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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 말-종교영화의 의의
인류는 영회훌 홍해서 현실 세계에서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무언가의 실
현(realization)율 꿈꾸어 왔다. 종교학자 엘리아데(Mircea Eliade)가 영화률

‘품의 공장’ (dream factory)으로 묘사한 것은 영화가 지니는 이러한 혹성올
전제한 것이다 1) 영화가 훌현한 이래로 영화촬 뽕한 꿈꾸기는 다양한 장르

(genre)률 흉해서 추구되었으며， 그 품의 색채는 장르에 따라 다양한 빛깔
로 펼쳐졌다.

종교영회-(religious film)는 그러한 다양한 장르 가운데 한 촉율 구성하고

있다. 우리가 종교영화훌 풍해 꿀 수 있는 꿈은 다른 장르의 영화훌 뽕해 얻
을 수 있는 그것과 다른 맛깔올 지닌다. 종교영화란 ‘종교적 주제률 다루는
영화’률 총칭하는 것이다，.2) 영화새映홈史)훌 훌이켜 불 때， 종교와 영화는

운명율 함께해 온 A쌍두마차요 동반자였는 바3) 이는 두 범주가 전형척인 ‘꿈

꾸기의 길’로서의 특성올 지닌다는 점올 시사히는 것이다. 이 두 개의 ‘길’은

*

이 글은 한국종교학회 20001건 추계발표회(2000 1건 lJ 월 4 일) 기독교분교써l서 발표

..

된 것융 약간 보완한 것이다 분과 발표회에서 도용 말씀융 주신 김재영， 신재식
교수님께 혹볍히 감사용 드린다
한신대 교수， 종교문화학

Mircea Eliade , The Sacred and the Pro[ane .' the Nature o[ Religion , Harcourt,
Brace & World, [nc : New York, 1959, p, 205.
2) 이송구 · 이용판 엮옵" Ü"'영화용어 해셜집 ι ， 집문탕; 2000 , ‘종교영화’ 항북.
3) 정종화. r 영화사와 운명율 갈이혜 용 종교영화」얀영화씨 째90호 1984.5. , p, 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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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지향점올 향하고 었다. 그 지향정은 바로 ‘구월올 향한 질주’이다.4)

한국영화 역사에서 종교영화는 매우 독흡한 위상옳 차지해 왔다. 종교영
화는 한국올 대표할 만한 장르로 손팝히기도 한다.5) 실제로 해외 영화제에

서 좋은 실적옳 옳렸거나 외국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영화 가운데

에는 종교영화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었다.6) 뿐만 아니라 영회는
종교간 만남의

과정에서

훌륭한

매체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기도 한다.

1997 년부터 매년 여러 전통의 종교인들이 한 자리애 모여 종교예솔제를 열
어 종교간 만남의 길올 넓혀가고 있는 바， ‘대한민국 종교예술제’는 음악제，

미술제， 영화제로 짜여져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에서 영화제의 경우， 각
종교전흉이 돌아가면서 행사를 주관히는 한편， 각자의 전통과 관련된 작품

들올 한 자리에서 상영함으로써， 영화를 매개로 해서 자연스럽게 종교간 교

4)

‘종교와 영화’ 내지는 ‘종교-체험과 영화체험’이 지니는 이와 갈은 구조적 유사성은
영화에 대한 종교학척 성찰의 지명융 넓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 종교학계의
정우， 상당수의 종교학지·돌이 영화 내지는 영화체험옳 종교척 맥락 내지는 종교학
척 안돼서 읽어내는 작업올 실행하고 있다 영회에 대한 종교학척 성찰의 대표적
인 성과물로는 John R. May와 Michael Bird 에 의해 편집된 Religion in Film(The
Universiη

of Tennesse Press, 1982.) , Joel W.

의해 편집된 Screιning the Sacred: Re/igioκ

“

Martin과

Conrad E. Ostwalt

Jr. 에

λfyth. ιmd Ide% 밍’ in PCψu/ar

American
Fi/m(Westvie
Press : Boulder . San
Francisco. Oxford , 1995.),
Margaret R. Miles의 Seeing and Be/ieving: Religion
nd Values in the
Movie(Beacon Press : Boston, Massachusεtts ‘ 1996.) , John R. May 에 의해 면집된
New /mage of Religious Fi/m(Sheed & Wa l'd : Kansas City , 1997 ‘)

“

이 밖에도 ‘종교와 영화’에 대한 판심은 웹진의 형태로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The Journa/ of Religion

“nd

Film 이란 제복 하에 1997\건에 2 권，

1998 년에 3 권，

1999 년에 2 권이 게시되었으며， 2000 년 현재 2 권의 분량이 웹진의 형태로 게시되고
었다. The Journal (if Religion and Fi/m 의 편집은 William L. Blizek와 Ronald

R. Burke가 맡고 있다 이 앵진의 인터넷 추소는 www.unomaha.edψ~wwwjrt‘이다，
‘종과+ 영화’는 또한 종교학 분야의 교양고4목으로 각핑옳 받고 있다 북미 여러
대학에서는 ‘Religion and Film ’이라는 제목으로 종교학 교양 강좌가 개셜되어 학
생돌로부터 호용올 얻고 있다 한국에서는 필자가 1999 년부터 한신대화교에서 종교
학 분0뼈 교양과목으로 ‘종교와 영화’률 개설하였는 1;11-, 학기당 7-8 개 강쐐
800-900 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한신대학교 외에도 호남신학대학교에서도
1999 년부터 ‘종과} 영화’가 개설되었다

‘종교와 영화’는 이른바 ‘영상 문화’ 세대

내지는 ‘이미지’ 세대로 불리는 신세대 학생뜰에게 종교화의 메시지률 효과적으로

천딸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5) 김지석 r 깨달음과 이타행 그리고 소외 - 한국의 종교 영화」， r한국영화 읽기의 즐
거용~， 책과 몽상; 1995 , pp. 50-51
6) 로카르노영화제에서 그량프리상을 수상한 r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M 배용균 감
독)， 모스크바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1 강수연)율 수%빵 r 아체 아쩨 H터}아제J(임권
택 감독)， 베니스영화계에서 여우주연상(강수연)옳 수상한 r 씨받이 J( 임권택 감독)
둥융 대표척인 사례로 팝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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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가능성율 모책하고 었다.7)

종교영화가 지니는 이러한 충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종교영확에 대한
학분척 판심은 미진한 편이었다. 불교영회에 대해서 몇 편의 끌어 벌표된
바 있으며，8) 가톨릭(천주교)영화에 판해 두 편의 글이 발표된 정도에 불과

하다제 프로테스탄트l 개신교) 영화의 경우， 상당히 많은 작품이 발표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인 조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속옳 소재로 한 영화나 신종교률 소재로 하는 영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7) 참고로

지금까지

실시된

대한민국종교예술제

영화제의

〈표 1>과 같다.

〈표 1> 대한민국 종교예슐제 영화제 상영작 일랍표

현황올 소개하면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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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이 본야 연구의 기초를 닦는다
는 취지에서 한국의 종교영화에 대한 각론을 하나씩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글에서는 일단 한국의 개신교영화의 현황올 정리하는 한편， 그것을 토대
로 해서 나콤의 전망율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개신교영화란 넓은 의미
에서 ‘개신교률 소재로 한 영화’률 말하는 것이다.10)

2. 한국 개신교영화의 현황
한국의 개신교영회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연구초차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 개신교영화의 외연(外延)올 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필자가 ‘한국영상자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훔해서 정리한

결과에 의하면， 11) 넓은 의미의 개신교영화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은 총 34
면에 딸한다. 현재까지 필자가 확인한 한국 개신교영화의 목록은 아래의 <
표2>와같다 12)

IO} 이러한 쟁의는 정재형이 불교영화훌 ‘불교훌 소재로 한 영화’로 규정한 것율 참고
한 것이다.(정재행， r 영회와 불교」， r다보.~ 1995 년 가옳호. p. 24.)
미국 종교학계애서는 ‘기독교와 영화’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기
독파} 영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율 작성활 계획이다. 여기에서는

주요한 창고문현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이하 참고문현올 발표 연대
순으로 정리하였음.}

* Robert Jewett. Saint Paul al the Movies: The Apostle’'s Dialogue with
American Culture. Westminster/John Knox Press : Louisville. Kentucky. 1993
* Larry J. Kreitzer, The New Teslament in Fiction αld Film : On Reversing the
Hermeneutical Flow, Sheffield Academic Press ‘ Sheffield, England, 1994
* LarηI J. Kreitzer, The Old Teslamenl in Fiction and Film : On Reversing Ihe
Hermeneutical Flow, JSOT Press : Sheffield. England , 1993.
* Bernard Brandon Scott. 1I0llywood Dreωns ιmd 8iblica/ Stories. Fortress Pres
S Minneapolis. 1994
* ed. by Clive Marsh & Gaye Ort iz. Explorations in The%gy and Film .
Movies and Meaning. Blackwell Publishers : Massachusetts. 1997
‘ Ll oyd Baugh. Imagine the Divine : Jesus and Christ-Figures in Film. Sheed &
Ward : Kansas City , 1997.
* W. Barens Tatum , Jesus at the Movies : A ιuide to the First lIundred }'ears ,
Polebridge Press : California, 1997.
‘

11 } 한국영상자료원의 홈때이지 주소는 http://koreafilm.or.kr이다
12} 물론 필자의 조사가 한국 개신교 영화의 천체률 이우르는 것일 수는 없올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한국 개신교 영화의 외연이 더욱 확대훨 수도 있올 것이다.

이융러 관정에 따라서는 외연이 더욱 축소될 수도 있융 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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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한국의 개신교영화
연도1

작용명

; 갑톡

쁜쏘3없는 죄인
l948!
1959i
l961i
1965

i

i 최완규i

유관순
유판순
상륙수

!융봉훈:
j 융용훈:
:신상뭔

순꽤

j 유현목 i

11966

유판순

i 용용훈i

1977

새창의 원자탄

;강대전;

‘------

주요 배우

특기 사항

j

황여희， 박일홈，뺏.!__j 황재경 목사 직첩 훌연

신영균， 고완h 이순재

맨83'
니 983

이신재， 이정희

관분출인환~-뻗판판완슐-반정잔\한홉흰}←←원켠[앨(환불의 딸

i 임권택 i

r-•-•----••
11984i
상한 갈대
;유현목!

박근행， 방희， 김회라， 윤양하

「

원작1한숭원

;

이기풍목사

→←-→---←→←~，---→---_←

최정민， 박인준 문순업

-----

{←----------~-----

1198터

순교보

1989:

새벽올 째우리로다

쐐섹

신현섭

외손{신현섭)
-•-----•---_•_"--_•--•----------뿜진， 김째
각왼김진흥)

펙겨휠 i

맨%L-쁜윈보l딩--」홈빨---팍일￡건쩔흰--_---↓)→----→--

i
오춘숭， 김은경
뺀江二훤「각羅仁 01환챔혈촉 김재이 -μ
니 989 엄마의 기도 나의 기도 : 임원식

11991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i 최창규i
11991

예수천당

;흥와홈;

김성범， 황기현 김석태

이영후i 성찬숙‘ 맹찬제

편 1: ~캄벤환섣쩔칸----뱉팩얻순--_
월쇄김채화)
~~앤」
무거운 새 늬랜활μ-초훤L좋첸환경출짙휠랜쥔훨한

펠핸L

1997'

할헬루야

i 이기원;

이세창， 김예지， 이재은， 이경기

i신슐수 i

박중훈， 이정영， 성현아， 이쩨니

J

원칙t강영우， 석은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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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표 2> 에 의하면， 한국의 개신교 영화는 1940 년대에 2 편，
1950년대에

l 편，

1960년대애

3 면，

1970 년대에

7 면，

1980년대에

13 연，

1990'건대에 8흰이 제작되었융옳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개신교영
화가 본격척인 장르로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

였으며， 1980년대에 풀어와서 전성기률 맞이하게 되었음옳 확인합 수 있다.
륙별히 19801건대 전반기애 집총쩍으로 착홈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한국 개신교계가 1984 년 한국교회 선교 100주년올 준비하고 기념하

는 움직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었올 것이다. 한국의 개신교계가 스스로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과정에서， 영화 영역에서도 나름의 안목으로 역사훌

정리하고 미래풀 전망하.jl자 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다.
〈표 2> 에 의하면， 2 흰 이상의 작용올 발표한 감독률로는 윤봉춘(3 편)，

유현목{3현)， 이장호(3훤)， 임원식(3 편)， 강대진(3 훤)， 홍의봉{3현)， 이기원(2
면)， 임권돼(2 편) 퉁이 었었융옳 알 수 였다. 이돌 가운데 내용적인 측면에
서 한국의 개신교영화률 대표하는 감독률로는 〈훈교자〉와 <사람의 아툴>

올 만든 유현목" <사량의 원자탄〉과 <죽으면 알리라>률 만든 강대진，<저
높은 곳옳 향하여〉롤 만든 임원식，<예수천당〉올 만든 홍의봉" <새벽올 깨

우리로다>률 만든 이기원 풍을 몹올 수 있다.

3. 한국 개신교영화의 내용
한국 개신교영화의 효시훌 이루는 작품으로는 최인규 감톡의 <죄없는 죄
인>(1948 년)올 팝올 수 었다 13) 이 영화는 황재청(黃才景) 목사의 수기를
영화회한 것으로서， 황 목사가 직접 출연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

기독교애린선교단’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선사왕배를 거부한 황목사의 삶옳
다룬 이 영화의 재작올 지원한 바 었다 14)
1948 년에는 윤봉춘 감독의 <유관순>이 개봉되었다. 16 밀리로 제작된 이
영화는 유관순 역올 맙은 배우 고춘반(高春班)의 열연어} 힘입어 흥행에도

표게 성공하였다 15) 윤봉춘 감독은 1959 년과 1966 년에도 유관순의 삶올 소
재로 한 영회률 제작하였으니， 한 작가가 같은 소재를 세 번이나 연출했다
는 것도 기록적인 일이라 할 만하다 161 유관순의 삶과 구국운동을 소재로

13)
14)
15)
16)

정종화. ，자료로 본 한국영화사

2, 1955-1997. ,

열화당"

위의 책， p.
위의 책，

136.
p. 126.

호현찬， 야한국영화 100 년‘’ 문학사상새

2000‘

p.

107

1997, 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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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화는 1974 년에도 제작되었다. 네 번째 유관순 영화는 김기덕 감독에
의해 만틀어졌다.

유판순과 함께 60 년대 한국영화계의 주목 대상이 된 또 다른 개신교 인
물로는， 심훈의 소설 『상록수』훌 흉해 대충에게도 널리 알려진 기독교 여성
계몽운동가 최용신이 있었다. 신상옥 감독은 1961 년에 심훈의 소설 r상록

수』훌 원작으로 최용신의 생애훌 영화화하였다 신상옥 감똑은 영화 <상록
수〉에서 원작이 지닌 정신올 충분히 살라면서도， 놓촌계몽운동에 투신한 신

여성이 민촉 현실에 창여하는 가운데 겪은 어려움과 사랑 체험올 플라토닉
하게 묘사하였다 17) 최용신(소설 「상록수j 의 채영선) 역올 맡은 배우 최은

회는 이 영화로 제 I 회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염얹t으며， 그녀의 상대역을 맡
았던 신영균은 제9 회 아시아영화 남우주연상윷 수상하였다 <상록수>는 정
윤주의 영화옴악이 돋보인 작품이기도 했다. 소설

상록수」와 최용신의 삶

을 소재로 한 영화는 1978 년 입권태 감독에 의해서도 만들어졌다， 입권택
감독의 <상록수>에서는 한혜숙이 최용신(채영신) 역을 맡았다.

한국 개신교영화의 초기 역사에 해당하는 1960 년대의 작품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유현목 감독의 〈순교자>( 1965) 였다. 유현복 감독은 재미 작

가 김은국의 원작 =순교자 j 의 영화화 작업을 통해서 한국전쟁을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피비린내 나는 겨레끼리의 전쟁 속에서 어느 누가 진실했던가

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 영화는 비슷한 시기의 전쟁영화툴
과는 다른 면모훌 보여준 것으로 명가받고 있다. 그 자신 고백적인 개신교
도였던 유현목 감독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목사가 신의 존째에 회의를 품

으면서도 민중의 신앙적인 요구에 따르고자 순교한다는 회의론을 어떻게
해석해야 활 것인가에 대해 무척 고민을 했다고 한다 18) 유현목 감독은 순

교의 진쩡한 의미를 파혜첨으로써 이러한 회의(樓疑)에서 야기된 문제를 해
명하교l자 했다.<순교자>는 주연 배우 김진규의 묵직한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기도했다.

1970년대에 뚫어서면서부터 개신교영화가 다수 제작되어 장르로서의 가
능성을 열기 시작하였다. 1970 년대 한국 개신교 영화의 주류는 이전 시기
의 주된 정향을 계숭한 전기영화류였다.

1970 1건대에 제작된 전기영회류의

작품들로는 앞에서 언급한 김기덕 감독의 <유관순'>， 입권택 감독의 <상록
수> 외에도 신사참배 거부 투쟁을 벌이다가 순교한 주기철 목사19)의 생애

17) 최일수 f 상록수J ， 영화진흥공샤 ν한국영화 70 년 대표작 200 선 , 집문당 1996 ， pp
126-127
18) 최일수 r 순교자J ， 위의 책， pp. 166-167 ‘
19) 주기철 목사의 삶은 1982 년 제작된 <하늘로 가는 밝은 길>(김성호 감독， 1982) 에

종교학 연구

90

률 영화화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임원식 감독; 1977), 자신의 。}를올 살

해한 청년올 오히려 양자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시량의 가르첨율 실천한 손
양원 목사의 생애롤 묘사한 <사랑의 원자탄:>(강대진 감독; 1977) 풍이 제
작되었다.<저 높은 곳올 향하여>에서 특볍히 돋보이는 장면률로는 명양노
회에서 주목λ까 파면 당하는 씬， 주목λ까 순교의 뭇올 굳혀 산생}서 저

높은 곳올 향캉}여 “힘올 주용소서”라고 외치면서 금식기도를 드리는 씬， 주
목A까 욱중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고 소천하는 씬 둥이다. 마지막 씬에서는
강제로 주사를 맞고 주목사가 순교하는 장변을 슬로모션으로 잡음으로써，
주목사의 장혈한 죽음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_20)
1970년대에는 한국의 기독교와 무속을 위시한 전훔적 신앙과의 관계를

성찰한 작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701건대는 한국사회가 ‘중판 없는 전

진’으로 상정되는 근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풍’의 재발견이라는 시대
의식올 느끼게 된 시기였다. 뿐만 아니라 70년대는 한국 개신교계가 60 년

대 후반부터 지속되어 온 ‘토착화’ 논쟁의 연장선생께서 ‘복음’과 ‘문화’의
관계에 대한 문제 의식올 느끼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

기독파} 무속 퉁 전통적 신앙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성찰한 영화로는 최
빼 감독의 <무녀.5:>(1972)와 변장호 감독의 <올화，>( 1979)가 있었다. 최

하원 감독은 김동리의 소설 『무녀도』를 돼스트 삼아 기독교와 무속의 갈퉁
관계를 고찰하였다. 소설과 영화의 주제 의식은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다.

소설이 한국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서정적 리얼리즘에 주목하였다면， 영화
는 모화라는 무당이 겪는 개인사적인 비극올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2 1 ) 영화는 기독교의 자리에 서 있는 욱{신영일 분)과 무속 내지는 전통

의 자리에 있는 욱의 어머니 모회(윤정희 분)률 축으로 두 세계관의 충돌

양상올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었다 두 세계관의 마주침은 욱이 자신이 기독
교 신핸}는 사실올 털어놓고 냄김창숙 분)과 함께 모화의 곁올 떠남으로
써 파국올 맞게 된다. 낭은 모화가 그녀의 뒤를 이어줄 것으로 기대하여
고락올 같이해온 이였다. 영화는 신풍력도 자식도 잃어버린 모화가 마지막
굿을 하며 물 속으로 빠져들면서 끝을 맺는다. 영화에서는 신영일이 2 인 l
역(욱의 아버지 ‘최도령’ 역과 ‘욱’ 역)올 맡고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시점
이 긴밀하게 연관지어져 있으며， 전통과 기독교 역시 본래척 의미에서는 연
결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았다.(물론 영화의 결말에서처럼， 현실은 그

연결로부터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 있다. )
서도 영화화되었다.

20)
21)

입영

r 저높은 곳올 향하여 J. 영화진흥공샤 앞의 책. pp.

조희문"

r 무녀도J ， 위의 책. pp.

248-249.

28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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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장호 갑독의 〈을화〉 역시 김동리의 소설 r올화」훌 텍스트 심아 기독

교와 무속의 관계훌 생찰하고 었다. 기독교와 무속을 위시한 전흉신앙과의

관계훌 성찰하는 흐홈은 80년대 초반에 툴어와서도 유지되었다. 우리는 그
러한 흐름올 임권택 감독의 〈불의 딸">(1 983)에서도 확인할 수 았다. 임권
돼 감독은 이 영회에서 독실한 기톡교 가문의 데릴사위이자 잡지사 편집장

인 해준{박근행 분)율 충심 촉으로 해서 기독교와 무속의 교차정올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해준이 더1 렬사위로 셜정되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의 기

독교의 위상에 대한 나름의 핵석이 루영된 것으로 불 수 었다<불의 딸5
은 앞의 두 작품과는 달리 주인공인 해준이 무딩1 용녀， 방희 분)의 아들인
자신이 기독교 가문에 안주하고 었다는 사실에 심한 갈둥올 느낀 끝에， 자

신이 속한 현실의 모든 것율 버리고 훌연히 무속의 고장올 찾아가는 것으
로 매듭지어지고 있다.

1980 년대는 가히 한국 개신교영화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에는 전체 개신교영화의 1/3 이 넘는 13 편의 영화가 제작되었율 뿔만 아니

라， 주제 의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이 서기에도 역시
전기영회류가 주종올 이루었지만1 현실 세계 속에서 신앙의 힘올 찾는 것에
답겨진 의미를 추구하는 작품， 기독교적 진리를 확인하는 작품， 기독교와

전홍신앙의 관계를 성찰한 작품(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불의 띨"> ),
사회 비판 내지는 기독교문화 비판 성향의 작품 퉁 한국 개신교영화의 전
반적인 주체가 밍념}되었다.
80 년대에 제작된 전기영화류 작품들로는， 맹인선교에 헌신한 맹인 목회
자 안요한 목사의 삶율 영화화한 <낮은 데로 임하소서 >22)( 이장호

1981),

조용기 목사와 함째 여의도순복옴교회를 개척한 최자실 목사의 삶을 그린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김수형，

1981),

주기철 목사 풍 초기 신앙 지

도자들의 삶을 회상한 <하늘로 가는 밝은 길>(김성호.

1982) ,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고난올 당한 안이축 권사의 생애툴 묘사한 <죽으면 살리라'>(강대
진，

1982), 최초의 한국인 목사이면서 제주도에 ‘선교샤로 파송된 전도자
1986)‘ 남〈옆f 두레공동

이기풍 목사를 기념용}여 제작한 <순교보>(임원식，

체와 활빈교회룰 설립하여 공동체 신앙의 의미를 구현한 김진홍 목사의 생
애를 영화화한 <새벽올 깨우리로다'>(이기원，

1989)

퉁이 있다.

80'건대에는 기독교적 전리의 근원성에 대한 심각한 물음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니， 이러한 경향의 작폼으로는 유현목 감독의 <사랍의 아들，>( 1980),
그리고 이장호 감독의 <어둠의 자식들，>( 1981)과 <과부춤>(1 983) 퉁이

22)

있

<낮은 메로 입하소서〉는 이청준의 r 맹인 안요한 목사의 생애;률 핵스트로 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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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작품률은 기독교의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 의식올 표훌함으로써， 당

대의 역사적 시첨에서 기독교가 어떠한 좌표뿔 쩔쩡해야 할 것인71셰 대해
도전적인 제안올 하였다. 이 시기는 이른바 ‘개인 구원’ 대 ‘사회 구원’ 논

챙이 한창이었던 때이기도 했다.
<사랍의 아를〉은 이문열의 소설 「사함의 이율￡옳 원작으로 한 것이었다.

유현목 감폭은 신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률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구도로 인
간의 근원적인 존재의식에 다가서고 었다. 유현목 감톡은 영화에서 선이 인

간의 비창한 현실율 개선하거나 악에 대한 선의 우월성율 입증하지 못하는
광야 갈은 현실 속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고난의 길올 선핵하는 삶이 지
니는 의미를 천착하고 었다.<사랍의 아들>은 제 19 회 대종상 최우수작품상

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장호는 황석영의 소셜올 저본으로 한 <어둠의
자식들， 제 l 부 카수영애〉를 홍해 창녀들의 진지한 고민을 들어주지 않는
위선적인 교회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한편，23) 이통철의 소설올 핵
스트로 삼은 <과부춤〉에서도 한국사회의 밑바닥옳 해부하면서 그러한 밑바

닥 인생틀을 보듭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이용하는 위선적인 종교인들과
교회의 폐해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80 년대에는 현실 세계와 생활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옳 의미하여 왔
으며， 또한 무엇을 의미해야만 하는가흘 묻는 작품률도 제작되었다. 이러한

경향의

작품들로는 <상한 갈대>(유현목，

1984) , <천국의 비밀>(홍의봉，
1989), <엄마의 기도 나의 기.5:>(임원식， 1989) 퉁이 있다. 이러한 작품들

은 이 시기 한국교회가 70 년대와 80 년대 초반의 성찰기(전통신앙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독교의 위상 쩡립， 현실 사회 속에서 교회가 무엇올 할 수 있
는가 퉁에 대한 성찰 퉁)를 지나 현실 생활 속으로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
음올 일정 정도 반앵하는 것이기도 하다，

80"\견대의 전성기롤 지나 90년대에 들어서는 개신교영화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연수도 편수이거니와， 내용 변에서도 이렇다할 만한
작품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시기에는 현실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힘에
의지한 삶올 추구하는 영화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불옴과 해답올 구하는
영화들이

주류률 이루었다

전자의

경우 <불행한 아어의

행복.>(임원식，

1992), <무거운 새>(곽정환， 1994) 퉁이 있었고， 후자의 경우 <휴거>(홍의
1990) ,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최창규， 1991) 퉁이 있었다. 이들 작품

봉，

은 일반인들로부터냐 신앙 대중으로부터 그다지 큰 관심올 꿀지 못했던 것
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도 전기영화류의 작품을이 역시 제작되었다. 초기

23) 사토 다다오， 고재운 역， ‘ 한국영화와 임권택 , 한국학솔정보l 주)‘ 2000 , p.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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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전도자인 최봉석(최권농) 목사의 생애훌 영화회한 〈예
수천당>(홍의봉， 1991)과 합헬루야 기도현장인 김계화 목사 이야기률 영화

화한 <외길가게 하소서> 퉁이 었으나， 역시 주목옳 꿀지 못했다. 1997 년에
는 기톡교 정신의 구현과는 무판하지만 한국교회 내지는 종교계의 현실옳
신랄하게 풍자한 <합렐루야>(신송수， 1997)가 개봉되어 대충의 판심올 꿀
었다.

4. 닫는 말-한국 개신교영화의 전망
앞서 제2장과 3장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한국의 개신교영화의 현황과 내

용올 간략하게 살며보았다. 한국의 개신교영화는 대략척으로 불 때， 전기
영화의 성격올 지니는 것， 신앙의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거나 삶의 의미롤

되찾는 내용올 답은 것， 기독교적 가르칭올 확인 • 입증하는 내용올 담은
것， 기독교와 무속 둥 전풍신앙의 갈둥옳 다룬 것， 한국사회 비판 내지는
기독교문화 비판 성향의 작품 둥으로 대별된다.2 4 ) 이를 토대로 기왕에 분

석한 작홈플올 분류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아래의 <표 3> 에 의하면， 한국의 개신교영화는 전기영화의 성격옳 지니
는 작폼이 주된 흐름올 형성해 왔음올 알 수 있다. 전기영화의 성격올 지

니는 작품률에서는 유관순， 최용신， 주기철， 안이숙， 손양원， 이기풍， 최봉석，
황재경， 안요한， 김진흥， 최자실， 김계화， 강영우석은옥 동의 삶이 다루어졌
다. 이들 인물들윷 해방전의 인물과 해방후의 인물로 나누어 정리해보면，

해방전의 정우는 애국운동에 공현한 그리스도인(유관순， 최용신)， 순교재주
기철， 안이숙)， 선교 및 전도 활동에 공헌한 그리스도인(이기풍， 최봉석) 퉁

이 주로 다루어 졌다. 한국 개신교영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해방전의 인물
선정은 대체로 한국교회의 역사의 충요한 테마들과 관련되었옴옳 알 수 있
24) 참고로 필자가 가톨릭영화의 현황과 내용융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가톨릭
영화는 전기 영화， 순교사화 영화， 한국전쟁 충에서 교회 내지는 신앙의 정체성올
모색한 영화， 수녀의 삶율 중심으로 수행의 세계에 담겨진 의미훌 탐구하는 영화，
타종교와의 만남의 가능성융 모색한 영화， 그리고 본격척인 역사영화 둥으로 대별

된다 가톨릭(천주교)영화와 개신교 영화의 분류체계에는 두 전용의 종교척 성격이
일쟁 쟁도 반영되고 있융율 알 수 있다. 가톨릭영화의 경우， 초기의 순교 역사가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개신교영화의 경우는 초기의 애국애촉운통 및 계몽운동의
역사가 강조되고 있옴옳 알 수 있다. 그리고 가톨릭영화가 신앙의 내연성에 집충하

고 있다면， 개신교영회는 상대척으로 신앙의 외적 표현에 주목하고 있는 캠도 언급
할수 있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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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비하여 해방후의 인물 선쟁은 상대척으로 일판성을 발견하기 어렵

다. 이들이 현대 한국개신교률 대변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

다. 뿐만 아니라 몇몇 직홈의 경우， 인물 선정에 있어 영화적 백확 이외의
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표 3> 한국 개신교영화의 분류

죄없는 죄인(최완규，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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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영화의 소명까지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 전기영회헤서 다루어지는 인물

의 폭에 보다 다양성율 기하면 좋으리라고 본다 뽑만 아니라 특정한 인물
이 아닌 신앙 대충의 차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옳였으면 한다. 예컨대 초

기 한국교회의 전도부인들의 삶과 신앙어l 대한 이야기를 영화화해 본다면，
초기 한국교회의 생격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젓이다. 그리고 초기 역사

에서 종요한 역할올 담랑했던 선교사률옳 영화의 소재로 삼율 수 있다면，
선교의 함의훌 파익융}는 효과롤 얻올 수 있는 풍시에 근대에 있어 서양 문
명의 위상과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어1 대한 생각의 실마리를

얻옳 수 있올 것이다. 아올러 전기영화가 특정 인물옳 지나치게 영웅시하게
될 위험에 대해서도 정계를 늦추어서는 안훨 젓이다. 여기에 멋불여 영화적
상싱페 역사 현실에 반하여 없는 사실을 만들 수 있는 위험 또한 경계해서

제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전기류 영화에 둥장히는 다양한 인
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 장치를 갖추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설명이 역사척 얼득력옳 탐지할 수 있어야 합 또한 물론이다. 이러

한 설득력은 탄탄한 내러티브 구조를 흉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률
위해서는 심도 깊은 역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시나리오 및 영화 제작

과정에서 교회사가들의 도옴을 얻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신앙의 힘으로 고난올 극복하거나 삶의 의미활 되찾는 내용올 담은 작품

들의 경우， 준비 및 제작 과정의 충실함이 뒷받칭되지 못하여 대체로 신양

대중으로부터 호용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료- 보인다. 이러한 경향의 영화
일수록 신앙 대중의 영성의 현실을 꿰뚫어 보는 안목이 윗받칭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영화가 단순하게 어떠한 신앙척 교훈옳 강조하는 맥
락에서 제작된다면， 대충적 공감올 얻올 수 없올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류의 작품들은 대부분 시나리오 작업이 탄탄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내용이
뒷받첨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자칫 영화가 예슐로서 자리
매김되기보다는 하나의 이념척 구호에 그치기 쉽상이다 이러한 한계률 극

복하기 위하여 전교계 차원에서 선앙 수기률 공모하여 채택된 작품을 핵스
트 심아서 영화화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기독교적 가르첨에 대해 근원척인 물옴을 던지는 작품은 <순교자>의 경
우에서 보듯이 영화적 팩락에서도 매력척인 주제라 합 수 있다. 이러한 류

의 작품은 단지 신앙인들율 위한 영화가 아니라 비신앙인들에게도 기독교
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앙의 힘
으로 고난율 극복하거나 삶의 의미률 되찾는 내용올 탑은 작품들보다 오히
려 중요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기독교와 무속 퉁 전통신앙과의 관계률 모색하는 영화는 더욱 징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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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합 것이다. 선교 100 년이 훨씬 넘온 역시훌 지닌 개신교에 대해 여전히

“개신교는 한국종교인가”라는 물옴이 던져지고 있옳 뿔만 아니라， 개신교가
한국사회에서 현실척으로 종교간 충롤의 가능성이 큰 전흉으로 분류되고
었는 싫정율 고려합 때， 이러한 주쩨에 대한 영화척 접근은 신앙 대중들에

게 많은 시사정올 던져줄 것이다. 70-80 1건대의 개신교영화가 기독교와 무속
의 갈흙fl 골옳하였던 것처렴， 오늘의 개신교영회논 불과썩 관계에 대한
영화척 성찰올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가훌릭과 불교의 만남올 진
지하게 모색한 박철수 감독의 〈오제암">(1 990)은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아올러 오늘의 개신교영화는 제사 문제롤 둘러싼 기폭교적 세계판과 유교
적 세계판의 갈풍 양상울 영화척으로 성찰하려는 노력융 시도해야 할 것이
다.

사회 비판 내지는 기독교문화비판 성향의 작품률 또한 좀더 진지하고 심

도 깊은 생찰이 윗받첩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개신교가 정유해온 ‘문명
기호’(a sign of civilization)로서의 위상에 대환 영화훌 흉한 건셜척이고 비
판적인 접근이 가농한 때가 도래했다고 본다. 뿔만 아니라， 선교와 제국주

의의 합수 관계률 묻는 영화척 작업도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박핑수 감독의 〈이재수의 난〉은 검토의 모텔이 될 수 있옳 것이다. 이것이

기능하기 위혜서는， 무엇보다도 영화와 역사의 만남이 뒷받첨되어야 한다.
보다 진지하고 중량감 있는 영회률 탄생시키기 위하여 역사가들과 영화인

들의 합동 노력이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 개신교영화가 명실상
부한 역사영화로 자리매김되는 데 중요한 단서률 제공하게 될 것이다. 영화
가 지니는 대중척 영~력과 국제문화척 유포 능력올 전체할 때， 역사성올

탐지하면서 영화척 예솔성이 뛰어난 한 편의 영회는 한국 개신교의 역사가
지니는 미덕과 한국 개신교도돌의 신앙적 고뇌활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
계에 전할 수 있는 훌흉한 매체가 될 수 있율 것어다

이%써l서 한국 개선교영화의 현횡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신교영화의
방향성올 간단히 성찰해 보았다. 개신교영화의 진로 모색이 실효성올 획득
하려면， 각 작휩l 대한 꼼꼼하고 심도 깊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개선교 영화의 윤곽쏠 파악하는 선에서 기초적 작업을
실시했옳 뿐이다. 기회가 닿는 대로 각 작웹 대한 상세하고 심충적인 분

석올 실시하고， 그 작업의 성과률 토대로 개신교영화의 진로툴 구체적으로
모색할 것을 약속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