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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논문은 해방 이후부터 최근까지 발행된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사 관련 단행본

과 논문 등을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삼아, 일본인 관련 서술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관한 전체적인 양상을 시기 순으로 종합, 정리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해방 후 한국에서는 민족 중심, 국가 중심의 영화사가 구축되는 가운데 일본인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도 필자 개인의 기억이 재구성되고 관련 내용이 (무)의식적으

로 선택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에는 그 질서가 흔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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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펼쳐지면서 민족-국가 영화사에 균열이 생기기도 

하였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는 포스트 콜로니얼이라는 학문적 흐름 속에 

한국영화사 분야에서도 ‘식민지 조선영화’ 연구가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일본인 

관련 내용의 비중도 커져 갔다. 이어 2010년대 이후 최근 학계에서는 식민지 

조선영화(계)와 연관된 일본인에 관한 연구가 시대, 지역, 부문, 영역별로 이전

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여전히 연구 상의 문제가 존재하는 

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어

: 한국영화사, 일본인, 식민지 조선, 민족주의, 탈식민주의

1. 서론

굳이 한국영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상을 내놓는 등의 

다소 거창한 실용적 목표를 두지 않더라도, 한국영화계의 지나온 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궤적을 그려보는 일은 나름의 의의를 띤다고 하겠다. 나아가 

그동안 비평계나 학계 등에서 한국영화사를 어떠한 관점 및 방향 하에 

소개 혹은 설명해 왔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최초의 연쇄극 의리적 구토

(1919)가 나온 지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여러 각도 상으로 

시도해 볼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한반도에 활동사진活動寫眞이 유입된 때를 기준으로 120여 년간의 

과거를 되짚어보건대, ‘한국영화사韓國映畵史’는 결코 한국/한국인이라는 

단일 국가와 민족으로 형성 구축되지 않았음이 어렵잖게 확인된다. 해방과 

동시에 불어 닥친 분단의 여파로 인해 1945년부터 ‘남한영화사’와 ‘북한영

화사’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영화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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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의 존재는 보통의 외국인과는 달리 단순한 ‘타자’에게는 부여될 

수 없는 상당히 높은 위상을 점한 바 있었다. 특히 1910년부터 35년 동안의 

식민 통치 기간을 지칭하는 ‘일제강점기’에 그 정도가 현저히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언론 지상 혹은 학술 분야에서 관련 언급이나 연구 

등이 적지 않게 행해져 오고 있으나,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국영화사 서술에

서 일본인에 관한 소개 및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살펴본 예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기실, 역사학에서조차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활동을 한 일본인을 ‘재조일본인在朝日本人’으로 특정화한 

뒤 이들에 대한 연구 성과를 망라하여 종합적으로 탐색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대 이후의 일이었다. 이규수(2011),1 이형식(2013),2 전성현(2015)3 등의 

학술논문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만하다.4 문학 예술을 주축으로 한 문화사 

연구 영역에서는 2000년대 중후반에 국문학계에서 ‘친일문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개괄한 조진기5 김명인6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그 범주를 

확대하여 ‘이중어문학’ ‘한반도 식민지 일본어 문학’에 관한 연구 성과를 

1 이규수, ‘재조일본인’ 연구와 ‘식민지수탈론’ , �일본역사연구� 33(일본사학회, 2011). 

2 이형식, 재조일본인 연구의 현황과 과제 , �일본학� 37(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3). 

3 전성현, 식민자와 식민지민 사이, ‘재조일본인’ 연구의 동향과 쟁점 , �역사와세계� 48(효원

사학회, 2015).

4 이규수의 경우 “재조일본인은 ‘제국’과 ‘식민지’의 접점에서 그들이 갖는 ‘근대성’과 ‘식민성’

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로, 지금까지 재조일본인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루어졌다”면서도 한국에서의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산, 인천 

등 개항장 관련 단행본 및 논문을 예시로 든다. 이규수, 앞의 논문, 144~145쪽. 

5 조진기, 1940년대 문학연구의 성과와 한계 일제말기 친일문학 논의를 중심으로 , 
�우리말글� 37(우리말글학회, 2006). 

6 김명인, 친일문학 재론 두 개의 강박을 넘어서 , �한국근대문학연구� 1-17(한국근대문

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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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논문이 각각 국문학계에서 노상래,7 일문학계에서 정병호8 등에 의해 

나오기도 하였다. 한편, 기타 예술 분야의 경우 관련 연구 성과를 정리한 

글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일본인과의 관계 양상을 다룬 학술 활동이 문학 

분야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을 일차적인 이유로 떠올릴 

수 있겠다. 

영화 분야의 경우, 문화사 연구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에서는 문학 

분야와 공통분모를 가지면서도, 작품 속 일본어보다는 영화계에서 활동한 

일본인에 관한 개별 연구가 월등히 많다는 점에서는 역사학 내의 여타 

분야들과 유사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일본’과 연관된 한국영화사 

서술에서 개별 텍스트가 핵심적인 대상으로 자리한다는 점에서 문학 분야와 

궤를 같이하는 동시에 그 비중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사 연구에 대한 틀과 방향 설정 등에 문학사 연구의 

경향이 일정 부분 기준점을 제공하는 한편 영화 분야에서 활동한 일본인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언론 군사 등 여타 역사학 내 하위 분야에도 중첩적으

로 속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사에서 일본인의 활동은 초기부터 있었지만, 그 

비중과 양상은 부문별로, 또한 시기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1930년대 

중후반을 지나 중일전쟁의 장기화와 전선戰線의 확대, 태평양전쟁 발발

(1941) 등으로 점철되는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조선과 일본의 공간적 

경계가 무색하리만큼 양자 사이의 영화 교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면에서,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재조일본인’이라는 개념9 

7 노상래, 일제하 이중어문학의 연구 성과와 기대 효과 , �어문학� 102(한국어문학회, 2008). 

8 정병호, 한반도 식민지 일본어 문학 의 연구와 과제 , �일본학보� 85(동국대학교 일본학

연구소, 2010). 

9 이형식은 재조 일본인을 “조선총독부 조선군 의회 내각 군부 원로 천황 등의 정치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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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범주10가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도 한다. 실제로 식민지 

조선영화(계)에 관여한 수많은 일본인들 가운데 일부는 조선에 생활 터전을 

둔, 다시 말해 ‘세대론’을 기준으로 ‘식민 1세대’나 ‘식민 2 3세대’ 중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이들이었다. 이러한 데에는, ‘활동사진活動寫眞’ ‘영화映畵’ 

등의 용어 자체가 일본으로부터 수용된 것들이라는 사실이 말해주듯, 영화

의 태생적 속성인 ‘국제(적 전파)성’이 자리한다. 아울러 그 제작-배급-상영

이 종합적이고도 집단적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도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식민지 조선영화계에서 활동하거나 조선영화(계)에 관여한 일본

인들은 다수이었을 뿐 아니라, 재조 일본인이라는 ‘소집합’ 안에 일률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곤란한 다양한 소재지와 경력, 업종과 직위에 있던 자들이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국영화사 서술에서 이들에 대한 상세

한 정보가 정리, 제공되거나 체계적인 분류화 작업이 시도, 수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글의 서두에서 밝힌 이유 및 취지 하에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사에서의 일본인 관련 서술의 동향과 과제를 탐구하려는 바, 이제껏 

문학과 역사학 등에서 실천되어 온 연구(사)의 흐름을 시야에 넣으면서도 

영화(학)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관련 사항 또는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심도 깊은 논의를 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론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최근까지 발행된 한국영화사 관련 단행본과 논문 등을 분석의 주요 대상으로 

들”과 함께 “조선통치정책에 영향을 미쳤던 지배 블록”, 즉 ‘식민지지배권력(일본제국주의)’ 
가운데 하나의 구성 요소로 설명한다. 이형식, 앞의 논문, 246쪽. 

10 재조 일본인을 1876년 부산의 개항 이후 “‘아래로부터의 조선 침략’을 감행”한 세력으로 

규정하는 전성현의 경우, 이들에 대한 구분이 단순하게 조선 ‘진출’과 ‘정착’시기를 기준으로 

한 ‘세대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비판하면서 직업 계급 지역 젠더 등에 따른 ‘수평적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를 역설한다. 전성현, 앞의 논문, 3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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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 일본인 관련 서술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에 관한 전체적인 양상을 

연대기 순으로 종합, 정리하고, 결론 부분에서는 현실적 문제 및 향후 과제를 

고찰, 제시하고자 한다.

2. 민족-국가영화사의 구축과 균열

1) 기억의 재구성과 (무)의식적 선택 

해방 후 한반도에서는 과거 식민지 시기보다는 ‘현 시점’의 문제 및 당면 

과제를 둘러싼 영화 담론이 활발히 개진되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좌/우익의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동시에 민족국가 수립을 향한 다양한 

정치 집단 간의 세력 갈등이 격화되고 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여타 문학 예술계의 경우와 다름없이 영화인들 대부분이 ‘친일’ 

전력前歷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할 만하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미군정기 문교부 예술과장 직에 있던 영화감독 안철

영은 1946년 5월 26일자 �서울신문�을 통해 ‘조선영화 30년사’를 약술略述

하였다. 그는 해방 이전 조선영화의 역사를 ‘제1기 활동사진과 무성영화시대’, 

‘제2기 발성영화시대’, ‘제3기 국민영화시대’로 구분하였는데, 특히 제1기

에서는 ‘초창기’의 “무수한 예술가들” 속에서도 “일개의 선각자이며 관객의 

심리를 사로잡”은 영화인으로서 나운규를 지목한다. 한편으로 제2기에서

는 발성영화로 ‘전환된 계기’에 대해 “중일전쟁의 발발”로 “외국영화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진 것과 더불어 “조선영화가 일본인과 제휴하여 일본시장

을 노린 것”을 드는데, 그럼으로써 이후 조선영화는 “일본영화의 사생아”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다.11 

하지만, 당시 영화계 내에서 식민지 시기 만연되어 있던 친일 행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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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 진술과 진솔한 반성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신에 최인규의 

사례가 말해주듯, 일제말기 적극적인 작품 활동을 펼친 주요 영화인이 

본인의 작품 의도 및 의미를 전도시키거나 자신의 행위가 순전히 일제의 

탄압 혹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항변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일본인과의 교류 및 관계 양상 역시 그들의 기억 장치를 

통해 다분히 재구성되었음은 물론이다.12 

이와 같은 영화인의 개별 체험을 바탕으로 한국영화에 대한 공적公的 

역사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신문, 잡지 등 일상적 출판 

매체의 지면에 이따금씩 간략한 소개 정도를 시도해 온 1950년대까지의 

관행을 넘어 한국영화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서술을 선보

인 안종화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가 쓴 �한국영화측면비사�(춘추각, 1962)

는 한국영화의 역사를 ‘전사시대: 미명의 전설’, ‘과도기: 새 아침의 진통’, 

‘본격기: 개화는 꽃구름 속에’, ‘난숙기: 아롱무늬 영롱히’, ‘약진기: 토오키의 

전성시대’, ‘수난기: 광풍 속에 이지러져’ 등 모두 여섯 시기로 구분하고 

순서별로 6, 7  8, 6, 5, 4장의 하위 목차를 둔 뒤 다시 그 안에 복수複數의 

절들을 배치한다. 총 138개의 절로 구성된 이 책에는 안종화가 직간접적으

로 경험한 영화인들이 망라되었는데, 그 중에는 조선인뿐 아니라 일본인의 

이름도 포함되었다. 가령 ‘과도기’ 내 ‘2장 조선키네마주식회사 탄생’ 속에는

11 안철영, **의 도정: 조선영화 30년을 회고하며 , �서울신문� 1946년 5월 26일자, 4면.

12 예컨대, 그는 일제강점 최말단기 社團法人朝鮮映畵社에서 자신의 연출로 완성된 소년 

지원병 홍보 영화 태양의 아이들(太陽の子供たち) (1944)과 사랑과 맹세(愛と誓ひ) (1945)

에 대해, 전자는 “일본에 보냈던 기술자를 등용함이 목적이었”으며 후자는 “일본의 권세를 

역용하여 촬영소를 만들고 일본 최대의 東寶영화에서 일류 기술자와 저명한 배우를 불러다가 

우리나라 영화인이 내일의 조성에 도움을 얻기 바라고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인규, 

10여 년의 나의 영화 자서 ‘사랑과 맹세’ , �삼천리�(복간) 1948.9.(김종욱 편, �실록 한국영화

총서(하)제1집(1903~1945.8)�(국학자료원, 200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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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日本人 왕필렬王必烈과 주삼손朱三孫’이라는 제명의 절이 들어가 있다.13 

하지만, 여타 대부분은 조선인에 관한 사항으로 채워졌으며, 내용에 있어서

도 다소 자기중심적인 면모를 보인다. 일본인에 관한 서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책에서는 1910년대부터 1920년대 초까지 조선 영화 

산업을 주도한 하야카와 마스타로나 나운규가 속해 있던 조선키네마프로덕

션에서 제작을 담당한 쓰모리 슈이치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인물로 간략하

게 소개되어 있으며,14 다카사 간초의 경우 조선인 측 영화인과 갈등 관계에 

놓인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15 �한국영화측면비사� 집필 자체가 “영화인 

전체의 총의” 하에 1961년 봄부터 준비되었으며 “우리 영화가 걸어 온 발자취

를 더듬어 본” 안종화 개인의 “진귀한 회고록”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기

에,16 일본인 관련 서술 역시 조선인과의 대립 구도라는 틀 속에서 그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은 어찌 보면 당연지사라 할 만하다.

이에, 노만은 1964년 3월 �한국영화사�를 내놓았다. 이 책은 ‘서장 영화의 

발명’, ‘제1장 활동사진의 수입’, ‘제2장 초창기’, ‘제3장 과도기’, ‘제4장 영화

13 왕필렬은 앞서 소개한 다카사 간초의 예명이고, 주삼손은 조선키네마주식회사를 시작으로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며 1920년대 영화계에서 유명 배우로 활약한 오사와 야와라[大澤柔]의 

예명이었다. 

14 나운규의 본격적 활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자의 경우 박승필의 단성사와 경쟁 관계에 

있으며 ‘잡동사니 비련의 곡 ’등을 만든 인물로, 후자에서는 당국의 검열 때문에 나운규 

대신 아리랑 의 ‘원작자’로 이름을 올린 인물로 서술되어 있다. 안종화, �한국영화측면비사�

(춘추각, 1962), 103~104 123쪽. 한편, 이 책에는 하야카와 마스타로의 이름이 ‘하야까와[早川
增次郞]’로, 쓰모리 슈이치의 조선식 이름이 金昌善이 아닌 ‘金昌根’으로 오기되어 있다.

15 관련 사항은 해의 비곡 촬영 시 일본인 촬영기사 ‘사이또오[斎藤]’가 조선인 여배우 이채전

을 추행한 일로 무대예술연구회 출신의 회원들이 취중에 항의하여 다카사 간초가 촬영기사를 

‘스또오[須藤]’로 교체하였다는 내용의 ‘섬놈의 鼓子(高佐)야!’라는 제목의 절과, 이기세에 

의해 윤백남과 김우연의 염문설이 붉어져 있을 때 윤백남이 연출한 雲英傳 (1925)이 흥행에도 

실패하여 그가 조선인들과 일본인 촬영기사 ‘니시까와[西川]’을 데리고 상경하였다는 내용의 

‘가자, 서울로 가자!’라는 제목의 절에 쓰여 있다. 위의 책, 66~67 76~77쪽 참조.

16 위의 책,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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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발아기’, ‘제5장 무성영화의 전성기’, ‘제6장 토오키 시대’, ‘제7장 

한국영화의 운명’, ‘제8장 영화의 해방’, ‘활동사진 필름 검열규칙’, ‘활동

사진영화취체규칙’ 등의 목차로 구성되었는데, �국제영화�와 �사상계�에 

게재된 노만의 원고原稿들을 “묶은” 까닭에 본문 8장 가운데 4장까지는 총 

26절에 걸쳐 153쪽 분량으로 비교적 꼼꼼히 서술된 반면 이후부터 해방기

까지는 164쪽까지 10쪽 분량으로 소략되어 있다.17 노만의 영화사 서술은 

“영화계가 한국영화사를 등한히 하고 외국인의 손(특히 일인日人)으로 약술

된 한국영화사에 의거”할 뿐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을18 전제로 

“한국초유韓國初有의 정사正史”를 지향하였으므로,19 ‘무성영화의 전성기’인 

1920년대 후반까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졌다. 그리하여, ‘제2

장 초창기’내 ‘초기의 영화제작’에 연쇄극은 물론이고 조선총독부에서 

만들어진 저축 계몽영화와 ‘정책영화’ 등이 포함되는 한편, 하야카와 마스타

로20의 ‘동아문화협회의 창립’ 및 다카사 간초의 ‘조선키네마주식회사의 

발족’에 관한 내용이 별도의 절을 통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시기에 조선영화계에서 활동한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한국영화측면비사�

이상으로 자세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노만의 영화사 서술 작업

이 철저하게 ‘민족-국가 영화사’의 틀 내에서 행해졌기 때문이다.21 

17 노만, �한국영화사�(한국배우전문학원, 1964), ‘自序’.

18 노만의 영화사 서술 작업은 이치카와 사이의 �아시아영화의 창조와 건설� 속 관련 부분의 

내용을 수용한 영화계의 행태를 비판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이었다. 이화진, ‘한국영화 

반세기’를 기념하기 1960년대 남한의 한국영화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 �대중서사연구�

24-3(대중서사학회, 2018), 92쪽.

19 노만, 앞의 책, 序.

20 ‘早川增次郞’으로 표기되어 있다. 위의 책, 18쪽.

21 노만은 1963년 여러 신문, 잡지 지면에 이와 관련된 글들을 게재하였는데, 이를 통해 

그때까지 한국영화의 효시작으로 언급되어 온 조선총독부 체신국 제작의 저축 계몽영화인 

윤백남 감독의 월하의 맹서 공개 시점이 1921년 아닌 1923년 4월 9일임을 밝히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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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사에 관한 선구적 저술 활동이 시도된 1960년대에는 과거 한국

영화의 발자취를 더듬어 기념하기 위한 영화계의 자구적 노력이 지속되었

는데, 그 결실은 ‘한국영화 50주년’을 기념하여 1969년 한국영화인협회에

서 발행된 이영일 편저의 �한국영화전사�로 모아졌다. “1962년 영협 설립 

이후 줄곧 추진해온 사업이자 “한국영화 반세기의 숙원””의 결과물인 이 

책은 이때까지의 “한국영화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최초의 영화사”로

서의 권위를 획득하였다.22 

2004년에 개정증보판으로 다시 나온 �한국영화전사�의 ‘찾아보기’(색인)

를 살피건대, 이 책에는 대략 1,500명 정도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고, 이 중에서 

외국인은 1/3가량을 차지하는 듯 보인다. 또한 외국인 가운데 95명 내외의 

일본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23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담아 한국영화사

를 집대성한 기념비적인 책 속에서, 일본인에 관해서도 이전과는 구별되게 

비교적 상세한 내용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인명 수치의 비율 

면에서 보더라도 일본인에 관한 설명은 확연히 주主가 아닌 부수적 성격을 

띤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아울러 책의 서두에 “한국영화는 초기부터 민족주

의에 대한 자각이 수반되었는데 이는 식민지의 굴레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었다.”24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바, 실제로 영화사 구성 및 

서술 방식 관련하여 �한국영화전사�는 명백하게 ‘한민족(해방 이전)-한국

(해방 이후)’중심의 민족-국가 영화사를 추구한다. 조선영화계에서 일본

박정현이 연출하고 단성사에서 제작된 장화홍련전 (1924)에 “한국영화 최초의 장편극영화”
라는 의의를 부여하며 이 작품이 개봉된 1924년 9월 5일이야말로 “한국영화의 탄생일로 

기억해야”함을 주장한다. 위의 책, 25쪽.

22 이화진, ‘한국영화 반세기’를 기념하기 1960년대 남한의 한국영화 기념사업을 중심

으로 , �대중서사연구� 24-3(대중서사학회, 2018), 109쪽.

23 이영일, �한국영화전사(개정증보판)�(소도, 2004), 444~462쪽 참조. 

24 위의 책,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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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던 일제말기에 관한 내용이 ‘제5장 탄압

통제의 절정’ 내 ‘1.조선총독부의 통제정책’, ‘2.어용단체, 통합회사’, ‘3.통합 

전후의 작품들’ 등의 구조 속에 식민지 권력과 영화인들 간의 ‘강압/협력’의 

구도로 간추려져 있다는 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민족-국가 

영화사의 형성 과정에서 한국영화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듯 여겨지는 일본인 

관련 내용을 배제 혹은 축소하는 한편 영화사적으로 제외하기 힘든 인물의 

경우 조선인과의 협력 관계 또는 경쟁 구도 속에 (재)배열시키는 것, 노만과 

이영일의 영화사 서술 과정에서 보이는 이러한 선택적 서술 방식의 근저에 

식민지 과거와 일본(인)에 대한 의식적 사고思考와 무의식적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터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한국영화사는 한동안 나름의 질서를 

견지한 채 후대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2) 질서의 요동과 논란의 대두 

�한국영화전사�의 출판으로 일단락된 1960년대 영화계에서의 한국영화

사에 대한 정리 작업 및 기념 사업은 한국영화진흥조합(1970) 한국영화학회

(1971) 영화진흥공사(1973) 한국영상자료원(1974) 등을 통해 1970년대

로도 계승되었다. 그러면서 민족-국가 영화사 서술의 관행도 별다른 전향을 

보이지 않았다. 1960년대 �한국영화전사�의 경우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 바탕에는 4차 개정 영화법(1973)에 기반한 영화 통제와 민족주의 이데올

로기의 제도화 등 ‘유신 정권’의 사회 문화적 통치 기조와 작동 체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조직된 영화사 서술의 체계는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까지도 

일정부분 유지되었다. 1980년 영화감독 유현목에 의해 집필된 �한국영화발

달사�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1997년 수정 보완을 거쳐 재발행된 �유현목

의 한국영화발달사�를 들여다보건대, 본문은 ‘제1장 한국 영화 사전史前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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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 ‘제2장 한국 영화 발생기의 특성 (제1기)’, ‘제3장 한국 영화의 모작기 

(제2기)’, ‘제4장 한국 영화의 성장 (제3기)’, ‘제5장 한국 영화의 성장 ’, 

‘제6장 토키 시대의 개막’, ‘제7장 한국 영화의 질식기(제5기)’, ‘제8장 한국 

영화 말살기(제6기)’ 등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의 기술적 내용적 발전사와 

일본에 의한 수난사라는 크게 두 가지 틀에서 연대기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책의 각 장 말미에는 ‘작품과 인물 연구’라는 제목의 절이 

두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시기별 대표작과 함께 박승필 김도산 윤백남 이

필우 이경손 안종화 윤봉춘 나운규 이금룡 이규환 등의 영화인이 소개

되어 있다. 일본인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한국 영화 말살기’

로 명명된 제8장에는 유일하게 소개되는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렇다고 책 속에 일본인에 관한 내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철저히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조선인과의 갈등 양상을 강조하는 

식의 기술記述적 특징을 보인다.25

이효인의 경우, �한국영화역사강의1�(1992)을 통해 노만 이영일 유현목

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스승들의 서술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편협성

과 주관성을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취지에서 “좌익 민족계열의 영화적 

경향에 대한 복원과 그 평가의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

였다.26 그렇기에 이 책은 �한국영화발달사�와 같이 해방 이전까지를 시간

25 대표적 사례로 다음의 글을 들 수 있다. “1923년 당시 조선극장 경영주인 하야카와[早川增

太郞]가 뜻밖에 동아문화협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오만스럽게도 우리의 고전인 �춘향전�을 

제작하였다. 이에 분개한 박승필은 즉시 단성사에 촬영부를 신설하고 한국인만의 손으로 

한국 영화를 만들자는 기획 아래 �장화홍련전�을 제작하였다.” 하야카와 마스타로에 관한 

내용은 제3장 내 ‘2.일본 상인 모리배의 跳粱’부분에서 조선키네마주식회사의 나데 오토이

치, 다카사 간초와 더불어 ‘일본인 모리배들’로 재차 소개된다. 유현목, �유현목의 한국영화발

달사�(책누리, 1997), 61 69쪽.

26 이효인, �한국영화역사강의 1�(이론과실천, 1992),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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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범주로 두면서도 그것과는 달리 1920년대 카프(KAPF) 계열의 영화 운동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제4장을 ‘카프 영화운

동의 논리와 실천’으로 두어 3장에서 이미 일부로 포함된 프롤레타리아 

영화 운동에 대한 집중적 논의를 시도한다.27 또한 그 뒤에서도 ‘제5장 

나운규의 활동과 작품세계’, ‘제6장 무성영화 후기의 조선영화산업과 영화

작품’, ‘제7장 무성영화 후기 영화검열, 사건, 산업(1926~1935)’을 통해 좌익 

계열의 영화 활동 및 환경 등에 관해 설명한다. 그 과정에서 1935년 이후에 

관해서는 ‘제8장 발성영화와 친일영화(1935~1945)’에 묶어 약술하고, 

일본인에 대한 내용은 기존의 서술을 참고하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적이라 할 만하다.28 이러한 면에서, 비록 관점은 달리하더라도 이효인 

역시 ‘민족영화’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한국영화사를 재구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서술과 궤를 같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29 

이러한 가운데서도 1980년대 들어 한국영화사 내 일본인 관련 서술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난 바 있었다. 이중거의 논문 일제하 한국영화에 있어

서의 일본인 일본자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 (�중대中大논문집� 27, 인문과학, 

1983)가 발표된 것이다. 이 글은 본론에 ‘1. 영화도입 이전의 일본영화계’, 

‘2. 우리 제작과 일본인의 활약’, ‘3. 초기 영화흥행관사정’, ‘4. 침략전과 영화’ 

등의 절을 두어 활동사진 도입기부터 일제말기까지 영화 제작, 흥행 부문에

서의 일본인의 활동상을 개괄하는 한편, 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38명의 일본

27 ‘제1장 조선에 들어온 영화필름’, ‘제2장 조선영화의 걸음마(1919~1926)’, ‘제3장 조선영화

의 본격적 전개(1926~1935)’까지는 시간 순서대로 서술을 이어간다.

28 단적으로, 본문에 이름이 소개된 일본인의 이름이 ‘인명 색인’에 모두 빠져 있다. 이효인 

앞의 책, 299~300쪽 참조. 

29 이효인은 서론에서 연구 동기에 대해 “한국 사회, 한국 민중과 깊은 사회적 관련을 맺고 

있는 영화적 미학, 민족 영화의 현실적 실천성을 담보하기 위한 역사적 계통을 찾”기 위함이

라는 점을 명시한다. 위의 책,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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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명단을 부기附記를 통해 정리한다. 논문은 목적 자체가 “일본인들의 

우리 나라 안에서 설치고 간 흔적들을 추적함으로써 이 나라 영화 앞날을 

위해서나 과거를 보는 가늠에도 도움”을 주기 위함에 두어졌다는 점에서 

여전히 민족주의적 성향을 띠기는 하나,30 한국영화사의 “시작부터가 일본

인들의 손에 의한 것이었”으며 자본, 기술, 연기, 내용, 형식 등 모든 영역에 

일본인의 자취가 남아 있음을 인정한다는 부분에서는 색다른 특징을 보이

기도 한다.31 이러한 면에서 이중거의 논문은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사 영역

에서 일본인에 관한 집중적 연구의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보다 세부적인 사안에 관한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무성영화 시기 최고의 히트작이자 해방 후 남북한에서 모두 ‘민족영화’로 

등극한 아리랑(アリラン) (1926)을 둘러싼 문제였다. 먼저 조희문이 �나

운규�(한길사, 1997)를 통해 아리랑 의 감독이 나운규가 아닌 일본인 

쓰모리 슈이치이며 영화 자체도 “항일 또는 민족의식을 담은 작품”이라기보

다는 단순한 ‘대중적 오락영화’임을 주장하였다.32 조희문은 자신의 의견을 

논문으로 간추려 그 해 12월 �영화연구� 13호에 실었는데, 이에 김종원은 

같은 학술지의 지면에 조희문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글을 게재하였다. 

김종원은 “한마디로 조희문 씨의 주장은 아리랑 이 탄생된 당시의 

사회상황과 나운규의 천부적 재능에 대해 깊은 이해없이 제한적 기록에 

30 이중거는 같은 해에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영화 활동을 중심으로 한 일제시대의 우리 

영화 흥행과 제작의 난제 (�한국학� 29, 중앙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3)를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이 글은 일제하 한국영화에 있어서의 일본인 일본자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 와 

더불어 이중거의 중앙대학교 정년퇴임 기념으로 발간된 �한국영화의 이해 1926~1990�(예니, 
1992)에 수록되었다.

31 이중거, 일제하 한국영화에 있어서의 일본인 및 일본자본의 역할에 관한 연구 , 이중거 외, 
�한국영화의 이해 1926~1990�(예니, 1992), 113 115쪽.

32 조희문, 영화 아리랑 의 재평가 , �영화연구� 13(한국영화학회, 1997),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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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함으로써 특정 영화와 인물의 존재를 왜곡시키고 폄하하는 결과 가져왔

다”면서,33 아리랑 이 나운규가 연출한 ‘차명된 민족영화’임을 재차 분명히 

하였다. 윗글 속 ‘제한적 기록’이란 아리랑 의 감독이 쓰모리 슈이치로 표기

된 �조선일보� 1926년 10월 1일자 광고와 �매일신보每日申報� 1926년 10월 

3일자 광고를 가리키는데, 김종원은 이에 반하는 ‘사료적’근거로 안종화 문

예봉 이규설 강호 김소동 등 남북한 원로 영화인들의 증언이 담긴 글들과 

나운규 스스로가 아리랑 이 자신의 연출작임을 밝힌 조선영화 고심담 

아리랑 을 만들 때 (�조선영화�, 창간호, 1936), 아리랑 제작 당시의 

‘촬영계획진행표’ 및 관련 신문, 잡지 등을 제시한다.

반면, 조희문은 논문의 첫 장에서 아리랑 과 나운규의 만들어진 ‘신화’가 

실제 ‘현실’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 뒤, ‘2. 의문과 쟁점’에서 차례로 

‘1)쓰모리[津守秀一] 감독설’과 ‘2)나운규 감독설’을 살펴본다. 여기서 그는 

나운규가 조선영화 고심담 아리랑 을 만들 때 를 쓴 1936년 이전까지 

아리랑 의 감독은 이구영 김태진(남궁운) 등이 쓴 글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한국어와 일본어 신문, 잡지에 쓰모리 슈이치로 기록 혹은 상정되어 있다가, 

나운규의 사망(1937.8.9) 이후인 1938년 11월 개최된 ‘제1회 조선일보 영화

제’를 계기로 조선에서 나운규가 아리랑 의 감독으로 인정되기 시작하였

으며34 나운규와 가까웠던 윤봉춘 김태진(남궁운) 안종화 등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그것이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소한 1960년 이후부

터 남북한 모두 아리랑 이나 나운규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이며 호의적”

인 성격을 띤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을 진단한다.35

33 김종원, 차명된 민족영화 아리랑 의 사료적 평가 , �영화연구� 13(한국영화학회, 1997), 

470쪽. 

34 조희문은 조선일보사 영화제의 개최년도를 1939년으로 오기하고 있다. 조희문, 앞의 논문, 

1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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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문의 논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다음 장 ‘3. 비교와 검증’을 통해 

나운규 이구영 윤봉춘 안종화, 북한 측 자료들의 ‘진위와 오류’를 차례로 

검증한 뒤, ‘2) 쓰모리[津守秀一] 또는 김창선金昌善’이라는 절을 통해 일본인 

쓰모리 슈이치에 관한 비교적 밀도 높은 탐색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김종원의 말대로, 조희문의 글은 쓰모리 슈이치를 “총독부의 촉탁으로

서 문화영화 촬영에 종사하다가 조선문화영화협회 대표가 된”36 쓰무라 

이사무[津村勇]와 혼동하는 등 오류를 포함하기도 하며, 결론 부분인 4장에

서는 ‘ 아리랑 의 영화사적 위상’에 대해 “나운규의 시나리오 작가로서의 

역량, 그것을 영화로 구성한 쓰모리의 연출력, 개성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성공한 나운규의 배우적 자질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결과”라는37 단선적

이고도 단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당대 문헌 자료의 실증을 

거쳐 영화계 언론계 학계에서 오랫동안 정설처럼 굳어진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영화사에서 부수적 사항으로 

치부되어 있던 일본인의 존재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200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하는 관련 담론들에 적지 않은 자극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진위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조희문과 김종원 간 ‘격론’

의 연구사적 의의는 이러한 지점에서 찾을 수 있겠다.38 

35 위의 논문, 170쪽.

36 김종원, 앞의 논문, 482쪽.

37 조희문, 앞의 논문, 179쪽.

38 한편, 김종원이 지적하듯 아리랑 의 감독이 일본인 쓰모리 슈이치일 수 있다는 의문은 

1987년 9월 2일자 �조선일보�를 통해 이미 김종욱이 내놓은 바 있었다(김종원, 앞의 논문, 

477~478쪽 참조). 김종욱은, 1996년에는 논문 영화 �아리랑�에 관한 몇가지 문제 (�공연예

술연구소논문집� 2(단국대학교 공연예술연구소, 1996))를 통해 1에서 14까지의 번호를 붙여

가며 의문점을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아리랑 필름과 대본의 현존 여부, 대본의 검열 여부, 

주제곡의 작곡(편곡)자와 최초의 가수, 독일영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1919)에 대한 모방 

여부, 아리랑 의 감독이 나운규인지 여부, 내용 중 ‘커트’ 당한 부분, 아리랑 의 ‘민족영화’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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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스트 콜로니얼의 추구, 그리고 최근의 경향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사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큰 진척을 이루게 

된 것은 2000년대 중반부터였다. 여기에는 문학, 연극 등 인접 학문 분야에서 

탈식민주의적 관점 및 학술 성과가 확산되었고 일본어 해독 능력을 갖춘 

영화사 연구자가 늘었으며 한국영상자료원의 필름 발굴 사업이 실효를 

거두었다는 점이 요인으로 자리한다.39 또한, 2000년대에는 호현찬,40 김종

원과 정중헌,41 김화,42 김미현 외,43 정종화44 등에 의해 해방 이후를 포함한 

한국영화 통사가 서술되는 한편, 동국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중

앙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의 영화학 전공 대학원 과정이 활성화되어 한국영

화사 관련 학위논문이 다수 배출되었다는 점도 배경으로 지목할 만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특히 더욱 활성화된, 중일전쟁 이후 시기 식민지 조선영

의 자격, 개봉 당시의 관객 동원 수, 주제곡 가사와 첫 해설자 등에 관한 것이었다.

39 2004년 이후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일제강점기 제작 영화들이 다수 발굴-공개되었는데, 

이 가운데 장편 극영화는 모두 12편이었다. 해당 작품은 무성영화 청춘의 십자로 (안종화 

감독, 1934)를 비롯하여, 발성영화 미몽 (양주남 감독, 1936), 심청 (안석영 감독, 1937) 

일부, 군용열차(軍用列車) (서광제 감독, 1938), 어화 (안철영 감독, 1939), 수업료(授業料)

(최인규 방한준 감독, 1940), 지원병(志願兵) (안석영 감독, 1941), 집 없는 천사(家なき天使)

(최인규 감독, 1941), 반도의 봄(半島の春) (이병일 감독, 1941), 그대와 나(君と僕) (허영 

감독, 1941) 일부, 조선해협(朝鮮海峽) (박기채 감독, 1943), 병정님(兵隊さん) (방한준 

감독, 1944) 등이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젊은 자태(若き姿) (1943) 및 사랑과 맹세(愛と誓ひ)

(1945)와 더불어 현존하는 식민지 조선 극영화는 모두 14편이 되었다( 일본어 병기 작품은 

극중 일본어가 포함된 발성영화이며, 그대와 나 이후로는 일본어 발성영화임).

40 호현찬, �한국영화 100년�(문학사상상, 2000).

41 김종원 정중헌, �우리영화 100년�(현암사, 2001).

42 김화, �이야기 한국영화사�(하서출판사, 2001).

43 김미현 책임편집, �한국영화사 開化期에서 開花期까지�(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44 정종화, �한국영화사�(한국영상자료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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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계) 관련 연구는 그 대상과 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된다. 첫째, 일제강점기 한국영화사를 집대성하거나 식민지 조선의 

영화 문화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거나 일제말기 한국영화사를 집중 조명하는 

연구이다.45 둘째, 친일영화에 대한 개념 정의 및 분류, 작품 분석과 역사적 

평가 등을 시도하거나 조선영화의 식민지적 특수성을 가늠하는 연구이다.46 

셋째, 식민지 본국 일본과 대상국 조선의 연관성과 관계망을 다각적이고 

다층적으로 규명하는 연구이다.47 넷째, 영화 정책, 제도, 산업, 회사, 인력, 

작품 등 세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영화(계)를 보다 다양하게 바라보

는 연구이다.48 이렇듯 인문학적이고도 실증적인 학문적 풍토 속에 일제강

점기 한국영화사 연구의 영역은 동아시아 문화사 연구의 차원에서 그 외연이 

넓어지고 대상과 범위도 다양화되었다. 그러면서 관련 연구는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의 형태로 확대되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이제는 그 

성과물을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만큼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영화사 서술에서 일본인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생겨났다. 식민지 시기를 대상화한 학위논문

45 단행본의 경우 김려실의 �투사하는 제국 투영하는 식민지�(삼인, 2006), 함충범의 �일제말

기 한국영화사�(국학자료원, 2008), 김수남의 �광복 이전 조선영화사�(월인, 2012), 김승구의 

�식민지 조선의 또 다른 이름, 시네마 천국�(책과함께, 2012) 등이 있다.

46 단행본의 경우 강성률의 �친일영화�(로크미디어, 2006)와 �친일 영화의 해부학�(살림터, 
2012), 주창규의 �식민적 근대성과 한국영화�(소명, 2013) 등이 있다.

47 이영재의 �제국 일본의 조선영화�(현실문화연구, 2008)의 경우, “식민지 영화(colonial 
cinema)로서 존재해왔던 조선영화가 처음으로 국가(제국 일본)와 마주친” 일제말기 조선영화

를 여러 각도에서 심층적으로 해석한다. 

48 이화진의 �조선영화 소리의 도입에서 친일 영화까지�(책세상, 2005)의 경우, “영화를 

감상만 하던 시대에서 영화를 만드는 시대로, 영화를 수입만 하던 시대에서 영화의 수출을 

고민하는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의 주변부를 자리 잡은 식민지 

조선이 당면한 문제는 조선 영화의 정체성 구성에 끊임없이 간섭했”음을 전제로 조선영화의 

발성화, 기업화, 친일화의 원인, 과정, 양상 등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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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예로 들어 보자. 190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 한반도에서 초기 활동사진 

산업 형성을 주도한 재조 일본인과 일본 자본의 영향력을 실증한 한상언의 

논문,49 1910년대와 1920년대 경성의 영화 산업, 시장 및 비평, 담론 등에 

대해 조선인/일본인 집단으로 나누어 탐구한 호시노 유우꼬의 논문,50 식민

지기 조선 무성영화의 스타일에 대해 초기 일본영화와의 연관성(연동성)에 

관한 비교영화사적 접근과 1930년대 초중반 일본 스튜디오를 경험하고 

조선으로 돌아온 영화인의 검토를 통해 살펴본 정종화의 논문,51 그리고 

193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과 조선의 비대칭적인 이중언어 상황에서 

발생한 발성영화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적 언어적 정치적 조건이 식민지 

조선영화의 자기 구성과 좌표에 미친 파급력을 고찰한 이화진의 논문52 

등이 그것이다.

연구의 여건도 좋아졌다. 2000년대에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서 

한국문화 자료총서 시리즈가,53 또한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신문기사로 

본 조선영화�(현실문화연구)시리즈가 총 7권에 걸쳐 발간된 것54에 이어, 

한국영상자료원에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식민지 시기 일본에서 간행

된 영화 잡지와 연감 등에 실린 조선영화 관련 기사 및 광고 등을 발굴 번역

49 한상언, �활동사진시기 조선영화산업 연구�(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10). 

50 호시노 유우꼬, ‘경성인’의 형성과 근대 영화산업 전개의 상호 연관성 연구 �경성일보�

와 �매일신보�에 나타난 영화 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2012). 

51 정종화, �조선 무성영화 스타일의 역사적 연구�(중앙대학교 박사논문, 2012).  

52 이화진, �식민지 조선의 극장과 '소리'의 문화 정치�(연세대학교 박사논문, 2011). 

5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일상 생활과 근대 영상매체 영화1�(민속원, 2007); 단국대

학교 동양학연구소, �일상 생활과 근대 영상매체 영화 2�(민속원, 2007).

54 2008년 1911~1917년까지를 다룬 1편이 출판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 1918~1920년까

지를 다룬 2편이, 2010년 1921~1922년을 다룬 3편이, 2011년 1923년을 다룬 4편이, 2012년 

1924년을 다룬 5편이, 2013년 1925년을 다룬 6편이, 2014년 1926년을 다룬 7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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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현실문화연구) 시리즈를 7권에 걸쳐 내놓

았고55 고려대학교 일본연구센터에서는 재조 일본인 사회의 대표적인 종합

잡지였던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와 �조선공론朝鮮公論�속 영화 관련 기사를 발

췌 번역하여 �일본어 잡지로 보는 식민지 영화�(도서출판문, 2012) 시리즈 

총 3권을 출간하였다.56 이로써 일본어 해독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연구자들 

역시 식민지 시기의 영화 관련 1차 문헌 자료를 손쉽게 참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기에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과 국회도서관(http://www.

nanet.go.kr)은 물론이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

history.go.kr), 조선총독부관보 활용시스템(http://gb.nl.go.kr), 한국언론

진흥재단 미디어가온(http://www.mediagaon.or.kr), 한국역사 정보통합

시스템(http://www.koreanhistory.or.kr) 등을 통해 온라인 상으로도 다양

한 자료를 검색하고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데이터베이스(http://www.kmdb.or.kr) 및 유튜브(http://www.youyube.

com) 채널 등을 이용하여 식민지 조선영화 관련 영상 자료를 보는 일도 

수월해졌다.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10년여 동안에는 한상언,57 정종화,58 이효인,59 

55 한국영상자료원 편역,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1�(현실문화연구, 2010); 한국영상자료

원 편역,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2�(현실문화연구, 2011); 한국영상자료원 편역,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3�(현실문화연구, 2012); 한국영상자료원 편역,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

화 4�(현실문화연구, 2013); 한국영상자료원 편역,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5�(현실문화

연구, 2014); 한국영상자료원 편역,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 6�(현실문화연구, 2015); 
한국영상자료원 편역,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7�(현실문화연구, 2016).

56 김태현 편역, �일본어 잡지로 보는 식민지 영화1�(도서출판문, 2012); 김계자 편역, �일본어 

잡지로 보는 식민지 영화 2�(도서출판문, 2012); 정병호 김보경 편역, �일본어 잡지로 보는 

식민지 영화 3�(도서출판문, 2012).

57 한상언, 일제말기 통제 영화제작회사 연구 , �영화연구� 36(한국영화학회, 2008); 한상언, 



한국영화사에서 일본인 관련 서술의 동향과 과제 ∙ 519

임다함,60 함충범61 등에 의해 식민지 조선영화(계)와 연관된 일본인에 

관한 보다 전문화된 연구 성과가 시기 지역 부문 영역별로 이전에 비해 

활발하게 배출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다양한 연구 대상을 다루고 있음은 긍정적이지만, 각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단편화, 파편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노출시킨

다. 당대 자료 발굴을 통한 정확한 실증을 기반으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한편, 역사학과 문화학을 아우르는 인문학적 사고의 

틀 속에서 한국영화사에서의 일본인 관련 서술에 대한 해석의 방향을 

둘러싼 고민을 시작해 볼 시점이라 여겨진다.

1910년대 경성의 일본영화인 연구 , �영화연구� 40(한국영화학회, 2009); 한상언, 조선군 

보도부의 영화활동 연구 , �영화연구� 41(한국영화학회, 2009) 등.

58 정종화, 한국영화사의 탈경계적 고찰 1930년대 경성 영화흥행계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영상자료원 편역,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1�(현실문화연구, 2010); 정종화, 식민지 

조선영화의 일본인들 무성영화시기 일본인 제작사를 중심으로 , 한국영상자료원 편역,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2�(현실문화연구, 2011); 정종화, 1940년대 초반 경성의 영화흥

행계 , 한국영상자료원 편역, �일본어 잡지로 본 조선영화4�(현실문화연구, 2013) 등.

59 이효인, 카프영화와 프로키노의 전개과정 비교연구 , �한민족문화연구� 41(한민족문화학

회, 2012); 이효인, 카프의 김유영과 프로키노 사사겐주[佐々元十] 비교연구 프롤레타리아 

영화운동론을 중심으로 , �영화연구� 57(한국영화학회, 2013)등.

60 임다함, 잡지 �조선공론� 영화란의 탄생과 재조선 일본인 영화문화의 태동 , �비교문학�

65(한국비교문학회, 2015); 임다함, 잡지 �조선공론� 영화란을 통해 본 재조일본인의 영화인

식 ‘변사’의 역할에 대한 동시대 일본의 영화 담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일본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6); 임다함, 재조일본인 영화 저널리즘 형성과 창작 시나리오의 등장 (한
국일본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7)등.

61 함충범, 1920년대 중반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 영화 배우에 관한 연구 , �동아연구�

34-1(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5); 함충범, 194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인 시나리오 

작가의 영화 활동 연구 , �동양학� 67(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7); 함충범, 1940년대 

식민지 조선영화 속 일본인에 관한 연구 극영화를 중심으로 , �국학연구� 35(한국국학진흥원, 
2018); 함충범, 식민지 조선영화 속 실존 인물의 표상 1940년대 초 상영된 현존 극영화를 

중심으로 , �동북아연구� 33-2(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18)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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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겨진 문제와 향후 과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영화사 내에서 일본인에 관한 내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갈수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되는 양상을 띠었고 특히 

한국에 영화가 수용된 지 100여 년이 지난 2000년 이후에는 관련 연구가 

커다란 진척이 보여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와 

향후 과제 등이 남아 있다.

첫째, 전문적 연구가 현재까지 거의 논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대상에 있어서도 시기 및 부문 등을 기준으로 단편화(혹은 파편화)되어 있다. 

세부적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겠으나, 동시에 보다 큰 틀에서 영화사적으로 

거시적이고도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면에서 올해 출간

된 이효인 정종화 한상언의 �한국근대영화사 1892년에서 1945년까지�

(돌베개, 2019)를 하나의 선례로 꼽을 만하다. 나아가 앞으로는 ‘한일 영화 

교류 관계사’를 일괄하는 학술적 작업을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영화사에 관한 명확한 기록을 위해 일본과 관련된 인명, 작품명, 

연도 등을 올바르게 통일시킬 필요도 있다. 우선 각 연구자별로, 혹은 같은 

연구자라도 각 논저별로 일본어 표기에 차이를 보이는, 정확히는 올바른 

한글 표기에 반하는 경우가 많다(예:다카사 간초[高佐貫長]). 일본어는 

한국어와 다른 발음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외래어표기법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따라 써주면 될 일이다. 또한 일본어 한자를 오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인명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데,(예:니시키 모토사다[西龜元貞]) 

오류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여 오기誤記의 반복을 막아야 하겠다. 아울러 

일본어 한자 자체가 아예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도 발견된다(예:早川增太郞

/早川松二郞). 이러한 경우는 당대의 1차 문헌 자료를 꼼꼼히 살피어 맞는 

쪽을 선택하면 될 것이다. 

셋째, ‘민족-국가 영화사’로는 전부 포섭되기 어려운 ‘사안史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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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성도 존재한다. 가령,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제작 개봉된 마지막 극영화인 사랑과 맹세(愛と誓ひ) (1945)를 두고 한국

에서는 최인규 감독의 영화로, 일본에서는 이마이 다다시[今井正] 감독의 

영화로 인정되고 있다.62 아리랑 에 있어서도 그러하거니와, 1937년 일본

과의 제휴를 통해 제작된 조선영화 나그네(旅路) 의 경우 개봉 당시 일본의 

영화잡지 등에서는 감독이 이규환이 아닌 스즈키 시게요시[鈴木重吉]로 기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없다고 보기 힘들다. 이와 관련해서

는, 한국영화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염두에 둔 채 ‘지역-문화 영화사’의 

개념을 통해 그 범주를 (재)설정하는 등의 논의를 시도해 볼 만하다.

넷째, 한국영화사에서 일본인에 관한 서술이 지나치게 일제강점기에 집중

되어 있다. 물론, 그 바탕에는 해방 이후부터 1998년까지 한일 간에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 교류 자체가 공인되지 않았으며 남북한 분단 상황이 현재까

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자리한다. 하지만 한국영화(계)와 일본

인의 교류 및 관계 양상은 해방 이후에도, 북한영화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63 

이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의 범위를 공간적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다. 가령, 제작 과정

에서 조선과 일본, 만주를 로케이션 장소로 삼고 만주영화협회와의 합작을 

시도한 고려영화협회 제작, 전창근 감독의 복지만리福地萬里 (1941)의 경

우, 일본뿐 아니라 만주 지역을 탐구의 대상으로 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한국영화(계)와의 교류 및 관계 양상을 보인 여타 국가들로 대상 

62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함충범, 도호의 특수촬영 기술과 한일 영화 교류 관계사의 

양상 , �인문학연구� 30(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8), 406~411쪽을 참고 바람. 

63 대표적인 예로 도호의 특수촬영팀이 방한하여 한국영화의 제작을 위해 기술 제휴를 한 

경우를 꼽을 만하다. 1960~70년대 있었던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위의 논문을 참고 

바람./ 한편, 북한영화사에서도 신상옥 감독의 불가사리 (1985) 제작 시 일본 기술진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등의 비슷한 사례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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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국 일본’이 아닌 궁극적으로 한국영화사의 

국제적 관계성에 대한 지평을 확장시키는 작업 또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 조선영화 군용열차 (1938)나 일본영화이면서도 조선영화인들이 

대거 제작에 참여한 이마이 다다시[今井井] 감독의 망루의 결사대(望樓の

決死隊) (1943) 등에는 일본인뿐 아니라 중국인 배역도 들어가 있었던 

바, 해당 인물의 표상 등을 탐구하는 일 또한 연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외적으로는 이경손 정기탁 등 조선영화계에서 활동하다가 

중국영화계로 무대를 옮긴 영화인들에 관한 연구를 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해방 이후에는 미국(인) 홍콩(인) 대만(인) 중국(인)을 비롯한 여타 

외국(인)과의 교류 관계의 양상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의 영역을 넓혀볼 

가능성도 상존한다.

일곱째, 한국영화사에서의 일본인 관련 서술을 위해 일본 등 외국과의 

비교 또는 협동 연구 등을 추진하는 일도 검토해 볼 사항이다.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영화사라는 커다란 틀에서 인접 국가의 영화사 연구자들과의 학술

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목표를 둘 수 있을 터이다. 2017년 12월 9일에 

개최된 한국영화학회의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도시들과 필름 커넥션: 

교차하는 욕망, 충돌하는 스크린’, 2018년 10월 6일에 열린 사단법인 아시

아문화콘텐츠연구소 및 한국외대 세미오시스연구센터 주최의 부산국제영

화제 아시아영화포럼, 2018년 11월 3일에 개최된 한국영상자료원 국제심

포지엄 ‘이데올로기와 흥행 사이: 식민지/제국 체제기 영화관, 영화문화’ 

등을 좋은 사례로 꼽을 만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거 제국/식민지 관계에 

의거하여 논의의 중심을 지나치게 일본에 두거나 문화적 위계를 무비판적

으로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다.

여덟째, 인접 학문과의 교섭을 통한 보편성과 영화학(영화사) 분야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역사학 국문학 일문학 등과의 

끊임없는 상호 연계를 통한 학제 간 연구 활동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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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한국영화사에서의 일본인 연구가 커다란 범주에서 재조 일본인 연구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특정 인물에 대한 보다 확실한 

규명과 폭넓은 이해를 기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실제로 문학 연극 영화계를 넘나들며 일본과 조선, 만주 

등지에서 활동을 펼친 수업료 (1940)의 시나리오작가 야기 야스타로[八

木保太郞]에 관한 연구는 이들 분야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

다. 특히, 최근 출판된 ‘재조 일본인 정보 사전’에서 일제말기 식민지 조선의 

통제 영화사인 조선영화제작주식회사朝鮮映畵製作株式會社(1942.9.29)와 배

급사인 사단법인 조선영화배급사社團法人朝鮮映畵配給社(1942.5.1), 그리고 후

자가 전자를 흡수하는 형태로 탄생한 사단법인 조선영화사社團法人朝鮮映畵社

(1944.4.7)의 사장을 역임한, 한국영화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다나

카 사부로[田中三郞]에 관한 내용 중에 영화 분야 관련 사항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그가 ‘실업가’로 소개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64

한국에서 영화 제작이 개시된 이래 바야흐로 1세기라는 시간이 흘렀다. 

일본인에 관한 서술 문제를 비롯하여 한국영화사를 둘러싼 다양한 과제들

을 차근차근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 활동이 또 

하나의 연구사로 족적을 남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 보다 치열한 

연구와 더욱 활기찬 논의가 요구된다. 

64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七高等學校를 중퇴하고, 주오[中央]대학 法學科를 졸업했다. 
1919년 12월 도한하여 시계귀금속상을 경영하기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조선서적인쇄주식

회사대표 경성곡물신탁주식회사감사역 경성상공회의소의원 경성 시계귀금속 상공조합장 등

을 역임했다. 경성부회 의원 등 여러 공직에도 종사하였다.”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편, 
�개화기 일제강점기(1976~1945)재조일본인 정보사전�(보고사, 2018),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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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ends and Tasks of the Description about Japanese 
in Korean Cinema History

— Focusing o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Ham, Chung-beom
Research Professor, Hanyang Univ.

In this paper, I explore the description aspect of Japanese in 

Korean cinema history focusing o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subjects of the analysis are books and papers published from the lib-

eration period(1945~1950) to the present(2010s). Since 1945, the his-

tory of cinema was described mainly in nationalism in South Korea, 

As for the contents of the Japanese, the writer’s memories were re-

constructed and related contents were selected. Since the 1980s, the or-

der has been shaken and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historical fact 

has arisen. There was also a crack in the history of Korean cinema. 

On the other hand, in the post-colonial trend, research on ‘colonial 

Joseon cinema’ was activated in the field of Korean cinema history in 

the 2000s.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description about Japanese 

has increased too. In the 2010s, studies on Japanese in the history of 

Korean cinema in the colonial period are actively being carried out. But 

there are still research limitations. Therefore, more systematic research 

and active discussions are needed to solve this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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