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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의 방> <463-포엠 오브 더 로스트> 권아람 감독 인터뷰

영화 <아내들의 행진>(임권택, 1974) 촬영 현장. 특수촬영
기술을 통해 여름에 겨울 장면을 구현하는 모습으로, 미첼
카메라를 사용했다. 한국영화사의 허리를 이루는 시기, 여
전히 환경은 열악했지만 기술의 발전을 자기 방식으로 소
화하고 환경의 한계를 극복한 영화인들의 노력이 있어 한
국영화의 발전이 가능했다.(사진 제공: 전조명 촬영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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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상자료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정정합니다
<영화천국> 65호 ‘SPECIAL’ 섹션의 일부 내용을 정정합니다.
•수정 위치 38페이지 좌측 단락 셋째 줄
•수정 문장 영화탄생 100주년을 기다리던 열광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던 시기에 부산의 첫

영화 <제 5의 벽>(1985)이 만들어진 것조차 우연이라고 하기엔 모종의 계시처럼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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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 영화와 극장의 모험
물리적인 필름을 빛의 환영으로 바꾸고, 영화가 만들
어지고 관객과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매개하는 ‘영사’.
영화제작과 상영 등 과정 구석구석에 자리한 ‘영사’의
모든 것을 살펴본다.
기간 2019년 4월 2일(화)~18일(목)
상영작 <
 시네마 천국>(주세페 토르나토레, 1988)

등 14편

<시네마 천국>
<별들의 고향>(하길종, 1978)

시네마테크KOFA

평화와 화합을 노래하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정신을 기리고 그 의의
<박열>

를 되짚는 자리를 마련한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
도 마다하지 않은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과 역사적 화합
을 이야기하는 작품들을 상영한다.

시네마테크KOFA

시네마 플리마켓
다양한 영화 굿즈(goods)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네마 플리

기간 2019년 3월 1일(금)~13일(수)
상영작 <말모이>(엄유나, 2018), 			

<박열>(이준익, 2017) 등 11편

마켓’이 3월 16일(토) 시네마테크KOFA 로비에서 진행된다. 디자인 스
튜디오 ‘프로파간다’ ‘플레인 아카이브’ 등의 셀러가 참여해 각 단체가
제작한 ‘덕심 충전’ 영화 굿즈를 판매할 예정. 이와 함께 소설 「민트의 세
계」(듀나) 북토크 등의 연계 행사를 선보인다.

시네마테크KOFA

한국영화박물관

기간 2019년 3월 16일(토) 오후 12~6시

제7회 재팬파운데이션 무비 페스티벌

신성일과 1960년대 청춘영화

참여 셀러 시네핀 하우스, 딴짓의 세상, 엣나인필름 등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 공동으로 매년 다양한

한국영화박물관에서 4월 4일(목)부터 6월 20일

일본영화를 소개하는 ‘재팬파운데이션 무비 페스티벌’. 올

(목)까지 ‘신성일과 1960년대 청춘영화’를 주제로

해는 일본국제교류기금이 소장한 최신작은 물론 일본 현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2018년 타계한 배우 신성

대문학을 대표하는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의 소설을 영화

일을 추모하는 전시에서는 1960년대 청춘영화의

화한 작품 상영 및 작가 초청 무대인사도 마련했다.

아이콘으로서의 신성일을 중점적으로 조망한다.

기간 2019년 3월 22일(금)~31일(일)
상영작 <막다른 골목의 추억>(최현영, 2018) 등 13편 상영

신성일이 있기에 가능했던 청춘영화 장르, 청춘영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

화로 스타가 된 신성일. 이 불가분의 관계를 영상과

부대행사 3월 24일(일) 오후 7시 <키친> 상영 전 		

공간, 이미지를 통해 만나본다.
기간 2019년 4월 4일(목)~6월 20일(목)

요시모토 바나나 작가 무대인사		
3월 30일(토) 오후 2시 <막다른 골목의 추억>
상영 후 배우 수영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
KMDb VOD 기획전

1919: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3월 KMDb VOD 기획전에서는 2018년 개최한 제10회 ‘도전! 나도 프로그래머’ 공모
전 우수상 당선작을 소개한다. 3・1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
념해, 당대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전영화들을 VOD를 통해 소개한다.
기간 2019년 3월 1일(금)~31일(일)
<막다른 골목의 추억>

상영작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전창근, 1959) 등 5편 VOD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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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고>

<동주>

시네마테크KOFA

시네마테크KOFA 3~4월 상영 프로그램
이지윤 시네마테크팀 wagahai@koreafilm.or.kr

‘평화와 화합을 노래하다:

근 지역으로 확산됐고, 4월 초순까지 절

않았던 독립운동가들과 3・1운동의 정신

3・1운동 100주년 기념전’

정에 이르렀다. 종교인과 학생뿐 아니라

을 기리고, 역사의 아픔을 바로 보고 반성

평화와 치유를
말하는 영화

여성들과 노동자들, 기생들, 농민들, 상인

을 시도하는 작품들을 통해 ‘치유와 화합’

들 모두 뜻을 모았다.*

이라는 독립운동의 의의를 되짚는 자리를

이처럼 3・1운동은 성별과 직업, 신분과 계

마련했다. ‘섹션 1. 자유와 평화’에서는 광

급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가 된’ 운동이

주학생독립운동을 배경으로 한 <이름없는

‘영사, 영화와 극장의 모험’

‘필름영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사실에서 제작된 영화를 보며 토론하는

1919년 3월 1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었고, 더욱이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별들>(김강윤, 1959)을 비롯해 문인 윤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영감을 받아 준비하기 시작한 시네마테크

등, 영화제작의 이면을 엿볼 수 있는 <미녀

각지에서 일어난 만세 시위, 이른바 3・1

부르는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이었다. 그

주와 박열의 독립 정신을 기린 <동주>(이

KOFA의 기획전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와 건달 The Bad and the Beautiful>(빈

운동.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의 종교 지도

러나 3・1운동이 보여준 자유와 평화, 화합

준익, 2016), <박열>(이준익, 2017) 등을,

과 영화를 즐기는 사람들을 매개하는 ‘영

센트 미넬리, 1952), 멜리에스의 영화 모

자들이 민족대표를 꾸렸고, 각지에서 서

의 정신은 광복 이후 격렬해진 이념 대립

‘섹션 2. 반성과 화합’에서는 광복 이후 남

사(기・기사)’에 주목한다. 그리고 홈 비디

험을 풍부한 상상력과 결합시킨 <휴고

울로 유학 온 학생들이 일사불란하게 독

과 민족 분단이라는 길고 긴 역사에 묻혀

한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이념 갈등과 상

‘영사’, 물리적인 필름을 빛의 환영으로 바

오가 전무하던 시절에 가정용 아마추어

Hugo>(마틴 스콜세즈, 2011) 등 영사가

립 시위를 준비했다. 3월 1일 이른 새벽,

버렸다. 그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역사의

처를 에세이로 풀어내는 <송환>(김동원,

꾸는 장치. 이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관객

영사기로 영화를 보는 일부터 필름 시대

매개하는 ‘영화의 모험.’ 오랜 적자를 면치

학생들은 독립선언서를 배포했고, 정오

아픔과 역사의 피해자들을 외면한 것도 사

2003), <할매꽃>(문정현, 2007)과 일본

들과 만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없어서

의 제작 과정에서 촬영본을 확인하기 위

못해 결국 극장 문을 닫는 날, 극장주와 영

무렵에는 학교를 빠져나와 탑골공원으로

실이다. 이런 점에서 굴곡진 우리의 지난

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과 해

는 안 될 중요한 단계다. 그러나 빛의 환영

해 관계자들이 시사실에 모여 촬영본을

사기사, 극장 안내원 각자의 방식으로 극

속속 집결했다. 오후 2시 태화관에 모인

시간을 반성하고 역사의 아픔과 갈등을 보

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를 되짚는 <그리

을 다루기 때문인지 ‘영사’는 간혹 사람들

검토하는 일, 완성된 영화가 극장 관객과

장을 추억하는 <스플렌도르Splendor>(에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식을 치렀고, 같

듬는 것이 절실한 지금, 3・1운동이 보여준

고 싶은 것>(권효, 2012) 등을 상영한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

만나는 일까지, 과정 구석구석에 자리한

토레 스콜라, 1988)와 극장 영사기사

은 시각 탑골공원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

‘자유와 평화’ ‘치유와 화합’의 정신은 그

숭고한 역사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아픔의

에도 극장의 숨은 곳, 극장 어딘가 ‘일반인

‘영사’의 모든 것을 살펴본다.

의 모험을 그린 무성영화 <셜록 주니어

들도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시가행진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를 반성하고, 화합을 위한 자리가 되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그곳에

이는 크게 ‘영화의 모험’과 ‘극장의 모험’

Sherlock Jr.>(버스터 키튼, 1924) 등 영

시작했다. 서울뿐만이 아니었다. 평양, 진

올해로 꼭 100주년을 맞이한 3・1운동의

기를 기대해본다.

서 영사기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다.

으로 구분된다. 상영 시간에 임박해 필름

사가 매개하는 ‘극장의 모험’이 4월 시네마

남포, 원산 등 6개 도시에서도 만세 시위

의의를 되새기며, 시네마테크KOFA에서

한국영화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기획전시

캔을 들고 극장 영사실로 뛰어가거나, 시

테크KOFA에서 펼쳐진다.

가 일어났다. 만세 시위는 다음 날부터 인

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회 누리집 (www.together100.go.kr/
lay2/S1T9C38/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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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ION 이달의 영화

<고려장>(김기영, 1963)
일흔이 되면 숟가락을 손자에게 물려주고 자식 등에 실려 선산에 버려집니다.
운이 좋아 버려지지 않더라도 늙어 산 것이 죄가 됩니다. 먹을 게 없어 죽어가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단지 선산에만 있지 않습니다. 김기영 감독은 사나 죽으나 이미 죽은 목숨인 마을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세트로 지어진 마을과 선산은 각각 사실성과 그로테스크함이라는 두 개의 층위로 표현된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삶 속에서 사람들은 목숨값을 매기는 저울 위에 스스로 올라섭니다.
죽을 만한 목숨은 무엇이며, 살 만한 목숨은 무엇입니까.

글 김소희 영화평론가
그림 이우인 일러스트레이터

08 09

GLOBAL 해외통신

<데이 쉘 낫 그로우 올드> 제작 이야기

최영진 수집팀 eric@koreafilm.or.kr

<They Shall Not Grow Old >

디지털 기술로 부활한
제1차 세계대전

테스트 시기

했다. 영상 복원으로 인해 인물 얼굴들이 생생히 되살아나오

2015년 초반, 피터 잭슨이 앞에 명시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는 것이 주요 포인트이므로 내레이션은 참전용사들의 목소리

IWM에서 3~4분 분량의 제1차 대전 영상을 받았다. 이 영상을 그

로만 구성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로 인해 IWM과 BBC로부터

의 뉴질랜드 후반작업 업체 파크로드포스트(Park Road Post, 이

1960~70년대에 녹음된 인터뷰 오디오 약 600시간 분량을 받았

하 PRP)와 미국 후반작업 업체 스테레오D(Stereo D, 이하 SD)

고, 들어보니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군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구

가 함께 분석하면서 영상 복원 및 컬러화를 시도해봤다. 몇 달 후

술이어서 제1차 대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날짜, 장소 등)은 생략

피터 잭슨은 작업 결과를 살펴보고 깜짝 놀랐으며 “영상 복원 덕

하고 온전히 군인들의 경험에만 초점을 두기로 결정해서 다큐의

분에 눈에 띄게 된 것은 군인들의 인간성이었다”고 표현했다.4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었다.

이 테스트 결과를 보고 다큐의 접근 방식을 구체화하기 시작

4 The Empire Film Podcast, ‘Peter Jackson Interview Special’, 2018.10.17.

2014년 12월, 영화감독 피터 잭슨(Peter Jackson)은 <호빗: 다
섯 군대 전투 The Hobbit: The Battle of the Five Armies>의
시사회로 런던에 있는 동안 영국 제국전쟁박물관(Imperial War
Museums, 이하 IWM)을 방문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에 대
한 마니아1 로서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였던 할아버지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전에 여러 번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좀
특별했다. IWM과 14-18 NOW2 의 대표들을 만나 제1차 세계대
전 종전 100주년 기념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는 제안을 받
았기 때문이다. 다만, 조건은 IWM 영상 컬렉션을 “새롭고 독창적
(fresh and original)”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고향인 뉴
질랜드에 복귀한 뒤 몇 주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피터 잭슨은 하
나의 궁금증에 꽂히게 되었다.
“100년이나 된 영상을 지금 촬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3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거의 4년 후 나온 결과가 지난 2018년 10월
에 개봉한 <데이 쉘 낫 그로우 올드 They Shall Not Grow Old>(피
터 잭슨)다. 이 다큐는 100년 전에 촬영된 제1차 세계대전 관련 흑
백 무성 영상을 영상 복원, 컬러화, 3D 변환 그리고 사운드 디자인
을 입혀서 제1차 대전을 색다르게 소개하는 작품이다. 고전 영상
을 활용하는 데 디지털 기술의 역할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케이
스 스터디라고 볼 수 있어 다큐 제작에 참여한 기관들과 진행한 인
터뷰를 바탕으로 제작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피터 잭슨은 제1차 세계대전을 다룬 장편 극영화를 만든 적은 없으나 소재에 대해 많
은 관심을 보여왔다. 전투비행기 70대 이상 포함된 방대한 제1차 대전 박물류를 개인
컬렉션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시네마 카메라 Red One 프로토타입(prototype)
의 테스트 촬영 프로젝트로 제1차 대전 배경 단편 <Crossing the Line>(2008)
을 만들었고, 2014년부터 몇 년간 뉴질랜드 문화유산부(Ministry of Culture and
Heritage)가 의뢰한 대전 전시(The Great War Exhibition) 큐레이팅을 담당했다.
2 NOW는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위해 설립된 영국의 예술 프로그램이며 2014
년부터 4년간 예술인 420명을 동원해 125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3 Recode Decode, ‘How Peter Jackson’s team made World War I footage look
new’, 2018. 12. 14.

영화감독 피터 잭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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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스캔 결과물

디지털 스캔

업은 IWM에서 입수한 모든 영상에 대해 완료할 수 있었다. 이는

IWM 컬렉션의 제1차 대전 관련 필름 릴들의 디지털 스캔이 시

PRP가 추진한 가장 대규모의 복원 프로젝트였으며 결과물을 모

작되었다. 다행히 제1차 대전 컬렉션의 일부는 2008년부터 시

두 IWM에 기증하기로 했다.

행된 EFG1914 프로젝트5 로 인해 2K 디지털 스캔이 된 상태여

복원 작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다. 기초 복원 결과물

서 이는 바로 피터 잭슨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거

을 기반으로 피터 잭슨은 다큐에 사용될 숏들을 선정하게 되었는

의 2,000편이나 되는 IWM의 제1차 대전 컬렉션 중 몇 백 편뿐

데 이 영상들은 SD로 전달되었다. 여기서 심화 복원이 진행되었

이므로 이외에 필요한 영상이 있는 경우 디지털 스캔을 진행해

는데 이는 기초 복원 단계에서 해결하기 힘든 화면의 심각한 손상

서 마찬가지로 제공했다. 최종적으로 약 80~100시간 분량의

(원본 필름에 테이프를 붙인 흔적 제거 등)을 보정하는 작업이었

영상을 제공했는데 대부분 제1차 대전 종전 직후에 IWM이 입수

다. 또한 필름 속도 리타이밍이 재생속도 조율만으로는 움직임이

한 영국 정부 제작 선전물이었다. 이 중 특히 중요한 작품은 유네

번지는 효과 등 문제가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 추가적으로 필

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솜 전투 필름 The Battle of the

요한 프레임을 자동 생성해서 삽입하고 이 프레임에 발생하는 다

Somme>(1916)인데 <데이 쉘 낫 그로우 올드>의 상당 부분은

양한 오류를 수동으로 수정했다.

이 작품에서 추출되었다. 이렇게 방대한 분량의 제1차 대전 영상
이 다큐에 활용된 마지막 사례는 BBC 다큐 <더 그레이트 워 The

컬러화

Great War>(1964)라고 한다.

이 작품이 소개되었을 때 가장 눈에 띈 것은 컬러화 작업이었다.
물론 흑백 영상에 대한 컬러화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심지

복원 결과물

복원

어 제1차 대전 관련해 BBC 다큐 <컬러로 보는 제1차 세계대전

IWM으로부터 디지털 스캔 결과물을 입수한 PRP는 영상에 대한

World War 1 in Colour>(2003)도 있었다. 그런데 <데이 쉘 낫

기초 복원 작업부터 진행했다. 이는 화면 흔들림, 스크래치, 흠집

그로우 올드>는 컬러를 최대한 정확히 재현하는 데 훨씬 성공적

등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시작됐고 이후 부분적 노이즈 제거, 흑

이어서 독특하다. 영상에 등장하는 프랑스와 벨기에에 위치한 제

백 보정, 그리고 디지털 선명도 향상을 통해 최대한 많은 디테일

1차 대전 로케이션을 피터 잭슨이 직접 방문해서 들판, 초목, 진

과 높은 해상도를 끌어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전문 소프트웨

흙 등을 찍은 수천 장의 참고 사진, 그의 방대한 제1차 대전 컬렉

어6 를 사용했고 특정 작업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특허 소프트

션의 박물류, 그리고 역사학자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최대한

웨어를 개발하기도 했다. 마지막 단계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특

정확하고 현실적인 색 재현 작업을 추진했다.

이한 작업인 필름 속도의 리타이밍(retiming)인데 이의 필요성을

컬러화와 3D변환 작업은 SD가 맡았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영상 촬영기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

3D변환 전문 업체로 알려진 이 회사로서는 이 정도의 대규모 컬

우선 해당 영상들은 1910년대에 촬영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러화 작업은 처음이었으며 이를 위해 팔레트툴(Palette Tool)이

필요가 있다. 현재 영화 관람객이 익숙한 필름 속도인 24fps(초

라는 소프트웨어를 내부적으로 개발했다. SD의 디지털 아티스

당 프레임)는 유성영화가 1920년대에 개발되면서 잡힌 기준이

트들은 이를 이용해 다양한 군복, 환경, 인물 관련 컬러 정보를 저

다. 그 이전의 무성영화 시대에는 평균적으로 이보다 낮은 16fps

장해서 여러 가지 숏에 자동으로 복제할 수 있었다. 물론 이는 기

로 촬영되었는데 이를 현재 기준의 필름 속도에 맞추어 감상을 하

본 작업일 뿐이며 각 숏의 프레임마다 세부 디테일을 손봐야 했

면 마치 테이프를 앞으로 감는 듯 화면 속 인물들이 부자연스럽

지만 기본 컬러화를 비교적 빨리 해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게 빨리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사실 당시에는 수동

한다. 결국 SD는 피터 잭슨과 PRP의 지도하에 약 300숏(1시간

적 핸드 크랭크 카메라(hand-cranked camera)를 흔히 사용했
으며 이는 카메라에 달린 핸들을 손으로 돌려 작동하고 조율해야
했으므로 필름 속도는 전반적으로 일정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
유로 PRP는 영상을 보면서 각 숏마다 움직임이 자연스러워 보일
때까지 재생 속도를 조율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기초 복원 작
컬러화 결과물

5 European Film Gateway 1914(EFG1914) 프로젝트는 유럽에 보존된 제1차 대전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유럽의 총 23개 필름 아카이브가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660시간 이상 분량의 필름과 5,500점의 비필름 자료(포스터, 이미지, 문
서)가 디지털화되었다.
6 PRP가 사용한 전문 소프트웨어는 Diamant-Film Restoration, Phoenix Film
Restoration, Mistika, Da Vinci Resolve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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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7 에 대한 컬러화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아키비스트들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IWM 측은 이 작품은

사실 필름아키비스트들 간에 컬러화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소재

영상들의 원본성에 충실한 다큐보다는 그 영상들에 대한 예술적

다. 피터 잭슨은 인터뷰 도중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영상을 촬

인 반응이 담긴 영화 에세이(film essay)로 보았다고 했다.

영한 사람들은 영국 정부로부터 후손들을 위해 영상 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그리고 선전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고용된 것이므로 예

사운드 디자인

술적인 표현을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결국 극

영상 복원만큼 이 다큐에 대한 관람객의 몰입감을 향상시키는 데

영화와 달리 어떤 예술가의 비전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므로 문

중요한 것은 사운드 디자인이다. 사운드가 존재하지 않는 무성

제가 없다고 피터 잭슨은 결론을 내렸다.8 하지만 기록영상 촬영

영상을 시작점으로 당시 현장에서 모든 사운드를 녹음한 것처럼

자도 예술가로 취급해야 하지 않느냐는 점, 온전히 기록화가 목적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음경(soundscape)을 만들어야 하는 거대

이더라도 영상을 촬영하는 데 근본적으로 담긴 예술성을 무시할

한 과제가 PRP의 사운드팀에게 주어졌다. 게다가 극영화와 같이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컬러화는 원본 흑백 영상을 훼손하는 것

개성이 뚜렷한 창의적 표현의 사운드 디자인이 아닌, 역사적 정

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점 등 각기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필름

확성과 신빙성에 충실한 사운드 디자인을 만들어야 하니 더욱 더

매튜 웨어(컬러리스트, Park Road Post)

힘들 수밖에 없었다.

있었다. 다큐는 음악이 거의 없이 진행되어 세심히 공을 들인 음

사운드 녹음도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하는 가장 힘든 작업이 바로

경 효과를 더욱 강조할 수 있었다.

영상에 대한 조사였다. 각 숏을 분석함으로써 소리를 만드는 모

복원 전후 예시 1

복원 전후 예시 2

든 물건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

결론

고 피터 잭슨의 제1차 대전 컬렉션에서 찾을 수 있는 차량, 총, 공

<데이 쉘 낫 그로우 올드>는 2018년 10월 16일 BFI 런던영화제

예품 등을 활용해 최대한 정확한 사운드를 녹음했다. 또한, 뉴질

에서 특별 상영으로 공개되었고 제1차 세계대전 휴전 100주년

랜드 군대의 협조를 구해 근대 대포 무기 발사 소리를 녹음했는데

기념일인 11월 11일에 BBC Two에 방송되었다. 그리고 학술적

이는 당시 군인들이 경험한 진탕 폭발의 효과를 재현하기 위해서

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영국의 모든 중등학교에 DVD가 발송되어

였다. 이와 함께 발걸음 소리 등 다양한 음향을 등장인물들의 움

교육 도구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북미 개봉으로 특별 상

직임에 맞추어 녹음했다.

영(event cinema) 흥행 신기록을 내고, 피터 잭슨의 <반지의 제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목소리도 재현

왕> 3부작 이후 가장 호평을 받은 작품이 되었다. 이런 성과는 결

했다는 점이다. 사운드팀은 피터 잭슨의 제작팀과 군사학자들과

국 제1차 세계대전 참전군의 경험을 새로운 관람객들에게 재조

함께 각 숏에 등장하는 군인들의 계급과 소속부터 파악하고 이를

명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통해 군인의 국적과 고향을 추적해서 최대한 정확한 억양, 사회

무엇보다 이런 성공이 가능하도록 동원된 디지털 기술의 효과가

계급, 1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구어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 등장

특히 영상 복원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므로 중요하다고 생

인물들은 대부분 영국과 독일 소속 군인이지만 그 외에 호주, 뉴

각한다. 우리나라의 한국영상자료원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이런

질랜드, 프랑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그리고 서아프리

영상 복원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고전영화를 후손에게 새롭게 소

카 소속 군인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관련 억양과 언어도 감안해야

개하는 디지털 아티스트들을 계속 응원해주기를 바란다.

했다. 그리고 범죄 과학 수사 구화자(lip-reader)의 조언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파악해서 대사 목록을 만들었다.
런던에서 이 작업에 적합한 배우들을 고용한 후 대사 및 배경 수
다를 녹음했고, 추가 녹음은 뉴질랜드에서도 진행했다.
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운드를 취합한 후 믹싱함으로써 기존에
PRP의 사운드팀

목표로 삼은 현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사운드 디자인을 실현할 수

7 컬러화된 부분은 모두 전방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이를 북엔드(bookend)하는 입대
및 훈련 그리고 종전 후 복귀 장면들은 복원 이전의 디지털 스캔 결과물 그대로 보여
준다. 피터 잭슨은 이것은 예산 부족으로 인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복원 전 흑백에서
복원 후 컬러로 변하는 장면이 무척 인상적이라고 느끼는 관람객이 매우 많았다.
8 Recode Decode, ‘How Peter Jackson’s team made World War I footage look
new’, 2018. 12. 14.
인터뷰 협조 기관 제국전쟁박물관(Matthew Lee), 파크로드포스트(Vicki Jackways,
Matthew Wear, Jon Newell, Brent Burge, Martin Kw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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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술의 변천사

불이 꺼지면 필름이 돌아가고 판타지의 문이 열린다.
작은 필름에서 흘러나오는 영상들은 관객을 울게 만들기도, 때론 웃게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가 100여 년간 영화를 소비해온 보편적인 방식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필름 영사를 통해
영화를 즐기지 않는다. 신기술로 통하던 비디오나 DVD조차 구세대의 유물이 된 지 오래다.
성능 좋은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 영사기, 수천 편의 영화를 골라 볼 수 있는 스트리밍 사이트가 보편화한 시대.
이 현란한 기술 문명 시대에 우리가 영화를 만드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점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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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최초의 기록을 가진 영화를 찾아서

필름 시대
한국영화 기술의
변곡점들
배수경 한국영화사연구소 객원연구원

영화는 기술의 집약체다. 필름 시대 영화를 만들어 상영하기
위해서는 화학적 결합물인 필름과 광학 장치인 렌즈는 물론
기계 장치인 카메라, 조명, 현상기, 인화기, 녹음기, 영사기와
스크린 등 수많은 기술적 장치와 이를 다룰 전문 기술자가 필
요했다. 손으로 돌리는 카메라와 옥양목 스크린에서 출발해
오늘의 디지털 방식의 촬영과 상영에 이르기까지 100년이라
는 한국영화 역사 속에서 영화는 수많은 기술적 변화를 거쳤
초기 컬러영화이자
한홍합작영화인 <이국정원>

다. 영화 기술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최초의 작품들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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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최초의 컬러영화

<여성일기>(홍성기, 1949)
Green
Red

국내에서 제작된 최초의 컬러 극영화는 <여성일기>(홍성기,
1949)다. 비록 그전 해에 두어 편의 컬러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졌지만 국내 기술 인력으로 만들어졌는지, 국내 영화
산업의 자장 안에서 만들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최초의 컬러
영화라는 타이틀은 <여성일기>에 돌아갔다.
1930년대 중반부터 총천연색 영화에 대한 관심은 다분했다.
하지만 컬러영화 촬영에는 컬러필름의 사용 외에도 조명의
양과 수준, 촬영용 필터, 컬러 현상기 등 수반되는 장비와 기술
<춘향전>(이명우, 1935)

이 필요했기에 흑백영화의 컬러화는 쉽지 않았다. 그런 와중
에 1948년 국내 최초의 컬러 다큐멘터리 영화 <무궁화동산>
(안철영)이 개봉한다. 하와이 교포들의 생활상을 다룬 기록영

1

로 만든 디스크에 소리를 입히는 디스크 동조 방식보다 소리

화인데 이 작품은 하와이에 있는 일본계 미국인 ‘티 조지’의 촬

를 빛 신호로 바꿔 필름에 감광시키는 방식이 더 우월하다’는

영과 기술로 완성된 작품이며 미국에서 완성작을 가져와 상

설명이 신문에 실릴 정도였으니 말이다.

영한 경우였다. 얼마 뒤 공개된 컬러 다큐멘터리 영화 <희망의

이필우는 필름에 소리를 입히는 PKR 발성장치를 만들어 국내

마을>(최인규, 1948)은 주요 스태프들이 국내 영화인들이었

에서 처음으로 유성영화를 녹음한다. 하지만 녹음기와 촬영

으나 미공보원이 제작한 기록영화였다. 국내 자본과 제작진

기를 연동시키는 모터가 없어 후시녹음으로 진행되었고 소음

으로 완성된 첫 컬러 극영화인 <여성일기>는 1949년에 공개

을 막을 수 있는 녹음기도 없었으며 방음 설비까지 제대로 갖

되었는데 16mm 코닥크롬 리버설 필름으로 촬영한 뒤 미국에

춰지지 않아 애를 먹었다. 결국 기술 미비로 <춘향전>(1935)

서 현상해 온 작품이었다. 국내에 컬러현상소가 등장하기 시

은 유성영화로서의 완성도는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말로 소

작한 1960년대 중반까지 컬러필름은 현상을 위해 일본이나

리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관객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여성일기>는 듀프네거를 만들지

근·도광계·와카스기 미쓰오, 1957) 등의 작품으로 컬러영화

국내 최초의 유성영화는 1935년에 제작된 <춘향전>이다. 연

인지 1936년 이후 국내 영화계도 유성영화 시대로 변화를 꾀

않은 채 리버설필름을 현상해 편집한 뒤 바로 영사하다 보니

에 대한 시도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색채의 재현은 만족스럽

출과 촬영은 감독인 이명우가, 조명과 녹음은 그의 형인 이필

하는 바람이 일게 되고 이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음장

색감의 재현에 무리가 있었다. 사운드 또한 영상과 따로 틀어

지 않았다. 성공적인 컬러영화는 1961년에 이르러서야 등장

우가 맡았다. 이필우는 국내의 첫 영화 촬영감독이자 녹음감

치가 있는 카메라와 녹음기, 카본 조명기보다 비싸지만 소음

싱크를 맞추는 방식이어서 관객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

하는데, 컬러 시네마스코프 <성춘향>(신상옥)이 바로 그것이

독으로 편집, 영사도 가능한 기술자였다. 1927년 세계 최초의

이 적은 텅스텐 조명기와 소음을 통제할 수 있는 스튜디오, 녹

결국 흥행은 신통치 않았다. <여성일기>는 아쉽게도 컬러영

다. <성춘향>으로 국산 컬러영화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확인

유성영화가 등장한 후 국내 신문과 잡지에도 유성영화의 원

음실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유성영화의 등장으로

화의 맹아적인 시도에 그치고 만다. 이후 <선화공주>(최성관,

했지만 당장 컬러영화 시대로 변화하지는 못했다. 앞서 말한

리에 관한 소개가 자세히 실릴 만큼 유성영화는 세간의 큰 관

영화계는 더 전문적이 돼야 하고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사실

1957), <사랑의 길>(장황연, 1958), <춘향전>(안종화, 1958),

것처럼 현상 공정이 국내에서 보편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

심을 받았다. ‘워너브러더스사가 최초의 유성영화 시스템으

을 깨닫게 된다.

<콩쥐팥쥐>(윤봉춘, 1958), 홍콩합작영화 <이국정원>(전창

던 것이다.

Technology

조선말이 나오는 첫 번째 유성영화

<춘향전>(이명우, 1935)

한국 최초 컬러 극영화 <여성일기>의 스태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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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테크니스코프 영화

로 만든 상태에서도 1967년부터 테크니스코프 영화가 일부
만들어졌다. 그러다 유재형이 1971년 테크니스코프 기술을

<생명>(이강천, 1958)

<춘향전>(홍성기, 1961)

<오빠>(이상언, 1971)

선보이기 위해 <오빠>(이상언)를 영화인들에게 공개 시사한
뒤 테크니스코프 작품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한국천연색현
상소 대표 이종상이 대량으로 작업이 가능한 인화기를 만든
점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1970년대에는 테크니스
코프 작품이 40%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테크니스코프는 제작비의 40%가량을 절감할 수 있고 다양한
사이즈의 렌즈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에도
해상도가 좋지 않고 관용도가 낮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

<생명>

사실 최초의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는 1961년 1월 18일, 그

1960년대 후반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가 주류이던 시기, 고

다. 저예산영화들이 테크니스코프로 촬영되다 보니 자투리 필

러니까 <성춘향>(신상옥)보다 10일 앞서 개봉한 <춘향전>(홍

가의 컬러필름으로 인한 제작비 상승과 낙후된 시네마스코프

름을 사용하거나 조명을 충분히 쓰지 못하는 등 종합적인 완성

성기)이다.

렌즈는 영화인들을 고민에 빠뜨렸다. 그러자 이를 해결하기

도의 문제가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현재 프린트가 남

1961년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 <춘향전>과 <성춘향>의 경합

위해 영화기술 스태프들은 외국 서적과 카메라 카탈로그 등

아 있지 않은 테크니스코프 영화는 전용 인화기가 소실된 관계

은 국내의 영화기술사에서 중요한 이벤트로 주목받았다. 동

을 보고 연구를 거듭해 테크니스코프(Techniscope) 영화를

로 상영용 프린트를 만들 수 없어 더는 감상할 수 없다.

일한 소재와 기술을 걸고 인기 감독들이 경쟁을 벌이니 영화

만들어낸다. 1960년대 중반 국내에 소개된 마카로니웨스턴

시네마스코프 화면을 구현하기 위해 렌즈를 개조하고 테크니

계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와이드 화면의 스펙터클을

장르의 영화들이 시네마스코프 렌즈 없이 필름의 절반만 사

스코프를 만드는 등의 고군분투는 비디오 시대인 1980년대

살리며 평면성을 극복하는 구도와 생생한 색채감을 구현하

용해 시네마스코프 화면을 만들어내는 테크니스코프로 촬영

가 되면서 끝난다. 당시 비디오는 텔레비전 화면에 맞춘 스탠

는 것이 관건이었다. 결과는 <성춘향>의 승리였다. 압도적으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의 일이다.

더드 사이즈였고 시네마스코프를 스탠더드로 전환할 경우 좌

로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성춘향>은 충분한 조명으로 입체

국내 최초의 테크니스코프 작품은 확실치 않다. 다만 1960년

우가 많이 잘려나가거나 세로가 길어지는 등 미학적, 산업적

와이드한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시네마스코프 영화는 국내에

적인 화면과 풍부한 색감을 만들어냈고, 망원렌즈를 적절하

대 중후반 유재형・장석준 촬영감독, 청계천의 철공소인 영공

이점을 잃게 된 것이다. 1980년대 들며 대부분의 영화는 다시

서 1958년 <생명>(이강천)으로 첫 시작을 알렸다. 2.35:1의 화

게 활용해 인물을 돋보이게 했으며 평면성을 극복하는 다양

사의 대표 전원춘과 그 직원들이 함께 카메라를 개조하고 현

스탠더드나 스탠더드 화면으로 변형이 유리한 비스타비전을

면 비율을 갖는 시네마스코프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가

한 구도를 구현해냈다. 물론 이야기를 역동적으로 재해석하

상기와 인화기를 만들어 촬영한 작품이었다. 인화기를 임시

선택하게 된다.

의 애너모픽 렌즈(Anamorphic lens)가 필요했는데 <생명>

고 조연의 역할을 적절하게 살리는 식의 서사 또한 기술적 스

의 제작사인 수도영화사가 국내 최초로 애너모픽 렌즈를 수입

타일과 잘 맞아떨어졌다.

해 온 것이다. 수도영화사는 평화신문사 사주이자 수도극장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 <성춘향>의 성공 사례가 모범이 되어

과 국도극장의 사장인 재력가 홍찬이 당시 동양 최대의 촬영

1962년부터 시네마스코프 영화가 보편화되고 스탠더드 사이

소인 안양촬영소를 세우고 최신 기자재를 수입해 만든 영화사

즈의 영화는 특별한 경우에만 선택되었다. 스탠더드 사이즈

였다. 하지만 <생명>의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시네마스

의 영화는 미학적 이유도 있었겠지만 노후한 혹은 개조한 시

코프 화면을 구현하기는 했으나 최신 녹음기재를 제대로 사용

네마스코프 렌즈를 사용할 경우 해상도가 떨어지는 점을 피

하지 못해 사운드가 좋지 않았다. 수도영화사는 <생명>에 이

하기 위해 선택되기도 했다.

어 차기작까지 모두 흥행에 실패하며 수십억 원의 부채를 안

컬러영화는 <성춘향>이 개봉된 다음 해인 1962년 개봉 영화

고 부도 처리된다. <생명>의 실패, 시네마스코프 렌즈의 부족

의 15%를 차지하며 반짝 시도되었으나 고가인 컬러필름의 수

으로 후발 작품이 바로 등장하지 못했으나 1961년 컬러 시네

급 문제와 국내 컬러 현상소의 부재로 인해 보편화되기까지

마스코프 <성춘향>이 크게 성공하자 영화인들도 앞다퉈 시네

는 시간이 필요했다. 1960년대 중후반이 되어야 서너 곳의 국

마스코프 영화 제작에 몰두하게 된다. 그래서 이미 많이 보급

내 현상소에서 컬러필름을 안정적으로 현상할 수 있게 되자

되어 있던 영사용 시네마스코프 렌즈를 촬영에 사용하는 방법

1967년부터 컬러영화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했고, 1969

을 통해 1962년부터 흑백 시네마스코프 영화가 일반화한다.

년에는 96%를 넘게 되었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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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70mm 영화

들었고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춘
향전>(1971)을 선택해 70mm로 완성한다. 국내 최초의 유성

<춘향전>(이성구, 1971)

영화와 컬러 시네마스코프 영화에 이어 70mm 영화도 춘향
전이 되었다. <춘향전>(1971)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익숙
한 소재로 보여주며 관객의 충격을 감소시키는, 이른바 영화

70mm

사가 취한 안전장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70mm 영화의 제작
은 앞서 살펴본 시네마스코프와 컬러, 테크니스코프, 입체영
화와 마찬가지로 촬영과 현상, 인화, 영사 등의 과정이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있는 작업이었다. 결과적으로 70mm <춘향전>
(1971)은 입체 사운드를 제대로 구현해내지 못했고, 기대와
달리 큰 손해를 보지 않는 정도의 성과를 내고 만다.
<춘향전>(1971)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않은 자본을
가지고 가내수공업 수준으로 기재를 제작하는 방식으로는 점
점 대형화되고 전문화되는 영화기술을 따라잡기 어려워졌다
는 점을 확인하게 해준 작품이다. <춘향전>(1971)이 성과를 내
지 못하자 후발주자들의 산업적인 동기부여도 사라지게 된다.
1970년대 날로 성장하던 텔레비전에 대응하리라 기대를 걸었
던 70mm 영화는 <춘향전>(1971) 이후로 등장하지 않았다.

<천하장사 임꺽정>

1929년 12월 25일 「동아일보」 5면의 기사를 보면 “영화는 과
학 발달이 낳은 자본주의 최후의 예술로서 산업적 조직하에
서만 가능한 기업적 산물로 무한한 자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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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입체영화

테크니스코프가 등장한 1960년대 후반, 국내 최초의 입체영

이다. 토키영화는 경제적 조건과 기술적 곤란 때문에 불가능

화 또한 공개된다. 촬영감독 장석준이 개발한 카메라와 영사

<천하장사 임꺽정>(이규웅, 1968)

기로 만든 <천하장사 임꺽정>(이규웅, 1968)이 바로 그 작품

하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국내 최초의 토키영화가 1935년에
<춘향전>(이성구, 1971)

공개되었기에 ‘불가능하다’는 단언은 우려로 끝났지만 ‘경제

이다. 이 작품의 성공으로 <몽녀>(임권택, 1968), <지지하루의

적 조건과 기술적 곤란’이라는 전제는 이후 약 70년 동안 영화

흑태양>(장석준, 1971)이 연이어 입체영화로 제작됐다.

계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기술의 변곡점에서 탄생한 국내

Left

두 대의 카메라와 두 대의 영사기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입체

1960년대 후반 70mm 영화도 시도되었다. 최초의 70mm 영

작품을 모방의 대상인 할리우드 영화와 비교하며 그 결과를

Right

영화 방식과 달리 장석준은 한 대의 카메라에 2개의 렌즈를 사

화는 1971년 개봉한 태창흥업 제작의 <춘향전>(이성구)이

실패와 성공으로 나누기에는 조건의 차이가 지나치게 컸다.

용해 2개의 필름을 넣을 수 있도록 개조하고 각각의 필름을 절

다. 70mm 카메라 또한 장석준이 설계하고 영공사의 전원춘

기회는 평등하지 않았다.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한 한국영화계

반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렇게 촬영한 필름 두 벌을 인화해

대표와 직원들이 작업해 만들었다. 사실 70mm 영화의 기획

의 원로 기술 스태프들과 그들의 조력자들에게 깊은 경의를

하나의 프린트를 만들어 입체영화를 구현해냈다. 필름을 절

은 1968년에 개봉한 세기상사의 <춘향>(김수용)에서도 언

표한다.

반만 이용하도록 한 방식은 테크니스코프 기술과 유사했고,

급되었다. 좀 더 진지한 기획은 이순신 장군의 영화화를 놓

영화기술의 변화에 대해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한국영상자

이는 두 기술이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것과 연관된다. 입체영

고 태창흥업과 배우 김진규가 경합을 벌이며 시작되었다. 하

료원에서 진행한 바 있는 전조명, 서정민, 유재형, 정광석, 안

화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입체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극장마다

지만 제작 기간이 길어지자 제작비의 압박으로 김진규가 제

창복, 정일성 촬영감독의 구술채록문과 2002년 영화진흥위

상영 설비를 설치하고 관객에게 편광 안경을 나눠주고 회수

작한 <성웅 이순신>(이규웅, 1971)은 35mm로 완성된다. 태

원회에서 발간한 연구자료집 「한국영화기술사 연구」를 참고

해야 하는 상영 조건은 지속적인 제작을 어렵게 했다.

창흥업은 <이순신>을 준비하면서 70mm 카메라를 직접 만

하면 좋다.

24 25

SPECIAL 영화 기술의 변천사

세계영화 기술사의 변곡점들
정찬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글로벌) 조교수

유성영화

테크니스코프

사실 유성영화 기술은 영화의 등장과 동시에 개발이 시작되었다. 예

테크니스코프는 1960년 미국의 테크니컬러 회사의 이탈리아 지사

컨대, 영화라는 영상 기술 미디어의 발명가 중 한 명인 토머스 에디슨

(Technicolor Italia)에서 개발한 일종의 와이드스크린 기술이다.

은 자신의 발명품인 축음기와 키네토스코프(Kinetoscope)를 결합

35mm 필름의 프레임을 가로로 반 나누어 촬영하면 대략 2.33:1 비율

한 유성영화 장치를 구상했었다. 역사상 최초의 유성영화는 <돈 주앙

의 광폭 영상을 기록할 수 있다. 테크니스코프는 이 방식으로 와이드스

Don Juan>(앨런 크로슬랜드, 1926)이며, 배우의 실제 목소리가 녹

크린을 구현하는 기술이다. 테크니스코프는 애너모픽 렌즈를 사용해

음된 최초의 토키(Talkie) 영화는 <재즈 싱어 The Jazz Singer>(앨런

영상을 압축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이미지의 왜곡이 거의 없는 고품질의

크로슬랜드, 1927)다. 최초로 유성영화를 상업화하는 데 성공한 워너

와이드 영상을 구현하는 기술로 각광받았다. 단, 35mm 필름을 반으로

브라더스는 단번에 메이저 영화제작사로 올라섰으며, 할리우드가 유

나누어 확대하는 방식이었기에 이미지가 다소 거친 게 단점이다. 최초

성영화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영화는 대공황 시기(1929~1939)

의 작품은 1960년에 개봉한 이탈리아 영화 <파라오의 여인 La Donna

네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더 웨스트 Once Upon a Time in

에 거의 유일하게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분야가 되었다.

dei Faraoni>(빅토르 투르얀스키, 1960)이며, 그 외 대표작으로 엔니

the West>, 1971년 조지 루카스의 영화 <THX 1138> 등이 있다.

컬러영화

3D 입체영화

완벽한 천연색은 아니었지만, 최초로 컬러 영상을 성공적으로 선보

3D 영화 기술은 영화의 등장 이후 여러 발명가와 기술자에 의해 개

인 장치는 미국의 영화제작자 찰스 어반(Charles Urban)이 1908년

발되었는데, 그중에는 영화 장치의 선구자인 뤼미에르 형제도 포함

영국 왕립예술원에서 선보인 키네마컬러(Kinemacolor)다. 이 컬러

돼 있었다. 최초의 3D 입체 극영화는 카메라 감독이자 발명가인 해리

영화 장치는 흑백필름 영상기 앞에 빨강과 녹색 필터를 달아 교차로

페어올(Harry Fairall) 감독이 스테레오스코프 원리를 이용해 제작한

회전시켜 상영함으로써 컬러를 재현했다. 어반은 ‘천연색 키네마그

<사랑의 힘 The Power of Love>(1922)이다. 3D 영화는 1950년대 시

라프 회사’를 설립해 풍경이나 특별한 행사를 기록한 실사 컬러영화

네마스코프 영화와 마찬가지로 TV와 경쟁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업화

를 주로 제작했다. 이른바 컬러필름을 이용한 컬러영화의 본격적인

되었으며, 입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체로 컬러로 제작되었다. 시

제작은 테크니컬러(Technicolor)사가 1941년에 개발한 테크니컬러

네마스코프 기술을 극찬했던 것과 달리, 앙드레 바쟁은 3D 영화를 ‘완

모노팩(Technicolor Monopack)으로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작품은

전영화’의 완성을 향한 영화의 기술적 진보로 간주하지 않았다.

마이클 커티즈가 감독한 <다이브 봄버Dive Bomber>(1941)다.

시네마스코프

70mm 필름

시네마스코프는 1953년 20세기 폭스사에서 TV에 빼앗긴 관객을

70mm 필름은 아메리칸 옵티컬 컴퍼니와 브로드웨이의 연극 제작자 마

되찾기 위해 선보인 와이드스크린 기술로서, 첫 번째 적용된 작품은

이클 토드가 공동으로 설립한 ‘Todd-AO’사에서 시네마스코프 기술에

<성의 The Robe>(헨리 코스터, 1953)다. 시네마스코프는 기존의

대항하기 위해 1955년에 선보인 와이드스크린 기술이다. 70mm 필름

35mm 필름에 애너모픽 렌즈를 이용해 70mm 크기의 이미지를 압축

은 시네마스코프와 달리 영상을 압축하지 않기에 왜곡이 없는 고화질의

해서 기록하고, 상영 시 이 렌즈를 이용해 본래 크기로 확대하는 기술

몰입적 영상을 재현했다. 실제 영상의 크기는 65mm이고, 나머지 5mm

이다. 애너모픽 렌즈를 발명한 인물은 프랑스 과학자 앙리 크레티앙

는 6채널의 마그네틱 사운드트랙으로 구성되어, 시네마스코프나 시네

인데 <성의>가 프랑스에서 개봉할 당시 프랑스 평단은 이 영화를 보

라마보다 훨씬 입체적인 사운드를 구현했다. 최초의 70mm 영화는 프레

이콧했다. 하지만 앙드레 바쟁은 시네마스코프를 ‘완전영화’를 완성

드 진네만의 1955년 뮤지컬 영화 <오클라호마 Oklahoma!>다. 이 작품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칭송했다.

은 1956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최고 음악상과 음향기록상을 받았다.

오 모리코네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더 유명한 1968년 세르지오 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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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편집기사

정일성 촬영감독

전조명 촬영감독

김홍준 영화감독・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DISCUSSION

필름 시대의 기술과 영화

필름 시대의 정신과
디지털 시대의 가능성

일시 | 2019년 2월 1일(금)
진행 | 김홍준 영화감독・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대담 | 오성환 편집기사, 전조명 촬영감독, 정일성 촬영감독
기록 및 정리 | 이아림 「영화천국」 편집부

한국영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과정은 한국의 근현대사만큼이나 역동적이다.

사진 | 김좌상 포토그래퍼

전쟁 직후 카메라와 필름이 사치품이던 1950~60년대에 영화인들은 감도가 제각각인 필름,

자료사진 제공 | 전조명 촬영감독

오래된 카메라와 렌즈를 공부해가며 가까스로 영화를 찍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영화의 미학적 성취를 위한 이들의 노력이 있어 오늘날 한국영화의 발전이 가능했다.
한국영화의 필름 시대를 땀흘려 완성한 영화인들과 함께 한국영화 초기 기술 발전사에 대해 들어보았다.

김홍준

올해 한국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영화천국」에서

전조명

집에서 사진관을 했다. 태어나서부터 사진을 접한 셈

었고 제대로 된 영화 교육은 받지 못해 거의 독학하다시피 공

는 필모(Filmo)나 아이모(Eyemo)를 썼는데, 다루기 아주 불

는 한국영화 기술사를 다루는 특집을 마련했다. 오늘은 한국영

이다. 부모님 일을 돕느라 어릴 때부터 현상액을 만지고 직접

부했다.

편했지만 그 카메라로 당시 뉴스도 찍고 기록도 하는 등 많은

화사의 산증인이자 중요한 업적을 남기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필름을 현상해봤다. 국민학교(現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당시 같은 학교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이던 장석준과 친구가

걸 했지. 이후 김수용 감독이 군 제대하고 <공처가>(1958)를

영화 역사와 체험에 기반한 이야기를 편하게 나눠보려고 한다.

렇게 했던 게 영화 촬영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다. 서라벌예

되어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가까이 지냈고 그가 집에 암실을

만들 때 내가 조감독을 맡았고, <삼인의 신부>(1959)에서는

일단 세 분 모두 어떤 계기로 영화에 입문하시게 됐는지 궁금하

대에 입학해서 영화용 카메라로 처음 잡은 게 16mm 볼렉스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장석준은 국방

촬영을 맡았다. 초창기에는 혼자 많이 고민하며 영화를 찍었

다. 추측컨대 미술이나 사진에 관심을 가지면서 영화로 접어들

(Bolex)다. 그런데 카메라는 있지만 필름 살 돈이 없어서 얼

부 정훈국 촬영대(현 국방홍보원)에 현역 입대해 16mm 카메

던 것 같다. 처음 잡은 볼렉스, 이후 스페셜과 아이모, 아리플

기 시작하셨을 것 같다. 영화에 입문해서 프로페셔널하게 촬영

마 찍어보진 못했다. 그게 아마 1957~58년쯤인 것 같다. 대학

라로 작품을 찍었다. 나는 처음으로 아리플렉스(Arriflex) 카

렉스(35mm)까진 무성영화였고, 사운드가 들어간 영화를 제

과 편집 등 지금의 길을 걷게 된 초창기의 이야기가 궁금하다.

에서 3년을 공부했지만 영화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교수도 없

메라를 이용해 김수용 감독과 <해 뜨는 마을>을 찍었다. 전에

작하면서는 아리(Arri) 535 등을 사용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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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모는 미국에서 생산한 카메라로 뉴스용이었고, 독

에는 촬영부가 필름을 다 연결해서 러시(rush film)를 만들었

라고 한다. 필름 편집에서 이 작업은 기술적 기능이 필요한 부

일산(産)으로 아이모와 같은 역할을 한 게 아리플렉스다. 아

다. 말하자면 초벌 편집인데 그게 촬영부의 몫이었지. 그 초벌

분이다. 실제 드라마의 극적 효과를 살리는 편집 작업은 네거

리플렉스 1a, 2a, 2cbv가 나오고 그 후 아리C3가 나왔는데 한

편집을 편집기사에게 넘기면 거기서부터 편집을 시작하는

티브 필름에서 프린팅한 러시 필름으로 편집을 한다. 나는 러

국영화의 경우 아리C3가 나오기 전에는 핀트가 잘 맞지 않았

것이었다.

시 편집을 신상옥 감독님의 편집 작업 시중을 들면서 배웠다.

다. 카메라 렌즈도 오래된 것들이었고 포커스가 정확하지도

오성환

않았지. 나만 하더라도 우선 아이모렉스부터 시작해 씨네플

다. 당시 신필름의 사명은 ‘신상옥 프로덕션’이었다. 그때 처음

신상옥 감독님의 여러 작품을 편집하면서 영화의 많은 것을

렉스, 아리플렉스 1a・2a・2c・2b・bl 등을 사용했다. 댄스홀 장

신상옥 감독님을 뵈었고 감독님께서 영화에서 어떤 일을 하

배울 수 있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나는 <졸업 여행>(1985)이

면이 등장하는 음악영화는 미첼로 찍었고.

고 싶으냐, 장차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다. 나는 영화감독이

라는 극영화와 꽤 많은 광고, 홍보 필름을 감독할 수 있었다.

위험한 것도 모르고 그걸 옷에 다 묻혀가면서 써야 했다. 원시

내가 영화계에 맨 처음 들어갔을 때는 현상 기계가 없어서, 필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영화에는 촬영・조명・편집 등 많

처음 배운 필름 편집 방법에서부터 디지털 시대의 첨단 편집

적이었다. 필름도 감도가 다 다를 텐데 무슨 필름인지도 잘 몰

름을 감아 마치 샤브샤브 음식을 먹을 때 하듯 필름을 현상액

은 분야가 있는데 그러면 너는 먼저 편집을 배우는 게 좋겠다

장비인 컴퓨터 편집 작업을 하면서, 어느 쪽이든 작품의 완성

랐고.

에 넣어서 만들었다. 어느 정도 담가야 한다는 시간 규칙은 있

고 하셨다. 조심스럽게 그 말씀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여쭤

도를 높이는 데 편집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새삼 느끼기

정일성

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같은 롤이더라도 현상 결과가

보니, 연출을 배우려면 촬영 등 다양한 부분이 모두 중요하지

도 했다.

불하한다. 양이 많지도 않았고, 지지난해까지 써야 한 것, 지난

다르곤 했다. 조수 생활을 하면 스승들이 1년 정도 현상소에

만 편집이 무척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편집을 하게 됐다.

서 일해보게 한다. 나는 1년 동안 국방부 영화과 현상소에서

앞서 정일성 촬영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촬영된 필름의

김홍준

다들 흑백영화로 영화 일을 시작하셨을 것으로 안다. 흑

럼 그걸 알고 (파는 이들이) 연도를 속이는 거다. 불하받은 필

일했다. 촬영을 하려면 현상과 조명도 알아야 한다. 즉 촬영만

현상 작업이 끝나면, OK 컷과 NG 컷을 가려내고 시나리오 순

백에서 컬러로 넘어가는 시기에 촬영과 편집에는 어떤 변화가

름의 사용연도가 사실은 전부 달랐을 것이다. 필름은 당시 사

알면 그만인 게 아니던 시절에 여러 가지를 해본 것이다. 예전

서대로 잇는다. 이 작업을 ‘네거티브 커팅(negative cutting)’이

있었나?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얘기해달라.

치품으로 분류됐기에 수입이 허가되지 않았다. 지금 말로 하

정일성

나는 1960년대에 집안 어른의 소개로 신필름에 입사했

지금 생각해도 그분은 편집의 귀재셨다.

미8군을 통해 필름이 들어오면 사용연도가 지난 것을

해로 기한이 다한 것 등을 한국영화 제작자들이 사서 썼다. 그

내가 처음 시네마스코프로 찍은 작품이 <갯마을>(김수

면 정품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코닥, 후지, 게바, 아그파, 페라

용, 1965)이다. 그땐 시네마스코프 렌즈가 없어서 영사기의

리아 이런 필름의 사용연도가 지난 걸 썼다. 그런 걸 쓰다 보

애너모픽 렌즈를 카메라에 붙여서 찍었다. 장석준이 기계를

니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각 필름의 특성을 공부하게 된다는

좋아했는데 렌즈를 가져왔더라. 그 친구가 처음 그걸 맞춰서

것이었다. 아그파와 게바, 후지, 코닥 필름이 각각 어떤 특성

찍는 걸 보고 나도 따라 찍어봤다. 애를 많이 먹었지. 당시에는

을 갖고 있는지 공부하고 비교하다 보니 큰 차이가 있음을 발

카메라가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잘 몰랐고 렌즈도 영화 촬영

견했다. 흑백영화의 생명은 콘트라스트인데 그것만 하더라도

용과 사진용 렌즈가 섞여 있어서 카메라에 맞는 렌즈를 찾기

필름마다 차이가 컸다.

가 무척 힘들었다. 그땐 촬영하면 필름이 소요되니 테스트 촬

일본 촬영감독 미야가와 가즈오의 자서전을 보니, 배우 중에

영을 할 수도 없어서 카메라에 필름을 넣고 영사해보면서 거

는 선이 가는 배우와 굵은 배우가 있는데 이 점을 일일이 고려

기서 포커스가 맞는 렌즈를 찾아가는 식으로 역순으로 작업

해 한 영화에도 세 종류의 필름을 써서 완성한다더라. 한번은

했다.

그가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에게 건의하기를, 이번에는 어느

전조명

<미망인>(박남옥, 1955) 제작 당시 촬영 부문 퍼스트를
맡았던 장석준 촬영감독

카메라가 주어지면 결점이 뭔지 파악하고
그걸 보완해가며 찍은 게
한국의 촬영감독들이다.

카메라에는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어느 배우가 나오니 배우에 따라 필름을 다르게 쓰겠다고 한

은 렌즈, 매거진, 모터, 배터리 순서다. 일본을 포함해 해외에

것이다. 감독이 “왜 그리 필름을 중구난방으로 쓰나?” 해서 “필

서는 카메라용 전용 배터리를 생산했는데 한국에는 배터리조

름마다 콘트라스트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

차 없었다. 자동차 배터리가 24V인데, 그 크고 무거운 배터리

다. 그러니 감독이“내가 촬영을 많이 알지만 미야가와 씨와 비

를 촬영부가 들고 다녀야 했다. 게다가 여벌의 배터리가 더 필

견할 바는 못 되는 듯하니 다음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촬영해

요해서 2~3개를 준비해야 했지. 그 배터리조차 새것이 아니

달라”고 했단다. <라쇼몽>(1950)에도 세 가지 필름이 쓰였다.

라 6・25전쟁 때 쓰다가 상한 것들도 종종 있어서, 그 안에 들어

이후 콘트라스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후지나 코닥이 무척

있는 배터리액이 다 썩어 있기도 했다. 그럼 배터리액을 갈아

애썼다. 1950~60년대에 코닥이나 후지의 비약적인 필름 발전

야 해서 청계천에 가서 가까스로 구했고.

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이로 미야가와 가즈오가 기록돼 있다.

정일성

전조명

자동차 배터리가 무거우니, 미군부대에서 쓰다 버린 배

터리를 조립해서 쓰기도 했다. 거기엔 알칼리액이 있었는데

전조명

필름을 골라 쓰는 것은 그나마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고, 한국에서는 그저 주어지는 필름을 써야 했다. 설령 필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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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더라도 기계가 낡아서, 막상 찍어보면 포커스가 한쪽은 맞

것이다. 역광으로 찍는 걸 몰라서 안 찍은 게 아니었지. 심지어

고 한쪽은 안 맞기도 했다. 카메라가 주어지면 결점이 뭔지 파

포지티브 필름으로 촬영한 경우도 있다. 그렇게 열악한 시대

악하고 그걸 어떻게든 보완해가며 찍은 게 한국의 촬영감독

에 활동했으니 그 시대 한국영화를 한 사람들이 모두 선구자

들이다. 1960년대에는 영화를 다들 그렇게 찍었다. 제대로 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렌즈도 없어서 영사기의 시네마스코프 렌즈를 떼다가 카메라

내가 컬러로 제일 처음 찍은 영화는 이봉래 감독의 <삼등과

에 붙여 쓸 정도였으니.

장>(1961)이다. 일본에서 현상하기로 해 일본에 가야 했는데

오성환

지금 생각하면 1960~70년대 초반 흑백영화 시대에 그

(비용 문제로) 나를 안 보내주더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겁이

런 장비와 시설, 말하자면 낙후된 카메라, 라이트 편집 기재,

나서 사비를 털어 일본까지 갔다(웃음).

필름 현상 시설 등을 이용해 그만큼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다

전조명

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후지나 코닥을 많이 썼고 그다음 제일현상소라는 곳이 더 생

처음 생긴 컬러 현상소가 ‘아쿠아칼라’라는 곳이었다.

겼다.
김홍준

1970년대에 들어오면 한국영화도 거의 컬러로 넘어오

는데….

정일성

그당시만하더라도시스템이많이달라서노치(notch)를

영화 <증언>(임권택, 1973) 한강다리 미니어처 설치

전부 다 봐야 하는데, 영화 한 편당 (필름의) 길이가 250~320

내가 컬러로 처음 찍은 영화는 김수용 감독의 <유정>

피트 정도 되거든. 이걸 틀어서 두 번 내지 세 번 보면서 나는

(1966)인데, 미군부대에서 100자짜리 필름을 가져왔더라. 암

메모를 하고 다시 보정을 하곤 했다. 극성스럽게 밤을 새워가

기로 편집했는데 이 편집기는 1960년대 수도영화사에서 수

모든 상황이 열악했다. 그럼 우린 뭐 때문에 영화를 찍었을까.

실에 조수와 들어가서 그걸 400자로 연결해서 작업했다. 그런

면서 일했다.

입해 온 장비로 알고 있다.

영화 정신이 있기 때문이었다. 정신으로 버틸 수밖에 없는 시

데 (영화사의) 사장으로부터 이야길 들은 것이, 컬러영화를

김홍준

애널라이저가 등장하면서 그런 수고는 없어졌겠다.

하여튼 러시 필름과 녹음된 마그네틱 테이프를 싱크로해 편

절을 우리 선배와 우리가 살았다.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찍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걸 맡겼다고 항의했다고 하더라.

오성환

그렇다. 색 보정(Color Corretion)을 하면서 애널라이

집하니 작업이 참으로 재미있었다. 기생 초선 역을 김지미 선

이 그 자체로 역사다.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유정>은 무난하게 성공한 작품이다.

저에 원판 필름을 바로 넣어서 작업할 수 있었으니.

생께서 하셨는데, 음성이 무척 허스키한 편이셨다(웃음). 동

오성환

사실 컬러가 뭔지 모르고 찍었던 것 같다. 흑백에는 자신 있었

정일성

애널라이저를 브라운관을 통해서 봤는데, 브라운관이

시녹음 작품이니 본인 음성 그대로 담게 되었다. 그외에 용산

영화 기술적 업적은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전

다. 흑백은 광선, 즉 해가 없으면 촬영을 못 한다. 그래서 순광

어둡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일본에 가

촬영소 옆으로 경부선 철도가 있어 기차가 지나가면 촬영을

조명 촬영감독께서 말씀하신 장석준 촬영감독님은 오래전 타

으로만 영화를 찍었다.

서 보니 애널라이저를 스크린에 연결해 노출을 점검하더라.

멈추거나 NG를 낸 일도 생각난다. 세트장 방음이 허술해서.

계하셨지만, 그분이 국내 최초로 입체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1950~60년대만 하더라도 인덱스 25~30일 때였다. 해

그 이야기를 영화진흥공사(현 영화진흥위원회)에 했더니 우

정일성

한국에 마땅한 촬영 스튜디오라는 게 없었는데 그나마

촬영 장비와 현상・편집기기를 자비를 들여 개발한 사실은 우

가 지면 노출이 안 오르니 대낮에 순광으로밖에 찍을 수 없는

리는 거기까진 여력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더 빨리 시스템이

촬영소라고 하나 있는 곳이 용산철도회관이었다. 그곳은 전

리 영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비

발전할 수 있었는데 바람처럼 되지는 못했다.

쟁 때 폭격을 맞아서 지붕도 없었는데, 거기가 비어 있으니 촬

록 크게 성공하지 못했으나 그의 개척 정신은 높이 평가받아

영소로 쓰게 해달라고 얘기해서 가까스로 쓰게 됐다. 그런데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전조명

정일성

1990년대 제가 연출부에 들어갔을 때엔 이미 편집 시스

비가 오면 세트가 전부 젖는 거다. 그럼 그다음 날 전부 다시

템이 전부 스틴벡(Steenbeck)으로 됐을 때다. 처음에는 영사

찍어야 했다. 그렇게 하니 아무리 흑백이지만 전날 찍은 것과

김홍준

기에 걸고 했고 그다음이 무비올라(moviola)였는데, 스틴벡

다음 날 찍은 영화의 색감이 완전히 달라서, 어떤 부분은 어둡

달라지곤 한다. 한국영화의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대작 영화

이 꼭 아니더라도 플랫베드(flat bed)가 편집에 처음 쓰인 게

게 나오기도, 희게 나오기도 했다. 그래서 ‘촬영소에 천막을 쳤

는 시네마스코프로 촬영을 많이 한다. 학생들도 그렇게 촬영하

언제였나?

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 천막도 남대문시장에서 미군이 입는

고. 한국영화사를 보면 1980년대까지 시네마스코프로 많이

내 기억으로는 무비올라, 테이블형 필름 편집 시스템

판초를 사다가 이어 만든 것이었다. 비가 오면 소리가 무척 크

찍다가 오히려 1990년대에 들어와 1.85대 1(비스타비전)로

(플랫베드)은 1970년대 중반쯤인가, 당시 문화공보부 산하

게 나서 비 오는 날엔 역시나 촬영을 할 수 없었다. 나중에 서

사이즈가 바뀌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궁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처음 본 것 같다. 이런 편집 장비가 극영

울시 경찰청 안에 촬영소가 생겼다. 그 후 왕십리 무슨 창고 촬

금하다.

화 편집실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은 아마 1980년대 후반부터

영소, 또 어느 창고 등을 전전하다가 삼성에서 뚝섬에 스튜디

전조명

가 아닌가 한다. 당시 고가의 편집기기였으니까. 생각지 않게

오를 처음 만들었다. 그 이후 홍철 씨가 세운 안양촬영소도 생

촬영 작품으로 한국에 소개됐다. 그 비슷한 시기에 신상옥 감

도 신필름의 신상옥 감독님이 <대원군>(1968)을 제작하셨는

겼고.

독의 작품을 시작으로 국내에도 시네마스코프 바람이 불었

데 그게 동시녹음 작품이었다. 이때 무비올라 동시녹음 편집

그 시대엔 카메라만 열악한 것이 아니고 필름과 촬영 현장의

다. 시네마스코프가 도입될 무렵에 줌렌즈도 같이 들어왔다.

김홍준

오성환

영화 <아내들의 행진>(임권택, 1974) 촬영 현장. 특수촬영 기술을 통해
여름에 겨울 장면을 구현하는 모습. 미첼 카메라를 사용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선배들께서 이룬

디지털 시대에는 한 영화에서도 화면 비율이 자유롭게

할리우드의 <성의>라는 영화가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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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도 시네마스코프 시대가 오래 지속된 것 같다.

정일성

영화제작비가 열악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제작

비스타비전으로 전환한 것은 일단 당시 시네마스코프

하기 전에 비디오회사에 입도선매하듯 판매했다. 시네마스

의 렌즈 해상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도 서서히 비

코프로 찍는데 비디오로도 출시해야 하니 팬앤드스캔(Pan &

스타비전으로 전환할 때여서 우리도 해상도가 좋은 렌즈를

Scan)이라는 웃지 못할 방법을 이용하기도 했고, 이렇게 TV

사용하며 그 흐름을 함께하게 됐다. 어느 국가든 영화 기술의

방영에 불편하다는 점을 깨닫고 비스타비전으로 서서히 전환

변천사를 보면 전환기의 역경이 다 있더라. 여러 가지 불편한

하게 됐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기술의 자연스러운

점이 많다 보니 다른 기술로 진화되고 필름 내에서 그 진화를

흐름이었다기보다 제작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하고,

반복하다가 디지털로 넘어갔다.

TV 방영을 하는 데 시네마스코프의 불편한 점이 지적되다 보

정일성

오성환

얼마 전 TV에서 신상옥 감독님의 초기 작품 <지옥화>

니 인위적으로 전환됐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다.

를 봤다. 1958년에 만든 영화인데 지금 봐도 연출은 물론 촬
영, 편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 놀라웠다. 당연히 스탠더드 사

김홍준

아직도 해외에서는 필름으로 영화를 찍기도 하고 현상

필름의 길이가 9,000피트, 즉 9,000자다. 양철로 만든 캔으로

전조명

이즈 영화였다. 영상 사이즈 변화에 대해 나는 이런 생각이 든

소도 남아 있는데, 한국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영화제작부터

최소 10캔이 된다. 반으로 나눠 양손으로 들고 가려면 중노동

는 일이다. 예전 시스템으로는 어렵지. 지금 영화 현장에 크게

다. 영상 사이즈를 영화의 스토리를 담아내는 캔버스라고 본

상영까지 시스템이 100% 디지털화됐고 그런 흐름이 시작된

이다. 그런데 화면 원판(네거티브 필름)과 녹음 원판(사운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디지털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면, 화면의 비어 있는 공간도 연출에 있어 중요한 표현 수단

지 벌써 20년 가까이 돼, 필름을 전혀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성

필름), 두 가지를 합하면 모두 20캔이다. 이는 지게로 진다 해

정일성

이겠으나, 시네마스코프 화면은 스펙터클 영화에나 어울리

인이 되고 영화산업에 진입하는 때가 됐다. 필름 시대에서 디지

도 옮기기 힘든 무게다. 지금은 어떤가. 손톱만 한 크기의 메모

를 찍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술이었다. 지금 디지털 시대

는, 필요 이상으로 큰 사이즈 영상이 아닌가 한다. 반면에 스탠

털로 전환된 뒤 그런 작업을 했을 때의 경험은 어땠는지, 필름

리 카드가 전부 아닌가. 아마 무게로 따진다면 필름 무게의 10

에 그런 목표를 지닌 이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을 것이다. 과거

더드는 좁아 답답하고, 비스타비전 사이즈가 감상하기에 편

으로 작업할 때 하지 못한 경험은 무엇이 있는지, 필름 시대의

만분의 1이라도 될까?(웃음)

와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가 그런 목표가 없어졌다는 점인 것

안하게 느껴지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한다.

경험 중 후배들이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주

정일성

서울의 극장에는 1번관, 2번관, 3번관이 있었다. 필름

같다. 미학적 성취보다는 많은 관객 동원이 최상의 목표가 돼

셨으면 좋겠다.

은 하나인데 극장 세 군데를 돌며 상영하는 것이다. 그럼 1번

버린 것 같은 시대다. 예전에는 흥행하지 않더라도 예술영화

정일성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시네마스코프는 장점이 더 많다

디지털화돼 영화를 만드는 게 지금 한국의 실정에는 맞

예술로서의 영화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과거에 영화

고 본다. 시네마스코프만이 구현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 사진

전조명

작업할 때 필름과 디지털의 차이점은 무엇보다 디지털

관에서 상영하고 2번관으로, 그다음 3번관으로 오토바이에

의 프라이드, 자긍심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영화인의 정신이

에도 그런 규격이 없고 오직 영화 촬영감독만이 추구할 수 있

이 간편하고 찍기 수월하다는 것이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

필름을 실어 날랐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다. 디지털 시대는 그

지금은 많이 퇴색한 기분이다. 지금 한국의 경제 여건이나 시

는 장점이 있지. 조명을 조절해 그 공간을 십분 활용하는 묘미

아져서 필름의 색조를 구현할 수 있는 카메라가 시중에 많이

런 것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편리해졌다.

장 규모로 봤을 때 디지털화가 답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다.

를 부리는 특수한 매력이 있다.

나온다더라. 디지털이라도 필름 못지않은 풍부한 색상을 낼

오성환

하나 더 우스운 얘기를 하자면, 설・추석 등 명절에는 필

그러나 모든 예술인에게는 꿈이 있다. 가난하더라도 예술가

수 있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

름현상소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캄캄한 암실에서 며

로서의 명예를 지향하는 정신이 서서히 사라져간다는 생각이

전조명

시네마스코프에서 비스타비전으로 넘어간 흐름은 미

국에 먼저 있었고 한국에서는 비용 문제가 변화의 큰 요인이

정일성

디지털은 계속 진화할 테지만 아직 필름이 가진 장점을

칠 밤을 새워 작업하다 보니 실수로 사운드 필름을 바꿔서 인

들어 아쉬움이 없지 않다. 앞으로 영상자료원에서 해야 할 일

었다. 시네마스코프 영화를 만들다가 TV가 가정에 보편화하

모두 뛰어넘을 정도로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본다. 디지털은

화하는 바람에 다른 영화의 소리가 나와서 극장 안이 난리가

이 많은 것 같다. 1980년대에 본 영화의 질감과 1970년대 영화

는 과정에서 TV 포맷의 영상에 대한 요구가 커지니 와이드 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임에는

나는 웃지 못할 소동도 있었다(웃음).

의 질감이 시각적으로 많이 다른데, 2010년대 2020년대에 그

크린을 버리고 스탠더드한 비율(4:3)의 영상을 촬영하게 된

틀림없다.

이렇게 힘들고 배고프고 할 때였지만 생각해보면 인간미 넘

런 선호도가 어떤 방향으로 선회할 것인지를 또 기대해볼 수

것이다. 또한 1980년대 VHS가 등장하고 보편화되면서는 영화

김홍준

해외에서도 한국영화 시스템을 보면 놀란다. 적어도 영

치는 낭만의 시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것

있기도 하다.

를 극장에서보다 비디오로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도 했고.

화산업에서는 촬영, 제작, 후반작업, 극장 시스템까지 100%

들 하나하나가 오늘날 빛나는 우리 영화의 밑거름이 돼온 것

영화 <아바타>(제임스 캐머런, 2009)가 처음 나왔을 때 상상

디지털이라고 하니 놀란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게 디지

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력에 놀라지 않았나. 영화의 상상력을 구현하도록 뒷받침할

털화됐느냐고.
정일성

영화의 상상력을 구현하도록
뒷받침할 가능성을 디지털이 갖고 있다.
필름 시대의 정신과 디지털 시대의 가능성이
함께 가면 좋겠다.

나 역시 놀랐다. 극장까지 바뀌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디지털이 갖고 있고 그 점은 고무적이다. 필
김홍준

영화의 기술 변화에도 사회경제적인 여러 요인이 작용

름 시대의 정신과 디지털 시대의 가능성이 함께 가면 좋겠다.

줄 알았는데, (디지털에) 투자하지 않으면 상영할 콘텐츠를

해왔다. 시네마스코프에서 비스타비전으로 바뀐 점도 현장에

오성환

받지 못하니 디지털화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서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가 없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오늘

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영화 산업을 이끌어가는 모든

필름 편집 시대를 살아온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하고 싶

선생님들이 나누신 말씀에 역사적인 교훈이 많이 담겨 있다고

이에게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어려웠으나 잊을 수 없는 추억

은 얘기가 있다면, 당신들은 육체노동에서 해방된 행복한 세

생각한다. 미흡한 대로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마지막으로 마무

으로 남아 있는 필름 시대에 펼쳤던 열정과 도전의 옛얘기를

대라는 것이다. 보통 영화 한 편의 러닝타임이 100분이라면,

리 말씀 부탁드린다.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한국영상자료원에 감사를 전한다.

오성환

오늘의 우리 영화가 눈부시게 발전, 성장한 모습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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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의 시대

바람처럼 왔다가
흔적 없이 사라진 신문물
강석필 <변방에서 중심으로> 기획, <경계도시 1, 2> 제작 및 촬영,

<춤추는 숲> <소년, 달리다> 연출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생존>(임순례, 2001)의 촬영 원본이 담긴 6mm 미니 DV 테이프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수많은 다큐멘터리스트가 애용한 캠코더 ‘VX1000’

1997년 늦여름에서 초가을로 넘어가는 서울 계동, 서울영상

여 나가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베타캠(Betacam) 카메라와

집단 사무실에선 수백 개가 넘는 6mm 미니 DV 테이프들을

같은 프로 장비와 아마추어용 카메라 사이에는 그 ‘때깔’의 차

열심히 상자에 넣고 있었다. 상자에 담긴 테이프의 행선지는

이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가격’ 차이가 있었으니, 운 좋게 방송

부산. 한국 독립영화의 역사와 현재를 다룬 다큐멘터리 <변방

국에 카메라맨 친구라도 있으면 모를까 대다수의 독립다큐멘

에서 중심으로>(홍형숙, 1997)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되

터리 제작자는 침만 흘리다 말 뿐이었다(상황이 이러하니 다

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마침 부산 지역의 한 독립영화단

큐멘터리를 필름으로 찍는 것은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정

체에서 ‘독립영화계 최초(!)’로 넌리니어(Non-Linear) 디지

말 꿈도 못 꿀 일이었다).

털 편집기를 장만했다기에, 거기서 영화제 시작 전까지 머무

여기에 구원의 빛처럼 나타난 것이 6mm 미니 DV였다. 화질

르면서 최종 편집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풀 디지

은 방송용 카메라에 버금가는 반면 가격은 10분의 1 정도밖

털 방식 작업은 꿈도 못 꿀 수준이었으니, 편집 소스들은 모두

에 안 되니, 수많은 다큐멘터리스트의 손에 들려 현장을 누빈

1:1편집을 통해 러프컷 상태로 추려놓은 것들이었다. 나는 프

VX 1000, TRV900 같은 장비들은 말 그대로 한 시대를 풍미

로듀서로서 서울에 남아 이러저런 일들을 처리해야 했는데,

한다. 나아가 개당 1만 원이 안 되는, 필름은 물론이고 베타캠

감독을 비롯해 부산으로 짐 싸들고 내려간 편집팀들은 예정

(Betacam) 테이프보다 훨씬 저렴한 테이프 값으로 말미암

된 상영일이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까지 날밤을 새우면서 가

아 다큐멘터리 작가들은 현장의 풍경과 목소리를 거의 제한

슴을 졸여야 했다. 지금 흔히 사용되는 컴퓨터에 비교하면 발

없이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카메라는 또 어찌나 가벼

뒤꿈치도 못 따라갈 사양으로 ‘렌더링’을 돌려대니, 그 적은 용

운지. 조금이나마 그리고 잠시나마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

량도 버티지 못하고 계속 다운됐던 것. 가까스로 최종 마스터

술의 발전이 민주주의를 앞당긴다”고 믿었던 때다. 아마 지

를 뽑아 극장으로 달려가긴 했지만, 그 시절 아날로그에서 디

금도 VX 1000이라는 캠코더 이름을 들으면 가슴 떨리는 사

지털로 넘어가던 독립영화 현장은 그랬다.

람들이 있으리라.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테입리스(Tapeless) 카메라에 편집 또한 100% 컴퓨터로 진

얼마나 많은 빛나는 다큐멘터리가 이러한 미니 DV로 만들어

행되는 요즘, 비디오테이프는 그 단어만큼이나 까마득한 옛

졌던가!

날의 유물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비디오테이프 없이 한국에

그런데 이와 같은 DV 카메라들이 가진 또 하나의 혁명적 차

서 다큐멘터리가 가능이나 했을까(시네마테크 운동에서 비

이는 바로 디지털 방식의 저장 형태였다는 점이다. 아날로그

디오, 특히 VHS의 혁혁한 역할은 또 말해 무엇하리요). 그중

캠코더처럼 마그네틱 테이프에 리니어(Linear)한 방식으로

에서도 혁명의 도화선이자 구세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영화사

기록되기는 하지만, 저장 형태는 분명 디지털이었다. 말하자

적 변곡점의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6mm

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하이브리드였는데, 불과 10년 이내

미니 DV다. 한국 독립다큐멘터리 발전에서 6mm 카메라를 빼

완료될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이 (적어도 다큐멘

놓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건 기술적 변화 이상의

터리에 있어서는) 여기서 시작된다. 아날로그 방식의 이미지

것이었다.

를 컴퓨터로 받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캡처보드

한국 독립다큐멘터리의 본격적인 시작을 1980년대 후반에

가 있어야 했지만, 미니 DV는 파이어와이어(firewire) 혹은

서 90년대 초로 잡는다면, 이때는 완벽하게 아날로그의 시대

IEEE1394 인터페이스가 지원되는 100만 원 안팎의 플러그

였다. 지금은 그 이름도 생소한 Beta, U-Matic, VHS, 8mm 등

인 카드 하나면 됐으니, 이 역시 저가형 카메라의 보급과 함께

방송이나 가정용 캠코더가 촬영 장비였고, 편집도 당연히 1:1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아날로그 편집이었다. 비디오의 ‘1:1 편집’은 필름의 스테인

21세기에 접어든 지 20년도 채 안 된 지금, 앞서 언급한 거의

백 편집과 같은 원리다. 즉, 스테인백에 필름을 걸어놓고 돌리

모든 장비와 기술, 방식이 사라져버렸다. 장대한 패러다임 변

다가 OK 컷을 잘라내 붙여나가듯, 플레이어에 촬영본을 넣고

화의 과도기에 바람처럼 왔다가 흔적 없이 사라진 것이다. 하

보다가 OK 장면이 나오면 포즈(Pause) 상태의 레코더를 레

지만 영화박물관의 한 켠에 VX 1000 한 대가 전시되는 것이

코드(Record) 상태로 돌려 타임라인에 녹화하면서 이어 붙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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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의 종말, 디지털의 등장

FEATURE

한국영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다

<설국열차>는 필름으로 찍은 마지막 한국영화로 기록돼 있

며, 국내 장편영화 현장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 역시 디

다. 이제 대세는 디지털이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영화

지털로 촬영된 <시실리 2km>(신정원, 2004)가 의미 있는 성

와 TV의 경계, 2D와 3D의 경계, 촬영 현장과 후반작업 현장의

공을 거두면서, KBS는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저예산 HD TV

경계는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남았다.

영화제작 계획을 발표했다. 공모를 거쳐 선발된 총 5편의 프로

과연 기술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진정 새로운 영화와

젝트에 각각 3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했으며, 이를 통해 완성된

의 만남을 앞당겨줄 수 있을까.

유상욱 감독의 <종려나무 숲>(2005)이 개봉했다. 또한 밴쿠
버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는 채기 감독의 <빛나는 거짓>(2004)

주성철 「씨네21」 편집장

은 국내 최초 HD 독립장편영화로 기록됐으며, CJ CGV 디지털
장편영화 제작지원 프로그램(CJIP)으로 선정된 이진우 감독
Technology

1

디지털 시대의 시작

의 HD 영화 <8월의 일요일들>(2005)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됐다. 바야흐로 극장과 인터넷, 그리고 영화제를 통해 디
지털 영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이다.

IPTV

필름으로 찍은 마지막 한국영화로 기록된 <설국열차>
Technology

2

카메라 ‘레드원’과 ‘알렉사’의 등장

2013년 8월 1일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는 필름으
로 찍은 마지막 한국영화로 기록돼 있다. 2010년경 도입된 디
지털 영사기도 필름 영사기의 자리를 완전히 대체했다. 필름
특유의 광범위한 색감과 음영 표현에 대해 얘기하며 ‘그래도
여전히 디지털이 따라갈 수 없는 필름 고유의 영역’ 운운하는
것도 향수 어린 일이 돼버렸다. 이처럼 지난 10여 년간 한국영
화계가 보여준 디지털 이행 과정은 구구절절 설명하기가 이

이후 한국영화 현장의 대세가 된 것은 ‘레드원’ 카메라였다. 김

제 식상할 정도다. 그 시초는 바로 명필름과 MBC프로덕션이

용화 감독의 <국가대표>(2009)에 처음 사용된 레드원 카메라

공동 제작한 HD(High Definition) 장편영화인 김응수 감독

는 그 화질의 탁월함으로 인해, TV 드라마 <추노>(2010) 촬영

의 <욕망>(2002)이었다. 러시 필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

에도 사용됐다. 그때만 해도 ‘영화 카메라로 드라마를 촬영했

요 없이 촬영장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촬영과 연기를 즉각

다’는 것이 큰 화제였다. 이후 김희애, 유아인 주연 TV드라마

확인하고 점검해볼 수 있게 됐고, 필름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밀회>(안판석, 2014)도 레드원 카메라로 촬영되어 ‘영화 같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예산이란 점이 부각됐다. 당시

은 영상’을 구현했다. 이제 한국영화 현장에서 해상도가 필름

실제 촬영 기간은 2개월이었고 순제작비는 9억 원이었다. 무

급으로 뛰어난 디지털카메라가 보급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

엇보다 국내 최초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봉할

라, 후반작업의 경우 과거 아날로그 영화 현장에서 필수적이

수 있었다. 지금이야 익숙해진 ‘IPTV 동시개봉’이라는 것이 그

던 디지타이징(편집을 위해 필름을 비디오로 전환해주는 일)

때쯤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영화는 이제 필름이 아니라 ‘파

작업이 필요 없게 됐다.

일’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레드원 이후 아리(ARRI) 사의 ‘알렉사’ 카메라가 전

<스타워즈 에피소드 2: 클론의 습격 Star Wars: Episode II-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분위기다. 뛰어난 해상도는 물론 레드

Attack of the Clones>(조지 루카스, 2002)의 촬영장비이기

원보다 필름 질감에 더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래 아리

도 한 소니의 HDW F-900으로 촬영된 <욕망>과 <아 유 레

는 파나비전과 함께 필름 카메라 시장을 지배하던 회사였는

디?>(윤상호, 2002) 이후 디지털카메라가 급속도로 보급되

데, 레드원이 상당한 인기를 끌며 다소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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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인 3D TV 또한 마찬가지다.

And ...

새로운 기술이 더 새로운 영화를 가능하게 할까

<그래비티Gravity>(알폰소 쿠아론, 2013)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아바타> 이후 획기적인 3D 영화가 등장하지 못했고,
3D 안경을 써야 하는 관람상의 불편함은 여전히 지적된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리라 여겨지던 3D 영화 시장은 ‘오리지널
3D 영화’ 제작보다는 ‘이 영화는 3D 버전도 제공됩니다’라는
식으로 특정 인기 영화에 어떤 ‘옵션’으로 자리 잡아가는 분위
기다.
한국 최초의 3D 영화로 기록된 작품은 이규웅 감독의 <천하
장사 임꺽정>(1968)이다. 신영균, 박노식, 윤정희, 태현실 주
연의 <천하장사 임꺽정>은 전체 상영시간 90분 중 후반부에
10여 차례 입체영상을 선보였다. 두 번째는 임권택 감독의
<몽녀>(1968)로 <천하장사 임꺽정>을 촬영하기도 했던 장석
<곡성> 촬영 현장. 사진 속 인물은 홍경표 촬영감독

준 촬영감독이 전작의 결점을 보완해 발명한 ‘판 스코프 3D 입
체 촬영기’로 만들어진 입체영화다. 이후 김인수 감독의 <공
포의 축제>(1986) 등 3D 영화 제작 붐이 일기도 했지만 인상

2010년 알렉사를 내놓으며 주도권을 되찾고자 했다. 2016년

했을 것이다. 또한 영화 속에서 새벽과 저물녘, 이른바 영화인

적인 결과물은 없었다. 그로부터 한참 세월이 흘러 영화진흥

에 나란히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나홍진 감독의 <곡

들이 매직 아워(Magic Hour)라고 하는 시간대가 영화에 자

위원회의 주도로 국내 최초 디지털 입체 실사 단편영화인 최

성>, 연상호 감독의 <부산행> 모두 알렉사로 촬영된 작품이며,

주 등장하는 탓에 디지털카메라는 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

익환 감독의 <못>(2009)이 제작됐고, ‘3D 에로영화’를 표방한

역시 같은 해 나온 TV 드라마 <도깨비>(이응복)도 마찬가지

게끔 했을 것이다. 이제 ‘그래도 필름 때깔이 더 낫다’는 막연

<나탈리>(주경중, 2010)와 모팩 스튜디오가 참여한 <7광구>

다. 불과 몇 년 만에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이다. 한편, 전설적

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졌다. 경제성과 효율성

(김지훈, 2011)가 만들어졌으며, 김용화 감독이 이끄는 덱스

인 촬영감독 다리우스 콘지가 촬영을 맡은 봉준호 감독의 <옥

등 산업과 시스템의 구조를 넘어, 미학적 고려에서도 진정한

터 스튜디오에서 한국영화 최초로 100% 컴퓨터그래픽으로

자>(2017)의 주요 장면은 아리의 또 다른 카메라인 알렉사 65

디지털 시대가 열린 것이다.

만들어진 고릴라 링링 캐릭터가 등장하는 <미스터 고>(2013)

<미스터 고>

카메라로 촬영됐는데, 이는 아리의 기술이 집약된 2D 디지털

를 개봉하며 정점을 찍었다.

지상파 방송국 또한 아날로그 방식과 이별한 지 오래다. 우리

대화면 전용 카메라로 전 세계에 10대가량밖에 없어 대여료

여기서 3D 영화를 만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가 매주 지겹도록 보고 있는 TV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현장

‘리그(rig)’ 시스템을 이용해 촬영 단계부터 3D 영화를 만드는

에서 거의 각 인물당 4K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DSLR 카메라가

것이고, 두 번째는 기존 방식대로 촬영한 영화를 후반작업 과

10대 넘게 투입되는 모습, 혹은 출연자가 ‘고프로’로 대표되는

파서블: 로그네이션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크

정에서 ‘컨버팅’을 통해 더욱 저렴하게 3D 영화로 만드는 것

액션캠을 하나씩 소지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나 익숙한 풍경

리스토퍼 매쿼리, 2015)은 물론 봉준호 감독의 신작 <기생충>

이다. <7광구>가 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3D 영화라면, <미

이 됐다. 액션캠이란 초소형 광각 캠코더를 이르는 말로, 작고

도 바로 이 카메라로 촬영됐다.

스터 고>는 전자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3D 영화다. 하지만 결

가볍고 방수 능력까지 있어 아웃도어 촬영 시 역동적인 촬영

지난해 이창동 감독의 <버닝>(2018)이 알렉사 카메라로 촬영

과적으로 <나탈리>를 시작으로 <7광구>를 거쳐 <미스터 고>

이 가능하게 한다. 이처럼 디지털카메라는 기동성을 무기 삼

됐다는 것이 화제였다. 8년 만의 신작이기에 전과 달리 디지털

에 이르기까지 국산 3D 영화 중에서 시장의 환대를 받으며 제

아 시간과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했고, 과거 불가능했던 촬영

카메라로 촬영된 것이 세월의 변화로 인해 새삼스러운 일은

작비를 회수한 영화는 없다. 게다가 <미스터 고>의 경우 개봉

도 가능하게 했다. 불가능을 극복하는 촬영에, 이제는 드론 촬

가 비싼 것으로 유명하다.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The

Revenant>(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 2015)와 <미션 임

Technology 3 

절반의 성장, 3D 입체영화

아니겠으나, 이창동 감독과 디지털카메라의 첫 만남 자체가

디지털 시대와 함께 더 큰 꽃을 피우리라 생각된 3D 입체영화

후 일주일 정도까지, 정작 3D 상영관 상영은 전체 상영의 15%

영도 TV를 넘어 한국영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디지털 시대

흥미로운 화제였다. 실제로 그 또한 제작보고회에서 “디지털

(이하 ‘3D 영화’)의 경우, 그 정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 <아바

정도만 차지했다. 2D 상영이 85%에 이르렀기에 <미스터 고>

의 도래와 함께 영화와 TV의 경계, 2D와 3D의 경계, 촬영 현장

카메라가 영화의 즉흥성에 더 잘 조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타 Avatar>(제임스 캐머런, 2009) 개봉 이후의 파급력을 잃어

가 본격 3D 영화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관객 자체가 별로 없었

과 후반작업 현장의 경계는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하

며 달라진 스타일을 암시했는데, 그의 이전 영화들과 달리 <버

가고 있다. 일단 개봉 편수 자체가 해마다 줄고 있고, 3D 스포

다. 이처럼 2D 상영이건 3D 상영이건 상영 환경의 개선이라

나의 질문이 남았다. 과연 기술적으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닝> 초반부터 드러나는 다채로운 카메라 워크는 그래서 가능

츠 중계가 도입된 런던 올림픽이 열린 2012년까지 매년 50%

는 문제가 여전히 대두된다.

진정 새로운 영화와의 만남을 앞당겨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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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씨네21」 기자

박홍열 촬영감독

장성호 모팩(mofac) 대표

장원석 BA엔터테인먼트 대표

DISCUSSION

디지털 시대의 기술과 영화

‘이야기를 어떻게 담느냐’가
핵심이다

일시 | 2019년 2월 8일(금)
진행 | 김성훈 「씨네21」 기자
대담 | 박홍열 촬영감독, 장성호 모팩(mofac) 대표, 장원석 BA엔터테인먼트 대표

한국영화 제작부터 상영까지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 것은 불과 10년 안팎에 일어난 변화다.

기록 및 정리 | 이아림, 고민주 「영화천국」 편집부

그간 필름 시대 제작 공정이 지닌 불편함과 비용은 줄어들고 디지털 기술은 필름의 풍부한 표현력을

사진 | 김혜미 포토그래퍼

구현할 만큼 성장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효율이 모두에게 효율적인 결과로 돌아갔을까?
한국영화의 디지털화 과정을 현장에서 함께한 이들과 만나 기술 전환기 한국영화 현장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국영화의 제작 포맷이 완전히 디지털화된 시기가

상영보다 화질이나 느낌이 더 낫다고 하는 관객 반응이 있었

있는지 구별하지 못할 것이다. 해상도라는 것은 상대적이다.

보지 못했던 화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로 넘어

2008~2009년 무렵, 영화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 레드원을 사

다는 리서치 결과가 나왔다. 그런 변화를 체감하며 서서히 디

실제 해상도가 높아도 촬영과 조명 등 다른 요소들이 뒷받침

오면서 ‘우리가 보지 못한 영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용하면서인 것 같다. 2009년 개봉한 <국가대표>(김용화) 현장

지털로 전환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되지 않으면 평면적으로 보일 수 있고, 해상도가 낮아도 조명

고민으로 나아가는 것이 프레임 포맷이 만들어지는 영역이

에서 처음 레드원을 도입한 걸로 알고 있다. 이후 제작, 촬영, 후

장성호

요즘 높은 해상도를 구현하는 데에 관심과 경쟁이 대단

이나 다른 요소가 훌륭히 뒷받침되면 그 편이 훨씬 좋아 보인

다. 해상도 전쟁보다는 풀 프레임 안에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

반작업 분야에서 각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은 무조건 4K급의 해상도로

다. 디지털로 전환되는 데 필름과 디지털의 해상도 차이는 결

한 것을 어떤 콘텐츠로 담아낼 것인지의 문제가 사실은 디지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 꽤 저항이 있었다. 필름 룩

제작된다. 향후 모두 4K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겠다는 계획

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다고 본다. 오히려 필름이 풍부한 룩을

털이 가는 방향의 큰 축 중 하나라고 본다.

(질감, 감성 등)에 익숙하기도 하고, 그것을 선호하는 공감대

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 영상에 예민한 이들도

구현하는 데 견주어 디지털은 그렇지 못했다.

장원석

가 있었는데, 할리우드에서 디지털 영화를 상영했을 때 필름

같은 작품을 리얼 2K와 리얼 4K로 볼 때 단번에 어떤 차이가

박홍열

김성훈

장원석

디지털의 가장 긍정적인 측면 중 하나는 그동안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도기가 있었다. 모

든 후반 공정이 아날로그 중심으로 맞춰져 있었다. 그것이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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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털로 바뀌면서 ‘어떻게 지금의 공정과 접목하며 새로운 공

아직도 필름 상영이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생

영화에 순기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해봐야 한다. 초기

정을 도입해야 하나’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그 무렵에는 촬영

긴 에피소드가 있는데, 해외 영화제에 보낼 작품을 필름 프린

에는 디지털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필름으로 촬영할 때처럼

을 디지털로 하더라도 후반작업을 위해 촬영본을 필름 프린

트까지 마쳤는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단 3곳, 필름 영

정교하게 찍으려고 노력하고, 컷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 감독

트해야 했다. ‘디지털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우선 풀어야 할

사를 할 수 있는 서울아트시네마, KU시네마테크, 영화진흥위

을 비롯해 연출, 제작 모든 부분에서 철저하게 준비했다. 지금

숙제였다.

원회뿐이었다. 그중 KU시네마테크에서 필름을 확인하는데

은 프리프로덕션 기간이 짧아졌고, 준비가 예전만큼 철저하

영사기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잘 되지 않았다. 해외로 빨리 보

지는 않은 것 같다. 최근 많은 감독이 숏을 크기별로, 360도로,

내야 했기에 밤늦게까지 수소문한 끝에 다음 날 급하게 영진

각 인물의 시점 숏까지 모두 찍는다. 그러면 촬영할 때 배우와

위에서 작품의 필름 프린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름을

스태프들 모두 어차피 또 찍을 것이기 때문에 테이크마다 집

상영하는 극장이 많던 때에는 극장을 빌리면 됐지만, 그렇지

중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같은 것을 계속 찍다 보니 연기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의 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영화는 전반적으로 평준화되는

김성훈

촬영을 디지털로 했는데 왜 후반작업에서 다시 필름 공

정을 거쳐야 했나.
장성호

극장의 인프라가 아직 디지털로 전환되지 않은 시기였

다. 극장에서는 여전히 필름 프린트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필
름의 후반 공정이 필요했다.
장원석

지금은 디지털 색 보정이 당연하지만 그 무렵에는 필름

국내에서 레드원 카메라를 처음 도입한 영화 <국가대표> 촬영 현장

것 같다. ‘어떤 감독이, 어떤 촬영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기획
김성훈

디지털화된 후에는 촬영 현장에서 (필름을 준비하는 시

간이 생략돼) 테이크를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했느냐’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촬영감독님 말씀이 맞다. 촬영 현장의 경향이랄까. 그

해 카메라에서 하이라이트를 담는 구간과 암도를 담는 구간

디지털로 바뀐 후 필름 비용이 절감된 것은 사실이나,

럼에도 나는 여전히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 보고 그 본질은

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좀 더 부드럽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른

한국영화 시스템이 완전히 디지털화되고도 마지막까지 필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비용이 절감됐는지에 대해서는 다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도 숏을 과하

바 ‘필름 룩’에 가까워진 것이다, 우리가 TV에서 보아오던 ‘쨍

프린트를 했다. 한국의 디지털화가 빠른 편이지, 해외에서는

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그런 점에서 디지털화가 한국

게 많이 찍는 감독이 있지만, 그것이 어느 쪽에서는 줄어들기

함’이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도록 한 선구적인 카메라가 레드

도 한다. 영화제작 현장의 노동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

원이었다.

는 것이다. 사실 모든 신을 여러 방향으로 다 찍다 보니 편집할

장성호

때 수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 편집이 늘어지는 영화도 있었다.

감독이 필름을 고집하기로 유명한데, 그가 스티븐 소더버그

지금은 제작비가 상승하다 보니 연출자의 재량으로 그렇게

감독에게 “당신도 필름으로 찍어보라”고 했더니 소더버그의

마구 찍어낼 수 없다는 규제가 들어와 그렇게 하지 못한다.

대답이 걸작이다. “당신이 시나리오를 연필로 쓰면, 필름으로

으로 프린트해서 색 보정을 하는 등 변화에 적응해 가야 했다.
박홍열

나는 홍상수 감독님 작품을 많이 했는데 홍 감독님은

박홍열

장원석

얼마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크리스토퍼 놀란

촬영하겠다.”(웃음) 나는 그게 정곡을 찌르는 말이란 생각이
10년 전 레드원이 도입될 때 영화감독들을 취재하면서

들었다. 결국 도구의 문제라기보다 ‘무엇을 담고 어떻게 만드

“대체 레드원을 쓰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공

느냐’의 문제다. 필름이 그렇게 비싸고 불편한 데도 더 좋은 그

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레드원은 필름 룩 같다”였다. 디지털

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유지된 것인데, 이미 디지털의 기

을 쓰는데, 그 이유가 ‘아날로그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생각

술력으로 일반 관객이 관용할 수 있는 수준의 완성도를 내기

하면 참 아이러니하다.

때문에 디지털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본다.

김성훈

장원석

아주 긴 시간 동안 영화를 만들면서 필름을 봐왔다. 거
디지털은 필름에 비해서 어두운 장면을 찍기 어렵다는

기에 눈이 익숙해 있고, 향수도 분명 있다. 필름의 확실한 장점

김성훈

은 (색 온도를 비롯한 여러 특성으로 인해) 다른 어느 수단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룩을 구현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디
지털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에 디지털을 받아
들인 것이다. 디지털이 등장한 초반에는 사실 필름의 풍부한
표현력을 못 따라갔는데, 이제는 디지털로도 필름이 구현한
비주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이 자리 잡게 됐다.
박홍열

기술적인 부분을 보충하면, 그전의 디지털은 하이라이

트 부분에 빛을 담을 수 있는 영역들이 점핑을 했다. 그러다 보
니 빛이 날카롭고 소위 ‘쨍해 보인’ 것이다. 그런데 점점 발전

디지털로 바뀐 후 필름 비용이
절감된 것은 사실이나,
종합적으로 한국영화에
순기능을 했는지 재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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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져서 가능하다. 내가 (디

되는 제작비를 충분하게 책정하지 않다 보니 후반작업은 화

지털) 영화를 시작할 때만 해도 노출이 부족해서 조명을 사용

질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작업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극

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노출 문제가 아니라 작품의 질감

장에서 상영할 때 2K로밖에 원본이 남지 않게 된다. 할리우드

과 콘셉트 때문에 조명이 설계되는 시기로 넘어왔다.

의 경우 나중에 활용할 것을 고려해 최종본은 최고화질로 소

장성호

박홍열

얼마 전 촬영을 마친 영화에서 밤 장면이 많았는데, 소

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는 콘텐츠 확보나 아카이

니 베니스(Venice) 카메라를 택한 이유가 경제성이었다. 풀

빙의 측면이 소홀해지고 있는 것 같다.

프레임으로 찍으면 화각이 굉장히 넓다. 밤 촬영의 경우 보통

장원석

크레인이 네 개 정도 들어와야 하는데, 감도가 2500인 이 카메

뒤 사람이 2019년에 만들어진 콘텐츠를 본다면 100년 뒤의

라를 사용하면 밤에 조명을 단순화할 수 있다. 인물에게만 조

매끈한 룩으로 보기를 바랄까? 지금 우리도 찰리 채플린의 작

명을 주고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전반적으로 조명 세팅에

품과 같은 흑백영화를 보면서 여전히 재미있다고 느낀다. 어

할애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면서 감독이 디렉션할 수 있는 시

떤 시각에서는 최상의 화질로 보강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왕

간은 늘릴 수 있다. 또한 촬영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

의 남자>(이준익, 2005)를 디지털 리마스터링해 재개봉한다

나가 주변의 민원이다. 밤 촬영에서 조명을 세팅하려면 주변

고 해서 온전히 지금의 룩으로 영화 보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

집을 섭외하는 것도 곤란한 일이 되곤 하는데 카메라의 감도

같다.

가 높으면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장성호

있게 된다. 디지털의 큰 장점 중 하나로 이런 점도 들 수 있다.

Together>(1997)를 홍콩에서 현상했는데, 당시 현상소 상태

박 감독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만약 100년

흥미로운 예가 있다. 왕가위 감독이 <해피투게더Happy

가 최악이어서 프린트에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묻은 것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던 시기에 필름 때와 비교할

이다. 그 상태로 전 세계에 수출됐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필름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어

룩이 영화의 정서까지 담았다고 받아들였다. 리마스터링 계

떤 생각이 들었나?

획이 있었는데, 왕가위 감독과 장숙평 미술감독이 “이대로 둡

김성훈

먼지 묻은 필름 프린트 상태가 전화위복이 된 <해피투게더>

디지털의 좋고 나쁨을 벗어나 디지털의 장점을 어떻게

시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나는 그것이 옳은 판단이었다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동안

고 본다. 물론 상반된 예도 있다. 내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을

은 그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끊임없이 ‘이 카메라가 더 좋

매우 좋아해서 그의 모든 영화를 수십 번씩 봤다. <배리 린든

다’라는 개념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가 싶다. 플랫폼을 중심으

Barry Lyndon>(1975)은 시네마테크에서 카피해 다른 사람이

장성호

로 영상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다 보니 누가 얼마나 많은 콘텐

카피하고 그것을 또 카피, 카피한 것으로 봤다. 영어 자막이 알

유를 굳이 설명하자면, 영화는 체험적인 매체이기 때문이다.

메라로 촬영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래비티>는 그다지 3D

츠와 저작권을 갖느냐가 중요해진다. 그런데 걱정스러운 점

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진 수준의 영상이었다. 그 당시에는

이야기를 촘촘히 다루는 지점에서는 드라마가 훨씬 유리하

적인 영화가 아니다. 하지만 극장이란 공간에서 <그래비티>가

중 하나는, 필름 시대에는 네거티브 필름이 있어서, 설령 네거

영화를 보고 느껴지는 것이 없어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도 평

다. 요즘에는 시네마틱한 드라마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관

가진 이야기의 힘을 체험하게 될 때 3D 요소가 영화를 극적으

티브에 파손이 있다고 해도 복원 기술이 발전되니 필름만 발

범한 것을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복원한 버전으

념적인 서사로 치면 문학이 최고다. 물론 영화가 관념적인 예

로(돋보이게) 만들어준다. 그것을 알폰소 쿠아론이 굉장히 잘

견된다면 어떻게든 영화를 살려볼 수 있을 텐데, 요즘 흥행에

로 보게 됐을 때 전과는 다른 어마어마한 감동을 느꼈다. 복원

술일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영화적으로 담느냐 아니냐

활용했다. 영화가 살아남는 방법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서 밀려난 영화 중에는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

하면 이렇게 오차가 커지는구나 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최근에 <로마 Roma>(알폰소 쿠아론,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체험을 하게 해줄지를 모색할 때 얻을

다. 게다가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찍더라도 후반작업에 소요

장원석

2018)를 극장에서도 보고 넷플릭스에서도 봤다. 두 플랫폼의

수 있다.

차이가 엄청나다. <로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지만

장원석

극장에서 봐야 한다. 사운드가 특히 훌륭하고, 영화관 안에서

비티>도, 최근 개봉한 <알리타: 배틀 엔젤 Alita: Battle Angel>

요즘 젊은 세대는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한다고 고집하

관객들과 분위기와 상황을 체험하는 것의 감흥이 굉장히 크

(로버트 로드리게즈, 2018)도 4DX로 봤다. <그래비티>를 4DX

지 않는다. 스마트폰이나 IPTV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영화를

기 때문이다. 스토리 자체에 큰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닌데, ‘결

로 볼 때는 정말 산드라 블록과 같이 우주에 떠 있었다(웃음).

접하는데, 이같은 플랫폼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 인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며 영화의 근원까

이것은 극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다양한 플랫폼이 생

지 파고드는 데서 느껴지는 영화적 감흥은 그 체험을 토대로

겨나는 시점에 영화가 여전히 극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제작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들의힘만으로는부족하다.극장도노력해야한다.

박홍열

결국 최종 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담

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김성훈

결국 최종 룩이 중요하다기보다
‘이야기를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하다.

장원석

제작자로서 좋은 이야기를 만들면 어떤 플랫폼으로든

관객과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스토리에 집중하려고 한다.

대형 스크린에서 좋은 사운드로 영화를 봐야 하는 이

박홍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 영화 <그래비티>(2013)를 2D 카

이런 추세에서 가장 긴장해야 할 곳은 극장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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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 방식의 다양화

<범블비>

영화는 더 가까워졌고,
빨라졌고, 다양해졌다
강병진 허프포스트코리아 에디터

<스윙키즈>

넷플릭스와 왓챠(Watcha), 푹(POOQ), 티빙(TVING)을 정

워 <로마 Roma>(알폰소 쿠아론, 2018)를 클릭해 5분쯤 보

의 월정액 영화관 페이지에서 구동해 스마트폰으로 봐도 되

하는 입장에서 지금 극장에서 안 본 영화는 놓친 영화가 아니

기 결제로 이용한다. 출퇴근 시간이나 잠들기 전에는 미처 챙

다가 껐다. 한 장면 안에 여러 레이어를 배치해놓고 롱테이

는 영화다. 그만큼 개별 콘텐츠에 돈을 결제하는 경우는 드문

라 선택하지 않은 영화일 뿐이다. 그러니 굳이 IPTV의 극장 동

겨 보지 못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으로 본다.

크로 촬영한 이 영화를 TV로 보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

반면, 월정액으로 보는 영화는 많다.

시상영 영화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스트리밍 애플리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보는 경우도 다르지는 않다. 시간을 보

이다. 돌아오는 주말에 파주 명필름 아트센터에서 <로마>

미리 본 관객들이 ‘IPTV용 영화’로 평한 영화들은 IPTV가 없

케이션의 월정액 시스템이 있는 이상 ‘이거나 볼까’ 싶은 영화

내기 위해 왓챠나 넷플릭스를 뒤적인다. 주로 이미 봤지만 한

를 관람했다. 백사장에서 바다 한가운데까지 이어진 클레오

던 과거에 ‘비디오용 영화’로 불렸을 것이다. 그때는 나도 극

도 IPTV로 볼 필요가 없다. (단, 이동통신사에서 VIP 고객에게

번쯤 더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 편이다. 그게 아니면, 극장에서

의 사투를 내 집의 32인치 TV가 아닌 돌비애트모스 사운드와

장에서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던 많은 영화를 비디오로 보

준 포인트를 소진하기 위해 보는 경우는 간혹 있다.)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지만 볼만할까 싶은 기대감으로 처음

4K 상영 시스템으로 경험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로마>

았다. IPTV용 영화는 없어도, 비디오용 영화는 있었던 가장 큰

영화를 담는 매체가 필름에서 디지털로 이동하고, 스크린 수

보는 영화를 재생한다. 어떤 때에는 문득 다시 보고 싶은 장면

처럼 영화 미학을 극대화한 작품만 극장에서 보는 건 아니다.

이유는 극장 접근성에 있다. 필름-비디오-IPTV-모바일로 이

가 증가하고, 관람 환경이 스마트폰으로 확대되면서 나는 내

을 찾아보기 위해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한다. 최근

<극한직업>(이병헌, 2019), <마약왕>(우민호, 2018), <범블비

어지는 영화 관람 시스템의 변화에서 함께 짚어야 할 중요한

가 보고 싶은 영화를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에는 JTBC 예능 프로그램 <너의 노래는>에서 작곡가 정재일

Bumblebee>(트래비스 나이트, 2018), <PMC: 더 벙커>(김병

변화가 스크린 수의 증가다. ‘비디오용 영화’를 봐야 했던 그

또한 월정액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영화를 리모컨으로 채널

의 <옥자>(봉준호, 2017) 영화음악을 소개한 부분을 보고 넷

우, 2018), <스윙키즈>(강형철, 2018) 등 당대의 화제작은 모

시절에는 극장에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어도 쉽게 볼 수 없었

바꾸듯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가 실망스러웠을 경우 느

플릭스에서 <옥자>의 을지로상가 장면만 다시 본 적이 있다.

두 극장에서 관람했다.

다. 일단 시내 중심가로 나가야 했고, 줄을 서서 티켓을 구매해

끼는 낭패감도 적어졌다. 디지털 상영과 스크린 수의 증가는

때로는 스트리밍 앱을 플레이스테이션이나 크롬캐스트를 이

극장도 가고, 스트리밍 앱도 쓰고, TV로도 영화를 보지만 IPTV

야 했으며 인기 많은 영화는 매진되는 일이 잦았다. 그래서 그

극장 관람의 기회를 늘렸고, 스트리밍 앱의 월정액 시스템은

용해 TV에 띄워서 본다. 일 때문에 챙겨 봐야 하는 영화 <버드

의 영화 페이지에 뜬 극장 동시상영 영화를 많게는 1만 원, 적

영화가 비디오테이프로 유통될 때까지 기다려서 봤다. 홀드

24시간 ‘무비 앤드 칠(Movie and Chill)’을 가능하게 한다. 필

박스 Bird Box>(수잔 비에르, 2018)처럼 넷플릭스가 아니면

게는 5,000원의 이용료를 결제해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

백에 따라 비디오테이프로 본 영화가 명절에 TV에서 방영되

름의 질감을 더는 경험할 수 없다는 아쉬움 같은 건 없다(내가

볼 수 없는 영화, 혼자 사는 집을 채워줄 백색소음으로서의 영

고 싶은 영화가 IPTV에 뜨기를 기다리기 전에 극장에서 보기

면 그것도 또 봤다. 하지만 지금은 멀리 가지 않고도 극장을 이

아쉬워한다고 해서 제작자들이 필름으로 찍어줄 건 아니니

화를 그렇게 본다. 한국고전영화를 봐야 할 때도 한국영상자

때문이다. 네이버 영화 페이지의 관람객 평에는 종종 ‘굳이 극

용할 수 있는 시대다. 극장이 많아진 동시에 디지털 상영이 가

까). 비디오 출시일이나 첫 TV 방영일을 고대하던 시대의 간

료원 유튜브 채널에 등록된 영화를 TV에 띄워서 보는 편이다.

장에서 볼 필요 없는 IPTV용 영화’라는 평이 올라온다. 내 입

능해지면서 한 편의 영화를 수천 개의 스크린에서 상영하게

절함도 아쉽지 않다(왜 기다림을 아쉬워해야 하나?). 영화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보고 싶은 영화를 제일 먼저 보는 곳

장에서 굳이 극장에서 볼 필요가 없다고 여긴 영화는 그냥 안

됐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싶은 시간에 극장에

더 가까워졌고, 더 빨라졌고, 더 다양해졌다. 영화를 좋아하는

은 극장이다. 최근에는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넷플릭스를 띄

봐도 되는 영화다. 그게 아니라면 간혹 왓챠나 넷플릭스, 티빙

서 볼 수도 있다. 극장을 여전히 최우선의 관람 환경으로 생각

사람이라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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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캅스>(강우석, 1993)

부패한 공권력을
조명 아래 비추다
사진 맨 왼쪽부터 책상 앞의 안성기, 박중훈 배우. 붐 마이크를 들고 있는 스태프를 지나 바지 주머니에
손을 지르고 있는 윤문식 배우 그리고 강우석 감독까지 사진 속에 익숙한 얼굴이 많다.
부패한 경찰 이야기를 코믹하게 그리면서도 양심과의 갈등을 비추어낸 <투캅스>(강우석, 1993)는 당시
문민정부의 공권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관심을 받아야 했지만 철옹성과 같던 권력기관의 부
패한 현실을 블랙코미디로 풀어내며 기록적인 흥행과 함께 사회적 지지 또한 이끌었다. <투캅스> 시리
즈의 성공 이후 <공공의 적>(강우석, 2001) 시리즈, <부당거래>(류승완, 2010), <끝까지 간다>(김성훈,
2013), <뺑반>(한준희, 2018) 등 한국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부패 공권력 고발 모티프 영화는 계속 이어
졌고, <투캅스>는 이 계보를 잇는 주춧돌이 되었다.
1990년대 초 추억 속의 히트 가요인 신신애, 서태지와 아이들, 김건모의 음악은 물론 단역으로 나오는
김수로, 강성진 배우와 부패 경찰의 아내로 분한 김혜옥 배우의 명연기도 만나볼 수 있는 <투캅스>는 한
국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상암, 파주)에서 감상할 수 있다.
서혜인 보존관리팀 스틸자료 보존처리 담당 hyeins@koreafil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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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말이지만 채플린은 영화의 메커니즘에 대해 아는 게 아무

1914년 2월 7일

것도 없었다. 그는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만 했다. 한 가지 사실

채플린의 방랑자가
스크린에 등장하다

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채플린은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가 첫 상
영되는 날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다. 하지만 채플린은 (훗날 주
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는데 그중 다
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우는 학습능력은 마치 “하늘에서 내린

정성일 영화평론가・영화감독

것만 같은” 천재였다고 한다.
채플린이 영화를 찍은 것은 그해 겨울이었다. 맥 세네트는 채플

위대한 맥 세네트는 자신이 개발한 엎치락뒤치락 코

홀에 영국에서 순회공연을 온 런던 카노 극단의 <영국 뮤직홀에

린이 24세의 나이에 비해 너무 어려 보여서 콧수염을 달라고 했

미디를 더 밀고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단지 새로운

서의 하룻밤>을 함께 보았다. 무대에 선 24세 청년의 코믹한 연

다. 하지만 그 콧수염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코밑수염이 아니

추적 장면만으로는 한계를 느꼈다. 대중은 드라마

기가 인상 깊었다. 키스톤 회사의 영화감독 애덤 캐슬도 이 배우

라 수염 끝이 위로 올라가는 카이젤 수염이었다. 채플린의 첫 번

를 원했다. 영화저널에서는 ‘스타’라는 표현을 사용

에게 주목했다. 키스톤 회사는 1913년 9월 25일 이 배우와 주급

째 영화는 <생계비 벌기 Making a Living>(1914)다. 감독은 헨

하기 시작했다. 영화산업은 배우라는 존재가 얼마

(週給) 150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 청년이 찰스 스펜

리 레어만. 상영시간은 13분. 채플린은 이 영화를 “끔찍하다”고

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키스톤 활극코미디는 새로운 등장인물

서 채플린(Charles Spencer Chaplin). 사람들이 애칭으로 ‘찰

말할 만큼 싫어했다. 이 영화에서 채플린은 그냥 키스톤 영화사

(Character)이 필요했다. 맥 세네트는 키스톤 회사의 감독이자

리’ 채플린이라고 부른 이 위대한 예술가가 연극과 작별하고 영

의 평범한 악당 중 한 명처럼 보일 뿐이다. 채플린은 무언가 자기

여배우이며, 시나리오 작가이자 프로듀서이던 메이벨 노만드와

화로 온 순간이다. 채플린은 카노 극단과 작별하고 런던을 떠나

만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다.

함께 온 사방을 뒤졌다. 그러던 중에 뉴욕 42번가 아메리칸 뮤직

LA로 향했다.

채플린이 촬영한 순서로는 세 번째 영화지만 두 번째 영화 <매벨

1914

02.07

1

의 이상한 모험 Mabel’s Strange Predicament>(1914)보다 먼
저 개봉한 <베니스에서 아이들의 자동차 경주 Kid Auto Races
<베니스에서 아이들의 자동차 경주>

at Venice>(1914)에서 처음으로 작은 모자와 지팡이, 마치 빌
려 입은 것만 같은 통이 넓은 바지, 행색에 어울리지도 않는 작은
조끼를 입고 카메라 앞에 섰다. 이 복장은 웃겨 보였지만 동시에
이상한 비애감이 감돌고 있었다.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대
중은 이 인물을 ‘떠돌이 방랑자(the tramp)’로 받아들였다. 어디
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인물, 어수룩해서 여기서 아무도 속일 수 없
2

는 인물, 무슨 일에도 끼어들지 못할 게 분명한 인물, 결국에는 이
리 차이고 저리 차이다가 여기서 떠나는 인물, 그렇게 언제까지

1 대중이 익히 알고 있는 ‘방랑자(the tramp)’ 찰리 채플린
2 1916년의 찰리 채플린

나 떠돌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인물, 미국 대중은 이 새로운
인물에게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동화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으로 이민 온 가난한 노동자 대부분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
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 맨 마지막 장면에서 채플린은 카메라 앞에 자기 얼굴을 잔뜩

채플린은 거의 본능적으로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베니스에

들이밀고는 얼굴을 찡그려 보인다. 마치 카메라라는 신기한 상

서 아이들의 자동차 경주>는 자동차 경주가 벌어지는 내내 이걸

자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싶기라도 하듯이,

촬영하려는 카메라 앞에서 계속 알짱거리면서 매번 촬영을 방해

그렇게 다가가서 본다. 채플린은 그렇게 호기심을 안고 위대한

하는 방랑자의 에피소드다. 그가 꼭 나쁜 의도로 촬영 팀을 골탕

영화를 차례로 만들었다. <베니스에서 아이들의 자동차 경주>는

먹이려는 건 아니다. 그는 심지어 촬영에 방해되지 않게 피해주

1914년 2월 7일에 개봉했다.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등장인물이

려다가 촬영을 망치게 만들기조차 한다. 6분 19초의 상영시간인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아마 앞으로도 이보다 위대한 등장인물은

이 영화는 채플린의 ‘이후’ 영화에 대한 ‘위대한’ 예고편처럼 보인

없을 것이다. 단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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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찾아온 르네상스 | 2000~2004년
박찬욱의 <올드보이>(2003)

21세기 한국영화의
장대한 출발
정종화 한국영상자료원 선임연구원

2000

2000년대 초중반 한국영화산업
드디어 한국영화는 본격적인 산업화의 길로 들어섰
다. 100년에 달하는 긴 시간 동안 바라마지않던 영

2004

화기업화의 실현을 목전에 둔 것이다. 2000년대 한
국영화는 1990년대 후반에 감지된 르네상스의 기운

을 주저 없이 밀고 나갔다. 무엇보다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고 이
와 연동해 전체 산업 규모까지 확대되었다. 먼저 지표상의 수치
를 확인해보자. 1999년 한국영화 제작 편수는 49편, 평균 제작
비가 19억 원이었는데, 2003년부터 제작 편수는 80편을 넘었
고 편당 제작비도 40억 원을 넘겼다. 영화산업의 기반인 전국 스
크린 수는 1998년 507개, 1999년 588개에서 2003년 1132개,
2004년 1451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의 영화관이 속속
멀티플렉스 체인으로 전환되며 스크린 숫자가 급증한 것이다. 이
에 외국영화를 포함한 전체 관객 수는 1999년 5472만 명에서
2003년 1억 1947만 명, 2004년 1억 3517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의 증가세를 보였다.
<올드보이>의 시그너처 장면.
장도리를 든 오대수(최민식)는 장엄한 롱테이크 액션 신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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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부분은 전체 관객 수 중 특히 한국영화 관객이 증가한 것이

다. 바로 CJ엔터테인먼트(2000년 제일제당에서 독립), 오리온

급-상영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구축했다. 2004년 CJ가 시네

국영화를 시도하는 한 축이었다면, 또 다른 축은 프랑스, 독일 등

다. 1999년 2172만 명에서 2003년 6391만 명, 2004년 8019

계열의 쇼박스(2002년 설립) 그리고 롯데엔터테인먼트(2005

마서비스의 프리머스를 인수하고 시네마서비스가 다시 프로덕

유럽 지역의 관심이었다. 홍상수, 김기덕, 박찬욱, 봉준호 등 이

만 명으로 매년 폭증하면서, 제작 현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년 설립)가 대표 주자들이었다.

션의 역할로만 물러난 것은, 한국영화산업이 기존의 충무로 질서

른바 작가주의 영화가 예술영화 배급 라인을 타고 한국영화의 미

1999년 <쉬리>(강제규)가 만들어낸 한국영화 붐과 포스트 <쉬

2002~2003년은 충무로 토착 자본을 상징하는 시네마서비스와

가 아닌 대기업 자본 체제로 재편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학을 알렸다. 전자의 두 감독이 많은 관객을 목표로 하지 않는 순

리> 효과로 인해 1998년 25.1%에서 1999년 39.7%로 상승했

CJ엔터테인먼트의 2강 체제가 이루어졌고, 2004년 <태극기 휘

대목이다. 이는 이후 2010년대로 이어지는 CJ의 독주를 예견한

수한 예술영화 진영인 데 비해, 후자의 두 감독은 대중과의 접점

던 한국영화 점유율은, 2001년 50%를 넘어서더니 2004년에는

날리며>(강제규)를 위시로 쇼박스가 두각을 나타내며 3강 체제

사건이기도 했다.

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장르영화로 승부를 내며 스타 감독으로 등

59.3%에 달하며 60%대를 넘보게 된다(영화진흥위원회 각 연

로 재편되었다. 우선 각 회사를 살펴보자. 강우석 프로덕션이 모

도 ‘한국영화산업결산’ 참조). 비록 스크린 수익에 한정되긴 했지

태인 시네마서비스(1994년 설립)는, 서울극장의 전국 배급망과

21세기 한국영화의 핵심 가치

2003년 <살인의 추억>을 내놓으며 ‘대중적 작가주의’라는 새로

만, 한국영화의 흥행 수익이 제작 비용으로 선순환되는 이상적인

투자・배급에 대한 강우석의 뛰어난 감각이 만난 결과였다. CJ엔

한국 영화산업에서 2000년대 초중반 시기가 중요한 것은, 영화

운 인식 기준을 제시한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터테인먼트(현 CJ ENM)는, 1998년 CGV강변11을 위시로 멀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들이 과감히 시도되고 또 이

이는 ‘웰메이드(well-made) 영화’ 논의로 연결된다. 이 말이 처

2000년대 초중반의 영화산업은 충무로 토착 자본의 약화 그리

티플렉스 극장 사업에 진출하며 배급과 흥행 기반을 닦아온 CJ

것들이 성과로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키워드는 산업의 양적 성

음 등장한 것은 2003년이다. <살인의 추억>(봉준호), <스캔들-

고 대기업 자본의 지배력 강화로 설명할 수 있다. 새판을 짜기 시

가 만든 미디어 기업이다. 쇼박스는, 2000년 삼성동 코엑스에 메

장을 대변하는 ‘천만 영화’, 질적 성장을 상징하는 ‘웰메이드 영화’

조선남녀상열지사>(이재용), <올드보이>(박찬욱), <장화, 홍련>

작한 대기업의 과감한 행보에 충무로 영화인들이 주도권을 내준

가박스를 지으며 멀티플렉스 사업에 뛰어든 오리온그룹이 출범

그리고 글로벌 영화로 도약을 예견하는 ‘한류’ 등이다. 천만 영화

(김지운) 네 작품 모두 3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영

것이다. 사실 1998년 IMF외환위기 여파로 시장에서 한차례 철

시킨 투자배급사였다. CJ엔터테인먼트, 쇼박스, 시네마서비스

의 기운을 만들어낸 것은 단연코 <쉬리>의 공이 크다. 1999년 ‘단

화 박스오피스 5위권에 들자, ‘돈 버는 영화’와 ‘공들여 잘 만든 영

수했던 대기업들은, 영화산업 규모가 커지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

(2002년 플래너스로 사명 변경)는 각각 CGV, 메가박스, 프리머

돈’ 28억 원의 제작비로 전국 62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산

화’의 간극이 없어진 것을 포착한 영화 저널과 비평가들이 내놓

용한 부가 시장의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다시 흥행 게임에 나섰

스시네마라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망을 확보하며 제작・투자-배

업의 파이를 확장했다. 이어 한국영화산업은 2001년 810만 관

은 용어다. 특히 국내에서 흥행에 성공한 <올드보이>(326만 명

객을 동원한 <친구>(곽경택)의 경험을 디딤돌 삼아, 2004년 두

동원)가 이듬해 제57회 칸국제영화제 심사위원대상까지 받은

편의 천만 관객 영화를 만들어낸다. 2003년 12월에 개봉한 <실

것은 웰메이드 담론의 핵심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덕분에 2000

미도>(강우석)와 2004년 2월 개봉한 <태극기 휘날리며>(강제

년 흥행 1위를 차지한 박찬욱의 전작 <공동경비구역 JSA>(583

규)가 각각 400개 이상의 스크린에서 동시 개봉해 1100만 이상

만 명)는 한국영화의 웰메이드 시대를 연 것으로 재정의되기도

의 관객을 동원한 것이다. 이는 분명 그전의 한국영화산업이 도

했다. 상업영화라는 한계를 안고서도 감독의 연출력을 최대한 밀

달하지 못한 새로운 수준이었다. 하지만 두 편이 촉발한 천만 관

어붙여 만든 영화가 작품성도 인정받고 흥행에도 성공한다면 그

객 시대가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까지도 한

것은 영화산업의 가장 건강한 모습일 것이다. 그 중심에는 박찬

국영화산업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인 스크린 독과점 문

욱 영화가 자리한다. 그는 21세기 한국영화가 세계적인 브랜드

제가 이때 시작되었다.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세계영화

영화 한류(韓流) 역시 <쉬리>의 역할이 컸다. 남북 관계를 첩보

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감독이 되었다.

극했다. 박찬욱, 봉준호는 각각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

액션 장르로 밀도 있게 연출한 <쉬리>는 2000년 일본의 전국

<올드보이> 촬영 현장. 왼쪽부터 대수 역의 최민식,
우진 역의 유지태 그리고 감독 박찬욱.

150개관에서 동시개봉하며 130만의 관객을 동원한다. 잇달아

현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거장

<공동경비구역 JSA>(박찬욱, 2000), <엽기적인 그녀>(곽재용,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난 박찬욱은 서강대 철학과 재학 시절 히

2001)가 흥행에 성공했고 <내 머리속의 지우개>(이재한, 2004)

치콕의 <현기증>(1958)을 본 뒤 영화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영

가 30억 엔 수익을 올리며 한류 열풍의 정점을 찍었다. 드라마

화감독을 꿈꾸며 영화광으로 살아가던 그는 졸업과 동시에 충무

와 공조한 영화 한류는 한국영화 수출의 일등 공신이었고, 이후

로 현장으로 뛰어든다. 충무로 시절은 그에게 시련을 안겼지만,

2010년대 한국영화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 영화를 꿈꾸

단련과 성장의 시기이기도 했다. 이장호 감독의 ‘판영화사’가 제

는 시험 무대가 되었다. 하지만 영화 한류 또한 명암이 존재했는

작한 <깜동>(유영진, 1988)의 연출부를 거쳐, 곽재용 감독의 <비

데, 영화의 주요 수출 지역이 아시아 권역, 특히 일본에 집중된 것

오는 날의 수채화>(1989)에서 각본과 조감독을 맡았다가 중도

이 한계였다. 2005년 말부터 일본 시장에서 한국영화 흥행이 참

하차했다. 그리고 <달은…해가 꾸는 꿈>(1992)으로 비교적 빨리

패하자 해외 수출액 자체가 급감한 배경이다.

감독 데뷔를 했지만, 소수 마니아들만의 지지로 그친다. 이후 영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붐을 일으킨 한류가 글로벌 한

화평론가로 살던 그는 다시 <3인조>(1997)를 내놓았지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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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에 실패했다. 그가 비주류 감독에서 흥행 감독으로 단박에
올라선 것은 <공동경비구역 JSA>에서다. 충무로에 새로운 바람
이 불던 시기, 명필름의 프로듀싱 능력과 장르영화에 대한 그의
감각이 행복하게 조우한 결과였다.
그리고 복수 3부작이 펼쳐진다. <복수는 나의 것>(2002)에서
다시 대중적 화법과 멀어지며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올드보
이>에서는 대중성과 작가주의 미학의 접점을 찾는 데 성공한
다. 그리고 <친절한 금자씨>(2005)로 대중의 영화 감각을 끌
어올리는 그만의 연출력을 각인한다. 이후 행보도 주목할 만
하다. <싸이보그지만 괜찮아>(2006)에서 디지털 영화 미학
을 실험한 뒤, 2009년 <박쥐>로 다시 칸영화제의 선택(심사
위원상)을 받았다. 이후 미국에서 영어 영화 <스토커>(2013)
를 내놓았고, <아가씨>(2016)로 칸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과
428만의 관객 동원으로 대중적 성공까지 동시에 이뤘다. 영
국과 북미에서 크게 성공한 이 영화는 한국영화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영화상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올라 수상까지 한다.

<올드보이>가 개척한 대중미학적 경지
오늘만 대충 수습하며 사는 남자, 오대수(최민식)는 영문도 모른
채 사설 감옥에 갇혀 군만두만 먹고 지낸다. 15년 되던 해 겨우 벽
을 뚫어 바깥 공기를 쐬지만,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시 세상에 내
보내진다. 우연히 들른 일식집에서 미도(강혜정)를 만난 그에게
이우진(유지태)의 전화가 걸려온다. 왜 갇혔는지 알고 싶으면 자
신을 찾아오라는 것이다. 복수의 몬스터가 된 대수는 사설 감옥의
위치를 찾아내 스무 명도 넘는 패거리를 혼자서 상대하며, 그 유명
몬스터의 기억을 지운 오대수는 다시 미도와 만난다.

한 장도리 액션 신을 펼친다. 수평 트래킹 기법으로 완성된 2분 40
초에 달하는 롱테이크는 이제 세계영화사의 명장면으로 남았다.
하지만 감옥방 사장(오달수)은 진정한 복수 상대가 아니었다.
우진이 대수를 찾아와 말한다. 복수하면 즉 자기를 죽이면, 갇혀

벌인 일이었지만, 누나를 죽인 것이, 정확히 말하면 죽도록 방조

나 어긋나는 장면들이 그렇다. 영화는 지극히 폭력적이지만 영리

웰메이드 영화의 또 다른 경지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없지 않으냐며 5일의 시간을 줄 테니 이유

한 것이 우진이라며 대수가 그의 무의식에 새겨진 죄의식을 건드

한 연출 덕분에 고어(gore)적 이미지가 직접 제시되는 것은 피해

2006년 한국영화는 최고의 호황을 기록하며 산업의 최대치를 보

를 알아내라고 한다. 그러면 스스로 죽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

렸기 때문이다. 우진은 미도에게 대수가 아버지라는 것을 알리지

가고, 이 역시 블랙 유머와 결합하며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낸

여줬고, 박찬욱이 선취한 대중적 작가주의는 그해 흥행 1위를 차

나 이 모든 상황은 우진이 대수에게 복수하기 위해 설계한 것이었

않고, 스스로 머리에 방아쇠를 당긴다. 최면술사의 도움으로 기억

다. 대수와 감금방 사장이 등장하는 신들이 인상적인 이유다. 또

지한 봉준호의 <괴물>이 또 다른 수준으로 확장했다. 2000년대

다. 왠지 모르게 끌리는 대수와 미도는 관계를 가지고, 대수는 잊

을 지운 대수는 미도와 다시 조우한다. 이제 그는 미도가 딸인지

이 영화에서는, <복수는 나의 것>에서 운을 뗀 그의 양식적 미장

이후 박찬욱, 봉준호가 구축해온 영화 세계는 진지한 관찰의 대상

고 있었던 고등학교 시절의 이우진, 이수아 남매의 관계를 기억해

모른다. 그렇지만 대수는 몬스터의 기억을 완전히 지웠을까?

센이 본격적으로 발화한다. 이제는 박찬욱 사단이 된 미술감독

임에 분명하다. 이후 2010년대 한국영화는 산업적으로 더욱 성장

낸다. 이제 이유를 알았으니 그의 복수가 시작된다. 하지만 우진

영화는 스릴러에 액션을 가미한 장르를 취하고 시종일관 관객의

류성희, 촬영감독 정정훈 등이 합류한 덕분인데, 이후 그의 영화

했음에도 시스템의 안락함에 매몰돼, 2000년대 한국영화가 개척

은 미도가 그의 딸임을 알려주고, 대수는 스스로 혀를 잘라 사죄

눈을 사로잡으며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또 장면 장면에 정

세계가 공고해지는 결정적인 기반이 된다. 작가주의적 인장이 새

한 ‘대중적 작가주의’라는 야심만만한 시도를 더는 보여주지 못하

한다. 결국 대수의 복수는 실패한 것이다. 우진 역시 완전한 복수

교하게 설계된 블랙 유머로, 관객과의 소통에도 성공한다. 특히

겨진 공들인 미장센과 더불어 대중영화 특유의 몰입감까지 만들

고 있다. 엄밀한 학술 용어는 아니지만, ‘웰메이드’를 2000년대 전

에는 실패한다. 남매에 관한 소문의 근원인 대수를 단죄하기 위해

대사와 내레이션을 오가는 대수의 문어체 화법과 이에 조응하거

어내는 한국영화, 바로 <올드보이>가 출발점이었다.

체를 관통하는 핵심어로 곱씹어봐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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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데생은 개성적이고 탁월했다.

최초의 만화영화 <홍길동> 감독 신동헌 화백

「얄개전」은 1965년 정승문 감독에 의해 처음 영화로 만들어지고

회령 출신의
타고난 그림 신동

이 작품의 히트와 함께 <고교 얄개>(석래명, 1976), <여고 얄개>

김종원 영화사 연구자

(석래명, 1977) 등 ‘얄개 시리즈’로 이어졌다.
신동헌 화백은 그 후 삽화와 만화의 영역에서 벗어나 애니메이
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피터팬> 등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
이션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에 자극 받아 해외 전문 서적을 통
해 익힌 애니메이션의 기초를 바탕으로 제작에 도전한다. 럭키
치약의 ‘춘향 편’ 등 CF 시리즈(제작 문달부, 1956)에 이어 그가

신동헌(申東憲) 화백은 일찍이 나운규, 전창근과 민속학자 이두

1초에 24프레임으로 만든 두꺼비표 ‘진로소주’ 파라다이스 편

현 등 유명 문화계 인사를 배출한 함경북도 회령 출신이다. 1927

(1959)은 뽀빠이를 연상케 하는 선장의 캐릭터와 경쾌한 음악

년 서예가 신기철의 맏이로 태어나 어릴 때부터 그림 신동으로 불

으로 인해 광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다. 신동헌 프로덕션이 나

린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만화를 그렸다. 1942년 중학생 때 이미

오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이를 계기로 ‘원기소’ 등 연간 100편에

학생잡지 「형설시대」가 주최한 현상모집에 <묘안>이 당선되면

육박하는 애니메이션 CF를 제작, 이 분야의 베테랑으로 떠오른

서 만화가의 꿈을 키우고, 1946년 서울대학교 건축과 재학 중에

다. 한국 최초의 만화영화 <홍길동>(1967)은 이와 같은 학습효

는 아르바이트로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릴 만큼 데생 실력이 뛰어

과로 얻어낸 결실이다. 동생인 신동우 화백이 「소년 조선일보」에

났다. 이때 ‘코주부’ 김용환 화백을 알게 돼 그가 발행하는 주간신

연재한 「풍운아 홍길동」을 원작으로 신동헌 화백이 감독한 이 작

문 「만화뉴스」(1947)를 통해 만화가의 길을 걷게 된다. 이때 스

품은 대한극장에 개봉된 지 불과 4일 만에 관객 10만 명을 불러

승인 김용환에게 들은 “하루라도 스케치를 걸러서는 안 된다”는

모으는 흥행 기록을 세우며 한국 만화영화 역사의 첫 페이지를

말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동안 스케치북을 끼고 살았다. 6・25전

장식하게 된다. 1923년 동아문화협회의 <춘향전>과 최초의 발

쟁 중에도 그는 연합신문에 4컷 만화 <주태백>을 연재하는 등 일

성영화 <춘향전>(1935) 이후 색체 대형 화면 시대를 연 신상옥

간지와 잡지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

감독의 <성춘향>(1961)까지 극영화 7편 만에 어렵게 이루어낸

<홍길동> 감독으로 변신한 「얄개전」의 삽화가

1 2

애니메이션의 성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림 길이만 남산 높이

림판이 12만 5300장에 이른다.

(260m)의 150배에 해당하는 3759m, 수작업으로 이루어낸 그

그리고 1년 후 그는 이성구 감독의 대표작 <장군의 수염>(1968)

내가 신동헌이라는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은 1952년 피난지 대구

에 사용될 10분가량의 모노크롬 화면을 제작하기도 했다. 획일

에서 창간한 월간 학생잡지 「학원」을 통해서였다. 그는 그때 조흔

화된 권위주의를 냉소적으로 풍자한 애니메이션이다.

파의 명랑소설 「얄개전」의 삽화를 그렸다. 1954년부터 그렸으

1 여흥 시간에 스케치북을 보여주는 신 화백과
마이크를 잡은 필자(1988년)
2 신동헌 화백이 그려준 드로잉 초상화

신 화백의 손에는 늘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다. 애연가인 그는 베
레모와 파이프 담배를 즐겼고 독특한 풍경이나 인상적인 포즈를

니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경쾌하고 활달한 터치로 그린 귀

노래 부르는 조건으로 받아낸 드로잉 초상화

보면 놓치지 않았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클래식 음악에 빠져들

여운 말썽꾸러기 중학생 주인공인 두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이 시기까지도 신동헌 화백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그와 인

면서부터는 거의 어김없이 국내외 유명 연주자의 공연장을 찾아

김용환의 <코주부 삼국지>와 김성환의 <꺼꾸리군·장다리군> 등

사를 나누게 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인 것으로 기억한다. 사석

갔다. 맨 앞자리에 앉아 연주를 들으며 연주자의 모습을 그리곤

연재만화, 정비석의 「홍길동전」을 비롯한 김내성의 「검은 별」, 최

이 아닌 공개석상이 아니었나 싶다. 누군가 신 화백에게 소개하

했다. 나도 이 스케치북의 덕을 톡톡히 봤다. 1988년 한국예술평

인욱의 「일곱별 소년」 등 소설에 이어 새로 시작한 이 연재소설은

자 그동안 쓴 글도 잘 읽었다며 자연스럽게 대해주었다. 나는 당

론가협의회 주최 제주 행사 때 신 화백도 유현목 감독, 이영일 영

큰 인기를 끌었다. 마땅한 읽을거리가 없던 시절이었다.

연히 「학원」지에서 읽은 명랑소설 「얄개전」과 삽화에 대해 언급

화평론가, 김우종 문학평론가 등과 동행했는데, 저녁 여흥 시간

내가 이 소설을 잊지 못하는 것은 「학원」과 특별한 인연이 있기

했다. 인사는 늦었지만 오래 사귄 구면같이 느껴졌다. 그는 굳이

에 나를 불러내 마이크를 잡게 했다. 나는 농담 삼아 신 화백이 내

때문이다. 11월호로 창간된 이 잡지의 공모 광고를 보고 응모한

‘리북’ 출신답게 함경도 사투리를 구사했다. 나보다 열 살이나 위

모습을 그려주는 조건을 내걸어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얻어낸

나의 시 <국화는 피어도>가 다음 호에 조지훈 선생의 선평과 함께

였지만 좀처럼 어른 티를 내지 않았다. 솔직담백했다. 그 뒤 몇 차

것이 여태 기념으로 간직하고 있는 드로잉 초상화다. 그랬던 신

례 “호프나 한잔하자” 했지만 내가 술 한 모금 못 한다는 사실을

동헌 화백도 2017년 6월 6일 91세 나이로 천수를 누리다 세상을

나중에 알고 더는 권하지 않았다.

떠났다.

첫 번째로 뽑혀 실린 것이다. 제주제일중학교 3학년 때였다. 이
처럼 처음엔 신 화백을 만화가로서보다는 삽화가로 인식했다. 그

한국 최초의 만화영화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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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랐다. 1969년 신필름은 자사 연기실 출신의 김기주, 진봉진,

목소리를 장기로 성우 활동도 시작했다. 그리고 이때의 성우 경

1960~70년대 한홍합작영화의 산증인 홍성중

홍성중을 쇼브라더스에 파견해 이들이 출연한 작품들을 합작영

험은 미국 이민 후 라디오코리아와 한인복음방송 활동으로 이어

한홍합작 전문배우로
활약하다

화 제작 리스트에 올렸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이번 글의 주인공

지기도 했다.

홍성중 선생은 작품 목록의 절반 이상이 홍콩 쇼브라더스 제작 영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배우가 된 것이 그의 인생에서 첫 번째

화이거나 합작영화일 정도로 연기 생활의 대부분을 한홍합작영

변곡점이 되었다면 두 번째 변곡점은 서울에서 홍콩으로 연기 무

화의 전문배우로 활동했다.

대를 옮긴 것이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한 홍

1937년 서울 출생으로 6・25전쟁 시기 제주에 정착한 홍성중 선

콩 무협영화의 공세에 신필름은 쇼브라더스라는 메이저 제작사

생은 1963년 제주에서 교편 생활을 하던 중 미국공보원(USIS)

와의 합작을 통해 한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자 했다. 이에 따

공영민 영화사 연구자 | 레모 일러스트레이터

의 문화영화 <산 The Mountain>(양승룡, 1963)에 캐스팅되며

라 홍콩에 상주하며 쇼브라더스에 출연할 배우들을 파견하는 계

한국영상자료원 구술사 프로젝트에서 2014년과 2015년 두 해

제사’의 큰 부분을 차지했고, 이에 따라 쇼브라더스와 본격적으

배우로 데뷔했다. 제주 4・3사건을 다룬 <산>에서 무장대 사령관

약을 맺고 기본기를 갖춘 자사 연기실 출신의 전속배우들을 보내

에 걸쳐 ‘합작영화’를 주제로 감독부터 배우, 기술 스태프, 제작,

로 합작영화를 제작한 신필름 소속 스태프가 다수 참여했다. 신

이덕구 역할을 인상적으로 소화해 신상옥 감독의 눈에 띈 그는 신

게 된 것이다.

배급, 행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구술해주었다.

필름은 특히 자사 소속 배우들을 몇 년에 걸쳐 쇼브라더스에 파견

필름 연기실 2기로 들어가며 본격적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다.

신필름과 쇼브라더스의 이와 같은 계약은 배우들에게도 기회가

그중에서 1960~70년대 활발히 제작된 한홍합작영화가 이 ‘주

해 ‘한국인 배우 3인 이상이 출연해야 한다’는 합작영화의 규정을

문화영화 한 편으로 시작된 영화와의 인연은 그가 교사를 그만두

되었다. 홍성중 선생을 비롯한 홍콩 파견 배우들은 한국에서보

고 연기에 인생을 걸 정도로 강렬한 사건이 되었다. 이후 홍성중

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받으며 쇼브라더스가 제작한 다양한 영화

선생은 신필름 연기실에서 기본기를 닦는 동시에 중저음의 멋진

에 출연했다. 홍성중 선생은 1969년부터 1975년까지 홍콩 쇼
브라더스와 골든하베스트에서 활동하며 <아빠는 푸레이보이 齊

人樂>(왕홍창, 1970), <7인의 협객 六刺客>(정창화, 1971), <음
양도 太陰指>(하몽화, 1971), <반혼녀>(신상옥, 1973), <황비

黃飛鴻少林拳>(정창화, 1974)를 비롯해 다수의 홍콩영화와 합
작영화에 출연했다.
홍성중 선생의 구술은 이와 같은 대표작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전
후 과정을 상세히 전달하는 소중한 구술이다. 그는 구술을 통해
당시 신필름 연기실의 배우들이 수련하는 과정과 홍콩에 파견되
는 과정 그리고 한국 연기자들이 쇼브라더스 시스템에 적응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전달한다.
무엇보다 그의 구술을 통해 신필름 연기실원들의 홍콩행이 준비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기획된 사업의 일부
였음을 알 수 있었다. 연기실원들이 홍콩행을 염두에 두고 체육
관에서 꾸준히 액션 수련을 한 후 쇼브라더스의 오디션 과정을 거
쳐 파견이 결정되었다는 점, 쇼브라더스와 신필름 간에 이루어지

홍성
중

는 일들을 전담한 신필름의 담당자가 있었다는 점을 통해 신필름
과 쇼브라더스의 합작이 장기적인 계획하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신필름의 쇠락과 함께 홍콩에 파견되었던 배우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지만, 홍콩에서의
경험은 한국에서 진행되는 해외 영화사와의 합작영화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은 홍성중 선생의 한홍합작
영화에 대한 세세한 기억과 증언은 합작영화 연구에 기여할 귀중
<7인의 협객>

한 사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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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아카이브 이야기

고(故) 김희갑 배우 장남 김성주 님 기증자료

세상에 무언가 나타나고 사라지기까지,

누군가가 다녀간 시간으로
떠나는 일

모든 것에는 역사가 담겨 있지 않은가. 나
는 주로 영화와 관련된 A부터 Z까지의 역
사와 매일 마주한다. 오늘은 내 앞에 쌓여
있는 수많은 사진과 트로피가 증명하는,

고태경 카탈로깅팀 인쇄물 카탈로깅 담당 goh0127@koreafilm.or.kr

어느 배우가 다녀간 시간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한다.
몇 주 전이었다. 1950~60년대를 풍미한
배우 고(故) 김희갑 선생님의 영화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자료를 그의 아드님께서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해주신다는 소식
을 듣게 된 것이다.

1

1,000여 점의 사진과 트로피, 상패, 기타
문서 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증자
의 자택에 수집 담당자와 함께 방문해 각
자료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를 직접 듣고
자료를 운반하기로 했다. 얼마 후 드디어
출장에 나섰고,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
고 자료가 품고 있는 이야기에 빠져들었
다. 비교적 탄생의 역사가 명확한 트로피
나 상패보다는 사진 자료 위주로 당시 상
황이나 인물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얻
었는데, 약 세 시간에 걸친 기증자와의 대
화를 통해 때때로 자료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매길 반복하던 나는 마치 지도를 얻은
기분이었다.
사실, 수집팀이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
2

서 카탈로깅팀이 함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이번 기회를 통해 수집에서 카탈
로깅까지 이어지는 길이 조금 더 명확해

사진첩을 보며 중요 인물에 대한
정보를 메모하고 있는 기증자

질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등의 대표작을 필두로 1980년대 중반까

질 것만 같다.

<청춘쌍곡선>(한형모, 1956), <오부자>(권

지 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을 웃음 짓

이렇게 한국영상자료원이 수집해 보존 또

영순, 1958),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신

게 한 배우 김희갑. 이제 그의 열정과 애정

는 활용하기 위해 카탈로깅을 거치는 모

상옥, 1961), <팔도강산>(배석인, 1967)

이 담긴 자료를 하나씩 되짚어보며 그가

든 자료에는 역사가 담겨 있고, 카탈로깅

다녀간 시간을 기록하는 일이 내게 남았

팀은 이를 기록하기 위해 매일 자료가 안

다.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내하는 시간으로 떠난다. 그 여정이 고단

이를 마치고 나면 고(故) 김희갑 선생님의

할 때도 있겠지만 결과는 언제나 보람으

인생이 내 마음에 한 편의 영화처럼 펼쳐

로 남게 되리라 믿는다.

1 기증된 고(故) 김희갑 배우의 트로피 31점
2 수집 대상을 선별하기 위해 분류 중인
이미지 및 문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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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수집 이야기

영화 <죽엄의 상자, 더 라이브>의 장면들

<죽엄의 상자, 더 라이브> 수집 이야기

받은 영화 한 편이 바로 <죽엄의 상자, 더

구작 수집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줬다. 발

마다 괜히 불안했다. 우혜경 감독도 찾는

과거의 기억을 품에 안을 때

라이브>였다. 단순히 아는 영화란 친근

표된 지 2년이 넘은 구작을 수집할 때, 가

데 애를 먹었다는 DCP 키트를 받아 들고

감보다 네 명의 뮤지션이 만들어낸 기기

장 먼저 드는 생각은 저작권자(혹은 배급

서야 비로소 수집을 실감할 수 있었다. 뇌

묘묘한 소리와 함께 <죽엄의 상자>를 바

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한 걱정

리 깊숙이 가라앉다시피 했던 기억의 실

라보는, 오싹하고도 꿈을 꾸는 것 같은 과

이다. 찾아야 할 사람, 지방 혹은 해외까

물을 끄집어내 두 손 가득 안고 있던 짧은

거의 이미지가 다시 떠올랐다. 반가움도

지 고려해야 하는 (자료와의) 거리, 포맷

시간 동안 구작 수집이 갖는, 형용할 수

잠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막

을 넘어 보유 유무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

없는 성취감을 느꼈다. 공교롭게도 2019

권세미 수집팀 독립영화 수집 담당 giordano35@koreafilm.or.kr

독립영화아카이브를 구축하면서 유독

의 장편 데뷔작인 <죽엄의 상자>(1955)

서 <죽엄의 상자>의 연주상영을 기획했는

상 신작이 아닌, 구작 수집을 실천에 옮기

도 가늠할 수 없고 모든 변수를 감안해야

년 독립영화아카이브의 주된 구축 방향

기억에 남는 특별한 순간을 꼽는다면 주

의 연주상영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록한

데, 뮤지션 백현진・계수정・방준석・권병

려 하자 막막함이 엄습했다. 다행히 「씨네

하기 때문에 과연 수집이 가능할까 하는

은 미보유 구작 수집이다. 규모 확장과 함

저 없이 <죽엄의 상자, 더 라이브>(우혜

다큐멘터리다. 2011년, 미국에서 발견

준이 참여했다. 당시 영화제를 찾은 관객

21」을 통해 평론가로 등단한 우혜경 감독

의구심이 발목을 잡는다. <죽엄의 상자,

께 변화를 겪고 있는 독립영화아카이브

경, 2012)의 DCP 키트를 처음 건네받았

돼 자료원을 통해 다시 공개된 <죽엄의 상

으로 <죽엄의 상자>를 만난 나는 이 영화

이 자료원에 영화 글을 기고하면서 비교

더 라이브>의 경우, 신작 중심으로 구축

에 주어진 만만치 않은 숙제다. 그럼에도

을 때라고 말하고 싶다. 그때의 기분을 표

자>는 유성영화이지만 사운드 네거필름

를 연주상영과 함께 기억하게 됐다. 아니,

적 수월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을 진행하는 와중에 수집한 첫 미보유 구

불안보다 설렘으로 가슴이 뛰는 건 기억

현하면 마치 과거의 시간이 되돌아와 내

이 손실돼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

솔직히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로부터 7년

우혜경 감독은 데이터 전달을 비롯한 수

작이었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

속의 영화를 찾다 보면 같은 기억을 공유

품에 안긴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었다.

같은 해, 정성일 평론가가 프로그램 디렉

뒤, 독립영화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조사

집 진행에 적극적이었고 무엇보다 기뻐

아 수집 동의를 구하고 데이터 전달 방안

하는 누군가를 반드시 만나리란 기대 때

<죽엄의 상자, 더 라이브>는 김기영 감독

터를 맡았던 시네마디지털서울영화제에

를 시작하자마자 수집 대상작으로 추천

했다. 그의 반응은 보람과 동시에 미보유

을 협의하는 절차를 하나하나 넘어설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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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 사료관 이야기

1 배우 전계현, 영화감독 홍은원과 함께한
노년의 복혜숙

인물로 만나는 영화인, 배우 복혜숙

2 젊은 시절의 복혜숙
3 1941년 작 <반도의 봄>(이병일)의

연예계의 지주이자
영화계의 대모

음반회사 직원 모경숙 역

4 1940년 작 <수업료>(최인규・방한준)의 할머니 역

김승경 영화사 연구자

3
1
2

4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한국영화사료관’에서
더욱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KMDb 온라인사료관 내 ‘인물로 만나는

더해 그녀는 경성방송국의 방송극 성우로

1927), <삼걸인(세동무)>(김영환, 1928)

영화인’ 섹션에서 두 번째로 소개할 인물

도 활동했고, <강남달> <숙영낭자전> 등

등에 연이어 출연하며 전성기를 맞았다.

은 배우 복혜숙이다. 1955년 대한민국 최

다양한 음반을 취입하기도 했으며, 특히

그 시절 인기를 끌었던 ‘예쁘장하고 다소

초로 영화배우협회가 설립됐을 때 초대

1930년 <애(愛)의 광(光)>을 발표하고는

곳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배우’와는 달

회장을 지냈고, 당시 영화계에서 이미 ‘복

장안 최고의 재즈가수로 불리기도 했다.

리 ‘얼굴이 땡그랗던’ 복혜숙은 다양한 역

혜숙 어머니’로 통했던 그녀의 활동에 대

이처럼 그녀는 1920년대 ‘만능 탤런트’

할로 자신만의 필모그래피를 쌓아나갔다.

해서는 세상에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로서 대중문화계 전반에서 활발하게 활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다양한 나이대와 캐

1904년 충청남도 대천에서 태어난 복혜

동했다.

릭터를 소화한 유일한 배우 복혜숙의 행보

숙은 일본 유학 시절 <추신구라 忠臣藏・

복혜숙의 영화 필모그래피는 1923년 조

는 광복 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영화와 TV

Chushingura>(도미야스 디다오, 1926)

선총독부 계몽영화 <방역>(윤백남)으

를 넘나들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를 비롯한 영화와 연극, 가부키에 감동을

로 시작된다. 이어 젊은이들의 자유연애

성실히 역할에 임했다.

받아 연기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귀국 후

를 다룬 작품 <농중조-새장 속의 새>(이

‘인물로 만나는 영화인’ 복혜숙 편을 통해

인 1920년 김도산이 이끄는 극단 신극좌

규설, 1926)에 출연해 당시 유교사상으

서는 필름이 남아 있지 않아 볼 수 없는 일

에 입단해 <오! 천명>으로 무대에 오른 이

로는 용납되기 힘들었던 다리 노출, 남자

제강점기의 다양한 작품을 해설과 스틸

후 토월회 등에서 연극배우로 활동을 이

주인공과 손을 잡는 등의 파격적인 장면

사진으로 만날 수 있으며, 자신의 한계에

어갔다. 그뿐만 아니라, 1925년 현철이

을 소화하며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었

끊임없이 도전하며 영역을 넓혀나간 진정

세운 한국 최초의 연기학교인 조선배우학

다. 이후 <낙화유수>(이구영, 1927)에 기

한 배우이자 동료들을 위해 헌신한 한 배

교에 입학해 배움을 이어나간다. 여기에

생 역으로 출연했고, <홍련비련>(이규설,

우의 삶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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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용의 <개 같은 날의 오후>

40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옥상 위에서
성장해 가는 여자들

변두리의 한 아파트가 이 영화의 무대다.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

급증한 전력 사용량 탓에 전기가 끊기자
동네 사람들은 아파트 바깥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더위를 식히고 있다. 그때 남편
에게 폭행당하는 여성이 등장한다. 그녀
는 말 그대로 남편에게 개처럼 끌려 나온
다. 동네 남자들은 수수방관한다. 남의 가
정사에 공연히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다. 반면 팔을 걷어붙이는 쪽은 오히려 여
성들이다. 여성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는
처참한 모습을 보다 못한 동네 여자들은

철) 등 새로운 관점을 지닌 여성영화가 등

며 심정적으로 여성들의 편에 선다. 가장

힘을 합쳐 폭력 남편을 제지한다. 그 혼란

장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해다.

결정적 순간에 경찰의 진압 계획을 무기력

틈에서 싸움의 양상은 어느덧 여성과 남성

옥상으로 떠밀린 성난 10인의 여성은 사

하게 만드는 것도 그들이다. 이렇듯 영화

의 성대결이 돼버리고, 경찰을 피해 옥상

생결단의 심정으로 경찰과 대치한다. 여

는 시스템 바깥에 자리한 자들에게 존재감

으로 피신한 여자들은 경찰로부터 충격적

기서 권력의 축인 기동대장은 남성적 권위

을 부여하며 기득권을 조롱한다.

인 사실을 전해 듣는다. 그들에게 얻어맞

나 가부장제의 표지로 상징되며, 극의 선

비단 이 영화의 이슈는 여성 문제에만 국

은 남성이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졸

명한 안타고니스트다. 그는 여성들의 이

한돼 있는 것이 아니다. 10인의 여성 중에

지에 집단살인범이 된다.

야기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에게

는 평범한 가정주부도 있지만, 술집 종업

<개 같은 날의 오후>의 개봉연도는 1995

그들은 사회 시스템에 반하는 비정상의 범

원, 밤무대 가수이자 트랜스젠더도 포함

년.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지난 작품이

주로, 계도해야 마땅한 훈육의 대상이다.

돼 있다. 한목소리로 농성 중이지만 그들

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급진적인 스토리

이러한 태도는 남편들 또한 마찬가지다.

역시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으로 균열

다. 이 작품은 개봉 당시 흥행에도 성공했

이 살인적인 더위에 아내가 옥상에 고립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인물들은 금세 자성

는데, 관객의 80%가 여성이라는 신문 보

돼 있는데도 아파트 창문을 통해 “빨아둔

한다. 사람을 사회적 계급으로 가르고 반

도가 있었을 정도로 여성의 지지와 환호

양말은 어디 있느냐”고 고함을 지르거나,

목한다면, 자신들도 여성을 차별하는 남

를 받았다. 그만큼 당대 여성의 현주소를

“아이 밥은 누가 챙겨주느냐”고 타박하는

성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옥상 아래

고스란히 녹여낸 동시에 카타르시스를 안

식이다. 그때 “내가 대신 챙겨줄 테니 걱정

에서 남성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동안 여성

겨줬다는 뜻일 것이다. (영화에서 이 사건

말라”고 응수하며 연대하는 인물들은 여

들은 옥상 위에서 성장해 간다.

을 취재하는 기자도, 보도하는 앵커도 전

성이다.

<개 같은 날의 오후>는 여성과 사회적 약

부 여성이며, 여성단체가 영화 전면에 등

흥미로운 점은 이 여성들의 투쟁을 아주

자들을 조명하고 있지만, 그저 무겁고 비

장한다.) 평단에서는 <안개기둥>(박철수,

가까이서 숨죽여 지켜보는 남성 집단도 존

장하기만 한 영화는 결코 아니다. 신랄한

1986),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

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바로 휴가 기간

풍자가 담긴 블랙코미디이자 개성 있는 캐

로>(김유진, 1990), <그대 안의 블루>(이

빈집을 털러 아파트에 잠입한 2인조 좀도

릭터 소동극으로서 오락적 쾌감도 쏠쏠하

현승, 1992) 등 1980년대부터 한국영화

둑이다. 바깥에 경찰 병력이 깔려 있어 오

다. 제한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

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여성영화의 성

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그들은 본의 아

고, 주인공이 다수이지만 결코 몰입을 흐

취’라고 환대했다. 1995년은 이 영화 외

니게 그녀들의 싸움에 관심을 갖게 되고,

트러트리지 않는다. 이것이 이 영화가 당

에도 <삼공일 삼공이(301, 302)>(박철

밤낮으로 그녀들의 저항적 목소리를 듣

대의 많은 관객과 소통할 수 있었던 이유

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오병

고, 급기야 폭력 남편의 저열함을 비난하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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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의
방
<퀴어의 방> <463-포엠 오브 더 로스트> 권아람 감독 인터뷰

그들 각자의 방이
전하는 이야기
<퀴어의 방>(2018)에는 네 개의 방이 등장한다. 자신의 지향과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방에 관객은 잠시 초대되고, 그들의 흔적을 천천히 둘러보며
이야기(인터뷰)를 듣는다. 방 주인들을 대신해 관객을 초대한 권아람 감독은
방에 남은 흔적에서 ‘관계의 에너지’를 읽어냈다. 혈연관계의 가족 너머,
서로 존중하고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이들과의 새로운 관계·공동체·공간을
모색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독은 관객에게 일상의 새로운 영감을
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공간과 거기 남은 흔적에 주목해 인물의 삶을 이야기하는
<퀴어의 방> <463-포엠 오브 더 로스트>(2018)의 권아람 감독을 만났다.
일시 | 2019년 1월 17일(목)
참석자 | 권아람 영화감독, 이승민 영화평론가
기록 및 정리 | 이아림 「영화천국」 편집부
사진 | 김좌상 포토그래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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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영화평론가

이승민

<퀴어의 방>(인디다큐페스티발 2018, 제20회 서울국

이승민

작업을 접었다가 다시 활동하고자 하는 확신이 들었다

이전에 인물을 따라가는 다큐를 찍다 보니 인물의 상황에

자의 경우에는 결혼이나 출산 등 이성애자의 생애주기를 따라가

따라 좌우되는 점이 많았다. 인물의 스토리가 가진 힘이 있고 거

지 않고, 그 바깥에서 삶을 모색하는 면이 있어서 독립, 가족, 공동

권아람

제여성영화제, 인디포럼 2018, 제23회 서울인권영화제 등)

고 하셨는데 그 계기는 무엇이었나?

과 <463-포엠 오브 더 로스트>(이하 <463>, 제18회 서울국제

권아람

첫 작업을 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2의 증명>은 인

기에 계속 주목하면서 드러낼 수 있는 점이 있었다. 그런데 작업

체 등에 대해 존재론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런 고민이

뉴미디어페스티벌, 2018 서울독립영화제 등) 두 작품이 모두

물이 경험하는 상황을 따라가는 방식의 액티비즘 다큐멘터리였

을 쉬는 동안 든 생각이, 인물의 이야기를 전면에 드러내야만 그

방에 남은 흔적을 통해 드러나지 않을까 싶었다. 공간에 남은 흔

2018년에 여러 영화제를 통해 공개됐다. 두 작품이 어떻게 같

는데, 작품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상황이 나아지길 바랐고

를 전달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다. 흔적이 남아 있는 공간

적이 성소수자가 지향하는 삶을 드러내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

은 해에 대중과 만났는지 제작 및 상영 배경에 대해 듣고 싶다.

같이 힘 내면서 작업을 이어갔다. 그런데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

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찾아내고, 어쩌면 변화를

다는 생각에 <퀴어의 방>을 기획하고 기록을 남기게 됐다.

두 작품 모두 2017~18년 사이에 기획・촬영・편집을 마

오지 않았고, 여러모로 상황이 어렵게 풀려갔다. 그런 어려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무리하고 2018년 영화제 때 공개됐다.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

겪으며 지속적인 작업의 비전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시

<2의 증명> 작업을 하면서 인상 깊게 남은 것이 인물의 방이다. 여

이승민

한 것은 2013년 장편 <2의 증명>을 공동 연출하면서부터다. 이

간이 지나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꼭

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인물의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다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후 한동안 작업을 못 했는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타인의 삶에

활동 이슈를 쫓아가는 액티비즘 방식은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하

른 사람에게는 누추해 보일 수 있지만 주인공에게는 그 방이 정말

권아람

개입한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그때 많이 느꼈기 때문이

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언어를 발견해나가고 싶었다. 나에게 좀

소중하고 아늑한 공간이었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사람, 가족과 살고 있는 사람, 또는 파트너와 살고 있는 사람 등 가

다. 그러다가 다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에 다큐

더 기회를 주고 싶었다. 다큐멘터리로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해보

나도 그 공간에 초대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곤 했다. 새로운 작업

능한 한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담고 싶었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공

멘터리 전공으로 2017년 입학했고, 대학원 과정에서 두 편의 다

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작업을 재개하게 됐다.

을 해나가면서 나 역시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게 됐는데, 집이

동체나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수렴된 것 같다. 아무래

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는 달라졌다. 내 동선에 따라

도 집은 물리적인 장소일 뿐만 아니라 관계망을 포함하는 뿌리 같

집 안에 나만의 길이 생기는 등 흔적이 남는 게 재미있고, 다른 사

은 것이지 않나. 그래서 사물을 담을 때도 ‘관계’와 관련된 정서나

람들의 방도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면 흥미로울 것 같았다. 성소수

경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런 흔적을 담고 싶다는 생각을 갖

권아람

큐를 만들게 됐다. 상영 기회를 운 좋게 얻을 수 있었고, 오랜만
‘나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고민이 <퀴어의 방>에는 어

에 관객을 만나는 기회였기에 2018년이 내게는 떨림이 많은 한

이승민

해였다.

떻게 녹아들었는지 궁금하다.

인물들의 공간에 있는 사물을 담을 때 특별히 더 주목한

영화를 처음 기획할 때 일종의 대안주거 방식을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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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됐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주인공이 거실에서

데 특별한 의도가 있던 것은 아니지만, 이 공간들이 관객과 멀리

촬영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신체가 카메라에 잡힐 수도 있지만 그

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풍경을 따뜻하게 바라봤다. 그리고 첫 번

텐트를 치고 살고 있고, 불안정한 상황이지만 본인은 거기서 가장

떨어진 곳이 아니라, 윗집이나 아랫집일 수도 있다는 일상적인

게 이 작품의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 주로 소수자의 이야기를

째 인물은 탈가정과 동시에 탈학교를 선택했는데, 소위 말하는

안정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공동주거하는 집의 화장실에 칫

느낌을 가장 단순한 정보로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퀴어의

다큐멘터리로 다뤄오면서 소수자 재현 방식에 질문을 계속 던지

‘정상성’에서 뛰쳐나와 새로운 방식의 삶을 고민한다는 점이 매

솔이 여러 개 꽂힌 모습이나 냉장고에 붙어 있는 식단표 등 정서적

방’이라는 제목을 들으면 관객은 이것이 성소수자를 다루며 그들

게 되었다. 어떤 인물이 영화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커밍아웃한다

력적이었다. 두 번째 인물은 성소수자라는 정체성도 있지만, 비

인 관계가 엿보이는 사물을 담았다.

의 방을 찍은 영화라는 걸 알고 볼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정체

면, 극장 밖 일상에서 감당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것이 현재 사

건(vegan)이고 동물권 관련 활동을 한다는 것이 중요했고, 그 점

현실적인 이야기를 덧붙이면, 이게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하는

성을 드러내는 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인물 개개인의

회의 조건이라면 그 이야기를 담기 위한 다른 방식을 고민해볼 수

이 퀴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봤다. 실험실에서 구출

촬영이다 보니 원하는 만큼 촬영하는 게 어려웠고 각 인물(에피

개성이나 고민은 그 방을 풀어내는 목소리나 그곳에서의 경험 등

있다고 생각했다. <퀴어의 방>을 기획하면서는 인물에게 모습을

한 쥐와 함께 살며, 병역 거부와 동시에 독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

소드)당 촬영을 1회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 회에 촬영을 마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더 드러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주 일상적

노출할 것을 설득하지 말자는 나 나름의 원칙을 정했다. 그런데

운다는 이야기가 나에게도 영감을 주는 부분이었다. 세 번째 방

쳐야 했기에 현장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정말 빠르게 판단했고 직

이고 평범한 것을 보여주는 데서 출발했다.

사실 얼굴이 나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인물이 여럿이었

의 주인공은 트랜스젠더로서 본인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는 데

관적으로 촬영이 이뤄졌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빠르게 모두

사실 처음부터 이 작품을 네 개의 이야기가 엮인 일종의 옴니버스

다. 촬영 시간의 문제로 담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도 얼굴

어려움이 있지만 같이 사는 하우스메이트와의 관계를 유지하면

찍었고, 그렇게 찍은 컷들을 거의 다 사용한 것 같다.

형태로 만들려던 건 아니었다. 꾸준하게 작업할 수 있는 동력이

이 나와야 커밍아웃이라는 생각에 의문이 있었다. 이 작품에서는

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인물이다. 네 번째 주인공은 같이 사는

필요해서 짧은 단편을 계속 만들어서 웹에 올리고 아카이빙하면

공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전달함으로써

레즈비언 커플인데 그들의 공간에 다른 하우스메이트가 함께하

네 개의 공간을 각각 소개할 때 자막으로 ‘인천 효성동’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이들을 이어서 단편으

그런 질문을 우회하고 싶었다. 그래서 ‘방’을 중심으로 찍었고, 주

길 원하는 이들이었다. 이렇게 다양한 인물을 통해 퀴어라는 게

‘서울 행운동’ 등 지역명을 적시한다. 보통 처음 소개한다면 ‘누

로 만들 수도 있겠다 싶었고, 지명을 붙여 각 공간을 분리하게 되

인공이 얼굴을 공개한 에피소드와 아닌 에피소드가 섞여 있는 등

성정체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구의 집’이라고 하는 등 이름을 통해 정체성을 구축하고 그들의

었다.

굳이 통일하지 않고 작품을 완성했다. 관객과의 대화를 하면 왜

대한 지향을 포함한다고 생각했다. 정상성을 탈피하고 새로운 삶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만 얼굴이 나왔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

을 위한 실험을 해나가는 것을 퀴어적인 삶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는다. 그분의 경우 본인의 몸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고 봤고, 그런 생동하는 ‘관계 에너지’에서 시도하고 변화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뭔가 해볼 수 있지

는 흔적을 ‘퀴어의 방’으로 묶어내려고 했다.

이승민

목소리와 연결해 주인공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관객에게 주기
마련인데 색다르게 느꼈다.
권아람

말씀을 듣고 보니 주인공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사용할 수

도 있었겠구나 싶어 재미있는 분석이라 생각한다. 지역명을 쓴

이승민

인물(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등장인물들의 선택

이었나?
권아람

처음부터 이 작품의 주인공은 ‘방’이라고 생각했다. 방을

않을까 얘기하며 자연스레 촬영하게 됐다.
이승민

작품에서 주인공들이 추구하는 (대안적인) 가족이란 정

일상의 오브제는 철저히 멈춰 있는데, 가끔 카메라가 수

상성을 구축해 ‘우리 가족은 잘돼야 해’라는 의식을 확고히 하

평 이동하면서(pan) 멈춰 있는 사물들을 포착한다. 관객 입장

는 폐쇄적인 ‘우리’ 가족이 아니다. 이들은 한 공간에서 느슨한

에서 볼 때 감독님이 네 공간을 다르게 느꼈다고 생각했다. 각

관계를 맺고 각자의 다양한 층위를 드러내며 사는데, 그런 부분

공간의 일상적인 사물을 통해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어떤 느

을 읽는 게 재미있다.

낌이었나.

권아람

이승민

성소수자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알리는 것보

일단 작업할 때 인물을 섭외하고 카메라 없이 사전 인터뷰

다, 관객이 이 영화를 통해 ‘삶의 다른 영감’을 얻었으면 하는 마

를 먼저 진행해,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능하면 그날 방을 볼 수 있

음이 있다.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이제는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는지 물어본 후 직접 봤다. 인터뷰 내용과 방의 장면을 맞춰가면

비혼 인구도 정말 많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 살아가는 사람들

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드러낼 만한 사물로 뭐가 있을지 미리 생각

도 ‘가족’이라는 고정된 역할과 프레임에서 조금 벗어나 어떻게

해뒀고, 각각의 이야기마다 포착하고 싶은 장면이 있었다. 첫 번

다른 가족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보고, 혼자 살아가는 이들은

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거실에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열악하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건 어떨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면 열악한 환경이지만, 함께 사는 이들을 따뜻하게 ‘가족’으로 인

같다. 원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내가 독립해서 어떤 삶을 꾸

식한다. 그런 관계성이 주는 안정감을 드러내고 싶었다. 보는 사

릴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즉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집’ 또는

람은 ‘저게 방이냐’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런 따뜻한 관계를

자신의 가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집 안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이들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한

그런 마음에서 네 편의 주인공의 방을 정적인 방식으로 찍었다.

다. 많은 가족이 문제를 안고 있고 규정된 역할의 틀 안에서 그걸

관객들이 이 장면을 천천히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

해결하기는 너무 어렵고. 새로운 가족을 만든다는 상상을 모두가

면 좋을 것 같다. 각각의 사물이 전하는 이야기나 관계의 흔적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렇게 자기 공간을 추구하고 가족

파악하고 그것이 관객의 삶에도 좋은 영감이 되기를 바라본다.

권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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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인터뷰이에게 질문할 때 ‘안정감’이라든지 몇 개의 키워드

가 있지 않았을까 짐작했는데, 인터뷰 때 어떤 부분에 주목했나?
권아람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 살았던 집부터 현재 살

고 있는 집까지, 몇 번 이사했는지, 어떤 지역에서 살아봤는지 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억하려 하는데, 역사의 트라우마를 경험하
지 않은 사람으로서 ‘기억한다’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고민하며
영화에서 조금이나마 새롭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
로 완성한 작품이다.

건조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부터 시작했다. 말씀하신 대로 공간에
5~6년 전 미술 쪽에 몸담은 감독들을 중심으로 미학적

서 얻을 수 있는 ‘안정감’은 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고, 안정감

이승민

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 또한 관계에서 기인하는 듯했다. 두 번째

인 방식의 공간 이미지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많이 등장했다. 그

주인공의 경우 가족과 사는 집에 그의 방이 따로 있고 방 안은 자신

런데 요즘에는 그런 흐름이 약화되고 인물이나 사건에 집중하

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지만, 방문이 열리는

는 작품이 많이 나온다. 단순히 트렌드라고 할 수 있을까, 혹은

순간 다른 것들이 개입되고, 문을 닫아도 역시나 얇은 벽을 통해

정치사회적 환경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

전달되는 것이 주인공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관계성에 대해

권아람

많이 질문했다. 지금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

방식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적인 호소를 할 수 없어서 택

으로 누구와 살고 싶은지가 주된 질문거리였다.

한 방식이라기보다, 이야기를 잘하기 위해 무엇이 더 효과적일

공간을 통해 인물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회하는

까, 즉 ‘어떻게 그 이야기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선택
감독님의 또 다른 단편 <463>은 태국에서 발견된 고문

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퀴어의 방> 관객과의 대화에서 한 관

서를 근거로 거기 기록된 위안부 여성 463명의 흔적을 찾아가

객은 “인물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하면 선입견을 가지고 얘기를

는 작품이다. 공간, 기억, 정체성 그리고 삶이 함께 관통하는 고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공간을 보여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불필요

민이 <463>에서 한 단계 더 영화적으로 표현된 것 같다.

한 선입견 없이 일상적인 범주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이걸 이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주변의 권유

아웃하기 위해 거치는 경계의 장소이자 공간인 것 같은데, 1970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

가 있어서 만들게 됐다. 웹에 꾸준히 무언가를 만들어 아카이빙

년대에 그런 공간이 존재했다는 것과 그곳을 통해 관계망이 형성

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다(웃음).

됐다는 게 흥미롭다. 그 공간을 경험한 이들이 지금 60~70대 노

이승민

권아람

<463>은 목소리를 찾아가는 일종의 로드무비로 기획했

다. 학교에서 좋은 기회를 얻어 2주 동안 그 목소리를 찾기 위해
초기에 웹 다큐 형식으로 기획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

태국으로 떠났다. 영화 초반에 태국 아유타야 수용소에 수용됐던

이승민

한국인 위안부 명단이 문서로 남아 있다는 정보가 나온다. 직접

도였는지, 인물의 이야기와 작품의 형식적인 면에서 관련성을

이승민

태국 국립문서보관소에 가서 그 문서를 봤는데, 정말 바스러질

의도한 기획이었는지 궁금하다.

은 현실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까.

것 같은 문서에 영어와 태국어로 한국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

권아람

고 그 감촉이 무척 인상 깊게 와닿았다. 종이에 적힌 여성들이 경

웹 콘텐츠라는 형식이 중요했다기보다, 영화를 만들면 상

년이 됐을 텐데 지금은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지 한 축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중에 감독님이 앞으로 기록하고 싶

로 담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다른 한 축으로 이야기할 것이 1990
년대 말~2000년대 중반에 신촌 현대백화점 뒤에 있던 작은 공원

다음 작업에 대해 고민이 많은 시점이다. <2의 증명> <퀴

으로, 10대 이반들이 모이는 장소로 유명했다. 광장이라는 오픈

영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데 먼저 생각이 미쳤다.

어의 방> <463> 모두 마찬가지인데, 흔히 기억할 가치가 없다고

된 공간을 점유한 사례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이 존재하는

험한 건 어떤 것일지 그 기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명단에 있

만들어도 상영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상영한다고 해도

생각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만 기억되는 것들에 관심이 가는 것

데 이들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가 화두다. 두 세대는 나이와

는 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현재 살아 계신지도 궁금했는데

영화제 등에서 극히 제한적인 관객들과 만날 것이고. 그래서 자

같다. 나는 영화감독이자 페미니스트이고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경험한 시대를 비롯해 많은 것이 다른 이들이다. 지금은 퀴어문화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중국이나 필리핀 위안부 피해생존자 분

유로운 플랫폼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다. 지금 생각해

세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나에게 페미니스트의 시각이란 소

축제와 퍼레이드가 도심 한가운데에서 열리곤 하는데 그런 날 함

들의 경험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었지만, 태국에 대해서는 기록이

보면 이 이야기가 웹 콘텐츠로는 그다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외되었던 경험과 기억을 향하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며, 다른 언

께 걷고 노래하고 외친다는 것의 의미, 그리고 유튜브 등 많은 채

거의 없었다.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 어떻게 작업할 수 있을지에

웹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빠르다’는 특성을 지니는데, 이 영화의

어를 욕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큐멘터리는 ‘무엇이 나를

널에서 성소수자들이 정체성을 드러내며 이야기하는 것들은 무

대한 고민을 그대로 영화에 담았다.

속도는 많이 느리잖나(웃음). 기획 당시에는 다양한 성소수자들

매혹하는가’와 함께 현실적인 상황을 많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엇인지, 각각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연결하는 작

공간의 흔적을 담아낸다는 면에서 <퀴어의 방>과 비슷한 지점이

의 이야기, 다양한 주거 형식과 모습 등을 계속 기록하고 당사자

참 어려운 부분이다.

업을 해보려고 한다. 일단 리서치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있는데, 사실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한 방식이

들이 웹에서 콘텐츠를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다음 작품의 아이디어이자 소재는 <퀴어의 방>과의 연속성에서,

공간들이 지금은 모두 사라졌고, 그곳을 경험한 이들 역시 일일이

기도 하다. 당시의 기억을 담지한 장소는 많이 달라져 있고, 실제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다. 혹은 단순히 ‘인테리어를 해볼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 같다. <퀴어의 방>이 개인의

찾아나서야 한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다.

그 시대를 경험한 분들은 이미 많이 돌아가셨다. 내가 할 수 있는

까’ ‘방을 치워볼까’ 하는 아이디어를 얻어도 좋을 것 같고. 주거

사적인 공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성격의 공

게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기억한다’는 것, 기억을 주제로 작업

방식에 영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카이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들이 꾸준히 존재했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다. 1970년대에 명

이승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가 너무 쉽게 ‘기억한다’고 이

이 있었다. 처음에는 5~7분 정도의 작업을 꾸준히 하고 싶었는

동에 여성 전용 다방인 샤넬다방이라는, 퀴어들이 가는 공간이 있

대해 새롭게 감각하는 작품이 나올 것 같다. 지금까지 인터뷰

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고민도 했다. 한국에서 소녀상이나 기념일

데, 혼자 이동하고 작업하려다 보니 너무 힘들었다. 그러던 중에

었다고 한다. 성소수자들이 광장으로 나가기 이전에 스스로 커밍

감사했고, 다음 작품으로 만나길 바란다.

권아람

기대된다. 공간과 정체성을 엮어 우리가 놓인 장소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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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영화 <로마>의 사운드 미학

<그래비티>에서도 돌비 시스템을 사용했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지 시각

이릅니다. 일일이 트랙을 만들어 대화를

소리에
압도당하는 경험

습니다만, 두 작품을 모두 담당한 사운드

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영역에서

녹음하고 편집했다고 하니, 이쯤 되면 작

디자이너 스킵 리브세이(Skip Lievsay)

도 이뤄졌는데요, 감독이 음향 팀에 요구

은 소리 하나도 영화의 주체적 요소로 삼

가 데드라인 매거진과 인터뷰하면서 “심

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 멕시코시

은 것이라고 봐야겠지요.

플했던 <그래비티>에 비해 엄청난 도전이

티에 가서 ‘진짜 그 동네(로마)에 사는 새

물론 이렇게 섬세하게 공을 들인 흔적을

었다”고 밝힐 정도로 <로마>의 서라운드

소리’ ‘진짜 그 동네에 돌아다니는 칼 가는

한 번 보면서 파악하기란 어렵습니다. 영

시스템은 훨씬 다층적입니다. 소리에 압

아저씨 소리’를 찾아 녹음해달라.” “실제

화를 보는 동안 우리는 시각에 먼저 반응

도당하는 경험이 이 작품과 관련해 얼마

멕시코시티 시민들이 극장에 갈 때 타는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그 어

최다은 SBS 라디오 PD,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팟캐스트 <김혜리의 필름 클럽> 제작

라디오 영화음악 프로그램을 즐겨 들으

게 우스개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은 단지 광활한 공간을 보여주는 것만이

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차원에서 많은 이

교통수단의 소리를 녹음해달라.” 구체적

떤 작품보다도 ‘넷플릭스용’ 영화입니다.

신 분들이라면 ‘귀로 듣는 영화’ 코너를 기

사운드의 역할에 대해선 감독마다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숨 막히는 적막으

들이 극장 관람을 추천했을 겁니다.

인 감독의 지령에 따라 현지에서 배경음

밀도 높게 구축된 사운드 월드 속을 들여

억하실 겁니다. 영화 한 편을 50여 분으

다르겠습니다만, 알폰소 쿠아론은 적어

로 우주 공간뿐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정

그러나 <로마>의 사운드 제작기를 조금만

을 수집하고 이를 매만지는 작업이 몇 주

다보려면 돌비 사운드 시스템 못지않게

로 압축해 주요 장면을 음성 컷으로만 들

도 소리를 영상에 대한 부차적 요소로 여

서까지 드라마틱하게 전달했죠.

더 들여다보면 그 말은 절반만 맞다는 걸

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의

‘자유롭게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려주는데 신기하게도 몰입하게 되죠. 물

기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작

넷플릭스 작품으로 제작된 <로마>가 공개

알게 됩니다. 이들이 소리에 들인 노력은

웃음소리처럼 미리 만들어진 샘플 사운드

중요하니까요. 소리에 집중해서 영화를

론 DJ가 중간 중간 대사나 해설을 더하긴

<로마 Roma>(2018)를 작업한 음향 팀이

된 후 ‘이건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라는

단순히 입체적인 소리를 만들고 청각적

를 쓸 법도 한데 <로마>는 거리 소음 하나

다시 보거나, 보지 않고 듣기만 해보세요.

하지만, 가장 주된 성분인 영상을 배제하

밝히길, 이 영화는 감독의 시각적 기억만

후기가 줄을 이은 것도 소리와 깊은 관련

이벤트 한가운데로 관객을 들여놓는 데서

도 모두 직접 만들어 쓴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고 또 들리지 않느냐로

고도 작품을 감상하는 게 가능하단 건 사

큼이나 청각적 기억에 많은 부분 의존해

이 있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라는 서라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폰소 쿠아론

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짧게 지나가

공간의 변화와 내러티브를 감지할 수 있

운드가 영화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만들어진 영화라고 했으니까요. 돌이켜

드 음향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이 작품은

은 유년 시절의 기억을 최대한 되살려 책

거나 화면 밖에 존재하는 단역배우들의

을 정도입니다. <로마>는 그게 가능하도

역설합니다. 공포영화를 덜 무섭게 보는

보면 그가 <그래비티 Gravity>(2013)를

관객으로 하여금 화면 속 현장 한가운데

장의 위치, 소품 하나까지 예전 자신이 살

말 한마디도 알폰소 쿠아론은 직접 하나

록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DJ의 해설이 없

방법으로 ‘귀를 막아라’라는 말이 나오는

통해 사람들에게 우주를 경험케 한 방식

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물론

았던 집과 동일하도록 섬세하게 세트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그 수가 350여 명에

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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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전문가의 ‘홈술영화’

두고 대서양을 순항하던 호화 여객선 포

이 영화가 나한테
술 한잔하자고 했다

세이돈에 거대한 쓰나미가 돌진한다. 이
때 죽음을 앞둔 한 노신사는 프랑스 부르
고뉴의 최고급 와인인 2005년산 ‘로마네

이지민 ‘대동여주(酒)도’ ‘언니의 술 냉장고 가이드’ 콘텐츠 제작자, PR5번가 대표

콩티’를 마시며 최후를 맞이한다.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을 다룬 재난영화 <딥 임팩
트>에서는 충돌을 앞두고 주인공이 1997
년산 ‘샤토 무통 로쉴드’를 마신다. 당장

바야흐로 ‘홈술’ 시대다. 홈술은 단순히 집

날의 기분에 따라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금은보화가 무슨

과 술의 조합이 아니다. 한국인의 라이프

고, 그 영화에 어울리는 술을 곁들인다. 오

소용이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스타일을 뒤바꾸는 키워드다. 지구상에

늘은 나의 소장 리스트에 담겨 있는, 홈술

네 인생. ‘그래! 인생 뭐 있어?’라고 외치며

서 나에게 가장 편한 장소인 ‘집’이라는 공

할 때 즐겨 보는 영화들을 꺼내본다.

아껴둔 좋은 술을 꺼내 들고 영화에 몰입

간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술을 마시

힘든 하루를 보냈을 때! 사람에 치이고,

하다 보면 아픈 기억은 점점 흐려진다.

며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몸과 마

되는 일이 없는 하루를 보내고 난 뒤라

바쁜 일상에 메마른 가슴을 촉촉하게 적

음을 쉬게 하는 것. 남의 눈치를 볼 필요

면 강력한 위안이 필요하다. 이럴 땐 지

셔줄 감성이 필요할 때는 멜로영화가 제

없이,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구의 멸망을 주제로 한 영화가 제격이다.

격이다. 즐겨 찾는 영화는 <카사블랑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며 완벽하게 릴렉

대표적으로 <포세이돈 Poseidon>(볼프

Casablanca>(마이클 커티즈, 1942)와

스하는 것. 이것이 홈술의 핵심이다. 이 홈

강 페터센, 2006)과 <딥 임팩트 Deep

<귀여운 여인 Pretty Woman>(게리 마

술에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더해질 수 있

Impact>(미미 레더, 1998)를 들 수 있다.

샬, 1990). 둘 중 어떤 영화를 볼지는 그

다. 사람, 음식, 음악, 책, 게임기 등. 이미

두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죽음을 앞

날 구비된 샴페인에 따라 달라진다. 뵈브

오래전부터 홈술을 즐겨온 내게 그날 마

두고 가장 비싼 와인을 즐기는 장면이 나

냐 멈이냐 또는 모엣이냐! 제2차 세계대전

시고 싶은 술을 결정해주는 건 영화다. 그

온다. 영화 <포세이돈>에서는 새해를 앞

을 배경으로 한 영화 <카사블랑카>에서는

<카사블랑카>

<라따뚜이>

모로코를 떠나려는 일자(잉그리트 버그

요리를 소재로 한 영화가 많지만, 가장 좋

발 블랑(Chateau Cheval Blanc)’ 등등.

만)가 그녀를 붙잡는 카페 주인 릭(험프리

아하는 셰프는 <라따뚜이Ratatouille>(브

집에서 직접 요리한 음식에 와인을 곁들

보가트)에게 “‘뵈브 클리코’라면 남겠어

래드 버드・잔 핑카바, 2007)에 등장한다.

여 마시며 까탈스러운 안톤 이고가 레미

요(If it’s Veuve Clicquot I’ll stay)”라고

절대미각의 소유자 ‘생쥐 레미’를 주인공

의 요리에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는

말하고, 파리 회상 신에서는 “그대 눈동자

으로 한 영화다. 요리 천재인 생쥐가 요리

재미가 쏠쏠하다.

에 건배(Here’s looking at you，kid)”라

에 서툰 남자 주인공 ‘링귀니’를 지휘한다

그 외에도 홈술 하며 즐길 영화가 많다. 위

는 대사와 함께 ‘멈 코르동 루즈’가 등장한

는 독특한 설정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스키가 생각날 땐 <앤젤스 셰어: 천사를

다. <귀여운 여인>에서 에드워드(리처드

다양한 요리와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낸

위한 위스키 The Angels’ Share>(켄 로

기어)가 비비안(줄리아 로버츠)을 데리

애니메이션이다. 영화에서는 파리의 일

치, 2012), 경쾌한 칵테일 한잔이 떠오

고 호텔로 들어가 주문한 샴페인은 모엣

류 레스토랑인 구스토 레스토랑의 고급

를 땐 <코요테 어글리 Coyote Ugly>(데

샹동. 에드워드는 “샴페인의 향을 돋워준

요리와 함께 주옥같은 와인들이 등장한

이비드 맥낼리, 2000), 하드코어 술이

다”며 딸기를 함께 먹어보라고 권한다. 해

다. 레스토랑을 노리는 총주방장이 링귀

생각날 땐 압생트에 <물랑 루즈 Moulin

당 장면에 나오는 와인을 준비해서 맛보

니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내놓는 1961년

Rouge!>(바즈 루어만, 2001)…. 바야흐

고 있다 보면 마치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산 ‘샤토 라투르(Ch teau Latour)’, 까다

로 홈술 시대다. 퇴근 후 집 안 소파에 느

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로운 음식비평가 안톤 이고가 구스토 레

긋하게 자리 잡은 당신. 당신에게 한잔하

먹방이 필요한 날은 ‘셰프’를 찾게 된다.

스토랑에서 주문하는 1947년산 ‘샤토 슈

자고 술을 권하는 영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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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시네코아

영화야말로 앉아서 하는
최고의 세계여행
하경림 영화 프로듀서 | 염민아 일러스트레이터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의 타임머신을 갖

타 요지로, 1999)을 시작으로 일본영화가

해야 ‘한국영화 아니면 미국영화’의 범주

고 있다. 누군가에겐 ‘앨범’으로, 누군가

유독 많았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으로 일

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에겐 ‘동창생’으로, 타임머신의 형태는 제

본영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던 때여서 그

시네코아는 내게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영

각각이지만 말이다. 영화 <써니>(강형철,

랬던 것 같다. 유쾌한 에너지로 가득한 <웰

화를 맛보게 해주는 영화 엑스포나 다름없

2011)에서 여주인공 나미는 모교를 방문

컴 미스터 맥도날드 Welcome Back, Mr.

었다. 불이 꺼지고 광고가 끝나면 내가 한

했다가 하교하는 여고생들과 마주친 순

McDonald>(미타니 코키, 1997)가 특히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 만나보지 못한 사

간, 자신의 여고 시절로 시간여행을 시작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압바스 키아로스

람들의 세계가 펼쳐진다. 그리고 나는 기

한다. 내 경우엔 종로 거리가 그렇다. 휴일

타미 <올리브 나무 사이로 Through the

꺼이 낯선 세계로 여행을 시작한다. ‘여행

아침, 상점들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의 썰

Olive Trees>(1994) 같은 극도로 사실적

은 서서 하는 독서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렁한 종로 거리. 졸린 눈을 비비며 정신없

이면서 아름다운 영화나 에밀 쿠스트리

여행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내게는 영화

이 뛰어가는 여자애가 있다. 모니터 시사

차의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Black Cat,

야말로 앉아서 하는 여행이었다. 모니터

에 늦을까 불안한 동시에 이번엔 어떤 영

White Cat>(1999) 등 마술적 리얼리즘의

시사가 끝나고 나면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화를 만나게 될까 설렘으로 가득 차 있는

정수를 보여주는 몇몇 영화는 지금도 여전

종로 뒷골목을 괜히 쏘다니기도 하고, 프

스물두 살의 나다.

히 내 인생 영화 리스트에 올라 있다. 만약

랑스문화원 앞을 서성이기도 하면서 2시

시간 배경은 1998년. 지금은 없어진 종로

그때 내가 시네코아에서 그의 영화를 만나

간 남짓한 여행의 후유증을 애써 달래곤

의 시네코아에서 대학생 모니터요원으로

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평생토록 이란이

했다. 앞으로도 그때만큼 영화를 즐겁게

활동하던 때다. 주말마다 미개봉 영화를

나 유고슬라비아에도 영화가 있다는 사실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보고 간단한 리뷰를 포함해 설문지를 작성

을 몰랐을지 모르겠다. 그 외에도 시네코

대학을 졸업하고, 강남에 있는 영화사에

했다. 요즘에야 그런 식의 블라인드 시사

아 모니터 시사를 통해 인도영화, 유럽영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종로에

가 일반화된 듯하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화 등 소위 ‘비할리우드 영화’를 많이 접할

가지 않게 됐다. 2004년, 코아아트홀이

특별한 기회였다. 덕분에 거의 2년 동안

수 있었다. 모니터요원 활동을 하면서 비

폐관했고, 종로에 있는 다른 극장들도 하

매주 2편씩 영화를 봤다. 아마 내 인생에

로소 내가 우물 안 개구리였음을 깨달았

나둘 멀티플렉스로 간판을 바꿔 단다는 흉

서 영화를 가장 많이, 가장 열심히 본 시절

다. 나 나름대로 영화를 많이 봤다고 자부

흉한 소식이 들려왔다. 그리고 시네코아

이었을 거다. 첫 영화 <비밀 Secret>(다키

했건만, 그때까지 내가 본 영화들은 기껏

너마저! 극장 폐관을 알리는 메일을 보내
왔다. 첫사랑의 결혼 소식을 들은 기분이
었달까. 그 메일의 엔딩은 이랬다.
영화에 대한 시네코아의 짧은 입맞춤은 끝
나지만/ 영화를 사랑하는 관객 여러분의
열정만은 오래도록 간직했으면 좋겠습니
다./ 토토의 기억 속에 알프레도가 영원히
남아있는 것처럼,/ 사라지지만 지워지지
않는 시네코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시네코아, 코아아트홀
이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시네코아는 사라졌지만 적어도
내 기억 속에선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어디선가는 누군가의 시네마천국
이 계속 탄생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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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은 없다>의 도철과 홍기, 정우성과 이정재

하기야 도시에서는 저런 태양을 볼 수도

지금도 여전히
빛나는 태양

없지.” 청춘은 좌절하더라도 그 빛이 꺼지
거나 사그라지는 대신 계속해서 발열하
는 특징을 갖고 있다. <태양은 없다>의 한
국 제목과 다르게 영문명은 ‘City of the

허남웅 영화평론가

Rising Sun’, 도시의 떠오르는 태양이다.
죽든지 말든지 바다로 뛰어든 홍기와 그
런 홍기를 구하겠다고 뒤이어 바다로 뛰
어든 도철은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키는 한
바탕 살풀이굿(?) 끝에 죽을 힘마저 소진
한 후 새벽녘에 서울로 돌아온다.

최근 한국영화계에서 청춘물은 (살짝 과

까지, <태양은 없다>에서 두 개의 태양을

이들을 맞이하는 건 도시의 떠오르는 태

장해) 눈 크게 뜨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을

손에 넣었다. 그 중 하나의 태양만을 하늘

양. <키즈 리턴 Kids Return>(기타노 다

정도로 깜깜한 지경이다. 은유적으로 표

에 띄울 수는 없다. 이 둘을 값이 없는 수,

케시, 1997)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이제

현하면, 지금 한국영화계에 청춘물을 비

즉 영(零)으로 만들어 결국엔 하나의 존재

끝난 걸까?” “바보야, 아직 시작도 안 했

출 태양은 없다. 태양은 없다? 그러려고

로 합치는 수밖에 없다. 어떻게?

잖아”의 의미를 담은 태양 앞에서 티격태

한 건 아닌데, 의도한 것처럼 이 장르의 대

상대방의 주먹이 날아오든 말든 치고받

격하는 도철과 홍기의 모습은 더는 좌절

표 격인 <태양은 없다>(김성수, 1998)를

고 싸우는 도철이 내리꽂는 직사광선이라

한 청춘의 모습이 아니다. “혼자 꾸는 꿈

언급하고 말았다.

면, 돈만 생겼다 하면 요행을 바라고 경마

은 단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젊음을 뜨거운 에너지라고 할 때 당시 가

장으로 달려가는 홍기는 아스팔트 위에서

다.” 존 레넌의 말처럼 태양 따위 비추지

장 잘나가는 청춘스타이던 정우성과 이

지글지글 타오르는 복사열 같다. 과연 이

않아도 그 자체로 빛나는 도철과 홍기가

정재는 태양의 지위에 버금갈 만했다. 그

둘이 엇박자를 내며 누가 더 강한 열을 뿜

함께할 미래에 이 둘에게는 아무것도 두

런데 태양은 없다니? 일차원(?)적으로 해

어대는지 폭주할 때면 주변 사람들을 불

려울 것이 없어 보인다.

석하면, 극 중 정우성과 이정재가 각각 연

쾌하게 만들어 도철은 유일하게 삶의 안

<태양은 없다> 이후 정우성과 이정재는

기한 도철과 홍기는 스물여섯 살 나이에

식처가 돼주는 여자 친구 미미(한고은)와

영화에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렇

도 뭐 하나 되는 게 없다. 도철은 권투 선

불화하고 홍기는 곁에 도움 줄 이가 아무

더라도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는 이

수로 활동하려 해도 펀치 드렁크 증세가

도 남지 않는 ‘영’의 존재로 수렴한다.

유는 두 가지다. <태양은 없다>에서 맺은

심해 링 위에 오르기 쉽지 않다. 홍기는 강

하지만 삶에 대한 방식이 서로 다른 도철

우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을뿐더러 도

남에 빌딩 한 동 마련해 떵떵거리고 싶지

과 홍기는 어두운 현실에 발목 잡혀 앞으

철과 홍기로 혼란한 청춘의 아이콘을 연

만, 실상은 갚을 돈 때문에 쫓기는 신세라

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좌절한 청

기한 정우성과 이정재가 지금은 한국을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다. 희망 없는

춘’의 열쇳말로 한 묶음이다. 홍기는 마지

대표하는 배우로 동 세대 누구보다 활발

미래, 그래서 이들의 앞길을 밝혀줄 태양

막으로 보석상을 털어 지긋지긋한 빚을

한 활동을 이어가는 까닭이다. 지금 한국

은 없다.

청산하려다가, 도철은 미미의 만류에도

영화계에 청춘물이 실종된 이유는 여러

뻔한 해석은 재미없다.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런 홍기를 도우러 나섰다가 도망자 신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정우성과 이

삼차원으로 가보자. 태양은 하나다. 동시

세가 되어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

정재처럼 우정으로 환원될 동시대의 청

에 두 개의 태양이 뜰 수 없다. 김성수 감

로 바다로 향한다.

춘을 대표할 스타가 부재한 탓도 있다. 그

독은 전작 <비트>(1997)의 성공에 힘입

도철 왈, “바다 위에서 해 뜨는 거 처음 봐.”

래서 <태양은 없다>의 정우성과 이정재가

어 페르소나 격인 정우성에 더해 이정재

이에 대한 홍기의 답, “역시 촌놈이구먼.

더욱 빛나 보이는지도 모르겠다.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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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NGE SNS 로 말해요

TWITTER 

봄이 있긴 있었나…?
어째서 ‘입춘’은 겨울 한복판 칼바람과 함께 오는 것일까? 여전히 롱패딩은 필수
템이고, 머리 어깨 무릎 발, 찬 기운 가시는 곳 하나 없는데 벌써 입춘이라니. 하지

3

만 「영화천국」 66호가 발행될 즈음이면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던 봄기운이 살랑
yundoobada

살랑 돌아오고 있을 것이다. (제발!) 본격적으로 봄을 맞기에 앞서 「영화천국」의

영화 <앙: 단팥 이야기 An>(가와세 나오미,

랜선 친구들이 추천한 봄내음 뿜뿜한 영화들을 미리 만나보자.

2015)에서 도쿠에 할머니가 맞는 새 봄이 기
억납니다. 병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 지낸 그는 평생 병 그리고 그리

가이드 
2012년 <주먹왕 랄프>의 아이디어는 기발했습니다. 전자오락실의 영업이 끝나면, 게임 캐릭터

한국영상자료원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팔로우, 좋아요 해주세요. ‘SNS로 말해요’ 코너에

움과 싸워야 했는데요. 노인이 되어 죽음을 앞

실리신 분들에게는 영상자료원 발간물을 선물로 드립니다.

두고 맞는 새 봄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

트위터 Film_Archive | 페이스북 koreanfilmarchive

이었을까요?

FACEBOOK 

들만의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이었죠. 6년 만에 나온 속편 <주먹왕 랄프 2: 인터넷 속으로>(이하
<랄프 2>)는 기발하면서도 놀라운 상상력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단지 오락실 안에 머물렀던 전
작의 주인공들은 이번엔 광활한 네트워크로 나아가는데요, 이러한 설정 변화 덕분에 <랄프 2>는

4

전작에 비해 좀 더 복잡하지만 그만큼 흥미롭습니다.

J_hadam

<랄프 2>는 현재 지구촌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랜선 라이프’를 생생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영
리합니다. 유튜브, SNS, 컴퓨터 게임 등이 잘 연결되어 이야기를 구성하고, 수많은 브랜드와 캐
릭터들이 교차합니다. 게다가 바이러스나 불법 사이트 같은 것도 등장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매
우 현실적입니다. 유해 요소는 많지 않습니다. 아주 가끔 속어가 등장하는 정도이고, ‘슬로터 레이
스’라는 게임이 등장하면서 약간은 폭력적인 대목도 있지만, 위협감을 주는 수준은 아닙니다.

영화를 본 후에 
•이 영화는 ‘인터넷 세계’를 매우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 영화는 인터넷 문화의 어떤 면을 풍자하고 있나요?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며 ‘좋아요’나 ‘추천’을 누르는 건 기본적인 인터넷 문화 중 하나입니다. 하
지만 <랄프 2>는 그 이면을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랄프와 바넬로피는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곤란을 겪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돈을 결제해야 하는데요,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나요? 위험성은 없을까요?
•인터넷엔 마케팅 수단이 넘쳐납니다. 그런 광고를 보고 물건을 사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국적		 미국
•감독		 필 존스턴, 리치 무어
•러닝타임		 112분
•등급		 전체 관람가
•출연(목소리)	존 C. 라일리, 새러 실버맨,
			
제인 린치, 잭 맥브레이어, 갤 가돗
선정적 표현	
폭력 묘사	
알코올과 약물	
언어적 유해성	
충격적 요소	

1/10
5/10
1/10
3/10
5/10

•‘예쓰’라는 캐릭터는 랄프에게 인터넷은 끔찍한 곳이지만 또한 대단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분에게 인터넷이 끔찍하다고 느껴질 때와 대단하다고 느껴질 땐 각각 언제인가요?
•예쓰는 랄프에게 “절대로 댓글을 읽지 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사
람들의 심리는 어떤 것일까요?
•이 영화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공주 14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과거 우리가 접한
공주들의 이미지와 사뭇 다릅니다. <랄프 2>를 통해 이들을 어떤 면에서 새롭게 볼 수 있었나요?
•바넬로피는 랄프에게 “절친이라고 꿈이 같을 순 없어” “소중하다고 해서 소유하려 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이 영화가 전하는 우정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김형석 영화평론가

1

2

김기우

마이클 골든버그 감독의 <미스터 플라워 Bed

of Roses>(1995) 추천합니다!! 꽃을 통해 남
녀의 상처를 치료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내용

제가 추천하는 봄영화는 바로 <원더Wonder>(스티븐 크보스키, 2017)예요. 직접적으로 봄을 배

인데요. 장면마다 등장하는 갖가지 꽃을 보다

경으로 하는 영화도 좋겠지만 봄을 연상시키는 희망과 시작, 행복이 가득한 영화를 꼽으라면 저

보면 내 마음에도 봄이 오는 기분이~. 사과를

는 주저하지 않고 <원더>를 꼽겠습니다. 집 안에만 있던 주인공 어기가 세상으로 나와 편견을 이

하기 위해 꽃을 가득 준비하는 장면이 가장 인

겨내는 이야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분에게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따뜻한 봄이 있다고

상 깊었는데요, 이 장면 외에도 모든 장면이 다

말해주고 싶습니다.

봄이었어요. :)

usedchair

Hari Kang
저의 추천작은 <건축학개론>(이용주, 2011)! 봄날처럼 싱그럽지만 꽃샘추위처럼 서늘한 느낌으

봄이라면 <유브 갓 메일 You’ve Got Mail>(노

로도 기억되는 첫사랑에 관한 영화죠. 첫사랑을 진행 중인 분들, 첫사랑의 추억이 희미해진 사람

라 에프론, 1998)이죠. 겨울에 찾아온 사랑이

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어요. 이 영화를 보면 지나가버린 첫사랑과 제주의 봄바다가 보고 싶어질지

봄에 완성되는 따뜻한 영화! 너무너무 좋아하

도 모르겠네요. ^^

는 노라 에프론 감독부터 사랑스러움 자체이
던 그 시절의 맥 라이언, 젊고 귀여운 톰 행크

이수진

<봄날은 간다>(허진호, 2001)는 당시 남자친구와 함께 본 영화입니다. 전 영화에 완벽히 빠져들
었고 남자친구는 초반부터 거의 졸면서 보더군요. 그 뒤로 영화 볼 때마다 “넌 영화관에서 자는 애
잖아”라며 놀리던 기억이 나네요. 나의 스무 살 봄날은 훌쩍 가버렸지만 계절이 돌아오듯 그 봄날
이 다시 한번 찾아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스까지. 장면 하나하나, 영화음악마저 너무 좋
은 영화. 다가오는 봄에 꼭 보시길, 또 보시길!
1
2
3
4

<건축학개론>(이용주, 2011)
<봄날은 간다>(허진호, 2001)
<앙: 단팥 이야기>(가와세 나오미, 2015)
<미스터 플라워>(마이클 골든버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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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빈 감독(왼쪽), 주성철 「씨네21」 편집장

2018년에 개봉한 한국영화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해 상영하는 프로그램
‘시네마테크KOFA가 주목한 2018년 한국영화’가 2월 16일부터 11일간
상암동 시네마테크KOFA에서 진행됐다. 영화평론가, 영화 전문 기자 등
다양한 영화 관계자의 의견 및 관객 설문 결과를 종합한 결과
<청춘의 십자로> 상연 현장

<버닝>(이창동, 2018), <공작>(윤종빈, 2017), <소공녀>(전고운, 2017)를
비롯한 11편이 선정됐으며, 전체 선정작을 상영함과 동시에 이창동, 전고운,
김태균 등 9명의 감독이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은 <공작>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 중인 윤종빈 감독과

지난 2월 7일부터 28일까지, 런던 BFI의 사우스뱅크스

주성철 「씨네21」 편집장.(왼쪽부터)

극장에서 ‘한국 초기영화 특별전’이 진행됐다.
한국영상자료원, 영국영화협회(BFI),
주영한국문화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를 통해
<미몽>(양주남, 1936), <자유만세>(최인규, 1946) 등
1930~40년대에 제작된 작품 11편을 소개했으며,
특히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한국영화
<청춘의 십자로>(안종화, 1934)를 개막작으로 채택,

한국영상자료원은 시네마테크KOFA,

이를 변사・라이브 공연이 곁들여진 복합공연 형식으로

한국영화박물관, 영상도서관 애용자들을 위해

선보였다. 이와 함께,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조선영화의

지난 2월부터 ‘KOFA 스탬프’ 제도를 실시했다.

발굴 과정과 그 역사적・영화사적 의미를 소개하는

‘KOFA 스탬프’는 시네마테크KOFA 10회,

정종화 연구전시팀장의 발표가 이어지는 등 다채로운
연계 행사가 진행됐다. 사진은 개막식 현장에 참여한

한국영화박물관 2회, 영상도서관 8회를

한국영상자료원 주진숙 원장

이용해 총 20개의 스탬프를 채우는 고객에게

한국영상자료원 주진숙 원장과 정종화 연구전시팀장

무료 아메리카노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및 <청춘의 십자로> 상연 현장.
허윤석 영사 담당자가 진행한
영사기 구조 설명 및 작동 실습 현장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스탬프를 모두 채울 경우
기관 내 ‘카페1895’에서 음료를 제공받을 수

한국영화박물관 기획전시 ‘필름영사: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연계 강좌

있다. 관련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내

‘박물관 속 토크’가 2월 20일과 22일, 23일 총 3회에 걸쳐 열렸다.

각 대민 서비스 시설의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이번 강좌는 필름 영사기 작동 실습, 영사 기사 대담 및 아날로그 필름 페인팅

확인할 수 있다.

체험으로 구성되어 사라져가는 기록 매체 ‘필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가
되었다. 사진은 시네마테크KOFA 허윤석 영사 담당자가 진행한
영사기 구조 설명 및 작동 실습 현장.
정종화 연구전시팀장

EDITORIAL 편집진의 글

한국영상자료원 이용 안내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영화 탄생 100년을 맞아 「영화천국」 66호는 국내 영화 기술의 역사에 초점을 맞췄
습니다. 유성, 컬러, 입체영화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당 기술이 최초로 적용된 영화
들을 짚어보는 한편, 과거와 현재의 영화제작 기술의 차이점 및 그에 따른 제작 환경의

시네마테크KOFA
이용 시간 화~일요일
현장 발권,
인터넷 예매(홈페이지)

한국영화박물관
이용 시간 화~금 10~19시
토~일 10~18시
해설
화~금 15시
토~일 11시, 15시

문의

문의

변화를 두 번의 대담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영화 자체, 그리고 영화가 담을 수 있는 이
야기의 가능성이 확장돼온 과정에는 수많은 영화인의 고민이 녹아 있었음을 새삼 확인
했습니다. 이번 호에 담긴 이야기들이 영화 스크린 너머의 풍경을 살펴볼 수 있는 지면으
로 많은 독자들과 호흡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해외통신’ 섹션에서 다룬 피터 잭슨의 다큐멘터리 <데이 쉘 낫 그로우 올드>의 제작기

02-3153-2077

영상도서관(상암)
이용 시간 화~금 10~19시
토~일 10~18시
* 만 15세 이상 입장

02-3153-2072

영상도서관(파주)
이용 시간 화~일요일 10~18시
* 만 15세 이상 입장
(15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15세 미만은 보호자 동반)

또한 흥미로운 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100주년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이 다큐
멘터리는 전쟁 당시 제작된 기록 영상을 복원해 참전 군인의 일상을 생생하게 담아내 많

문의

02-3153-2051

문의

031-830-8100

은 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필자는, 해당 영상의 복원 공정에는 다양한 현대 기술이 녹
아들어 있으나 기술의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간의 이견이 존재한다고 전합니다. 원
본 영상의 예술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과, 기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과거를 한결 가깝게 체
험하는 것.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지점일 것입니다. 아마도 영
화 복원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아키비스트는 두 지점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을 이루
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국영상자료원은 영화 아키비스트의 그 같은 고민과 노력에 좀 더 집중하고, 아카이브
의 방향과 역할을 충실히 소개하고자 올해 말, 새로운 매거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에 앞서, 아쉽지만 「영화천국」은 다음 호인 67호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8년 창간 이후 오늘날까지 약 11년간 「영화천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독
자의 성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간 「영화천국」을 응원해주신 많은 분께 감
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후에 소개될 새로운 이야기에도 모쪼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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