘서울특별시 제2회 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이승만 대통령 역시 부인과 

함께 경무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2) 뿐만 아

니라 이 영화는 1950년 프랑스 영사관의 감수를 받아 ‘프란시 날프’ 영화

사의 <꿈 속의 노래>라는 작품과 최초로 한불(韓佛) 문화 교류 상영의 대

상이 되었다.3) 수도극장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950년 6월 1일부터 

<마음의 고향>을 재상영 하였으며4) 영화는 대만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으로도 수출이 기획되었다.5) 

6 ․ 25 발발 직후 활동 무대를 북한으로 옮긴 그는 전쟁 시기에 <소년빨

찌산>(1951),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1952)을 연출한다. 한국전쟁 시기

에 제작된 북한의 극영화가 5편 남짓함을 고려해볼 때 그가 북한에서도 

연출력을 인정받았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다. <소년빨찌산>은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는 소년 영웅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이다. 이 

작품은 1952년 6월 북경에서 열린 ‘제6차 국제영화축전’에서 ‘자유를 위

한 특별상’을 수상하며 북경의 13개 극장에서 상영되었다.6) 뿐만 아니라 

이 영화는 이듬해 중국에서 열린 ‘신년 경축 특선’에서도 북한 영화로서는 

유일하게 채택된 바가 있다.7) 

이렇듯 윤용규 감독이 남 ․북한 영화사에서 지니는 위상은 매우 각별

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와 그의 작품

 1) 이태우, <조선영화의 발전>, ≪경향신문≫, 1949.1.6.

 2) <영화 ｢마음의 고향｣ 대통령부인에 감명>, ≪경향신문≫, 1949.1.30.

 3) <은막을 통한 한불친선-처음 교환되는 양국영화>, ≪동아일보≫, 1950.4.12. 

 4) <영화 ｢마음의 고향｣ 파리진출환송공영>, ≪경향신문≫, 1950.6.7.

 5) <영화 ｢마음의 고향｣ 일본서 상영기획>, ≪경향신문≫, 1950.2.28.

 6) 유우(2016), ｢한국전쟁기 중국에서의 북한영화에 관한 연구｣, �현대영화연구�25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59쪽.

 7) 유우, 위의 논문, 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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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편이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남한에서는 그가 <마음의 고

향> 단 한 작품만을 남겼을 뿐인 데다가 월북한 전력까지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1960년대 단행된 문화 예술인에 대한 대

규모 숙청 사업에 휘말리게 된 일을 계기로 그와 그의 작품들이 논의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감독한 개별 영화들을 다룬 연구 사

례는 간간히 있었다. <마음의 고향>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임신희의 논

문8)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마음의 고향> 텍스트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지만, 영상 자료가 아닌 시나리오와 희곡 <동승>의 

비교를 통해 두 텍스트 간의 매체적 차이를 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소년빨찌산>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 연구로는 함충범9), 한상언10), 유

우11)에 의한 논문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이전까지 제대로 소개되

지 않았던 <소년빨찌산>과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행하

고 있으나, 전적으로 그것은 한국전쟁기 북한영화사 서술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던 바, 논의와 고찰의 범주가 감독론과 작품론으로까지는 연결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작품 분석 또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고는 식민 지배와 해방, 민족 간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라는 역사적 

변동 속에서 윤용규 감독의 영화 인생이 어떠한 동선을 그려 갔는지를 

 8) 임신희(2009), ｢함세덕의 희곡 <동승>과 시나리오 <마음의 고향>의 비교 분석｣, �겨

레어문학�42호, 겨레어문학회, 277-301쪽.

 9) 함충범(2006), ｢한국전쟁이 북한영화에 미친 영향 연구-반미구국(反美救國) 논리와 

반미사상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2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43-269쪽.

10) 한상언(2011), ｢6.25전쟁기 북한 영화와 전쟁 재현｣, �현대영화연구�11호, 한양대학

교 현대영화연구소, 281-308쪽.

11) 유우, 앞의 논문, 239-2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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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다보고, 한국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남한과 북한에서 제작된 그의 연

출작 <마음의 고향>과 <소년빨찌산>을 분석의 주된 대상으로 삼아 서사, 

주제, 형식적 측면에서 두 작품이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방기와 전쟁기라는 특수한 시

대적 배경 하에서 분단 체제를 구축하게 된 남북한의 정치적 환경이 윤용

규 감독 영화에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윤용규 감독 특유의 연출 기법이 

이들 작품에 어떻게 공유되어 있는지에 관해 탐구하려 한다. 이는 학술적

으로 중요성을 띰에도 불구하고 간과되어 왔던 윤용규와 그의 작품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작업의 시도이자 이를 매개로 하여 그 동안 단절되었

던 한민족의 문화사를 연결시켜 보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2. 역사의 굴곡과 윤용규 영화 인생의 궤적

전술한 바대로, 윤용규는 남한에서는 월북 문화인, 북한에서는 숙청

의 경험자로 치부되어 왔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영화계 나아가 문화계 

내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그에 관한 양질의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12) 따라서 그의 작품 활동 및 영화 텍스트

12) 일례로, 2003년 개최된 ‘제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북한 영화 7편이 상영되었다. 

윤용규가 연출한 <신혼부부>(1955)도 그 중 하나였다. 하지만 당시 언론에서는 <신혼

부부>의 감독을 ‘주동진’이라 표기하였다.(<북한 영화 7편 부산서 상영 추진>, ≪중앙

일보≫, 2003.10.1) 부산국제영화제의 고(故) 김지석 프로그래머 역시 당시를 회상한 

글에서 <신혼부부>의 감독이 ‘윤룡구’라고 말하고 있다.(김지석, <[스무 살 BIFF, 뜨거

웠던 순간들] 19. 또 다른 전쟁 ‘프린트 반입’>, ≪부산일보≫, 2015.5.7. <http://news 

20. 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508000001>(검색일 

: 2017.12.5)) 또한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에서도 ‘윤룡구’라는 항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을 만큼,(｢윤룡구｣,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www.kmdb.or.kr/ 

vod/mm_basic.asp?person_id=00127457>(검색일: 2017.12.9)) 남한에서 윤용규 감

독은 제대로 된 이름과 필모그래피조차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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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기록물과 자료들을 발굴 ․정리하여 종합적으

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2004년 남한에서 발간된 �한국 영화감독 사전�에는 윤용규가 1913년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일본의 유력 영화사였던 도호(東宝) 연출부에 입

사한 1939년 이후 그의 본격적인 영화 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서술되어 있

다.13) 그런데, 도호영화사 측의 기록에 따르면 윤용규(일본명:하루야마 

준(春山潤))는 이미 1937년 <항구는 바람풍(港は浮気風)>(1937)에서 ‘감

독보조’ 업무를 수행한 바 있었다. 이어 <고지마의 봄(小島の春)>(1940)

과 <오히나타 마을(大日向村)>(1940)에서 ‘조감독’을, 그리고 <내 사랑의 

기록(わが愛の記)>(1941)에서 ‘연출조수’를 담당하였다.14) 제작회사도 

도호가 아닌 ‘도쿄발성(東京発声)’으로 나와 있는데, 다만 배급사는 모두 

‘도호’라고 적혀 있다. 요컨대, 윤용규는 영화제작사 도쿄발성을 통해 

1937년 일본영화계에 발을 들였으며15) 2년 뒤 조감독을 거쳐 연출조수로

서 입지를 다져 갔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이와 같은 일본영화계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가 일본

의 유력 영화인들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데 있다. 우선, 4편의 영화는 

모두 유명 영화감독 도요타 시로(豊田四郎)에 의해 연출되었다. 아울

러, <항구는 바람풍>의 각본은 도요타 시로와 호흡을 이어 왔던 핫타 나

오유키(八田尚之)가 맡았으며, 원작이 존재하는 나머지 세 작품의 각색

은 일본의 유명 시나리오 작가 야기 야스타로(八木保太郎)가 담당하였

13) 김종원(2004), �한국 영화감독 사전�, 국학자료원, 403쪽.

14) ｢スタッフ․キャスト:春山潤(はるやまじゅん)｣, 東宝オフィシャルサイト, <https://www. 

toho.co.jp/library/system/people/?43844>(검색일 : 2017.12.11)

15) 한편, 위키피디아 일본판에는 윤용규가 도쿄배우학교(東京俳優学校) 출신이라고 기

록되어 있다. 이에 따른다면, 그의 도일(渡日) 시기는 늦어도 도호에 입사하기 수년 전이

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https://ja.wikipedia.org/wiki/北朝鮮映画>(검색일: 20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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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1940년대 들어 이들이 식민지 조선영화(계)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점이 중요하다.16) 특히 1943년에 이르면 이들 모두 조

선영화계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때 윤용규 또한 조선의 영화 제작사 통

폐합의 결과로 1942년 9월 29일 설립된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

사에 소속되어 연출 담당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17) 1942년 �영화연감

(映畫年鑑)�에 실려 있는 ‘영화제작 종사자 등록명부’ 상에서는 그의 이

름을 찾아 볼 수 없는 바,18) 그가 조선영화계로 활동 무대를 옮긴 것은 

1942년과 1943년 사이이며 그 계기는 일본영화인과의 인맥에 따른 것

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나아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윤용규 

감독이 조선영화계에서 활동을 개시하게 된 기저에는 결국 ‘일제말기’

라는 역사적 토대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제가 그 이

후 시기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게 적용됨은 물론이다. 

해방 이후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영진이 쓴 회고록을 통

해서이다. 오영진은 해방 직후 다양한 예술인들이 모여 토론을 벌이던 

장에 대해 서술하는데 여기에서 윤용규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16) 먼저 야기 야스타로는 1930년대 말부터 여러모로 조선영화계와 인연을 맺고 있었다. 

1939년에는 고려영화협회 제작, 최인규 ․ 방한준 감독의 <수업료(授業料)>(1940)의 각

본을 쓰는 한편, ‘전일본영화인연맹(全日本映画人連盟)’의 역원 자격으로 조선을 방문

하여 ‘조선영화인협회’ 임원들과 만나기도 하였다. 이는 일본영화인연맹의 ‘조선지부’

로서 조선영화인협회의 위치 설정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함충범(2017), ｢194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 시나리오 작가의 영화 활동 연구｣, �동양학�67집, 단국대

학교 동양학연구소, 56쪽.) 도요타 시로와 핫타 나오유키의 경우, 사단법인 조선영화

제작주식회사의 창립작으로 기획된 <젊은 자태(若き姿)>(1943)의 연출과 각본을 담당

하게 되었다. 

17) 1943년 7월 11일 시점에는 제1제작과 ‘연출보조’로(<京城主要関係者名簿>, ≪映画旬

報≫, 1943.7.11., p.54), 1943년 10월 10일 시점에는 ‘연출과원’으로(高島金次(1943), 

�朝鮮映畵統制史�, 朝鮮映畵文化硏究所, p.137) 표기되어 있다. 한편, 당시 사단법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 촉탁 자리에는 야기 야스타로의 이름이 올라 있기도 하다.

18) 日本映画協会 編(1942), �映畫年鑑 昭和17年�, 大同社, pp.7-22~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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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동 큰 길에서 조곰 떨어진 아담한 이재명의 집에는 한 때, 조선영화

주식회사에 관계하던 평론가 백철, 영화감독 윤용규, 소설가 정비석, 연

극인 안영일, 전평중앙집행위원이며 일본공산당원인 문두재 등이 늦도

록 모여 있었다. 그들은 간단한 주안을 앞에 놓고 끊임없는 논쟁이며, 장

래의 포부를 말한다. 조선영화와 연극의 장래를 논하고, 영화인을 위하여

는 촬영소를, 연극인에게는 극장을 주어야 한다. 이것을 단시일 내에 획

득하기 위하여서는 정치, 정치, 정치.19)(강조-인용자) 

해방 직후 영화계는 “영화의 제작, 배급, 흥행과 같은 보통의 영화 활

동이 아닌 조직을 세우고 강령을 만들어 영화운동을 했던 정치 활동이 

우선시”20)되었다. 이에 따라 윤용규 역시 당시 예술인들과 함께 혼란스

러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영화계를 대표하는 협회로는 ‘조선영화건설본부(영건)’가 있

었다. 하지만 이내 영건 내에서는 “조영파와 비조영파의 갈등, 좌익계의 

소장 영화인들과 기성 영화인들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21) 

이에 따라 영건에 참여하지 않은 소장 영화인들은 추민을 중심으로 

1945년 11월 5일 ‘조선프롤레타리아영화동맹(프로영맹)’을 조직한다. 

이윽고 영건과 프로영맹은 1945년 12월 16일 ‘조선영화동맹(영화동

맹)’으로 통합된다. 표면상으로나마 이것은 좌우 이념을 가리지 않은 최

초의 영화인 조직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화합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였

다. 영화동맹의 헤게모니는 사실상 좌익 영화인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

이다. 이후 1945년 12월 16일부터 1945년 12월 25일까지 열린 ‘모스크

바 삼상회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신탁통치 문제가 쟁점화되어 국내 정

치 동향이 요동치던 가운데 영화인들 역시 좌우익으로 분열되었다. 이

19) 오영진(1952), �소군정하의 북한 :하나의 증언�, 중앙문화사, 38쪽.

20) 한상언(2013), �해방 공간의 영화 ․ 영화인�, 이론과 실천, 16쪽.

21) 한상언, 위의 책,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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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기로 조선공산당과 영화동맹 사이의 관계를 몰랐던 많은 우익과 

중간파 영화인들은 영화동맹이 반탁에서 친탁을 지지함에 따라 영화동

맹을 탈퇴하기 시작했고, 결국 1946년 8월 20일 제1회 정기 영화인대회

를 전후하여 영화동맹은 좌익영화인들이 그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22) 

이어 미군정이 공산당을 불법이라고 규정함에 따라 1946년 11월 23

일 합법적 정당 활동을 위해 ‘남조선노동당’이 조직된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영화동맹 역시 탄압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

다. 결국 영화동맹은 각 지부별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

라 영화동맹은 1946년 12월 24일 서울시 지부를 결성한다. 위원장으로

는 이재명이, 부위원장으로는 서광제가 선출되었다. 이때 윤용규도 이

기성, 김소영 등과 함께 집행위원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이후 1948년 8월 단독 정부가 수립되며 남한에서는 남로당의 무장 투

쟁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좌익에 대한 대대적

인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영화동맹 역시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23) 

한편 북한에서는 1947년 ‘북조선국립영화촬영소’의 건립이 시작되며 서

울에 편중된 영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화 등을 내세워 대대적인 홍

보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좌익 계열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영화인들이 자연스레 월북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윤용규의 경우,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남한에서 1949년 함

22) 한상언, 위의 책, 86쪽. 

23)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북한 측의 기록을 참고해볼만 하다. “윤룡규는 미제와 

리승만을 반대하는 진보적 예술인의 대렬 속에서 진정한 민족 영화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제 강점 하의 남반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도 없었

고 진보적 내용을 가진 영화를 창작할 수도 없었다. 미제와 리승만 도당이 얼마나 야수

적인 탄압을 가하였는가는 윤룡규가 ≪마음의 고향≫을 창작했던 때 리승만의 경찰이 

항상 촬영 현장을 따라 다니고 녹음실에 도사리고 앉아 영화인들의 일거일동을 감시하

였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박철, <서정적 수법이 탁월한 공훈

배우 윤룡규>, ≪조선예술≫, 1957.8.,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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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덕의 <동승>을 각색한 <마음의 고향>을 통해 감독으로 데뷔하게 된다. 

이 작품은 동서영화사의 사장이던 이강수가 ‘곽일병’이라는 필명을 통해 

각색하였으며, 이를 다시 윤용규가 윤색한 후 제작이 이루어졌다. 대강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사미승 도성(유민 분)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어머

니를 매 해마다 기다린다. 그러던 중 죽은 아들의 49재를 지내기 위해 한 

미망인(최은희 분)이 절을 찾는다. 도성은 그녀로부터 어머니의 정을 느낀

다. 미망인 역시 도성에게 애틋한 감정을 느끼며 그를 입양하고자 한다. 

하지만 미망인과 도성이 서울로 떠나기 직전 도성이 털부채를 만들기 위해 

새를 죽인 것이 밝혀지며, 주지승(변기종 분)의 반대로 인해 도성과 미망

인은 이별하게 된다. 이후 도성은 과거 한 여인과 교환했던 염주를 확인해

보고 자신이 만났던 사람이 친모(김선영 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결

국 도성이 짐을 싸서 서울을 향해 떠나면서 영화는 막을 내린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영화는 종교적 색채와 서정적 이야기, 그림 같

은 영상미를 통해 흥행과 비평 양면에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

나 서울에서 이 작품의 재상영이 이루어진 직후 뜻하지 않은 ‘대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민족 최대의 비극’이라 일컬어지는 한국전쟁의 발발

이 그것이다.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윤용규의 개인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

쳤다. 그의 월북이 바로 전쟁 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24) 이에 관한 

과정과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나,25) 확실한 것

24) <죽음의 세월 (38)>, ≪동아일보≫, 1962.5.15.

25)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영화 연구자 ‘몬마 다카시(門問貴志)’는 ‘키시 토미코’와의 인

터뷰를 통해 윤용규의 ‘납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키시 토미코는 닛카츠(日活) 영

화사 등에서 편집을 배웠으며 ‘만주영화협회(滿洲映畵協會, 이하 만영)’에서 활동하던 

도중 일본의 패전을 맞이한 인물이다. 이후 만영은 중국 공산당 정권 하에서 ‘동북전영

제편창(東北電影制片廠, 이하 동북전영)’으로 개편되었다. 그녀는 이 곳에서 북한 영화

의 제작을 도왔다고 한다. 동북전영에서 그녀가 처음 담당했던 북한 영화는 윤용규의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1952)이었다. 이 영화를 촬영할 당시 윤용규는 그녀에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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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윤용규가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비록 남한에 남아 있기는 하였지만 

비교적 긴 시간동안 영화동맹에서의 활동을 이어 갔다는 사실이다. 더구

나 월북 이후 그는 <소년빨찌산>(1951),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1952), 

<빨찌산처녀>(1954), <신혼부부>(1955) 등을 통해 전례 없이 영화 연출 

작업에 매진했다.26) 

<소년빨찌산>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하순, 미군에게 

일시적으로 ‘재점령’ 당한 한 마을을 배경으로 설정하며 소년들의 영웅

적 빨찌산 투쟁을 그린다.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을을 점령한 

미군들은 아녀자를 희롱하고 마을 사람들을 학살하는 등 만행을 저지른

다. 인민군 소속인 큰아들의 위치를 말하라는 경찰대장(독은기 분)의 말

에 귀남의 어머니(문예봉 분)은 저항을 하고,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결

국 목숨을 잃고 만다. 귀남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다가 동

료들과 함께 투쟁을 할 것을 결의한다. 이후 소년들은 영웅적 활약을 벌

이고 마을 역시 인민군대에 의해 해방을 맞이한다.

<향토를 지키는 사람들>은 유엔군 측에게 수복당한 강원도 고성을 배

이 북한으로 오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6 ․ 25 당시 마을에 찾아온 북한군 병사들은 북으

로 가고 싶은 사람은 20분 내로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용규는 집으로 돌아가 

준비할 시간도 없고 가족과 만날 시간도 없었다. 이미 <마음의 고향>으로 명성을 얻은 

그였지만 좌익 인사로 낙인 찍혀 정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었던 그는 ‘어쩌면 북한이 

더 좋은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 하에 병사들을 따라 나섰다고 한다. (몬마 다카시, 

<초창기 북한 영화와 일본인>, ≪조선일보≫, 2000.12.15. <http://cinema.chosun. 

com/site/data/html_dir/2000/12/15/20001215000093.html>(검색일 : 2017. 

12.5.))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경위로 북한으로 가게 된 윤용규

의 경우를 두고 ‘납북’으로 단정할 수 있느냐에 관한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을 것으로 

여겨진다. 1950년 5월 18일 ≪자유신문≫의 기록에 따르면 서울영화사가 창립 4주년을 

기념하여 윤용규를 감독으로 한 <하얀 쪽배>를 제작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

영화사서 ｢하얀 쪽배｣ 제작>, ≪자유신문≫, 1950.5.18.)

26) 추가로, 1959년 <춘향전>을 감독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임향란(2010), ｢조선영화 

<춘향전>과 한국 특집드라마 <향단전>의 비교문학적 고찰｣, �우리어문연구�38호, 우

리어문학회,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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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으로 ‘인민 유격대원’들의 투쟁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이고, 휴전 다음

해에 나온 <빨찌산처녀>는 인민군의 ‘전략적 후퇴 시기’였던 1950년 하

반기 한 농촌 마을을 무대로 설정하여 전선의 후방에서 영웅적인 투쟁

을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27)

재차 말하건대, 한국전쟁 시기 북한에서 제작된 예술영화(극영화)는 

총 5편에 불과하다. 그 중 2편의 작품이 윤용규의 연출에 의해 제작되었

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는 동시기 북한에서 역시 그의 연

출력에 대한 평가가 높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전쟁 이후의 행적을 살펴보자. 윤용규는 1955년 조선문학예술총

동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발탁되고, 1964년에는 중앙위원이 된

다. 같은 해 그는 조선영화인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및 조선문학예

술총동맹 중앙위원이 되고, 배우로도 활동을 하며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는다. 하지만 이를 끝으로 그는 ‘복고주의자’라는 오명을 쓰고 매장당

해 한동안 영화계에서 물러나게 된다.28) 이는 1967년을 전후로 한 이른

바 ‘갑산파 숙청 시기’에 많은 예술인들이 자리를 떠나야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만하다.29)

27) <신혼부부>의 경우, 한 부부가 전후 복구 사업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그에 대한 해소

의 과정을 뮤지컬 형식을 가미하며 경쾌하게 묘사한 영화이다. 

28) <(16)국가훈장받은 문정복>, ≪중앙일보≫, 1986.4.8.

29) 윤용규의 많은 작품에 등장했던 문예봉은 자서전을 통해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

한다. “나는 주체58(1969)년 6월부터 촬영소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때로 말하

면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영화부문에서는 영화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바야흐로 영화혁명의 새로운 

전환적시대가 펼쳐지던 그때 촬영소를 떠나야 하는 내 마음은 참으로 괴롭기 그지없었

다. 하지만 일단 결정된 일이니 어쩌는수가 없었다.” (문예봉(2013), �내 삶을 꽃펴준 

품�, 문학예술출판사,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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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의 반영 양상

살펴본 바대로, 윤용규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그리고 전쟁과 분단을 

겪으며 굴곡진 삶을 살았다. 특히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 굉장히 큰 분기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30) 전쟁을 겪으며 가족

과의 이산을 뒤로 한 채 그가 월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그

는 이념적 토대와 체제적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진 상태에 놓였고, 이로 

인해 그의 영화적 성향 또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1949년 남한에서 제작된 <마음의 고향>과 1951년 북한에서 만들어진 

<소년빨찌산>을 비교하건대, 이들 영화 속에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환

경이 얼마만큼의 농도와 강도로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에서 극명한 차이

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음의 고향>에서는 이념적 지향이 드러나거나 정치적 성격이 묻어

나 있는 요소를 발견하기 어렵다. 북한측에 따르면 주인공 동승이 억압을 

받다가 자유를 찾아 절을 탈주하는 것이 곧 “미제의 압제하에서 신음하는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 감정이며 또 당시의 작가 자신의 생활 감정”31)이라

고 한다. 그러나 윤용규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월북을 택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견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

다. 전체적으로 영화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연(緣), 동심과 모성, 자연의 

이치와 생명의 숭고함, 구도적 자세와 의지의 실행 등 인간과 세상에 대한 

보편적 시각이 관조적이고 서정적으로 펼쳐져 있다. 산 속 암자를 배경으

30) 물론 해방 역시 한국사와 윤용규 개인사를 관통하는 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식민지 시기 윤용규는 주로 일본영화계에서 경력을 쌓았고, 1943년 경에는 조선으로 

건너와 영화 활동을 지속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영화인 조직에 몸담은 채 문화 운동에 

참여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 그는 어느 정도 연속성을 지닌 채 영화적 활동을 이어 갔다

고 볼 수 있다.

31) 박철, 앞의 글,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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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동승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영화 전반에 걸쳐 종교적 색채가 

퍼져 있기는 하나, 그것이 당위적이거나 교훈적이지는 않다. 그렇기에 

이 작품에서 특정한 역사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뽑아내는 일조차 쉽지 않

다. 요컨대, 이 영화는 지극히 탈이념적이다. 제작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듯하다. 

이러한 특징은, 이 영화의 원작인 1939년 작 함세덕의 희곡 <동승>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알려진 바대로, 희곡 <동승>의 작

가는 함세덕이다. 이 작품 이외에도 그는 <산허구리>(1936), <해연>(1940), 

<낙화암>(1940), <서글픈 재능>(1940), <심원의 삽화>(1941) 등을 집필

하였다. 이들 작품을 통해 그는, “식민지 시대 말기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낭만적 정서에 기반을 둔 사실주의 극”32)을 창작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

다. 그의 작품에 낭만적인 분위기가 흐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시대성과 

정치색이 탈각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서 나온 평가라 할 만하다. 

희곡 <동승>에서 발견되는, 시대성과 정치색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요소

들을 매개로 <마음의 고향>과의 대비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승>은 주인공 ‘도념’의 이름의 기원을 설명하는 장면에서 고

구려 시대의 ‘을지문덕’ 이야기를 삽입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피

력하고 있다.33) 또한 극의 초반부에는 동학 농민 운동을 대표하는 인물인 

‘전봉준’을 상징하는 노래가 삽입되는데 이러한 점 역시 흥미로운 부분이

32) 권영민(2013),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638쪽.

33) 주지 : (조용히 그러나 엄숙히 문답조로) 내가 언젠가 이 산의 옛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지.

도념: (한 마디 한 마디 똑똑히) 네. 수나라 대군이 고구려를 쳐들어와 을지문덕이란 

장군이 나아가 막던 때였습니다.

…중략…

도지:그때 화살을 맞구 쓰러져 가면서 종을 치든 병사두 이 절 사미승이였구 이름도 

도념이었느니라. (한국극예술학회(1999), �한국현대대표희곡선집 1�, 월인,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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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 그 노래는 바로 ‘새야 새야 파랑새야’인데, 이는 전봉준이 교수형을 

당한 후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이다.35) 이를 통해, <동승>이 검열을 피하

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낭만적 ․서정적인 색채를 띠는 동시에 을지문덕과 

전봉준 등 역사적 인물들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이면적으로는 민

족주의적인 색채를 가미했다고도 볼 수 있다.36) 반면, <마음의 고향>에

서는 정치적, 시대적 의미가 대폭 소거된다. 주인공의 극중 이름은 ‘도념’

에서 ‘도성’으로 변경되었으며, ‘을지문덕’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나 

‘새야 새야 파랑새야’와 관련된 장면들도 영화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둘째, <동승>은 어머니를 상실한 상황을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1930년

대 후반 일제말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깨닫게 한다. 이를 위해 극의 계절

적 배경은 겨울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마음의 고향> 속 도성은 

설날에 찾아올 어머니를 기다리며 “아직도 다섯 달이나 남았는데…….”라

는 말을 한다. 즉 영화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7월 무렵으로 상정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원작이 겨울이라는 계절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암

울한 정서 역시 사라진다. 이를 통해 영화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소년의 

마음, 혹은 소년에 대한 미망인과 친모의 애틋한 감정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들에 초점을 맞춘다. 

34) 초부의 아들 인수, 새 꾸러미를 허리에 차고 느름치기를 들고 소리를 하며 들어온다.

인수: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수 울고 

간다. (원내로 들어가려고 한다) 

…중략…

동리 어린애들 한 패가 산문에서 나와 인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비탈길로 나란히 

내려간다. 도념, 나무에 가 기대서서 동리 아이들을 멀거니 바라본다. 무슨 설움이 복바

치는지 나무에 얼굴을 파묻고 허희(歔欷)한다. (한국극예술학회, 위의 책, 305-306쪽.)

35) 동학농민운동 당시 일본군이 푸른색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파랑새는 일본군을, 녹두

밭은 녹두장군 전봉준을, 그리고 청포 장수는 백성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통념이다. 

(윤일수(2009), ｢인문치료적 관점에서 바라본 식민 상황의 ‘알아차림’ -함세덕의 <동

승>을 중심으로｣, �드라마 연구�31호, 한국드라마학회, 168쪽.)

36) 윤일수, 위의 논문,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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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화에 나타난 ‘서울’의 표상 역시 주목할 만하다. <동승>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은 ‘대웅보전(大雄寶殿)’이나 ‘약사당(藥師堂)’보다 수 

십 배나 큰 ‘대궐’이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이는 을지문덕, 전봉준 등의 

위인들을 상기시키며 독자로 하여금 민족의 왕실을 상상토록 만든다. 

하지만 영화에서 묘사된 서울의 이미지에서는 민족적인 의미가 탈각되

어 있다. 극중 미망인은 도성에게 서울에서 같이 살 것을 제안한다.37) 

‘양복’, ‘학교’ 등으로 표상되는 <마음의 고향> 속 서울 이미지는 <동승>

에서의 그것과는 의미를 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의 결말 부분 분

위기 또한 달라진다. 원작 희곡에서는 도념이 무작정 어머니를 찾아 속

세로 떠나는 과정에서 비애, 고독 등이 풍겨진다면38) 영화에서는 도성

이 서울로 향하는 길의 이미지와 함께 희망찬 분위기가 연출된다. 

[그림 1] 희망에 찬 ‘도성’의 표정 [그림 2] 서울(속세)로 떠나는 길

37) 미망인 :서울 가면 너 하고픈 대로 다 해줄게. 양복도 사주고 학교에도 보내주고.

도성 :대학교가 제일 높은 학교라죠?

미망인 :대학교 아니라 그 보다 더한 데라도 보내주지.

38) 김재석은 이를 ‘여운을 위한 떠남의 결말’로 분석하면서, ‘결말부의 곳곳에 극적장치

를 부가해 둔 점’, ‘초부가 들어본 중에서 가장 슬픈 저녁 종소리’, ‘도념이 떠날 무렵에 

내리는 눈’, ‘소념이 선택한 비탈길’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함세덕의 의도를 읽어볼 수 

있다고 말한다. (김재석(1998), ｢<동승>이 지닌 대중극적 성격의 의미｣, �어문론총�32

호, 경북어문학회, 10-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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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영화 <마음의 고향>은 주체 제시의 차원에서 민족주의적 담

론보다는 더욱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와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

다. 그러면서 이 작품은 시대적, 정치적 색채를 탈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년빨찌산>의 경우, <마음의 고향>과는 전혀 다르게 ‘민족해방 전

쟁’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원쑤 격멸’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기반으로 지

극히 정치적인 요소들을 전면에 부각시킨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영화

는 전 부분에 걸쳐 등장인물에 대한 명확한 선악 구도 및 유형화 전략을 

취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서사의 구조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시

각적 이미지를 통한 화면 구성 방식으로도 이어진다. 

첫째, 영화에는 ‘전선과 후방’의 투사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 유형

을 이루며 등장한다. 극중 박기훈이나 길룡과 같은 이들은 적에 맞서 투

쟁하는 영웅적 인물로 형상화된다. 소년들의 경우 각자의 자리(후방)에

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한다. 인순 역시 교환실에서 근무하며 암구호를 

빼돌리고 통신선을 끊어놓는 등 후방에서 투쟁을 벌이는 인물로 그려진

다. 결국 영화 말미에 이들은 당 위원장을 통해 그 공로를 인정받게 된

다. 영화 속에서 이러한 ‘대중적 영웅주의’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승환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총기를 훔치려다 적발된 뒤에도 배후

가 누구인지에 대해 결코 누설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결국 총살을 당한

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다른 소년들에게 각성을 촉발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영화의 결말은 인민군이 마을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전쟁 시기 북한 ‘예술영화(극영화)’ 제작에 대해, 김일성은 “조국

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전선과 후방에서, 도시와 농촌에서 용감히 싸우

고 있는 우리 인민의 대중적 영웅주의와 숭고한 애국심을 진실하게 형상

함으로써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을 불굴의 혁명 정신과 최후 승리

에 대한 확고한 신심으로 튼튼히 무장시”킬 것을 강조한 바 있다.39) 이러

한 지침에 따라 북한의 영화인들은 전쟁 개시 후 “원쑤 격멸을 위한 성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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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무비의 희생성과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는 영웅적 인간의 전형

을 창조하는데 력량을 집중”40)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던 바, 영화를 통해 

나타나는 인물 설정의 특성 역시 그 일환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둘째, <소년빨찌산>에는 명확한 악인 캐릭터들이 갈등을 유발하고 (중

심)인물들에게 시련을 가하며 등장한다. <마음의 고향>의 경우를 떠올려 

볼 때, 이러한 특징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마음의 고향>에는 

특정한 악인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도성에게 덫 놓는 법을 알려주어 문제

의 원인을 제공하긴 하나 항상 도성을 생각해 주는 초부, 남편과 나머지 

자식을 잃고 의지할 데 없어 도성을 돌려달라고 미망인에게 애원하는 그

의 생모, 도성을 항상 엄하게 꾸짖지만 내심 염려하는 주지 스님에 이르기

까지, 영화 속 인물들 중에서는 철저히 악인으로 묘사된 이가 특별히 시야

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소년빨찌산> 속에는 ‘로버트’, ‘경찰대장’, ‘강태식’ 등

이 전형적인 악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로버트는 미국을 표상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평화와 마을의 

치안을 위해 힘쓰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을 학살하는 일까지 스스럼없이 자행한다. 그는 경찰대장과 

강태식을 하수인으로 부리고 있으며, 전세가 불리해지자 차를 타고 도망

가다가 빨치산들이 설치한 폭탄에 의해 최후를 맞이한다. 경찰대장은 길

룡에게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모진 고문을 가하며 결국 길룡과 귀남의 

어머니를 총살하는 장본인으로 나온다. 또한 로버트의 지시에 따라 노동

당원의 가족을 ‘사돈의 팔촌까지’ 죽이려 하며, 총을 훔치려던 승환을 체

포해 고문을 하기도 한다. 그는 결국 빨치산들과 총격전을 벌이다 부상을 

입고 그들에게 총살당한다. 강태식의 경우 일제시대에는 일본사람에게 

39) 김룡봉(2013), �조선영화사�, 사회과학출판사, 79쪽.

40) 김룡봉, 위의 책, 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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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했고, 공산정부 시대에는 공산정부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또한 미군

이 마을을 점령하자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협조한다. 마을 사람을 대상으

로 한 연설 장면 등을 통해 민족의 반역자로 공분을 사며 비난의 대상이 

된다.41) 이렇듯 <소년빨찌산>은 긍정적 성격의 영웅적 인물들 반대편에 

로버트, 경찰대장, 강태식으로 대표되는 전형성을 띤 악인들을 배치함으

로써 극적 긴장감과 주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 한다. 

셋째, 영화를 둘러싼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은 작품 곳곳에 배치된 

인물, 소품, 공간 등 장식적 요소들을 통해 시각 이미지로도 전시된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로 그려지고 있는 강태식의 경우, 의상 설정이 

눈에 띈다. 로버트를 처음 접견할 때 그는 양복 차림을 하고 있다가 마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로버트의 연설장에서는 한복을 차려 입고 나온다. 

이를 통해 시류에 따라 (옷)색깔을 바꾸는 ‘박쥐’와도 같은 그의 면모가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로버트의 연설이 끝나고 난 뒤 박수를 치는 강

태식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러한 뚜렷

한 악인 인물의 설정을 통해 영화는 ‘미 제국주의’와 ‘민족 반역자’에 대

한 투쟁이라는 주제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극중 주요 인물이 위치한 공간 속 상징물을 통해 더욱 구

체성을 띠게 된다. 영화에서 미 제국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인 로버트의 

집무실에는 성조기가([그림 3]), 민족 반역자를 대표하는 인물인 경찰

대장의 집무실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다.42)([그림 4]) 미국과 남한을 나

타내는 이러한 상징적 도상은, 이들이 입고 있는 제복 표상과 함께 명확

한 ‘적’의 이미지로 구축된다.43)

41) 시나리오 및 영상 화면상에 그의 최후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42) 이와 같이 소품을 활용한 공간의 구분은 월북 영화 미술가 윤상열과의 협업으로 인한 

특징이기도 하다. (한상언(2013), ｢영화미술가 윤상열 연구｣, �현대영화연구�16호, 한

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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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중요한 것은, 이들 상징물이 극적 전개 과정에 따라 당위적으로 변화된

다는 점에 있다. 즉, 인민군에 의해 마을이 해방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성

조기와 태극기가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그림 5]) 그리고 레닌의 초상

화([그림 6])로 대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두말할 필요 없이, 핵심적 인

물은 김일성이다. 이에, 영화 말미에서 ‘당 위원장’은 김일성 장군의 지시

에 따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말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영화는 궁극적으

로 민족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을 영웅적으로 신비화하고, 사람들의 충

성심과 애국심을 자극해서 ‘조국 해방’에 투신할 것을 설파한다. 한국전쟁

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1인 권력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북한 특유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할 때 지극히 당연한 영화적 귀결이라 할 만하다. 

이와 같이, 불과 2년이라는 시간차로 제작된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과 <소년빨찌산>은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의 반영 양상에 있

어서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즉, 전자는 원작 희곡 곳곳에 곁들

여져 있는 민족주의적 요소를 소거하면서까지 시대성과 정치색을 탈각

시키는 반면, 후자의 경우 ‘민족해방 전쟁’이라는 시대적 특수성 하에서 

‘반미구국’이라는 정치적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노출시킨다. 

여기에는 2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한국전쟁 발발’이라는 전대미문의 

‘민족 비극’의 사건이 놓여 있었다는 사실과, 두 영화가 각각 남한과 북

43) 영화에서 미국(자본주의)의 이미지는 술에 취하고 담배에 찌들어 있는 방탕하고 무

절제한 미군들의 모습을 통해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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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라는 이질적인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근본적

인 원인으로 자리한다. 

그럼에도, <마음의 고향>과 <소년빨찌산>을 완전히 다른 결을 지닌 작

품으로 단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마음의 고향>의 경우, 이 작품에서 

시대성과 정치색을 (의도적으로) 제거하였다는 점 역시 감독의 입장에서

는 하나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남한

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식되는 과정에서 인권 유린과 민족 탄압을 

수반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였던 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러한 

때에 오히려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지 않거나 이로부터 아예 거리를 두는 

것이 또 다른 정치적 반응이었다고도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44)

4. 인물형의 설정 및 이미지의 재현 방식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음의 고향>과 <소년빨찌산>은 서로 다른 시

대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을 기반으로 하며 차이들을 나타내고 있다. 한

편으로 두 작품은 한 감독에 의해 연출되었으며 그 시기의 차이 또한 2

년으로 그리 길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인물형의 설정과 이미지의 재현 

방식에 있어 여러 공통점도 드러내고 있다. 

44) 함세덕이 <동승>을 통해 ‘민족’을 이야기한 것은 ‘일제’라는 존재에 간접적으로 대항

하기 위한 차원에서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거치며 ‘민족주의’는 “한 백성

인 국민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산주의에 대항한다.”1)라는 ‘일민주

의’로 귀결된다.(박찬승(2016), �민족 ․ 민족주의�, 소화, 235쪽.)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족주의적 색채를 지우고 인간의 보편적 감정에 집중한 윤용규의 영화적 기법은 별도

의 정치적 선택으로 독해될 여지를 남긴다. 물론 여기에는 제작자 이강수(곽일병)가 

시나리오 초안을 작성하고 윤용규가 그것을 다시 각색했다는 점, 이 작품이 윤용규의 

첫 작품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가 해방 초기 영화 조직 활동을 한 경력을 지니고 있었다

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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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마음의 고향>과 <소년빨찌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소년과 어머니의 관계가 서사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마음의 고

향>의 도성과 <소년빨찌산>의 귀남은 영화의 주인공 소년으로서, 모두 

어머니라는 존재를 매개로 하여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마음의 고향>에서 도성은 주지승에게 새를 살생했던 일을 들키고 만

다. 더군다나 죽은 새들을 숨긴 곳은 미망인이 49재를 지내던 법당 뒤 

벽장이다. 이로 인해 미망인이 도성을 입양하여 함께 서울로 떠나기로 

한 계획이 좌절되고 만다. 미망인이 떠난 뒤 허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를 보내던 도성은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친모가 절에 찾아온 적이 있다

는 사실을 듣게 된다. 무엇인가를 눈치 챈 도성은 과거 미망인과 함께 있

던 한 여인과 교환한 염주 알 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 곳에는 자신의 

친모를 상징하는 빨간 연꽃이 그려져 있다. 그토록 기다리던 자신의 어

머니가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음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에 도성

은 흐느낀다. 하지만 그는 마냥 슬퍼한 채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결국 

도성은 다음 날 절을 떠나 서울로 발길을 옮긴다.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제목에도 반영되어 있듯, <소년빨찌산>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계기

로 빨치산으로 성장하는 ‘귀남’이라는 한 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

화이다. 물론 이 영화에는 창룡, 승환, 호민, 병철 등 주변 인물들도 등

장한다. 이들은 하나같이 미군이 붙인 벽보를 훼손하는 등 빨치산 활동

을 열심히 수행한다. 그러나 귀남은 이들과는 달리 미군에게 적극적으

로 저항하지 않는다. 이로써 그는 투쟁을 벌이는 어른 같은 동지들에 비

해, 미처 성장하지 못한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듯 보인다. 그

러던 중 귀남은 자신의 형 길룡이 인민군 군관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와 

함께 경찰대에 끌려가게 된다. 그런데 그곳에서 길룡은 끝까지 비겁하

게 죽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어머니 역시 길룡과 마찬가지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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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막까지 절개를 지키다가 결국에는 경찰대장이 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고 만다. 쓰러진 어머니 곁에서 귀남은 극심한 절망을 맛본다. 어머니

의 상실을 겪은 귀남은 그러한 계기를 통해 오히려 진정한 투사로 거듭

난다. 동지들과 모인 귀남은 자신이 나약했음을 고백하고 그 뒤부터는 

빨치산 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크게 보면, 이는 

<마음의 고향>에서 미망인과 친모의 상실을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

하는 도성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 

한편, <마음의 고향>과 <소년빨찌산>은 주인공 소년이 어머니를 그리

워하는 부분에서 환상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출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분모를 지닌다. 해당 장면은, <마음의 고향>에서는 아이리

스 숏으로, <소년빨찌산>의 경우 디졸브 기법으로 처리되어 있다. 

꿈 등을 매개로 한 환상적인 서사 장치는 동양의 각종 예술 장르에서 

매력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를 통해 시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

을 뿐 아니라 어떠한 재현이든 시도되고 용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상

은 “불교적 용어로 ‘실체가 없는 것’, 즉 가상, 변화, 허무 등을 마치 있는 

것으로 보는 것, 또는 보이게 하는 인간의 정신작용을 통칭하는 것으로 

풀이”45)되는데, 즉 불교에서 말하는 환상은 ‘현실이 현상처럼 덧없어 

실체가 없음’을 뜻한다. 이는 자칫 허무적 감성을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

겠으나, <마음의 고향>과 <소년빨찌산>의 주인공은 감상성에 매몰되지 

않고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앞날에 대한 

희망을 전달한다. 

<마음의 고향>에서는 원작에 비해 소년과 어머니의 감정적 관계가 크

게 부각된다. 극중 불경을 외우던 도성은 흰색 털부채를 가지고 있던 미

망인을 잠시 떠올린다.([그림 7]) 이로 인해 불경을 암송하지 못하게 된 

45) 김미령(2010), �환상성 연구 :몽유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문학들,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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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은 주지승에게 꾸지람을 듣게 된다. 이후에도 도성은 털부채, 그리

고 빨간 연꽃이 보인다는 염주를 떠올리며 끊임없이 어머니라는 존재를 

상기하고 어머니와의 재회를 염원한다. 한편, 잠이 든 도성은 꿈속에서

나마 드디어 친모를 만난다.([그림 8]) “어머니는 왜 하얀 털부채를 안 

가졌서우?”라는 도성의 질문에 그녀는 “네가 맨들어 주면 갖지.”라고 대

답한다. 이에 도성은 “꼭 만들어 드릴게요, 응?”이라며 그녀와 약속을 한

다. 이러한 무의식 속 대화가 있었기에 도성은 결국 살생을 범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망인을 따라 서울로 떠나려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아이리스 화면이 끝나면서 잠에서 깬 도성은 어머니를 

부르짖지만 이내 그녀가 부재함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환상이 <마음의 고향>에서 도성이 절을 떠나는 직접적인 이유

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성을 서울로 떠나게 하는 동인이 어머

니임은 틀림없다. <마음의 고향>은 환상적 장치를 활용해 어머니로 인

한 도성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7] 미망인에 대한 환상 [그림 8] 친모에 대한 환상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바탕으로 현실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도, 아니 전시 상황에서야말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소년빨찌산> 역시 극한의 위기 상황 속에서 희망적 장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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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이를 극복할 만한 계기를 제공한다. 영화 속 귀남은 어머니의 죽음

을 목격한 뒤 커다란 충격을 받고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말할 수 없는 절

망감을 느끼며 정처 없이 거리를 걷다가 자리에 앉는다. 그런데 이때, 

그의 주관적 시점으로 비추어진 화면은 곧 디졸브 기법을 통해 과거에 있

었던 ‘5 ․ 1절 장면’으로 전환된다.([그림 9], [그림 10])

[그림 9], [그림 10] ‘귀남’의 시야에서 디졸브되는 현실과 과거

화면에 펼쳐진 5 ․ 1절 축제 장면에서 귀남은 합창을 하기 위해 무대로 

올라서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미소를 짓는다. 길

룡과 함께 서 있던 어머니도 귀남을 보고 미소를 보낸다. 허나 여기까

지. 장면은 다시 영화 속 현재로 회귀하고, 현실로 돌아온 귀남은 어머

니의 상실을 재확인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귀남은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자각과 그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음으로써 본격적인 투쟁의 길에 뛰어든다. 이후에도 그는 동료들과 

단결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가능한 방식으로 투쟁을 벌이는데, 이러한 

활약상이 결국에는 인민군이 다시 마을을 수복하는 낙관적 결말의 서사

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과 <소년빨찌산>은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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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주인공 소년이 자신의 어머니의 부재를 인식하는 것을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영화 속 어머니가 상실의 대

상이 됨은 물론이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적 

매개가 되기도 한다. 

이에, 두 영화에서 모두 어머니의 이미지가 인물의 ‘의상’이라는 특정

한 미장센 요소를 통해 표상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마음의 고향>

에서 미망인의 시어머니는 다양한 유색 옷을 입고 있는 데 반해 미망인

과 도성의 친모는 모두 흰 옷을 착용하고 있다. 이는 순수한 모정을 상징

하며, 도성이 앞으로 성장하면서 채워 나가야 할 여백을 상징하기도 한

다. 또한 이는 절의 주지승이 검은 색 옷을 입고 있는 것과도 대조된다. 

미망인과 주지승, 혹은 친모와 주지승이 대립하는 장면에서 그들이 입

고 있는 의상의 색채 대비는 곧 가족/타인, 긍정/부정, 심지어는 선/악

의 이항적 구도를 연상케 한다. <소년빨찌산>에서도 유사한 연출 방식

을 찾아볼 수 있다. 귀남의 어머니는 만신창이가 된 큰아들 길룡을 마주

하고 경찰대장에게 저항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귀남의 어머니가 입고 

있는 흰 옷은 경찰대장의 제복과 대조를 이루며 그녀의 고결한 이미지

를 강조한다. 그럼으로써, 그녀의 죽음은 마치 적과의 투쟁의 결과이며 

아들의 각성을 동반하게 되는 순교(殉敎)적 행위와도 같이 포장된다. 

아울러, 이미지의 재현 방식에 있어 <마음의 고향>과 <소년빨찌산>

의 중요한 공통점 중 하나는 오프닝 시퀀스와 설정 숏이 효과적으로 활

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음의 고향>의 오프닝 시퀀스에서는 한 인

물이 “마음의 故鄕”이라는 책을 한 장씩 넘기는 방식을 통해 제작진과 

배우들의 이름이 제시된다. 책 안에는 목탁, 불상, 사찰 등 불교적인 색

채가 강한 이미지들이 배열되어 있다. 이윽고 영화는 자연 풍경과 암자

의 모습을 패닝으로 제시하면서 서사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감독은 영

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암시한다. <소년빨찌산>의 첫 장면에는 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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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격에 의해 불길에 휩싸인 마을 이미지들을 배경으로 크레디트가 겹쳐

져 나온다. 이어서 화면에는 “1950년 10월 하순 조국 해방 전쟁의 제2단

계”라는 자막과 더불어 대열을 지어 이동하는 사람들이 익스트림 롱 숏

으로 비추어진다. 이를 통해 영화는 서사 속 공간적 배경과 시대적 상황

을 제시하는 한편 관객에게는 슬픔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나

아가 ‘적’들에 대한 투쟁의식을 고무시킨다. 

[그림 11] <마음의 고향>의 오프닝 시퀀스 [그림 12] <소년빨찌산>의 오프닝 시퀀스 

이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건을 전후하여 남

한과 북한에서 제작된 윤용규 감독의 <마음의 고향>과 <소년빨찌산>이 

담고 있는 서사 및 주제는 확연히 차이가 있을지언정, 도입 부분에서부

터 이미지를 통해 전체적인 이야기와 분위기를 압축하여 제시한다는 점

에서는 공통적인 연출 방식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번 장에서 다룬, 두 영화가 공유하는 인물형의 설정 및 이미지의 재

현 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소년과 어머니라는 인물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두 작품에서 소년은 모두 순백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어머니를 상실함으로써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

인다. 둘째, 소년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과정에서 영화에서는 환상성

을 강화하기 위한 연출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인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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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무상함이나 허무감보다는 오히려 낙관과 희망을 발산한다. 셋째, 

이러한 것들이 의상 등의 미장센과 도입 부분의 인서트 장면 등을 통해 

시각화되어 드러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화적 특징은 상당부분 ‘윤용규 감독론’이라는 학

술적 프레임 내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특수한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 환경에 노출된 채 그것들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음에도, 계속

해서 영화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스타일을 지켜갈 수 있었던 원동력

은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5. 결론

1960년대 이후 윤용규의 행적을 살펴보자. �조선영화� 1965년 4월호

에 나운규에 대한 찬사 섞인 회고를 실은 것을 빌미로 협동농장으로 추

방되었던 문예봉이 복권된 것을 계기로, 그 역시 1980년 제작된 <춘향

전>을 통해 다시 메가폰을 잡게 되었다. 이 작품에는 문예봉이 ‘월매’ 역

으로 출연한다. 

그리고 1984년 5월 22일, 윤용규는 여배우 ‘인민배우’ 칭호를 받은 문

정복과 함께 ‘국기훈장’ 1급을 수여받았다. 그 이유는 “온 사회를 주체사

상화 하는 역사적 위업에서 연극 영화 예술인으로서 지녀고 있는 자기

의 임무와 책임에 충실했”46)다는 데 두어졌다. 하지만 실상 그 원인은 

다른 데에 있었던 듯하다. 즉, 약 1개월 전인 1984년 4월 19일 있었던 최

은희와 신상옥의 기자회견이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47) 그런데, 

46) <(16)국가훈장받은 문정복>, ≪중앙일보≫, 1986.4.8.

47) 이 자리에서는 최은희와 신상옥의 북한 거주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홍콩에서 남한의 여배우 최은희가 납치된 것은 1978년 1월 14일, 

그녀의 전 남편이자 유명 영화감독 신상옥이 납치된 것은 동년 7월 19일의 일이었다.



34  한민족문화연구63

배우 지망생이었던 최은희를 최초로 연극 무대(극단 ‘아낭’)에 데뷔시켜 

연기자의 길을 열어준 이가 문정복이었고, 윤용규 또한 다름 아닌 <마음

의 고향>을 통해 최은희를 영화배우로서 일약 스타로 부상시킨 인물이

었던 바, 1960년대 이후 영화 현장에서 물러나 있던 이들의 복권은 김정

일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있던 최은희의 영향력에 의해 성사된 일이라

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후 다시 영화계로 돌아온 윤용규는 1986년에 

<가야금에 깃든 사연>을 추가로 연출하기도 하였으나, 그 이후의 행적

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48)

이러한 윤용규의 삶의 궤적 역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볼 수 있

을 것이다. 휴전 이후에도 냉전 구도 및 분단 체제라는 시대적 배경과 이

에 따른 정치적 환경이 개인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에 그러하

다. 한편으로, 영화 제작을 비롯한 문화 ․예술 작품의 구현 과정에서 창

작가의 개성은 어떠한 식으로든 작품 속에 묻어나 있을 터이다. 이에, 

향후에는 논의의 범주를 넓혀 <소년빨찌산> 이후의 윤용규 감독 영화들

에 대해서도 치밀한 분석의 작업과 심도 깊은 고찰의 과정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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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와 관련하여, 1986년 3월 13일 오스트리아 빈의 미국대사관으로 최은희와 신상옥

이 탈출을 성공한 사건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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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남한과 북한에서 제작된 윤용규 감독 영화에 대한 비교 연구

-<마음의 고향>(1949), <소년빨찌산>(1951)을 중심으로-

이준엽 ․함충범

일본에서 영화 공부를 한 윤용규는 해방 이후 남한의 혼란스러운 정

치적 상황 속에서 감독으로 데뷔한다. 또한 그는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

에서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시기’ 영화 연출을 담당하게 된다. 이렇듯 역

사적 굴곡과 윤용규의 삶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의 초기작인 <마음의 고향>과 <소년빨찌산>을 검토해보면 ‘이념의 반

영’이라는 측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우선 <마음의 고향>의 경우, 원작인 <동승>과는 달리 민족주의적 색

채를 지우고 있다. 계절 또한 겨울이 아닌 여름으로 바뀌었으며 서울에 

대한 표상 또한 달라졌다. 이에 따라 영화는 원작과 달리 인간의 정서와 

심리 등 보편적인 가치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대적, 정치적 색채를 탈

각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소년 빨찌산>은 정치적 의도에 따라 ‘대중

적 영웅’과 악인 캐릭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소품, 공간 등을 통

해 그러한 요소들을 강화한다.

단, 해방 직후부터 6 ․ 25전쟁 시기까지 각 이데올로기가 대립을 벌이

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윤용규가 <마음의 고

향>을 통해 정치적인 색채를 지우고 있다는 것 역시 또 다른 하나의 정

치적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다.

두 작품은 차이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해방’과 ‘전쟁’

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이 각 영화를 관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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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론적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곧 ‘소년’과 ‘어머니’라

는 인물의 형상화와 그들의 관계 설정,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의 재현 방

식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핵심어 : 윤용규, 마음의 고향, 동승, 소년빨찌산, 북한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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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lm of

Yun Yong-kyu in South and North Korea

- <A Hometown in Heart>(1949), <The Young Partisan>(1951) -

49)Lee, June-yeob
*

․ Ham, Chung-beom
**

Yoon Yong-kyu, who studied film in Japan, makes his debut as 

a director amid chaotic political situations in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And he worked in North Korea during the Korean War. 

In other words, the historical ridges of the Korean Peninsula, Yoon 

Yong-kyu's life, and his works are all linked. Comparing his early 

work, <A Hometown in Heart>(1949), and <The Young Partisan> 

(1951), it shows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reflection of ideology.

<A Hometown in Heart> has no nationalistic describe in it, unlike 

the original play. The seasons have changed from winter to 

summer, and the meaning of Seoul has changed. In other words, 

the movie removes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meaning of the 

movie, showing human emotions. <The Young Partisan>, on the 

other hand, clearly presents the characters ‘Hero’ and ‘Bad’.

However,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at the ideological conflict 

between the left and right sides was serious on the Korean 

 * HANYANG UNIVERSITY

** HANY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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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nsula right after liberation. In other words, Yoon Yong-kyu's 

disappearance of political colors could also be another political 

choice.

The two films are not just different. Although the historical 

uniqueness of ‘liberation’ and ‘war’ penetrates each film, the two 

movies nonetheless have common features. A typical example of 

t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oy and the mother in each 

films.

Key-words : Yun Yong-kyu, A Hometown in Heart, The Young Monk, The Young 

Partisan, North Korean Fil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