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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인천상륙작전 화 속 장소 재현

-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중심으로 -

서울 학교 학원 지리학과

장윤정

  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분석하여 화 속 장소에서 시  재현을 살펴

보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장소 재현을 살펴 같은 시

기에 점유주체가 변화하는 것을 찾게 되었고 이에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화를 채택하 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을 주둔했던 주체가 

변화하는 전환점이자, 한국사회 이데올로기의 분기점으로 정립된 큰 사건이었

던 만큼 아직까지 이에 한 해석이 분분하다. 사례로 한국 화 ‘인천상륙

작전’(1965)과 북한 화 ‘월미도’(1982)를 선정하 다. 

  이들 사례의 분석틀을 얻고자 Lukinbeal과 Atkin 등의 이론을 토 로 제작지

역, 장소, 주제, 감독·장르 등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전

쟁 화 제작자들의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화 속 장소와 화 속 경관이 각

각 다르게 재현된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이를 검증하고자 지리학과 

문화연구에서 논의되는 포지셔낼리티를 분석하여 화에 적용하 고, 그 일련

의 과정에서 화 속 장소와 화 속 경관,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장소에 표현

된 포지셔낼리티로의 재현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었다.

  첫째, 제작자가 다르다는 것은 제작의도의 차이를 말한다. 제작자가 선택한 

재현 상을 밝혀 화 속 장소를 알 수 있었다. 그 결과 상륙군 관점에서는 

승리를 기념하는 스펙터클을 보여주었지만, 방어군 관점에서는 전사자들을 

웅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제작자는 실제 장소를 의도에 맞게 선택하고 표현하

기에 장소 내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그로인해 화의 배경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장소 외부를 표현한 화 속 장소는 새롭게 미장센으로 



공간을 연출한다.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로 전달되는 언어 재현 장소는 

장소에 해 내부자와 외부자 관계를 파악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사이트는 상

적 위치를 결정짓고 장면 전환으로 시간 전개의 차이를 구조화한다.

  둘째, 화 속 경관은 포지션에 따라 등장인물의 위치, 소속, 배치가 분석되

었다. 이는 화 속 경관에서 장면으로 분화된 재현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얻

은 것이다. 행위자로서 화 속 경관에는 집단과 개별주체에서 각기 등장인물

의 위치가 나타난다. 특히 인물관계 화 속 경관에서는 특정 장면에서 이데

올로기의 비가 표현된다. 그리고 연속장면으로 화 속 경관은 ‘기-승-전-

결’을 보여준다. 그 결과 포지셔낼리티는 개인의 사회화에 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개인의 가치관을 나타낸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 

  셋째,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한국과 북한이라는 제작지역의 차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데 있어 정부의 참여, 사회적 분위기 등이 향을 준다. 제작

자의 생애사는 개인적 특질로 장소 재현에 향을 준다. 이러한 특성은 문화

적 배경과 사회적 기억에 따라 제작지역의 특성이 반 되어 나타난 것이다. 

나아가 장소에도 포지셔낼리티 분석을 고려할 수 있었다.

  넷째, 장소에 표현된 포지셔낼리티는 동일한 장소 재현에서 지리적 차이로 

분석된다. 좁은 수로 해역으로 들어가는 상륙군 관점에서는 팔미도에 입지한 

등 로 작전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방어군 관점에서는 팔미도가 끊어진 방파

제로 위기에 몰린 월미도를 표현하 다. 같은 팔미도 일지라도 한국 전쟁에 

중요한 장소로 표현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은 반공의식이 강했던 시기와 공산 

집권 강화시기가 립되었던 각 각의 시 가 재현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화 장소 메시지가 실제 장소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장소 메시지가 분석됨으

로서 나타났다.

  다섯째, 장소 메시지는 화상의 재현에서 실재 장소로 부호화되고, 화 속 

장소로 해독되어, 화 속 경관으로 재해석된 결과이다. 그 결과 장소 메시지

는 지시체계가 나타나 원형의 차이, 그로인한 신화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었

다. 사회유형이론을 적용하여 화에 표현된 장소가 개인, 운명, 평등, 위계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인천상륙으로 점유주체의 방향, 거리, 이데올로기에 따



라 상륙군 관점에는 평등의 의미가 나타나고, 방어군 관점에서는 위계의 의미

가 표현된다. 결국 한국전쟁 화 장소 메시지는 화 속 장소 부호화를 거쳐 

실재 장소로 전달되고, 실제 장소에서 화 속 경관 재해석을 돕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장소 재현을 분석함으로서 근현 사를 반추하는 것은 시 의 변화를 

재해석하게 하 다. 그리고 재현과정을 살펴 경관의 중요성을 확인하 다. 또

한 사례 화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된 화 속 장소들을 비교하고, 차이가 나

는 화 장소 메시지들에서 그 지리적 함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포지셔낼리티 개념의 이해는 화지리학의 분석틀을 제시할 수 있었고, 그 결

과 학제 간 융합의 토 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요어: 포지셔낼리티, 화 속 장소, 언어 재현 장소, 화 속 경관,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동일한 장소, 지리적 차이, 장소 메시지

학번 : 2006-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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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 론

  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일찍부터 지리학자들은 경관을 상으로 하여 그 형태와 형성과정, 의미부

여를 다루어 왔다. 이러한 지리학적 접근이 장소에 반 되어 경관 개념에 

향을 준다(Sauer, 1974: 321). 또한 지리학자들은 경관이나 지역을 연구하는 전

통에서 나아가, 문학, 미디어, 웹 공간도 연구의 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화라는 매체를 

지리학과 접목시킨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positionality)1)를 분석하여 화 속 

장소 재현에 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화 제작자는 시나리오에 적합한 장

소를 찾는데 심혈을 기울인다.2) 화 한편이 완성되기까지 여러 분야의 감독

(연출, 촬 , 조명, 미술 등) 의견이 반 된다. 화면의 인물과 장소는 한정되어 

있지만, 촬 현장은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더 넓은 범위의 장소를 포괄한다. 

촬 과 편집으로 만들어진 화 속 장소(reel place)3)는 소비자인 관람자에게 전

1) 포지셔낼리티는 현  문화지리학 (2011)에 ‘위치성’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아직 지리학계에
서 도입 초기의 개념으로, 포지셔낼리티에 함의된 포지션, 포지셔닝 등의 내용을 함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어를 그 로 사용한다. 포지셔낼리티는 개인의 속성과 상에 한 해석에 주관
적 편향성을 반 하여 형성된 편향성을 의미한다.

2) 무진기행 을 화화한 ‘안개’(1967)의 제작노트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조립이라고 
할까, 편집상의 순서가 머리에 들어가 있지요. 헌팅을 다 하고 머릿속에 다 집어놓고 출발을 하
면 좋은데 “찍다 찾아서 하지” 이러면서 일단 시작을 해야 하니까(이효인, 2003: 58).’ 1960년
 열악한 화 제작 상황을 알려주는 목이다.

3)  화 속 장소(reel place)는 화화되어 만들어진 장소이다. 실제 장소(real place)가 필름(reel) 상 
장소로 재현되었다는 의미에서 이런 개념을 쓰고 있다. 이 화 속 장소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에 의한 재현을 통해 화 장소 메시지를 창출한다. 창출된 화 메시지는 다시 관람자의 재해석 
및 재생산을 거친 화적 장소로 거듭난다. 이는 화 촬  이전 장소 선택 과정과 화상의 장
소 재현 과정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미션임파서블: 고스트프로토콜(2011)’에서의 아부다비를 
떠올릴 때, 아부다비의 건물군 전경인 실제 장소(real place)와 화적으로 재현된 모래폭풍인 
화 속 장소(reel place)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화면에서 아부다비를 알게 해주는 건물군
은 화 속 경관(cinematic landscape)으로 사막에서 도시경관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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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된다. 제작자가 특정 포지셔낼리티를 가지고 상상하여 만든 화 속 장소는 

장소 메시지4)를 형성하고 이는 관람자가 가진 이미지와 만나 재해석된다. 즉, 

화 속 장소가 메시지를 전달하여 관람자에게 의미 있는 장소5)로 기억되는 

것이다. 

  특정 장소가 등장인물과 관계에서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되었는지를 생

각해 보았다. 그리하여 화에서 보이고 전해지는 내용이 제작자로부터 관람

자에게 전달되는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을 찾고자 하 다. 이 의도화 된 

소통에서 제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관람자에게 참과 거짓에 한 의문

을 갖게 하고 진정성 있는 장소인가 궁금증을 갖게 한다. 제작자로부터 시작

되는 포지셔낼리티는 한 편의 화에 그 결과가 표현되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서 제작자 장소 인식에 한 이해를 돕게 해 준다. 화에는 지리적 사실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되고 이는 제작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 각색

되게 된다. 따라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6)에 따라 각기 다른 장소 메시지를 전

달하게 되고 화는 결과로서 분석된다.

  화 전개에 따라 익숙해진 장면과 기억에 남는 장면의 배경에는 장소가 있

다. 화를 보며 관람자는 낯선 장소를 편하게 받아들이게 된다. 이 때 전달되

는 화 장소 메시지7)는 화 스토리에서 만들어진 지리적 특성에 맞춰 관람

자에게 새로이 각인되는 결과물이다. 물론 제작자의 선택과 구성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 놓은 화 공간(reel space)8)은 제작자로 하여금 관람자에게 장소 

4) 장소 메시지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장소에 한 정보형태가 나타난다.

5) 이는 각주 3)에서 언급한 화적 장소로서, 화 속 장소에 해 화 관람으로 얻은 관람자의 
심상화된 장소이다. 예로 모스크바를 생각할 때 실제 장소 신 ‘미션임파서블: 고스트프로토
콜’ 속 모스크바를 떠올릴 수 있다. 즉, 화 메시지 창출 과정에서 실제 장소(real  place)와 
화 속 장소(reel place)가 결합되어 개인의 특정 장소에 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다.

6)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제작자 개인의 속성이 발현되어 화를 만들어내는데 고유한 특성이 나타
난다. 그 특성은 제작자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 제작여건, 사회적 환경, 시 적 분위기 등이 함께 
분석된 결과이다.

7) 화 장소 메시지는 화에서 표현된 장소가 제작자 의도 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로 나타나는 것
이다.

8) 화 공간(reel space)은 화상의 재현을 위해 구상화된 공간으로, 촬 과정에서 다양한 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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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9)를 형성하게 한다. 화 경험으로 얻게 되는 화 속 장소는 관람자의 

심상이 반 된 것이다. 한 편의 화에서 관람자의 뇌리에 남은 장면에 공유

된 장소 인식과 공감으로 얻게 되는 장소 적응이 함께 누적되어, 장소 이미지

가 형성된다. 이에 따라 제작자의 시선과 관람자의 눈높이가 만나게 되고 서

로 소통하게 된다.

  동일한 장소에 한 화일지라도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재현 결과물

에 차이가 있다. 역사적 사실과 장소를 소재로 한 화에서 특정 장소가 어떻

게 다르게 표현되는가라는 물음에 해답을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

쟁 화’10) 중 인천상륙작전에 한 화들을 사례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분석한다. 각 개인의 포지셔낼리티는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위치(와 또 다른 

심리적 과정)에 의해 향을 받는다(Pratt, 2009). 전체 사회구조 안에서 그리고 

개인이 속한 제도 안에서, 개인의 속성과 경험은 그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향을 준다(Jackson, 2000: 604, 재인용).11) 이렇듯 각기 다른 포지셔낼리티를 

가진 화 제작자가 동일한 사건을 재현 할 때 화 속 장소나 경관을 각각 

어떻게 다르게 재현하는지는 포지셔낼리티와 장소 이미지와의 관계를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화 속 장소는 어떻게 관람자의 기억에 남게 되는가, 제작자가 규정한 공

간과 관람자의 장소감은 어떠한 시점에서 마주치는가, 한 장면은 어떠한 의미

로 관람자에게 시각화 되는가 등의 질문은 화와 장소 이미지의 관계를 나아

가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와 관람자의 장소 경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필

요한 질문들이다. 해답을 얻는 일련의 과정은 화 속 장소 배열의 순환관계

으로 분절화된다. 예를 들어서 정형화된 중산층 거주지인 중 형 아파트는 공간 점유자와 그의 
상황(가족구성원, 직업, 가족 분위기)에 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9) 장소 이미지는 장소를 경험하고 얻게 된 심상으로서 본 연구에서처럼 매체를 통한 형상화가 관람
자 인식에 나타난 결과이다. 

10)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한국전쟁 화(Korean war films)는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화로, 한국전
쟁 이후 제작된 분단 화를 포함한다.

11) Peake(2011)은 백인성(whiteness)이 구조적 장점과 우세적 위치로 인해, 인식론적 관점이나 장소
에 작용한다는 것으로 포지셔낼리티를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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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작자가 만든 각기 다른 현상을 전달하고 이에 해 반문하게 해 준다. 

제작자와 관람자 개개인의 포지셔낼리티에 한 “나는 누구인가? 어떠한 배

경을 가지고 있는가? 왜 여기에 있는가? 화 속 주인공과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험과 태도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화 속 장면에서 얻게 되는 화적 효과는 통합된 과정에서 변화를 생기게 

한다. 제작자가 의도한 메시지만 전달받는 소극적 공감과 달리, 적극적 공감은 

관람자가 화를 경험하고 자신이 구체적으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관

람자는 제작자가 구현하여 보여준 상에서 구체적 현실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본인의 체험이 되어 녹아내린다. 화 제작의도와 관람자가 

화를 통해 체화한 지리적 경험을 설명하는 것은 지리적 인식의 화에 한 

향과 화의 지리적 인식에 한 향, 양방향에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 때 재구성된 공간은 제작자의 촬 기법만으로도 화의 전체 방향이 달

라질 수 있는 것만큼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가 화에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

고 생각되어 제작자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동일한 장소 재현을 살펴 같은 시기에 점유주체가 변화하는 것을 찾게 

되었고, 이에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선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자 포지

셔낼리티가 장소 재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화상의 장소는 특정 지역에 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특정 시 를 은유적

으로 표현한다. 지리학에서 재현 또한 상징, 이미지, 상 등과 관계있다

(Dubow, 2009: 645). 나아가 ‘장소 재현’은 장소를 점유한 시기와 연관되어 

장소를 바라보는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한다(Duncan & Ley, 1993). 예로, 한국 

화 ‘인천상륙작전’(1965)의 인천과 북한 화 ‘월미도’(1982)에 나온 인

천은 각각 다른 관점의 이야기 전개에 이용된다. 화 속 장소인 인천은 두 

화에서 인천상륙작전 진입지점과 상륙작전에 한 방어지점으로서 제각기 다

른 포지셔낼리티를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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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중 인천은 연합군과 북한군의 전세를 역전시킨 지점이다. 같은 장

소일지라도 화 속 장소에 해 알고 화를 보는 사람과 모르고 보는 사람

의 차이가 생긴다. 외국인이 사전지식 없이 ‘인천상륙작전’ 속 인천을 보면 

화에 나오는 한 장소로 느낄 뿐이다. 하지만 전쟁 이후 누적된 분단현실을 

살아가는 한국인이 화 속 인천을 보게 되면 감정의 동요를 겪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화상의 장소 재현 과정에 한 물음

이다. 그 질문은 당시 시 를 추론 할 수 있는 그림 1-1의 지도로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지도로서 다양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수로 중간에 있는 팔미도는 

중요한 곳인가? 월미도는 접근하기 용이했는가? 이런 질문들은 장소 재현이 

가능한 요소를 도출하게 도와준다.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화들에서 인

천상륙작전을 재현하는 장소적 요소로서 팔미도, 월미도, 접안 해안 등이 주요 

장소로 채택된다. 또한 장소의 분화는 경관 선택에도 향을 준다. 따라서 인

천 해안선의 어느 곳이 한국전쟁 중 전략적 요지인가? 갯벌지  범위는 어디

까지인가? 등에서 지도로 파악되는 경관에 한 선택 배경을 분석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동일한 사건에 해 다른 포지셔낼리티가 반 되어 상

이하게 재현되는 상을 비교하는데 도움을 준다.

  나아가 선택된 장소가 화상 재현과정에서 왜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가라

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각기 다른 포지셔낼리티로 만들어진 화가 어떻게 

장소를 상이하게 표현하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본 연구는 실제 장소와 

화 속 장소의 비교, 그리고 동일한 사건의 재현에 있어 서로 다른 장소와 

경관의 사용에 초점을 맞춘다. 실제 장소는 화 속 장소로 재현되고 화 속 

장소는 재현 과정에서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가 반 된 서사 구조에 맞춰 편

집된 화 공간으로 표현된다. 화 제작자는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화 속 

장소를 선택하고 재현한다. 배우 또한 ‘ 화 속 경관(cinematic landscape)’12)

을 표현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제작자가 원하는 방식 로 구현한 시 상이나 

등장인물의 감정을 묘사하는 수단이 된다.

12) 화 속 경관은 실제 경관(real landscape)을 제작자가 화 재현 과정을 통해 포지셔낼리티를 
반 하여 형성된 뒤 관람자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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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천해안지도 (1947년)

 (출처: http://www.koreanwar.org/html/korean_war_topo_maps.html, 축적; 1:50000) 

  화는 자본주의의 역동성에 따른 문화생산과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중요한 

중간 고리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화 공간에 한 학문적 접근은 화를 제

작하는 것 뿐 아니라 화를 보는 것에 이해도를 높여 줄 수 있다.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에서 Geraldine Pratt는 화 공간이나 장소 

또는 경관 재현이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공간에 한 해석을 바꿀 수 있다고 

보았다(Gregory et al, 2009: 252-254). Walter Benjamine에 따르면 화 속 장

소(예. 관람자가 보는 화 속 월미도)의 묘사가 실제 장소(예. 물리적으로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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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월미도)에 한 관람자의 인식에 향을 줄 수 있다(Benjamine, 1978, 

전게서에서 재인용).

  전쟁 화는 제작자의 정치적 견해를 반 한다. Paul Virilio(2004: 35)는 전쟁 

화에서 전투를 역사적으로 재현할 때 무엇보다도 그 ‘지각 장(知覺場: 

perception field)’을 어떻게 채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전쟁 화는 

흥행오락물 이상의 윤리적 책임을 묻게 한다. 화와 현실 간의 윤리적 거리

를 이해하는(Power & Crampt, 2005) 것은 화에서 재현된 실제의 환경이 단

순한 이벤트 연출이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역사 화 제작에서 제작자 포

지셔낼리티에 따라 같은 이벤트를 재현한 작품들일지라도 역사 재현이 정반

일 수 있다. 즉, 역사를 기억할 때 과거가 아닌 현재가 지배권을 가진다(Marco 

Ferro, 1999: 211).

그림 1-2. 영화로 포지셔낼리티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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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구 문제

  포지셔낼리티는 장소에 한 경험과 지식의 관계 속에서 생성되어, 개인과 

집단적 장소에 한 제작자의 장소 이미지의 형성을 이끈다(Rose, 1997: 312).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실제 장소에 한 필터 역할을 하여 화 속 장소라는 

결과물을 생성한다. 제작자에 의해 재현된 화 속 장소는 제작자의 지리적 

표현으로 관람자를 상상하게 한다. 제작자가 관람자에게 전달하는 지리적 인

식에 해 연구자는 ‘ 화 장소 메시지’로서 이를 분석한다(그림 1-2).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는 지리적 상상력을 가능하게 한다. 첫째,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는 화에서 재현되고 둘째, 이렇게 재현된 화 속 장소는 화 

장소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부분의 관람자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고려하

지 않고 장소 메시지를 받아들인다. 관람자가 화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에 

한 고려 없이 화 속 장소를 수용할 때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관람자에게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화 속 장소나 경관 재현에 관한 논의를 토 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요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화상의 장소 재현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어떠한 장소의 특성으로 재현되는가?

  둘째, 화 속 장소 재현의 차이가 장소 메시지의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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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상술하자면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국과 북한에서 제작한 화를 

각각 한 편씩 분석 상으로 삼아 각 화에서 밝혀진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

를 분석한다. 그리고 이 때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화상의 장소 재현에 어

떻게 작용하 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로서 찾게 되는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화 제작자의 상이한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동일한 소재의 화 

제작에서 장소 선택과 재현이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같은 화일지라도 화 속 장소의 차이에 따라 제작자가 관람자에게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밝히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연구 상을 살펴본다. 

신(scene) 단위분석에 따른 화 속 장소 분석과 ‘사회성 규모 모델’을 적

용한 화 장소 메시지 분석을 통해 분석틀을 제시한다. 분석틀은 가설의 검

증을 거쳐 연구 목적을 검토하게 한다. 1장에서는 이를 다시 논문의 구성으로 

정리하고, 그 설계는 다음 장에 이어져 연구주제를 심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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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연구 상 및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한국전쟁의 전환점인 인천상륙작전을 다룬 화들을 연구 상으

로 하 다. 사례 화들은 인천상륙작전 상황을 화화한 것으로 각 화의 

제작 주체와 장소, 그리고 제작 시 에 따라 포지셔낼리티가 반 된다. 이러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차이는 화에서 장소와 경관으로 중에게 전달되어 

각기 다른 화 장소 메시지를 형성한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제작지역의 

비교로서 인천상륙작전에 한 상륙군 관점, 월미도에 한 방어군 관점을 

비시킨다. 이에는 제작자의 경험, 개인적 특질, 사회적 환경, 반 된 지리적 환

경이 포함된다.

  한국전쟁 화에서 화 속 장소는 전투지역과 수도 서울,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은 부산, 지리산권역, 휴전 중 동부전선 고지로 재현된다. 문헌분석과 

화 관계인들 심층인터뷰13)에 따르면 한국전쟁의 화상의 장소 재현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진술 및 종군기자 사진 등의 직접 경험 자료와, 국·

내외 관련도서, 체험세 가 남긴 경험담 등 간접경험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분의 자료가 국가 차원의 집단기억을 통해 주어지기에 외

부의 적을 상정하게 되고 반공 이데올로기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지점이 

화 속 장소로 재현되었다(서동수, 2010: 4).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들어

서는 한국전쟁 화에 한 소재와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고, 그 중에서 인천

상륙작전은 한국전쟁의 전반기를 알려주는 분기점이 되어왔다.

13)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분석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 다. 심층인터뷰는 사전질문에 한 
질의응답과 함께 화제작 과정에 해서 90분 이상으로 진행하 다(부록 3 참조).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화인들은 한국전쟁 화의 제작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한 편의 화를 완성되기까지 
여러 위치와 분야의 전문인들이 참여한다. 본 논문에서는 포지셔낼리티를 분석하기 위해 장소 재
현에 관여하는 제작자, 감독군, 시나리오 작가, 배우 등을 먼저 인터뷰하고 이를 토 로 제작자의 
장소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 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분석하기 위해 사례 화들이 제한하는 
속성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우선시되는 감독, 시나리오 작가와 함께 시 적 분위기과 사회적 환
경을 유추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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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사례 영화 ‘인천상륙작전’

그림 1-5. 사례 영화 ‘월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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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장소는 전쟁 화에 등장한 한국, 특히 인천 지역을 주 연구지역으로 

한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에서 매우 중요하고 극적인 사건인데다 이를 

소재로 한 한국과 북한에서 각각 화가 제작되어 있다. 이 두 화는 제작자

의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동일한 사건의 재현, 여기서는 특히 장소와 경관의 

재현이 이루어져 극명한 조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에 따른 사건 재현, 그리고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장소와 경관 재현의 차

이를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따

라서 한국에서 제작된 ‘인천상륙작전’(1965)14)과 북한에서 제작된 ‘월미

도’(1982)를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상으로 채택한다.

     1) 줄거리

       (1) ‘인천상륙작전’

  화 ‘인천상륙작전’은 소련군 사령부에서 여자간첩 미혜를 낙동강 전선

에 보내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한 장의 사진은 이야기의 시작

을 알린다. 미혜는 전장에서 군인들에게 구출되어 야전병원으로 옮겨가게 된

다. 야전병원에서 미혜는 상륙장소 케이에 한 정보를 듣게 된다.

  전방의 낙동강 전선에서 벗어나 세 주인공은 부산으로 들어온다. 경 령은 

연합군작전지부에 자리를 잡고, 양 위를 비롯한 여러 원들과 내부간첩에 

한 회의를 연다. 그 사이 미혜는 다방 마담을 통해 부산에 있었던 간첩들과 

만나게 되며 그들의 근거지인 댄스홀에 들어가게 된다. 부산에서는 상륙작전

을 성공시키기 위해 군인들이 활동하는 연합군작전지부와 부산에서 간첩행위

를 하는 공산세력의 아지트인 댄스홀과 실이 주요 무 가 된다.

14) 구정 특수에 맞춰 개봉한 ‘인천상륙작전’은 유성엽 원작에 조긍하 감독, 편광우 각색 화로 
유엔군사와 국방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군사 화이다(경향신문, 1965년 2월 1일). 같은 해 1965
년 조긍하 감독은‘언제나 그날이면’ 또한, 분단소재 화로, ‘철조망’(1960)과 함께 세 편이 
한국전쟁과 분단을 소재로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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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상륙작전이 시작되면서 인천에 위치해 있는 북한군 진지에 잡혀 있는 

양 위를 구하는 것을 마지막 이야기로 하면서 인천 상륙이 시작된다. 상륙은 

첫째 첩보부 가 팔미도를 통해 바다에서 육지로 군부  진입방향을 알려주는 

해상노선, 둘째 육지로 바로 들어서는 육상노선, 셋째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와 

미리 들어가 북한군진지를 염탐하고 폭파물을 설치하는 첩보 원들의 공상노

선이 교차로 보인다. 양 위를 구하는 장면에서도 다시 한 번 헬리콥터가 등

장하는데 이는 모의를 통해 미리 잠입하여 잘못된 상륙지점을 알렸던 경 령

과 양 위 작전이 성공하여 무사히 상륙작전이 개시됨을 예견하게 해 준다.

  본격적인 상륙에 돌입하여 20여분 동안 상륙작전이 펼쳐진다. 상륙과정에서 

하늘, 바다, 육지로 들어가는 무수한 군인들의 등장으로 인천은 승전을 이룬 

장소가 된다. 이때에는 군중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의 군인들이 진

격한다. 다만 전투 중에도 이어서 문서를 전하는 부 원들의 모습을 통해 전

략적으로 작전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동방향은 바다에서 육지로, 육

지에서 언덕으로, 언덕에서 내려와 민가로 향한다. 마지막으로는 깃발부 가 

승전을 알리며 경쾌한 음악과 함께 들어선다.

       (2) ‘월미도’

  화 ‘월미도’는 월미도 외부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을 보여주며 시작된

다. 이 때 붉은 노을, 바다, 바닷가 등을 보여주어 외부환경을 보여준다. 그리

고 취사원이 새벽에 음식을 만들기 위해 휘발유를 구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취사원은 병실에 있는 환자에게 오늘 음식이 중요한 이유를 말하며 휘발유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알린다. 그리고 특별한 음식의 주인공인 중 장을 보여주

어 그를 중심으로 월미도가 유지되어 왔음을 표현한다. 중 장은 노천식당에

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앞서 승급되어 위치를 옮기라는 상부에 지시가 있었

지만 월미도에 남을 것이라 한다. 이후 중 장은 월미도 갈 밭을 거닐며 의

무와 책임을 새로이 다진다.

  화 속 장소 월미도를 중심으로 등장인물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새로이 들



- 14 -

어오는 개별주체에 의해 이야기 흐름이 바뀐다. 첫째, 기뢰병이 인천에서 들어

오며 통역병을 데리고 들어온다. 이는 월미도 상황이 바뀔 수 있는 형국임을 

보여준다. 둘째, 인천상륙작전 개시 일을 알려주는 옥이 들어온다. 일인의 

등장으로 월미도는 분위기가 전환되고 단결되는 효과를 얻는다. 셋째, 월미도

를 염탐하러 들어온 미국인 제임스이다. 월미도 외부 바다에 이미 들어와 있

음을 알린다. 넷째, 인천 에서 월미도가 단절된 상황임을 알려 주러 온 

장이다. 장은 월미도가 위급한 상황임을 알려준다. 다섯째, 인천 야전병

원에서 부상을 치료하고 돌아오는데, 민국은 월미도가 봉쇄되어 있다는 사실

을 알리고 전장에 합류한다.

    2) 사례 화의 신 분석

  연구 상으로서 화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화에서 변화하는 시점을 찾아 신을 나누었다. 그 지점은 표현된 배경

으로서 장소와 경관이 바뀌는 장면의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신을 나열했다. 

자세한 신은 [부록 1]의 사례 화 신에 정리되어 있다. 

       (1) ‘인천상륙작전’

  사례 화 ‘인천상륙작전’, ‘월미도’는 각기 제작, 편집, 상 의 과정이 

다르다. 관람자에게 상 되는 시간은 도입에서 결말까지 각각 90여분으로 최

종적으로 전달되는 내용이 각기 다르다. 이에 해 본 연구에서는 화 관람

에서 등장인물이 있고, 없고, 어떠한 등장인물이 개별주체가 되어 장면에 등장

하는지에 따라 신을 나누었다. 이에 한 결과는 [부록 1] 사례 화 신에서 

나열되는 신 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정렬하 다. 그 결과, 신 단위는 등장인물

의 유무, 행위 변화, 사건 전환 등에 따라 결정되었다.

  ‘인천상륙작전’15)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1950년 9월의 낙동강전선 전투, 

15) 한국 화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인천상륙작전’은 2005년 만어 자막에 어 녹음된 만 상
자료원 수집본을 한국 상자료원에서 기증받아 현재 한국 상자료원에서만 볼 수 있다(한국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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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임시정부의 상륙작전 준비, 인천상륙 등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며 인천상륙

작전을 기념한다. 낙동강전선에 투입된 한국군 양 위와 간첩 미혜의 만남을 

통해 한국과 북한 양측 상륙작전에 한 사전조사과정이 겹치게 된다. 연합군

은 상륙작전계획을 완성해가는 한편, 양 위를 통해 허위 정보를 부산의 북한 

간첩단에게 흘리게 함으로써, 상륙군이 무사히 인천에 진입하게 된다.

  ‘인천상륙작전’을 245개의 신으로 분석하여 등장인물 출현과 연결시킨다. 

화 속 장소는 북한군작전지부에서 시작하여 낙동강전투에 투입된 미혜를 보

여주며 이야기를 전개한다. 바로 다음에서는 하천을 건너가는 북한군을 바라

보는 군인의 시각이 보이고, 전투에서 구조된 미혜가 야전병원에 실려와 병원

에 있던 양 위, 경 령과 만나게 된다. 양 쪽 진 의 등장인물이 야전병원에

서 만나는 낙동강 전선은 도입부이다. 다음으로는 낙동강 전선에 위치한 전장

에서부터 임시수도 부산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이끌어진다. 상륙작전을 성공시

키기 위해 모의하는 장소로 부산에 위치한 연합군작전지부, 댄스홀, 양 위 집 

등이 등장한다. 중점으로 다뤄지는 화 속 장소 인천에서는 상륙작전이 성공

리에 시작되고, 그 진입에서 하늘, 바다, 육지로의 전장 전개가 세부적으로 묘

사된다. 

       (2) ‘월미도’

  ‘월미도’는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된 9월 12일∼15일의 월미도 상황을 보여

준다. 12일 밤 취사원이 식사 준비를 위해서 휘발유를 얻으러 가면서 이야기

는 시작된다. 13일 아침 평양에서 온 무전수 옥이 월미도에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의 개시 일을 알려주자 북한군은 방어태세를 갖추기 시작한다. 이 

화 속 핵심 장소인 월미도에서는 낮과 밤의 포진지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차별화되는 공산 이데올로기에 의해 재현이 얻는 사회적 

차이는 ‘월미도’의 한정된 화 속 장소에 드러난다. ‘인천상륙작전’보다 

자료원 자료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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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칠년 후에 제작되었기에 ‘월미도’에서는 공산 이데올로기 강화가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월미도는 상륙작전이 시작되었던 녹색해안에 위치한 곳

으로서 남한에 있는 곳이다. 따라서 화에서는 가상적 장소가 재현되었지만, 

북한의 관람자에게는 장소 메시지를 통하여 생생하게 각인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16)

  ‘월미도’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245개의 신으로 나눈 후 화 속 장소를 

분류하 다. 줄거리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에서의 고투로 전개되고, 전투에서 

방어를 위한 포진지, 은폐호, 지휘소 등이 주요 장소로 나온다. 화 속 장소

들은 모두 월미도 내부에 입지해 있어 3일 동안 반복되고 자기재현을 보여주

는 형식을 보인다. 한편 같은 성격의 임시적 참호일지라도 그 활용용도에 따

라 움직이는 길로서 교통호, 부 원들이 저녁에 숙소로 사용하는 은폐호, 지하

에 포좌형태로 만들어진 포진지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월미도’는 위와 같은 월미도 내부 환경에 한 주요 장소들과 외곽을 표

현하는 바닷가, 바다가 등장한다. 또한 월미도 외부에서는 인천에 위치한 

와 야전병원을 보여준다. 그리고 화 속 장소는 사만으로도 인천해역의 6

중 가 배치되어 있는 시흥, 조국 방어의 평양, 상륙작전 이전 낙동강 전선이 

선택되어 나타난다.

     2. 연구방법

       1) 분석과정

  본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하는 두 편의 화를 주요 분석 상으로 

하므로 정량적 분석보다는 질적인 분석방법을 주로 사용하고자 한다.

16) 통일 한국인이 보아야 할 북한 화 50선 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선정한 설문조사 결과에 
‘월미도’가 있다(이충직, 2002). 오래된 화임에도 불구하고 ‘월미도’가 꼽히게 된 것은 제
작에서부터 집단 관람에까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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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질적 연구 분석17)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가설 검증에 필요한 장

소 재현과 관계된 자료를 수집하여 부호화하고, 그리고 문헌 조사, 심층 인터

뷰18), 수집된 데이터를 통하여 가설 검증 준비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테

스트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설을 설정하여 그 가설을 제작 장소, 제작 시기, 시 적 상황, 제작자의 특

성들을 분석하여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찾아낸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화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와 화 속 장소 재현의 관계를 결합시켜 가설을 검증

한다.

  화 분석은 신을 단위로 이루어진다.19) 또한 화상 재현 상과 관계 속

에 화 장소 메시지의 재해석자로서 관람자를 배치함으로써 제작자의 포지셔

낼리티 해석을 돕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장면전환 기법으로 편집된 결과물을 

분석 상으로 삼아 화 속 장소의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한다. 나아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화상의 장소 재현을 이해하고, 화 속 장소를 구분하는 기

준을 제시하 다.

  장소 메시지는 ‘사회성 규모 모델(two dimensions of sociality)(Thompson, 1990: 

5)20)’을 적용한다. 사회성 규모 모델은 현실에서의 행위자 의사결정을 다루고 있

지만, 화 속 장소에 응용하여 표현된 등장인물이 개별주체로서 어떠한 관계로 

해석되는지에 따라 장소 메시지의 결과를 분석한다. 그 결과 화 장소 메시지는 

개인, 평등, 운명, 위계로 유형화 결과로 해석하 다. 이러한 화 장소 메시지는 

17) 질적 연구 분석은 개인의 전기, 현상학적 접근, 근거이론 연구, 문화기술지, 사례연구를 중심으
로 이루어진다(Creswell, 1998).

18) 장소 재현에 한 해석을 위해 제작자 입장에 한 해설과 이로 인한 어떠한 관점이 화에 반
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제작자에 한 심층인터뷰를 2012년 4월-5월에 걸쳐 실시하 다. 

19) 장소나 극적 사건에 의해 통합된 신은 시점에 한 이해와 장면전환을 포함한다(프랭크 E. 비버, 
1995: 173).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화에서 상황적으로 이해되고 화 속 장소 신 단위는 화 
장소 메시지를 전달한다.

20) 이 모델은 위험지각과 문화적 편향성에 관한 논의와 분석(메리 더글라스, 1993, 1997; 최성욱, 
2007)이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 편향성을 분석할 때의 사회조직 유형을 나
누는 기준을 받아들여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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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과 조사기간

문헌

조사

- 영화지리학에서 영화 속 장소 연구 : 연구 장소 선정 및 사례 영화 선정

- 지리학과 문화연구에서 포지셔낼리티 : 연구 과정 설계 및 영화 분석 요소 

도출

심층 

인터뷰

- 작가 : '인천상륙작전' 편광우

- 감독 : 영화감독협회 현재 부회장 정회철

- 조감독 : ‘마이웨이’ 송민규

- 제작자 : ‘고지전’ 김현철

- 미술감독 : ‘마이웨이’ 조근현, ‘고지전’ 류성희, ‘태극기 휘날리며’ 신보경

- 배우 : '인천상륙작전' 신영균, 윤일봉 

- 아트 디렉터 : 텔레비젼 프로그램 ‘로드넘버원’ 김현승

전화 

인터뷰
- 북한 영화 연구가 : 이명자

영화 

분석

- '인천상륙작전' 245개 신의 영화 속 장소 단위 분석

- '월미도' 245개 신의 영화 속 장소 단위 분석

현장

답사

-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각 해안의 인천상륙작전 표지석, 월미도, 팔미도, 

자유공원

표 1-1. 자료수집

화 속 장소의 선택, 화 속 장소의 부호화된 메시지, 화 속 경관의 재해석으

로 분석된 결과이다. 이는 등장인물을 개별주체로 하는 집단 정체성에 한 담론

(Mohammad, 2001: 110)을 도출하고, 관람자에게 전달되는 장소 메시지를 파악하

기 위함이다.

 

      2)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국 화에 한 정보는 한국 상자료원의 웹 

엔진(KMDb: http://www.kmdb.or.kr/)에서 ‘한국전쟁’, ‘분단’을 키워드로 

검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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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연구의 대상 

  검증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화 엔진으로 줄거리와 필모그라피를 확인하

다. 미국 화에 한 정보는 Korean war filmography (Lentz, 2003)와 A 

guide to films on the Korean war (Edwards, 1997)을 참고하고 국방일보의 

한국전쟁 60주년 군사기획 연재물 “할리우드가 본 6·25전쟁”을 정리한 것

이다. 중복 내용은 구글 엔진과 IMDB 엔진을 참고하여 수정했다. 북한 화에 

한 정보는 이명자(2007)의 북한 화사 와 김 성(2009)의 논문, 윤재근 외

(1991)의 북한의 문화정보Ⅱ 참고하 다. 그리고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소

장 자료 검색’을 사용한 자료 보완과 목록 정리 과정에서 제작연 나 화 

관련 조직과 단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은 제외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에 참여한 전문가 집단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 장소의 선택과 재현에 

한 이해를 시도하 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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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석틀

  본 연구의 진행과정과 분석 관점은 다음과 같다. 이 분석틀은 화상의 장

소 재현 과정을 구현한 것으로, 동일한 사건에 한 다른 포지셔낼리티에 따

른 화상의 장소 재현을 분석한다. 화 속 장소는 장소의 시 적인 배경, 물

리적인 환경 등 외부적 요소와 그리고 등장인물과 경관 등 화 내부적 요소

의 향을 받는다.

  ‘인천상륙작전’ 화에 해서는 제작자가 반 된 바다에서 육지로의 접

근을 분석하 다. ‘월미도’ 화에 해서는 진지에서의 시간의 흐름에 따

른 낮과 밤의 경관을 분석 하 다. 화상의 장소 재현은 화 속 장소의 선

택, 화 속 장소의 재현, 화 속 장소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 다. 한국전쟁

지역이 재현된 두 화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는 각 제작자의 전쟁 경험과 제

작 시기의 시  상황을, 그리고 각 화 제작자의 특성을 통해 파악되었다. 장

소 재현 논의에서는 서로 다른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화 속 장소가 각기 다

르게 해석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화 속 장소의 재현에 한 일반화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

을 소재로 한 화 속 장소는 실제 장소를 기반으로 한다. 화 속 장소는 첫

째, 실제 장소가 표현된 화 속 장소, 둘째, 촬 지가 반 되어 묘사 자체로 

화 속 장소를 표현하는 장소 내부, 셋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장소 내부적 속

성이 아니라 화 자체에서 만들어낸 장소 외부, 넷째, 시각적으로 재현되지 

않고 사로 전달되는 언어 재현 장소가 이에 해당한다.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에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선택한 화 속 장소는 각 단계

에서 각기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 다.

  화 속 경관은 줄거리 전개에서 전후 맥락을 이해시킨다. 보이는 형태와 

표현방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재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화 속 경관은 등장인물의 배경으로서 상황전개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우선적으로 본 논의에서는 화면에서 등장인물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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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따른 내적 분위기, 카메라 연출에 따른 외적 환경 등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물로서 텍스트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단편적인 단일장면으로도 경관에 

표현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화 속 경관을 행위자로 보고 등장인물을 통

해 집단과 개별주체의 정체성을 파악하게 한다. 둘째,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통해 화 속 경관을 분석가능하게 한다. 셋째, 장르적 특성이 파악되는 연속

장면 보여주기에서는 사실 묘사에 초점을 맞춘 비(非)극 화의 속성이 나타

난다. 이 때 작품을 통해 구현된 일련의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각 화에서 

말하기와 보여주기 특성으로 화 속 경관을 표현한다.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에서도 상륙군과 방어군이라는 상이한 위치

적 특성은 반 되어 등장인물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무 로 한 화 속 경

관이 각기 다르게 묘사된다.

  다음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와 화 속 장소 

재현의 관계를 밝힌다. 포지셔낼리티는 뚜렷한 몇 가지 특성 상 상의 재현, 

자기반 성, 상황적 지식을 내포한다. 따라서 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서도 

화를 재현하는데 있어서의 제작자가 어떠한 상을 고려하 는지, 재현된 

화에는 제작자의 자기반 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는 어떠한 기

준으로 상황적 지식을 왜 반 하려고 하 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틀은 각기 다른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가 화를 구현하는데 

있어 차이를 만들어 장소 재현에 필요한 포지셔낼리티 속성을 분석 가능하게 

한다. 

  검증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각기 다른 관점으로 필터링되어 관람자에게 

어떠한 장소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해석한다. 이는 문화이론에서 통용되는 

‘사회성 규모 모델’을 적용하여 각 유형이 화 속 장소와 화 속 경관에

서 어떠한 형태로 파악될 수 있는지를 밝힌다. 이로써 두 사례 화가 서로 

다른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에서 만들어져 관람자에게 전달되는데 있어서, 상

이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과정을 밝혀 연구의 의의를 설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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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분석틀

  분석틀에서 설계된 구조를 바탕으로, 가설을 구체적으로 검증한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사회적 환경, 개인적 특질, 지리적 환경으로 분석하여 각 제작

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화 속 장소 재현이 각기 다르게 재현됨을 밝혔다. 

또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반 된 화는 어떠한 장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실재 장소의 원형이 화 속 장소로 부호화된 메시

지를 분석하고, 화 속 경관을 재해석하여 화 장소 메시지가 어떠한 형태

로 발송되는지를 밝혔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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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가설의 검증 

  이를 위해 4장에서는 화 속 장소의 재현이 제작지역, 제작시기에 따라 다

르게 의미화 될 수 있음을 살펴본다. 화 속 장소의 재현과 그 과정에서 밝

혀지는 경관 재현의 차이를 분석하여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장소 재현

이 다르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화에 표현된 실재 장소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화 속 장소로 자리 잡히게 

된다면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지, 이 때 재해석되는 화 속 경관은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는지를 분석하 다(그림 1-8).



- 24 -

  3절 논문의 구성

  1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목적을 밝히고 연구 상과 연구방법을 분석

틀과 함께 제시하 다.

  2장에서는 화지리학에서 재현에 관한 논의, 화 속 장소, 화 속 경관,  

화 속 공간 등의 주제를 상으로 화지리학 문헌들과, 포지셔낼리티에 

한 연구 문헌을 정리 한 뒤 연구주제와 연구가설을 제시하 다.

  3장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전쟁 

화의 시 적인 흐름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각 사례 화의 화 속 장소 및 화 속 경관을 연구한다. 사례 

화 신 분석으로서 실제 장소로의 선택, 화 속 장소의 특성, 화 속 경관

의 유형을 사례로 분석하 다.

  5장에서는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 연구와 관련하여 화상의 재현과 장소 

메시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화상의 장소 재현에서 지리적 차이를 살펴본

다. 화상 장소 재현에 파악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로 화 장소 메시지를 

분석하 다.

  6장에서는 화 분석 관점으로 제시한 화 장소 메시지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을 맺고, 본 연구의 결과 및 연구 의의를 제시하여 그 한계를 밝힌다.

  본 연구는 동일한 장소를 재현하는데 있어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문헌을 조사하 다. 문헌에서 살펴본 화

지리학에 한 이론적 개념을 응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작자 포지셔낼리

티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한국전쟁 화의 흐름을 파악하 다. 그리고 그

에 따라 화 속 장소와 화 속 경관이 다르게 재현됨을 밝히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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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논문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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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문헌연구

  삶에서 시간과 장소에 한 기록은 함께 나타난다. 화에서도 시간적 흐름

의 전개에서 장소는 계속적으로 등장한다. 지리학에서는 오랫동안 장소에 

한 논의를 축적해 왔고, 이를 화에 응용하여 화에 나타난 장소를 살펴보

았다. 화에 나타난 장소는 화가 제작·편집·상 에 이르기까지 제작자에 

의해 재현된 것이다. 따라서 재현 결과로서 화 속 장소는 제작자가 전달하

고자 하는 장소 이미지를 표현하게 된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화라는 제작결

과물에 한 접근은 장소 재현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화의 배경이 되는 실제 장소에 한 논의와 화 속 장소에 

한 분석, 등장인물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가지는 화 속 경관에 한 해석, 

정형화된 화 속 공간의 이해 등을 다룬다. 부분의 관람자는 ‘촬  장소

가 화 속 장소와 항상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

다. 한편에서는 두 장소의 차이로 인해 실제 장소에 한 모호한 논의가 계속

되어 왔다. 이 논의에서는 장소에 한 제작자의 관점, 화 분석에서의 장소, 

일상에서 관람객이 상상하는 공간에 한 논의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또한 이는 화 재현 시기, 화 제작 시기, 화 관람 시기와 관련하여 실제 

장소와 화 속 장소에 한 시간에 한 분석을 요구한다.

  특정 역사적 시기를 재현한 화 속 장소는 실제 장소를 반 할 수밖에 없

다. 실제 장소에 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어떻게 화 속 장소로 구현되

는지, 구현된 화 속 장소는 어떻게 실제 장소에 한 인식과 연결되는지를 

분석하 다. 그 결과로 화 속에 재현된 장소는 제작자의 의도 또는 특성을 

어떻게 반 하며 관람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역사적 사건을 화화한 경우, 화 속 장소는 여러 편의 

화에서 동일한 장소를 재현하기도 한다. 다른 화일지라도 동일한 사건을 

화화하는 제작 과정에서 특정한 실제 장소에 주목하게 된 경위, 화 속 장

소로 매개되는 화 속 장소의 단위, 화 속 경관이 표현된 시점 등이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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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만들어 낸다

  이 때 포지셔낼리티는 상의 재현, 화 내부-외부 환경에서 비롯된 자기 

반 성, 상황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화를 제작하는 데 

있어 제작자의 속성과 의도, 즉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화 속 장소와 경관

의 재현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지리학과 포지셔낼리티에 관한 기본의 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절 화 속 장소 재현에 관한 논의

     1. 재현에 관한 논의

  ‘재현’21)은 복잡한 개념으로서 예술과 문학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이 개념은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단순하게는 상징, 이

미지 혹은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재현은 그 재현이 신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에 한 의미로 구성된다. 따

라서 재현은 순수한 현실의 반 이 아니라 문화적 구성물이므로 우리에게 보

이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다. 여기서 재현은 반드시 재현과정의 한 부분이 되

는 선별과 구성의 과정을 거치면서 태생적으로 권력의 문제와 접하게 연결

된다. 재현의 권력은 다른 관점은 배제하고, 특정 종류의 지식이 존재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현의 정치를 논하게 한다. 본질적으로 재현은 존재의 상태를 

반 한 것이 아니라, 재현되고 학습되어야 하는 정체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크

리스 바커, 2009: 268).

  반면 때로는 재현이 오현(mis-representaion)이 되기도 하므로 정체성의 제

시 혹은 구성을 특징지으며 향을 줄 수도 있다. 단순히 현실을 반 하기보

21)  Place/Culture/Representation 에서 Duncan(1993)은 미국 지리학계에서 재현의 방식이 크게 
넷으로 나뉜다고 하 다. 이는 기술적(descriptive) 방식, 모방 방식, 포스트모더니즘 방식분야, 
해석학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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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그것을 구성하는 데에까지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엔드류 에드거, 

2003: 461).

그림 2-1. ‘재현’에 관한 논의

  미디어에 의해 파생실재가 소비되면서 일상에서 자기재현이 일어난다. 재현

의 실제 세계 지시 상과 함께 재현 과정에 한 관심이 늘고 있다. 한편 한 

인물, 사건에 한 ‘재현’, ‘재현의 재현’ 과정에서 ‘공간의 재현’이 사

회적인 의미를 가짐으로써 중재되기에 화상의 장소 재현 역할이 중요해진다

(Dixon, 2004). 또한 실제 장소 논의와 화 속 장소의 논의에 각각 중점을 둔 

본질주의자의 주장과 달리, 반본질주의자(후기 구조주의)의 관점에서는 장소의 

의미가 확장될 수 있기에 화에 등장한 장소는 사 전달만으로도 의미를 지

닌다. 단 이 과정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장소는 무엇이 지리적인 의미를 가지

는 시각적 형상인가, 화적 의미를 어떻게 화적 장소로 생산하는가, 지리적

인 것이 받아들여지는가와 관계가 있다(Schlottmann, 200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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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장소와 관계있는 화 속 장소는 현실세계와 연결되어 현실에서 각인

된다. 이 때 현실세계에서 부여하는 의미는 화 관람시기와 만나 새로운 의

미를 갖는다. 화상의 장소는 사건 발생 장소와 외부 환경으로서의 다양한 

의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재현 될 수 있다. 실제 장소가 화 속 장소로 배치

되는 장소 재현에서는 화 속 장소의 특성에 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자 포지셔낼러티의 개념으로 화상의 장소 재현에 해 분석

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 다. 

  장소 재현은 특정 시기 장소에서 일어난 내용을 재현한 사례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고 형성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장소는 의미 있는 위치로서 입지, 현장, 

장소감으로 표되기에(Cresswell, 2004: 7) 재현결과에서 상을 재현한 주체

파악이 중요하다. 이에 한 주체에 따른 장소 선택과 상징화된 이미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화상의 장소 재현에서는 특정 지역에 한 정보

를 전달하거나 특정 시 를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화지리학 논의에서는 장

소의 재현에 해 (1)시각 및 청각적 형태의 정보를 경험적으로 실행하며 (2)

장소, 사람, 사건 등의 지식을 생산하는 정보를 정리하는 인지적 과정에서 (3)

직접적 경험 너머 세계를 상상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Lukinbeal, 2009). 

  또한, 화 속 경관에서의 경관 재현은 경관을 투 체로 보고 사회적 관계

를 나타내거나(Cosgrove, 1985: 45), 도상을 표현하는 매개체로 파악한다는 점

에서 공통적이다. 경관은 재현 결과물로 주체가 파악되는 상으로, 경관이 은

유적으로 해석될 때에는 사회적·문화적 생산물로 받아들여진다(Barns, 1992: 

6). 경관의 은유적 특성은 외연, 내연의 의미 차이가 이에 따른 크고, 작은 효

용을 이끈다. 경관이 재현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힘, 이데올로기, 사회적 관

계, 역사적 사례는 견해와 담론에 따라 그 결과가 제한된다. 이 때 경관에 

한 명료한 분석은 (형태, 의미, 재현으로서의) 경관이 경관을 형성하는 사회관

계를 능동적으로서 결합한다는 사실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해진다(미첼, 2011: 

113). 따라서 경관 재현에서 텍스트로서 경관은 사회적 규칙을 재생산하는 의

사소통의 방법으로서 읽히고 행동한다(Duncan, 199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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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 속 장소

  화 속 장소는 제작자나 감독의 관점에 의해 구현되는 실재장소에서 등장

인물의 정체성이 재현되어 나타난 것이다. 화 속 장소는 화지리학(film 

geography)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상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화상의 재

현을 둘러싼 장소 및 경관 연구가 지배적이었고, 이는 지리학의 전통적인 연

구 상인 장소 연구22)와 공간 분석23)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이들 논의는 

화지리학 일반 이론에 한 Aitken(1994), Cresswell(2002), Lukinbeal et 

al.(2006a)과 관람자의 장소를 분석하는 Jancovich(2003)이 표적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이러한 화지리학 저서는 부분 관람자의 관점에서 화에 표현된 

장소와 공간을 해석하거나 화가 만들어진 제작지역의 특성 등을 분석하 었

다. 이러한 흐름에서 2000년 이전까지의 연구는 의미 생산 보다는 화가 지

리적 역에서 어떻게 등장인물을 묘사하 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다.

  오늘날 화지리학에서는 묘사적 측면보다 화상의 장소 재현을 강조한다. 

장소의 화적 재현과 실제 장소의 관계에 한 분석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한국에서는 주로 화 속 도시에 한 설명(구동회 외, 2008)과 화 속 지형

에 한 서술(심승희 외, 2007) 등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었다. 다양한 사

례에 한 접근으로 한국 화 사례에서는 국내의 도시에 한 해석과 자연환

경을 다루었고, 국외의 화 경우에서는 해외 도시의 체계와 구조에 한 분

석으로 지리학적 관점을 분석하 다.

  2000년 이후 화지리학에서는 사례연구에 중점을 두고, 비교연구에서는 지역 

단위, 공간적 격차의 연구 등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화지리학의 주요 이슈는 

크게 네 번에 걸쳐 다루어졌었다. ① Journal of geography (2002: 101(6))는 화

22) Ducan(1993)은 지도를 장소의 지리적 재현에 한 일례로 든다. 지도에 표현된 위치에 한 지
식은 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망에 놓인다. 즉, 지도는 현실을 일 일로 표시하는 것이 아
니라기보다는 제작자의 문화적 필터에 의한 재현으로 해석된다.

23) Power and Crampton(2005)은 ‘Reel Geopolitics: cinemato-graphing political space’에서 국제관
계사, 정치적 혹은 이데올로기적 차이에 한 공간적 함의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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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습 응용과 화 제작을 살펴보았고, ② GeoJournal (2004: 59(4))은 지도의 

역, 경계에 한 상상, 변증법적 경관 등으로 연구관점을 제시하고 북미 지역 

화를 분석하 었다. ③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 (2005: 23(1))는 화 속 

경관, 장르를 사례로 살펴보았고, ④ Geopolitics (2005: 10(2))는 지정학적 이해와 

국가 정체성, 경계와 역 논의 등을 다루었다.

  화지리학 초반기에 Journal of geography 에서는 화제작에 중점을 두었

다. Gold(2002a)는 스코틀랜드의 전쟁지역으로 알려진 Culloden에 한 세 편

의 화를 분석하 다. 이는 실제 장소로도 이 지역이 알려져 있는 것은 스코

틀랜드 역사에서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구성으로서 성지참배지이기 때문이다. 

세 편의 화는 제작시기의 사회적 기억과의 연관성에 따라 장소 재현 주체에 차

이를 보인다. Lukinbeal(2002)은 할리우드 화제작이 시작된 배경에서부터 북미

화가 성장해 오기까지의 로스앤젤레스에 한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 다.

  GeoJournal 에서는 다양한 주제로 접근을 한다. Craine(2004)은 화 속 장

소의 싸움터를 아비투스로 보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화 속 장소에 변화에 움

직이는 행위자인 등장인물을 분석했다. Holmes(2004)는 오래된 서부에서부터 

새로운 서부를 화에 표현하는데 있어 실제 장소에 한 분석에서 나아가 장

소 내부(촬 지에서 화 속 장소로), 장소 외부(새로이 만들어진 화 속 장

소), 재현되지 않은 장소(지정학적 실제성)에 까지 화를 통한 재현적 실행을 

다루었다. Mains(2004)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 남부를 다루면서 문화적 경

관을 채택하고 이를 배치하여 분석하여 재현됨으로써 얻는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그 사이공간의 가능성을 도출하 다.

  이전 논의와 달리 Journal of cultural geography 에는 화지리학만의 고유

한 특징을 설명하 다.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개념 어휘를 정의하여 

사용한다. 표적인 예로 화 속 경관으로 표현된 Sauer의 경관 개념이 있다. 

Lukinbeal(2005)은 화에서 보이는 경관이 잘 정의된 공간, 시간과 장소의 조

직, 그리고 은유로 ‘경관의 유용한 유사성’을 풀이하 다. 또한 그는 16세기 

후반 극장이 여행과 지리가 결합되어 사용되었던 시기로 거슬러가 극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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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관이 지배적인 은유를 텍스트로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Dando(2005)는 국경 화의 공간과 장소로부터 경관으로 변화하는 것에 해 

국경 거주자의 역할(황야를 개척해 정원으로 다듬는 가족으로 표되는 강한 

남자, 아내와 아이)을 강조했다.

  Geopolitics에서는 지정학적 공간에서의 지정학적 무 , 국가정체성, 분쟁지

역 등을 소재로 하 다. Dixon(2005)은 3세계 화들이 1세계 화들의 서구 

입장을 약화시키는 이데올로기적 포지션으로 교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

고 그는 화 속 장소를 분석하는데 있어 어떻게 카메라 앵글을 사용하느냐가 

주제의 사회-공간적 차이를 강조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화 속 장소는 제

작지역들의 이데올로기적 다양성을 반 함은 물론 화 속 공간에 표현된 카

메라의 움직임으로 하여금 포지션을 갖게 한다.

  Aitken(2006)은 화가 제작된 장소에 한 연구를 분석하면서 정치경제적인 

흐름에서 시작되어 화가 촬 된 실제 장소와 화에 표현된 화 속 장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었다. 게다가 그는 화 관람과 화 제작에 한 비

판적 입장으로, 화 경험에서 받아들이는 실제 장소 의미와 제작·촬 ·배

급하는 스튜디오와 화 산업지역을 함께 다루었다. Stroper(1989)는 미국 

화 산업을 상으로 유연적 문화를 다뤘고, Scott(2004)은 미국 할리우드의 

화 생산 및 홍보 배급으로 얻은 수익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 또한, 화 촬

지를 관람하는 관광객을 모으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Scott, 2005).

  북미 화 도시 로스엔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토론토와 밴쿠버는 재현

적 공간으로, 제 이의, 제 삼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이 도시들에는 텔레비전 

프로덕션 센터가 입지한다. 로스엔젤레스와 뉴욕은 산업적 특성 때문에, 샌프

란시스코는 지리적 환경과 미학적 이유 때문에, 토론토와 밴쿠버는 경제적인 

혜택과 저비용 때문에 선택되었다(Lukinbeal, 1998). 또한 현지 촬 지에 한 

연구에서 Lukinbeal(2006b)은 미국 남북전쟁기의 노스캐롤라이나를 배경으로 

한 ‘Cold Mountain’(2003) 촬 지로 루마니아를 주목하 다. 루마니아는 경

제적 이점과 지리적 사실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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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지리학 연구 주제 저자

제작 지역
미국영화 제작지역 Lukinbeal(2002), Lukinbeal(2004)

캐나다 촬영 미국영화 Mathews(2010)

장소
장소의 문화정치 Rose(1994)

등장인물 관계 Holmes etal.(2004), Craine(2004)

주제

정체성 Aitken(2003), Smith(2002a)

내부 식민지 Caprotti(2009)

기상현상 Monfredo(2010)

감독·장르
감독 Gold(2002a), Alderman(2002)

장르 Farish(2005)

표 2-1. 영화지리학에서 장소 연구

지는 임금절감 효과와 거친 날씨를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후기 구조주의적 접근은 화 촬 지나 화 산업 집지역과 화 속 장소

가 다르다는 ‘실제 장소- 화 속 장소’의 이분법적인 공간화를 극복하 다. 

화 속 현실은 재현된 결과물로 받아들여져 모방된 현실 외의 실재 장소도 

포함한다. 실제 장소가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재현되고 각기 다른 포지션으로 

관람자에 수용되어 상상 속의 실재 장소를 만들어 낸다. 

  화지리학은 촬  및 제작지역 연구, 화 장소 연구, 화주제 연구, 감독 

및 장르연구를 수행했다. 이는 실제 장소 연구로부터 화 속 장소 연구로의 

진행으로 보인다. 왜 특정 장소를 두고 각기 다른 화가 다른 주제를 표현하

느냐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다. 그 특정 장소는 각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화에 나타난 장소 재현의 차이를 통해 실제 장소 선택의 이유를 밝힐 수 있

다. 또한 화 속 장소는 화에 등장하는 장면의 무 로서 장소 자체의 특성, 

사건 배경의 원인, 장소와 개별주체인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가 논의 될 수 있

다. 이는 화의 성격에서 비롯된 지역정체성, 화에 표현된 등장인물들의 배

경의 의미, 화에 반 된 이데올로기가 해석된 장소의 특성, 제작자 세계의 

뚜렷한 작품에서의 특정지역 묘사 등이 반 된 결과 등이 있다(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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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장소의 연구는 화 제작 지역 분석, 실제 촬 지로부터 화 속 장소

에 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접근, 화 속 장소의 행위자 해석에 한 공

통 주제와 장르 분석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화 속 장소 

재현에서는 무엇이 미장센24)으로 묘사되고 관람자는 그 묘사를 어떻게 받아들

이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사실주의 또한 그 특성상 생산과정을 숨기고 

귀화시키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적인 특성을 보인다(Lukinbeal, 2005: 17).

  화 속 장소의 주제 특성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화 속 장

소는 등장인물의 정체성을 반 한다. 우선적으로 화 속 장소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다름’과 ‘차이’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정체성 파악을 

위해 이해되는 문화정치는 문화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명제 아래 인종, 

사회적 성, 장애와 같은 사회문화적 차이를 내포한 정체성 범주에서 권력관계

의 결합을 받아들인다(Hubbard, 2004). 한편, 차이와 관련하여 Derrida는 두 정

체성의 다름을 말하고 이 때 정체성이 분리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Doel, 

1999: 53). 이러한 화 속 장소에서의 정체성 차이는 동일한 장소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재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도출하게 도움을 준다.

  둘째, 화 속 장소에는 제작자의 문화정치적 성격이 화에 반 된다. 

Rose(1994)는 두 화를 사례로 지역 표성을 살펴보았다. 사례는 1970년  

이스트 런던을 소재로 국 국 방송 BBC에서 만든 작품과 지역 축제에서 독

립 화로 제작된 작품이다. 이는 지역 미디어가 사회적 집단의 헤게모니 장악

과 연관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화 속 장소에는 관람자의 정체성 구성이 포함된다. Aitken(2003)은 

수업에서 정체성 구성을 이해하는 방법론으로 화를 채택한 결과를 분석했

다. 분석 상은 인종주의, 정체성, 가족구성원 간 관계 등이다. 사례에서는 로

스엔젤리스 인종 지리학으로서 공간, 지역사회, 가족, 세계화된 식민지 정체성

24) 미장센(mise-en-scène)은 ‘무 에 올린다’는 연극 용어가 화로 옮겨 오면서 프레이밍과 관
련된 화 제작 행위를 말한다. 첫째로 세팅, 의상, 조명을 둘째로 프레임 내에서 움직임을 말한
다(수잔 헤이워드, 2004). 따라서 미장센은 무 에 올리는 장치(세트장, 카메라 앵글 등)로 화적 
설정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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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조했다. 정체성 수업은 자기성찰과 실현에 중점을 두었고 가족구성원과 

지역사회에 한 이해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화 속 정체성의 구성에 한 

분석은 등장인물을 표현방식에 따라서 화 속 장소에도 향을 끼친다.

  넷째, 화 속 장소는 재현의 정치가 표현된다. Smith(2002a)는 지리적 지식

의 생산에서 비서구 문화의 차이에 해 화를 사례로 들어 재현의 정치를 

살펴보았다. 뉴질랜드 마오이에 관한 화가 사용된 수업 사례를 통해 이러한 

화가 재현의 정치에 한 교재로 효과적 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섯째, 화 속 장소는 감독에 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Alderman and 

Popke(2002)는 감정 공유에서 유머가 복합적 견해로부터 주관적 내용을 갖는 

예로, Michael Moore의 화를 사례로 들었다.

     3. 화 속 경관

  화 속 장소가 어떻게 왜 그 곳에서 생산되는지에 한 해답을 경관에서 

찾을 수 있다. 경관은 문화적 텍스트로 해석 될 수 있기에 드라마가 전개되는 

배경이 되는 경관 자체가 화 속 장소를 만드는 한편, 상상적 이미지를 보여

준다.

  화지리학에서는 화 속 경관25)을 은유26)로 파악하여 해석 가능한 텍스트

로서 받아들인다. 이러한 화 속 경관은 화 줄거리 전개에 따른 화 속 

장소를 창조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화의 내러티브를 사용하여 경험적으로 

25) Mitchell(2005)은 Cultural geography : a critical dictionary of key concepts 에서 경관이 형태, 
의미, 재현으로 이해된다고 하 다. 경관연구에서 전통 문화지리학은 물질적 경관을 강조한 연구
(Sauer, 1974)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신문화지리학은 비물질적 경관과 재현에 초점을 맞추었
다(Cosgrove 1984; Daniels and Cosgrove, 1988, Rose, 2002). 화 속 경관은 화 화면을 구성하
는 역이다. 등장인물 유무에 상관없이 연결된 장면들에서 각각 의미를 갖는다. 그 결과 화 
속 경관은 관람자의 해석 뿐 아니라 재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상이 될 수 있다.

26) 비판커뮤니케이션과 문화이론 (박명진, 1994)에서 ‘은유’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려진 것
의 용어로 치환함으로써 소통하는 방식으로 설명한다. 은유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로부터 새
로운 의미를 뽑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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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텍스트 분석적 연구에서는 화 속 경관을 

텍스트로 분석한다. 텍스트는 특정 맥락에서 문화적 관습을 통해 의미를 생성

한다(크리스 바커, 2009: 300). Andrew Higson(1987)은 (1)공간으로서의 경관 

(2)장소로서의 경관 (3)스펙터클로서의 경관 (4)은유로서의 경관 등으로 경관 

구성과정을 밝혔다.

  화 속 경관은 인물의 심리를 반 하거나 드라마 전개의 맥락을 제공한다

(Orueta, 2007: 18). 화 속 경관은 화에서 이야기 전개에 몰입하게 하고 이

는 연극적인 요소를 지닌 것으로 경관에 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Jazairy, 

2009: 350). 촬 장소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제작에서 화가 장소감을 보여줄 

때 미장센의 공간적 의미는 해석으로서 의미를 갖는다(Lukinbeal, 2005: 15). 

화 속 경관은 제작자 의도에 따라 편집된 배경이 공간화된 것으로 실제 장

소를 재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화 속 경관은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드러난다. 화에는 특정 

지리적 위치가 재현된 지리적 스케일이 포함된다. 그리고 화 생산과정에서 

재현된 화 속 장소는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화 속 장소는 

화에서 의미 전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화 속 경관은 실제 경관이나 디

지털 방식으로 구현된 경관을 모두 포함한다. 이 때 실제 경관과 가상 경관을 

무엇으로 채택하는가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화 속 장소의 모델이 현실에 존

재하는가의 여부와 관련 있다. 사례로, 뉴질랜드에서 촬 한 ‘헤라클레

스’(Horton, 2003: 84)는 고  그리스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 새만금 간척지에

서 촬 한 ‘마이웨이’(2012)는 2차 세계 전 당시의 소련 수용소를 구현하

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 다.27) 비록 가상 경관일지라도, 화 속 경

관은 화 속에서 현실처럼 기능하는 화 속 장소를 창출해 낸다.

  화 속 경관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화 속 

경관이 항상 진정성 있게 재현되는 것만은 아니다. 화지리학이 항상 실재하

27) ‘마이웨이’의 조근현 미술감독, 송민규 프로듀서 인터뷰 결과 (2011년 10월 8일,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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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리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Schlottmann, 2009: 4, 재인용).” 화 속에

서 재현되는 과정으로 있는 것도 만들어지고 실재적인 것과 비실재적인 것이 

화 속 장소를 만들어 내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화 속 경관이 화의 스토

리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화 속 장소로서 작용한다.

  화 속 경관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들을 지닌다. 첫째, 화 속 경관

은 일정한 형태를 갖는다. El Hardi Jazairy(2009: 358)는 화 속 경관이 등장

인물의 하나로 이미지화되고, 카메라 위치를 표현하며, 때로는 등장인물에 

한 기록이 된다고 하 다. 한편, 내부 경관은 감정 여정과 분위기를 구성하고 

은유적 내러티브를 도입한다. 또한 Lukinbeal(2005)은 화에서 문화정치가 표

현되는 데 있어 화 속 경관의 은유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러한 은유의 사용

을 통하여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와 이데올로기가 경관에 반 되고 이에 따라 

등장인물이나 경관의 특성이 표현 될 수 있다.

  둘째, 화 속 경관은 행위자로서 역할을 한다. Aitken(2006: 329)은 화 속 

경관이 스크린 내부/외부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화 제작자는 경관을 등장

인물의 특징이나 그 인물의 감정을 돋보이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는 

1980년  화의 경관 연구가 경관의 내러티브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보았다. 그 한 예로 사막은 John Ford의 서부 화들에서는 개인주의와 불굴의 

정신을 표방하 고, ‘아라비아 로렌스’(1962)에서는 사막의 모래언덕과 칭

으로 열린 풍경이 주인공의 사랑의 감정을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셋째, 화 속 경관은 특정 지역 화촬 지를 반 한다. Lukinbeal(2012)는 

샌디에이고 사례에서 화 속 경관이 촬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기록의 지도

화를 통해 재현된다고 보았다. 화 속 경관을 창출하는 작업 공간은 (1)스크

립트 (2)예산 제한 (3)접근성 (4)소품 (5)공간형성에 한 사전이해를 필요로 한

다. 이를 통해 샌디에고의 경관들은 화 속에서 각각 특정한 내러티브를 전

달하는 전형적 요소로서 기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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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 속 공간

  화상에 재현된 공간은 선택된 실제 장소가 화 속 장소로 구현된 것으로 

일상에서 화로 전환되어 형성된 결과물이다. 화 속 공간 논의는 지정학, 

문화정치, 세계화, 사실성과 관련 있다. 문화정치 관련 주제들은 경관, 인종, 

문화정체성, 폭력, 성정체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문화적 화를 통해 구

성되기 때문에 연구 과정에서 포지셔낼리티와 해석학적 논의를 요구한다

(Lukinbeal, 2006a: 318). Lukinbeal은 화 속 장소에 재현된 화 속 공간(reel 

space)에 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첫째, 화 속 공간은 역을 내포한다. 화와 제국주의 관계는 화가 식

민주의 역사를 설명하는 서사나 스펙터클과 결합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치선

전 화는 공간적 집중으로 집단 메시지를 전달한다. 서부 화에서 사막은 

자연경관이 아니라 백인 이주민에 의한 아메리카 원주민 토의 지배와 원주

민에 한 폭력의 정당화, 이주민에 의하여 근거한 생존과 정의 실현의 정당

화와 웅화, 낭만화를 각인하는 정치적인 역으로 작용하여 공간을 재현한

다(Orueta & Valdės, 2009). 

  둘째, 화 속 공간은 지정학적 공간을 표현한다. 이는 사람과 장소에 한 

진정성 있는 재현으로, 상호주관적 구성으로, 지배 이데올로기 생산으로, 저항

의 현장으로 다뤄진다. 이러한 연장에서 실재성과 외부의 관계는 여러 지리학

자들의 연구주제28)로 다루어 왔다(Dodds, 2005; Power & Crampt, 2005). 화

에서 나타난 실재 장소는 지정학적인 의미를, 화 속 공간으로 구현된 화 

속 장소는 상징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셋째, 화 속 공간은 국가 간의 경계를 보여준다. 그 한 예로 제임스 본드 

28) 2012 AAG(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Media Geography’ 분과는 다음 주제를 다루
었다. ‘Cinema’, ‘Cultural politics and the News’, ‘Visualising the visceral Ⅰ, Film as 
research output’, ‘Media, Geography, Performance of Identity’ 등에서 화지리학 분야가 관
심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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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물에 한 지정학적 화 분석에서는 본드의 이동 경로를 소설의 화적 

재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 다(Dodds, 2005). 이러한 접근은 분쟁지역이나 

변화되는 공간에 관심을 두고 있다. Lukinbeal(2004)은 ‘실제 장소- 화 속 

장소’라는 이분법적 논의가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보았다. Mains는 국가 정체

성의 사례로 미국과 멕시코 경계 분석을 예로, 미국인이 공간적 정체성을 확

립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타자인 이주자 입장에서 국경이 ‘두려움’과 

‘위협’을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하 다.

  화지리학은 서사구조에 필요한 조건을 다룬다. 배경이 단색인 화는 없

지만 컴퓨터 그래픽 촬 을 하는 화를 촬 할 때에는 단색에서 시작한다. 

이는 화 속 장소가 등장인물의 배경이자 이야기 무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화 관람 여부가 화지리학의 시초가 

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지리학자가 현장에서 얻는 정보를 여러 

횟수에 걸쳐 다양한 지역을 다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험론이 중요한 것과는 

달리 화지리학에서는 연구결과를 해석하느냐에서 화 관람으로 경험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선 화 속 장소는 이미 알고 있는 알려

진 장소적 특성이 서술되기 때문에 실재적인 의미로 화에 표현된 장소를 접

근하게 된다.

  장면에는 촬 지가 화 속 장소로 표현되면서 장소 내부를 플롯에 맞춰 순

서 로 보이게 된다. 또한 등장인물의 속성(성격, 성별, 나이 등)을 설명해주는 

장소는 이미지화된 공간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이는 해당 화가 독창적으

로 만들어낸 장소로 외부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화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그 

화 속 장소는 다시 알려진 장소가 된다. 새로이 만들어진 장소는 관람자가 

등장인물을 보았을 때, 등장인물의 성격을 미루어 예측할 수 있게끔 장소가 

구현되게 되고, 이 장소는 등장인물에 맞는 개인화된 장소로 표현된다. 또한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사로 전달되는 언어 재현 장소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에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을 소재로 한 

화에 적합하게 화 속 장소를 구분하고 이에 한 특징을 찾아 표 2-2의 

용어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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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장소 특징 본 연구에서 용어 쪽수

실제 장소
촬영지의 묘사적 재현

실제 장소 69
실제 사건 지역 재현

장소 내부
위치 표현 영화 속 장소의 위치 82

입지적 조건 영화 속 장소의 입지 84

장소 외부
줄거리 전개

장소 외부를 표현한

영화 속 장소
90

등장인물 속성 묘사 개인화된 장소 93

재현되지 않은 장소
특정 입지 강조

언어 재현 장소 95
장소 의미 강조

표 2-2. 영화 속 장소의 특징

  한 걸음 더 나아가 화 속 장소에 나타난 등장인물을 주체로 보고 등장인

물의 감정이나 행동이 반 된 특정 경관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관점에 따라

서는 화 속 경관이 등장인물에 향을 주는 배경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 

결과 화 속 장소는 인물이 주요하게 등장하는 배경으로 개별단위로 분석가

능 하고, 화 속 경관은 등장인물과의 관계가 함께 해석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기준으로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경관연구에서는 단순히 경관을 보이는 의미체계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

아가 화 속 경관 연구에서는 각 장면에서의 등장인물 특성(상태, 상황 등)을 

전후맥락에서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4장 1절에서는 화 속 장

소는 신에서 등장인물의 빈도수와 줄거리 전개에 주요 핵심이 되는 주요 배경

을 중심으로 분석하 다. 화 속 경관은 장면 분화에서 등장인물과의 관계가 

중점으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4장 2절에서는 화 행위자로서 화 속 경

관과 연속장면 보여주기의 기능을 분류하고, 이러한 연구가 기존의 경관연구

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히기로 한다. 화 속 경관은 경관 자체를 파

악함으로써, 등장인물을 이해하게 해 주는 배경이자 등장인물이 상황에 적응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무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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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화지리학, 화 속 장소, 화 속 경관, 화 속 공간의 연구 

성과를 고려하여 화 속 장소 재현은, 화에 표현되어 나타난 화 속 장소

가 어떻게 분석되는지, 이 때 등장인물인 주체29)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장소 재현에서는 화 속 장소의 선택과 그 특성을 분석

하고, 주체와의 관계로서 화 속 경관을 해석하고자 한다. 사실을 소재로 

화화한 사례에서는 실제 장소가 화 속 장소로 선택되고, 화에 맞게 만들

어진 화 속 장소는 새로이 재현된 결과로 분석 된다. 이 때 등장인물이 

화 속 경관에서 주체와 객체로서 의미를 지닐 때 특정 화 속 경관은 포지션

을 가지며 재현의 차이에 한 분석을 돕는다.

29) 주체는 생각하는 것이며 그것을 규정하는 데 기여하는 몇몇 본질적 속성들을 생각 속에 소유한
다. 또한 구조주의에서 주체는 이데올로기의 산물로 보거나 포스트구조주의에서 권력 관계의 효
과로 받아들인다(앤드류 에드거, 2003: 390). 화 속 장소에서는 제작자가 주체가 되어 등장인물
에게 자의식의 원천으로서 투 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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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포지셔낼리티에 한 연구

  2절에서는 포지셔낼리티 연구의 검토에서 화를 분석하기 위해 포지셔낼리

티의 특성과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한 중요성을 확인하 다. 이는 포지셔

낼리티를 화 연구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

다. 우선 상의 재현에서는 제작자의 고려사항을 파악함으로서 화 속 장소

의 선택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화 속 장소의 재현결과물로 어떠한 제작

자의 자기반 성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하 다. 마지막으로는 화 속 경

관의 인식으로 제한되는 상황적 지식의 추론에서 해석된 결과가 어떠한 제작

자 포지셔낼리티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상의 재현과 포지셔낼리티

  포지셔낼리티는 현실 속의 상을 각자 인식하는 과정에서 왜곡을 초래하는 

개인적 특질(인종, 계급, 이데올로기)을 말한다. 포지셔낼리티는 누가, 어디서, 

언제, 왜 말하고 평가하며 이해하는가를 읽어내려는 인식론적 관점에서 표현

한 것이다. 즉, 지식이 발화된 위치가 지식의 특성 자체를 틀짓기 때문에 지식

은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생산으로서 이해된다(크리

스바커, 2009: 233-234). 다만 이 때 재현은 피할 수가 없기에 포지셔낼리티를 

통한 어떠한 관계를 살펴보려 할 때에도 상의 재현에 해서 고려해야 한

다. 상의 재현은 주체에 따라 발화자, 혹은 연구자로 인해 재현적 실행을 포

함하기 때문이다.

  포지셔낼리티를 사용할 때에는 사회적 포지셔닝을 위해 커뮤니티 밖에서 안

으로 외부자, 내부자에 한 개념(역할, 힘)을 고려해야 한다(Mohammad, 2001: 

101). 예를 들어 연구자가 내부자 인터뷰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 장소에서 내부

자 역할과 자연스러운 포지션을 설정하게 된다(Adriansen, 2009: 63). 한편으로 

연구자는 외부자 포지션에서 연구 설계를 시작한다. 모든 지식은 그 기원에 

따라 상황적이므로 포지셔낼리티는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에 의해 

맡은 다양한 역할로 갈등을 내포할 수 있다(Goldb, 2002: 224). 하지만 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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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자가 문제의식을 찾고 현장에서 내부자로부터 외부자, 외부자로부터 

내부자로서 참여, 관찰, 집필을 함으로써 해소된다.

  나아가 외부자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는 위치지리학(a geography of position)

과 같이 포지션과 정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돼 있고, 문화연구에서

는 ‘차이의 정치’로 소수 집단에 한 관심증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다른 권역으로부터 이주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혹은 여성 연구처럼 ‘경

계’에 관심을 갖는다(Jackson, 1993). 장소에 한 포지션 연구는 차이의 함축

을 받아들이고 차이 발생조건에 초점을 맞춘다. 연구자와 연구 상자 또는 연

구 상 장소 사이에는 권력이나 경관과의 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

인다(Rose, 1997: 311∼312). 한편 이는 불평등한 자원과 힘과 관계된 다양한 

포지셔낼리티들이 혼종되어 다른 형태로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의 재

현이 계급, 사회적 성 집단, 인종 등을 다루고 있음을 역설한다(Anthias, 2001: 

626). 

     2. 자기반 성(reflexivity)

  포지셔낼리티가 외부적 요인으로 변화할 경우에는 그 시기와 상과의 상황 

관계를 파악하여 연구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요소를 찾아 새로운 포지션을 

결정한다. 자기반 성(reflexivity)은 연구과정에서 반 되어 나타나는 연구자, 

연구지역, 연구 상의 특성을 말한다. 포지셔낼리티는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 

들어가는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 권력관계 내에 자기 반 성이 분석 된다

(Moss, 2005: 47). 연구자가 내부자나 외부자로 어떻게 자리하는지가 주요 이슈

로 다뤄진다. 타자의 역할에서 자아를 비추어 연구자 포지셔낼리티가 정립되

어 가면서 연구문제는 심화되고 연구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쿡 외, 

2011: 65). 이 때 연구지역과 연구 상은 외적환경의 구성요소를 찾아 내부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역으로 연구지역의 내부자로서 혹은 연구 상

과의 관계에서 주체일 경우에는 그 내부적 특성이 외부 환경의 필요조건을 파

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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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포지셔낼리티 개념을 민족지학의 특성(인종, 국적, 성) 및 문화에 포함

되기도 한다. 포지셔낼리티는 개인에 한 자기반 적 해석에서 드러난다. 연

구자 입장(stance)-위치(position)-입지(location)는 전체 민족지학적인 과정(데이

터 수집, 이론 구성, 방법론적 이해 등)에 향을 준다(Chiseri-Strater, 1996). 

한편으로 연구자 정체성 분석으로서 포지셔낼리티는 연구자 포지션과 연구

상 과의 거리를 줄여 연구의 객관화를 개선할 수 있다. 나아가 비판적 입장에

서는 원형들의 정체성이 일체화되지 않고 숨겨져 있다는 것에서 시간 전개에 

따른 포지셔낼리티가 변화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Herod, 1999: 324). 

  포지셔낼리티의 개념은 화 속 장소 재현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 이로써 

화 속 장소와 실제 장소를 비교함으로써 재현 결과물에 객관적 해석을 제시

해줄 수 있다. 과거 사실에 한 포지셔낼리티 논쟁은 지배 집단의 주관적 인

식을 파악하고, 이데올로기 차이를 분석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장소를 재현할 지라도 제작자의 자기반 성이 차이나기 때문에 제작지역, 연

구지역, 제작시기, 연구 상, 현재 주안점 등을 파악하여 횡적인 접근을 하고

자 한다. 역사적 사실을 화화 하 을 때, 그 화를 제작했을 때의 시 적 

상황과 화화된 등장인물의 성격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에 맞게 

선택되고 재현된 화 속 장소는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3. 상황적 지식(situated knowledge)

  상황적 지식은 연구를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결과에 한 합의를 얻는 것이

다. 습득된 지식은 상황적이며 특정한 포지셔낼리티를 가진 개인에 의해 생산

된다. 이러한 개개인의 포지셔낼리티의 차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형성되는 상

황적 지식 때문에 무엇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해서 행해지는가, 어떻게 

어디서 그것이 행해지는가, 그것이 어떻게 최종적인 결과물로 전환되는가에 

있어서 개인마다 지 한 차이를 만들어낸다(쿡 외, 2011: 56). 사회적 차이가 

형성되는 상황적 지식의 전개는 본 연구가 제기한 문제가 왜 필요하고, 어떻

게 적용되며, 어떠한 실마리를 제시하는지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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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해(perspective)는 주장에 머무를 수 있는데 반해, 입장(standpoint)은 그것

을 관철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각 사회적 집단은 다른 관점을 가

질 뿐 아니라(Kinefuchi, 2008: 73)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른 지식을 수용하고 확

산시키게 되므로 사회문화 집단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해석

의 간격을 이해하고 좁히기 위해서는 자신의 포지셔낼리티에 의한 각각의 자

기 분석적 노력이 필요하다.

  화 속 장소 재현에서 한 연구에서 상황적 지식은 제작지역에 한 분석

을 필요로 한다. 개인이 사회의 향을 받아 제한되는 상을 제작하 을 경

우에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구현한 화가 해당 지역의 여건을 반

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개개인의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내부적 특성이 가

진 한계는 의견, 입장, 견해, 관점으로 변화하여 화의 결과물을 해석하는데 

향을 끼칠 수 있다.

     4.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제작자의 외부적 특성(나이, 성별, 국적 등)에서 비

롯된 편향성이 내부적 특성(가치관, 신념, 종교 등)과 관계되어 나타난다. 제작

자는 개인적 특질, 사회적 환경, 문화적 배경, 지리적 환경의 향을 받아 개

인의 포지셔낼리티를 갖게 된다. 화의 경우, 포지셔낼리티는 제작자의 생애

와 경험에 따른 주관적인 맥락에 의해 형성된다. 이 때 발현하는 제작자의 관

점은 그가 선택하고 재현한 장소의 타문화를 그만의 고유한 표현방식으로 필

터링하게 된다.

  화에서는 제작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 전달하는 바, 전해지는 내용이 다

각도로 평해지고 분석되어 왔다. 이 때 화는 상 에서 관람으로 그 의미를 

갖고 이러한 매체 경험은 인식에서 비롯된 세계관에 향을 주게 된다. 따라

서 제작의 측면에서 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작점인 제작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작자의 주관성에 한 객관적 접근은 포지셔낼리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 성의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때 포지셔낼리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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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여 나타내는 텍스트의 특성은 결과물로 화를 분석가능하게 한다.

  첫째, 제작자는 제작자의 화 작품 활동, 생애, 제작당시 여건 등의 향을 

받아 자신 만의 포지셔낼리티에 근거하여 특정 장소를 선택한다. 제작자의 개

인적 특질은 상의 재현의 선택요인이 된다. 이로써 포지셔낼리티는 한 장소

에 한 이해와, 나아가 여러 해석의 연관성에 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이

는 재현 상과의 계층적 거리 및 사회적 위치의 차이와도 관련있다(Sundberg, 

2008: 182). 둘째,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사회적 구조에 향을 받아 이데올로

기30)를 표현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제작자의 내부적 특성에 한 자기반

성에서 비롯된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를 이해하게 된다. 셋째, 제작자 포지셔낼

리티는 제작지역의 문화적 배경에 향을 받는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분석은 제작자 개인적인 특성, 제작자 성향, 사회 이념

과 체제의 향 등에 관한 것이다. 재현시기에 주목하게 된 공통점은 같지만 

이를 재현한 결과가 각기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에 차이를 둔다. 따라서 

제작자의 제작당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제작지역과 제작시기에 한 환경을 

파악한다. 그리고 그 접합지점에서 장소 재현의 차이를 분석한다. 그 차이는 

실제 장소가 선택되고 화 속 장소가 화에 표현되며 그 과정에서 해석되는 

화 속 경관에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장소에 한 다른 관점의 화상의 재현을 분석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살펴보았다. 이는 상의 재현에서 제

작자의 고려 상에서 화 속 장소의 선택, 제작자의 자기반 성에서 화 속 

장소의 부호화, 제작지역의 특성이 파악되는 상황적 지식에서의 화 속 경관 

30) 이데올로기는 일련의 신념(자치, 기본원칙)들을 지칭한다(앤드류 에드거, 2004: 309). 이러한 신념
들은 사회적 관계와 역사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속된다. 이데올로기는 인지적 차원에서 미시
적으로 경계, 스케일 관계, 장소 정체성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구성의 하나로서 
이해되는 이데올로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추론해 가며 학파의 경향성을 갖는다(Barnett, 2009: 
366-368). 따라서 제작자 이데올로기는 지리적 인식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데
올로기는 개인이 주체가 되도록 돕고 주체 형성의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들
은 지배적 사상을 구축하고 개인에게 주체를 형성하는데 향을 주어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차
이나는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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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 포지셔낼리티 쪽 영화 장소 메시지 쪽

대상의 재현 사회적 환경 139 영화 속 장소 부호화 166

자기반영성 개인적 특질 144 부호화된 메시지 169

상황적 지식 지리적 환경 150 영화 속 경관 재해석 172

표 2-3.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와 영화 장소 메시지 

해석을 통해 분석된다. 각기 다른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차이는 선택된 장소

를 다르게 재현하고, 같은 장소일지라고 재현 방식을 다르게 표현하여, 화 

속 장소와 화 속 경관에서 각각 다른 장소 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있다(표 

2-3).

  결국 제작자 개인의 시선(카메라를 통한 공간 연출)은 사회적 향을 그 내

용과 표현방식에 의해 조율된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한 편의 화에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 생애에 걸친 변화와 그 결과가 분석되어야 하기에 

그에 해서는 제작여건에 따른 상 성을 충분히 반 한다. 그리고 텍스트로

서 화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 포지셔낼리로서 그 제한된 상황에 

한 이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그 지리적 현상과 사회적 기반

을 고려하 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전달되는 장소 메시지는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장소에 한 부호이다. 메시지는 복수의 의미를 전달하고 다양

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모든 의미가 동등하지 않다. 화 장소 메시지

는 장소 원형에 한 분석과 그에 따른 부호, 지시체계, 신화적 의미에 한 

이해(Rose, 2001: 88-91)를 필요로 한다. 화 장소 메시지는 실재 장소 혹은 

시나리오에 서술된 장소가 지배적인 부호로 나타나고, 화 속 장소로 부호화

되어 전달됨으로써 이에 한 해석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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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연구주제와 가설

  본 연구에서는 지리학 연구의 주요 과제인 장소 재현을 살펴본다. 장소 재

현의 특성은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명확해진다. 이 글에서는 화 속 

장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른 화 속 

장소를 분석하고, 문헌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를 선정한다. 한국전

쟁 화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비록 촬 지가 실제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장소에 한 궁금증을 갖게 한다. 한국전쟁 

화의 서사구조를 살펴보고, 역사적 사례에서 재현 과정이 지니는 의미를 밝

힌다. 이는 화상의 재현을 통해 전달된 지리적 서술이 장소 재현으로서 한 

시 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연구주제 1 : 화 속 장소의 특성

서로 다른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화 속 장소에 어떻게 반 되는가를 밝힌다.

연구주제 2 : 화 속 경관의 특성

서로 다른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화 속 경관의 재현에 어떻게 반 되었는가를 밝

힌다.

  문헌 연구로부터 제시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 화 제작자들의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화 속 장소와 화 속 경관

이 각각 다르게 재현된다.

  연구목적은 각각 4장에서 화 속 장소 분석과 5장에서 제작자 포지셔낼리

티와 화 장소 메시지 분석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 때 화상의 장소 재현에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가 어떠한 향을 주는지, 또한 화에서 화 속 장소

가 자리 잡는데 어떻게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기능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 다. 이 가설은 인천상륙작전 소재 화들을 사례로 각기 다른 

화에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른 화 속 장소 재현 차이를 밝히는데 도

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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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인천상륙작전과 한국전쟁 화

  이 장에서는 인천상륙작전과 한국전쟁 화의 시 적 흐름을 살펴본다. 1절

에서는 인천상륙작전 개시일 상황을 분석한다. 2절에서는 한국전쟁 화에 표

현된 공적 기록과 사적 기억에 이어 장소에 한 기록 및 기억의 특성을 살펴

본다. 3절에서는 한국전쟁 화의 현황(한국, 북한, 미국), 전개과정, 제한점을 

분석한다. 이는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를 해석하여 화 속 장소 재현에 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1절 인천상륙작전

  본 절에서는 주요 분석 상인 두 화의 소재로 다뤄진 인천상륙작전에 

한 개요를 간략히 기술하여 화 속 재현의 비교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한

국전쟁31)은 1)전쟁 발발(1950년 6월 25일)〜낙동강전선 2)인천상륙작전에서 연

합군의 참여(1950년 9월 15일) 3)중공군 참전(1950년 10월 19일) 4)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으로 시기가 나뉜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93일 만에 감행된 

인천상륙작전은 연합군이 북한군에 의해 낙동강 전선까지 려있던 전세를 역

전시킨 계기가 된다.

     1. 한국전쟁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의의 

  1950년 6월 29일 맥아더(MacArthur, Douglas) 장군이 한강변을 시찰하며 미

국이 취해야할 조치를 판단한 후 7월 초부터 작전계획32)을 세우기 시작했다. 

31) 전쟁의 지리에 한 논의는 지리학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 중에서 The geography of peace 
and war 에서는 전쟁의 원인으로서 분쟁지역에 한 연구, 전쟁 억제(deterrence)의 지정학, 프
로파간다 지도학 등과 핵전쟁의 우려와 향, 그리고 또한 평화 구역·운동·교육 등이 광범위한 
주제로 접근되어 있다(Pepper & Jenkins, 1985). 본 논의에서는 한국에 한 이해로서 한국전쟁과 
그 이후 분단에서 겪게 되는 이념적 차이에 한 분석으로 역사적 사건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텍스트로 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맥아더 장군이 참모장 알몬드(Edward M. Almaond) 소장에게 하달한 “서울의 적 병참선 중심부
를 타격하기 위한 상륙작전계획을 고려하고 상륙지점을 연구하라.”는 지시와 더불어 계획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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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 주 맥아더 장군이 인천, 군산, 해주, 진남포, 원산, 주문진 등 해안지역

을 상륙 상지역으로 검토하고 크로마이트(Chromite)라는 이름으로 인천상륙

계획, 군산상륙계획, 주문진상륙계획 등 3개안을 준비했다. 인천항로는 비어수

로(flying fish channel)로서 협소하고 규모 함 가 정박하기 어렵다는 자연

적인 난제가 있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은 인천-서울 간 접근성과 북한군 교

통로 차단의 용이함을 주장했다. 결국 인천에 한 방비가 허술하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상륙작전은 기습에 성공한다(국방군사연구소: 1995, 김홍 : 2009, 마

롤다, 2010).

  상륙돌격의 전례는 2차 세계 전 이탈리아 안찌오(Anzio)에서 살펴 볼 수 있

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은 높은 파도가 일고 이런 자연조건은 해안 공격

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탈리아 상륙작전에서도 수도 로마(Rome)와 가까운 

세 항구 나폴리(Naple), 살레르노(Salerno), 안찌오 중 로마와 가장 근접한 안찌

오가 선택된 것도 인천과 그 환경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즉, 안찌오는 근방에 

작은 섬들이 놓여있고 로마로 가는 길에 산맥을 넘어야하는 등의 난제로 상륙

작전지로 적합하지 않았으나 조수간만의 차, 해안가의 깊은 바다, 로마와의 접

근성으로 채택되었다(Winters, 1998).

  인천은 한국 제2의 항구도시로서, 당시 북한군의 교통 및 커뮤니케이션 센

터로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낙동강전선과 거리로 격전지와는 떨어져있었다. 

상륙작전을 위해서는 낮은 조수와 넓은 갯벌로 높은 조수가 먼저 고려되어야 

했다. 9월 11일 예견된 태풍이 일본을 우회하여 돌아가면서 조류가 유엔군의 

상륙작전에 유리하게 전개되어 인천상륙작전은 무사히 진행되었다(Winters, 전

게서). 이 작전의 성공은 서울탈환과 낙동강 전선의 소진으로 이어져 한국전쟁

의 전세를 바꾸게 된다.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은 1950년 8월 말부터 9월초에 걸쳐서 면 히 인천-서

전된 것으로 맥아더의 작전참모부장 라이트(Edwin K. Wright) 준장이 지휘하는 극동군사령부(Far 
East Command: FECOM) 예하 합동전략기획작전단(JSPOG: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에 의해 7월 3일에 ‘블루하트(Blue heart)'작전으로 입안되었다(조상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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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간 항공기 정찰을 실시하 다. 한편, 인천상륙작전을 숨기고 북한군을 기만

하기 위해 9월 9일 철도망(원산-서울 간 경원선, 양-서울 간 경의선)을 폭격

하 다. 또한 9월 11일 신막비행장, 12일은 평양비행장과 북한 쪽 서해안에도 

폭격을 가하 다(김홍 , 2009: 124).

  인천상륙을 앞둔 9월 12일부터 미국의 폭격이 다시 진행되었다. 이 날은 크

로마이트 작전으로 먼저 동해안 덕과 서해안 군산을 공격했다. 13일에는 월

미도 가까이 군함들이 배치되어 포격을 가했고, 14일에는 총격이 시작되었다.  

15일에 자정 본격적인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된다(Alexander, 1996: 47-51). 이후 

월미도에서는 약 400여명의 북한군이 저항했으나, 연합군이 월미도의 부분

을 점령하 다. 상륙작전 이후 북한군부 에서는 병사들이 이탈하거나 북한군

내 명령 불복종 사태가 빈발하게 되었다(박명림, 2002: 429). 상륙작전의 전개

에 따라 연합군의 인천 진격으로 인한 북한군의 와해는 중국의 참전결정에 

향을 끼친다.

     2. 인천상륙작전 개요

  서해에서 인천으로 접근하는 바닷길은 비어수로와 동수로(Eastern channel) 

두 개로 제한되어 있고 이 두 수로는 팔미도에서 다시 합해진다. 팔미도는 두 

수로와 협소한 염하(Salt river) 끝자락에 위치하여 기뢰에 쉽게 봉쇄 될 수 있

는 곳이다. 해변에 이르면 방파제, 부두, 천연염전, 항구에 치솟은 절벽과 언덕

들-월미언덕(Radio hill), 천문기상 언덕(Observatory hill), 국 사관언덕

(British consulate hill)-이 펼쳐지고 이 언덕들에 오르면 인천지역을 전망 할 

수 있기에 상륙작전에서 이 고지들을 점령하는 것은 중요했다(마롤다, 2010: 

87).

  본격적인 인천상륙작전 첫 단계에는 15일 새벽 월미도 상륙이 이루어졌다. 

팔미도 등 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 연합군 고속항모부 의 함재기들이 들어서

며 공중전과 해상전이 함께 진행되고 월미언덕 정상에 연합군은 성조기를 계

양하며 소월미도를 포함한 월미도를 얻는다. 이 언덕은 참호, 동굴, 포좌로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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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있고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다. 월미도 서쪽 녹색해안 공격 후 썰물로 

갯벌이 드러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월미도 북쪽 적색해안을 통한 월미도-인

천 간 방파제 공격을 준비했다. 이 때 해안의 두 언덕(천문기상  언덕, 국

사관 언덕)과 월미도 남쪽까지 에워싸는 것이 중요했다. 연합군은 해안절벽

에 수류탄을 투하하면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상륙을 시도하 다(Heinl: 1968, 

김홍 , 2009). 녹색해안과 적색해안 확보 후 조류를 이용하여 청색해안을 확

보하고 마침내 인천 남부까지 점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1. 인천상륙로

(출처: Heinl, 1968, 『Victory at high tide』 연구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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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해안이 인천 기차역과 가까워 선점의 상이었다면, 나중에 진격한 청

색해안은 넓은 갯벌과 염전을 위한 제방으로 해안선은 넓지만 공격하기 어려

운 목표 지점이었다. 수륙양용차가 들어설 때도 염전과의 경계지 에 흙더미

가 무너져 진출이 지연되었고, 기다리고 있던 지원세력의 상륙을 원활화하기 

위해 돌출된 방파제로 돌아가기도 하 다(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훗날 

콜린스(Collins, J. Lawron) 장군은 “인천상륙은 ... 한국의 전통적 정치적 수도

를 탈환했다는 심리적 효과를 증 시켰다(Carpenter, 2008: 153)”고 회상했다.

그림 3-2. 상륙 이후 적색해안

(출처: 국가기록원 웹 엔진, 

      전차상륙함 4척이 9월 16일경 적색해안에 보급물자를 하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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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한국전쟁 화의 개념 및 특성

  본 절에서는 한국전쟁 화의 역사를 개관한다. 이는 4장과 5장에서 살펴볼 

화 속 장소와 화 속 경관에 한 분석의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와 화상의 장소 재현에서 파악된 결과를 화 장소 메시지로 

해석하고자 한다.

     1. 한국전쟁 화의 개념

  이미 분단 소재 화가 한국전쟁이전에도 제작되었으며, 전쟁 이후 분단 

화는 한국전쟁 화에 포함된다. 김의수(1999)는 전쟁 화를 상위개념으로, 

분단 화를 그 하위 장르로 다루었다. 이러한 기준은 1945년 분단 이후 제작

된 화의 체제 수호의 분단 화 보다 한국전쟁 이후 분단을 소재로 한 화

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김권호(2006)는 반공 화를 “공산주의 이데올로

기에 한 환멸을 강조하거나 공산주의자에 한 투쟁 의욕을 고취하는 

화”로 정의하며 분단 화의 하위개념으로 보았다. 조준형(2001)은 반공 화

는 1980년  초반 사실상 수명이 다했다고 보고, 그 이후 제작된 전쟁 화를 

분단 화라고 정의하 다.

  따라서 한국 전쟁 화는 한국전쟁 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화를 통칭한다. 광복이후 분단된 상황에서 제작된 화

들은 전쟁으로 겪게 되는 갈등과 문제를 분단이라는 소재로 화화 하 기에 

분단 화에 포함하 다.

  다만 분단 화의 시작은 1945년 체제수립 이행기를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반공 소재를 화화한 반공 화 또한 이 시기부터 제작되었다. 모호하게 반

공 화, 분단 화, 한국전쟁 화가 혼합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재현시

기를 기준으로 한국전쟁을 화화한 사례를 중점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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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전쟁 화의 특성

  마르코 페로는 역사 화 에서 “공동체 및 집단의 역사라 부르는 경우 

누적이 원칙을 신한다”고 주장하 다(마르코페로, 1993: 211). 한 사회의 지

배 집단이 객관적인 양 보이는 자료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면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다(정하제, 2005: 41)는 주장 로 한국전쟁도 한국과 북

한 화에서 각각의 지배집단에 의해서 왜곡되고 이용되어 왔다. 1970년 까

지는 한국전쟁의 경험이 ‘공식 기억’으로서 어떻게 전유되었는가를 표현하

는 문예 화(권명아, 2003; 이길성, 2010)들과 반공 이데올로기가 내재된 반공 

화들이 제작되었다. 한국전쟁을 ‘민중수난사(혹은 여성 수난사)’ 형식으로 

재현하여 중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거나 보상하면서 중의 한국전쟁 경험을 

동일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권명아, 2003, 전게서).

  한국전쟁 화에 포함되는 분단 화는 실험사33)로서 정보 선택의 기준 자

체가 사례로 제시되기도 한다. 실험사에서는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문서들을 

또 다른 문서들과 조했는가를 밝히거나 사료들에 만족하지 않을 때 그 선택 

기준을 명백히 밝혀야 하지만 그 근거가 부족한 편이다(마르코페로, 1993, 전

게서). 따라서 화 제작 당시 상황과 관람시기를 반 하여 파악한다. 예를 들

어 한국과 북한에서 각각 실험사적 관점에서 화를 제작했을 경우, 해당 

화는 제작 시기의 단면을 전해주는 매개체적 성격을 갖게 된다. 

  한국전쟁 화에서 역사적 성격을 갖는 “현상적 측면”을 제거해 버리고 

역사성을 초월하는 불변의 “본질적 측면”만을 강조하면(박명진, 1986: 59) 

한국전쟁 화에는 인간적 고뇌,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그리움이 정제된 한과 

같은 한국적 정서가 주로 표현된다.

33) 보편사에서는 특정 사료가 다른 사료들에 비해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 정부의 고문서보관소 자
료는 개인 문서보다 평가되고, 윈스턴 처칠이 직접 쓴 편지는 익명의 증거보다 큰 중요성을 가
진다. 화 제작 과정에서 정보는 신중하게 선택되고 고증의 엄 한 과정을 거쳐 공식 역사를 
구현한다. 반면 실험사에서는 작품의 완성 순간에 가장 의미 있어 보이는 정보들이 선택되어 역
사(혹은 기억)에서 과거가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지배권을 갖는다(마르코페로, 
1993,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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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화에서 재현된 장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장(戰場)이다. 화 속 전장은 하천, 임야, 산, 바다, 도시 및 촌락 

등이다. 반공 이데올로기를 변하는 ‘용감한 전투와 빛나는 희생, 광스러

운 개선’(서동수, 2010, 전게서)으로 진격과 전장이 확장되며 폐허가 되어가

는 마을이 등장한다. 전장 위치를 알게 해주는 산, 바다, 마을 등의 이름은 이

동경로와 갈등관계를 이해하게 해 준다. 예로 동부전선 고지에 한 ‘고지

전’(2011)은 가상으로 설정한 애록고지에서 정전협정 과정과 휴전 이후 전투

를 재현한다.

  둘째, 수도 서울이다. 한국전쟁 발발 후 삼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수복되

기까지 석 달 정도 북한군 통치를 경험한다. 잔류파 문인들은 부역의 불가피

성과 북한군 통치 하의 체험을 생생히 전달한다(서동수, 2010: 71). 한강 교 

폭파에서부터 수복 전까지 서울은 후퇴와 진격의 상징적인 교두보 역할을 한

다. 또한 피난민에게 서울은 전쟁 이전의 고향에 한 그리움을 상징한다. 

‘태극기 휘날리며’(2004)에서 서울은 두 형제의 전쟁 이전 삶을 회상하는 

매개체로 표현된다.

  셋째, 후방에서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부산과 구이다. 려온 피난민, 군

부 의 입지로 전장의 치열함과 비되는 도시의 활기가 재현된다. ‘내가 마

지막 본 흥남’(1984)에서도 흥남에서 철수한 피난민의 생활이 부산을 배경으

로 펼쳐진다. 또한 인천상륙작전 이전 전선이 치열했던 구이다. ‘태극기 휘

날리며’에서 구는 피난을 가던 두 형제가 군인으로 징용되던 장소이다. 

화 속 경관 구역사는 전쟁 중에도 기차가 활용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넷째, 지리산권역이다. 휴머니즘 반공 화라 명명되는 빨치산 화는 ‘피아

골’(1955), ‘남부군’(1990), ‘태백산맥’(1994) 등으로 그 명맥을 잇고 있

다. ‘피아골’에 해 이강천은 산 속에서 빨치산이 동고동락하며 그들의 이

념이나 주장이 얼마나 현실과 유리되어 있고 비인간적이고 부조리한가를 깨닫

게 된 데 주제를 두었다고 밝힌 바 있다(김권호, 2005: 112, 이강천 인터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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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이강천은 이 화에서 전북경찰국 공보실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김종환

의 시나리오를 화 제작에 반 하 다. 반면 ‘남부군’은 실제 빨치산 활동

을 체험한 이태의 원작을 바탕으로 만들었다(김권호, 2005, 전게서). 이들 화

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해 북으로 이동하는 육로가 막혀 산에 고립된 빨치산

들의 활동을 보여준다.

  다섯째,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실향민이 잃어버린 공간이다. 남북 화시기 

제작된 ‘내가 마지막 본 흥남’(1984), ‘길소뜸’(1985) 등으로부터 남북화해

시기에 제작된 ‘간 큰 가족’(2005), ‘만남의 광장’(2007) 등으로 이어지며 

잃어버린 공간에 한 애착을 드러낸다. 화분위기에서 제작된 그리움의 공간

은 화해분위기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평양을 재현한다거나 소통 공간으로

서의 땅굴을 통해 남북이 연결된 민통선 마을을 설정하여, 분단으로 잃어버렸

던 공간을 보여준다. 이 화들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현재의 행복을 

이끌어낸다. 이는 주체사상의 향을 받아 작위적으로 구현된 ‘월미도’의 

북한지역 고향이 주는 정서와 구별된다.

  여섯째, 인천상륙작전이후 체류했던 북한지역이다. ‘원산공작’(1976)에서

는 원산상륙작전에서 첩보부 가 세균전을 준비하여 원산에 들어가게 된다. 

화에서는 원산으로의 상륙을 단계에 걸쳐 시도한다. ‘태극기 휘날리며’에

서는 평양에서 시가지전을 벌인다. 북한 화 ‘적구 도시에서’(1966)는 중국 

참전으로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기 전 연합군에 포함되었던 시기를 재현하며 

도시에 잔류해 있었던 자유진 을 보여준다.

  한국전쟁 화는 체제수호를 기저에 두고, 지배체제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반 해 왔다. 이는 주제 선택 시에 전쟁을 촬 할 만한 장소를 섭외하고, 허가

를 받고, 화화 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해 가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화

를 제작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편의 화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정부의 협

조의 도움은 물론 제작자의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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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한국전쟁 화의 전개

  본 절에서는 한국전쟁 화의 역사를 검토한다. 한국전쟁 화 시기 구분은 

지명혁과 김권호의 논문을 참고하여 한국전쟁기 화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10년 단위로 나누고, 연구자가 현황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이

다. 이는 관람자가 화 장소 메시지의 향으로 인해 갖게 되는 실재 장소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돕는다.

  한국전쟁 화의 전개에서는 시 의 변화와 함께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같

은 시기를 화화하는데 있어서도 구현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작에 있어서 제작자는 사회의 향을 받기에 다양한 화들의 흐름을 

분석하여 각각의 개별적인 작품을 완성하는데 있어 제작자가 시 의 요구를 

반 한 인과관계를 살펴보게 한다.

     1. 한국의 ‘한국전쟁 화’

       1) 1950년  : 반공 이데올로기의 문화 화

  한국에서 전쟁을 소재로 다룬 화의 발달은 원래 기록, 선전, 계몽 등의 차

원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전쟁 이전에도 우리 군사력을 홍보하고 공산 이데올

로기에 항하여 반공 이데올로기의 우위를 선전하기 위한 화적 시도가 있

었다.34) 이후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접근하려는 본격적인 전쟁 화

가 시작되었다. 서울 수복 작전을 그린 ‘서부전선’(1950), 공보처 제작의 

‘명령만 내리시면’(1950), 폐허가 된 서울과 그 이전의 서울을 조한 기록 

화 ‘아름다웠던 서울’(1950) 등은 문화 화35)이다. 

34) 예를 들어,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배우 윤일봉에 의하면, 한국전쟁 직전 우리 군사력을 과시하
는 안진상 감독의 ‘북위 48°’를 촬 하고 있었으나 전쟁발발로 완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35) ‘문화 화’란 흥행을 목적으로 하는 극 화의 상 적인 개념이다. 이는 ‘nonfiction film’
과 유사하며 화도입 초창기 ‘활동사진’들을 화화한 것이다. 1958년 문교부교시 제53호에 
준거하여 1966년 제2차 개정 화법 제2조에서 “문화 화라 함은 사회, 경제, 문화 등 제분야
에 있어서 교육적, 문화적인 효과 또는 사회풍습을 묘사, 설명하기 위하여 제작한 화를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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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950∼1953년 전쟁 시기에 제작된 화들은 피난 화인들과 종군 

화인들에 의해 촬 되었다.36) 1952년 5월 16일부터 제작된 주간뉴스 화인 

‘리버티뉴스’에서 피난 화인들이 선진적 화제작기술을 체득하여 만들고 

혹은 미공보원과 공보처, 국방부와 각 군에서 제작된 군사기록물이 다수이다

(이하나, 2008: 126). 한편, 종군다큐멘터리 외에 피난 수도 부산에서 촬 된 

‘삼천만의 꽃다발’(1951)과 구에서 개봉된 ‘태양의 거리’(1952) 등도 제

작되었다. 1955년 문교부로 이관되기 전까지는 화 행정 업무가 국방부 소관

이었기에 행정상으로도 군과 화는 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김화, 2003).

  이는 그만큼 강력한 이데올로기 통제가 필요했다는 점과 화라는 매체가 

갖는 이데올로기적 가능성에 해 국가가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또한 보

여준다(김권호, 2006: 87). ‘순수 예술가치’ 부정, 공산주의 부정을 요구하는 

상황은 살육의 참혹함과 적개심이 생생했던 전쟁 직후의 시 정신으로 보인다

(지명혁, 2006). 예로 ‘자유전선’(1955)에서는 자유진 에서 조국을 수호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2) 1960년  : 반공 이데올로기의 전쟁 멜로드라마 화

  한국 화가 전쟁 소재 화를 제작한 데에는 4·19혁명 이후 군사 쿠데타

와 이에 따른 군사정권 출범으로 인한 정치적 필요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

다. 1961년 문교부 교시로 화사가 통폐합되고, 4월 혁명으로 화계의 자체

심의권이 정부에 속하여 검열을 받게 됨과 동시에 1965년부터 종상 화상

에 ‘반공 화’ 부문이 생겼다. 또한 반공 화를 제작한 화사에 해외 

화 수입권한을 주는 유인책이 나왔다(김권호, 2006: 90). 이 시기에는 1950년

에 비하여 오락성이 강화되며 직접체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실적인 묘

사, 고발보다 흥미를 유발시키는 소재가 중시되었다(김학용, 1990)

다.”고 하 다(이하나, 2008).

36) 윤일봉에 의하면 한국전쟁 당시 피난 지역 구에서는 홍성기 감독과 신상옥 감독을 중심으로, 
부산에서는 이규환 감독과 홍일모 감독을 중심으로, 한국전쟁 화가 제작되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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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 이만희 감독의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과 같이 국군의 무용담을 

담은 화에서는 전쟁 상처의 치유과정과 동시에 적개심을 통해 자기 정당성

을 획득하는 기제가 드러난다(지명혁, 2006). ‘싸리골의 신화’(1967)는 내레

이션으로 한국전쟁 당시 어느 두메산골에나 있을 법한 신화가 아닌 진짜 이야

기를 마을의 ‘강노인’을 중심으로 전개해 간다.

  1960년  한국 전쟁 멜로드라마의 다수에서 전쟁미망인이나 상이군인의 아

내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John Belton은 전시에 만들어진 화뿐 아니라 전쟁

을 묘사한 화 역시 전쟁 화라고 보았다(정 권, 2007, 재인용). ‘파도 넘

어 해당화’(1961), ‘굳세어라 금순아’(1962), ‘동 문시장 훈이엄마’(1966), 

‘내 청춘 황혼에 지다’(1966)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인천상륙작전’(1965) 

같은 화는 1960년 의 007시리즈 흥행 향으로 말미암아 첩보물이 반공 

화에 자리 잡힌 것으로 보인다.37) 한편, 남파간첩이나 포로 등이 한국 체제의 

우월성을 깨닫고 참회한다는 줄거리38)의 화들도 등장하 다(김세진, 2006: 

50).

       3) 1970년  : 반공 이데올로기의 국책 화

  1970년  초 한국 유신헌법 제정은 국내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향을 미

친다. 유신 직후 정부는 화계를 장악하고 화를 정치선전에 이용하기 위해 

화법을 개정하 다.39) 당시 한국전쟁 화들은 완성도와 관계없이 플롯이 

극단적으로 단순하 다(지명혁, 2005). 조준형(2001)은 1970년  중반부터 한국

전쟁 화가 호황을 맞이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필요성 때문으로 보았다. 

37) 007시리즈 첫 번째 편 Dr. No가 제작된 1962년 해에 편광우가 각본을 쓴 ‘비 통로를 찾아라’도 제
작이 되었다. 첩보물 제작은 반공체제 분위기에게 자연스럽게 발굴된 소재로 보여진다.

38) 배우 신 균은 인터뷰에서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해 제작된 ‘남과북’(1965)을 예로 들며 북한
군 소좌가 전향하여 남으로 내려오는 내러티브 전개를 소개하 다.

39) 1973년 개정한 4차 화법은 허가제의 채택과 심의 및 검열의 강화, 화진흥공사 설립, 화배
급협회 창립으로 요약된다. 이는 문화공보부의 상  허가를 받을 때와 외화 수입 추천을 받을 
때 납부하는 국산 화진흥기금을 토 로 화진흥정책을 펴려는 세원 문제와도 관련 있다(김세
진,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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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당시 한국 정부는 남북공동성명과 적십자회담 같은 남북관계 화해 분

위기의 급진전 상태에 악 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지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

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화의 편수는 줄지만 제작 

규모에 있어 작이라 할 화들이 나왔다. 특히, 화진흥공사의 적극적 후원

에 힘입어 작의 ‘국책 전쟁 화’들40)이 등장하 다(박지연, 2005).

  한편, ‘70년  체제 이행기의 남북한 비교 화사’(이명자, 2004)에서 주

장했듯이 당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전 시 에 비해 한국전쟁 화는 양

적으로 감소한다. 정중헌(2010)은 1978년 제10회 한국 화평론가협회 심포지

움 ‘작가냐 기능공이냐’에서 현실과 타협하는 화 작가의 단절된 예술성

을 비판하 다. 그리고 한국 화계는 “전주(錢主)와 기능공에 의해 지배되

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제작 주체에게 권력이 집중되어(박종성, 1999) 

화진흥공사에서 자발적으로, 혹은 수입쿼터 확보를 위해서 반(半)자발적으로

(이명자, 전게서) 반공 소재 국책 화가 제작되었다.

       4) 1980년  : 사회적인 문제에 중점을 둔 분단 화

  1980년  만들어진 몇 편의 전쟁 화들은 반공이라는 강요된 주제보다는 

휴머니티 추구를 우선으로 하여 예술적인 차원에서 시도를 시작했다(김학용, 

1990). 1983년 이산가족 찾기의 여파와 화계에 불어 닥친 새로운 경향의 

향으로 오락물 형태의 전쟁 화와 분단 화 성격의 전쟁 화가 동시에 제

작된다. 즉 전쟁 화를 오락거리로만 취급하려는 경향과 전쟁 때문에 한국사

회가 안게 된 결과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화들이 혼재한다. 이는 전쟁 경험

과 기억이 점점 옅어지면서 시간의 간격이 생겼기 때문이다(김권호, 2006). 

  1980년  초반, 분단 화의 하위개념으로 반공 화를 구분하여 “공산주

40) 화진흥공사가 1973년∼1975년 제작한 6편의 화들은 국책 화로. ‘증언’(1973), ‘들국화
는 피었는데’(1973), ‘울지 않으리’(1974), ‘아내들의 행진’(1974), ‘잔류첩자’(1975), ‘태
백산맥’(1975) 등이다(김세진, 2006). 이는 1976년 화 시책에서 정하고 있는 국책 화, 즉, 
“문공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민족사관 정립, 정부 시책 및 반공 화 등 작 우수 화”에 해
당하고 1977년부터 국책 화를 의무적으로 제작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된다(이효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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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데올로기에 한 환멸을 강조하거나 공산주의자들에 한 투쟁 의욕을 

고취하는 화”로 정의하기도 한다(김권호, 2006). 한편, 반공 화가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고 보고, 그 이후에 제작된 전쟁 화를 분단 화라 불러야 한

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조준형, 2001). 즉, ‘남과 북’(1984)에서 전방 최전선에

서 북괴군이 투항하는 내용이 다루어지고, 이후 ‘길소뜸’(1985)에서 이산가

족 상봉문제가 부각되는 등, 분단 화가 두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분단 상황에 해서 화를 도구적으로 파악하여 

접근하게 된다. 1980년  민주화의 물결로, 분단 상황을 성찰하며 화를 사

회운동의 흐름에서 해석하게 된 것이다. 한미협상을 통한 한국 화 개방으로 

1985년 제1차 한미협상 결과가 제6차 화법 개정으로 구체화되며 시장 개방

으로 한국 화사들과 외국 화사들이 경쟁체제에 들어선다(안지혜, 2005: 

273).

       5) 1990년  : 개인을 조명한 분단 화

  1996년 헌법재판소가 당시 공연윤리위원회의 화사전심의에 해서 위헌판

결을 내렸다. 이후 공연윤리위원회는 한국공연예술진흥협희를 거쳐 상물등

급위원회로 개편되었다. 한편 1997년 화법이 개정되면서 화계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거 유신정권에 이용되던 화진흥공사가 

1999년 화진흥위원회로 개편되었다. 그에 따라 화진흥위원회는 한국 화 

부흥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했다(지명혁, 2005). 이후 

화에서 전쟁의 낭만화가 시도된다. 이는 전쟁은 참혹한 것이지만 국가와 국

민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식의 기존 반공 화 내러티브와 비교된다. 심지

어는 전쟁을 단순하게 굉장한 구경거리로 재현하는 경향이 심화된다(김권호, 

2006: 100).

  한편, 전쟁에 한 강박적 죄책감이나 윤리적 의무감에서 벗어나 한국전쟁

이라는 집단적 상처를 개인사로 구체화하는 작품이 등장한다. 흥행에 성공한 

최초의 한국 블록버스터 화 ‘쉬리’(1998)의 경우에도 제 삼국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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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한국의 서울에서 분단현실을 찾으며, 이데올로기 차이보다는 등장인

물 간의 갈등으로 줄거리를 이어간다. 즉, 개인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를 

신하고 상상력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불변의 현실을 재구성해보고자 하는 노

력과 연계되는 것이다(강유정, 2006). 정치적 민주화 과정과 함께 화계에서도 

국가 주도적인 제작 관행에서 탈피하여 민주적 화 제작 및 관리 정책을 요

구하기 시작하고 신인감독들이 거 등장하여 표현의 역을 넓힌다.

  한 예로 김권호(2005)는 ‘전쟁의 기억의 화적 재현’에서 지리산권을 다

룬 화를 예시로 들어 공식 기억과 항 기억이 경합하는 현상을 설명했다. 

‘남부군’(1990), ‘태백산맥’(1994)이 항 기억을 표하는 화들인 것과 

조적으로, 국방홍보원이 제작한 ‘잊혀진 세월’(1996), ‘님의 침묵’(1996)

은 공식 기억을 표하는 화들로 여순 사건과 지리산 지역 공비 토벌 사건

을 미화하고 있다. 특히 ‘잊혀진 세월’은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으로 패

주하던 한 인민의용군이 지리산 지역에서 빨치산 생활을 하다 주민들의 도움

으로 산 생활을 벗어난다는 계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전쟁 화 주제의 이러한 변화는 냉전체제 와해로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차이보다 개인과 사회의 문제에 접근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995년 

화진흥법의 스크린쿼터 축소제로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역

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다. 화는 상문화산업으로의 하나로 시장가치를 가

지게 되고, 스크린축소와 함께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 요소가 탄력적으로 받아

들여진다. 그러자 미국은 1998년 한국의 멀티플렉스 건설에 50만 불을 투자 하

겠다고 밝히며 미국 자본을 투자한 극장에는 스크린쿼터를 부과하지 말아달라

고 요청하 다(김미현, 2003: 22).

       6) 2000년  : 개인적인 문제에 중점을 둔 분단 화

  반공 이데올로기에 한 반발로 민족이라는 개념을 중시하는 시각의 분단 

화들이 일부에서 뉴웨이브로 파악된다. 이데올로기 립이 치열했던 시 를 

지나 민족이란 거 담론을 뛰어넘어 역사 속에 매몰된 개인을 확인하려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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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한국전쟁 영화의 흐름

력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문재철(2002)은 ‘공동경비구역 JSA’(2000)가 특정 

이데올로기를 제압하려는 반공 화나 보편적 인도주의를 통해 민족을 뭉뚱그

려 이야기하려 하는 뉴웨이브 화와 달리, 추상적 차원보다는 구체적이고 개

인적인 차원에서 등장인물 간의 친 감을 확인하려한다고 보았다. 특히, ‘태

극기 휘날리며’(2004)를 기점으로 화계는 이데올로기의 그림자를 벗어나 본

격적으로 개인의 문제를 탐구하기 시작한다(지명혁, 2006).

  또한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가 발전되면서 화계 인

사들의 방북과 함께 직접 교류가 이뤄진다. 과거사에 한 재조명의 기회가 

늘어나 이 시기의 화들은 분단현실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휘파람 

공주’(2002), ‘이중간첩’(2002), ‘남남북녀’(2003), ‘간 큰 가족’(2005), 

‘국경의 남쪽’(2006) 등은 화의 장벽에 한 자조와 전쟁에 한 불감증

을 표현하는 이중적 잣 를 보여준다.

  시 에 따라 변화 해 온 한국전쟁 화는 재현 시기의 격차를 감안하고도, 

제작 시기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을 반 한다. 또한 분단 화로 지평을 넓혀 

보다 많은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각 연 에 추출된 화들은 전쟁의 상

흔에서 시작하여 개인과 그리움에 결과로 전개되어 왔다. 각 사례 화들을 

표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추출 화들은 전쟁발발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화의 흐름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정권, 제작여건, 민심 분위기)를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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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영화 선정 기준

영화 제목 상영연도 줄거리 영화의 흐름

‘자유전선’ 1955
연합군의 합류를 
고향에서 목격

순수 반공 목적 문화

‘인천상륙작전’ 1965
첩보활약으로 
인천상륙작전 성공

전쟁 멜로드라마

‘증언’ 1974
전쟁의 참상으로 
반공 강화

반공 국책영화

‘길소뜸’ 1986 이산가족의 현실 분단영화 성격

‘그 섬에 가고 싶다’ 1993
전쟁으로 인한
이념적 차이

극적상황에서 휴머니즘

‘태극기 휘날리며’ 2004
과거 이념적 방황으로
부터 현재 성찰

개인과 그리움

표 3-1. 주요 영화의 선정 기준

  1950년 에는 전쟁의 결과를 그 로 전달하는 순수 반공 목적 문화 화, 

1960년 에는 소재로서 전쟁을 다루어 전쟁 멜로드라마, 1970년 에는 군사정

권의 체제유지를 위한 반공 국책 화, 1980년 에는 동구권의 약화와 이산가

족 상봉에 따른 분단 화, 전체 편수는 줄어들게 되지만 전쟁의 참상과는 거

리를 두는 1990년 에는 극적상황에서 휴머니즘을 소재로서 접근한다. 민주정

권에 들어서 2000년 에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 가 화를 제작하게 되면서 

전쟁으로 인해 개인이 겪는 경험에 초점을 두어 전쟁이전의 그리움에 한 

화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한국전쟁 화는 재현시기를 중점으로 하여 각각이 

제작된 시기를 반 하게 된다(표 3-1).

     2. 북한과 미국의 ‘한국전쟁 화’

       1) 북한의 한국전쟁 화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화에 한 지 한 관심과 지원으로 1970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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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활발히 제작되기 시작했다. 김정일이 1973년 4월 11일 ‘주체문예이론’

을 화 분야에 접목시킨 화 예술론 은 북한의 화이론과 정책, 제작 

등의 지침서가 되고 있다(윤재근 외, 1991: 146). 1982년 김일성의 70회 생일과 

김정일의 40회 생일을 맞이하여 북한에서는 김일성 부자 우상화 및 숭배와 권

력 세습의 합리화를 위해 혈통미화, 충성심 함양, 노력제고 등을 주제로 화

들이 제작되었다(김동호, 1989: 86). 그 중 ‘조선2.8예술 화촬 소’41)에서 

제작한 ‘월미도’(1982)는 1950년 연합군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에 포진

해 있던 북한군들의 무용담을 묘사하며 월미도를 수호하려는 그들의 충성심을 

보여준다. 1980년 의 북한 화는 지도자 전환과정에서 새로운 웅의 등장

과 함께 공산주의적 인간상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1980년 는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김정일 세습 체제가 본격화되었고 정치적

으로는 1970년  시작된 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시기 다. 이 시기 북한에도 

분단을 소재로 한 화가 등장한다. 한 예로, ‘봄날의 눈석이’(1985)에서는 

분단으로 인해 빚어진 갈등을 형상화한다. 1985년 북한 해방 40돌을 맞아 다

수의 극 화가 제작되는데, 비무장지 를 묘사한 ‘전초선’(1985), 한국전쟁 

휴전 당시 북한의 혁명 전사의 전형을 표현하고자 한 ‘전쟁이 끝날 무

렵’(1985), 낙동강 전선의 날조된 북한군 무용담인 ‘제9련 ’(1986)등이 이에 

속한다(김동호, 1989). 또한 북한 당국이 핵개발 카드를 이용하여 체제위기를 극

복하고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립적인 구도를 이어

간 사례로 ‘제 2전선 제 2부: 명령’(1990), ‘위훈의 길’(1996), ‘그들은 평범

한 전사들이었다’(2005) 등이 있다(김 성, 2009: 121).

       2) 미국의 한국전쟁 화

  미국의 한국전쟁 화는 ‘이것이 한국이다’(This is Korea, 1951)42)를 시작

41) 1970년  이후 혁명 전통, 조국 해방 전쟁(한국전쟁을 지칭), 계급 교양 등을 소재로 다양한 극 
화를 제작해온 전통을 굳히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다. 군사력 강화를 위한 화 제작을 목적

으로 1970년 1월 13일  ‘조선 북한군 2·8 화 촬 소’가 ‘조선2.8예술 화촬 소(북한군 총
정치국소속)’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최척호, 1989: 59-60). 이 촬 소에 있는 ‘월미도' 촬 지를 
“창작단 현지 촬 장”이라 일컬으며 방문일지를 기록해 두고 있다(임재학, 1987b: 7).



- 67 -

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실제 전선에 세트를 지어 할리우드판 한국전쟁 화를 

제작했다(이효인·정종화, 2003). ‘원한의 도곡리 다리’(The Bridges at 

Toko-Ri, 1952)에서는 다리를 파괴하여 반공 체제를 연장하는 상황을 묘사했다. 

‘전송가’(Battle Hymm, 1957)에서는 전란 중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아

리랑이 인도주의적 분위기의 피난지를 보여준다. 이 화를 통하여 한국전쟁

에 한 참상이 그 로 전해지며 미국 내에서 반전여론이 형성되는데 크게 기

여했다.

  냉전시 의 연장으로 이해되는 한국전쟁을 묘사하 기에 한국전쟁에 관한 

화는 1950년  미국의 전쟁 화의 다수를 차지했고, 베트남 전쟁이 발발한 

1960년 에 이르러서야 그 소재가 베트남전쟁으로 변하 다. 미국의 한국전쟁 

소재 화는 2000년  까지도 퇴역군인의 생활에서 과거 회상장면으로 등장한

다. 이는 한국전쟁이 전체주의에서 냉전체제로 전환되는 1950년 시 적 상황

을 설명해주는 요소로 표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방일보에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2010년에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한국전

쟁 화들을 소개한 바 있다. ‘미스터 워키토키’(Mr. Walkie Talkie, 1952)에

서는 전쟁 중에도 코미디로 위안을 주는 내용이 나오고, ‘타깃제로’(Target 

zero, 1955)에서는 2차 세계 전에 참가했던 찰스 브론슨이 역할을 맡아 사실

감 있는 전투에서 승리를 표현하여, 연합군의 진입을 정당화한다. 또한 ‘원 

미닛 투 제로’(One minute to zero, 1952)에서는 북한군을 피난민으로 묘사하

여, 비행기에서 삐라를 뿌리고 피난 행렬을 멈추게 한다. 여기에는 피난민을 

멈추게 하기 위해 비행기 탄약 낙하가 표현되어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함은 물

론 북한군은 방향을 돌려 도주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상세한 묘사는 현

재에도 뿌리내려 있는 북한군에 한 오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 경각심을 일

깨운다.

  한편 한국의 1981년 민주화 물결과 함께 한국, 미국, 일본의 합작으로 미국

42) ‘This is Korea’는 미국의 국방부 승인을 받아 제작된 선전 화로 서부 개척 화 거장인 John 
Ford에 의해 감독된 다큐멘터리이다(국방일보, 2010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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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작된 ‘오! 인천’43)(Inchon, 1982)은 종군기자가 머물던 수도 서울을 

보여준다. 또한, 한강인도교가 폭파되는 과정에서 살아난 여주인공이 부산으로 

가는 장면과 남편 미 해병  핼스워스 소령이 수원공항, 오산, 부산으로 후퇴

하다 작전을 수행하며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하는 장면에서 한국의 여러 지역들

이 묘사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전쟁 화는 장소 재현이 분석될 수 있는 상으로 살

펴 본 것이다. 특히 인천상륙작전 화에 주목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

에서 장소 재현의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로서 사실을 화화 

하게 될 때 나타나는 특성이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분석을 이끌어 내어주었다. 

그 결과는 첫째 주체를 파악하게하고, 둘째 주체가 점유한 시기를 이해하며, 

셋째 화가 제작자에 의해 제작된 시 를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하 다.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수세에 몰린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전선의 위치

가 인천에서부터 서울 가까이로 옮기게 된 결과를 보여준다.

  3장에서는 한국전쟁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전쟁 화의 

특성을 파악하 다. 한국전쟁 화의 시 적 흐름을 파악하여 전쟁의 상흔에

서 최근의 인간애까지 주제의 접근이 다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전쟁을 화화하는데 있어서, 재현 장소에 따라 표현방식이 다르다

는 사실을 검토했다. 4장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하여 상이하게 제작된 

사례 화 두 편을 비교하여,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차이가 장소 재현에 향

을 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화 속 장소와 화 속 경관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43) Robb(2004)은 할리우드 화제작에서 미국방부의 지원을 받은 화 49편을 소개하 다. 그 중에 
‘오! 인천'은 어떠한 정치적 혹은 종교적 시험을 거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다. 역사적으로 정확
히 기록되지도 않았고, 오늘날 남용될 잠재성이 남아있는 작품으로 다루었다. ‘오! 인천’은 통
일교 재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고, 당시 007시리즈로 인기 있었던 Terrence Young 감독이 5년 
동안 제작한 화로, 당시 참전했던 일본, 국 등 국가, 전쟁 기사를 전하는 종군기자들의 활동,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한 고아들 등에 한 묘사가 다루어진다.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던 다양
한 개별주체들의 활동과 이동경로가 잘 묘사되어 있지만, 작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주체를 표현하
는데 모호하게 전개되는 부분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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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화 속 장소와 화 속 경관

  본 장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 두 

화를 사례로 화 속 장소의 재현과 화 속 경관의 재현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두 화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일어난 특정 장소를 각각 다르게 재현

하고 있다.

  4장 1절에서는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의 화 속 장소 선택과 재현

을 분석하 다. 우선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파악하여 각 사례 화에서 중첩

되는 장소를 찾아 화 속 장소가 선택된 위치와 입지44)를 밝혔고, 다음으로

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차이에서 파악되는 화 속 장소의 특성을 분석하고

자 하 다. 이 때 화 속 경관은 재현과정에 한 차이로서 해석된다. 2절에

서는 화 행위자로서 화 속 경관을 파악하여 특정 화 속 경관이 포지션

을 갖게 되는 의미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인물관계를 통해 화 속 경관을 

분석하여 등장인물에 이입된 이데올로기적 재현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는 

장르적 특성이 파악되는 화 속 경관을 찾아 여러 장면에 걸쳐 표현된 비

(非)극 화의 장면들이 각기 다른 함의를 갖고 있음을 분석하 다.

 

  1절 화 속 장소의 재현

  실제 사건이 일어난 실제 장소의 의미를 살려 화 속 장소가 만들어진다. 

실제 장소의 선택과 장소 재현의 사례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두 장소가 전

달하는 의미는 다르다. 또한 동일한 사건을 화로 만들면서 서로 다른 제작

자 포지셔낼리티, 특히 두 화에서는 상륙군과 방어군이 각각 중요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된 화 속 장소들의 비교를 통하여 그 의미를 확인하 다. 

44) 화에 나타난 ‘입지(location)’는 시각적으로 표현된 화 속 장소가 어떠한 ‘입장-포지션-
입지’로서 그 필요조건을 갖는다(Chiseri-Sarater, 1996: 117). 즉, 화 속 입지는 특정 장소가 왜 
나타나야 했는지,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한 복선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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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토 로 인천상륙작전의 시발점과 인천상륙

작전의 핵심지역을 분석하 다. 이러한 3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현시기의 실

제 장소에 한 추론을 하 고, 4장에서는 제작시기의 화 속 장소의 특성까

지를 도출할 수 있었다.

  각 사례 화 제목이 ‘인천상륙작전’과 ‘월미도’로 지역 이름을 포함하

고 있어 그 공간적 스케일 차이 때문에 연구 자료로 부족함이 있다.45) 그러나 

인천진입 첫 번째 단계의 주요 공격 상이었던 만큼 ‘녹색해안에 있는 월미

도’는 인천상륙작전의 시작점이자 작전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장소로 재현 되

었다. 이에 해 각기 다른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서로 다르게 재현된 

사례 화들에서 실제 장소가 화 속 장소로 선택된 결과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인천상륙작전이나 방어의 방향을 알려주는 

시작점 위치의 차이이다. 이 차이는 제작의도를 다르게 하고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화화하는데 있어서도 인천으로 들어가는 상륙군과 잠시 인천에 머물

있었던 방어군으로 관점이 달리 표현하게 된다. 이에 해 본 논문에서는 그 

차이를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로 파악하여 상륙군 관점의 ‘인천상륙작전’과 

방어군 관점의 ‘월미도’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도

록 하 다.

     1.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포지셔낼리티는 일정한 형태를 내포한 의미이다. 의견, 견해와 다르게 관철

되는 특정한 관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는 결과에 따라 한정된 편향성을 보

인다. 텍스트에 한 이해에서 포지셔낼리티는 제작자의 의도, 가치관, 특질이 

반 된 결과이다. 따라서 포지셔낼리티는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성이 발현되

45) ‘인천상륙작전’에서 인천과 ‘월미도’의 월미도는 지리적 역에 차이가 있다. 인천상륙작전
에서 일부 작전지역에 속해있었던 월미도는 첫 번째 상륙 단계에 속하 다. ‘인천상륙작전’에
서는 실제 인천에서의 촬 으로 광역을 표현할 수 있었다면, ‘월미도’에서는 현존하는 인천이 
아닌 세트촬 으로 제한된 화 속 월미도를 나타냈다. 신에 펼쳐지는 공간의 차이는 스케일을 
다르게 표현함으로서 화 속 장소에서의 화면구성, 도, 배열 등에 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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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타난 것으로서 각 포지셔낼리티는 사회적 환경에 따른 시 , 매체, 공간

에 향을 받아 상호 적응해 왔다. 한편으로 장소 재현에 있어서는 특정 장소

에 한정된 점유주체가 표현되어 나타나고 이로서 점유시기가 출현하기에 그 

결과에 한 텍스트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화에서 장소를 이해하는데 있어 텍스트를 분석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제

작자의 장소 인식이 어떻게 화에 표현되었느냐를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작자의 장소 인식에 해서는 제작자 개인이 갖고 있는 성향과 표현방식이 

일관된 관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분석을 

하 다. 여기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분석은 화제작 과정에서 각기 다른 역

할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례 화의 경우 현존한 제작자들을 만나

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상호분석이 용이치 않기에 화제작의 범위

를 광의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화제작이란 감독 한 사람만의 작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작가나 그 밖의 여러 가지 기술적 작업이 종합적으로 통합되는 것이므로, 여

기서 장소 재현에 참여하는 제작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해야 할 문제가 된

다. 감독은 보이는 화면을 그려내고 구성을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장소를 구

체적으로 선택하고 이를 재현한다.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는 소재를 발굴하고 

틀을 짜는데 장소를 그리고 선택하게 된다.46) 작가주의로 일컬어지는 화의 

완결성에 한 접근으로 제작자를 감독에게만 한정지으려는 견해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장소를 인식하여 이미지화하는 제작자에 해 감독과 시나리오 작

가까지를 포함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제작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질, 성향, 가치관 등

이 발현된 관념체계이다. 이 때 제작자가 만들어낸 결과는 제작자의 시각에 

따라 편향되어 나타나고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표현된다. 한 편의 화에는 

46) 일반적으로 화 제작자는 작품을 선별하고 화가 만들어 질 수 있게 제작 여건을 조성하는 사
람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화에서 표현된 장소를 살펴보기 위해 화 기획단계 이후를 고
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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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가 보여주려는 목적과 의도가 나타나게 되고, 이는 소재로서 화를 발

굴하는데 있어 촬 ·편집·상 에 이르는 역을 포함한다. 또한 화는 제

작당시의 시 적 환경에 향을 받기 때문에 화가 제작되던 정권의 시기, 

사회의 분위기, 제작 여건에 해서도 반 하게 된다. 따라서 제작자에 따라 

만들어낸 결과가 다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화에서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밝힘으로서 제작된 시 와 장소를 이해 할 수 있다.47)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하여 제작된 화의 경우에는 한국전쟁 시기 연합군

의 참전으로 낙동강 전선에 머물러있던 전세를 바꾸게 된 과정이 표현되었다. 

그리고 인천이라는 요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동일한 장소 일지라도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다르게 나타났다. 인천상륙작전에는 상륙으로 진입하

는 상륙군과 인천에 머물러 있었던 북한 방어군이 각기 다른 입장으로 부딪히

게 된다. 바다에서 육지로의 상륙군 관점과 육지에서 밖을 바라보는 방어군 

관점이라는 위치의 차이가 실제 인천상륙작전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촬 지를 

선택하고 제작하며 편집하는 결과로 장소를 다르게 표현하 다.48) 이때에 제

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른 실제 사건의 재현에서는 화 속 장소에 차이를 보

여주게 된다.

  사례 화에서 중첩되는 장소 인천을 두고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원거리 

바다에서 접근하면서 광역이 표현되고, ‘월미도’에서는 인천 끝 연육도인 

월미도를 제한하여 묘사한다. 인천상륙작전 화 속 장소의 상 적 위치를 나

47)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서 시 적 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제작시기의 여건을 파악하기위해서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한 편의 화에 표현되고 등장인물에 반 되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시 적 환
경을 분석한 결과는 한반도 정세, 제작배경, 한국 화계의 분위기에서 포지셔낼리티를 찾게 해 
준다. 더욱이 그러한 시 적 환경에서 제작자가 만들어 낸 등장인물은 화 속 장소의 선택을 해
석하게 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48) 한국에서는 인천상륙에 한 탈환을 위한 진입과정을 표현하지만, 북한에서는 ‘인천상륙’ 자
체보다는 인천상륙으로 인한 결과에 초점을 둔다. 즉, 한국에서는 자유진  수호, 수도 복원이라
는 목적을 실현하려 하 고, 북한에서는 그 결과 이북으로의 후퇴 후에 연합군 진입을 받아들이
지 않으려 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노동신문 논평(북한정책자료, 2000)에서는 역사적 사건을 기록
하는데 있어 인천상륙작전의 기념행사를 반 하는 것으로 다른 입장을 주장한바 있다. 이는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같은 용어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해
를 돕기 위해 북한 측의 치되는 월미도 수호에 해 방어 작전이라 부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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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사이트49)는 주요하게 그려내고자 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때 등

장인물로서 주체가 나아가는 방향과 행로가 다른 포지셔닝을 내포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화로 재현하는데 있어서도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

라 차이가 나타나고 주요하게 파악되는 장소가 다르게 표현된다. 

  ‘인천상륙작전’에서 사이트는 이야기 전개의 전환을 알리는 위치가 화면

에서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장소로서 네온으로 알리는 부산거리, 지도로 표현

된 시흥, 상륙을 하게 되는 인천이다. 이와 달리‘월미도’에서 사이트는 제한

된 장소에서 전세가 바뀌는 상황을 알려준다. 해당하는 사이트는 포진지를 조

망할 수 있는 지휘소가 위치한 별장마당, ‘월미도’ 도입을 알려주는 병동, 

참호 성격이 드러나는 교통호와 은폐호, 가 있는 인천이다. 이 사이트로서 

장소들은 화면에 뚜렷하게 성격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시나리오에 전후 파악

되는 포지셔닝으로 목적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각 사이트의 지점은 씬과 

장면에 걸쳐 위치를 알게 해 주는 장소와 그 간격에 경관으로 나타나게 된다.

  화 속 장소는 ‘인천상륙작전’의 상륙군 관점에서 바다에서 육지로의 방

향이, ‘월미도’의 방어군 관점에서 육지에서 바다로의 방향이 각기 상충된

다. 이 때 상륙작전이 전개되던 9월 중반에는 지배주체가 머무르고 있는 위치

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륙군과 방어군이 장소를 활용하는 입지에서도 차이

가 난다. 또한 화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사로 재현된 화 속 장소에까지

도 각 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장소를 각기 다르게 실제 장소를 표현한다. 

49) 사이트(Site)는 화에 표현된 화 속 장소로서 관람자에게 상 적인 위치를 알려준다. 그 위치
는 화로 만들어 질 때 좌표의 단서를 관람자에게 제공하여 화를 공유하고 체화하는 과정에
서 각기 다르게 표출된다. 제작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화 속 장소로서 지향하는 방향에 따
라 등장인물의 상호관계가 분석된다. 예를 들어 ‘광해, 왕이 된 남자’(2012)의 사이트는 광해군
의 역인 하선이가 궁을 떠나는 장소로서 이야기 종결과 함께 결말을 자리매김하게 하는 한강
의 나루터라 할 수 있다. 또한 신 단위는 등장인물의 출현으로 의미화 된 장소이다. 경복궁 안의 
편전은 하선이 잠시나마 상첩을 하면서 왕의 노릇을 하는 공적인 자리로 그리거나 왕이 되고자 
하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허균과 화를 나누는 다분히 사적인 장소로도 표현된다. 이처럼 한 장
소가 다른 의미로 그려지듯이 신에 따라 개별적으로 완결된 화 속 장소를 만들어 낸다. 마지막
으로 장면은 같은 장소일지라도 동일인물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따라 바뀌게 되는 상황이 경
관으로 해석된다. 즉, 왕의 침소 강년전에서 하선은 매일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왕의 권위를 보
여준다. 하선은 자신에게 친숙한 음식 팥죽으로 마음을 전하게 되는데, 강년전에서 팥죽을 나누
며 교태전과 수랏간 등으로 이어지는 화 속 경관을 통해 장면 변화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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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륙군 관점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상륙군 관점에서는 낙동강 전선에서의 전장,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부산, 모의작전이 마무리되는 시흥, 상륙을 성공하는 인

천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인천상륙작전’은 상륙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이원

화된 장소가 나타난다. 첫째는 연합군 측과 북한군 측 작전을 수행하는 집단

에서 개개인의 활동으로 의사가 전달되는 작전지부가 표현된다. 낙동강 이남

에서 연합군 측의 지령이 시작되는 연합군작전지부와 북한군 측 방어 작전이 

이루어지는 실이 비되어 나타난다. 

  두 번째 부산에 위치한 실은 상륙정보를 알아내기 위한 사건이 만들어지

고 집단적인 모의가 북한군작전지부로 보내지는 지점이다. 앞서 다룬 연합군

작전지부는 위계적인 지침이 전달되는데 반해, 실에서는 간첩들 간의 불균

형한 관계로 인해 화가 단절되어 표현된다. 이처럼 화 속 장소를 이원화

하는 것은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 내부에 침투해 있는 공산군을 표하는 장소

와 이를 장악하고 지켜보는 연합군의 장소를 비시키기 위함이다.

  마지막 장소는 간첩단원들의 철수와 함께 양 위가 납치되어 가는 인천이

다. 상륙을 위해 준비해 온 첩보 부 들은 팔미도의 등 점화, 양 위 구출, 

야산으로 진입과 함께 상륙부 들이 들어선다. 인천에서는 바다에서 육지로 

이른 부 , 평지에서 승리를 알리는 깃발부  등이 상륙하며 승전을 보여준다. 

상륙의 사실을 알리는 트럭이 전면으로 나오면서 결말에 이른다.

  낙동강 전선에 위치한 야전병원에서는 전세가 몰려있는 것에 한 돌파구로 

상륙작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린다. 상륙작전과 상륙지점을 알아내려는 작전

은 부산에서 각축을 벌이고, 부산에서 활동하던 간첩들은 전선으로 들어가  

아군에 합류한다. 상륙장소 케이에 한 정보를 가지고 시흥에 간첩들이 들어

서자, 이들의 소재지를 파악한 상륙부 가 시흥을 통해 간첩에게 잡혀 들어가 

있었던 양 위를 구출하게 되며 화 이야기는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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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인천상륙작전’ 영화 속 장소

  이처럼‘인천상륙작전’에서는 상륙을 준비하는 부산과 상륙지 인천이 주로 

표현된다.50) 인천의 넓은 범위에서 최초 상륙지점으로 등  점화 장소인 팔미

도와 북한군지부가 있었던 시흥이 선택된다. 첩보부 는 팔미도에 다다르고, 

상륙부 는 인천으로 진입한다. 그 이후 상륙 시작을 개시하기 위해 첩보부

가 배를 타고 팔미도에 들어가 등 를 점화 하고, 인천상륙작전은 시작된다. 

또한 상륙부 가 인천에 들어서는 비행기와 헬리콥터로 속도를 표현하는 하

늘, 상륙 방향을 보여주는 바다, 연합군이 절벽이나 언덕을 오르는 육지 등의 

자연이 실제적 의미를 재현한다.

50) ‘인천상륙작전’ 작가 편광우의 필명은 편거 이다. 충남의 당진에서 태어났고, 동향 화인 
복혜순, 김진규의 도움으로 화계에 입문하 다. 시나리오 작가로 출발해 화감독으로서 스
물 네 편의 작품을 쓰고, 열 네 편의 화를 연출하 다. 그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통신학교 교
관이었다. 이 점이 부산에 한 시나리오 집필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2012년 4월 7일, 심
층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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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긍하 감독51)의 ‘인천상륙작전’(1965)에서는 1950년 9월 상황을 재현한

다. 이와 관련하여, 연합군사령부 장면에는 맥아더 장군이 등장하고 북한군사

령부 장면에는 한 소련 장교가 나온다. 또한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연합군 진 의 경 령과 양 위가 등장한다. 이들은 화에서 재

현한 인천상륙작전의 주역52)으로서 주요 등장인물이다. 한편, 인천상륙작전 기

을 빼내기 위해 다방과 댄스홀을 아지트로 삼아서 활동하는 북한 간첩단과 

인천, 그 주변 전장을 이동하는 연합군 군사들은 등장인물들로서 나타난다.

  화제작의 배경에는 전후 분단시기를 거치며 반공 이데올로기가 보다 공고

해진 제작 시기의 시 상과 관련이 깊다. 즉, 화에서는 남파간첩의 활발한 

활동이나 분단 이후에도 배치되어 있는 군사들의 모습이 표현되었다. 이는 제

작 당시의 베트남 전쟁과 한일협정과 같은 역사의 굴레와 맞물려 반공전선이 

강화되던 시 상이 반 되었음을 보여준다.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의 야전병

원 부 와 태권도 교관단을 베트남전쟁에 파견한 직후(1964년 9월 22일) 1965년 

2월 1일 개봉하 다.53) 같은 해 개봉된 한국전쟁 화들로는 휴전 후 처음으로 

비무장지 에서 촬 한 반(半) 기록 화54) ‘비무장지 ’와 북한군 미화가 문

제시 되어 반공법 위반으로 적발된 ‘7인의 여포로’ 등이 있다(표 4-5).

  1965년 정부는 한일회담과 베트남파병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반공전선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남북관계에서 화해나 협력보다 명확한 결구도를 선택

했다(임 태, 1998: 371). 냉전체제의 연속에서 1964년 미국 화 ‘No man's 

Land’에서는 한국전쟁 중 미군과 한국 여인이 만나 사랑에 빠진다는 극적 

소재로 미국과의 교류는 평화적이었음을 암시하 었다(Lentz, 2000: 258). 그 

51) 조긍하 감독의 ‘과부’(1960)로 화계에 들어선 배우 신 균은 조긍하 감독이 거작 ‘인천상
륙작전'을 만들면서 고심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에 당시 전쟁 화들은 특수촬 을 할 
수 없었던 실정이라 실탄을 쏘며 목숨을 걸고 촬 에 임했다고 한다.

52) ‘인천상륙작전’의 제작에 참여한 편광우는 이 화 등장인물들 한 명 한 명이 자랑스러운 역
사를 재현하고 조국의 의미를 각인시킨다는 의미에서 모두 화의 주역들이라고 말한다.

53) 편광우에 의하면 당시 화제작은 선촬 후편집으로 콘티에 맞춰 화를 촬 한 후 편집하 다.

54) 반기록 화는 실제 비무장지 에서 촬 되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다큐멘터리적 속성
이 있음을 보여준다.



- 77 -

날짜 한국의 정치적 상황 날짜 북한의 정치적 상황

6월 22일

7월 2일

한일협정 조인

베트남 전투병 파병 의결

2월 11일

2월 25일

소련 수상 코시긴 북한 방문

한일 회담 반대 성명 발표

표 4-2. 1965년 연표

개봉일 영화 제목 개봉일 영화 제목

1월 1일

2월 2일

6월 2일

6월 17일

6월 18일

  미상

‘남과 북’

‘인천상륙작전’

‘나는 죽기 싫다’

‘순교자’

‘산천도 울었다’

‘7인의 여포로’

7월 1일

7월 9일

9월 22일

10월 20일

10월 22일

12월 9일

12월 9일

‘특전대’

‘용사는 살아있다’

‘피어린 구월산’

‘성난 독수리’

‘적진 삼백리’

‘비무장지대’

‘북에 고한다’

표 4-1. 1965년 개봉 한국전쟁 영화

시기에 제작된 한국, 미국, 북한의 화에서 시 적 환경을 살펴 볼 수 있다.

 (출처: 한국 상자료원 웹 엔진 검색)

  또한, 1965년 2월 소련의 코시킨 수상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군사동맹 유

지와 사회주의 진 의 공동방위 의무를 확인한다. 1964년 흐루시초프 사임 이

후 코시긴수상이 취임하여 소련에는 새로운 지도체제가 출범하 고, 1965년 

11월 시작된 중국 문화 혁명으로 인해 중소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었다(유

병용, 1999: 235-236). 당시 국방력 경쟁과 긴장감 고조가 한반도에도 향을 

주었다(정태수, 2007: 170)(표 4-6).

 (출처: 김인걸 외, 1998: 531)

  ‘인천상륙작전’ 제작자는 사실을 재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선택하

여 구성하게 된다. 이 때 등장인물 또한 전반적인 화 성격에 맞춰 만들어진

다. 제작자가 화를 구현하는데 있어 등장인물은 화 한 편의 구성원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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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제작자 개인이 재현시기에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고, 제작시기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등장인물들의 집단을 표현한 

것이다.

       2) 방어군 관점

  상륙사실을 알게 된 후 3일의 방어 시간이 제한되어 장소에 표현된다. 이때 

월미도를 중심으로 인천, 시흥에 이르기 까지 방어선을 확보한다. 월미도는 연

합군 상륙에 한 방어 작전을 준비하던 곳으로, 당시 1950년 9월초 북한은 

서해안지구 방어사령부를 설치하여 해안경계를 강화했다.55) ‘월미도’에서는 

주변 바다, 해안, 월미도 내부의 포진지, 교통호, 은폐호, 산기슭 등이 표적

으로 등장한다. 방어군 관점에서는 인천과 월미도를 분리시키고 월미도를 심

층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미장센으로 반복된 재현을 나타내었다.

  ‘월미도’에서는 북한군진 에서 방어 작전을 수행하는 집단 활동이 전달

된다. 월미도에는 낮의 지휘소와 포진지, 밤의 은폐호가 표현된 것이다. 또한 

중 장이 머무는 지휘소, 옥의 무전실, 취사원의 취사장, 미군포로가 잡혀있

는 은폐호의 지하감옥 개별주체에 따라 공간이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게

다가 인천에는 작전지부와 야전병원이 있다.  작전지부는 필요한 물

품을 전달해 주고 월미도를 방어막으로 설정하는 상위기관이다.

55) 월미도는 인천과 약 870m의 제방을 통하여 연결된 해발 105m의 작은 섬으로서,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지로 여겨졌다. 따라서 북한군은 월미도 지하 깊숙이 호를 구
축하고 공화기 2문과 중장비 20여 종 등을 동원하여 유엔군 진입에 비하고 있었다(김홍 , 
2009: 124-126). 

   이 때 방파제의 길이는 녹색해안에서 진입하는 면과 만의 안쪽의 길이가 달라 각 자료마다 다르
게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어 리트먼이 제시한 1200m, 김홍 이 제시한 약 900m, 조선녀성
에서 제시한 600m 등으로 자료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인천지도(그림 3-1)에서 월미도 방파제 길이를 환산해 보니 그 값은 약 870m로 측정되었다. 
각 값의 차이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녹색해안선을 기준으로 900m에서 적색해안까지 연장선이 환
산된 1200m, 길이가 좁아진 항구 내부에서 방파제 길이 600m가 저술된 지역에 따라 다르게 표현
된 것으로 추정된다.



- 79 -

그림 4-2. ‘월미도’ 영화 속 장소

  또한 ‘월미도’에서는 해안진입의 단계를 염두에 둔다. 방어군 관점에서는 

녹색해안이 월미도 방어지점이고, 적색해안은 미리 들어가 있었던 상륙부 들

이 봉쇄해 놓은 인천으로 가는 길이다. 청색해안은 인천에 배치된 , 야전

병원, 시흥의 6중 가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상륙작전이 개시되기 전부터 상

륙작전이 시작되는 15일까지 3일 동안 월미도 주변은 이미 닫혀있었다. 인천

에서 방파제를 따라 월미도로 들어오는 길은 이미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

고, 인천은 전선 뒤 후방 부 가 배치되어 있는 장소로 활용된다.

  리진우 극작의 ‘월미도’에서 중 장은 그의 활동 반경을 따라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의 모습과 과거 북한군의 활동 공간을 재현한다. 은폐호, 교통호 

등이 화 속 경관으로 등장하며 인천상륙작전 당시 실제 장소의 모습을 이해

하게 한다. 여주인공인 무전수 옥 역시 재현시기를 나타낸다. 연합군 상륙작

전에 한 방어 작전의 일환으로, 옥이 외부와 연락을 취하는 장면은 화 

속 경관으로 한국전쟁 당시 무전실을 재현한 공간이 나온다.

  한편, 장은 화 중반부 지휘소 장면에서 등장인물의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중 장에게 “우리에게 조국이란 무엇이겠소? 조국이란 바로 우리의 장

군님이시오.”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한목

숨 바친다는 것이 무엇이겠소. 장군님을 위하여 한목숨 바친다는 말이 아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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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는 자체 논리의 연장선 속에서 격앙된 표현을 한다.56) 그런데 조국이 

바로 김일성이라는 식의 교조주의적 사상과 맹목적인 표현은 한국전쟁 당시보

다는 김일성의 70번째 생일을 맞이한 1982년 화 제작 연 의 시 상에 보다 

더 부합된다.

  북한 사회에서 김일성을 조국과 일체화시키는 정도의 우상화는 한국전쟁 당

시에는 아직 고착되지 않았었다.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이데올로기

적 분단이 이후, 북한은 1950년  중반부터 김일성 우상화를 시작하 다. 이후 

1961년 조선 노동당 제 4차 회에서 김일성 일인 우상화가 공식화된다. 1966

년 제 2차당 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체계로 선언하고, 1967년 

수령체 사회주의 체제를 확립한다. 1970년 제 5차당 회에서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당의 교조로 확립한다. 1980년 제 6차당 회에서는 김일성 주체사상

만이 유일한 당의 이념이라고 선포한다. 이로서 ‘월미도’가 제작된 1982년

에는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하여’57)를 발간하며 권력세습을 공고히 한다.

  ‘월미도’58)는 북한권력에 한 정당성을 선전하는 이데올로기의 산실인 

‘조선2.8예술 화촬 소’에서 1982년에 제작되었다. 같은 해에 제작된 북한 

화로는 ‘전선길’, ‘종군기자의 수기’ 등으로 안보 이데올로기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 화는 내부적 변화와 외부적 변화를 다스리는 

매체이고 주체사상을 확립하는 원천이다. 이는 1980년  김정일59)이 제안한 

‘숨은 웅 찾기 운동’과 연관되어 북한 화 창작의 다양성을 촉진하게 되

는데(정태수, 2002: 157, 159), ‘월미도’ 또한 한국전쟁의 숨겨진 전사(戰士)

를 웅화한 것이다.

56) ‘월미도’에서 조국은 장군님이 찾은 ‘조국’이라 한정하고 있다.

57) 1982년 3월 31일 김일성의 70주년 생일을 기념하여 열린 전국 ‘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이다. 

58)  청년문학(2009) 에서는 ‘월미도’ 작가는 시 의 지향과 인민 중의 요구에 올바른 해답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종자를 찾아내어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결합된 진실로 사실주의
적이며 혁명적인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는 김정일의 교시를 받아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59) 김정일은 화가 가진 전시성의 이용가치를 깨닫고 선전, 선동의 효과에 주목하 다. 이는 1973
년 주체사상과 주체문예이론을 반 한 김정일의 화 예술론 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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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국에서는 1982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통령 국정연설로 

발표하고 ‘남북한 기본 관계에서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 측에 

제의했었다(김인걸 외, 1998: 496-497). 1982년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을 시작

으로 금기 던 반미구호가 내걸린다. 당시에는 학생운동세력을 중심으로 제국

주의 반 와 반공 및 안보 이데올로기에 한 문제제기에 이르렀다(김인걸 외, 

1998: 411). 이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기념을 준비하는 것에 한 한국 정부의 

민감한 반응에 해 반정부 학생운동세력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표 4-3).60)

  

날짜 남한 날짜 북한

1월 22일 

3월 18일

‘민족화합 민족통일 방안’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1월 26일

9월 15일

‘민족화합 민족통일방안’ 거부 

김일성 주석 중국 공식 방문

표 4-3. 1982년 연표

(출처: 김인걸 외, 1998: 531)

  ‘월미도’ 제작자는 방어군 관점에서 선택하여 보여줄 수 있는 인물형들을 

구현한 것이다. 월미도에는 무선수와 중 장과 같이 재현을 통해 당시 상황전

개를 이해를 돕는 등장인물들이 등장한다. 제작자는 월미도에 모여 지켜야하

는 집단에 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 인물전형을 선택하고 표현한 것이다. 

     2. 화 속 장소의 선택

  화 속 장소의 선택은 화에 표현된 실제 장소를 살펴보는 것이다. 사례 

화는 역사적 사건을 화화하 기에, 화 속 장소의 선택에서 밝혀진 이유

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재현시기가 중요한 

것은 인천상륙작전이 한국전쟁에서 전환점이었던 주요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60) 한편 북한 화 ‘전초선’(1985)에서는 비무장지 에 관광을 온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며 북한
병사들이 화하는 장면이 있다. 한 북한 병사는 학생운동이라는 내부적 불안을 돌리기 위해 휴
전선인근까지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역으로 북한에서는 북한의 체제 안정을 위
해 한국의 불안요소를 찾아 이를 문제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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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르게 차용되어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로써, 화에서 표현된 장

소는 재현 시기가 갖는 의미에서 현재의 장소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게 하는 

기준이 된다.

  도입에서는 사실성을 구현하고자 제시되는 실제 장소가 각각 화에서 다르

게 구성되어 있었다. 상륙군 관점에서는 상륙작전이 낙동강에 몰려있었던 전

세를 바꾼 사건으로 상륙결과에 중점을 두어 화화하 다. 이에 반해 방어군 

관점에서는 재현시기를 주목하여 인천에 점유주체가 바뀌는 시점에 해 인천

상륙을 방어했던 소재를 화화 하 다.

  결국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화화하는데 있어서 전쟁결과를 기록하는데 

차이가 있었다. 1950년 9월 15일이라는 동일한 시기의 장소를 화화하는데 

있어서, 두 편의 화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지리적 스케일의 차이를 

보인다. 

       1) 화 속 장소의 도입 위치

  각 화에서 시작은 도입 위치가 다르다. ‘인천상륙작전’은 낙동강 전선

에서 하천 다리 위로 거슬러 내려오는 병사들로 시작된다. 반면 전쟁의 치열

한 접전지역인 낙동강과 거리가 있는‘월미도’는 전쟁의 포화가 거기까지 미

치리라 예측하지 못했다. 단지 화 속 월미도는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보초

를 서는 병사들로 시작한다. 상륙관점에서는 상륙작전 개시원인을 밝히는 것

이고, 방어군 관점에서는 서해안의 경계를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1) 상륙군 관점의 낙동강 전선

  ‘인천상륙작전’에서는 낙동강 전선이 수세에 몰려있었다. 낙동강 전선에

서 북한군의 동태를 정찰부 가 지켜본다. 심야 야산에 잠입하는 한국군의 모

습이 잠깐 등장한다(신 5-8). 그리고 나서 연합군작전지부에서 고뇌하는 경

령의 모습이 비춰지고 다시 심야 잠입(신 9-10)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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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보아 경 령의 지시로 잠입이 있었음을 암시해준다. 이어 총격전이 일어

나 전투가 개시되었음을 알린다(신 11-13). 급기야 암전으로 전투의 종국에 이

르게 된다(신 14). 무덤을 배경으로 전사자들에게 애도하는 장면이 나온다(신 

15-17). 화에서 표현된 전장지는 낙동강 전선에서도 강이 흐르고, 전투가 지

연 상태에 있었던 산지역으로 추론된다(그림부록 1).61) 

  낙동강 전선은 치열한 접전지점으로 전면전이 이루어졌었다. 전선은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파죽지세로 낙동강 남동쪽으로 몰리고 있었

다. ‘인천상륙작전’에서 전장에 투입되는 고정간첩 미혜와 양 위가 만나는 

장소로 전선 가까이의 야전병원이 나온다. 그리고 연합군작전지부의 경 령을 

보여주고 낙동강 전선이 주시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인천상륙작전’에서 

낙동강 전선은 북한군 부  동태가 파악되고, 임시정부 부산과 공간적 격차 

사이에서 소강된 낙동강 전장, 야산의 야전병원, 부산의 연합군 작전지부로 도

입을 이끌어낸다.

         (2) 방어군 관점의 인천

  ‘월미도’에서 전반부에 낙동강 전선이 언급된다. 월미도에 머물러 있던 

부 원 중의 한 명인 취사원이 휘발유를 얻어 쓰려고 하며 웅백을 깨우며 말

을 건다. 이 때 웅백은 “기동명령이 내리면 어떻게 하겠소?”라 말하자 취사

원은 “흥, 기동명령은 무슨 기동명령! 전선은 저 락동강에 있네.”라고 답

한다. 그들의 화에서 알 수 있듯이 월미도에 모인 부 원들은 전쟁이 낙동

강 전선에만 치중되어 있어 월미도 상황을 낙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화 속 월미도에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인천상륙 개시를 고의적으로 

극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그 세세한 설명에서 휘발유가 부족하다는 것, 병원에 

61) 한국전쟁에서 낙동강 전선은 연합군이 합류하기 이전 전쟁의 시기를 알려준다. 본 연구에서는 
하천이 흐르는 전투지역을 염두에 두고 산지역을 재현한 것으로 추론하 다(그림부록 1). 화 
속 장소에서 실제 장소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 내러티브 전개가 있는 부산과의 접근성을 살펴보
기 위해서이다. 화에는 단지 하천과 다리만이 나왔지만, 그 다리로 건너 온 고정간첩으로 인해 
한국과 북한이 서로 감시체계가 겹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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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병사에게 휘발유 부탁을 한다는 것, 문화부중 장이 자리에 없다는 것 

등에서 상륙이전 화 속 월미도가 처한 상황을 암시해 준다. 이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첫 번째, 낙동강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월미도는 인천 외곽으로 방

어지점에 속해있지 않았다. 오히려 반 로 두 번째는 월미도가 인천 에서 

후퇴를 염두에 둔 경계지역이었음을 고려하게 한다. 그로 하여금 월미도가 

화 속 장소로 개연성을 가질 수 있었고 장소의 내부적 특성을 갖추게 된다. 

  인천에 위치한 월미도는 연합군의 첫 상륙지이었던 만큼 그 참상이 참혹하

다.62)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이 인천에서 약 삼개월간 주둔했다는 역사적인 

사실로 인해 월미도라는 동일한 장소에 해 한국과 북한 양측의 입장이 사뭇 

다르다.63) 이로 인해 월미도는 화 속 장소로 구현되는데 주 배경이 되었다. 

상륙작전은 월미도 뿐 아니라 넓은 해안에 걸쳐 전범위에 걸쳐 이루어 졌었

다. 화‘월미도’에서는 지원부  6중 가 시흥에 주둔하고 있었기에 연합

군이 청색해안으로 진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었다.64)

       2) 화 속 장소의 입지 표현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되던 시점에 상륙을 위해 들어가는 길목에는 팔미도가 

있었다. 당시에는 인천항에 이르는 수로가 협소하여 규모 함정이 진입하기

62) 월미도는 “달의 꼬리”라는 이름을 가진 섬으로 인천반도의 서쪽 끝에 위치한다. 월미도 제방
은 인천항을 북쪽과 서쪽에서 둘러싸며 방파제 역할을 한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월미도는 무수한 
북한군 참호들로 요새화되어, 제3  소속 400여 명이 방어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1950년 9월 
초 동해안과 서해안에 연합군 양동작전이 전개되자 북한군은 해안경계를 강화하기위해 서해안지
구 방어사령부를 설치하고 방어선을 구축했다.

63) 현재 인천에는 인천상륙작전 기념비들이 위치해 있다. 이 중에서 월미도는 녹색해안으로 북서쪽 
항구의 역할을 보여준다. 월미도는 적색해안의 방파제를 통해 구도심과 연결되어 있다. 청색해안
은 넓은 갯벌로 인해 선박을 멀리 정박시켜야 하고 그 범위 또한 넓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있
는 거 한 조각상은 녹색해안 진입을 마친 연합군이 적색해안의 방파제를 넘는 순간을 구현한 
기념물이 있다(그림부록 4). 하지만 북한에서는 ‘월미도’ 화에서와 같이 전원이 사라질 수밖
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상륙작전의 시일을 늦추면서까지 수호했던 보루로 방파제가 표현되었다.

64) 한국전쟁발발 이후 남진하던 북한군은 1950년 7월 3일 시흥에 들어선다. 인천상륙작전 공격 범
위에 시흥군 해안도 청색해안으로 포함되어 있었는데(박동찬, 2007), 한국전쟁 당시 시흥은 인천
부 지역이었기 때문이다(이명규, 200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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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가능했고, 북한군이 수로에다가 기뢰마저 부설하여 많은 피해가 예상되

었었다.65) 게다가 인천해안의 조차는 10미터 내외로 간조 시 해안에는 2∼5km

의 광 한 갯벌지 가 형성되어 상륙주정 및 상륙함 해안접안이 곤란하 다

(엄섭일, 1995: 397). 더욱이 인천으로의 진입이 어려웠던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어두운 밤을 틈타 형 군함과 상륙함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팔

미도 등 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림 4-3. 팔미도와 팔미도 등대

  팔미도는 동수도와 서수도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서 배의 입도를 도

와준다. 이 팔미도 등 는 우리나라 최초의 등 로 인천 일원의 다른 섬과 달리 

인천 방향을 조망하게 해 준다. 그래서 첩보부 (KLO: Korea Liasion Office)는 

인천상륙작전사전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팔미도 등 가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65) 인천 진입수로인 비어수로는 폭이 1.8∼2km이고 수심이 10∼18m 정도여서. 만조 시가 아니면 
형 함선의 기동이 불가능하 다. 또한 인천항까지 접근하는데 성공한다 할지라도 항구 전면에

는 월미도가 버티고 있어 월미도 점령이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에서 중요하 다(온창일 외, 
2010). 월미도는 인천 근처 녹색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적색해안과는 약 2km, 청색해안과는 약 
5km 떨어져 있다(김홍 , 2009: 96, 98,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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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번호 영화 속 장소 신 내용

157 팔미도 멀리서 바다 위 팔미도

158 인천 전장 바다 위 배 첩보부대

159 팔미도 배가 섬에 도착 후 절벽을 오름

160 팔미도 등대 등대 안에 들어섬

161 인천 전장 바다 위 군함 레이더

162 팔미도 등대 등대 점화

표 4-4. ‘인천상륙작전’ 팔미도 신 분석

사실을 알아내었다. 연합군 사령부는 9월 14일 자정에 등 의 불을 점화하라

고 기동부  지휘부에 지시하 었다(리트먼, 2006: 90). 진입신호인 등 의 점

화에 맞춰 전함들이 뭍으로 들어서게 했었던 만큼 팔미도는 작전의 성공을 가

름하는 큰 잣 었고, 작전의 주요경로임을 알게 해준다.

         (1) 상륙군 관점의 팔미도

  ‘인천상륙작전’에서 팔미도의 신을 자세히 살펴보면, 팔미도는 내부와 외

부를 보여준다. 시흥 전장에서 외부 환경으로 바다 위 팔미도가 나타나고(신 

157), 바다 위 함선이 나타난다(신 158). 이후 내부 팔미도에 등장인물이 들어

서고(신 159), 팔미도 등  안에 점화를 준비하는 개별 주체들이 활동을 한다

(신 160). 다시 외부 환경에서 바다 위 군함과 팔미도와 교신하고 있음을 표현

하고(신 161), 내부 환경 팔미도 등  안에서 해당주체가 등 를 점화한다(신 

162). 화 속 장소 팔미도를 구성하는데 내부 환경 팔미도 등 , 팔미도 절벽

이 나오고, 외부 환경으로 바다 첩보부  진입과 군함이 등장인물의 이동과 

교류를 분석가능하게 한다.

  또한 팔미도 신에서는 팔미도가 주 배경이 된다. 팔미도라는 화 속 장소

는 각기 다른 관점이 팔미도 등  점화라는 특성을 부각시킨다. 여기서는 바

다에서 팔미도에 들어가며 첩보부 가 표현되고, 팔미도 등  안에서 무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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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영화 속 장소 내용

198 은폐호 민국이 들어옴

199 은폐호 민국이 죽은 취사원의 안부를 물음

200 바위기슭 죽은 이들 이름이 적힌 비석을 바라봄

표 4-5. ‘월미도’ 팔미도 신 분석 

호를 기다린다. 그리고 사령부, 군함으로의 상륙개시를 알리는 전달에 따라 팔

미도 특성이 나타난다. 실제 인천상륙작전에서는 팔미도에 미군장교와 함께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화 ‘인천상륙작전’에서는 한국군인만이 표

현 되었다. 외부 연합군사령부에서 팔미도로 이어지는 작전에서는 위계적인 

메시지 전달로서 팔미도 입지의 중요성을 표현 해 준다.

         (2) 방어군 관점의 팔미도

  팔미도는 두 수로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요지로서 인천해역에서 주요 지점

이자 월미도와는 떨어져 있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상륙 방향에서 수로의 

놓인 길이지만, ‘월미도’에서는 육지에서 들어오는 경로로 각기 다르다. 

‘월미도’에서는 은폐호로 복귀하려는 민국이 방파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팔

미도를 돌아들어 오게 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한다. 어려운 시점에서 길을 찾아 

돌아왔다는 그의 에피소드는 마지막 전투가 목전임을 알려준다. 즉, “쪽배를 

타고 팔미도 쪽으로 나가서 놈들의 경계를 뚫고 겨우 빠져 나왔습니다”라는 

그의 사에서 팔미도를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신 198-199).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실제 인천상륙작전에서 등 가 비어있었다는 사실에서

과 달리 ‘오! 인천’에서처럼 북한군의 방어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 일 

수도 있다.

  ‘월미도’(1982)가 제작된 시기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교체시기에 공산 

이데올로기 강화가 이루어졌었다. 화에서는 ‘숨은 웅 찾기’에 따라 잊

혀져 가는 과거의 사례를 찾아 이를 의미화하고 웅으로 기록함으로서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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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을 확고히 하려는 과정이 수반되고 있었다. ‘월미도’ 또한 그 연장에서 

모두 죽으면서까지 조국애로 상륙을 늦추었다는 관점으로 화를 표현하 다. 

북한에서 팔미도에 한 의미를 보면, 마지막 부 원이 월미도로 돌아온 직후 

살아남은 부 원들은 함께 모여 망자들을 회상하며 전의를 다진다(신 200). 결

국 ‘월미도’의 팔미도는 화에만 표현 될 뿐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다. 

팔미도 신에서는 망자들의 이름이 적힌 비석 앞에서 다음 날을 준비하고, 이

로서 마지막 단계 상륙을 앞에 두며 나머지 부 원들을 웅화 하게 된다.

그림 4-4. 인천상륙작전에서 인천해역도

             (출처: 김홍영, 2009: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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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4에서 화살표는 인천상륙작전의 작전경로이다. 녹색해안을 시작으로 

적색해안과 청색해안으로 접안이 단계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는 ‘인천상륙작

전’에서 구현한 진입 경로를 보여준다. 물론 팔미도를 돌아왔다는 것은‘월

미도’에서도 이미 들어와 있던 연합군의 청색해안으로의 출격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그에 비해 늦게 작전이 수행되었던 인천에서부터 월미도 동남쪽으

로 들어왔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월미도’의 팔미도는 

심야에 등장하고, 다음에 이어 화 속 월미도에 아침을 맞이하게 한다. 이러

한 시각적 격차는 당시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이후를 설명 해 주는 것으로 

연합군이 지나간 행로까지도 방어하려는 의지를 표현 한 것이다. 

     3. 화 속 장소의 특성

  화 속 장소의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화 속 장소는 장

소 외부를 표현한다. 익히 알려진 상징적 의미로서 장소가 아니라 새로이 만

들어 의미를 부여한 장소이다. 이러한 점은 장소에 내재된 특성에서 나아가 

화적으로 설정된 상황이 서술적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그 

결과 화 속 장소에서는 포지셔낼리티로서 장소에 편향되어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화에서 입지된 장소는 등장인물의 상 적 위치를 

파악하게 만들어진 것은 물론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현

됨으로서 얻게 되는 차이점이 분석가능하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상륙작

전을 준비하는 연합군작전지부가 부산에 위치하고, ‘월미도’에서는 방어를 

위한 포진지가 월미도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다.

  둘째, 등장인물의 속성을 알려주는 공간으로 개인화된 장소라는 점이다. 이 

장소는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 특성을 보여준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전쟁 시기에 부 와 떨어져 있는 연합군 측 양 위 집이 독립된 공간이자 북

한군 측 감시를 받는 장소로 외부시선이 표현된다. ‘월미도’에서는 취사장

에 취사원의 공간으로 구성원에 맞게 역할이 부여되어 개별의 에피소드를 만

들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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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화 속 장소는 사 전달만으로도 재현되어 의미를 갖는다. 이때에는 

시각적으로 표현되지 않았기에 언어 재현 장소66)는 사의 전후맥락에서 화 

속 장소의 입지를 파악하게 한다. 이 때 ‘내부자-외부자’ 관계가 화에 표

현되는데 이는 탈환이냐, 수호이냐의 입장에서 상 적 위치가 알려주는 방향

이 나타나 내부자를 구분하게 한다. 

  상륙군 관점에서는 ‘상륙장소 케이’가 성공에 중요한 단서로서 작용하여 

상륙작전의 내부자가 인천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여준다. 방어군 관점에서는 

월미도 방어선의 수호를 통해 내부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로 하여금 ‘평

양’을 방어하는 길을 상기시킨다. 화 속 장소는 실제 장소에 한 제작자

의 각기 다른 포지셔낼리티와 그에 의해 생성되어 어디를 나타내는지를 알려

주는 화 장소 메시지의 향을 받아, 관람자가 상상하는 장소의 이미지가 

접합하는 지점에 자리 잡는다.

       1) 장소 외부를 표현한 화 속 장소

  장소 외부를 표현한 화 속 장소는 화 시나리오에 맞게 구현된 장소이

다. 즉, 동일한 장소에 한 배경을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화에서 만들어낸 

장소는 다르다. 이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제작방향이 잘 드러나도록 

주요 장소를 선택하여 표현하 기 때문이다.

  상륙군 관점에서는 피난지 부산에서 작전을 지시하는 연합군 작전지부가 주

요하게 표현되지만, 방어군 관점에서는 인천 끝 월미도에서 서울로의 방어를 

구축하기 위한 포진지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것은 등장인물 성격을 그려내

는 데에도 향을 끼쳐 상륙군 관점에서는 공산세력 간첩단의 움직임을 주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방어군 관점에서는 지휘소와 연결된 방어진으로 독

립된 연락체계를 보여주려 한다.

66) 언어 재현 장소는 화면에 시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 전달만으로도 익히 알려진 실재 
장소를 불러 내재적 의미를 전달한다. 즉, 언어 재현 장소는 당시 시 상황을 파악가능하게 하는 
장소들로 구성되고, 사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찾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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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륙군 관점의 부산 연합군작전지부

  상륙군 관점에서 상륙을 보여주기 위해, 앞서 화로 표현한 장소는 낙동강 

전선 이남의 부산에 위치한 연합군작전지부이다. 경 령은 내부 간첩이 부산

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모의(謀議) 작전을 지시한다. 상륙작전을 비 리에 성

공시키기 위해 경 령은 양 위에게 잘못된 문서를 북측에 전하도록 상륙계획 

을 하달한다. 연합군작전지부는 간첩집단의 근거지인 실과 비교되게 장면으

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되어 있다. 결국 연합군작전지부 신에서는 경 령을 중

심으로 작전이 만들어진다. 

신 내용
36 경대령이 대원들에게 미혜의 사진을 보여준다.

37 경대령이 양대위를 작전을 지시한다.

57 경대령이 미혜의 사진을 들고 그 존재에 대해 고민한다.

58 경대령이 양대위에게 허위 기밀문서를 전달한다.

91 양대위가 경대령에게 미혜가 허위 기밀문서를 훔쳐갔음을 보고한다.

112 경대령이 연락병에게 작전 케이를 지시한다.

114 경대령이 책상 앞에 앉아 회신을 기다리며 작전을 구상한다.

120 경대령이 대원들을 불러 상부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읽고 작전을 지시한다.

148 경대령이 대원들에게 양대위가 적진으로 진입한 이후의 이동경로를 지시한다.

표 4-6. ‘인천상륙작전’ 연합군작전지부 신 분석

  ‘인천상륙작전’에서 보여주는 경 령이 머무는 장소 연합군작전지부는 경

령에게 초점이 맞춰져있다. 연합군작전지부 신(신 114, 120)은 북한군작전지

부 신(신 117, 121)과 교차 편집되어 치 상황을 보여준다. 경 령 사무실은 

책상이 왼쪽 뒤편에 놓여 있고, 그 앞에는 회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들이 놓여있다. 내부에는 책상과 회의 테이블 측면에 지도들이 벽에 걸려있다. 

그 중에서도 인천지도는 주요 정보로 경 령 책상 뒤편 커텐에 가려져 있다. 

경 령은 이미 들어와 있는 남파간첩들의 동태를 주시하며 양 위에게 허위정

보를 누설하도록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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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어군 관점의 월미도 포진지

  상륙에 한 방어를 준비하는 포진지는 지하토굴형태로 바다를 향하고 있

다. 포진지는 월미도 내에 4개의 진지로 나눠져 있고 지휘소의 지시 아래 운

된다. 모래로 뒤덮인 언덕 아래 통나무로 견고하게 만들어진 문의 형태를 

지나가 들어설 수 있다. 포진지는 통신병들을 통해 연결되어 있고 포좌가 바

다를 향해 창을 열어 둔다. 이러한 포진지는 바다에서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게 창이 있고, 이를 통해 개별주체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반 로 

포진지에서 밖으로 바다를 볼 수 있게 표현되어 있다.

  포진지 신에서는 월미도 섬을 둘러싼 포진지로 요새화되고 중  지휘부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중  지휘소는 시나리오 상 별장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화면에서 외벽이 부분적으로 통나무로 틀이 잡혀있다는 점을 미루어 기

존의 시설을 활용하 음을 보여준다.67) 지휘소는 화의 전개에서 다음의 위

치를 갖는다. 중  지휘소는 화 속 장소에 등장인물이 이동함으로써 전환되

는 시점에도 나타난다.

  바위기슭에 들어온 제임스는 통역병 석준에게 발각되면서(신 137) 월미도에 

들어온 새로운 등장인물을 알린다. 지휘소에서는 부 원들이 미군 제임스를 

심문함으로써 월미도에 모인 등장인물들의 역할이 부각된다(신 138). 다음으로 

화면에 지휘소를 배경으로 “9월 14일” 글자만이 나타남(신 139)으로써 14일

의 행위 변화를 예측하게 한다. 이때에는 이러한 시간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

으로 바다를 표현하여(신 140) 월미도의 외부환경을 환기시킨다.

67) 화문학 ‘월미도’에서는 중 장이 있는 지휘소가 별장에 위치 해 있다. 이는 월미도 체류기
간동안 월미도의 시설을 점거하여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반 부르주아 성격이 반 되었
음을 보여준다. 화문학 ‘월미도’ 첫 면에 지휘소 책상에 기 어 정면을 바라보는 중 장이 
사진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건물을 활용한 근거로서 배경이 나타나고 중 장이 바라보는 현실을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월미도의 내부적 특성이 나타난 지휘소
와 마찬가지로 한편에서 포진지는 월미도에 있었던 참호를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화 화
면에 나타난 포진지는 토굴의 형태 안에 틀이 잡혀있어 준비된 진 이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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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번호 영화 속 장소 신 내용

137 바위기슭 통역병 석준이 제임스 주시

138 지휘소 부대원들이 제임스를 심문

139 지휘소 화면에 글자 “9월 14일”

140 바다 파도 소리

표 4-7. ‘월미도’ 지휘소 신 분석

       2) 개인화된 화 속 장소

  개인화된 화 속 장소는 등장인물의 속성을 잘 나타낸다. 이는 등장인물의 

나이, 성별, 직업, 성격 등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상륙군 관점에서는 적과 치되어 있는 양 위 집, 방어군 관점에서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히 하는 취사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1) 상륙군 관점의 양 위 집

  양 위 집은 전란의 도시에서 피난처이기도 하고, 남녀 주인공의 갈등이 시

작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미혜는 실에서 남자간첩 1에게 지령을 받아 양

위 집에 들어가게 된다. 이 집에 미혜가 등장하여 양 위에게 도움을 요청하

면서 화 속 장소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개인화된다는 것은 개별적인 

에피소드가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두 주인공의 긴장관계가 이 둘을 담 넘

어 주시하는 남자간첩 1, 2로 양 위 집의 외부에서 관찰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위는 미혜의 첩보 행위를 연합군작전지부에 보고하

기 위해 고의로 이 둘을 방조함으로써 두 주인공 사이의 친 함을 유지한다.

  화 중반부에 등장하는 양 위 집은 허위 상륙장소 케이에 한 정보를 전

달하는 구심점이 된다. 이 양 위 집 장면은 큰 미닫이문을 뒤로 배경으로 하

고 화면 안으로 미혜가 황급히 들어오며 시작한다. 1실로 되어 있는 방에 왼

편에는 홈 바 형태의 소형테이블이 놓여있고, 오른 편에는 양 위 책상이 놓

여있다. 이 책상에 기 로 보이는 허위문서를 열쇠로 닫고 넣어둔다. 잠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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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문을 열고 나가 있을 때 미혜는 문서를 들고 집을 나선다. 결국 양

위 집에서는 양 집단에서 나온 개개인이 만나 상륙 작전과 방어 작전을 벌인

다. 양 위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장소에서 벌어지는 

행각은 주체에 따라 각기 다르다. 

         (2) 방어군 관점의 취사장

  ‘월미도’는 취사원이 요리를 위한 휘발유를 얻기 위해 보급을 담당하는 

웅백에게 말을 건네는 것으로 화가 시작한다(신 9). 화는 전투가 벌어지던 

상황에서도 고기잡이를 하던 취사원이 포화에 휩쓸리는 장면(신 83)에 이어 

취사장을 다시 보여준다(신 90, 92, 94). 고요한 취사장은 치열한 전투와 벌어

지는 포진지와 비교된다. 이처럼 비되어 연출되는 극적 분위기 외에도 취사

장은 전투 중에도 고기잡이를 하는 등 취사원이 소임을 다하는 모습을 강조해 

준다. 취사원의 주요 역할은 먹거리를 구하고 요리를 해서 원들이 일상생활

을 유지하도록 돕는 일이다. 

  한편 그는 여주인공인 옥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인물로서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 취사원의 등장과 퇴장은 내러티브 전개와 별개로 서술자와 인물

이 동일시된다. ‘월미도’에서는 민중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긍정 전형으

로 등장인물들을 제시하 다.68) 취사원이 등장하는 장면은 개별적인 에피소드

(신 8, 37, 43, 45)로서 직접적인 화법으로 전달되기에, 그는 화자이자 서술자

의 역할을 한다. 결국 개인화된 장소인 취사장에서의 역할이입은 조연으로서

도 서술자가 화자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68)‘월미도’에서는 등장인물들이 긍정전형을 표한다. 부분의 북한 화에는 긍정전형과 부정정
형의 립에서 긍정전형이 승리하는 구도로 설정되어 있다. ‘월미도’의 웅화된 무명용사들이 
긍정전형에 속하는 반면 미군, 반당분자, 지주, 자본가 등이 부정전형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김
정일 위원장의 지시로 긍정전형을 통한 감화를 추구하는 내용이 강화되었다(홍승원, 2011: 
357-358). 즉, 오류를 범하는 부정전형들이 긍정전형의 인물의 감화를 통해 뉘우치고 오류를 시정
하는 전개가 주요 테마이다. ‘월미도’에서는 미군 포로인 제임스가 9월 15일 포진지에서 마지
막 전투를 지켜보며 월미도 부 원들 전원이 소진되어 사라지는 과정에서 감화를 받아 부정전형
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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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언어 재현 장소

  언어 재현 장소는 사로만 전달되거나 시나리오에 있는 고유한 장소이다. 

이는 사에서 구현되어 의미가 전달 될 때에 함축된 언어가 파생되면서 화 

속 장소를 담아낸 것이다. 즉, 언어 재현 장소는 시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언어로 구현됨으로써 등장인물의 행동에 향을 준다. 여기에서 포지셔낼리티

가 각기 다른 관점으로 작용한다. 상륙군 관점에서는 상륙장소 케이가 상륙과

정을 나타내는데 있어 주요한 주제로 표현되고, 방어군 관점에서는 최종 수호

지를 알리는 평양으로 각기 다른 행로를 나타낸다. ‘인천상륙작전’에서 반

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장소인 상륙장소 케이는 사, 전신, 문서 등과 같은 

다양한 정보형태로 전달된다. 반면 ‘월미도’에서 평양은 조국애로 포장되어 

있어, 그 길목에 위치한 월미도를 지켜야 하는 것을 사로 전한다.

         (1) 상륙군 관점의 상륙장소 케이

  ‘인천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의 상륙장소 케이는 연합군과 북한군의 화 

속 장소가 구분되는 지점이다. 연합군 측이 상륙지점을 은폐하는 과정과 북한

군 측이 이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양측 등장인물들에게 각각의 다른 역할을 부

여한다. 상륙장소 케이는 인천상륙작전이 감행하기 이전에 연합군에게는 상륙

계획의 목표지이자 북한군에게는 알아내어야할 예상지점이다. 북한군작전지부

는 미혜의 첩보활동으로 인해 알아낸 허위 정보를 믿고 상륙 예상 장소인 케

이를 인천이 아닌 다른 장소로 오인하게 된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거짓 

정보가 담긴 전신 메시지가 북한군 사령부에 전달되어 작전의 승패를 결정짓

게 한다.

  그런데 낙동강 전선의 야전병원에서는 경 령과 양 위가 연합군 상륙작전

계획에 해 나누는 화 신에서 등장했던 장소로 상륙장소 케이를 추론할 수 

있다. 사에 나타난 장소는 원산, 덕, 군산, 인천이다. 이 장소들은 화에

서 연합군 상륙지점 후보지라는 의미를 갖는다. 원산, 덕은 동해안 상륙으

로, 군산, 인천은 서해안 상륙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69) 이때 원산은 휴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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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 지역으로 북진하는 경로에 놓여 있어 서울 수복 이후 지나는 통로이다. 

양동·양공 작전을 수반한 인천상륙작전은 덕상륙 및 군산상륙 시도 등으로 

상륙 지점을 교란하 기에, 화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인천을 제외한 장소

가 북한군에게 정확한 상륙장소인 케이를 은폐하기 위해 나타난다.

신 장소 장면

3 야전병원 상륙작전에 대한 경대령과 양대위의 대화를 미혜가 듣는다.

58 연합군작전지부 경대령이 양대위에게 허위 문서를 준다.

112 연합군작전지부 경대령이 양대위를 추적하라고 지시한다.

113 북한군 자동차 북한 간첩단이 미혜가 가져온 허위 문서를 읽는다.

117 북한군작전지부 연합군 상륙작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전신으로 상부에 보고된다.

표 4-8. 영화 속 장소 ‘상륙장소 케이’

  결국, 상륙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항구를 정하는데 있어 케이는 출발점이다. 

이때 화 속 장소로 재현되면서 공간이 갖는 장소적 특성은 일부 사라지고 

동질화된 공간적 특성을 보이게 된다. 즉, 사로 전달된 여러 예상지점에서 

상륙작전이 진행되는 케이는 알파벳 첫음절이 같은 ‘군산’임은 물론 확장된 

역으로 ‘코리아’까지를 언급할 수 있다. 상륙장소 케이는 작전을 준비하

는데 있어, 신중하게 고려되었던 사항으로 각본에서 ‘군산’을 뜻했다. 또한 

확장된 의미 ‘코리아’는 자유진 의 상륙작전 성공을 위해서 예상지점들이 

포함된 공간적 특성을 표현하여 서해안, 넓게는 동해안까지 확 된 상륙을 의

미로 ‘코리아’를 추론할 수 있게 한다.

69) 화 각본에는 연합군이 군산을 상륙지점으로 계획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화에 나오는 
상륙지점에 해서는 크로마이트 작전 교신으로 재현하여 화적 언어로 전달된다. 화적 언어
로 원산, 덕, 군산 등지에서 이루어진 상륙작전은 크로마이트 작전에서 구상된 방향인 인천 방
향과 별개로 동해안지역도 염두에 둔 양공작전을 포함한다. 원래 케이는 합동참모본부가 권유한 
군산상륙계획을 뜻한다(리트먼, 2006: 81). 인천상륙작전보안유지를 위한 양동작전으로 9월 12일 
한국, 미국, 국 혼성부 가 군산에서 양동작전을 감행했고, 9월 14일∼15일 양일간에 걸쳐 동해
안 삼척일 에 맹렬한 폭격을 가했다(김홍 , 2009: 45).



- 97 -

신 영화 속 장소 내용

112 연합군작전지부 경대령이 상륙계획 케이를 지시

113 자동차 남자간첩 1, 2, 3과 양대위, 미혜 이동

114 연합군작전지부 고민하는 경대령

115 자동차 남자간첩 1이 무전을 보냄

116 북한 교신실 전달받은 무전내용 보고하려 나감

표 4-9. ‘인천상륙작전’ 무전 신 분석

그림 4-5. 언어 재현 장소 '상륙장소 케이'

  상륙장소 케이가 전신으로 전달되는 과정이다. 연합군작전지부에서 경 령

은 허위정보를 가지고 움직이는 간첩단 일행을 쫓아 상륙장소가 잘못 알려지

도록 지시한다(신 112). 북쪽으로 이동하는 자동차에서 남자간첩 1은 상부에 

상륙장소 케이를 잘못 알리게 되어 연합군이 가고자 하는 상륙지를 숨기게 된

다(신 113, 115). 자동차에서 발신된 무전 내용은 북한 교신실에서 보고되어 

소련 장군에게 알려진다(신 116). 연합군작전지부라는 연합군 측과, 북한 교신

실을 통해 알려지는 북한군 사령부 측은 각 집단 내 개별주체 움직임과 관련

되어 있다. 이는 이후 ‘내부자-외부자’70)로서 구별되어 해석된다(표 4-9).

70) 화에서 ‘내부자-외부자’는 줄거리 전개에서 파악된다. 포지셔낼리티 논의에서 연구자 정체
성의 논의에서처럼 변화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의 성격에 맞게 고정된 것이다. 
더욱이 단순하게라도 적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전개에서는 인천상륙을 하려는 집단과 이
를 막으려는 집단이 나뉘게 되고 이것이 그 차이를 만들어 내게 된다. ‘인천상륙작전’과 ‘월
미도’는 수도탈환을 위한 상륙과 평양수호를 위한 방어가 립되어 나타나고, 각 화에서 ‘내
부자-외부자’가 전환되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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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인천상륙작전’에서 영화상 장소 재현의 ‘내부자-외부자’

  상륙장소 케이를 중심으로 한 ‘인천상륙작전’의 화 속 장소는 연합군 

상륙작전과 북한군 방어 작전 사이에 힘의 관계를 반 하고 있다. 즉, 상륙작

전을 준비하는 연합군 측 등장인물들과 이를 비하는 북한군 측 등장인물들

이 립 관계를 나타낸다. 양측 작전의 내부자로서는 은폐 작전을 공모하는 

경 령과 그 직속부하들, 그리고 첩보 작전을 꾸미는 남자간첩 1, 2, 3은 부산

과 인천에 등장한다. 한편, 양 위와 미혜는 이들 작전의 외부자로서 화 속 

장소 연결점인 댄스홀에서 모습을 보인다. 두 사람이 만나는 부산의 댄스홀은 

1층으로 지하 실로 연결되어 상륙작전의 ‘내부자-외부자’의 경계를 보여준

다(그림 4-6).

         (2) 방어군 관점의 평양

  ‘월미도’에서 평양은 조국을 알리는 장소이다. 조국은 또한 김일성으로 

편제되어 있다. “우리 위에는 사랑하는 부모형제가 있으며 김일성 장군님께

서 계시는 평양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라는 사를 전달한다. 월미도를 방

어 하는데 있어서 평양수호와 함께 주체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월미도

를 사수하려는 의지는 조국에 한 헌신과 계급 해방에 한 감사가 함께 상

호작용한 것으로 표현된다. 북한 화 제작자는 북한 체제를 수호하는 긍정 

전형의 인간을 그리기 위해 정치 사업을 앞세우고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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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영화 속 장소 내용

17 별장마당 식당 취사원과 웅백 대화

18 로천식당 중대장이 대원들에게 연설

19 포진지 호위 포진지 굴설 지시

표 4-10. ‘월미도’ 평양 신 분석

하도록 강요된다(최척호, 1989: 29∼34). ‘월미도’에 나타난 과거로의 회귀는 

체제 유지의 의지를 고양하는 개별주체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한다.

  폐쇄된 섬으로 설정된 화 속 장소인 월미도는 내부 중심성에 따라 개별주

체의 특성을 구분 짓는다. 상륙개시를 목전에 둔 개별주체들이 3일 동안 계속

적으로 섬으로 들어오면서 등장인물들의 내부화가 심화되어 간다. 즉, 무전수

는 월미도로 와서 상륙의 전모를 부 원들에게 알리는가 하면, 제임스는 염탐

을 하러 인천 외부로부터 섬에 들어오게 된다. 이들 각 개별주체들은 조국수

호의 보루로서 중요도를 높여 줄 뿐 아니라 물리적 거리가 있는 평양에 한 

무언의 충성심을 자아낸다. 결국 평양은 월미도 외부에 위치한 언어 재현 장

소로 비가시적으로 재현되어 있으나, 간접적으로는 월미도를 요새화하는데 기

여한다고 보여진다.

  별장마당 식당에서 취사원과 웅백이 휘발유에 한 화를 나눈다. 별장마

당이라고 화문학에 남아있는 것은 식당이 기존의 월미도 시설을 활용한 것

과 야외 로천식당으로 나뉘어져있음을 말해준다. 로천식당에서 태운은 월미도

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하며 평양으로 가는 길 월미도를 사수하자고 계도한

다. 그리고 포병들을 바라보며 “저 락동강 전선에 있는 우리 동지들은 포위 

속에 들 것이며 사랑하는 부모형제가 사는 고향마을은 또 다시 무서운 참화에 

들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월미도가 무너지면 퇴각이 될 것이고 그 

이후 낙동강 전선, 넓게는 북한지역까지 물러설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월미도’에서는 평양으로 가는 길,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방어벽으로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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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를 표현한다. 따라서 화 상 장소 재현에서는 월미도를 원점으로 하여, 

월미도에 기거 했던 부 원은 내부자로서, 월미도로 새로이 파견되어 들어온 

부 원인 통역병, 연락병들은 내부자-외부자 혼재로서, 인천 연 본부에 있는 

연 장, 인천 외부에서 들어온 미군은 외부자로서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다. 이

는 월미도에 있던 내부자에서부터 월미도로 들어온 외부자까지 ‘월미도’ 구

성원으로 표현된 것이다. 월미도는 전원이 소멸됨에도 불구하고, 공산 이데올

로기에서 이들이 필요한 인간형이었음을 보여주려 한다.

그림 4-7. ‘월미도'에서 영화상 장소 재현의 ‘내부자-외부자’

  북한 화에서 언어 재현 장소는 사전달 외에도 화문학으로도 전달하

는 메시지가 크다. 본문에서는 평양에 국한시켜 위계적인 장소를 표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화 속‘월미도’에 등장하는 병동과 참호의 성격을 

보여주는 각 사례들은 화면보다는 지문으로서 파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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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소결 : 화 속 장소의 재현

  인천상륙작전은 한국전쟁에서 발발 이후 낙동강 전선까지 38선이 후퇴하

을 때 수세에 몰린 전쟁의 돌파구로서 한국군이 연합군 참여와 함께 인천에 

들어가게 된다. 인천은 조석간만의 차로 갯벌지 가 넓게 펼쳐지고, 해역으로 

접근하는데 좁은 수로로 인해 형군함과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까다로운 조건

을 갖고 있었다. 다른 예상 상륙장소에 비해 해상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는 여

건은 있었지만 수도 서울과 가깝고 이로 인해 거주 인구가 높았던 인천을 확

보하는 것이 우선시 되었다. 따라서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화화 할 때에는 

북한군이 점유하고 있던 시기의 인천에서부터 연합군이 들어가기 까지가 표현

된다. 상륙군과 방어군에 따라 화를 다르게 만들어 내고, 이는 화에 나타

난 인천이 각기 다른 의미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은 각기 다르게 일관된 관점을 만들어 포지셔낼리티로서 편향되

어 나타난다.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화는 한국전쟁 발발 이후 80여 일 

동안 북한군 체류기간을 지나 탈환하게 되기까지 시간적 흐름이 표현되게 된

다. 화에 표현된 장소에서는 제작자가 포지셔닝 한 실제 장소가 선택되어 

나오고, 화 속 장소로 자리매김하는 관계가 나타난다. 그 결과가 포지션으로 

나타난다. 상륙군 관점에서는 바다에서 육지로의 진입에서 방향, 이동, 시간적 

전개가 인천 해역과 산, 민가 등에 나타난다. 반면, 방어군 관점에서는 육지로

부터 바다를 향한 한정된 공간에서 반복적인 순환과 그에 따른 움직임이 월미

도에 나타났다(표 4-11). 그리고 이에 해서는 구체적으로 2절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포지셔낼리티 포지셔닝 자리매김 관계 포지션

상륙군 바다에서 육지로 방향, 이동, 전개 인천 해역, 육지

방어군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한정, 순환, 움직임 월미도

표 4-11. 포지셔낼리티와 영화 속 장소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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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동일한 사건을 소재로 화화하는데 있어서는 어떠한 장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분석된다. 특정 장소가 화에 재현 될 

때에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 차이로 인해 의미

가 부여되게 된다. 상륙군 관점에서는 국토 남단 부산에서 서해의 인천으로 

들어가는 광역의 스케일이 표현된다면, 방어군 관점에서는 인천 해역 월미도

를 도 높게 그려낸다. 결국 상륙군과 방어군은 접합지점 해안에서 만나게 

된다. 이 의미는 상륙군이 바다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방어군이 육지에서 바

다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화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림 4-8. 인천상륙작전 영화 속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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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상륙작전 실제 장소의 특정 사건이나 인물의 재현 여부에 따라 화 속 

장소로서 중심과 주변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입지적 조건은 상륙작전을 재현

한 화 속 장소에서 비어수로에 있는 팔미도, 첫 상륙지점 녹색해안 월미도, 

넓은 갯벌이 펼쳐지는 청색해안 등이 주로 나타났다. 한국전쟁 당시 어느 종

군기자가 찍은 인천상륙작전 현장 사진 속에는 연합군이 적색해안의 방파제를 

넘어서 인천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남아 있다.71) 그러나 이 장면은 화에서는 

표현되지 않았다. 진입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있어 수륙 양용정을 사용한 해상

으로 들어가는 녹색해안, 청색해안 보다는 멀리 배를 정박하고 조그만 보트를 

타고 사다리를 이용해 적색해안을 직접 군인들이 방파제를 넘는 장면을 연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제작자가 어떤 포지셔낼리티를 가지고 역사적인 사건을 화에서 재현하

느냐에 따라서 화 속 장소가 다르다. 국방부 후원 화72)인 ‘인천상륙작

전’에서는 연합군이 인천에 상륙하기 위해 진입하는 움직임과 동일시되는 상

륙군 관점이 반 되어 화 속 장소가 배열된다. 반면, ‘월미도’에서는 북한 

공산주의체제의 긍정 인간형을 구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고정적인 화 속 장

소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반복 등장한다.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화는 

화 속 장소의 선택에 실제 장소를 사용했다. 장소의 재현은 동일한 장소를 

선택하여 재현하는 과정에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반 되어 각기 다른 표현

으로 화 속 장소를 활용한 것이다. 화 속 장소에 표현된 바에 따라, 화 

속 장소에는 재현의 정치가 나타났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상륙군을 표현하기 위해 작전을 준비하는 연합군작

전지부가 주시하는 공산세력이 단편적으로 묘사된다. 이 때 전쟁의 시작은 서

로 관망하여, 자유진 에 북한 측의 내부간첩을 보냄으로써 이야기가 시작되

71) 56쪽 그림 4-1에 나오는 조각이 바로 이 사진의 내용을 재현한 것이다.

72)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의 경우에도 군의 화 제작 지원 상황이 잘 드러난다. “웬만하면 
전부 실탄을 다 쏴버렸어요 ... 진짜 실탄을 쏴요. 그렇게 위험한 모험을 하면서 촬 을 했어 ... 
폭약, 기름, 휘발유, 디젤 같은 것도 지원해줬고.”라는 증언들이 당시 상황을 알게 해준다(이효
인, 2003: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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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편에서는 치열한 전투를 겪는다. 즉,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전쟁에도 

피난지에 뻗어있었던 공산당 세력과 그로 인한 갈등, 그들의 내부모순으로 상

륙작전이 성공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다. 상륙부 는 단계적으로 준비된 작전

계획을 실행하며 하늘과 바다에서 육지로 진압하여 들어오면서 경쾌한 행진곡

이 흘러나온다.

  ‘월미도’에서는 고립된 섬 월미도를 재현하면서, 그 섬을 사수하다 죽어

간 공산 이데올로기적 웅들을 투 시킨다. 조국이 곧 김일성이라는 신념으

로 무장하여 기꺼이 전사하는 인물들을 등장시킨 것이다. 한편 ‘월미도’에

서는 별장건물에 있는 지휘소를 보여 준다. 월미도에 이미 설치되어있었던 기

반시설을 활용하 다는 것은 이전부터 월미도가 입지적으로 주요했었다는 것

을 반증해 준다. 

  또한 언어 재현 장소는 사로 화 속 장소를 부르게 된다. 언어 재현 장

소는 제작자가 어떻게 재현하 느냐, 등장인물이 장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등장인물의 ‘내부자-외부자’ 관계로 결정된다. 의사전달체계

가 어떤 장소와 연관되는지, 등장인물이 내부자 및 외부자로서 장소 특성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등으로 인하여 화 속 장소가 특정 의미를 지닌다. 인

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하는 두 편의 화에서는 립되는 두 집단을 표현하게 

된다. 이 두 집단이 처한 입장은 ‘탈환’과 ‘방어’라는 기준에 따라 ‘내

부자-외부자’로 구분 짓게 된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상륙하는 연합군이 

내부자로, 상륙정보를 알아내려는 공산세력이 외부자로 치된다. 반 로 ‘월

미도’에서는 수호를 위한 북한군이 내부자로, 상륙을 하려는 연합군이 외부

자로 치된다.

  이렇듯 인천상륙작전 화 속 장소 재현은 각 관점에 따라 상륙군 관점에서 

진입에 따른 이동이, 방어군 관점에서 이동 없는 고립이 표현된다. 그 결과는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화에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남으로서 장소의 성격을 도출하게 해 준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이동

과 교류에 초점을 맞춘 장소로 인천73)을 선택하고 재현함으로서 실제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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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게 한다. 인천은 두 번의 양요와 개항을 거쳤다. 현재 한국의 표적인 

항구 기능을 하고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성은 그 역사적 환경으로 인한 개방

성이 있다. 반면 ‘월미도’는 방어와 고립에 초점을 맞춘 장소로 월미도를 선

택하고 재현한다. 인천상륙작전 당시 방어군 관점에서 인천 월미도는 서울지

역74)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하 다. 즉, ‘월미도’는 한국 토에 속해 있는 섬

으로 제작시기 당시를 단절되게 표현함으로서 폐쇄성을 나타낸다.

  화 속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에 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화 속 장소에서 등장인물의 위치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은 물론, 그 결과 화 속 장소가 화 전개에서 어떻게 배치되었

는지를 나타내 준다. 즉, 화 속 장소는 줄거리 전개에서 개별주체의 위치와 

소속을 알려주는 지점에서 포지션이 파악되고, 나아가 동일한 장소의 표현될 

지라도 화면장면에 따라 그 의미에 차이가 생긴다. 이에 해서는 2절 화 

속 경관의 재현과정에서 다루기로 한다.

  화 속 경관의 포지션은 화 속 장소 전개에서 이야기 전환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때 포지션은 위치, 소속, 배치의 의미로서, 화 속 장소에서는 서

사구조의 흐름을 알려주는 지점이다. 이는 같은 사건을 재현한 장소 일지라도 

각기 다른 관점으로 해당 장소가 쓰이는 쓰임새가 달라져서 등장인물의 정체

성 구성에 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73) 인천에는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기리기 위해 조성되어 맥아더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는 자유
공원이 있다. 이처럼 한국전쟁과 접한 역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인천은 냉전 체제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적 시각으로 이 전쟁을 다룬 많은 화들의 배경이 되었다(이현식, 2004)

74) 1950년 9월 6일 북한군 884군 참모부 지령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서울을 자신들의 수도라고 
선언한다. “... 오늘 우리 부 는 이러한 기도를 제때에 발견하고 그들과 맹렬한 투쟁을 전개하
며 인천항을 방어하고 우리조국 수도 서울시를 방위하는 중 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분 로
서 ...”(박명림, 2002, 전게서). 수도 서울은 북한군에게도 지켜야 할 장소로 동등하게 중요시하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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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화 속 경관의 재현과정

  본 절에서는 화 속 장소를 분화하여 등장인물과의 관계에서의 의미 있는 

화 속 경관을 찾아 그 체계를 분석하 다. 화 속 경관은 화에서 보이는 

모든 장면에 나타난다. 하지만 특정 화 속 경관이 등장인물을 표현하는데 

효과를 보이거나 화 속 경관 자체가 개별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때, 그 

화 속 경관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알려진 장소를 표현하여 장

소의 내부적 특성을 알려주는 포지션을 갖는 장소라면, 화 속 경관에서는 

등장인물과의 관계로 새로이 해석될 수 있다.

  경관은 과거의 지리를 밝히는데 기여하고 역사적인 시각으로 세계를 경험하

도록 하며 동시에 사회적 집단을 명확히 재현한다(Cosgrove, 1984). 경관에서 

의미체계를 분석할 때는 사회적 집단이 만들고 남겨놓은 경관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화 속 경관에서는 화 내용이 등장인물을 표현하고, 이 때 화 

속 경관은 배경이 된다. 따라서 등장인물이 화 속 경관의 주체가 되어서 인

식된 경관을 통해 과거 활동 공간에 한 분석 및 화 제작 시기의 특성을 

파악하게 했다. 화 속 경관은 경관이 해석되는 개인적 견해를 비롯한 의미

체계를 이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화 속 경관은 등장인물과 함께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적인 면도 내포하면서 자연스럽게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도 반 한다.

  의미 있는 화 속 경관이 파악될 때에는 제작자가 반 하고자 하는 바를 

찾게 되고, 장소 재현의 차이를 밝힐 수 있게 된다. 화 행위자로서 파악된 

화 속 경관은 등장인물들을 집단과 개별주체로서 표현하는 상으로 분석되

었다. 다음으로 인물관계가 분석되는 화 속 경관을 찾아 어떠한 관계가 있

는지를 밝혔다. 또한 마지막으로 동일한 장르적 특성일지라도 서로 다른 제작

자 포지셔낼리티로 인해 다르게 재현됨을 해석하여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를 분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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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속 경관은 각 사례에서 화 속 경관이 어디인지, 그 경관에서 등장인

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주요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화 속 경관의 포

지션에는 각 사례가 줄거리 내에서 어떠한 의미로 전후맥락에 어떤 위치에 나

타나는지, 등장인물의 소속이 표현되는지, 장면의 배치는 어떠한지가 분석되었

다. 따라서 화 속 경관의 포지션은 그 장소에 주체가 된 등장인물이 어떠한 

동선에 있는지를 유추하게 해 준다. 화 속 경관의 포지션은 개별주체의 위

치를 표현하여 공통된 화 속 장소일지라도 그 지점에 앵글, 카메라 촬 기

법, 편집의 결과로 주체의 차이가 생겨 화 속 경관의 해석을 돕는다.

  결과적으로 경관 재현과정에서 분석된 경관은 각기 다른 제작자 포지셔낼리

티를 이해하게 한다. 화 행위자로서 화 속 경관은 재현에서 의미 있는 위

치를 파악하게 하고, 인물관계 화 속 경관은 미장센을 통해 그 차이를 해석

하게 한다. 또한 장르적 특성에서는 동일한 소재를 화화 할 때에도 연속적

으로 보여주는 공간의 확장과 심화가 화 속 경관으로 어떠한 형태를 갖는가

를 분석 가능하게 한다.

     1. 화 행위자로서 화 속 경관

  화 속 장소가 등장인물의 출현빈도수로 결정되어 신 단위로 분석하는 것

과 달리, 화 속 경관은 주체인 등장인물의 움직임(등장인물이 있고, 없고 외

에 카메라를 통한 등장인물의 시선 포함)에 따라 장면이 세분화된다. 즉, 화 

속 경관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요한 사례를 선택하고, 그 화 속 경관이 등

장인물의 움직임에 따라 어떠한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를 해석해야 

한다. 

  화 속 경관은 재현 결과물로만 분석했던 화 속 장소와 다르게, 재현 과

정에 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화 속 경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별주체와 시 적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화 속 경관은 개별주체의 

역할과 행동에 따라 화 속 경관에 한 해석이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꼭 이

들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 더 나아가 제작시기의 시



- 108 -

상이 빚어낸 장면들의 결합으로 인해 화 속 경관은 같은 주제의 화일지라

도 관람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다.

  이 때 화 행위자로서 화 속 경관은 그 자체 스스로가 배역을 담당하게 

되어 관람자의 뇌리에 심상화(Imaging)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등장인물의 의도

나 사 외에도 경관 자체로 부여된 의미는 화 속 경관으로 하여금 각 장면

에서 등장인물의 상황이나 감정전개나 그에 따른 움직임을 파악하게 한다. 아

울러 장면들의 전후맥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역할은 화 속 경관이 

등장인물을 제외하고도 독립적으로 개별적인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화 행위자로서 화 속 경관을 분석할 때에는 각 장면에서 주요한 구성물

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적으로 등장인물이라면 ‘등장인

물이 왜 출현하게 됐는가’,‘등장인물은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는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화 속 경관에서는 그 장면에서 화 속 장소의 어떠

한 성격이 화 속 경관으로 의미를 갖는가, 어떤 화 속 경관이 위치를 파

악하게 해 주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추출된 장면은 화 속 경관이 행위자 역

할을 하여 주체와의 관계에서 화 속 상황을 해석하게 해 준다.

  결국 화 행위자로서 화 속 경관은 어떻게 집단과 개별주체의 정체성이 

나타나는지를 분석 가능하게 한다. 화 속 경관은 등장인물을 주체로 하여, 

각기 다른 등장인물이 화 속 경관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부여받도록 하는 

동인이 된다. 화 속 경관은 주체로 하여금 화 속 장소를 파악하게 함으로

서 집단의 정체성을 반 하여 ‘집단 화 속 경관’으로 개념화 해 볼 수 있

었다. 또한 경관과 주체가 합일되었을 때 표현되는 정체성에 따라 ‘개별주체 

화 속 경관’으로 규정 해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집단이나 개별 주체로서 

성격이 부여될 때 비로소 화 속 경관은 전후맥락을 설명해 주는 특정 장소

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사례 화에서 집단과 개별주체의 화 속 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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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해함으로서 이에 한 포지션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분석되는 

화 속 경관은 5장에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와 화상의 재현에서 경관을 재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실제 경관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에 한 

정 성이 아니라 행위자로서 화 속 경관이 등장인물을 어떠한 상황으로 어

떻게 표현하 는지에 따라 각각의 화 장소 메시지의 차이를 해석하게 한다.

       1) 집단 화 속 경관

  집단 화 속 경관은 특정 집단이 뚜렷하게 파악되어 등장인물이 모이게 된 

배경을 알려준다. 상륙군 관점에서는 실의 모의에서 북한간첩단의 긴박함을 

보여준다. 방어군 관점에서는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선전적인 붉은 사상을 표

현한다. 집단 화 속 경관에서는 한 집단이 나타내고자 하는바, 다른 집단이 

실현하고자 하는 바가 나타나 그 사이 위계적 의미가 만들어 지게 된다. 또한 

경관으로서 각 장면이 질서 내에서 연결되어 장면 사이에서도 관계적 의미가 

해석된다.

         (1) 상륙군 관점의 실

  ‘인천상륙작전’에서 실은 부산 한 댄스홀 지하에 위치하여 간첩행위가 

이뤄지는 북한 간첩단이 북한군작전지부에 교신한다. 지하 실은 연합군 상륙

작전 및 북한군 방어 작전에 한 정보를 상호 전달하는 장소이다. 이 장소는 

여러 장면으로 연출되어 화 속 경관의 의미를 전달한다. 실은 롱샷으로 

남자간첩 1, 2, 3과 미혜, 여자간첩 2가 등장하여 긴장관계의 각도를 보여준다. 

먼저 남자간첩 1과 2는 댄스홀의 내용을 도청하고 이를 북한작전지부에 내용

을 보낸다(신 67-69). 이 장면에서는 인물 없이 도청 테이프, 수기문자, 이중문 

등을 보여주어 긴박함을 표현한다. 또한 남자간첩 1이 미혜에게 상륙장소 케

이를 알아내야 하는 임무를 준다(신 74-78). 마지막으로 그들의 행각이 발각되

어 실을 떠나게 될 때 불안해하는 남자간첩 1이 여자간첩 2를 죽인다(신 

108). 여기에는 실의 주체들 간 내부 분열과 관계 봉합을 드러나, 실은 피

난지 부산에 혼재된 성격을 더욱 부각시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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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내용

51 남자간첩 1과 남자간첩 2가 교신기로 북한군작전지부와 연결한다.

53~56 여자간첩 2가 들어와 교신기로 정보를 북한군작전지부에 전달한다.

67~69 간첩단은 댄스홀의 경대령과 양대위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것을 듣는다.

74~78 간첩단은 연합군 기밀을 빼내기 위해 양대위에게 접근하기로 모의한다.

92∼93 간첩단은 미혜가 양대위 집에서 훔쳐온 기밀문서에 대해 대화한다.

101~102 간첩단은 교신기를 치우고 문서를 불로 태운 후 밀실에서 철수한다.

106~108 남자간첩들이 미혜는 데리고 나오고 여자간첩 2는 살해한다.

표 4-12. 영화 속 경관 ‘밀실’

  실은 댄스홀에서 계단을 내려가 두꺼운 여닫이문을 열고 들어가서 위치해 

있다. 이러한 경관의 특성은 화려한 사교무  아래라는 점이 비되어 긴장감

을 유지시킨다. 그리고 남자간첩 1에서부터 시작되는 위계질서는 실에 모인 

주체들이 각 역할에 맞춰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에 놓여있는 교신기

는 수기로 적힌 언어를 통해 긴박한 상황을 보여준다. 남자간첩 1의 지시로 

상륙장소 케이를 알아내려는 작전이 병렬적으로 진행된다. 계단을 내려선 두

꺼운 문 밖의 지하 홀은 실을 떠나기 전 현장을 없애기 위해 활용된다. 

실이 지하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확장시켜져 있는 이 지하 홀은 공산세력의 

간첩활동이 준비되어 왔음을 보여준다.75)

         (2) 방어군 관점의 붉은 노을

  붉은 노을은 시작의 3일 전 아침노을과 마지막에 3일이 지난 저녁노을로 시

간 흐름을 보여준다.76) 다만 ‘월미도’ 화 속 경관으로 반복 등장하는 붉

75) 실이 집단의 화 속 경관의 표적인 예가 되는 것은 북한간첩단이라는 뚜렷한 집단을 보여
주는 예시일 뿐 아니라 다방, 댄스홀, 무  뒤 분장실과 이어지는 경관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연합군 작전이 모의되는 연합군작전지부는 개별적 공간으로 연합군작전지부라는 성격
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는 화 속 장소, 특히 화에서 필요에 의해 구성된 장소로서 외부를 
표현한 화 속 장소로 구분되게 된다.

76) ‘월미도’가 제작되기 이전 북한저널 력사과학 (1980)에서는 “조선인민구 해안 포병들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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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노을은 ‘화면의 동어반복’으로 붉은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화 시작부

터 마지막까지 노을은 붉은색으로 월미도를 물들인다. 실제로도 월미도가 서

해안에 위치하여 석양 장면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반복된 설정은 공

산주의 혁명 사상을 극적으로 표현한다.77)

  한편으로 1980년  북한에서는 부자권력세습에 한 호소력 있는 ‘붉은 사

상’을 주입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김일성, 김정일 부자 가계를 우상화하며, 

경제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중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위하여, 화가 

선전, 선동의 도구가 된다.78) 김일성 부자는 자신들의 통치 이데올로기로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동어반복 방식의 집단 최면을 건다. 동어반복은 최

면이며 일체의 지성과 논리에 기초한 비판적 사고를 무력화시키는 언어 세뇌 

기술이다(서정남, 2002: 75).

  김정일의 ‘주체사상에 하여’ 마지막 항목은 다음과 같다. “사상을 기

본으로 틀어쥐어야 한다. 혁명운동에서 인민 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결정

적 역할을 하는 것만큼 혁명과 건설에서는 반드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나가며 인민 중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사상개조사업, 정치 사업

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야 한다(김인걸, 1998: 454-456).” 실제로 김정일의 지

시로 만들어진 ‘월미도’는 혁명적이고 자주적인 사상을 선동한다. 

천지구방어부 들은 웅적 투쟁으로 3일 안에 인천, 서울 지두를 강점하려던 미제의 기도를 파
탄시키고 14일 동안이나 적의 공격을 저지시킴으로써 아군주력부 의 후퇴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하 다.”라 밝힌 바 있다(전 률, 1980).

77)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색채를 이용한 예로는 장예모 감독의 중국 전쟁 화 ‘붉은 수수
밭’(1989)이 상 되었다. 이 화에서는 시종일관 붉은색이 화면을 뒤덮으며 제작자의 포지셔낼
리티를 선명하게 전달한다. 특히 화 종반부의 노을 장면은 일본군에 의해 유린된 중국 륙의 
피해 상황과 더불어 항일독립투쟁정신과 제국주의에 항한 공산 혁명의 당위를 고취시키는 
화 속 경관으로 기능한다.

78) 1982년 9월 20일 소련의 모스크바 방송은 한 북한 화담당 고급관리의 말을 전하며 북한주민이 
‘전쟁 화’를 좋아한다고 보도하 다. 이는 소련 화 ‘일편전선’과 ‘불길들’에 한 호
의적 반응을 예로 들어, 화에서 주입되는 공산 이데올로기가 단선적으로 일체화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것이다(노재승, 1989: 81,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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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장면은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김일성의 이름이 쓰인 글씨와 함께 다

음과 같은 자막을 비춘다. 그때 노을은 수평선 위 주홍색으로 강하게 화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자막에는“월미도 해안 포병들이 잘 싸웠습니다. 그들은 

최고 사령부의 명령 로 북한군 의 전략적 후퇴를 보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 까지 결사적으로 싸워 3일 동안이나 적들의 상륙을 막아냈

습니다. 우리는 월미도 용사들의 웅적 위훈을 잊을 수 없습니다.”가 씌여져 

있다. 이렇듯 화‘월미도’에서는 자막에서도 제작의도를 나타내어 새로운 

의미실현을 만들어 내었다. 결국 붉은 노을 신에서는 붉은 사상이 지향하는 

위계적 의미로 전후세 와의 갈등을 해소하려 하 다.

       2)  개별 주체 화 속 경관

  개별주체 화 속 경관은 등장인물의 위치가 파악되는 경관으로, 경관 자체

가 행위자 역할을 하면서 화 속 경관에 화 속 장소가 투 되어 보여진다. 

결국 내용에서 등장인물의 성격이 화 속 경관과 합일되어 정체성으로 나타

나 주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이는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이 

화 속 경관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표현된 화 속 경관은 등장인물을 이해

하는데 도움을 주느냐의 문제로 확인된다.

         (1) 상륙군 관점의 부산거리와 부산항

  낙동강 전투 신 다음에 등장하는 부산거리에는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호화

로운 네온간판이 등장한다(신 18). ‘인천상륙작전’에서 주인공 양 위가 미

혜를 찾아 나선 거리는 1950년  도시의 여유로움을 보여준다. 거리에는 스타

킹가게, 서비스센터, 양장점을 배경으로 하고 활발하게 걷는 행인들로 당시의 

화로움을 나타낸다(신 24-25). 하지만 부산은 낙동강 전선의 후방에서 임시

정부가 세워진 도시로서 내부의 공산세력을 없애고자 반공 이데올로기를 뿌리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소 다.79)

79) 1952년 5월 26일에는 정부혁신전국지도위를 구성하는데 국제공산당의 비  공작비를 유용했
다는 이유로 의원 일부가 구속되었다(한국정치위원회, 2007: 210). 이는 서울 수복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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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거리에서는 주체의 시선 이동과 함께 움직임이 표현되고, 카메라의 전

환은 시간의 흐름을 알려준다. 양 위가 합일되어 나타난 이 장면에서는 모델

로 알려진 내부간첩인 미혜에 한 광고사진과 그녀를 찾아 돌아다니는 양

위의 움직임이 함께 표현되면서 양 위의 심리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다. 이처

럼 화 속 경관을 배경으로 개별주체가 위치하여 파악되는 속성은 개별적으

로 행위자 역할을 한 것이다. 이는 단일장면 만으로도 부산거리가 양 위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은 물론 연결된 장면들이 펼쳐진 상황을 복선으로 예측

하게 해 준다.

신 장면

18 경쾌한 음악이 흐르는 화려한 네온간판의 거리

24, 25 스타킹가게, 서비스센터, 양장점을 배경으로 인파 사이를 걷는 양대위

46 방황하는 여자간첩 2와 영도대교 위를 지나가는 행인들

47 연행되는 간첩을 보는 여자간첩 2

48 간첩 신고 권장 포스터와 영도대교를 건너려는 여자간첩 2

49 트럭에 탄 헌병이 영도대교를 지난감

표 4-13. 영화 속 경관 ‘부산거리’와 ‘부산항’

  부산항 장면에서는 여자간첩 2가 경관들에 의해서 연행되는 사람들을 보면

서 공포에 떠는 표정을 짓는다. 그녀의 불안한 시선을 따라 움직이는 카메라

의 시점은 간첩 신고 및 자수를 권장하는 포스터를 확  조명하며 공산 이데

올로기에 한 불신과 경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 장면의 배경으로 보이는 

도 교는 그 순간 여자간첩 2가 립하는 두 이데올로기의 경계에 서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신 46-49). 교량은 의사소통의 통로이며 항구

는 소식을 주고받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들은 화 속 경관을 형성하며 반공 

이데올로기에 스며든 공산 이데올로기의 존재와 불안함을 전해준다.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공산당원의 활동을 막기 위한 안보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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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부산 지도 (1947년)

(출처: http://www.koreanwar.org/html/korean_war_topo_maps.html, 축적; 1:50000)

  당시 부산에 유일한 다리 던 도 교는 항구의 후경으로 여자간첩 2가 부

산시내로 들어가려고 하 음을 보여준다. 이는 부산항에서 여자간첩 2가 내부

간첩들의 근거지인 댄스홀과 지하 실을 떠나 외부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부산항 신은 간첩들 사이에서도 그녀의 흔들리는 감정을 상황적으

로 묘사하고 이 때 화 속 경관이 합일되어 주체를 표현하게 된다. 화 속 

경관 부산항을 배경으로 한 도 교는 여자간첩 2의 자의식을 반 함은 물론 

연결된 다리를 통해 부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다리 넘어 보이는 부산항

은 부산으로 들어가는 진입 방향의 배경이 된다(그림 4-9).

         (2) 방어군 관점의 바다와 바닷가

  ‘월미도’에서는 방파제 봉쇄라는 허구적 설정으로 배를 타고 육지에 갈 

수밖에 없게 된 극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바다 장면은 수면 위에서 주로 촬

되어서 가까이 움직이는 등장인물을 보여주던지, 아니면 상을 포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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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원거리에서 아래로 향하여 주시해 있다. 월미도 주변 환경 요소를 활용하

여 바다는 섬 주변을 성벽으로 만들어 낸다. 개별 주체를 등장시켜 화 속 

경관이 재현될 수 있게 조성하 지만, 그 경관은 폭풍우와 함께 연출된 전개 

흐름 사이에 있다.

  화 속 바다는 15일 자정 무렵 인천상륙작전이 개시하는 시점에 기뢰병이 

기뢰를 설치하고, 다시 한 번은 15일 오전 월미도 폭격이 마쳐갈 무렵 인천으

로 향하는 배에서 장소로 활용된다. 상륙작전의 시작과 함께 방어지세가 몰리

게 되었을 때 격정의 시간을 알려주는 장소로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묘사된다. 

특히, 다음날 아침 막내 윤식이 뗏목 위에서 쓰러진 장면에서는 윤식이 운반

하던 편지들 속에 있던 중 장의 편지가 클로즈업 된다. 편지 내용이 중 장 

목소리로 읽혀지는 모습은 인상적인 화 속 경관으로 표현된다.

  뗏목에 흘러가는 중 장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 동지! 중 에

는 지금 한 문의 포와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명령 로 3일 

동안 조국의 섬을 사수하 습니다. 이제 몇 분 후이면 놈들은 또다시 월미도

로 려들 것입니다. 만약 월미도에서 포성이 끊어지면 우리에게 사격해 주시

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김일성 장군 만

세! 조국이여! 번 하라!”로 중 장 목소리가 전해진다. 화 속 경관은 인천

으로 가는 배에 정체되어 있지만, 내용으로 전달되는 강렬한 메시지는 다음 

장면에서 다시 붉은 노을로 이어진다.

  ‘월미도’에서는 한국전쟁에서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 당시 북한군 서해안 

방어선이 위험에 처했던 역사적 상황을 재현한 장면들에서 공산 이데올로기의 

획일적인 선전을 반복한다. 화 속 경관인 인천지역의 ‘바닷가’는 갈 밭

(신 15), 해식절벽(신 37, 52, 82), 모래언덕(신 166∼167, 179∼183)으로 재현된

다. 갈 밭은 가을을 알리는 서정적인 배경에 웅장한 음악과 함께 중 장을 

처음으로 등장시켜 그가 전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월미도에 남아 섬을 사수해

야겠다는 결심을 한 계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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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섬 언덕의 갈 밭에서는 중 장이 전의를 다지고, 해

식절벽에서는 산기슭과 연결된 지점에서 취사원이 옥을 만나고, 해안에서 

먹을거리를 위한 물고기를 잡으며 부상을 당한다. 또한 옥은 포진지를 나와 

폭염을 뚫고, 4포로 이동하며 무전선을 이으며 소임을 다한다. 각 화 속 경

관들은 바닷가라는 공통된 장소에서 개별주체의 행위변화가 합일되어 묘사된

다. 이 때 월미도 외부환경을 보여주는 바닷가는 월미도가 섬이라는 것을 보

여준다. 이는 육지에서 바다를 향해 방어를 하는 방어군 관점에서 경계의 

역이다.

  바다와 바닷가는 월미도 외부를 성벽화 하 다. 그리고 섬으로 둘러싸인 제

한된 상황이 월미도를 극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각각의 에피

소드에서 개별적으로 바닷가는 다르게 나타나지만, ‘월미도’시작에서 보초

를 서는 병사들의 뒷모습의 배경이 되는 바닷가는 화 속 월미도에 지나간 

시간을 표현해 준다. 또한 월미도는 수로 마지막에 위치하기에 바다에서 접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바다에서도 기뢰로 방어가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2. 인물관계 화 속 경관

  인물관계 화 속 경관은 등장인물의 움직임이 화 속 경관을 설명해 준

다. 내용이 전개되는 장면에서 등장인물이 두 명이상 나타날 경우에는 화 

속 경관의 묘사가 출현 전후맥락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묻게 한다. 

즉 인물관계 화 속 경관에서는 관람자가 화에 적응하여, 인물관계를 파악

할 때 특정 화 속 경관이 무슨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해석함으로서 찾게 된

다. 출현 빈도수에 따라 주요한 화 속 장소가 선택되었다면, 인물관계 화 

속 경관에서는 관계된 개별주체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따라 분석된다.

  화에서 경관 재현은 특정 이데올로기의 향을 받는 포지셔낼리티를 반

하기 때문에, 재현적인 실행을 통하여 화 속 경관이 어떻게 특정 이데올로

기를 의미 짓느냐가 중요하다. 경관의 변증법은 경관이 어떤 메시지를 각인키

느냐가 사회적 과정으로 반 된 관계이다(Mitchell, 2002: 384). 실재 현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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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된 현실 간의 조우가 화 속 경관에서 일어나 관람자에게 향을 주게 

된다. 이는 인물관계의 재현 결과에 해 관람자가 반응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에 인물관계 화 속 경관에서 해석된 결과는 사회적 관계를 보여준다. 인물

관계 화 속 경관에서는 일인과 일인의 만남 외에도 다 다의 접합을 보여준

다. 따라서 결과물로 줄거리 전개에서 인물관계를 파악하여, 관련된 화 속 

경관을 분석하는 것은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한 이해를 도와준다.

  여기서 인물관계 화 속 경관은 각각의 관계가 따로 따로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하기에 화 전개에서 등장인물 관계는 사건 발달에 의미소이

자 개별적인 소집단을 나타낸다. 각각의 이야기는 전체 흐름에 놓여있지만 각

기 따로 집단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등장인물이 서로 상호 만

나게 한다.

         (1) 상륙군 관점의 댄스홀

  한국전쟁기 부산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를 견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내부적 

균열이 내재화 된다.80) 화에서는 전장과 비교하여 평화롭고 호화로워 보이

는 댄스홀81)이 등장하지만, 댄스홀 지하에는 북한지부 간첩들이 활동하는 

실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댄스홀은 피난시절 전쟁가요가 끊이지 않았던 곳이

다. 댄스홀 뒤편에는 밴드무 가 설치되어 있고, 앞 편에는 한국인, 연합군이 

짝을 지어 춤을 추고 있다. 그리고 화에서 이 댄스홀은 연합군 후방에 침투

한 북한군 간첩들의 활동무 와 연결되어 있다. 

  남자간첩 1은 매니저로서 댄스홀을 장악하여 연합군의 화를 도청하고 이

80) 후방으로서 부산은 완결된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균열되고 있는 공간이었다(서동수, 2010: 11). 
피난 시절 부산에서는 각종 공연과 연주회가 활발히 개최되었고 십 여 개 극단이 활동했으며 군
악 의 연주 활동이 두드러졌다. 부산에 미국문화가 상륙하면서 ‘춤바람 열풍’이 불어 댄스홀 
무 가 후방의 연 감을 고취시켰다(박성서, 2010: 249-250).

81) 댄스홀은 1937년 삼천리  1월호에도 나와 있듯이 서울에 이미 댄스홀이 현 적인 성격으로 
남아있었다. 사교댄스의 장으로 명랑한 음악에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여러 집단의 사람
을 모으고 있었다(김진송,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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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시한다. 연합군의 상륙작전 기 을 빼내기 위한 첩보활동을 모의하는 과

정에서 남자간첩 1과 여자간첩 1인 여주인공 미혜가 접선을 하고, 경 령은 

이런 간첩단 활동을 감지하고 방조한다. 그런데 댄스홀에서 미혜가 자신이 남

파 간첩임을 양 위에게 고백하 기 때문에 간첩단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 벌어진다. 이 과정에서 댄스홀 내부에서 남자간첩 1이 댄스홀을 살피고, 

미혜가 양 위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전체 화각으로 댄스홀을 보여준다. 

  이처럼 ‘인천상륙작전’ 댄스홀 장면들에서는 전시 한반도 최남단의 도시 

부산에 반공 이데올로기와 함께 미국문화가 정착되었지만, 그 화려한 이면에

는 공산 세력이 스며들어 있음을 경관으로 보여준다. 이 때 댄스홀에는 등장

인물이 서로에게 드러난 인물 관계와 숨겨진 인물 관계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활동하는 공산세력과 비되어 모의작전을 하는지 알 수 없게 움직이는 연합

군 등장인물들의 행동변화는 상륙군 관점이 표현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장면에서는 화 효과 면에서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롱 샷을 

잡아 전체 홀을 보여주며 외부에 서술자가 있도록 한다. 이런 기법은 화 속 

경관이 확장되어 해석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산세력의 간첩단이 댄스홀을 

제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댄스홀 장면은 여러 개별 신뿐만 아니라 댄스홀 

자체 장면을 통해 이미 간첩행위가 알려진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구

체적인 개별주체에 중점을 두지 않더라도 댄스홀 자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를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2) 방어군 관점의 교통호

  ‘월미도’에서 교통호는 외부에 노출된 참호로서 사람들을 서로 소통하게 

한다. 처음으로 교통호가 화의 배경이 되는 신은 체신전문학교 학생이던 

옥이 해군 제복을 입고 월미도로 배속 받아 들어오는 장면이다. 중 장은 

옥에게 이질감을 드러내는데 “왜 하필 동무를 여기에 보냈는지, 월미도가 아

직도 유원지82)인줄 아는 게 아니오?”라며 일제강점기에는 월미도가 유원지

던 사실을 빗 어 어리고 연약해 보이는 옥의 출현에 반감을 드러낸다.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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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과 막내 윤식이 서로 자기소개를 하며 화를 나누다가 취사원을 마주

치는 장면의 화 속 경관으로 교통호가 등장한다. 교통호는 이렇게 두 회에 

걸쳐 ‘월미도’에 등장하며 지하에 있는 포진지나 은폐호와 구분되어 변화를 

수용하는 주요지점이 된다. 옥과의 화에서 윤식은 중 장의 약력을 소개

한다. 이 장면에서는 중 장이 일제 식민지 시  해군군관학교의 최우등 졸업

생이지만 일본에 가서 노동자로 생활을 하는 등 고생을 한 중 장의 출신 배

경이 어린 윤식에게 감동을 준 것으로 표현된다. 이어 윤식은 옥에게 고향

이 어디인지를 물으며 전쟁 이전 옥의 생활에 해 관심을 표한다. 옥의 

답 속에 표현된 옥의 고향 통천은 북한 측 강원도지역으로 분단된 휴전선 

인근의 점이지 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다.

  화를 통해 소개된 개별주체들은 교통호에 소속되어 화 속 경관을 표현

한다. 각 각 개별주체가 만나 서로를 소개하는 장면에 해당하는 교통호는 언

어전달만으로도 화 속 경관에 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화문

학에서는 교통호로 같지만 화면에는 꽃밭언덕을 지나 바닷가 해안으로 이어지

는 교통호로서 개방된 형태를 보인다. 한정된 장소 월미도에 등장인물이 나타

남으로서 교통호의 속성을 알 수 있게 장면에는 꽃발과 자갈해안이라는 주변 

환경을 활용하 다. 교통호에서는 각자의 행적을 알려 월미도에 모인 개별주

체들이 소통하게 된다.

     3. 연속장면 보여주기에 따른 장르적 특성

  화에 표현된 장르적 특성은 화 흐름에서 연속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에 따른 연속장면 보여주기는 여러 장면에 걸쳐 표현되기 때문에 화 속 경

82) 월미도는 조선 후기 왕의 행궁이 설치될 정도로 풍광을 인정받았다. 일제강점기에는 풍치지구로 
지정되고 월미도에 유락시설들을 입지시켰다. 또한 1920년 에는 돌축 를 쌓으며 무선전신국, 
측후소, 세관검역소 등의 공용시설이 들어섰다. 당시 만들어진 월미도의 순환도로는 서울과의 접
근성을 높여줄 수 있었기에 인천상륙에서는 우선적으로 월미도가 탈환 상으로 고려되었다.

83) 어린 옥에 한 반감의 어투로 사를 전달하지만 여기에는 ‘유원지’에 한 토로도 담겨
있다. 북한저널에서 전 률(1980: 9)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미제의 인천상륙작전을 도와 
수많은 침략무력과 군수기재들을 운반해 주는 범죄행위를 감행하 다.”라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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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자체가 의미작용을 하는데 일정한 형태를 보여준다. 인천상륙작전은 사실

을 소재로 한 화의 특성 상 비(非)극 화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본 연

구에서는 이와 같은 장르적 특성에서 비롯된 방식을 통해 연속장면으로 이어 

보이는 화 속 경관이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고자 한

다. 또한 상륙군 관점, 방어군 관점에 따라 같은 기능일지라도 어떠한 속성의 

차이가 분석되는지를 사례를 들어 밝혀보도록 한다.

  경관은 “경관이 어떻게 문제되느냐, 직접적으로 주체와 관계하느냐”(Rose, 

2002: 456)로 설명된다. 화 속 경관에서는 어떠한 경관이 무엇으로 표현되느

냐, 직접적으로 등장인물을 어떻게 묘사하느냐로 해석된다. 따라서 어떠한 특

성이 특정 화 속 경관으로 표현되는지, 묘사된 화 속 경관은 어떠한 의미

를 갖는지를 분석하고자 하 다. 상륙군 관점에서는 점진적 진입을 한꺼번에 

표현하 다면, 방어군 관점에서는 독백형식으로 수호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상륙군 관점의 전장

  ‘인천상륙작전’에서는 낙동강전선 교전(신 2, 신 10-17), 시흥 교전(신 

141-146), 상륙작전의 전개(신 163-245) 등의 전장이 재현된다. 예로, 낙동강전

선의 교전에서 하천을 건너는 다리, 시흥교전에서 진입한 헬리콥터, 인천상륙

작전에서 바다, 해안가, 육지로의 접근 등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실제 사건

이 일어난 시간 순으로 진행되는 듯이 보여 사실성을 느끼게 한다. 연합군이 

바다에서 육지로 진입하는 장면에서는 보통 지도에서처럼 북쪽을 위쪽으로 하

여 왼편서쪽에 서해를 두고 상륙하는 군함의 진행방향이 오른쪽으로 설정됨으

로써 사실감을 부여한다(그림 4-10).

  일반적으로 전쟁 화 제작에서는 규모 전투 신과 사실적인 화면 구성을 

위하여 막 한 제작비가 들어간다. 특수 허가지역에서 촬 과 장비 사용을 위

해 군 지원과 당국의 허락을 받기도 해야 한다. 한편 개의 전쟁 화가 역

사적 사실을 강조하고 재현한다는 점에서 현실에 반 된 의미가 상 적으로 

강하기에(조해진, 2010: 79) 화 사전 작업에서 촬 이후 편집까지 검열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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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화 소품인 다양한 전쟁무기 사용 장면에서도 현실감을 불어넣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처음 실전에 투입된 헬리콥터가 인질 구출장면에서 나타나고

(신 168), 적의 참호를 제압하기 위해 화염방사기를 사용하는 장면이 보인다

(신 221). 이 밖에도 박격포 발사 장면과(신182, 196) 공중폭격을 하는 제트기 

비행 장면에서(신 176, 179) 편광우는 사실감을 전달하기 위해 군으로부터 지

원받은 소품을 사용하 다고 심층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림 4-10. 전장지에서 이동

  한편, 연합군 첩보부 가 헬리콥터를 타고 야산에 내려서 작전 모의를 하고 

있는 장면(신 131), 첩보부 가 상륙작전 개시 직전 작전 명령 문서를 인천지

역 부 에 전달하는 장면(신 152), 첩보부 가 팔미도 등 를 점화함으로써 상

륙작전 수로를 밝히는 장면(신 162), 작전 명령 문서를 전달받은 참모부가 상

륙작전을 읽음으로써 실행을 암시하는 장면(신 209) 등도 사실성을 높이기 위

한 단계적인 장치이다. 이러한 각 집단의 움직임은 진입이라는 연결된 방향을 

보여준다.

  특히 국방부 후원으로 제작되어 전투 신의 부분이 전문배우들이 아닌 실

제 군인들로 채워졌다는 점은 사실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어 보여 진다. 상륙

한 부 는 헐벗은 산의 정상을 향해 오르고, 산에서 내려와 민가를 지나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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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행렬지어 전면으로 걸어 나온다. 북한군 수뇌부 공격을 결말로 방어군에 

한 묘사는 생략한 채 상륙부 만 등장한다. 마지막 장면에서 화면 안에서 

카메라 쪽으로 군인들이 다가오는 것은 상륙 군인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확성

기를 통해 상륙사실을 알린다. 상륙을 기념하는 것은 휴전 상태임에도 불구하

고 승리의 안착을 기억화 하는 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2) 방어군 관점의 중 장 독백

  북한의 표적인 기록 화84)인 ‘월미도’ 도입부에서 중 장의 독백은 전

형적인 기록 화 방식으로 전투 개전을 알린다. 즉, 중 장은 지휘소에서 혼

자 생각에 잠긴 채 독백하며 앞으로 펼쳐질 연합군과의 전투에 한 결심을 

밝힌다. 이처럼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때와 장소를 재현하면서, 등장인

물의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독백으로 사건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충직, 2003: 

130-131)은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화 속 경관을 설명하게 한다. 

  즉, 북한 화에서는 화 시작 및 결말 부분에 독백이 액자 형태로 설정된

다.85) 독백은 선명한 주제 전달과 이를 통한 체제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전

략의 매개체이다. 집단적 상상력으로 웅화된 중 장은 조국에 한 신념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사상성과 예술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독백(임채욱, 2004: 

154)을 통하여 기록 화적인 장르 특성을 형성한다.86) 이 장르 특성이 반 된 

경관은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표현되는데, 이와 같은 일관된 독백의 서술은 

유일사상의 우상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84) ‘기록 화가 걸어온 광의 40년’에서는 “기록 화촬 소의 기본 임무와 사명은 수령님의 
혁명 력사, 우리 당의 력사를 수록하며 귀중한 력사 문헌자료들을 잘 정리 보관하는 것입니
다.”라고 명시되어 체계적으로 수록하는 기록 화는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조선 화, 1986: 10).

85) ‘월미도’ 시작에서는 설화자의 이야기 시작으로 설화의 성격을 보여준다. 이후부터는 중 장 
독백으로 주된 화자가 옮긴다.

86) ‘월미도’의 작가들은 사색과 탐구 속에 여러 달을 보내면서 지혜를 합치고 재능을 모아 화
문학을 쓰고 연출 본을 만들었다고 한다(청년문학, 2009, 전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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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백에서 보여주는 사들은 극 화적인 효과를 목적으로 부분이 문학적

이어서 은유, 환유 등 이야기꾼의 주관을 개입시켜 주제를 부각시키거나, 현실

의 재구성을 통한 특정 이데올로기 전달에 유리하게 표현된다(이충직, 2003: 

124-130). 지휘소 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배경으로 밖을 내다보며 앞으로 있을 

전투에 한 독백으로 전의를 다질 때는 화 속 경관이 바다로 등장한다(신 

14-16). 또한 13일과 14일 지휘소에서 전의를 다지는 장면에서는 날짜와 기록

이 쓰인 견고하게 쌓인 벽돌이 화 속 경관이 된다(신 108, 신 188)(표 4-10). 

 

신 영화 속 장소 독백 내용

14-16 해안가 인천상륙작전 개시를 알게 된 사실을 반추하는 독백

38 은폐호 앞으로 있을 연합군과의 전투에 대한 다짐을 표현한 독백

108 지휘소 열악한 상황이지만 이틀을 더 버티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독백

188 지휘소 전사한 군사들을 회상하며 전의를 다지는 독백

표 4-14. 영화 속 경관 ‘중대장의 독백’

  이러한 해안가, 은폐호, 지휘소 등에서의 중 장 독백은 월미도를 되돌아보

게 한다. 이러한 연속된 장면은 인천상륙작전 개시를 앞둔 사실, 3일에 거친 

전투,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등이 마치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연결되어 

등장인물의 성격을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사실성을 부각시키게 된다. 중 장

은 독백을 통해 상부에서 전달받은 사실, 스스로의 자각, 병사들에 애착이 각

기 다르게 전달한다. 중 장이 생각하는 바가 독백으로 흘러나올 때는 중 장 

한 명이 화면에 나온다. 화면에서 중 장으로 빠져들게 하는데 나타나는 빠른 

카메라의 움직임은 화 제작이 편집에서 보다 촬 에서부터 계획적으로 만들

어졌음을 보여준다. 

  한편 부분 언어로 전달되는 내용은 여러 장면에 걸쳐 전투상황, 다짐, 의

지로 표현한다. 이 때 카메라 각도는 수평적으로 유지되는데 상향에서 잡는 

카메라 연출 없이 수평적인 각도를 보여준다. 1인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수

평적 이동으로 회전이 빠를 뿐 아니라 줌인, 줌아웃으로 인물에 중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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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는 180도 내외로 회전이 빠르게 표현되기에 제한된 인물 묘사를 보

여준다.

     4. 소결 : 화 속 경관의 재현과정

  어떻게 화 속 경관이 작용하느냐에 따라 화 속 경관의 역할이 강조된

다. 두 사례 화에서 등장인물들은 각 화의 제작 시기를 반 하기에 당시 

치된 시기를 보여준다. 이에는 상륙군 관점에서 반공 이데올로기와 방어군 

관점에서 공산 이데올로기가 단편적으로 표현되게 된다.

  어떠한 특정 장면에서 화 속 경관은 행위자역할을 하여 객체가 유의미하

게 해석된다. 이 때 단일장면은 사진과 같이 개별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동일한 화 속 장소일지라도 화면에서 그 ‘위치’가 파악되게 될 때, 화 

속 경관의 포지션은 객체의 특징이 파악된다. 특히 화를 제작한 시 적 환

경으로 파악되는 화면 분위기는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집단의 정체성을 화 

속 경관에 표현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 재현시기를 구현한 등장인물

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특정 위치에 나타나게 되고, 그로인한 의미가 개별

주체에 표현되어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화에는 등장인물의 관계가 줄거리를 이해하는 요건이 된다. 그리고 그 관

계가 특정 장면에서 특히 부각될 때 화 속 경관은 등장인물의 ‘소속’을 

알게 해 준다. 이때 파악되는 화 속 경관의 포지션은 화 모티브로 인해 

이념적 립이 부각되어 표현 된다. 결국 인물관계 화 속 경관에서는 인천

상륙작전에 관한 사실을 풀어내기 위해서 각기 다른 공간이 갖는 의미를 찾아

낼 수 있었다.

  상륙군 관점에서 표현된 댄스홀에서는 간첩단이 있는 지하 실과 연결된 장

소로 연합군이 등장하여 만나게 되는 경관이 있다. 댄스홀은 무  전체를 보

여주어 각 주체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거나 등장인물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집

중시켜 화상 를 표현한다. 댄스홀의 경우 미장센은 연합군과 간첩단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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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 , 연합군을 도청하는 장치, 경쾌한 음악과 밴드, 춤을 추는 외국인과 

한국인 등이 인물관계 화 속 경관으로 해석된다. 댄스홀은 공산세력에 한 

반공의식이 만나 치되는 지점으로 표면화되어 있다. 

  반면 방어군 관점에서 표현된 교통호에서는 개방된 방공호로서 지상에 노출

되어 있다. 교통호의 경우 미장센은 바다를 배경으로 꽃밭을 넘어 해안가를 

걷게 되는 길에 위치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 이는 교통호가 ‘월미도’에서 

개인을 소개하는 인물관계 화 속 경관으로 파악되어 화문학에 명명한 교

통호를 구현하려고 하 음을 보여준다. 이는 등장인물의 만남 또한 화 속 

경관의 도구로서 표현하는 공산 이데올로기를 표현한 것이다.

그림 4-11. 인천상륙작전 영화 속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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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역사적 사건을 화화하여 기록하는데 있어서 연속장면으로 그 

의미가 해석되는 장면들이 있다. 이들에는 실제 사건을 화화한 사례의 특성

상, 사실을 기록한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러한 장르적 특성을 발휘하여 

새로이 기록된 내용도 나타난다. 이러한 면에서 연속장면 보여주기에 따른 

화 속 경관은 그 특성이 파악되는 유사한 장면들이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지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동일한 장르적 특성 일지라도 상륙군 관점에

서는 상륙을 기록하는 하늘, 바다, 육지 전장에서 자유진 의 승리 기념을 보

여주고, 방어군 관점에서는 중 장 독백을 통한 방어일지로 갈 밭, 은폐호, 

붉은 노을 등에서 공산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려 했다. 이러한 화 속 경관에

서는 연속적으로 ‘배치’에 따라 변화하는 유형을 파악 할 수 있었다.

  화 행위자로서 화 속 경관은 집단의 움직임, 개별주체들의 위치를 각기 

다르게 배경으로 나타낸다. 이는 화 속 경관이 배경만으로도 개별적인 특성

을 보여줄 수 있고, 이러한 것이 화 속 장소에 각기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을 나타내 주었다. 또한 인물관계 경관은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화의 

경우에 갈등을 빚는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가 인물관계의 성격을 규정하 다. 

반공 이데올로기와 공산 이데올로기의 세력 확장으로 인한 화 속 경관의 전

환은 화 속 장소와 구별된다. 

  화 속 경관의 재현과정을 분석할 때에는 제작 여건을 고려한 재현 상의 

적합성에 한 비판적 시각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제안되는 것은 포지셔낼리티의 속성으로 제작시기와 제작지역의 환경적 요소, 

제작자의 배경, 개인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제작자 포

지셔낼리티의 차이에서 비롯된 화상의 재현이 어떠한 차이를 갖고, 그 의미

가 포지셔낼리티 성격으로 재해석되는지 구체적인 비교를 해야 한다. 다음 장

에서는 화상의 재현이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로 어떻게 분석되는지, 그 결과 

제작자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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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화상의 장소 재현과 장소 메시지

  4장에서 화 속 장소와 화 속 경관에 해 살펴보았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작된 화에서 화 속 장

소의 선택과 재현을 살핌으로써 화 속 장소의 의미를 도출하 다. 5장에서

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중심으로 화상의 장소 재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한 이해를 통해 분석된 것이다. 이 결과를 응

용하여 장소 메시지가 각기 다르게 전달됨을 밝히도록 하겠다.

  제작자가 내포하는 제작자의 장소 인식을 살피기 위해 우선적으로, 1절에서

는 동일한 장소 재현에서 지리적 차이를 살펴본다. 이로써, 화상의 장소 재

현에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표현된 결과가 다르게 파악되었다. 제작

자는 동일한 화 속 장소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가 

화에 반 되기에 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차이로 인해 

각기 다른 관점이 분석되었다. 이에 해 2절에서는 그 결과인 상륙군 관점, 

방어군 관점이라는 각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화 장소 메시지가 어떠한 차이

를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1절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와 화상의 장소 재현

     1. 동일한 장소 재현에서 지리적 차이

  화 속 장소에 한 선택의 원인과 그로인한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서 동일한 장소에서 재현되는 지리적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 다. 먼저‘인천

상륙작전’과 ‘월미도’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팔미도, 시흥 등을 중심으

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두 화에서 팔미도는 1차적 의미인 등  입지와 2차적 의미인 끊어진 방파

제를 상징하는 것으로 치환되어 나타났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인천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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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협소한 수로를 지나는 군함들이 밤에 들어가는 것을 

돕기 위해 팔미도 등 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월미도’에서는 인

천으로 돌아오는 복귀병사가 끊어진 방파제 때문에 팔미도 쪽으로 들어왔다는 

사를 말한다. 이는 팔미도가 등 로서가 아니라 월미도로 들어오는 다른 길

로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시흥 또한 1차적 의미인 갯벌지 와 2차적 의미인 인천상륙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한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갯벌지 인 시흥에서 양 위를 구

출하는데 접근하기 어려워 헬리콥터로 진입하게 된다. 반면에 ‘월미도’에서

는 6중 가 주둔한 방어지의 일부로 배후라는 의미가 크다. 즉, 방어군에게 시

흥은 최후의 보후지로서 의미를 갖지만, 상륙군의 입장에게 시흥은 마지막 공

격 상으로의 청색해안을 의미한다.

  동일한 장소 재현에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제작자가 장소에 한 인식

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분석하여 그 차이를 

밝힘으로서 장소 재현의 차이를 도출할 수 있었다. 사례연구에서 두 화는 

한국전쟁의 전환시점에 각기 다른 관점으로 장소를 재현해 낸다. 같은 사건을 

각기 다르게 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천상륙작전’의 시나리오 작가인 편광우는 한국전쟁 당시 부산에서 통

신교관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었지만, 조긍하 감독은 당시 생활이 알려지지 않

아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 둘 모두 이

전부터 군사 화들을 여러 편을 제작하 다는 점에 어느 정도 ‘인천상륙작

전’에 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즉, 조긍하 감독은 ‘인천상륙작전’ 이외도 

‘철조망’ 등을 제작하 고, 편광우 시나리오 작가는 ‘돌아오지 않는 해

병’, ‘수색 ’ 등을 만들었다. 따라서 수세에 몰린 처절한 낙동강 전선과 

피난지 부산의 모습을 화에 담아내는 역량에 피난지 생활에서 겪은 개인적 

경험 뿐 만 아니라 다수의 군사 화제작 사례가 향을 주었다고 보여 진다.

  반면, ‘월미도’의 제작자에 해서는 리진우 작가를 제외하고 알려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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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87) 그에 한 기록마저 화를 해석하는데 빈약한 면이 없지는 않다. 

다만 리진우 작가는 북한에서 학교 선생으로 재직하 고 군사 화문학을 다작

하 다고 한다. 그러한 개인적 경험이 반 되었는지 ‘월미도’의 집단구성원

들은 모두 주체사상에 맞게 다듬어진 공산주의 인간형이다. 이들 무명용사들

은 패전의 멍울을 지기 보다는 오히려 전원이 전쟁의 포화에 쓰러지면서도 불

굴의 의지로 3일간이나 방어를 해냈다고 ‘숨은 웅찾기’ 일환으로 미화되

었다고 보여 진다.

  지금까지의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좀 더 고찰하기 위해 다음에는 화 속 

장소의 재현을 살펴보기로 한다. 즉, 이전의 선택된 화 속 장소를 분석하는 

것은 1차적 해석으로 사건의 인과관계에 드러난 장소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이와 달리 재현된 화 속 장소를 살펴보는 것은 2차적 해석 관점으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인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다루게 될 육지, 바다, 하늘의 동일한 장소에 한 재현은 상륙군과 방어군이

라는 관점에서 전개방식이 다르게 분석될 수 있다.

  사례 화들에서는 바다와 해안이 재현된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바다

가 수륙 양용정이 이동하여 해안으로 접근할 때 배경으로 사용되고, 조차가 

커서 넓게 형성된 갯벌로 인하여 해안접근이 어렵다는 상황이 암시된다. 이는 

갯벌을 지나는 전투에서 내재된 난관을 상징한다. 반면‘월미도’에서는 바다

가 섬에서 군함이 바라보이는 장면의 배경으로 사용되었고, 해안은 은폐호와 

포진지를 만들기 위해 깊게 패인 모래언덕의 지하에서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이는 바람을 버티고 있는 준비된 참호가 모래언덕에서 굳건한 방

어의 의지를 표현한다.

87) 리진우에 한 평에서 “교육가 던 그가 문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작가의 재능을 발견
하고 꽃피워 준 지도자 동지의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쏘
합작 화의 화문학을 성과적으로 끝내었다.”고 의미를 두고 있었다. 작가의 말을 그 로 옮겨 
“작가의 재산은 지식입니다. 교육자가 많이 알아야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듯이 작가는 백을 
알고 하나를 표현해야 관중들의 절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 밝혀 작가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임재학, 1987a: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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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동일한 실재 장소를 영화에서 서로 다르게 재현한 사례

영화 속 장소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선택
팔미도 등대 점화를 위해 배로 진입 팔미도를 돌아 월미도로 복귀

시흥 상륙 작전지로 지시 6중대의 배치

재현
바다 바다에서 수륙 양용정으로 이동 월미도에서 바라본 바다와 군함

해안 갯벌 모래언덕

표 5-1. 공통된 영화 속 장소의 선택과 재현

  바다에서 육지로 접근하는 ‘인천상륙작전’의 연합군과 섬에서 바다로 나

오는 ‘월미도’의 북한군은 모두 해안선에서 재현된다. 진입선과 방어선의 

접점에서 화상의 장소 재현은 바다, 육지, 해안선의 상관적 구성(relational 

construct)을 보인다. 즉, 바다로부터 육지로의 진입에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지

만, 육지로부터 바다를 바라보는 경계는 수평선을 기준으로 크게 다르다는 점

에서 양자에 차이가 나타난다. 바다와 하늘이 같은 장면에 나타나거나 하늘과 

절벽이 함께 연출되어 표현될 때에는 각기 다른 요소로 분석되었다. 바다에는 

전 후 화 속 경관이 바뀌는 것을 알려주는 등장인물의 시선이 화면구성에 

나타났다. 하늘에는 함께 표현된 표상과의 관계로서 표현방식에 차이가 나타

났고, 절벽에는 육지에서 등장인물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배열되어 표현되었다

(그림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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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된 장소인 바다일지라도 상륙군의 관점에서는 지나가는 길로 표현되지

만, 방어군 관점에서는 외곽을 수비해야 할 문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 같은 

확장된 논지에서 보면 해안 또한 상륙군에게는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통

로이지만, 방어군에게는 단합된 선으로서 수호해야 하는 상이 된다. 즉, 

‘인천상륙작전’의 해안은 길게 펼쳐진 서해안의 갯벌과 사빈을 따라 수륙 

양용정이 육지에 들어서는 통로가 된다. 반면, ‘월미도’의 해안은 구성원들

이 포진지, 은폐호 등에서 맡은 방어임무를 이행해가는 구심점이 된다.

그림 5-2.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상이한 장소 재현

  또한 흑백 화와 컬러 화에서 비춰지는 하늘의 의미가 사뭇 다르게 드러난

다. 즉, 흑백 화로 제작된 ‘인천상륙작전’의 하늘은 비행기와 헬리콥터로 

속도의 전개를 보여주는 무 이지만, 컬러 화인 ‘월미도’의 검은 하늘은 

전운이 감도는 분위기로 감정표현에 중점을 둔 정적 전개를 보여주었다. 화 

속 월미도에서 병사들은 붉은 연기에 휩싸여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최후를 맞

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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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상륙군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수직적 배경으

로 팔미도로 들어서는 어려움을 드러낸다. 반면, ‘월미도’에서는 취사원이 

고기를 잡는 곳, 윤식과 옥이 지나가는 길 등의 수평적 측면으로 방어요새

의 일부로 묘사되어 있다.

  장소 재현에 한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밝혀 그 특성을 분석 해 볼 수 있었다. ‘인천상륙작

전’에서는 북한간첩이 시흥 진지로 들어왔을 때 양 위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억압하는 역할을 하는 북한군이 등장한다. 이 신을 제외하고 ‘인천상

륙작전’의 북한군은 당시 다른 화들과 달리 극단적 이데올로기의 립을 

보여주지 않는다. 결국 북한군에 한 구체적인 묘사 보다는 극적상황전개를 

보여준다. 이는 반공법88)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당시 제작시 의 

사회상과 제작자의 편향성이 서로 무관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제작자의 작품 활동에서 표현되는 편향성은 제작자의 관심사항과 의도에서 

추측할 수 있었다. 즉, 조긍하 감독은 북한지역 소재의 화로 ‘황진

이’(1957)와 ‘평양감사’(1964) 등을 다루었고, 광복 소재의 화로‘상해임

시정부’(1969)와 ‘광복 20주년과 백범김구’(1973) 등을 제작하 었다. 이와 

같은 그의 작품성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평소 군사 화제작에 관심을 

두었기 보다는 중취향의 애정물과 기록 화적 성격을 띤 광복 화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965년에 종상 화제에서도 반공상 부분을 

두어 반공 소재를 장려했다는 것에서 당시 시 적 분위기가 짐작된다.

  ‘인천상륙작전’은 첩보물의 형식을 빌려 완화된 표현으로 반공사상을 보

여주었다. 요컨  ‘인천상륙작전’에서는 당시의 흑백논리에 치우친 단순한 

이념적 단절을 상에 담아내기 보다는 중에게 민족주의적 접근으로 화를 

제작하려는 조긍하 감독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같은 군사 화라

88) 국가보안법이 일반적인 반국가행위의 처벌법인데 하여, 반공법은 그 중 공산계열의 활동에 관
한 처벌법으로 국가보안법에 한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된 법
률이었다. 그러나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로 전면 개정된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의하
여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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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첩보형식의 내러티브를 가미하여 자칫 진부하게 전개될 수 있는 역사적 사

실에 탄력을 부여한 편광우 시나리오 작가의 기획이 돋보이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편광우는‘인천상륙작전’을 제작하기 전부터 ‘다이알 112를 돌려라(1962)’, 

‘비 통로를 찾아라(1962)’ 등의 작품에서 첩보물을 선보여 왔었다. 그가 당

시 전쟁 화의 큰 흐름인 ‘반공-공산’이라는 이분법적 전개방식이 아닌 첩

보형식의 내러티브의 개연성에 중점을 둘 수 있었던 데에는 남다른 그의 군 

경험에서 찾을 수 있었다. 그와 인터뷰에서 “1948년 6월 24일 육군통신학교 

무선통신과 1기로 들어갔어. 또. 또. 또. 1분에 80자를 쳐요. 세계무선 2급무선 

통신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지. 그 때 교관이 없어 미군 군사고문단이 교

육을 담당했었어. 6주 교육을 받아 육군통신학교 교관이 된 거야. 나는 중위

고, 부산까지 후퇴해서 동신초등학교에서 2주 교육을 해서 교육받은 군인들을 

소위를 달아 내보냈어.”라고 전쟁당시의 심상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개인의 경

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세계관이 화에 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월미도’는 화가 체제의 선전·선동 수단으로 북한의 80년 에 군

사 화문학의 가인 리진우 작가에 의해 쓰여 졌었다. 당시 통일교 자본으로 

미국에서 제작된 ‘오! 인천’에 한 반감에서 김정일이 직접 화 제작관련 

회의를 소집하여 지시하 다는 점에서 이 화의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가 공

산체제유지를 위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89) 김정일은 화 지도 일

지에서 “예술 화 ‘월미도’를 잘 만들라고 말하 다(1982년 4월 3일, 당중

앙위원회 선전부 일군).”, “예술 화 ‘월미도’ 작업필름을 보고 지도하

다(1982년 12월 24일).”, “예술 화 ‘월미도’는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에 아

주 좋은 작품이다라는 담화를 하 다(1983년 1월 1일, 조선인민국총정치국 책

임 일국).”라고 상세히 밝히고 있듯이(최척호, 2000: 292-293), 얼마나 김정일

이 ‘월미도’ 제작에 세심한 관심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다. 

89) ‘오! 인천’은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과 일본의 기업가 사카쿠치 마츠사부가 함께 투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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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북한 화에서는 제작자가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 아래 사회지도체제의 이데올로기를 화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하 고, 이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편향된 사고관을 

낳게 했다. 즉, ‘월미도’에서 화 전편에 걸쳐 한국에 한 언급이 전혀 없

고, 상 편인 미군마저 자신들에게 감화 받아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고 그려냄

으로서 체제유지의 선전도구로 화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한 이해는 동일한 장소 재현에서도 각기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게 해 주었다. 제작자의 생애와 배경은 장소를 선택하고 

재현하는데 있어 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제작주체마다 자신의 포

지셔낼리티에 따라 화를 제작하여 생긴 차이라고 보여 진다. 화 속 장소

는 효과적인 내러티브의 전개를 위한 객체로서의 배역을 맡고 있어 그 선택에 

있어 만큼은 제작자들도 심사숙고 끝에 결정하게 된다. 이 때 각자의 특수성

이 반 되어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가 성립되게 된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어떠한 전개로 화상의 장소 재현과 관련 있는지

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화 속 경관의 포지션을 이해함으로써 분석이 가능

했다. 4장에서 화 속 장소가 화 속 경관으로 분화되어 재현되는 과정을 

통해 화상의 재현을 살펴보았었다. 이 때 화 속 경관은 포지션으로 파악

하는데, 포지션(position)이라 함은 제작자의 포지셔닝(positioning)으로 선택된 

실제 장소가 화 속 장소로 재현되면서 그 위치가 자리매김(positioned)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화 속 경관을 일컫는다.

  그 결과 장소 재현의 차이를 화 속 경관으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이 때 

화 속 경관과 가치체계를 관련지어 보면, 예를 들어 등장인물이 서로 만나 

갈등하고 화합하는 일련의 과정을 각각 중립적, 부정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제작자는 화를 그려내는데 있어 ‘기-승-전-결’에 따른 서사

구조를 만들고 이에 적합한 플롯 전개를 통해 연출, 촬 , 편집을 하게 된다. 

제작자가 서사구조에 따라 화 속 장소를 선택하고 재현하게 된다면, 이때 

플롯에 따라 제작방향이 서술되는 과정에서 각각 특정 위치를 표현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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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편의 화일지라도 서사구조 안에서 각각의 플롯전개가 가능하다. 결

국 가치체계의 기준을 구성하여 화 속 경관과 포지션의 관계를 밝히는 것

은 화적 시간의 흐름에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파악가능하게 하기 때문

이다.

  화 속 경관의 사례로 선택된 포지션이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어떠한 

향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 

  상륙군 관점의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양 위와 미혜는 낙동강 전선 야전

병원의 만남 이후 부산의 정치집회장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이 집회장은 

립하는 진 의 두 등장인물이 만나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지 않는 중립

적 경관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연합군 상륙작전 기 문서를 손에 넣

었다고 오판한 북한 간첩단은 미혜가 자신의 신분에 해 양 위에게 자백한 

이후, 부산을 떠나 시흥으로 향한다. 간첩단이 탄 자동차 안에서 인질로서 양

위가 함께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는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 경

관으로 나타난다. 한편, 상륙작전을 개시하는 첩보 원들을 태운 헬리콥터가 

긍정적 경관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원들이 화합하며 서로 웃음을 나누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이는 앞으로 벌어질 전투에 한 낙관적인 전망과 훈훈한 

전우애를 표현한다.

  결국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양 위와 미혜가 정치집회장에서 함께 걷는 

장면(신 45)에서 만남, 간첩단이 자동차를 타고서 부산에서 시흥으로 가는 장

면(신 113)에서 갈등, 첩보부 가 헬리콥터로부터 낙하하는 장면(신 125)에서 

화합 등, 인물관계 경관의 특성이 이야기에서 중립적, 부정적, 긍정적 순서의 

움직임으로 재현된다. 줄거리 전개에서 각 장면은 단일장면으로서도 상륙작전

의 단계를 파악하게 하고, 이 때 상륙의 시점을 알려주는 화 속 경관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상륙군 관점에서 인물관계 화 속 경관의 전개는 공산세력

의 면, 불안한 집단의 이동, 상륙군의 정착을 알려 상륙을 위한 개별주체들

의 행동 변화를 통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점증적으로 나타낸다(표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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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 경관 부정적 경관 긍정적 경관

'인천상륙작전' 정치집회장 자동차 헬리콥터

표 5-2. ‘인천상륙작전’ 영화 속 경관의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

  반면, 방어군 관점의 ‘월미도’에서는 섬에 주둔하고 있는 북한군의 활동

은 모두 어둡고 은폐된 지하에서 주로 행해진다. 그러나 서로에 해 잘 모르

고 가까워지기 전에 옥과 막내 윤식이 만나는 꽃밭과 해안의 교통호는 중립

적 경관이다. 한편, 무전수 옥이 섬에 도착한 직후 노래를 부르며 중 원들

과 동화되는 장면이 펼쳐지는 산기슭은 환하게 드러나 있는 지상 공간으로, 

긍정적 경관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미군 제임스가 포로로 잡혀있는 은폐호 지

하 감옥은 이데올로기적인 내부 갈등을 안고 있는 부정적 경관이다. 한편, 움

직임으로 그 특성을 재현한 ‘인천상륙작전’에서와는 다르게 ‘월미도’에서

는 옥과 윤식이 교통호에서 화를 나누는 장면(신 36)에서 만남, 중 원들

이 산기슭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신 41)에서 화합, 제임스가 지하 감옥

에서 독백하는 장면(신 213)에서 갈등 등 언어로 표현된 인물관계 경관의 특

성이 중립적, 긍정적, 부정적 순서로 나타난다(표 5-3).

중립적 경관 긍정적 경관 부정적 경관

'월미도' 교통호 산기슭 은폐호 내 지하 감옥

표 5-3. ‘월미도’ 영화 속 경관의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

  방어군 관점에서 ‘월미도’는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방어군이 사라지기까지

가 나타난다. 방어태세를 갖추기 위해 정비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최후 전투를 

맞게 된다. 월미도에는 맥아더의 출현을 예고하는 옥이 등장하는 교통호, 단

일 되어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산기슭, 비록 문제는 안고 있지만 방어군 입장에 

감화 받은 미군 포로가 지하 감옥에 나온다. 줄거리 전개에서 이 화 속 경

관들은 월미도에 모인 개별주체들을 의식화하고, 방어가 내부 단결로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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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어군 관점에서는 각기 다르게 표현된 개별주체, 집단

화, 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갈등이 각기 다르게 묘사된

다. 이 과정은 각 개인들에게 주체의식을 갖도록 하여 북한식 공산주의로 통

합되게 한다. 단결된 공산 이데올로기의 표현일지라도 방어 실패로 전원이 

소진되고 갈등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포지션을 분석한 인물관계 화 속 경관의 

특성이 상륙군과 방어군으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화 속 경관의 특성

을 등장인물의 만남, 갈등, 화합에 따라 중립적, 부정적, 긍정적 경관으로 가

치체계를 관계 지은 결과에 그 차이가 나타났다. 플롯 전개에 있어서 상륙군 

관점에서는 중립적, 부정적, 긍정적 경관으로 화합에 이르지만, 방어군 관점

에서는 중립적, 긍정적, 부정적 경관으로 갈등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음에는 제작자 포지셔낼티에서 개인이 지향하는 관점이 어떻게 화에 

반 되고, 이러한 유일한 제작자 세계관이 사회에서 어떠한 향을 받았는지

를 알아보면서, 개인의 포지셔낼리티가 사회적 제어로 제한되어 나타나는 특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상의 재현과 제작자의 고려사항에서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제한하는 시 적 상황에 따른 사회적 환경과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작자의 자기반 성에서는 개인이 지향하게 되

는 제작자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개별적인 사례를 통해 

그 요인을 파악하고, 상황적인 지식에서 추론되는 제작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지리적 환경으로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특성을 밝히도록 한다.

     2. 장소 재현과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로서 상의 재현과 제작자의 고려 상, 제작자의 자기

반 성, 상황적인 지식의 추론으로 장소 재현을 분석했다. ‘ 상의 재현’에

서는 인식론적 관점을 분석한 것으로 제작자의 고려 상을 살펴본다. 그 차이

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1장 연구목적에서와 같이, Pratt(2009)은 개인의 포지셔

낼리티가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위치로 나타남을 밝혔다. 이를 화 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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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하여 화에 표현된 사건의 인과 관계에 초점을 두어, 상의 재현과 

제작자의 고려 상에서는 실제 장소가 화에서 표현하는 바를 분석할 수 있

었다.

  2장 문헌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기반 성’은 연구과정에서 발현되어 

나타나는 연구 상의 특성이다. 이에 해 Jackson(2003)은 개인의 경험과 속

성을 이해하는 것이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밝히는 것이라 하 다. 분석된 

제작자 자기반 성의 결과는 제작자 개인이 출현시키는 실재 장소의 내부적 

특성이 화 속 장소로서 자리매김하게 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그로인한 ‘상황적 지식’에 해서는 누구에 의해서, 누구를 위하여, 어떻

게 어디서 행해지는가에 한 문제로서 포지션을 찾아 문제를 해결한다(쿡, 

2011). 최종적인 결과물로 전환되는데 있어 화 속 경관 분석은 바로 상황적 

지식을 요구하 다. 화에 표현된 포지션 분석으로서 상황적 지식은 화 속 

경관이 장소가 분화되어 해석되는 이유를 밝히게 해 주었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1965년 제작시기의 ‘인천상륙작전’ 조긍하 감독, 

편광우 시나리오 작가, 1982년 제작시기의 ‘월미도’ 리진우 화문학작가, 

화 예술론 에서 김정일 지도자를 고려한 것이다. 이를 분석하는데 있어

서 두 사례 화는 검토사항이 다르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정부에 검열

이 있었을지라도, 감독과 시나리오작가가 명시되고 있지만, ‘월미도’는 화

문학작가만 알려져 있고 화제작의 기본을 화 예술론 을 참고하여 제작

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소 재현에서 고려되는 상 적 지식90)의 개념을 살

펴보고, 그 개념에서 비롯된 두 사례 화의 화 속 장소와 화 속 경관의 

결과를 비교하여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특성을 밝히도록 하 다.

90) 상 적 지식은 포지셔낼리티 차이에서 비롯된 전쟁에 한 개념적 차이를 말한다. 원인으로서 
재현에서 고려되는 ‘전쟁’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화 속 장소로 반 되는데 있어 화에 표현
되는 바를 살핀 후, 현재 제작지역의 특성이 차이를 밝힘으로써 이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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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의 재현과 제작자의 고려 상

  동일한 장소를 재현하는데 있어서 제작자의 고려 상에 차이가 난다. 그 

상은 한국과 북한의 전쟁 개념 차이와 연관지을 수 있었다. ‘인천상륙작

전’에서는 인천상륙작전지로 기념되더라도 휴전상태임을 확인시켜 긴장이 있

는 장소이다. 하지만 ‘월미도’에서는 현재 북한에 존재하지도 않고 관람자

가 찾아갈 수 없는 장소를 화상에서 재현하면서 새로이 공간을 구현한다. 

실재 장소는 화의 배경이 되어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화 속 장소로 

뿌리내린다. ‘인천상륙작전’ 제작자는 ‘나라간의 싸움’을 고려하여 전쟁

을 표현하 고 각 양측이 비될 수 있도록 작전 전개를 전개하지만, ‘월미

도’ 제작자는 ‘계급정책의 연장’으로 전쟁을 묘사하려하여, 화에 등장하

는 개별주체에 계급의식 함양을 위한 성격을 부여한다.

  제작자는 이데올로기에 향을 받아 화 속 장소를 고려한다. ‘인천상륙

작전’에서는 반공 이데올로기로서 시작된 전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

되지만, ‘월미도’에서는 ‘조선해방전쟁’의 연장에서 확장해야 할 상으

로 ‘계급정책의 변이’를 유지하려고 한다. 결국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화 제작의 목적을 명시할 수 있도록 화 속 장소의 상을 찾고 이를 구체화

하여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월미도’에서 중 장에 해 윤식은 “해군군

관학교 최우수 졸업생이오. 어렸을 때부터 철도 일을 했고 일본에 가서 로동

도 해봤고 나이는 젊지만 고생을 많이 한 분이오.”이라 말하며 긍정전형의 

표적인 인물로 제시한다. 한편 민국이 중 장에게 말한 “그 때 장군님께서

는 우리 광산 당원들 앞에서 로동계급을 불러일으키면 이 세상에 못해 낼 일

이 없다고 하시면서...”에서도 계급 해방이 우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실재 장소를 화상으로 재현하는 경우 상의 재현은 화에 등장한 장

소를 기반으로 한다. 특정시기를 화화한 장소는 이미 알려진 장소를 사용

하거나 장소를 새로이 만들어낸다. 이 때 알려진 장소는 화면등장이나 사

로 화 속 장소를 표현하지만, 새로이 만들어진 장소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장소 재현에서 화로 표현될 경우에 선택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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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표현자체로 의미를 갖고, 화 전개에 맞게 등장인물을 나타낸다.

         (1) ‘인천상륙작전’의 사회적 구조

  ‘인천상륙작전’에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나타나는 내러티브가 

있다. 남녀 주인공이 만나 서로를 믿게 되는 과정에서 극적 개연성이 나타난

다. 이에 해 편광우는 “당시에는 액션물과 코메디물이 흥행하 지. 전쟁의 

상처가 가시지 않아 부분 희극화 된 것에 관심이 있었어.”라 말한 부분에

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한 현실의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일반 중이 극화된 소

재에 관심이 있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상륙작전’에는 한국인이 주도로 작전들을 수행한다. ‘인천상륙작

전’ 제작 시에 연합군의 도움을 받았지만 댄스홀과 다방 신에서는 외국인

이 등장하고, 그 외 상륙 작전 시작에서 맥아더 장군 재연 신을 제외하고는 

한국군인만이 등장한다. 특히 팔미도 신에서는 첩보부  모두가 한국인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륙작전 또한 한국인의 주체적 의지 음을 보여주려 한 것

이다. 한편으로는 제작여건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인천상륙작전’은 1964년 베트남 전쟁 파병 결정 시기에 제작되어 1965년 

2월에 개봉한 이 화는 군사 화들이 많이 제작되던 시기에 앞서 촬 이 선

행된 것이다. 편광우가 제작한 다른 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1963), ‘수

색 ’(1964), ‘특전 ’(1965) 등이 그 시기에 만들어진 화들이다. 이러한 

군사 화들은 자주국방을 보여주는 안이자 제작 시기에 강하게 강박의식으

로 자리 잡힌 반공사상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편광우의 인터뷰에서 군사 화들은 제작부터 관심을 받았다. 

“군사 화는 시나리오가 되면 국방부 정훈국에서 보도과장이 보고해야 했지. 

촬 이 시작되면 해당 군으로 지시가 내려간다고. 당시 김덕필 중령이었어. 그

런데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제목으로 좋지 않다는 거야. 해병이 다 죽었

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적이 있으니까 돌아오지 못하지. 그러니까 돌아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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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해병이라고 설득했지.”에서처럼 당시 화계의 사회적 여건은 검열에서

부터 군 장비 지원까지 국방부에서 이루어졌음이 나타난다.

그림 5-3. 대상의 재현과 제작자의 고려사항

         (2) ‘월미도’의 해방 이데올로기

  ‘월미도’는 ‘인천상륙작전’의 인천지역과 비교하여 해방이 요구되는 북

한의 단편적 공간으로 치관계를 드러낸다.91) 외적 의미로는 ‘월미도’에 

나오는 전쟁이 외래침략자들에 한 방어를 위한 전쟁임을 표방하고 있다. 특

히, 제작 시기인 1982년의 내적 의미로는 외래침략이라는 피해의식이 교묘

하게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의 이해관계를 포함하도록 표현한다. 그리고 새로

이 1982년 신군부세력의 출현을 알리는 새로운 웅 만들기의 연장에서 작위

적 장소 월미도로 하여금 인민 중을 단결시키는 지향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91) 북한에서 발행된 철학사전 에 따르면, “전쟁은 그 본질에 있어서 폭력 수단에 의한 어떤 계
급의 정책의 연장이다(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8: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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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도’는 제작당시 시 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작자가 선군사상에 따라 

체제유지를 표현하려는 관점이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로 형상화 된 것으로 보인

다. 이는 리진우 작가가 저술한 ‘제9련 ’(1986)에서 낙동강 전선을 화화 

한 사례에서도 적용된다. 즉, 새로이 만들어진 화 속 장소 낙동강 전선에서

는 세 배나 되는 군인들이 평양으로 가는 길을 방어한다는 설정으로 전선이 

궁지에 몰려있었다고 표현되었는데, 이 시기는 북한의 김정일이 노동당 정치

국 상무위원으로 재직하던 시기로 체제이행기의 단계로서 체제 모순을 숨기

고,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목이다.

         (3) 주체간의 갈등

  상의 재현에서 제작자의 고려 상은 제작자의 작품 활동에 향을 받고, 

이는 주제의 특성상 정부의 검열을 받게 된다. 이처럼 화 제작에서부터 

화 속 장소를 선택하는 것은 화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를 선정하는 의의를 지

닌다. 즉, 두 사례 화에서는 지역 이름을 제목에서 투 하여 ‘인천상륙작

전’과 ‘월미도’라고 선정 한 것이 각 제작자가 표현하고 싶은 상을 선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인천상륙을 위한 단계로서 부

산과 시흥을 선택했다. 제작자의 민족주의적 작품 활동과 군사 화를 제작했

던 경험은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인천으로 상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장소로 

선택한 것이다. 부산은 한국전쟁 당시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도시이자, 일본과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이다. 당시 한국전쟁

에 연합군이 참전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주둔해 있던 미국의 출발과 함께 맞물

려 부산은 책략적으로 준비되었던 상륙 모색이 이루어졌다. 다만 화에서는  

연합군이 사교무 와 사령부에 등장하지만, 직접 작전을 수행하는 모든 역

에서는 한국군이 나타나 주체적으로 상륙작전을 준비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반부에 낙동강 전선에서의 전투는 전원이 한국군으로 낙동강 전선으로 후퇴

할 때까지 한국군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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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상륙작전’이 현재에도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것은 화가 만으로 수

출되었다가 최근에 국외 만 상자료원으로부터 기증받아 새로이 기록되었

다는 점이다. 화가 상 된 이후에 상품으로서 해외에 출품되었다가, 다시 돌

아왔기에 현재에는 어로 화를 볼 수 있다. 중국과의 수교이후에도 만과

의 문화적 교류에서 ‘인천상륙작전’이 2005년에 수집되었다는 것은 1965년 

당시 시 적 상황에서 필요했던 화로 제작된 작품이, 2차적 의미( 어로 

사, 만어 자막)의 화로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재 기록된 ‘인천상륙작전’은 분단의 결과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월미도’는 한정된 장소인 월미도에 등장인물의 성격이 각기 역할에 맞춰 

부여되어 모여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한다. 1982년 제작자가 지향하는 것은 

선전부 혹은 정치국에서의 향을 받아 당시 필요로 했던 단결의식을 표현했

다. ‘월미도’는 정부의 검열로 구현된 화 속 장소에 충실하게 공산 이데

올로기를 반 하 다는 것을 보여준다.

  ‘월미도’에서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상을 선택하고 재현하는데 있어 

제작자가 고려한 사항들은 지향하는 바, 이데올로기가 동인이 되어 시 상황

의 향을 받았음을 보여준다. 다시 기록된 화는 선택된 화 속 장소, 일제 

강점기에 사용되던 “유원지”가 아니라 전시상황을 목전에 두어 긴장감이 유

지되는 서해안으로 현재에도 압축된다. 다만 ‘월미도’에서 월미도는 평양으

로 가는 길이라는 반복적 사가 평양에 한 방어기제가 활용됨은 물론 전쟁

에서 지고 있다는 설정으로 헤쳐 나가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상의 재현에서 제작자의 고려 상은 사회적 환경과 이데올로기이다. 아

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화이기에 검열은 물론 통제가 

함께 반 되었다. 따라서 상의 재현에서는 제작자가 지향하는 바가 반 하

기에 화 속 장소의 주요한 입지가 중요하다. 화 속 장소의 입지는 화를 

표현하려는 의도에 맞게 포지셔닝으로 얻게 된 결과이다. ‘인천상륙작전’에

서는 전세를 알려주는 낙동강 전선의 전투와 팔미도·시흥·인천으로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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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반면 ‘월미도’에서는 계급 해방을 보여주는 장소로 월미도가 표

현된다. 각기 다른 관점이라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화 속 장소의 선택에 

향을 준 것이다.

       2) 제작자의 자기반 성

  자리매김한 화 속 장소에 한 이해는 제작자의 자기반 성으로부터 시작

된다. 화는 여러 주체가 모여 화를 만들게 되고 그 결과물을 상 한다. 이 

때 화에 맞게 새로이 만들어진 화 속 장소는 제작자가 필요에 맞게 구상

한 결과이다. 이는 화 속 장소의 특성에서 밝힌 외부를 표현한 장소, 개인화

된 장소, 언어 재현 장소로 각기 다르게 만들어 진 것이다. Holmes(2004)는 

화에 등장으로 변화한 의미의 실재 장소를 분석하기 위해 장소 내부(촬 지에

서 화 속 장소로), 장소 외부(새로이 만들어진 화 속 장소), 재현되지 않은 

장소(지정학적 실재성)를 나눈 기준에 등장인물의 속성이 파악되는 개인화된 

장소를 포함한 것이라 하 다.

  신을 단위로 하여 등장인물의 출현, 이동, 방향으로 나타나는 화 속 장소

의 상 적 위치를 파악하고, 화에서 표현된 화 속 장소를 분석하 다. 

화 속 장소는 제작자의 개인적 특질과 화 작품 활동의 연장에서 새로이 만

들어낸 반  결과물이다. 특정 화 속 장소 신에는 제작자의 자기반 성이라

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특성이 나타나 제작자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사이트

가 표현 된다. 화가 각기 만들고자 한 의도와 목적에 맞게 상륙군과 방어군

이라는 관점으로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화가 제작되는데 있

어 화상의 장소 재현은 포지션이 편향되어 표현되고, 화를 만들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한다.

  ‘인천상륙작전’에서 상륙지 모색을 위한 작전지들은 상륙장소 케이를 알

아내기 위해 정렬된다. 그리고 ‘월미도’에서는 방어를 위해 구도를 표현한 

다. 각 신은 등장인물의 출현으로 결정되고, 여기서 다수의 등장인물이 표현되

는 신은 화 속 장소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나타난다. 같은 장소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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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입장에서 화 속 장소와 조연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시점은 화 속 

경관으로 분리되어 해석된다. 다중의 등장인물들이 표현됨으로서 연결된 사회

적 위치가 등장인물들의 의사전달체계에도 반 되어 상 적 위치를 결정짓고 

이것이 사이트로서 나타나게 된다.

  화 결과물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작자에 한 해석을 필요로 한

다.92) 화가 제작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 속 장소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중점을 두어 제작자의 자기반 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화 속 장소에는 화로 표현된 화 속 장소의 내부적 특성과 제작당시의 

외부적 환경이 반 된다. 따라서 재현된 화 속 장소는 제작자의 경험과 배

경이 개인적 특질로 나타나고, 이러한 자기표현은 화 속 장소를 부호화한다. 

제작자의 자기반 성에서 나타나는 제작자의 생애사는 포지셔낼리티를 이해하

는데 도움을 주기에, 이로 인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질의 차이가 장소 재현

에서 화 속 장소를 만들어 내는데 차이를 만들어 낸다.

         (1) ‘인천상륙작전’에서 시나리오 작가의 생애사

  ‘인천상륙작전’에서 반복되어 사용되는 화 속 장소는 제작자의 특성이 

나타난다. 가령 화에서 예상 상륙장소를 지칭하는 케이는 상륙작전 이전에 

이미 한쪽 진 에서는 정확한 위치를 숨기려하는 반면에, 다른 진 에서는 이

를 알아내기 위해 전전긍긍한 장소로 표현된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했고, 

작전의 의미가 어떻게 상 에게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해진다. 상륙작전을 위한 

적합한 장소를 모색하는 과정에 작전지점이 편지, 다큐멘트, 전신 등으로 부호

화되어 드러난다는 특성이 있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정보가 암호화되고, 

개인적 장소인 양 위 집에서 각 진  첩보행위의 혼선이 일어난다. 이때 케

이에 한 정보가 굴절되어서 여러 단계로 전해진다. 이는 편광우 시나리오 

작가가 자신이 한국전쟁 시기에 통신교관으로 군부 에 재직하 고, 퇴역 후

에 국문학을 전공하 다는 선경험이 화 재현 요소로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92) 특히, 북한에서 화는 ‘등장인물이 계급의식이나 목적의식 지향’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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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상륙작전’에서는 국토수호에 한 호국선열의 열정이 애국적 요소로 

표현되었다. 인터뷰에서 편광우는 “아버지는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지. 김

구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편 종이야. 고향은 충남 당진이야. 아버지는 국내

에 들어와 잡히신 후에 감옥소 독방에서 해방 3년 전에 서 문 형무소에서 돌

아가셨었어.”라고 밝혔듯이 선친의 향을 받아 애국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것은 또한 그가 전쟁 이전에 군에 입 하여 전쟁에 참

여하게 된 것에 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에 개인적 특질이 자연스럽

게 자기표현으로서 화에 반 되었음을 의미한다.

  등장인물이 내러티브를 전개하는 특성에 맞춰 화가 표현된다. ‘인천상륙

작전’은 부산에 내부간첩을 역으로 이용하여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화는 시작에 앞서 프롤로그로 전쟁의 피해를 보여주고, 교각을 두

고 벌이는 치열한 전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전투를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한국군의 망원경에 내부간첩이 비춰지는 것으로 보아 이미 부산에 공산세력이 

안주한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 음을 알 수 있게 한다.

         (2) ‘월미도’에서 화문학 작가 의도

  반면 ‘월미도’는 점점 치열해지는 삼일 간의 전투에서 한정된 장소를 정

적으로 보여준다. 이 화의 주된 교시인 주체사상은 사회역사적 운동으로 인

민 중의 창조적 운동(북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8: 661-662)이라는 입

장에 따라, 북한 화의 창작가들은 인민의 계급의식을 높여주기 위해, 혁명적 

화를 통해 주인공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화에서 구체적으로 창출한다(김

정일, 1973).

  ‘월미도’의 제작자인 리진우는 1980년  두각을 나타낸 북한의 전쟁 화

문학 전문 작가이다.93) ‘월미도’에서는 계급의식과 목적의식을 함양하는 

화를 만들기 위해 등장인물들을 내세웠다. 계급해방으로 농부가 된 민국은 산

93) 그는 20부작 ‘이름 없는 웅’, ‘제9련 ’ 등의 시나리오를 창작하고, ‘월미도’, ‘의용군 
녀병사’, ‘한마음으로’ 등의 작품을 남겼다(최척호, 1989: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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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슭에서 당원이 된 것에서 한 자긍심을 가졌고, 자진하여 전쟁에 참여하게 

된 옥은 교통호에서 결의를 보 으며, 취사원은 임무를 끝까지 다하겠다는 

투지를 바다에서 표현했다. 김정일(1973)은 “계급의식은 착취사회에 한 증

오와 적개심, 반항심에 뚜렷한 사상적 지향성을 주어...”, “작가가 일제식민

지통치시기의 조선인민의 민족적, 계급적 모순을 반 하는 작품이나 남조선인

민들의 반미구국투쟁을 취급하는 작품...”에서 종자94)에 따라 갈등을 암시하

여 이를 극복한다는 내용을 다룬다고 하 다.

  북한 화는 계급의식이 드러나야 하고, 그 사상적 지향성 또한 각 인물의 

목적의식이 반 되어 나타난다. 또한 갈등표현양식은 일본강점기의 민족 간의 

이질화에 따른 항일혁명과 ‘조국해방전쟁’과정에서 계급 간의 해소를 통해 

표현되었다. 김정일의 화세계를 반 하여 화를 제작해야 하는 북한 화에

서는 이러한 소재로서 갈등과 승화가 주요 동기로 작용한다.

         (3) 화 속 장소의 부호화

  따라서 제작자의 자기반 성은 제작자의 경험과 배경을 반 한 개인적인 특

질이 나타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이다. 지금까지 ‘인천상륙작전’을 제작자 

심층인터뷰를 토 로 개인적인 특질을 해석하 었던 반면, ‘월미도’는 리진

우의 교조주의적 군사문학 작품을 기반으로 김정일의 화지침을 반 하 다

는 것에 중점을 두어 분석했다. 이는 제작자가 화에 자신의 포지셔낼리티를 

표현하는데 있어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전쟁의 경험과 아버지의 교육에 크

게 향을 받았던 반면, ‘월미도’에서는 제작자의 사회경험과 지배체제가 

직접 화에 투 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95) 

94)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로 사상적 알맹이이다. 종자는 생활 속에서 
인간문제를 탐구하는 과정에 작가가 독창적으로 찾아낸 생활의 씨앗이며 사상적 알맹이이다(김정
일, 1973: 45).

95) 한국작가주의론에 따르면, 작가의 인생관이 등장인물 형상화에 향을 끼쳐 작품세계에서 이데
올로기를 상징화한다(김수남, 20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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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제작자의 자기반영성

  이데올로기를 정립하는데 있어 ‘인천상륙작전’에서는 해방 후 신생 조국

의 토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애국심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상업적 흥행을 고

려한 한계로 인해 이데올로기 색채가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월미도’에서

는 이데올로기가 자생적으로 갖고 있는 원천적인 힘을 활용하여, 군인간의 계

급 차이보다는 서로 동지애로 감화 받아 긍정적으로 움직이도록 하여, 더 나

아가 지도자가 제작자가 되어 사회적으로 체제 내 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화를 만드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화 속 장소는 이러한 제작자의 자기반 적 성격이 반 되어 의미를 갖는

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화 속 언어재현으로 상륙장소 케이가 부호화되

어 주요 장소로 확인됨은 물론, 등장인물의 죽음으로 에피소드를 종결시키는 

부산 실과 시흥 교수 는 공산세력의 모순과 소멸을 보여준다. ‘월미도’

에서는 각 계급에서 목적의식을 갖고 월미도에 모여 있는 인물전형 인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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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월미도가 공산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화 속 장소들은 각각 등장인물 성격을 표현하고 이를 부호화한다.

         (4) 야전병원의 사례

  두 사례 화에서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야전병원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

다. 전장지에서 휴식의 장소로 야전병원은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화 속 장

소는 개연성을 살려 의미를 부여 해 준다.

  우선 ‘인천상륙작전’의 야전병원은 낙동강전선 후방에 위치하여 부산으로 

가는 길에 있다. 화 속 장소 야전병원에서는 양 위와 미혜가 처음 만나는 

장소로 화가 시작된다. 야전병원은 겹겹이 쌓인 산들 사이에 야외천막으로 

만들어진 임시형태이다. 천막 안에는 간이식 침 들이 놓여 있고 카메라 밖에

서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문이 있다. 야전병원 안에는 의사나 간호원이 나

타나지 않고, 각 개별주체들이 사를 주고받는다. 개별주체들이 움직이는데 

있어 담뱃불을 켜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발화가 도화

선으로서 상륙장소 케이가 언어로 전달되었음을 보여준다. 야전병원이 중요한 

것은 상륙장소 케이라는 화제 거리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각 

개별주체가 각기 다른 의도로 한 장소에 공존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다음은 ‘월미도’의 야전병원이다. 민중을 표하는 민국은 봉쇄된 북쪽 

방파제를 피하여 남쪽 팔미도를 거쳐 월미도로 들어온다. 그가 출발한 곳이 

바로 인천의 북한군 야전병원으로 월미도와 인천을 연결시켜 주는 화 속 장

소이다. 민국은 인천 야전병원에서 우연히 월미도 중 본부장의 옛 애인인 여

자 군의관을 만난다. 월미도로 돌아온 민국은 중 장에게 야전병원에서 여자 

군의관을 만난 이야기를 전한다. 이 때 인천 야전병원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

는 화 속 장소이자 서해안 방어선의 일부로, 남겨진 가족들에 한 애착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야전병원은 월미도 외부로 시야를 넓히고, 제한된 월미도 

외 역에서 개별적인 에피소드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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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작자에 한 상황적 지식의 추론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한 접근은 각기 다른 포지셔낼리티를 이해하기 위

해 상황적 지식의 추론을 필요로 한다. 제작자의 고려 상에서 화 속 장소

의 선택을 살펴보고, 제작자의 자기반 성에서 화 속 장소의 부호화를 파악

하 다. 이로 인한 상황적 지식은 화 속 경관과 등장인물과의 관계를 해석

함으로서 분석 가능하 다. 이 때 화 속 경관은 등장인물을 주체로 하여 

화 속 경관에 등장인물이 향을 주는지 아니면 향을 받는지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상황적 지식의 추론에서는 제작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등장인물이 표현된 바를 해석하여 화 속 경관을 분석하 다.

  화상의 장소 재현에서는 어떠한 등장인물을 주체로 하여 장소를 구현하는

가, 분절화 된 화 속 경관은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상황적 지식의 전개를 추론하는 과정은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소재로의 

접근에 한 과정으로서 화 속 경관에 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화 속 경관에서 무엇이 찾아지는가, 또한 보이는 장면에서 무 는 무슨 의

미를 지니는가에 한 해답을 제작자의 문화적 배경96)으로 제시한다. 화 속 

경관은 화 상  동안 많은 장면으로 연출되고, 그 자체로서 이미 특정의 의

미를 전달하기도 하지만 등장인물과 관람자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기억97)을 설

명해주기 때문이다.

         (1) ‘인천상륙작전’의 전개방식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작전 수행 시 헬리콥터와 자동차로 이동하는 긴박

한 모습에 빠른 전개 과정이 나타난다. 이는 제작자의 회고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전쟁 당시에 경험한 부산 도회지 피난 생활이 어느 정도 반 된 것으로 

96) 제작자의 문화적 배경은 한 편의 화에서 제작자가 고유하게 만들어낸 바탕이다. 이에 한 요
건을 찾을 때에는 화의 목적과 구성방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97) 사회적 기억은 제작자가 형상화한 재현결과가 관람자와 접하 을 때 공감을 얻어 만들어진다. 
사실을 소재로 하 을 때는 집합적 기억에 한 조합과 조절이 필요하고, 허구를 재료로 하 을 
때에도 현실을 기반으로 하여 제작시기의 상황을 반 할 수 있는 코드가 추상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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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오히려 화 속 경관은 이러한 당시 혼란했던 상황과 맞물려 여러 등

장인물로 하여금 의미를 지닌 주체로 등장하게 한다. 이 때 볼거리의 다양성

과 변화에 주목하는 화 속 경관은 채널로서 보도 역할을 하 음을 보여준

다. 따라서 화 속 경관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관람 선택에 따른 상품의 특성

이 고려되기 때문에 제작자 의도가 담긴 메시지가 분명할 것으로 추론된다.

 

  극적전개에 드러난 진입경로 장면은 당시 시흥∼양천∼인천으로의 지도를 

보여주어 상륙작전의 윤곽을 암시한다. 이에 해 편광우는 한국전쟁 발발 시 

서울에 있었던 기억을 회상하며, “1950년 6월 28일 내가 등포에서 싸울 때 

맥아더가 노량진까지 왔었어. 이후에 연합군이 지원해 주겠다고 했지.”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그는 전쟁 발발 이후 인천상륙작전의 목표인 서울수복이 

연합군작전지부 내 배치된 지도를 표현함으로서 “수도 사령부. 작전지지.”라

고 신의 배경을 설명하 다. 이처럼 ‘인천상륙작전’ 화 속 경관은 제작자

가 경험한 재현 지역의 특성이 표현되어져 있다.

  편광우는 인천상륙작전에 실제 참여하지 않았었기에 서울 후퇴가 크게 기억

에 남아 ‘사령부’에서 맥아더 재연, ‘ 등포’에서 시흥과 양천을 잇는 한

강 지류 안양천을 표현하고자 하 던 것으로 해석 된다. 화 속 경관으로서 

한 장면의 커튼에 가려진 지도는 사령부에서 독립된 연합군작전지부의 모의 

작전을 의미한다. 주요한 화 속 경관은 등장인물을 주체로 하여 의미를 부

여하고, 지도를 통해 알려주는 길 또한 등장인물들이 다음 신에서 이동할 방

향을 예측하게 해 주는 것이다. 

  전쟁 화의 극적 전개는 “ 화가 전쟁터와 같다면 전쟁 화는 사랑, 믿

음, 액션, 폭력, 그리고 죽음이 재현되어 상황을 창조하는 궁극적인 화의 형

식(조해진, 2010, 전게서)”으로 이루어진다. 사실적 주제에서 인간애에 한 

표현은 전쟁에 한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메시지 전달을 한다. 이런 극 화

적인 장르의 특성 상 화에서 표현하는 인위적인 사건 전개는 역사적 의미 

전달에서보다는 볼거리로서 기능하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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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군작전지부에서 경 령은 인천상륙작전 개시 이전 단계로 청색해안을 

통한 육지 진입을 지시한다. 이는 상륙 하루 전 적을 분산시켜 심리적으로 위

축시키기 위한 교란 작전을 상상하여 화의 사실적인 묘사와 섞이게 함으로

써 극적 요소로 이용한 것이다. 특정 지역으로 상륙작전을 지시하는 장면은 

또한 상륙작전의 복선을 보여준다. 이는 실제 상륙부 가 육지, 바다, 하늘에

서 움직이는 것과 비되어 극적전개로 한정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준

다. 그리고 이것은 모의 작전으로 상륙을 성공시킨다는 허구의 이야기를 종결

시키기 위해서이다. 

  실제 한국전쟁에서 시흥군은 인천상륙작전의 관할 범위 내에 있었다.98) 하

지만 화에서 시흥은 연합군 상륙지점으로, 편광우는 이에 해 서울 수복 

과정에서 시흥, 안양, 연희고지 등으로 이어지는 전투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

나리오를 작성하 다고 밝혔다.99) 

         (2) ‘월미도’에서 극적 장치

  김정일(1973)이 밝혔듯이, “장치물은 시 와 생활에 맞게 전형화 되여야 한

다... 화의 장치 미술이 인물들의 성격적 특성을 옮게 살려내지 못한다면 생

활환경이 진실하게 느껴지지 못할 뿐 아니라 인물의 성격도 생동하게 안겨오

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연출된 화 속 경관은 등장인물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화 속 경관이 등장인물에게 향을 준다. ‘월미도’에서는 자연적 

요소인 해안가, 산기슭, 절벽 등의 화 속 경관으로 주요하게 표현된다.100) 

98) 시흥은 군사작전지역 청색해안지역에 포함되어 9월 15일 폭격 상이었다. 북한군은 낙동강 전
선에 후방예비부 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인천 주변지역 현지에서 징집한 학생, 민간인, 
핵심당원 등으로 구성된 를 배치해 둔 상황이었다(박동찬, 2007: 347-348).

99) 한국전쟁 당시에는 시흥은 서울시 시흥군으로 양천은 양동면으로 편입되어 있었으나 화가 제
작되었던 시기에는 1965년에는 1963년에 시흥은 시흥리로 양천은 등포구에 편입되어 양동출장
소가 설치된 것이 반 된 것이다. 또한 양천으로 불리게 된 것은 1977년 등포구에서 분구되어 
강서구로 재편되면서 ‘양천’이 조선시 에 불리던 양천으로 부활되었다. 연속된 지역에서도 
시간의 작용에 차이가 있어 장소에 따라 각기 다른 역이 화에 드러난 것이다. 화에서는 
서울에 편입되어 있었던 두 지역을 지나는 통로가 상륙작전의 하나로, 결국 서울수복을 위한 접
근이었음이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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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화 속 경관은 배경 자체가 고정적이고 정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방공

호를 만드는데 있어 지하에 견고하게 포진지를 만들어 화 속 경관을 연출하

다는 것은 연속선에서 은폐호와 같이 갇혀진 생활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한편, 화 속 장소는 음악에도 향을 받는다. 특히 북한 화에서는 주체

음악이 돋보인다. 주체음악은 이미 1946년 3월부터 전문 음악인들을 중심으로 

한 조선음악가 동맹에서 만들어 졌었다. 정작 이를 중앙과 각 지부에 사상 교

육 사업으로 활용한 것은 평양의 중앙위원회이다. 이후 1953년에는 “조선음

악예술의 창작은 사회주의 레알리즘101)을 택한다.”고 하는 강령에 의해 조선

작곡가 동맹이 조직되었다(이재용, 2012: 211, 217). 이처럼 화음악에서 활용

되는 주체음악은 특정 화 속 경관에 의미를 부여하고, 해당 화 속 경관과 

아울러 등장인물의 감정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맡음으로서 현실의 변화를 요구

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주체는 사회주의 레알리즘화되어 사상의 도구로 거듭나게 된다. 

북한의 화 속 경관에서 극 화를 보여주는 특징으로서 주체음악은 주인공의 

사상적 맹아를 담는 표현의 도구로 활용된다. ‘월미도’에서 산기슭과 은폐

호 장면은 무전수 옥이 부르는 “나는 알았네”라는 곡을 통해 고향을 회상

하는 장치로 설정하 다. 이같이 감정을 고조시키는 화음악은 투쟁에 힘을 

실어 지도자에 한 끝없는 충성심을 사회적 기능으로 승화시킨다.

  북한의 표적 기록 화답게 ‘월미도’는 극 화적인 장치를 숨겨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월미도’에서는 특히 청각적으로는 노래를 포함한 

100) 인천을 직접 표현할 수 없었기에 부분 촬 장에서 촬 을 하 고 이는 경제의 의미 차이에
서도 찾아진다. 북한에서 발간한 철학사전 에서 경제는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람들의 창
조적 활동분야”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즉 ‘월미도’에서는 또한 전원이 죽게 되는 “개활 지
”가 표적이다.

101)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소련에서 1920년  말기부터 1930년  초기에 제창되었다. 이는 현실을 
그 혁명적 발전에 있어서 올바르게 역사적 구체성을 가지고 묘사할 것을 예술가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때 예술적 묘사의 진실성과 역사적 구체성은 근로자를 사회주의정신에 있어서 사상적
으로 개조하고 교육시키는 과제와 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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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시각적으로는 오방색 위주로 표현된 색채가 극 화적인 요소로 작용

한다. 이는 반복되는 노래의 배치와 함께 음악을 효과로 사용하는 장면이 주

요하게 나타난다. 음악이 활용된 장면에서는 13일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설정

에서의 신(신 80, 81, 82)의 경쾌한 음악, 14일 수세에 몰린 전투 신(신 169∼

174)의 웅장한 음악, 15일 기뢰병이 바다로 들어가는 신(신 205∼210)에서의 

장엄한 음악이 표현된다.

  독백과 함께 극 화적인 특성의 주요 요소로 쓰이는 음악이나 노래는 개

가 손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 서정적 멜로디와 가사는 화의 내용과 의미를 

집약한다. 북한에서 음악을 주목하는 이유는 민족성과 일상성 때문이다. 음악

은 세계 각 민족 음악이 갖는 보편성도 있지만 오랜 기간 동안 민족적 특성과 

함께 하면서 민족성을 반 하게 되고 가장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어서라는 

것이다(전 선, 전게서). 이러한 멜로디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반복되

는 리듬과 어조를 담고 있다. 음악적 화방식은 작품에 주제가와 창화102)가 

들어가는 형식으로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구현된다(이충

직, 2003: 125)

  ‘월미도’에서는 “나는 알았네”가 그 표적인 예이다. 은폐호 저녁에는 

전투를 마치고 부 원들이 쉬고 있을 때이다. 중 장은 지휘소에서 은폐호 

들어서며 지쳐있는 부 원들을 보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 노래를 청한다. 은

폐호는 아무런 시설 없이 어둡고 비좁게 배치되어 있고 손풍금에 맞춰 부르

는 노래 “나는 알았네”를 통해 각기 회상에 빠져든다. 화면은 옥의 노래

와 함께 각자의 고향으로 플래시백하여 목숨을 바쳐 수호해야 할 장소를 떠올

리게 한다.

  비록 전장이지만 어두운 은폐호에서 각 개별주체가 떠올리는 과거회상 장

면은 다음과 같다.

 

102) 창화(唱和)는 한 쪽에서 부르고 다른 한 쪽에서 답하는 형식의 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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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기뢰병은 평범한 농부로 살 수 있었던 것을 김일성 지도자에게 감사

했던 개별주체로서 수확한 곡식을 들고 환하게 웃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때 

나오는 가사는 “봄이면 사과 꽃이 하얗게 피어나고 가을엔 황금이삭 물결

치는 곳 ...”으로 노래에서 배경을 보여준다. 둘째, 옥은 꽃밭에서 자매와 

함께 누워 앉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낸다. 다시 반복되는 리듬으로 “불타는 

전호가에 노을이 비껴오면 가음에 못 잊어서 그려보는 곳 아 내 고향 들꽃 

피는 그 언덕이 ...” 나오는 데 들꽃이 나오는 평화로운 시간을 떠올린다. 

셋째, 중 장은 안개 가득한 공원 호숫가 숲길을 애인과 함께 걷는다. 가사

는 “살아도 그 품속에 죽어도 그 품속에 언제나 사무치게 불러보는 곳 ...”

으로 고향을 떠올린다. 결국 이 세 장면은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 흐름의 장

면에서 각 주체가 떠올리는 고향을 이상적으로 나타내었다.

         (3) 화 속 경관의 해석

  제작자에 한 상황적인 지식의 추론에서는 제작지역의 특성이 나타난 등장

인물의 표현으로, 등장인물이 주체가 되어 화 속 경관을 해석하게 한 것이

다. 그리고 각기 다른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화 속 경관과 등장인물

의 관계가 다르게 작용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이동 경

로와 지도 등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것과 비교하여, ‘월미도’에서는 독백, 노

래 등 청각적으로 경관을 보여줬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경관의 시점을 다층적으로 보여주며 등장인물 행동

을 묘사했다. 연합군작전지부에서 한 장의 지도에서 보여주는 시흥, 양천, 인

천으로의 진입경로는 양 위 구출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에서 지나가게 될 노선

이다. ‘월미도’에서는 의사 전달에 중점을 두어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

로 구현된 사전달이나 반복된 리듬의 멜로디를 등장시켰다. 결국 ‘인천상

륙작전’에서는 화 속 경관과 등장인물의 행동에 따라 서로 향을 주고받

으며 화 속 경관에 표현되지만, ‘월미도’에서는 구현된 화 속 경관이 

등장인물 역할에 향을 준다.



- 156 -

그림 5-5. 제작자에 대한 상황적 지식의 추론

  장소가 분화된 의미부여로서 결과를 보이는 화 속 경관은 이 과정에서 명

료한 포지션의 차이를 보인다. 상륙군으로서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방향

과 방어군으로서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상황은 동일한 장소에서도 각기 

다른 위치, 등장인물의 소속, 이로 인한 배치가 차이 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화 속 경관은 어떠한 등장인물과 함께,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가 상황적 

지식으로 해석되었다. 이 때 상호관계에서 파악되는 경관인식의 발화 위치는 

제작자가 재현하는데 나타난 제작지역의 특성으로 분석되었다. 그 특성은 제

작자로 인해 고려되는 문화적 배경, 제작자가 관람자와의 조우에서 기 하는 

역사적 시선에 한 사회적 기억을 파악하게 해 주었다.

  따라서 상황적 지식의 추론은 제작지역의 특성이 반 된 등장인물 표현의 

차이를 통해 화 속 경관을 해석한 것이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자본주

의 경제에서 화가 상품으로서 제작시기를 기록 하고 사실을 재현한 결과물

을 제공한다. 이 때 의미 부여된 화 속 경관은 재현시기를 담은 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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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지역을 이해하는 실제적 의미로 재평가 받는다. 반면 ‘월미도’에서 노

래로 의미 부여된 화 속 경관은 등장인물에게 사상적 향을 준다. 노래의 

내용에서 만들어진 인물의 성격 또한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살려 도구화한 것

이다. 결국 화 속 경관이 결정한 장면에서 등장인물은 각자의 성격을 그려

내고, 이를 살려 개별주체를 표현함을 알 수 있었다.

     3. 소결 :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와 화상의 장소 재현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상이한 화상의 장소 재현을 표현했다. 동일

한 장소를 주목하고 이 선택한 장소를 어떻게 다르게 재현했느냐에 한 결과

이다. 5장 2절에서는 화상의 장소 재현에 해 상의 재현과 제작자의 고

려사항, 제작자의 자기반 성, 상황적 지식의 추론을 살펴보았다. 

  인천이라는 화 속 장소는 1965년의 ‘인천상륙작전’에 표현된 인천과 

1982년의 ‘월미도’이라는 각각의 사실이 중첩되어 인천을 주목하게 한다. 

첫째,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화에서 서울로의 통로로서 인천을 분석하고자 

하 다. 이 때 인천은 38선 가까이에 있는 항구로서 외부와의 접근이 용이하

게 자리 잡혀 있다. 

  둘째, 상륙작전을 소재로 화화하는데 있어서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 다. 

외부에서 육지로의 접근을 할 때 범위와 북한으로 퇴각을 앞 둔 보루로 한정

된 역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구별되는지를 분석하 다.

  셋째, 동일한 장소일지라도 점유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공간성이 나타남을 

해석하 다. 주체인 등장인물과 화 속 경관과의 관계에서 분석한 포지션은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분석이 가능했던 요인을 밝혀준다. 

  앞 서 찾은 두 가지 사항으로서 장소, 역이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충분

조건이라면, 나머지 공간성에 한 논의는 필요조건으로서 선-후 관계를 설명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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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와 영화 속 장소 재현

  화상의 장소 재현은 장소로의 외부관계에 따라 국가적 수준의 지정학적·

상징적 의미의 실재 장소, 지역적 수준의 비가시적 의미로 화 속 장소를 만

들어 낸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한 이해는 상 적 지식의 접근으로 시작

하 다. 제작자의 고려 상은 상의 재현으로 사회적 환경을 보여주고, 제작

자 작품 활동에서 개인의 포지셔낼리티를 이해하게 한다. 제작자의 자기반

성은 개인적 특질에서 비롯된 제작자 고유의 특성과 한국전쟁을 경험한 사례

가 함께 화에 반 되어 화 속 장소의 내부적 특성을 만들어 낸다. 제작자

에 한 상황적 지식의 추론은 사례 제작자에 한 문화적 배경과 화 속 장

소의 지리적 환경을 이해하여 분석한 것이다(그림 5-6).

  역사 화에 속하는 인천상륙작전 소재 화는 지각의 회상에서 기억의 과부

족과 함께 과도하게 좁혀진 화 속 장소들을 부분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실재 장소는 장소의 재현에서 사건의 인과관계에 따라 사회적 기억의 조우가 

이루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 전쟁 화라는 장르적 특성을 배제하고서라도, 이 

화들은 보편화된 사실을 확인하고 허구에 한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여 현

재 인천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차이

가 나타난다는 사실이 절 적일 수밖에 없음을 또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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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화에서는 실재 장소를 필요에 의해 선택하고 

이 상을 재현하는데 있어 제작자의 장소 인식이 방향을 설정하게 하 다. 

이 때 화로 표현되게 되면서 제작자의 장소에 한 포지셔닝은 제작자의 위

치에서 사회적 환경, 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나타난다. 전쟁이라는 개념이 한국

과 북한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에 한 합리화에 차이가 났다. 한국에서 제작

된 ‘인천상륙작전’은 상륙을 기념하며 자주국방을 시연하여 보여주는 계기

를 마련했다. 반면 북한에서 제작된 ‘월미도’는 외세로부터 계급 해방을 나

타내는 조선해방전쟁이 목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화화 하려 했다(표 5-4).

제작자 

포지셔낼리티
특성 ‘인천상륙작전’ ‘월미도’

대상의 재현
사회적 환경 반공전선 강화의 해 숨은 영웅 찾기 운동

제작자 작품 활동 광복물, 군사영화 군사영화문학

자기반영성
개인적 특질 독립운동가 선친 교사 경험

한국전쟁 경험 부산에서 통신교관 알려진바 없음

상황적 지식
문화적 배경 채널로서 보도 주체음악

지리적 환경 서울 수복 표현 평양으로 가는 길

표 5-4.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특성

  이에 화가 만들어 낸 장소는 자체가 갖는 위치적 설정에 따라 제한된 포

지셔낼리티를 보여주게 된다. 이 때 ‘포지셔낼리티’는 화가 만들어 낸 표

현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자의 장소 선택에 따른 필터링의 결과로 제작자

에 따라 장소 재현이 다르다는 상 성을 내포한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상륙개시로 시작되는 승리의 전조를 알리고, ‘월미도’에서는 단절된 섬의 

상황으로 시급함이 표현된다. 그 위치는 구성원의 소속으로 점유 상을 밝히

고, 사건 전개의 배열에서 병렬적으로 배치되어 나타난다.

  ‘장소에 표현된 포지셔낼리티’는 신에서 해석되는 화 속 경관의 축소와 

확 가 특정 장소를 이해하게 해 주었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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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위해 카메라가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주변을 보여 줄 때에는 

인물이 사고하는 순간이 포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주체인 등장인물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경관에 묘사되어 나타난다. 결국 포지셔낼리

티는 화 속 경관의 연출을 통해 그 차이가 분석되고 장소에 한 부분적 해

석을 필요로 했다.

  이와 같은 접근은 ‘포지셔낼리티가 표현된 장소’에 한 분석으로 귀결된

다. 한정된 장소에 특정 집단의 점유시기가 나타날 경우에는 장소 재현을 파

악할 수 있다. 장소 재현은 그 특정 집단이 바뀌게 될 때에 장소가 변화하게 

된다. 이로서 부분적인 의미를 가진 포지셔낼리티는 표현한 상, 그 상을 

이루는 집단, 집단들이 주요하게 나타나는 지점이 장소의 구성으로 차이를 나

타낸다. 즉 장소 재현이 일어나면서 점유주체의 시 적 차이로 인해 분석되는 

포지셔낼리티가 위치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이 때 위치적 차이에는 변화하는 

상, 변화되는 주체가 중첩되어 나타난 결절지점을 보여준다. 그 결과 재현되

었다는 사실에서 파악되는 재현자의 장소 인식은 개인의 포지셔낼리티라는 제

한된 양식으로 분석 될 수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사실이 화화되는데 있어서 일관된 특성을 나타나게 

되고 장소 재현의 의미로서 분석되었다. 이때에 특정 재현 시기는 제작시기의 

이해로부터 화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를 이해하게 하여, 화에서 표현된 관

점이 포지셔낼리티로서 파악되었다. 화에서 표현된 포지셔낼리티는 그 일련

의 과정에서 시작점인 제작자의 선택에 나타났다. 또한 이는 집중적으로 표현

된 장소의 재현으로 제작자의 장소 인식을 기반으로 하 다. 따라서 시 에 

따른 화의 흐름에서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를 분석하는 것은 주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 결과 화 장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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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포지셔낼리티와 장소 메시지

  동일한 장소를 재현하는데 있어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각기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살펴보았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장소 메시지를 살펴본다. 그 메시지는 각 화

에서 나타내는 화 속 장소, 화 속 경관에 한 장소 메시지를 분석한 것

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앞 서 살펴본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차이에서 

화 속 장소가 어떠한 형태로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 다.

  장소 메시지는 등장인물을 개별주체로 하여, 각 개별주체가 화 속 장소와 

화 속 경관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행위 하는 지에 따라 메시지

가 부호화된다. 화 속 장소로 선택되는 것에서 부호화가 시작되고, 부호화된 

메시지는 해독되어 화 속 경관 재해석을 통해 메시지 결과를 분석하게 해 

준다. 그리고 메시지가 유형화하는데 있어서는 등장인물이 환경지각을 하고 

어떠한 편향성을 보이는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사회성 규모 모델’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그 결과로서 장소 메시지가 파악된다. 장소 메시지는 화 속 장소에서 첫

째, 등장인물이 주체로서 환경지각에 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개인과 집단 중 

어디를 기반으로 하고 선택하는지 둘째, 배경으로서 장소가 등장인물과 관계

를 해석할 때 집단들 사이에 혹은 집단 내에서 개별 주체에 역할을 강조하는

지에 따라 해석을 돕는다. 화 속 장소가 부호화되어 메시지로 전달되는 과

정에서 해석된 화상의 장소 재현에 한 결과는 개별주체와 무 의 관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명제를 밝힐 수 있다.

  두 사례 화의 화상의 장소 재현은 각기 다른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비

교로서 파악된 기준이 장소 재현의 차이를 해석 할 뿐 아니라 이 때 전달되는 

장소 메시지를 분석가능 하게 한다. 이에 한 장소 메시지는 화 속 장소의 

개인, 평등, 운명, 위계의 의미로 해석되고, 이 때 줄거리 흐름에서 개별주체와 

화 속 장소와의 관계는 각 지점에서 메시지 결과로서 분석되었다.



- 162 -

     1. 포지셔낼리티에 따른 장소 메시지

  장소 메시지는 5장 1절에서 다룬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와 화상의 장소 재

현에 한 결과를 재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하 다. 이는 그 결과가 화 장소 

메시지에 향을 주는 사례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서 분석되기 때문이다. 제작

자 포지셔낼리티의 차이로 각기 다른 장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장소 

메시지가 어떠한 유형을 발송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앞에서 다룬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화상의 재현에서 찾게 된 결과가 각기 다른 상륙군 관점, 

방어군 관점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지를 분석하게 해 주었다.

  장소는 인문지리학에서 주요 연구주제로 (1) 입지(location)(예를 들어, 서울

은 127˚E, 37.6˚N) (2) 현장(locale) (3) 장소감 등으로 장소 A와 장소 B는 구

별되는 ‘의미 있는 위치’이다. 또한 잠재적인 장소는 지도화되고 이름 불러 

주는 것에도 가치가 드러난다(Cresswell, 2004). 따라서 화에서 장소가 재현

될 때에는 화 속 장소가 나타내는 입지, 표현되는 위치, 해석되는 특성이 장

소 메시지의 분석에도 적용된다. 이는 화 속 장소로 선택되고, 화 속 장소

가 재현되며, 화 속 경관이 해석 되는 데에 그 입지적 조건, 위치적 특성, 

경관 의미 분석이 요구됨을 말해준다.

  장소 메시지는 제작자가 표현한 화 속 장소가 어떠한 의미로 전달되느냐, 

그 때 화 속 장소는 등장인물이 속한 사회를 어떠한 유형으로 만드느냐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는 화 속 경관으로 해석된 결과는 

등장인물과의 관련성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장소 메시지는 사회성 

규모 모델을 적용하여 화에 등장한 인물들의 사회성 규모를 분류하고, 이로

서 화 속 장소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분석한다. 이에 결과로 나타난 유형은 

등장인물이 표현된 화 속 장소의 재현 차이를 해석하게 해 준다.

  부분의 화의 신에는 두 명 이상의 인물이 등장한다. 표현된 이들의 관

계에서 개인 혹은 집단으로 사회유형이 나타나 화 속 장소에 반 된다. 특

히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화의 경우에는 상륙하고 이를 방어하려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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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크게 나뉘고, 이들 집단 사이에서도 그 안에 그들 나름의 위계질서가 

생성된다.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개인 내지 집단에 속하여 의사를 정하는지 혹

은 등장인물이 속한 사회유형이 위계질서를 나타내는지, 등장인물이 집단 내

에서 분화되어 나타나는지가 반 된다.

  본 논문에서는 화 속 장소의 선택에서 표현된 등장인물, 화 속 장소의 

재현에서 나타난 등장인물 관계, 등장인물과 화 속 경관의 관계에서 개별주

체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았다. 결국 화 장소 메시지는 개별주체와 화 

속 장소와의 관계에 따라 같은 화일지라도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인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장소 메시지는 화 속 장소의 선택에 따라 부호화된 장소 메시지가 화 

속 경관을 통해 재해석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때 등장인물이 속한 사회유

형을 나누는 기준은 개별과 집단, 자율과 통제의 범주이다. 개별과 집단은 단

순히 등장인물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고유의 특성이 드러나는 

지에 따라 구분된다. 즉, 군집에서 개인의 특성이 표면화되지 않았으면 ‘집

단’이라 할 수 있겠지만, 개개인의 등장인물의 관계가 특징지어짐으로써 개

별화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개별’이라 볼 수 있다.

개  별 집  단

자  율 개  인 평  등

통  제 운  명 위  계

표 5-5. 장소 메시지

(출처: Thompson, 1990: 8 연구자 정리)

  또한 등장인물들이 자신이 속한 화 속 장소를 내러티브 전개에 맞게 구현

하여 열린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자율적인 특성이라 할 수 있고, 등장인물이 

규율된 질서 내에 있으면 통제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즉, 범주 결과는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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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상황과 행동이 결정한 화 속 장소가 어떠한 사회유형을 나타내는지

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에서는 신 단위로 화 속 장소에 사회유형의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여러 집단들이 분화된 정도에 따라 평등과 위계가 구

분되고, 집단 내의 개별주체의 특성과 역할에 따라 개인과 운명을 분류할 수 

있다.

  유형화 결과가 화 속 장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해 살펴보기에 앞서, 

각 유형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째, 화 속 장

소에 표현된 개인은 등장인물이 집단결합이나 사회적 맥락과 상관없이 나타난

다. 둘째, 화 속 장소에 표현된 평등은 사회적 제어가 힘의 형태로 반 되어 

집단 내에서 등장인물의 자율성을 나타낸다. 셋째, 화 속 장소에 표현된 운

명은 통제 내에서 등장인물이 스스로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며 정체성을 형성

한다. 넷째, 화 속 장소에 표현된 위계에서는 등장인물이 속한 집단들의 상

하관계가 사회적 관계로 나타난다.

  화 속 장소에서의 ‘개인’은 등장인물이 집단과 독립되어 개인의 속성을 

파악하게 한다. 예를 들어 방어군 관점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교통호에서는 월

미도에 들어온 무전수와 부 원의 막내가 서로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온다. 부

원의 막내는 무전수에게 중 장의 이력과 취사원의 일화를 알려주며 부 를 

알기 쉽게 설명 해 준다. 그리고 무전수의 고향이 어디인지를 물으며 각 개인

의 속성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진다. 이때에는 중 장의 해군군관학교에 우

수한 성적으로 졸업하 고, 부 원들이 취사원의 서투른 음식솜씨로 복통을 

일으킨 사실 등이 드러나는데, 이를 통해 개인은 무미무색의 집단 내에서 내

재된 개성을 발견한다.

  화 속 장소에서 표현된 ‘평등’은 등장인물이 속한 집단에서 분화되어 

등장인물의 자율성이 남게 된다. 예를 들어 상륙군 관점에서 댄스홀은 연합군 

진 과 간첩세력이 만나는 지점이 된다. 이 화 속 경관에서는 연합군 장교

와 간첩이 만나는 것은 물론 연합군 장교들끼리, 간첩들끼리 세를 형성 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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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무리를 짓고 있다. 방어군 관점에서 언덕의 교통호는 중 장이 새로 들어

온 무전수와의 화를 나누는 경관이다. 교통호에는 중 장이 월미도 내부에

서 중 장과 그 외 등장인물들이 분리되어 있다.

  화 속 장소에서의 ‘운명’은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성격

에 맞게 선택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상륙군 관점에서 부산거리와 부산항에서

는 연합군 장교가 내부간첩을 찾아 나선다. 연합군 장교가 야전병원에서 만났

던 여자 간첩을 찾는 것은 상륙작전을 성공시켜야하는 목적으로 활기찬 거리

를 걸어 다니면서 주의를 돌아본다. 이러한 배경이 되는 부산에서는 헌병이 

거리를 다니면서 간첩들을 잡고 있었다. 여자간첩 2는 부산항을 배경으로 잡

혀가는 간첩들을 보며 자의식을 깨닫는다. 이러한 화 속 경관에서는 줄거리 

전후맥락에서 등장인물이 각자 접하게 되는 환경에 적응한다.

  화 속 장소에서 드러나는 ‘위계’는 등장인물들의 질서체계가 표현된다. 

예를 들어 상륙군 관점에서 팔미도는 바다에서 접근하여 인천으로 가는 과정

이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팔미도에 들어가고, 다시 등  안으로 들어간다. 첩

보부 원들은 바다 위 군함과 교신하여 팔미도 점화시기를 결정한다. 이때에

는 바다, 팔미도, 팔미도 등 에까지 화 속 장소의 단위가 연결되어 등장인

물들이 처한 상황은 화 속 장소의 위계를 나타낸다. 팔미도에서 등장인물들

은 등 와 연결된 상부의 연락을 취하여 움직이게 된다.

  위와 같은 유형화 결과는 화 속 장소에 등장인물이 속한 사회 유형을 알

려주어 이 때 편향되어 나타난 특성이 분석된다. 그 결과를 화 속 장소 해

석에 적용하여 실제장소가 원형이 부호화되어 재해석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

서 화 장소 메시지를 밝히게 된다. 실재 장소는 화 속 장소로 선택되어 

그 원형이 부호화되고, 화 속 장소는 개별주체에 역할을 부여하여 부호화된 

메시지를 만들어낸다. 이 때 해독된 메시지는 화 속 경관 재해석을 통해 

화 장소 메시지가 갖는 의미를 분석하게 한다. 이는 화 장소 메시지가 신 

분석에서 결정된 각 화 속 장소와 화 속 경관을 적용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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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화 장소 메시지 분석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선택된 실재 장소와 재현된 화 속 장소, 화 속 경

관을 비하여 인천상륙작전 재현의 특성을 밝혔다. 화 장소 메시지는 화 

속 장소의 사회 유형을 파악하게 해 주어, 화 속 장소 재현의 특성을 파악

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화 장소 메시지는 동일한 장소 재현에서도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전달될 수 있음을 살펴보게 하 다. 

화 장소 메시지는 화 속 장소로 선택된 장소가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

라 각기 다르게 부호화하고, 이 때 부호화된 메시지가 파악되었다. 이러한 것

은 화 속 장소가 다르게 재현됨으로서 재현과정에서 밝혀지는 화 속 경관

이 재해석되어 화 장소 메시지 분석을 돕게 한다. 화 장소 메시지는 각 

지점에서 해석된 결과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차이에 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 준다.

       1) 화 속 장소 원형의 부호화

  선택된 화 속 장소는 실재 장소가 어떠한 관점을 보여주느냐로 그 원형을 

부호화한다. 상륙을 하는데 있어 입지적 조건은 각기 다르게 결과를 표현한다.

  ‘인천상륙작전’에서 팔미도는 연합군이 비어수로를 통해 인천으로 상륙하

는 과정에서 등불을 점화하는 장소이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바다에서 배

를 타고 미리 들어가 등 를 밝히는 곳으로 외부 환경(섬, 등  안, 바다 위 

군함)에서 여러 집단이 표현되고 집단들 사이의 결정이 반 되어 화 속 장

소에 위계가 나타난다. 한편, ‘월미도’에서는 인천에서 돌아오는 등장인물이 

위계질서구조에 편입되기 위해 거쳐 오는 장소로 집단 외 등장인물인 민국이 

월미도의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데 팔미도가 언급되면서 화 속 장소의 운명

이 드러난다. 이처럼 팔미도는 인천상륙작전에서 시작을 알리는 장소로, 두 

화에서 모두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소로서 사례 화의 

장소 메시지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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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화의 마지막 장면은 각각 인천과 월미도가 등장하는데 각기 다른 내용

의 화 장소 메시지를 전달한다. 인천을 재현하는 것이 가장 까다롭고 어렵

지만 ‘인천상륙작전’은 1964년 인천에서 촬 을 하고, ‘월미도’는 1982년 

북한 세트 촬 장에서 월미도를 제작하 다. 한국전쟁 화 중 인천을 소재로 

한 부분의 화들은 집단기억에 의해서 인천이 장소성으로 내재화(전 률, 

1980; 오미일·배윤기, 2009)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

려하여 인천을 장소 재현하는데 있어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로 화 장소 

메시지 내용이 각기 나타난다. 실재 장소는 상륙 시작, 상륙 지점, 상륙 거점

을 알리는 단계에서 화 속 장소로 부호화 된다. 

평  등 운  명 위  계

‘인천상륙작전’
시흥

인천
- 팔미도

‘월미도’ 인천 팔미도
시흥

월미도

표 5-6. 실재장소의 영화 장소 메시지

  결말을 짓는 화 속 장소는 ‘인천상륙작전’의 경우 산을 넘어 민가를 거

쳐 길로 들어서는 부 의 행렬을 나타내고, 앞서 나오는 트럭에서 승리를 알

리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나온다. 이 때 공상-해상-육상 전투의 승리를 알리며 

깃발부 가 행진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인천이 화 속 장소에 평등을 나타낸

다. 방어군 관점에서는 ‘월미도’에서 전원이 소진되는 월미도가 월미도 내

부 해안과 월미도 외부 바다에서 각기 소임을 다하는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작

전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위계를 구현한다. ‘월미도’에서 인천은 가 배

치되어 있고 야전병원이 위치해 있어서, 집단 내 분화가 나타나 등장인물들에

게 평등이 표현된다. 상륙부 들의 단계적 진입과 승리를 알리는 장소로 인천

은 화 속 장소에 평등을 나타냄은 물론, 방어군에게는 아직 상륙군이 닿지 

않은 또 다른 집단의 가 위치해 있는 장소로 평등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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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영화 속 장소 원형의 부호화

  ‘인천상륙작전’에서 시흥은 청색해안의 작전지 이자 양천에서 인천으로 

이어지는 육로이다. 이 화에 나타난 시흥을 표시한 지도는, 그 지도 자체가 

‘경관을 실제적으로 생산하는 방식(Mitchell, 2002: 386)’으로 문화적 경관을 

설명한다. 또한 시흥은 작전수행지로 집단이동을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인

천상륙작전’에서 시흥은 헬리콥터를 탄 연합군이 적진에 있던 양 위를 구하

는 장면에서 화 속 장소의 평등이 표현된다. 즉, 상륙부  내에 양 위의 구

출을 위한 헬리콥터 부 는 따로 조직되는 것으로 보아 집단 내 분화가 일어

났음을 알 수 있고, 내러티브의 전개에서 구출되는 개연성으로 자율적인 의미

를 표현한다.

  반면, ‘월미도’에서 시흥은 집단의사결정으로 6중 가 월미도 배후에 배

치된 곳으로, 본부인 인천 와의 관계에서 화 속 장소의 위계가 나타난다. 

이처럼 시흥은 북한군의 경기도방어지부로 인천상륙작전 당시 전략적 요충지

기에 서로 다른 포지션으로 표현되었다. 즉, 상륙거점으로 ‘인천상륙작전’

에서 시흥은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위해 선점해야 할 상으로 각 집단이 개별

적으로 작전을 수행하여 만나게 되는 장소란 점에서 평등의 의미를 표현된다.  

반면에, 방어군 관점의 ‘월미도’에서 시흥은 내러티브의 전개에 맞게 새로

운 의미를 갖게 된 환경적 요소가 작용하여 인천 의 지시를 받는 위계질서

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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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7에서는 상륙작전에서의 실재 장소를 배열한 것이다. 따라서 상륙군 

관점에서는 진입에 있어서 시흥에 부 가 들어서며 평등이 표현되고, 팔미도

에 안과 밖의 위계가 나타나며, 인천에는 하늘, 바다, 육지로의 각 부 들의 

상륙이 평등으로 그려진 것이다. 반면 방어군 관점에서 시흥은 전선 뒤 다른 

부 의 입지로 방어선을 만드는 위계를 그려내기에, 인천에는 , 야전병원

의 기반시설이 위치하여 수직적 평등을 나타내어 월미도는 인천 끝 육지 보루

로서 평양, 조국을 수호하게 되는 위계가 표현된 것이다.

  장소 메시지가 실재 장소를 화 속 장소로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다르다는 

것은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차이 때문이다.

 ‘인천상륙작전’은 상륙군 관점에서 제작자들의 작품 경향이 반 되어 극적

인 장소로 시흥을 구현하는데 북한군의 세력이 남아있었던 장소로 평등을 표

현한다. 제작자는 한국전쟁 경험을 살려 작전을 화화 하 을 때 단계에 따

른 진입으로서 팔미도가 위계가 나타내고, 인천을 최종으로 하여 평등의 의미

를 살려 자유진 이 안착했음을 보여준다. 

  ‘월미도’에서는 방어군 관점에서 제작자가 구현한 선군사상의 화에 충

실하여 시흥에 위계를 표현한다. 다음으로 위험에도 불구하고 언어로 표현된 

우회의 길로서 팔미도는 운명을 표현한다. 월미도 내 해안과 밖 바다에서 방

어를 하며 전원이 죽게 된다는 상황의 결말은 월미도에 위계를 표현하여 제작

자가 지시를 하여 역할을 수행한 개별주체들이 표현된다. 월미도에 전원이 소

진되어 아직 상륙하지 않은 인천은 조국이 기다리는 평등으로 구현되었다.

       2) 부호화된 장소 메시지

  실재 장소가 화 속 장소로 선택되어 그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처럼, 

화 속 장소는 등장인물과의 관계에 따라 부호화된다. 화 속 장소에는 장

소 자체 혹은 등장인물과 화 속 장소와의 관계가 반 되어 화 장소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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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만들어진다. 부호화된 장소 메시지는 장소 재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첫째, 연합군작전지부에 집단들의 결정이 표현되어 

‘사령부-연합군작전지부-연합군부 ’의 권력관계가 드러나 화 속 장소의 

위계가 나타난다. 둘째, 상륙장소 케이가 언어와 전신, 문서로 전달되는 장소

에는 야전병원, 연합군작전지부, 양 위 집, 자동차, 북한군 작전지부 등이 있

다. 결국 상륙장소 케이는 여러 장소에 걸쳐 연합군 측에서 북한군 측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전달형태로 표현되어 화 속 장소에 평등의 의미가 나타난 

다. 셋째, 양 위 집에 립하는 두 집단의 내부자가 외부자가 되어 그 경계에

서 만나는 지점으로 이때에는 화 속 장소에 개인의 의미가 나타난다. 

  반면 ‘월미도’에서는 첫째, 평양에 조국으로 가는 길로서 ‘김일성-조국-

평양’의 논리가 나타난 화 속 장소에 위계가 표현된다. 둘째, 포진지에 연

결된 포진지 망이 지휘소와의 연락에서 주요하게 사용된다. 4개로 연결된 포

진지는 화 속 장소에 평등을 나타낸다. 셋째, 월미도 내부에 위치한 취사장

은 취사원의 개인화된 장소로 화 속 장소에 개인이 표현된다.

  화 속 장소가 부호화되는데 있어서 제작자의 자기반 성이 향을 준다.  

 ‘인천상륙작전’에서 한국전쟁을 경험한 제작자는 체제 수호를 위한 화 

속 장소를 만들어 낸다. 화 속 장소를 부호화하는데 있어서도 실재 장소의 

의미가 확인된다. 즉,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기 위해 지나가는 장소인 부산에

는 반공의식이 나타나고, 모의작전으로 상륙장소 케이는 군산 혹은 코리아로 

알려져 작전을 성공시키는 연합군의 시각이 표현되었다.

  특히 상륙장소 케이는 여러 집단에 걸쳐 전달되어 화 속 장소에 평등의 

의미를 부여 하 다. 이는 상륙작전을 위한 사실감을 올려준다. 결국 상륙장

소 케이는 화적 전개에서 개연성을 높여주고, 여러 화 속 장소에 걸쳐 

부호화된다. 이러한 과정은 구체적으로 개별주체의 차이, 집단 간의 갈등, 집

단 내에서 전달 등과 같은 의미전달이 수평적으로 나타나며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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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도’에서 포진지가 지휘소와 월미도의 내부 위치를 알려주지는 않

지만 1, 2, 3, 4포의 연락망은 인천반  방향에 확보되어 상륙군에 한 방어

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에는 기뢰병, 통역병, 무전수 등이 모

여 지휘소의 중 장 지시아래 자신의 임무를 다한다. 이러한 ‘월미도’는 

김정일의 화지침이 반 되어 새로이 만들어진 것으로 결사방어하려는 목

적의식을 확고히 가진 개별주체들이 그려졌다. 그 결과 체제유지를 공고히 

다지려는 화의 목적이 드러난다.

개  인 평  등 위  계

‘인천상륙작전’ 양대위 집 상륙장소 케이 연합군작전지부

‘월미도’ 취사장 포진지 평양

표 5-7. 영화 속 장소의 영화 장소 메시지

  부호화된 화 속 장소는 제작자의 자기반 성에서 비롯된 시 를 표현한 

역사적 시선이 나타나게 된다. 결국 화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화 속 장소

는 사이트로서 상 적 위치를 나타낸다. ‘인천상륙작전’에서 부산에 위치

하여 연합군 작전지부가 사령부, 부 로 이어지는 위계질서는 한국전쟁에서 

군인으로 참전했던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가 반 되어 군사정권 당시의 국

방력을 시연한 것이다. 또한 사로 전달되는 상륙장소 케이는 그 위치를 군

산이나 코리아로 추측할 수 있게 해 주어 단계적 전달되는 장소에 평등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월미도’에서는 4개의 포진지가 연결되어 

만들어낸 방어진이 평등으로 나타나 공산정권이 표방하는 공동생활을 표현

하여 이데올로기가 지향하는 바가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로 드러난다. 평양은 

또한 조국을 지키는 길로서 월미도에 북한의 체제 이행기를 확인시키는 위

계적 질서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103)

103) 화 속 장소의 평등과 위계는 각기 다른 의미작용을 보여준다. 이는 화로 표현하는데 있어
서 방식의 차이로서 집단 내에서 질서와 분화가 다르게 구현된 것이다. 시각적으로 장소 외부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상륙군 관점에서는 위계를, 방어군 관점에서는 평등을 표현하려 했다. 비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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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 장소 메시지에 의한 화 속 경관 재해석

  화 속 장소의 원형으로 실재 장소가 사용되고, 각 화에 맞춰 형성된 

화 속 장소는 부호화된 메시지를 전달한다. 화 속 경관은 각각의 사이트를 

연결시켜주는 전환지점에 나타나게 되고, 이 때 분화된 의미로서 재해석된다. 

따라서 화 장소 메시지는 매개되는 화 속 경관과 포지션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해석되고,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차이를 밝히는데 도움을 준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첫째, 실은 댄스홀 지하라는 위치적 특성과 실

로 들어가는 지하, 실 통로, 실 안의 간첩들 간의 질서가 나타나 화 속 

장소에 위계를 나타낸다. 둘째, 부산 거리와 부산항에서는 등장인물이 간첩을 

찾거나 자의식을 깨닫는 장면에서 화 속 장소에 운명이 나타난다. 각 등장

인물이 처한 상황에서 정체성을 확인함으로서 운명을 받아들인다. 셋째, 전장

은 상륙부 들의 진입이 하늘, 바다, 육지로 각각 이루어진 분화된 움직임이 

화 속 장소에 평등의 의미로 나타난다. 댄스홀 또한 집단들 내 분화가 나타

나 화 속 장소에 평등을 표현한 것이다.

  ‘월미도’에서는 폐쇄된 섬 내부에서의 반복된 재현으로서 화 속 경관의 

자기재현이 나타난다. 첫째, 중 장 독백에는 조국, 장, 부 원들에 한 

입장이 지도체제와 일반 원의 관점으로 반 되어 집단의 위계를 표현한다. 

또한 붉은 노을은 화 속 경관의 시작이자 마지막으로 화 속 장소의 위계

를 나타낸다.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마지막 남은 부 원들이 산화됨으로서 

웅이 된다. 즉, 이들의 죽음이후에 김일성의 이름과 함께 이들의 소진을 자막

으로 미화함으로서 체제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킨다.

  이들은 화가 제작되었던 1982년의 상황에도 소급되어 붉은 사상으로 덧입

혀져 북한 특유의 주체사상으로 구체화되어 체제의 위계를 공고히 한다. 둘째, 

바다와 바닷가는 등장인물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조국을 지키는 장면에 화 

적으로 언어로 표현된 장소에서는 상륙군 관점에서는 분화가 표현되어 평등이, 방어군 관점에서
는 질서가 전달되는 위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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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장소의 운명이 나타난다. 집단의 해체가 아니라 어쩔 수밖에 없었던 등장

인물들이 각자에 놓인 운명을 받아들인다. 셋째, 언덕의 교통호에서는 월미도 

내부 부 원들에게 외부에서 들어온 옥이 상륙을 알리는 것에서 내부와 외

부로 나뉘어 화 속 장소에 평등을 나타낸다(표 5-8).

평  등 운  명 위  계

‘인천상륙작전’
전장
댄스홀

부산항과 부산거리 밀실

‘월미도’ 교통호 바다와 바닷가
중대장 독백
붉은 노을

표 5-8. 영화 속 경관의 영화 장소 메시지

  또한, 포지션에 따라 동일한 소재를 화화하는데 있어 화 속 경관이 차

이가 난다. 포지션은 주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포지션은 화 

속 경관의 해석에서 위치, 소속, 배치로서 의미를 밝힌 바 있다. 결과로서 상

륙군 관점에서는 인물들이 또한 작전을 수행하는 단계에서 서로 만나는 지점

이 났다. 방어군 관점에서는 공산 이데올로기와 함께 소임을 지키는데 조국애

가 표현된다. 월미도에 등장인물들이 모여 월미도를 지키게 되는 것이 표현되

었다(표 5-9).

포지션 영화 속 경관 상륙군 방어군

위치
집합 반공의식 공산 사상

개별주체 첩보 행각 조국애

소속 인물관계 작전 단계 월미도에 합류

배치 장르적 특성 상륙성공 수호

표 5-9. 포지션과 영화 속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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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결 : 포지셔낼리티와 장소 메시지

  장소 메시지는 화 속 장소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한편의 

화에서 장소, 장소와 등장인물과의 관계를 분석하게 한다. 장소 메시지는 등장

인물을 개별주체로 하여 화 속 장소에 개별, 집단 내, 집단 외, 집단들로 이

루어지는지데 네 가지로 나뉜다. 이 때 장소 메시지는 개인, 평등, 운명, 위계

로 분석되고, 상이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의 차이를 해석가능하게 한다.

  장소 메시지는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각기 다른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지셔낼리티가 다른 두 편의 화를 비교하여 화 장소 

메시지를 분석하 다.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두 화에서 실재 장소 선택

에 의한 화 장소 메시지는 상이하게 달랐다. 또한, 화 속 장소의 재현에서

는 새로이 만들어진 장소, 상륙을 위한 상륙장소 케이와 방어를 위한 포진지

를 제외하고 사례 화 속 장소의 장소 메시지가 달랐다. 하지만 화 속 경

관의 재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개별주체 화 속 경관과 인물관계 경관에서 두 

사례 화의 장소 메시지가 일치하 다. 이는 주체를 통해 해석되는 화 속 

경관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표 5-10).

상륙군 관점 방어군 관점 영화 장소 메시지

영화 속 장소 상륙장소 케이 포진지 평등

개별주체 영화 속 경관 부산항과 부산거리 바다와 바닷가 운명

인물관계 영화 속 경관 댄스홀 교통호 평등

표 5-10. 동일한 영화 장소 메시지

  화 장소 메시지는 실재 장소에서 화 속 장소의 원형을 부호화한다. 사

례 화에서 동일하게 등장한 시흥, 팔미도, 인천의 경우 상륙작전의 계획 및 

실행과 이에 한 방어 작전에 따라서 각 장소 메시지의 유형화에 차이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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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팔미도는 상륙시작을 알리는 장소로 상륙군 관점에서는 단계적 진입을 위

한 화 속 장소에 위계가 나타났지만, 방어군 관점에서는 봉쇄 상황을 표시

한 화 속 장소에 운명을 표현하 다. 

  이렇듯 동일한 장소일지라도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화 장소 메시지

의 전달이 달랐다. 이는 ‘상륙-방어’, ‘인천-월미도’, ‘반공 이데올로기-

공산 이데올로기’ 등의 립적인 구도가 단선적으로 향을 주기 때문이다. 

시흥은 북한군 경기도 방어지부가 있었던 장소로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의 상

륙거점이다. 상륙군 관점에서 시흥은 화 속 장소로 평등의 의미를 나타내어 

진입의 길이지만, 방어군 관점에서는 전선 뒤의 위계가 표현되었다.

그림 5-8. 영화 장소 메시지

  화 속 장소에서 부호화된 화 장소 메시지는 화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장소 자체 및 등장인물과 화 속 장소와의 관계를 반 하 다. 동일한 사건

을 서로 다른 포지셔낼리티로 화화하는 경우, 화 속 장소로 재현되는 공

간의 범위와 이야기 무 는 당연히 달랐다. 부호화된 화 장소 메시지는 특

정 화 속 장소를 그 외의 화 속 장소와 구별하게 한다. 같은 장소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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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화 속 장소 재현에서 그 장소가 화 속 경관으로 해석되는 포지션이 

다르다. 따라서 각기 화에서 다른 포지션은 화 속 경관의 재해석을 돕는

다.

  장소 메시지는 화 속 장소 원형이 두 사례 화에서 각기 다르게 사용되

고, 화 속 장소로 재현되는 데에도 각기 다르게 부호화된다. 이 부호화된 

화 장소 메시지는 서로 다른 화에서 화 속 장소로 각각 해석되고 화 속 

경관에서 일부 동질적 특성이 파악되었다. 또한, 화 속 경관의 장소 메시지

를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실재 장소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 때 제작시기를 반

한 화 속 경관은 실재 장소로 부산, 인천, 월미도를 돌아보게 한다. 특히, 

개별주체 화 속 경관은 부산거리와 부산항에서 부산, 바다와 바닷가에서 서

해안의 특성을 찾을 수 있게 해 준다. 이 화 속 경관의 장면들에는 등장인

물들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위치에 운명의 의미가 내포되었다.

  두 사례 화는 모두 인천상륙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소재로 화화 하 지

만 등장인물과의 관계에서 화 속 경관이 다른 의미의 장소 메시지 결과를 

보인다. 상륙군 관점에서는 연합군과 북한군을 비시키며 부산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소 메시지가 표현되지만, 방어군 관점에서는 제한된 공

간에서 중 장과 각 역할을 수행하는 개별주체가 각기 장소 메시지를 전달한

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두 사례 화가 모두 체제 유지를 위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를 반 하여 화를 제작하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상이한 포지셔낼리티에 따른 화 장소 메시지 유형화 과정에서는 실

제 장소가 원형이 되어 각 화 속 장소에서 서로 다른 차이를 보인다. 또한 

그 차이로 부호화된 화 장소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 결과를 전달한다. 화 

줄거리에 맞춰 만들어진 화 속 장소는 화 속 경관 차이로 재해석된다. 

  이 때 장소 재현이라는 현상은 그 격차에서 각기 다른 포지셔낼리티를 반  

할 수 밖에 없다. 화의 경우에는 제작자라는 장소 재현자가 나타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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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인천상륙작전의 영화 장소 메시지 

에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각기 다른 위치적 차이를 만들어 낸다. 이 위

치적 차이는 우선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장소에서 각기 다른 의미가 전달

되는 과정의 해석을 통해 장소에 표현된 상 적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인천상륙작전에 한 화 장소 메시지의 결과에서 두르러진 차이는 ‘월미

도’의 위계와 ‘인천상륙작전’의 평등이 비된다는 것이다. 인천상륙작전 

전개에서 북한군이 주둔해 있었던 월미도는 한국전쟁 도발 이후 상황으로, 북

한의 질서체계에 편입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났기에 3일간의 전투를 지연

했다는 설정으로 동기부여를 하 다. 이에 반해 상륙작전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천상륙작전’은 첩보물의 형식을 빌려 의도적으로 집단 내 

분화를 보여주고 이에 평등의 의미를 살리려 하 다.

  화 장소 메시지는 발송되는 장소에 한 부호로서 선택된 장소가 표현되

는 결과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 다. 화 속 장소에는 등장인물이 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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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등장인물과의 관계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이 나타나게 된다. ‘인천상

륙작전’에서는 인천이라는 화 속 장소와 전장이라는 화 속 경관으로 결

말을 맺게 되는데, 이에는 통제된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집단 움직임이 체계적

으로 파악되어 평등의 의미가 나타난다. 반면, ‘월미도’에서는 월미도라는 

인천 끝 육지 화 속 장소와 붉은 노을이라는 화 속 경관의 맺음에서 전원

이 소진하는데 김일성 자막이 나타나며 의계의 의미를 전달한다(그림 5-9).

  부호화된 화 장소 메시지에서는 운명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등

장인물로 하여금 처하게 되는 상황이 화적 구성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 속 장소로 재현된 사례는 이야기 전개를 따라 위계, 평등, 개

인으로 분포되어 나타냈다. 화 속 장소가 부호화 되는 데에도 제작자 포지

셔낼리티가 반 되어 각 개별주체들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지, 집단이 누적된 

질서 체계를 중요시 여기는지에 따라 그 결과의 내용이 달랐다.

  상륙군 관점에서는 작전을 지시하는 연합군작전지부에 화 속 장소의 위계

적 의미가 표현되고,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재 장소 상륙장소 케이가 

집단이동으로 화 속 장소의 평등적 의미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방어군 관점

에서는 연결된 포진지에 화 속 장소의 평등적 의미를 표현하 고, 사 전

달로 ‘조국-김일성’을 떠올리는 매개체로 실재 장소 평양이 위계적 의미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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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론

  화지리학에서 장소 재현 연구는 부족하게나마 주목받아왔다. 특히 북미와 

유럽에서는 화를 사례로 하여 지리적 현상을 분석하거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국내에는 근래에 들어 역사적 사실을 화화

한 화 장소에 해서 관심이 증 되고 있다. 특히 역사적 사건의 무 가 되

었던 동일한 장소를 서로 다른 화에서 재현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 다. 이

런 현상에는 나름 로의 근거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하여 장소 선택

의 공통점과 그 재현의 차이점을 분석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쟁 화를 연구 상으로 삼아 화상의 장소 재현에 

해 살펴보았다. 한국과 북한이라는 상이한 이데올로기 체제의 사회에서 각

각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제작된 두 화를 선정하여 지리적 표현의 차이를 

파악하고 화상의 장소 재현 특성을 분석하 다. 서로 다른 제작자 포지셔낼

리티에 의해 만들어진 상륙군 관점과 방어군 관점의 사례 화들을 비교하여 

서로 다르게 표현된 화 속 장소들을 분석하고, 차이가 나는 화 장소 메시

지들에서 그 지리적 함의를 확인하고자 했다.

  다음은 인천상륙작전을 소재로 한 화의 장소 재현과 경관 재현과정에 

한 가설과 그에 한 연구 결과이다.

  첫째, 동일한 장소를 재현할지라도 실제 장소의 어떤 특성을 어떤 관점으로, 

즉, 어떤 특정 포지셔낼리티에 의해 재현하 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화 

속 장소가 구현된다.

  상륙군 관점에서는 바다에서 육지로 향하는데 거점으로서 팔미도가, 청색해

안의 시흥, 인천이 표현하는데 섬, 갯벌지 , 산과 민가 등이 묘사된다. 하지만 

방어군 관점에서는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우선적으로 방어 지점을 표현하

는데 월미도 내에서 포진지, 은폐호, 교통호, 산기슭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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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상륙군 관점에서는 인천상륙을 재현하기 위해 육지로 진입하는데 필요

한 요소들이 하늘, 바다, 육지의 광역으로 선택된다. 또한 방어군 관점에서는 

지하의 방공호를 용도에 맞게 나누어 사용하고, 공중에 개방된 교통호와 산, 

바다의 역이 제한된 장소로서 외부환경으로 재현된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에 따라 화 속 장소 재현에 차이가 있었다. 인천상륙

작전을 소재로 한 화에서 인천을 중심으로 진입하거나 이를 저지하는 포지

셔닝 차이에 따라 다르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상륙군 관점에서 낙동강 

전선, 부산, 인천에까지 넓은 역의 장소가 9월에 걸쳐 표현되었다. 군사정권

에서 군사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인천상륙작전’은 긴박한 전개와 반공의식

에 한 강한 강박증을 표현한다. 반면 ‘월미도’에서는 방어군 관점에서 월

미도를 중심으로 인천에 이르는 좀 더 좁은 범위의 장소가 3일간에 걸쳐 묘사

되었다. 체제이행기에 공산 이데올로기 강화가 주요교시로 사용되던 시기에 

만들어진 ‘월미도’는 사라져 가면서까지 조국애를 지키려는 인물에 의미를 

부여한다.

  둘째, 화 속 경관은 시 적 환경을 반 하여 화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

고 인물들의 관계를 보여주어 연속된 장면에서 기록된 의미를 전달한다.

  행위자로서 화 속 경관은 비인간주체로서 독립된 역할을 한다. 등장인물

이 경관에 투 되어 화 속 경관은 또 하나의 의미체계를 갖는다. 따라서 집

단의 화 속 경관은 이데올로기적 해석에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시 적 환경

에 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반공노선이 강화되던 시기에 제작된 상륙군 관

점의 실에서는 공산간첩단들의 갈등과 그로인한 모순이 표현되고, 공산 세

습정권의 이행기에 제작된 방어군 관점의 붉은 노을에서는 공산주의 붉은 사

상이 나타난다. 개별주체 화 속 경관은 공산 이데올로기의 침투를 방어하는 

개별주체의 정체성을 드러낸 ‘인천상륙작전’의 부산거리와 부산항에서 교류

가, 그리고 이상적 혁명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월미도’의 바다와 바닷가에

서 경계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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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관계 화 속 경관에서는 등장인물들의 가치관과 상호관계가 나타난다. 

‘인천상륙작전’의 부산 댄스홀은 립된 양 집단의 등장인물들이 혼재되어 

있는데다가 상호교류가 가능한 개방된 공간이다. 반면, ‘월미도’의 교통호는 

봉쇄된 섬에서 고립되어서 방어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서 구성원들의 가치관 

또한 유사하다. 그래서 공산 이데올로기 혁명정신으로 단합된 중 원들의 소

통이 나타난다. 장르적 특성에 따라서 상륙군 관점에서는 인천상륙으로 펼쳐

지는 전장에 승리를 보여준다. 연속되는 장면에서 육지로의 진입은 바다, 육

지, 산, 민가 등 보이는 전체의 인천으로 광역의 공간을 확장해 표현한다. 반

면 방어군 관점에서는 방어에 전시상황을 확인하고 책임감을 다지는 중 장의 

독백에서 보이듯이 해안가, 지휘소, 은폐호 등에서 월미도 내의 공간을 압축하

여 심층적으로 표현한다.

  셋째,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동일한 사건에 한 상이한 화상의 재현을 

통해 장소의 문화정치적 의미를 전달한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동일한 사건이더라도 다른 관점으로 상이하게 표현

된다. 상륙군과 방어군 관점은 상의 재현에서 제작자가 고려한 사항이 무엇

인지, 제작자의 자기반 성은 어떠한지, 제작지역에 한 상황적인 지식의 추

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각각 다르게 화상의 재현을 만들어낸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제작자의 한국전쟁 경험, 광복물과 첩보물에 이르

는 작품 활동, 생애사(선친의 독립운동, 전공, 화입문계기 등)가 개인의 포지

셔낼리티로서 재현에 향을 끼쳤다. 또한 이 화는 군사 화로서 제작에서

부터 군 협조를 받아 촬 을 하 고, 이러한 사항은 체제를 유지하는 범위에

서 제한적인 묘사를 하게 되었다. 반면, ‘월미도’의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제작자의 교사경험으로 교조사상이 나타나고 화장르가 군사물이라는 점에서 

선군사상 또한 표현되었다. 특히, 북한의 화제작은 김정일의 화예술론

에 입각하여 화를 제작해야하므로 김일성 우상화로 미화된 사회주의 리얼리

즘이 주체사상과 어울러 제작자 포지셔낼리티가 반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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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장소에 해 인천상륙작전과 방어 작전을 화화한 두 사례 작품 

중, ‘인천상륙작전’에서는 각색실화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고, ‘월미도’

에서는 선전효과의 극 화를 추구한다. 각 화에서는 모두 정체성의 정치가 

드러난다. 하지만 경제력을 축적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한다는 자신감과 함께 

한국 화는 북한실정에 한 한국의 우위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서 기능하

는 반면, 북한 화는 인민들에게 혁명성과 주체사상을 전달하는 사상교화의 

수단으로서 제시된다. 결과적으로, 각기 다른 이데올로기가 제작자 포지셔낼리

티의 차이를 유발하여 화 장소 재현에 향을 주는 것이다. 한편, 반공 이데

올로기의 향 하에서 재현된 화 속 장소는 관람자에게 반공과 더불어 반전

(反戰)의 중요성을 확인하도록 한다. 이와 비교하여 공산 이데올로기의 향을 

받아서 재현된 화 속 장소는 시 적 상황을 특정 관점으로 기록하려는 목적

에서 이상적인 집단을 설정하고 숨은 웅을 발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넷째, 화 장소 메시지는 실재 장소가 화적으로 선택되고 재현된 화 

속 장소가 부호화되어 다시 화 속 경관으로 재해석되는 것이다. 동일한 장

소 재현에서도 상이한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각기 다르게 장소 메시지를 전

달한다.

  장소 메시지를 ‘사회성 규모 모델’을 적용하여 유형화하면 화 속 장소

는 개인, 평등, 운명, 위계로 분석된다. 팔미도의 경우, ‘인천상륙작전’에서

는 팔미도 외부 군함, 팔미도, 팔미도 내 등 로 그 질서체계가 나타나서 위계

가 화 속 장소에 표현된다. 하지만 ‘월미도’에서는 월미도로 돌아오는 등

장인물이 팔미도로 돌아 다른 경로로 들어왔다는 사에 월미도가 처한 상황

이 표현되어 화 속 장소에 운명이 연출된다. 동일한 장소 팔미도이지만 

화상 재현으로 실제 장소를 부호화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화 장소 메시지

를 전달하는 것이다. 결국 ‘인천상륙작전’에는 상륙을 알리는 부 들이 진

입하는 인천이라는 장소와 하늘, 바다, 육지로 구분되는 전장이라는 경관에는 

평등의 의미가 표현된다. 하지만 ‘월미도’에서는 조국에 목숨을 바쳐 전원

이 소진하는 월미도라는 장소와 붉은 사상을 보여주는 붉은 노을의 화 속 

경관에는 위계적 의미가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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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서 인천상륙작전 화가 각각 화 장소 메시지로 전달되었음을 검증하

다. 이러한 접근은 화가 개별적으로 장소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음을 보

여주었고, 지리학에서 논의되는 장소가 화로 새로이 외부적 특성으로 의미

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리학에서는 장소 재현이 시 를 파악하고 재현

됨으로서 의미부여 될 수 있고, 이 때 해석되는 화 속 경관이 포지션을 갖

게 됨을 확인하 다. 또한 화학에서는 포지셔낼리티라는 일관된 흐름을 파

악하는 것이 화의 제작에 있어 상 적인 의미로 분석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특히 동일한 장소에 한 화가 각기 다른 의미로서 큰 차이를 전달할 수 

있고 재현자체로서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우려할 수 있다. 제작자의 장

소인식이 소재로 선택된다는 것은 각기 다르게 사용되어 화가 한편에서는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돌아오지 않는 웅들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재현시기를 주목하게 한다는 사실이 해석

되어 화라는 결과물이 기록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다른 화

에도 이러한 접근이 적용되어 제작자의 장소 인식이 만들어 내는 부분적 설정

으로 인한 입지가 시 의 공감을 필요로 함을 일깨울 수 있었다.

  이처럼, 한국 화인 ‘인천상륙작전’에서 시도한 장소 재현은 인천상륙작

전에 한 현 사적인 접근으로 개인화된 상상의 장소를 획득하며 지배주체의 

변화에 따른 자유에의 의지를 관람자로 하여금 확인하게 해 준다. 반면, 북한

의 ‘월미도’에서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로 회귀하여 조국 수호를 위한 애

국심을 부각시키고 국가적 차원에서 장소의 획일적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재

구성된 실재 장소는 화 장소 메시지를 통해 희생의 시 에 한 이해와 민

족정체성 회복과 함께 그리움의 장소로 표현된다. 화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문화적 재현은 정체성을 추구해 가는 과정으로 해석되어, 매체를 통한 장소 

경험으로 실재 장소를 인지하게 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리적으로 화를 분석하는 

관점을 제공했다. 특히 화 속 장소를 단위로 하여 비교 가능한 장소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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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념화하 다. 따라서 주제와 상관없이 화 속 장소를 배열함으로써 실재 

장소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화를 통해 장소도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명제에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한국 현 사를 화상에서 재현하는 과정에서 장소와 경관 해석의 역

할을 강조했다.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두 화에서 제작자의 포지셔낼리티 차

이를 강조하고, 장소 재현 과정에서 새로운 결과물로 장소와 경관을 분석하

다. 장소와 경관은 행위자가 처한 상황의 배경 역할을 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

라, 나아가 재현 시 를 확인하는 매개체이다. 제작자는 자신의 포지셔낼리티

에 의거하여 장소를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관람자는 자신의 상상을 통하

여 장소를 새롭게 받아들인다. 이 때 등장인물들이 시연하는 무 , 혹은 사

나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의미를 전달하는 장소가 함께 표현되기 때

문에 화는 역사를 기록한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셋째, 화 장소 재현으로 일상에서의 문화 정치적 의미를 밝혔다. 화는 

실제 세계에 한 모방, 진정성 있는 재현, 비재현적 모방을 함께 조직하고 있

다. 따라서 장소에 해서도 비판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작자의 포지셔낼

리티가 반 되어 구체화된 공간은 화 장소에 맞게 연출·제작·편집되는 과

정에서 실재성, 진정성, 모방성을 확인하게 한다. 다만 전달된 장소의 의미는 

일상에서 찾는 현재 기억으로 치환되기에 비재현적 모방에서 변형된 실재 세

계의 투 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관람자에게 전달된 화는 이후 관람자의 

몫으로, 경험에서 겪는 새로운 정체성의 변화가 장소에 한 인식을 변화시키

는데 향을 준다.

  넷째, 화 장소 메시지에 한 포지셔낼리티의 이해는 새로운 화지리학

적 분석 틀을 제시했다. 제작자 포지셔낼리티는 상황적 지식에서 시작되기에 

연구주제에서 방향을 잡고 상의 재현을 규명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제작자에 

한 이해가 필요하다. 역으로, 한계가 있는 포지셔낼리티는 연구주제의 특성

을 파악하는 원동력으로도 작용하여 제한된 상황에서 포지셔낼리티 분석이 갖

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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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한계가 나타나며, 

이와 관련해 향후 과제를 도출 할 수 있다.

  첫째, 사례 화 선정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 를 재현한 화 속 

장소 연구에 적합한 화를 선정하기 위해 웹 검색 엔진과 화를 관람하고 

특히, 한국 상자료원의 웹 데이타베이스에 의존하여 검색하 다. 화집계에

서 누락된 작품들도 있기에 전수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관련 키워드로 구

획 지어진 결과 값을 얻을 수 있었다. 향후 연구 소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감독에 따라, 장르에 따라, 흥행기록에 따라 연관 지어 다수의 관람자를 포섭

할 사례를 선정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례 장소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지리에 

한 연구로 한시적 장소 점유에 한 기록을 찾아야 했었다. 인천상륙작전이

라는 사건에 한정하여 사료의 사실을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피해로 

과장되거나 숨겨진 내용이 상당했다. 다만 지난 사실에 한 인정과 부인을 

통해 변증법적 논리를 이용하여 가설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화상의 

장소 재현에 초점을 맞춘 까닭에 제작자 관점에서 장소를 살펴보기에는 부족

함이 있었다. 공산 이데올로기 체제의 북한에서는 화 보급을 위한 자료들이 

있었지만 신뢰성이 부족하 고, 반공 이데올로기 체제의 한국에서는 기록이 

산재해 있어 많은 보완을 필요하다. 향후 연구에서 장소 재현을 분석할 때에

는 특정집단을 선택하는 편이 더욱 심도 깊은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셋째, 화상 장소 재현이라는 주제와 한국전쟁 화라는 소재를 선택하여 

포지셔낼리티를 분석하는데 몇 가지 전제가 부족하 다. 이는 세계화 과정에

서의 권력 관계, 이론적 시도, 변화하는 현장에 한 이해 등에 관한 것이다. 

포지셔낼리티에 한 논의가 서구에서는 일찍이 시작하 고 그 개념이 빈번하

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최근에 들어와서야 여성학이나 

문화연구 분야 등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향후 포지셔낼리티와 관련하여 

커뮤니티의 ‘내부자-외부자’ 관계, 타자의 지리적 스케일, 주체의 정체성 등

에 한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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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최초 등장 기타 주요 등장 최후 등장

양대위 야전병원 다방, 부산거리, 집회장, 댄스홀, 양대위 집, 골목 시흥 야산

미혜 전장 야전병원, 다방, 집회장, 댄스홀, 밀실, 양대위 집 시흥 들판

경대령
연합군

작전지부
야전병원, 댄스홀 시흥 야산

남자간첩
1, 2, 3

댄스홀 댄스홀, 밀실, 골목, 자동차 시흥 마을

맥아더 연합군작전지부

소련 장교 북한군작전지부

여자간첩 2 다방 부산거리, 교신실 밀실

첩보 부대 헬리콥터 하늘, 바다 팔미도 등대

군인 전장 연합군작전지부, 인천 해안 인천 야산

북한군
북한군

작전지부
인천, 전장, 북한군작전지부 인천 야산

부록 표 1. ‘인천상륙작전’ 신 단위

[부록 1] 사례 화 신

1. 화 ‘인천상륙작전’ 신

  사례 화 신 분석은 화 속 장소를 단위로 한다. 기준은 화 장소에 등

장인물이 나타나고, 움직이며, 퇴장하는 순서의 배열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

로 등장인물이 최초 등장하고, 빈번하게 출현하며, 최후에 나타나는 장소를 정

리하 다. 결국 신 단위는 등장인물의 경로를 추론 할 수 있고, 245개신으로 

정리된 신 내용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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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번호 영화 장소 신 내용 강조점

1 북한군작전지부 소련군인과 북한군 대화

2 낙동강전선의 전장 전투 후 미혜 수송 다리 건넘

3 야전병원 양대위, 경대령 대화

4 야전병원 미혜, 양대위 대화

5 낙동강전선의 전장 이동 중인 북한군 부대

6 낙동강전선의 전장 정찰병이 부대를 관찰

7 야전병원 밖 미혜, 양대위 헤어짐

8 낙동강전선의 전장 심야 잠입 첫번째

9 연합군작전지부 경대령이 책상 앞에서 고민

10 낙동강전선의 전장 심야 잠입 두번째

11 낙동강전선의 전장 총격전

12 낙동강전선의 전장 적의 공격을 알림

13 낙동강전선의 전장 총격전

14 화면전환 암전

15 낙동강전선의 전장 무덤 앞에서 서서 묵념하는 군인들

16 낙동강전선의 전장 무덤 가까이에서 우는 군인

17 낙동강전선의 전장 옆에 서 있는 두 명의 군인

18 부산 시가지 네온의 거리 음악

19 부산 댄스홀 춤추는 사람들

20 부산 다방 양대위가 들어섬

21 부산 다방 양대위 웨이터리스와 대화

22 부산 다방 9월 달력

23 부산 다방 달력을 바라보는 양대위

24 부산거리 양대위 걸어감

25 부산거리 양대위가 행인에게 다가가 미혜를 찾음

26 부산 다방 양대위 들어왔다 나감

27 부산 다방 마담과 웨이터리스

28 부산 다방 미혜 들어옴

29 부산 다방 미혜와 마담 대화

30 부산 밀실 마담이 남자간첩 1에게 미혜가 준 화폐 전함

31 부산 댄스홀 춤추는 사람들 음악

32 부산 댄스홀 남자간첩 1과 미혜 만남 음악

33 부산 댄스홀 남자간첩 1과 미혜가 춤을 춤 음악

34 부산 댄스홀 악단의 연주 음악

35 화면전환 암전

부록 표 2. ‘인천상륙작전’ 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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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합군작전지부 경대령이 첩보원 미혜를 대원들에게 알림

37 연합군작전지부 경대령과 양대위 대화

38 부산 다방 양대위를 본 미혜가 나섬

39 부산 다방 마담과 여자간첩 2

40 부산 다방 양대위가 들어섬

41 부산 다방 웨이터리스 2명

42 부산 다방 양대위에게 미혜에 대해 말해줌

43 부산 다방 여자간첩 2와 양대위 지나침

44 부산 다방 양대위 나감

45 부산 정치집회장 양대위와 미혜 만남

46 부산항 방황하는 여자간첩 2

47 부산항 체포되는 간첩을 바라봄

48 부산항 간첩자수포스터를 보며 고민하는 여자간첩 2

49 부산항 트럭을 탄 헌병이 지나감

50 부산 식당 양대위와 미혜 대화

51 부산 밀실 교신기를 두고 남자간첩 1, 2

52 연합군 교신실 경대령이 글을 적음

53 부산 밀실 남자간첩 1

54 부산 밀실 남자간첩 1과 여자간첩 2 대화

55 부산 밀실 남자간첩 2가 들어섬

56 부산 밀실 여자간첩 2 교신기 앞으로

57 연합군작전지부 경대령이 미혜사진 보고 고민

58 연합군작전지부 양대위가 들어서자 허위정보 전달

59 화면전환 암전

60 무대 뒤 분장실 미혜와 남자간첩 1

61 무대 뒤 분장실 미혜나가고 남자간첩1이 화를 냄

62 무대 가까이 미혜가 기둥 뒤에서 사람들을 지켜봄

63 무대 가까이 춤추는 사람들 사이의 양대위

64 무대 옆 테이블에서 술마시는 경대령

65 무대 옆 석고상의 도청기

66 무대 옆 테이블 테이블 아래 도청기

67 부산 밀실 녹음기 앞의 남자간첩 2

68 부산 밀실 남자간첩 1이 들어옴

69 부산 밀실 헤드폰 벗고 교신기를 감춤

70 무대 옆 테이블 경대령이 테이블 아래를 만지며 도청기 찾음

71 부산 댄스홀 춤추는 양대위

72 무대 옆 테이블 테이블로 다가선 양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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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무대 옆 테이블 테이블에 앉은 양대위와 경대령 대화

74 부산 밀실 녹음기로 들리는 도청 내용

75 부산 밀실 남자간첩 1, 2

76 부산 밀실 미혜와 여자간첩 2

77 부산 밀실 녹음기 멈춤

78 부산 밀실 남자간첩 1, 미혜에게 지령 지시

79 화면전환 암전

80 부산 양대위집 책상 앞의 양대위

81 부산 양대위집 미혜 들어오고 양대위가 나간사이 문서 확인

82 부산 양대위집 담에서 남자간첩 1, 2 지켜봄

83 부산 양대위집 닫힌 문

84 부산 양대위집 방으로 다시 들어오는 양대위

85 부산 화면전환 암전

86 부산 양대위집 아날로그 시계 1:30

87 부산 양대위집 각 잠자리에서 뒤척이는 양대위와 미혜

88 화면전환 암전

89 부산 양대위집 아날로그 시계 2:40

90 부산 양대위집 미혜가 일어나 문서(허위정보)를 들고 나감

91 연합군작전지부 양대위 노이즈심함

92 부산 밀실 미혜 노이즈심함

93 부산 밀실 남자간첩 1과 미혜 대화 노이즈심함

94 부산 댄스홀 캉캉춤

95 무대 옆 테이블 테이블에서 박수치는 양대위

96 부산 댄스홀 남자간첩 1이 양대위를 주시

97 무대 옆 테이블 미혜가 양대위 쪽으로 다가옴

98 무대 옆 테이블 미혜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림

99 부산 댄스홀 남자간첩 1이 주변을 살피며 시계를 봄

100 부산 댄스홀 남자간첩 1이 무대 뒷 편으로 들어갔다 나옴

101 부산 밀실 남자간첩 2이 교신기를 치우고 정리

102 부산 밀실 남자간첩 2 그동안 교신내용을 태움

103 부산 댄스홀 남자간첩 1이 미혜를 웨이터를 통해 부름

104 부산 댄스홀 미혜가 이를 듣고 양대위에게서 떠남

105 부산 댄스홀 홀로 남은 양대위

106 부산 밀실 미혜, 여자간첩 2, 남자간첩 3 내려옴

107 부산 밀실 한명씩 지하밀실을 떠남

108 부산 밀실 남자간첩 1이 여자간첩 2를 죽임

109 부산 골목길 골목길에 들어선 양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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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부산 골목길 남자간첩 3가 양대위를 총으로 겨눔

111 부산 골목길 양대위 가격 후 문서(허위정보)를 찾음

112 연합군작전지부 경대령이 착륙장소 케이를 지시

113 자동차 남자간첩 1, 2, 3과 양대위, 미혜 이동

114 연합군작전지부 고민하는 경대령

115 자동차 남자간첩 1이 무전을 보냄

116 북한 교신실 전달받은 무전내용 보고하려 나감

117 북한군작전지부 허위 계획 케이를 소련인 장교에게 보고

118 시흥 민가 자동차 도착후 인사

119 화면전환 암전

120 연합군작전지부 이동경로를 들고 있는 경대령이 작전지시

121 북한군작전지부 소련인이 군산으로 지시

122 시흥 북한군 막사 북한군이 양대위, 미혜 심문 중 몸싸움

123 시흥 북한군 막사 북한군이 들어서 양대위 겨눔

124 시흥 북한군 막사 북한군이 들어와 양대위 데리고 나감

125 헬리콥터 안 하강을 준비

126 시흥 하늘 한 명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옴

127 시흥 대지 구릉지에 착지

128 헬리콥터 이어 내려옴

129 시흥 하늘 헬리콥터와 내려오는 낙하산

130 시흥 하늘 하강하는 9개의 낙하산

131 시흥 야산 착지한 첩보부대 작전모의

132 시흥 북한 진지 건물 안으로 잠입

133 시흥 북한 진지 기계실에 폭탄 설치

134 북한군작전지부 작전 모의

135 시흥 북한 진지 폭파물 시계의 시계

136 시흥 북한 진지 폭파 설치했던 사람이 나옴

137 시흥 돌산 돌산을 오르는 사람들

138 시흥 포박된 곳 양대위와 미혜 포박되어 있음

139 시흥 북한 진지 폭파 후 건물화재

140 시흥 포박된 곳 총격전 후 북한군이 도망감

141 시흥 전장 들에 들어서는 군인들

142 시흥 전장 한 명이 낙하산으로 착륙

143 시흥 전장 군인과 북한군 전선형성

144 시흥 전장 한 명 죽음

145 화면전환 암전

146 시흥 전장 멀리서 전투가 마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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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시흥 포박된 곳 양대위가 미혜의 죽음 확인

148 연합군작전지부 경대령이 중부지방지도로 이동경로 지시

149 시흥 전장 (바다) 배에서 첩보부대 작전 모의

150 시흥 전장 (육지) 철조망을 넘어 전선 안으로

151 시흥 전장 (육지) 모래 언덕을 지나 이동

152 시흥 전장 (육지) 첩보부대 문서를 전달

153 시흥 전장 (육지) 아래로 내려오며 공격

154 시흥 전장 (육지) 모두 공격선으로

155 시흥 전장 (육지) 왼쪽 아래로 공격

156 시흥 전장 (육지) 오른쪽 위로 내려감

157 바다 위 팔미도 멀리서 팔미도

158 인천 전장 (바다) 멀리서 바다 위 배 첩보부대

159 팔미도 배가 섬에 도착 후 절벽을 오름

160 팔미도 등대 등대 안에 들어섬

161 인천 전장 (바다) 군함 레이더

162 팔미도 등대 등대 점화

163 연합군작전지부 맥아더 상륙 시작 알림

164 인천 전장 (바다) 군함 폭격

165 인천 전장 (육지) 산 위 폭격

166 인천 전장 (바다) 바다 위 군함

167 인천 전장 (육지) 폭격 연기

168 시흥 야산 헬리콥터에서 경대령이 내려옴

169 시흥 야산 경대령이 양대위 데려감

170 시흥 야산 수류탄으로 주변 쓰러짐

171 시흥 야산 헬리콥터 이륙

172 시흥 야산 산 아래

173 시흥 야산 헬리콥터 멀리

174 인천 전장 (육지) 총격

175 인천 전장 (바다) 바다에서 수륙양용정

176 인천 전장 (하늘) 제트기

177 인천 전장 (육지) 폭격

178 인천 전장 (육지) 군인 참모지

179 인천 전장 (하늘) 제트기 폭격

180 인천 전장 (육지) 폭격

181 인천 전장 (육지) 대포

182 인천 전장 (육지) 박격포

183 인천 전장 (육지) 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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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인천 전장 (육지) 참호

185 인천 전장 (육지) 총격

186 인천 전장 (육지) 탱크 진격

187 인천 전장 (육지) 산 위로 오름

188 인천 전장 (바다) 수륙양용정에서 사람이 내림

189 인천 전장 (육지) 오른쪽으로 이동

190 인천 전장 (육지) 사람들 산 아래로

191 인천 전장 (육지) 총을 쏘며 왼쪽으로

192 인천 전장 (육지) 군인들 아래로

193 인천 전장 (육지) 홀로 총을 쏨

194 인천 전장 (육지) 무전기 든 사람 왼쪽으로

195 인천 전장 (육지) 무리가 위쪽으로

196 인천 전장 (육지) 박격포

197 인천 전장 (육지) 위에서 누워서 총격

198 인천 전장 (육지) 언덕을 오르며

199 인천 전장 (육지) 수류탄

200 인천 전장 (육지) 대지의 구릉지

201 인천 전장 (육지) 폭격

202 인천 전장 (육지) 대지의 구릉지

203 인천 전장 (육지) 내려오며 공격

204 인천 전장 (육지) 내려오다 누워서 쏘기

205 인천 전장 (육지) 다시 왼쪽 아래로 진격

206 인천 전장 (육지) 오른쪽 아래로 진격

207 인천 전장 (육지) 위로 언덕 오름

208 인천 전장 (육지) 평지만

209 인천 전장 (육지) 참모가 문서를 읽음

210 인천 전장 (육지) 공격

211 인천 전장 (육지) 화면 앞으로 오름

212 인천 전장 (육지) 누워서 오른쪽으로 총격

213 인천 전장 (육지) 오른쪽으로 기어감

214 인천 전장 (육지) 사람 나오며 수류탄

215 인천 전장 (육지) 위로

216 인천 전장 (육지) 터짐

217 인천 전장 (육지) 참호

218 인천 전장 (육지) 수류탄

219 인천 전장 (육지) 터지고 굴러옴

220 인천 전장 (육지) 누워서 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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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인천 전장 (육지) 불로 쏨

222 인천 전장 (육지) 불로 태움

223 인천 전장 (육지) 불로 공격하며 많은 수가 위로

224 인천 전장 (육지) 산 위로 오름

225 인천 전장 (육지) 야산을 넘어 아래로

226 인천 전장 (육지) 민간쪽 아래로 진입

227 인천 전장 (육지) 폭격 박으며 앞으로 나옴

228 인천 전장 (육지) 기계적 총성

229 인천 전장 (육지) 화면 밖으로

230 인천 전장 (육지) 왼쪽 아래로 공격

231 인천 민가 민가에 사람이 들어옴

232 인천 민가 한 사람 손짓

233 인천 민가 민가로 들어섬

234 인천 민가 쓰러짐

235 인천 민가 공격 무리 위쪽으로

236 인천 전장 (육지) 산에서 터짐

237 인천 전장 (육지) 산 정상으로 오름

238 인천 전장 (육지) 왼쪽 오른쪽 능선을 타고 산으로 오름

239 인천 전장 (육지) 집결하며 깃발 올림

240 인천 전장 (바다) 배가 오른쪽으로 들어섬

241 인천 전장 (육지) 트럭에서 고지에 들어서며 승보알림

242 인천 전장 (육지) 왼쪽 위로 오름

243 인천 전장 (육지) 트럭이 길 앞으로 나섬

244 인천 전장 (육지) 길게 늘어선 행렬 안의 트럭

245 인천 전장 (육지) 깃발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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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최초 등장 기타 주요 등장 최후 등장

중대장 별장건물 포진지, 로천식당, 은폐호, 해안 지휘소

무전수 
영옥

교통호 산기슭, 포진지, 해안, 은폐호, 무전실, 취사장 모래언덕

대대장 해안 지휘소 인천대대 지휘부

기뢰병 
석준

포진지 해안, 은폐호, 산기슭 바다

취사원 
종섭

병실 해안, 로천식당 무전실

민국 로천식당 인천 군의소104), 포진지, 은폐호 해안

막내 윤식 교통호 산기슭, 포진지, 해안, 은폐호, 취사장 바다

제임스 해안 은폐호 내 감옥 포진지

웅백 병실 취사장

민국 지휘소

현철 중대부

여 군의관 인천 군의소

부록 표 3. ‘월미도’ 신 단위

2. 화 ‘월미도’ 신

  ‘월미도’에서 신 분석은 월미도를 배경으로 구체적으로 나뉘게 된다. 기

준은 월미도에 언제 등장하는지, 어느 장소에 주로 나타나는지, 최후에 어디에

서 퇴장하는지에 따라 배열된다. 결국 신 단위는 등장인물의 역할과 사회적 

위치를 추론 할 수 있고, 245개신으로 정리된 신 내용에 한 이해를 도울 수 

있게 한다.

 

104) 북한군에서 말하는 ‘군의소’는 야전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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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장소 신 내용 　강조점

1 붉은 노을 설화자 해설

2 검은 바다 설화자 해설 　

3 흐르는 구름 설화자 해설 　

4 푸른 바다 설화자 해설 　

5 해안가 설화자 해설 　

6 바다와 갈매기 설화자 해설 　

7 월미도 시작 　

8 병실 취사원이 웅백이에게 휘발유 부탁 　

9 취사장 취사원과 웅백 대화 　

10 별장건물에 중대지휘부 총소리 　

11 중대지휘부 중대장에게 민국이 기뢰부장 현철 소개 　

12 붉은 석양 배경 　

13 중대지휘부 현철이 석준소개, 인천상륙알림 　

14 중대지휘부 중대장 독백 　

15 새벽 수평선 중대장 독백 음악

16 안개 중대장 독백 흰 안개

17 별장마당 식당 취사원과 웅백대화 　

18 로천식당 중대장이 대원들에게 연설 인천상황 전달

19 포진지 호위 포진지 굴설 지시 월미산 동남쪽

20 해안가 배경 　

21 포진지 비행기가 들어섬 　

22 하늘 포연 속에 비행기 사격 　

23 지휘소 교통호에 서있는 중대장 　

24 붉은 연기 포격 　

25 포진지 포격 　

26 비행기 배경 　

27 포진지 포격 　

28 비행기 배경 　

29 포진지 민국이 중대장에게 “엎드리시오” 　

30 검은 연기 화염에 덮힘 　

31 포진지 중대장 진지보수 요청 　

32 교통호 참호로 들어서는 영옥 　

33 교통호 영옥 쳐다보는 사람들 　

34 교통호 영옥이 3일을 고수하라는 명령 알림

35 교통호 명령을 듣고 해안을 내려다보는 중대장

부록 표 4. ‘월미도’ 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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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교통호 윤식이 영옥에게 중대장 소개 노란 꽃

37 교통호 취사원 만난 후 소개 해식절벽

38 지휘소 섬을 내려다 보는 참호길에서 독백 음악

39 지휘소 안을 왼쪽으로 보여줌 음악

40 지휘소 밖을 오른쪽으로 보여줌 음악

41 산기슭 석준 손풍금에 영옥 노래 노래

42 산기슭 중대장과 민국대화 민국 광산생활

43 무전실 영옥과 취사원 대화

44 무전실 밖 중대장이 대화를 듣고 있음

45 무전실 영옥이 취사원에게 노래를 가르쳐줌 노래

46 무전실 밖 전투 시작 알림 　

47 바다 바다를 들어오는 군함과 비행기 　

48 지휘소 망원경으로 밖을 봄 　

49 지휘소 중대장 전투준비 지시 　

50 지휘소 중대장 “최대한으로 접근시킬 것” 　

51 지휘소 2포로 석준을 보냄 　

52 바다가 윤식이 고기잡이하는 취사원을 봄 해식절벽

53 바다 군함 　

54 포진지 4포장 “사격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빨간 깃발

55 포진지 중대장이 밖을 내다봄 　

56 포진지 중대장 “조금 더, 접근시킬 것”

57 포진지 전화수 반복

58 지휘소 4포진지 포격 받음

59 포진지 쓰러지는 사람 　

60 포진지 4포장 “사격명령을 왜 안 내립니까?” 빨간 깃발　

61 지휘소 중대장 “조금 더” 　

62 바다 군함 　

63 지휘소 윤식 “이제 쏩시다” 　

64 지휘소 중대장 “쐇” “포병의 노래”

65 지휘소 중대장 얼굴 　

66 바다 군함 　

67 지휘소 중대장 포별로 배치(3포, 은폐호) 　

68 바다 기함 　

69 3포진지 포탄이 터짐 　

70 3포진지 3포장 민국 부상 어두움

71 3포진지 민국 “계속 쏘시오” 빨간 깃발

72 3포진지 지휘소 대장이 민국을 붙잡음 어두움

73 산기슭 달리는 태운과 윤식 어두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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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산기슭 포탄 구뎅이에서 달려가는 윤식 　

75 산기슭 위생병이 부상병을 업고 나옴 검은연기

76 산기슭 중대장 “음폐로 가시오” 푸른 해안가

77 2포진지 중대장, 윤식 들어섬 　

78 바다 폭격 맞음 노란불　

79 2포진지 중대장 “발사” 음악

80 바다 군함 격파 음악, 노란 불

81 2포진지 기뻐하는 대원들 “만세” 음악

82 바다가 취사원 “만세” 음악

83 바다가 폭격 후 취사원 부상 　

84 포진지 중대장 사격 중지 신호총 발사 　

85 포진지 전투 종료 싸이렌 소리

86 바다 군함 　

87 포진지 웃는 대원 붉은 깃발

88 포진지 부대원들이 들어옴 　

89 취사장 음식준비 중의 식기 　

90 무전실 취사원 죽음을 보고 우는 영옥 경음악

91 바다 파도소리 검은 파도

92 취사장 영옥 식사 준비 　

93 지휘소 중대장 얼굴 　

94 취사장 중대장과 지휘소대장 대화 　

95 지휘소 중대장 먼발치를 쳐다봄 　

96 지휘소 밖으로 중대장 바다방향으로 걸어감 　

97 무전실 전투 결과 무전을 침 　

98 절벽 밑 바위 죽은 이들 이름 밤　

99 절벽 밑 바위 경례, 총성 　

100 절벽 밑 바위 영옥과 대원들 　

101 해안가 바다에서 대대장과 지원 물품 수송

102 지휘소 책상 앞 중대장 　

103 지휘소 통로 빨간 바탕 흰글씨 문으로 대대장 　

104 지휘소 중대장과 대대장 대화 조국에 대해

105 어두운 바다가 붉은 석양 뒤 대대장 떠남 　

106 어두운 바닷가 중대장 독백 　

107 지휘소 벽 흰색 글씨 9.13

108 지휘소 중대장 얼굴

109 은폐호 자는 대원들 　

110 은폐호 부상자를 돌보는 영옥 　

111 은폐호 중대장과 석준 대화 기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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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은폐호 손풍금을 가져다 줌 　

113 은폐호 손풍금을 드는 석준 　

114 은폐호 부상병과 영옥 　

115 은폐호 석준이 다시 들어옴 　

116 은폐호 미소 짓는 기뢰병, 손풍금 　

117 은폐호 미소 짓는 중대장 　

118 은폐호 노래 부르는 영옥 　

119 은폐호 중대장 노래

120 은폐호 영옥 노래

121 은폐호 부대원들 노래

122 고향 (1) 플래시백 들판 노래

123 은폐호 영옥 노래

124 고향 (2) 플래시백 꽃밭 노래

125 은폐호 중대장 노래

126 고향 (3) 플래시백 호숫가 노래

127 인천 군의소 창가 　

128 인천 군의소 여군의관과 민국아바이 대화 　

129 바다 바다와 파도소리 검은 바다

130 중대부 흥얼거리며 바느질하는 중대장 노래

131 어두운 해안가 미군 장교 제임스 “퀵” 밤, 파도 소리

132 바위기슭 어둠 속 샘터에서 물을 긷는 영옥 　

133 바위기슭 영옥 “적이다” 　

134 취사장 윤식이 나와 총을 겨눔 　

135 바위기슭 영옥에 벗어나 총을 쏨 　

136 바위기슭 몸 싸움에 석준이 들어섬 　

137 바위기슭 석준 “스탠드 업” 　

138 지휘소 제임스 심문 　

139 지휘소 9월 14일 (다음날)

140 바다 파도 소리 검은 바다 

141 지휘소 무전기가 없으니 영옥에게 떠나라고 함 포격소리

142 지휘소 나가는 영옥을 쳐다보는 윤식 　

143 해안가 미포로 들어오고 영옥이 나감 　

144 해안가 사구에서 영옥을 부르는 윤식 푸른 해안가

145 지휘소 중대장 “뭐가 커크호?” 　

146 바다 군함 푸른 바다

147 지휘소 중대장 4포를 찾음 　

148 사구 영옥 포격사이를 걸어감 검은연기

149 지휘소 지휘소대장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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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지휘소 제임스 　

151 지휘소 중대장 영옥에세 “왜 또 왔소?” 　

152 지휘소 영옥이 들어와 부상병 고침 　

153 지휘소 제임스와 쓰러지는 병사 　

154 지휘소 4포로 호출하는 전화수 　

155 바다 기함, 커크호 소리 검은 바다

156 지휘소 중대장 망원경에 커크호 나타난다 　

157 지휘소 중대장 “4포, 4포, 4포, 4포” 　

158 지휘소 전화수 “보선 하겠습니다” 　

159 지휘소 문에 포탄 　

160 지휘소 따라나서는 전사 　

161 지휘소 밖 포탄 터짐 　

162 지휘소 쳐다보는 영옥 음악

163 지휘소 4포를 부르는 중대장 음악

164 지휘소 영옥 일어남 음악

165 지휘소 밖 영옥이 지하 밖으로 나옴 음악

166 산기슭 사구 통신선을 따라 이동하는 영옥 　

167 산기슭 바다 보이는 곳에서 포격 　

168 지휘소 “4포 연락 왔습니다” 　

169 포진지 움직이는 포, 노란 불 음악

170 바다 군함 푸른 바다

171 포진지 혼자 포를 움직임 음악

172 바다 군함 푸른 바다

173 포진지 정면, 측면 흰 연기

174 바다 위 군함 폭격 가해짐 음악

175 지휘소 대원들 “만세, 만세” 　

176 지휘소 옆 폭격 검은연기

177 바다 위 군함 불에 탐 　

178 푸른 바다 윤식 “영옥이 돌아왔습니다” 　

179 모래언덕 여러 사람이 영옥을 찾음

180 모래언덕 영옥사체 발견 노래

181 모래언덕 전선 잡고 우는 중대장 노래

182 모래언덕 중대원들 노래

183 모래언덕 푸른 하늘과 중대장 노래

184 바다 바다 위 빛 　

185 인천 해안가 보초서는 대원들 　

186 대대지휘부 대대장 “6중대가 좌절” 　

187 대대지휘부 대대장이 월미도를 바라봄 검은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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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지휘소 중대장 독백 음악

189 지휘소 벽의 9.13, 9.14, 9.15 일지 글씨 　

190 지휘소 중대장 얼굴 　

191 은폐호 지친 병사들, 편지 적는 대원 　

192 은폐호 글을 쓰는 기뢰병 석준 　

193 은폐호 들어서는 중대장 　

194 은폐호 고향에 편지를 쓰는 대원들 　

195 은폐호 중대장 9.15일 계획 지시 　

196 은폐호 기뢰병을 따라 가겠다고 지원 　

197 은폐호 서로 껴안는다 　

198 은폐호 민국이 들어옴 　

199 은폐호 민국이 취사원 안부를 물음 　

200 바위기슭 죽은 이들 이름이 적힌 비석을 바라봄 밤, 파도소리

201 바다가 밤바다로 움직이는 사람들 파도소리　

202 바다가 기뢰병이 랜턴으로 비춤 　

203 바다가 석준 “그럼 떠나겠습니다” 　

204 바다가 서로 껴안음 　

205 바다 비바람 바다 위 뗏목 음악, 밤바다

206 바다가 비 맞으며 포를 옮김 음악

207 바다 포격을 맞으며 배를 운전 음악

208 바다 한 명이 물에 빠짐 음악

209 바다가 비 맞으며 포를 옮김 음악

210 바다 헤엄치는 기뢰병이 기뢰를 밀고 감 음악

211 바다 커크호 폭격 　

212 바다가 포를 멈추고 쳐다봄 빨간 깃발

213 은폐호 지하감옥 미포로가 로벨트에게 편지 독백 푸른 연기

214 지휘소 신발을 고치는 중대장

215 지휘소 중대장과 민국 대화 푸른 연기　

216 지휘소 편지를 윤식에게 보내기로 　

217 지휘소 밖 폭격 사이를 뚫고 들어온 윤식 　

218 바다 폭격 노란 불

219 지휘소 윤식 들어옴 　

220 지휘소 포 준비를 외침 　

221 지휘소 밖으로 윤식 인사 흰 연기

222 지휘소 입구 중대장 “1사중대 전투 준비” 　

223 지휘소 입구 홀로 남은 윤식 　

224 지휘소 담배 피는 민국 　

225 지휘소 민국 "1조 날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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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포진지 불 흰 연기

227 포진지 민국 쓰러지며 눈을 잃지만 포 준비 　

228 지휘소 중대장 “2조 출발” 　

229 포진지 더듬어 포를 옮기며 민국 “쏴” 푸른 바다　

230 바다 배 폭격 　

231 지휘소 중대장 "포로 이동" 　

232 포진지 중대장이 남은 한 개의 포를 나름 　

233 바다 배 격파 노란불

234 포진지 위에서 아래로 남은 포 확인 　

235 바다 배에서 사격 중에 윤식 전사 　

236 바다 편지 독백으로 대대장에게 보고 음악

237 해안가 중대장편지 “우리에게 사격 해 주십시오” 음악

238 해안가 중대장 총을 들고 일어나 앞으로 음악

239 해안가 들어오는 탱크 　

240 해안가 중대장 한걸음 앞으로 　

241 해안가 포탄 연기 붉은 연기　

242 바다 거센 파도 검은 바다

243 바다 새벽 석양 　

244 바다 자막 　

245 엔딩 촬영소 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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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영화제목 감독 연도 영화제목 감독

1950 서부전선 윤봉춘 1962 싸우는 사자들 김묵

1950 아름다웠던 서울 윤봉춘 1962 서울로 가는 길 이병일

1951 오랑캐의 발자취 윤봉춘 1963 백마고지 김수길

1950 명령만 내리시면 안경호 1963 돌아오지않는 해병 이만희

1951 정의의 진격 한형모 1964 수색대 정창화

1951 삼천만의 꽃다발 신경균 1964 빨간 마후라 신상옥

1951 내가 넘은 삼팔선 손전 1964 기수를 남쪽으로 돌려라 임원직

1952 태양의 거리 민경식 1964 동굴의 애욕 강범구

1953 총검은 살아있다 조인복 1964 판문점 김영식

1953 진격만리 임운학 1965 피어린 구월산 최무룡

1954 아리랑 이강천 1965 성난 독수리 김기

1954 출격명령 홍성기 1965 비무장지대 박상호

1954 북위41도 김성민 1965 적진삼백리 김봉환

1955 불사조의 언덕 전창근 1965 북에 고한다 김묵

1955 구원의 애정 민경식 1965 특전대 편거영

1955 자유전선 김홍 1965 남과 북 김기덕

1955 피아골 이강천 1965 용사는 살아있다 김기덕

1955 죽엄의 상자 김기영 1965 순교자 유현목

1956 격퇴 이강천 1965 인천상륙작전 조긍하

1956 포화속의 십자가 이용민 1965 산천도 울었다 강찬우

1957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유재원 1965 7인의 여포로 이만희

1959 장마루촌의 이발사 최훈 1966 제76포로수용소 이한욱

1959 홀로 우는 별 이선경 1966 8240K.L.O 정진우

1960 이 생명 다하도록 신상옥 1966 귀신잡는 해병 김응천

1960 철조망 조긍하 1966 한많은 대동강 최인헌

부록 표 5. 한국의 한국전쟁 영화 목록

[부록 2] 한국전쟁 화 목록

1. 한국의 한국전쟁 화 목록

  한국 상자료원의 한국 화데이타베이스(http://www.kmdb.or.kr/)에서 ‘전

쟁/6·25’를 검색한 결과와 네이버 화검색(http://movie.naver.com)을 참고하

여 한국전쟁  화를 120편을 선별하고 참고문헌으로 제시되어 있는 2차 문헌

을 통해 보완하 다. 다음 목록은 전쟁 당시 1950년부터 현재까지의 화를 

상으로 한 것이다(검색일: 2012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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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이별의 종착역 박영한 1966 전쟁과 여교사 임권택

1960 별들의 화원 이경식 1966 군번없는 용사 이만희

1961 5인의 해병 김기덕 1966 잃은 자와 찾은 자 고영남

1961 한 많은강 우상학 1966 최후 전선 백팔십리 임원직

1962 전쟁과 노인 임권택 1967 구인의 귀순병 성낙훈

1962 아낌없이 주련다 유현목 1967 돌무지 정창화

1962 빼앗긴 일요일 정일몽 1967 싸리골의 신화 이만희

1967 지하실의 칠인 이성구 1978 비목 고영남

1968 여간첩 에리샤 최경옥 1978 제3 공작 설태호

1968 모정의 비밀 정창화 1979 영원한 관계 고영남

1968 성난 대지 김기덕 1979 전우가 남긴 한마디 이원세

1968 칼맑스의 제자들 강범구 1979 지옥의 49일 이두용

1968 대좌의 아들 이강천 1980 최후의 증인 이두용

1968 어떤 눈망울 이강천 1980 땅울림 설태호

1968 여로 이만희 1982 아벤고공수군단 임권택

1969 이백오십조 장일호 1983 내가 마지막 본 흥남 고영남

1969 결사대작전 고영남 1984 남과 북 김기

1970 분노 조문진 1986 전쟁과 명예 김대희

1970 원한의 팔도사나이 편거영 1987 독불장군 최기풍

1970 특공대와 돌아오지않는 해병 설태호 1987 블루하트 강민호

1970 젊은 아들의 마지막 노래 조긍하 1990 남부군 정지영

1971 대전장 박호태 1990 갈마 이운철

1972 혈류 김연파 1991 은마는 오지 않는다 장길수

1973 특별수사본부 배태옥 사건 이원세 1993 그 섬에 가고 싶다 박광수

1974 울지않으리 임권택 1993 서편제 임권택

1974 5천리 대도망 강대선 1994 만무방 엄종선

1974 증언 임권택 1994 태백산맥 임권택

1974 13세 소년 신상옥 1995 해병 묵시록 이병주

1974 멋진 사나이들 임원직 1998 아름다운 시절 이광모

1975 특별수사본부 외팔이 김종원 이원세 2004 태극기 휘날리며 강제규

1976 학도의용군 최하원 2005 웰컴 투 동막골 박광현

1976 원산공작 설태호 2007 작은 연못 이상우

1977 산불 김수용 2010 포화속으로 이재한

1977 캐논청진공작 설태호 2011 적과의 동침 박건용

1977 도솔산 최후의 날 설태호 2011 고지전 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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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영화제목 감독 연도 영화제목 감독

1953 애정산맥 이만흥 1963 혈맥 김수용

1954 혈로 신경균 1963 여도 이선경

1954 아리랑 이강천 1963 검은장갑 김성민

1954 운명의 손 한형모 1963 흑점 최무룡

1957 청실홍실 정일택 1963 살아야 할 땅은 어디냐 설봉

1957 처와 애인 김성민 1964 잉여인간 유현목

1958 봄은 다시 오려나 이만흥 1964 내가 설땅은 어디냐 이만희

1958 유혹의 강 유두연 1964 마도로스박 신경균

1958 흐르는 별 김묵 1964 목요일에 만납시다 최훈

1958 첫사랑 송국 1964 포리호의 반란 김종훈

1959 비극은 없다 홍성기 1965 밤에 핀 해바라기 최훈

1959 내 사랑 그대에게 하한수 1965 너를 노리고 있다 이신명

1959 비 오는날의 오후 3시 박종호 1965 살인명령 정창화

1959 행복의 조건 이봉래 1965 나는 죽기 싫다 김묵

1959 영광의 침실 김응천 1965 언제나 그날이면 조긍하

1959 별은 창 넘어로 홍성기 1966 죽은 자와 산 자 이강천
1959 동심초 신상옥 1966 망향 김수용
1959 나는 고발한다 김묵 1966 간첩작전 문여송

1959 내가 낳은 검둥이 김한일 1966 남북천리 이강천

1960 애수에 젖은 토요일 최훈 1966 대탈출 이한욱

1960 귀거래 이용민 1967 해방둥이 박상호

1961 파도 넘어 해당화 최성민 1967 고발 김수용

1961 구봉서의 벼락부자 김수용 1968 어머니는 강하다 이성구

1961 오발탄 유현목 1968 심판 고영남

1962 전쟁과 사랑 김묵 1968 악몽 유현목

1962 굳세어라 금순아 최학곤 1968 살인부르스 전우열

1962 슬픔은 나에게만 안현철 1968 처녀의 조건 김묵

1962 무정 이강천 1968 탈출십칠시 임원직

1962 사랑과 죽음의 해협 노필 1968 제삼지대 최무룡

부록 표 6. 한국의 분단 영화 목록

2. 한국의 분단 화 목록

  한국 상자료원의 한국 화데이타베이스(http://www.kmdb.or.kr/)에서 ‘반

공/분단’을 검색한 결과와 네이버 화검색(http://movie.naver.com)을 참고하

여 한국전쟁 화를 165편을 선별하고 참고문헌으로 제시되어 있는 2차 문헌

을 통해 보완하 다(검색일: 2012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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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두고온 산하 이강천 1968 황혼의 부르스 장일호

1962 육체는 슬프다 이해랑 1968 금수강산 강찬우

1962 붉은 장미는 지다 이원초 1969 바람같은 사나이 임권택

1962 비밀통로를 찾아라 이용호 1969 사화산 고영남

1962 바다는 말이 없다 김명제 1969 지금은 죽을때가 아니다 고영남

1963 YMS 504의 수병 이만희 1969 나도 인간이 되련다 유현목

1963 상해의 밤 엄심호 1969 장마루촌의 이발사 김기
1963 죽도록 사랑해서 최훈 1969 제7의 사나이 박근태
1970 황금70홍콩작전 최인현 1982 하늘가는 밝은길 김성호

1970 124군 부대 김기덕 1982 삐에로와 국화 김수용

1970 미행자 전우열 1983 추적 남기남

1970 그림자 전우열 1984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배창호

1970 삼호탈출 최인현 1984 나는 다시 살고 싶다 박용준

1971 세남매 전조명 1984 그 여름의 마지막 날 이원세

1971 사랑할때와 죽을때 김묵 1984 가고파 곽정환

1971 원한의 거리에 눈이 나린다 임권택 1985 잊을 수 없는 순간 이강윤

1972 특공외인부대 고영남 1986 길소뜸 임권택

1972 목소리 김영걸 1986 아빠가 남기고 간 훈장 방순덕

1973 여로(속) 김기 1988 지리산의 성난 토끼들 임정수

1973 야간비행 곽정환 1989 산불 김기충

1973 천사의 분노 노진섭 1989 죄없는 병사들 정한우

1974 어둠속의 목격자 설태호 1990 마유미 신상옥

1974 달래 강대진 1991 베를린리포트 박와수

1974 들국화는 피었는데 이만희 1991 피와불 선우완

1974 이중섭 곽정환 1992 불행한 아이의 행복 임원식

1974 흑나비 변장호 1992 에미의 들 설태호

1974 호랑이 아줌마 심우섭 1994 이도백화 강상룡

1974 만나야 할 사람 이원세 1995 내일로 흐르는 강 박재호

1974 악마의 제자들 이성구 1996 알바트로스 이혁수

1975 잔류첩자 김시현 1998 쉬리 강제규

1975 안나의 유서 최현민 1999 간첩 리철진 장진

1975 서북청년 고영남 1999 만날때까지 조문진

1975 불꽃 유현목 2000 공동경비구역 JSA 박찬욱

1975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임권택 2001 광시곡 장훈

1975 탈출십칠시 고영남 2001 흑수선 배창호

1976 혈육애 김기영 2002 휘파람 공주 이정황

1976 검은띠의 후계자 최영철 2002 수취인불명 김기덕

1976 독수리전선 고영남 2002 해안선 김기덕

1976 비정시대 최하원 2003 실미도 강우석

1977 평양의 비밀지령 고영남 2003 이중간첩 김현정
1977 7호실 손님 최영철 2003 남남북녀 정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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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슬픔은 저 별들에게도 설태호 2003 실미도 강우석

1978 사랑과 죽음의 기록 고영남 2003 선택 홍기선

1978 가깝고도 먼 길 임권택 2003 동해물과 백두산이 안진우

1978 특명8호 최영철 2004 DMZ, 비무장 지대 이규형

1978 철새들의 축제 이원세 2005 간 큰 가족 조명남

1978 생사의 고백 이두용 2005 태풍 곽경택
1978 판문점 도끼살인 이영우 2006 국경의 남쪽 안판석
1979 장마 유현목 2006 한반도 강우석
1979 영원한 관계 고영남 2007 만남의 광장 김종진
1979 누가 이 아픔을 설태호 2008 GP 506 공수창
1979 전우가 남긴 한마디 이원세 2010 의형제 장훈
1980 짝코 임권택 2011 풍산개 전재홍
1981 종군수첩 최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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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영화제목 연도 영화제목

1952 또 다시 전선으로 1985 전초선

1953 정찰병 1985 장산리 녀성들

1954 안녕히 가시라 의로운 전우들이여 1986 명령 027호

1965 적구 도시에서 1986 소년 빨치산

1966 최학신의 일가 1986 불타는 모래불

1966 한 지대장의 이야기 1986 미더운 전우

1967 전사의 명세 1986 제9련대

1970 북극성 1987 전사의 숨결

1971 한 간호원의 이야기 1987 평화는 깃들지 않았다

1971 태백산에 봄이 온다 1988 먼 남쪽 바다에서

1977 한 해병의 이야기 1990 붉은 단풍잎

1978 잊지 못할 전우 1990 제 2전선 제 2부: 명령

1979 초행길 1992 새

1979 이름없는 영웅들 20부 1994 어머니는 포수였다

1979 혈육 전, 후편 1995 번개와 우뢰

1982 전선길 1996 명령만 내려시라

1982 월미도 1996 그는 대학생이였다

1982 종군기자의 수기 1996 위훈의 길

1983 세월이 흘러간 뒤 1997 끝나지 않은 편지

1983 안개속의 과녁 1999 불씨

1983 돌아설 수 없다 1999 법동농민 전, 후편

1984 그를 알기까지 2000 민족과 운명

1985 봄날의 눈석이 2005 샘골처녀

1985 전쟁이 끝날무렵 2005 그들은 평범한 전사들이었다

3. 북한의 한국전쟁 화 목록

  이명자(2007)의 북한 화사 와 김 성(2009)의 논문과 함께 윤재근(1991)

의 북한의 문화정보Ⅱ 참고하여 48편을 정리하 다. 부족한 사항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소장자료검색’을 통해 보완하며 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재 제작연 나 화 관련 조직과 단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은 제외하 다

(2012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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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영화 제목 연도 영화 제목

1951 This is Korea 1955 Target Zero
1951 Fixed Bayonets 1956 A Hill in Korea
1951 I Want You 1956 Hold Back the Night
1951 Korea Patrol 1956 The Rack
1951 Starlift 1956 Strange Intruder
1951 The Steel Helmet 1957 Battle Hymn
1951 Submarine Command 1957 Men in War
1951 Tokyo File 212 1957 Sayonara
1951 A Yank in Korea 1957 Time Limit
1952 Back at the Front 1957 Top Secret Affair
1952 Battle Zone 1958 The Hunters
1952 Japanese War Bridge 1958 Jet Attack
1952 Mr. Walkie Talkie 1958 Tank Battalion
1952 My Son John 1958 Underwater Warrior
1952 One Minute to Zero 1959 Battle Flame
1952 Retreat, Hell! 1959 Operation Dames
1953 Battle Circus 1959 Pork Chop Hill
1953 Cease Fire 1960 All the Young Men
1953 Combat Squad 1960 The Great Impostor
1953 Flight Nurse 1961 Cry for Happy
1953 The Glory Bridge 1961 Marines, Let's Go!
1953 Mission Over Korea 1961 Sniper's Ridge
1953 Sabre Jet 1962 The Hook
1953 Sky Commando 1962 The Manchurian Candidate
1953 Take the High Ground 1962 The Nun and the Sergeant
1953 Torpodo Alley 1962 War Hunt
1954 The Bridges at Toko-Ri 1963 The Young and the Brave
1954 Dragonfly Squadron 1964 Iron Angel
1954 Men of the Fighting Lady 1964 No Man's Land
1954 Prisoner of War 1964 War Is Hell
1954 Return From the Sea 1966 Marine Battleground

부록 표 8. 미국의 한국전쟁 영화 목록

4. 미국의 한국전쟁 화 목록

  2차문헌의 책105)과 국방일보의 한국전쟁 60주년 군사기획 연재물 “헐리우

드가 본 6·25전쟁”을 파악하여 74편을 정리한 것이다. 중복되는 내용은 구

글 엔진과 IMDB 엔진을 참고하여 정정하 다(2012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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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An Annapolis Story 1968 Sergeant Ryker
1955 The Bamboo Prison 1970 M*A*S*H
1955 Battle Taxi 1975 Collision Course
1955 The Eternal Sea 1977 MacArthur
1955 Hell's Horizon 1981 Inchon
1955 Love Is a Many-Splendord Thing 1986 Field of Honour
1955 The McConnell Story 1991 For the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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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심층인터뷰 사전질문지

   1. 제작과정에서 영화 배경을 ‘선택’하거나 ‘수정’하게 됩니까? (‘예’의 답일 경우)

      어떤 단계에서 ‘선택’, ‘수정’하게 됩니까? (   →   )

      ① 주제 설정 단계                       ② 로케이션 헌팅 단계

      ③ 예산 설정 단계                       ④ 촬영 집행 단계

      ⑤ 영화 편집 단계                       ⑥ 기타 (                   )

   2. 장소 선택에서 염두에 두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실제 사건(지명과 전투)의 재현        ② 스크립트의 극적 전개

      ③ 배우의 감정 묘사                    ④ 촬영지의 자연 지형 (강, 바다, 산)

      ⑤ 기타 (                      )

   3. 재현하려고 선택한 곳은 어떤 장소입니까?

      ① 반전(反戰)의 장소

         (1) 평화로운 마을                    

         (2) 집회 장소 (학교, 교회 등)

         (3) 여가 장소 (카페, 축구장 등)       

         (4) 기타 (                           )

      ② 경계/방어의 장소

         (1) 지하벙커                         

         (2) 휴전선 인근

         (3) 국외 상황                        

         (4) 기타 (                           )

      ③ 대화의 장소

         (1) 골목길                           

         (2) 이동수단(자동차, 배, 비행기)으로 움직이는 길

         (3) 도시의 거리                      

         (4) 기타 (                           )

      ④ 제작시기의 일상

      ⑤ 다큐멘터리 영상

      ⑥ 배우의 시선으로 대중매체 표현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

      ⑦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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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억에 남은 ‘실제 장소’가 있다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장소 선택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을 설명 해 주세요.

   

   6. 귀하는 전쟁에 대한 간접 경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학교수업             

      ② 전쟁 관련 국내 도서          

      ③ 전쟁 관련 국외 도서

      ④ 다큐멘터리 영상      

      ⑤ 종군기자들의 사진            

      ⑥ 이전 세대의 이야기

      ⑦ 전쟁영화             

      ⑧ 기타 (                                )

   7. 귀하의 영화를 제작하는 당시에 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재현하려고 하는 인물                   

      ② 재현하려고 하는 시기

      ③ 스토리라인에서의 드라마적 상황         

      ④ 영화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

      ⑤ 미장센                             

      ⑥ 영화 배경

      ⑦ 관객의 입장                            

      ⑧ 자금, 수익에 대한 계산

      ⑨ 기타 (                          )

   8. 영화 배경 세팅에서 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① 카메라 수와 렌즈           

      ② 조명                      

      ③ 컴퓨터 그래픽

      ④ 음향                       

      ⑤ 전체적인 색감             

      ⑦ 배우의 상황

      ⑧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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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인천상륙작전 관련 자료

1. 낙동강 방어선

  그림 부록 1에서는 낙동강 전선을 확인하게 해 준다.

그림 부록 1. 낙동강 방어선

(출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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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천상륙작전 항로

  인천상륙작전 항로에서는 부산 외에 출항지 도쿄, 고오베, 사세호를 보여주

어 각 항로에 배치된 지원부 를 확인하게 해 준다.

그림 부록 2. 인천상륙작전 항로

(출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9: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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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전쟁 연표

  한국전쟁 연표에서 낙동강 방어선 8월 공세에 이어 인천상륙작전 이후 서

울 수복에서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부록 3. 지도로 보는 한국전쟁 연표

(출처: 임영대, 2010: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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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 4. 인천상륙작전 관련 사진

4. 인천상륙작전 사진

  인천상륙작전 사진에서는 비교적 쾌청한 기상 조건에 인천상륙작전이 진행

되었음을 보여준다. ‘인천상륙작전’에서는 날씨에 향을 받지 않지만, ‘월

미도’에서는 도입부에 비가 내리고, 15일 새벽에도 비가 내리는 장면을 보여

준다.

(출처: 국가기록원 웹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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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천상륙작전 표지석

  인천상륙작전이 작전이 수행되었던 작전지역에 녹색해안, 적색해안, 청색해

안의 인천상륙작전 표지석이 있다. 또한 옹벽을 넘기 위해 배를 타고 진입하

는 연합군을 형상화한 조각이 인천상륙작전 기념관에 배치되어 있다.

그림 부록 5. 인천상륙작전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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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inematic representations of 

places in the Korean War films on the event of 1950 ‘Incheon Landing',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ilm directors' positionalities and place 

representations. ‘Incheon Landing' of  September 1950 provided a turning 

point for the Korean War, and the event can be interpreted totally different 

from the South Korean and the North Korean perspectives. Two films on the 

same event of the ‘Incheon Landing' - a South Korean film, “Incheon 

Landing Operation”(1965), and a North Korea film, “Wolmido”(1982)- were 

selected as major sources of analysis and comparison.

 

  For the analysis of cinematic place representations, several concepts were 

drawn from the writings of Lukinbeal and Atkin. Primary hypothesis was 

proposed as follows: “Cinematic places and landscapes are differently 

represented, because of the differences of director positionalities in the two 

films on the same event of ‘Incheon Landing'.” The details of cinematic 

places, cinematic landscapes, director positionality, and positionalities in 

cinematic place were reviewed and analyzed to test the hypothesis. Major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ach director has different intentions. One film was taken from the 

landing army's viewpoint, whereas the other film was taken from the 

defender's viewpoint. As a result, one film emphasized the battle as a 

spectacle of glorious victory from the landing army's viewpoint, while the 

other film glorified those soldiers killed in the battle as heroes from the 

defender's viewpoint. Although not visible on the screen, the places 



mentioned in dialogues-i.e. ‘linguistic place representation’- also enable 

viewers to understand relationships between the insiders and outsiders of the 

place. 

  Secondly, the analysis of entire scene cuts on cinematic landscapes, 

characters’ location, affiliation, and arrangement revealed the ideological 

contrast in represented scenes. The landscape scenes show the four 

compositional steps of ‘introduction-development-turn-conclusion’. The 

director's positionality reflects the individual’s values formed by the 

socialization process. 

 

  Thirdly, each director positionality is also influenced by factors such as 

government engagements, and public attitudes resulting in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ame historical event. The life history of a director 

makes differences to the representations of places because of the unique 

personal experience. Director’s cultural background and social collective 

memory affect the director's positionality on places as well as stories.

 

  Fourthly, the contrasting director positionalities result in the different 

geographical interpretations of the same place. From the landing army's 

viewpoint, Palmido island was a very important battle starting point with its 

lighthouse guiding the narrow canal route towards Incheon coast. From the 

defenders' viewpoint, Palmido island was represented as a less important 

deserted small island. The different representations of Palmido island are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evaluation of the small island: the anti-communistic 

position interpreted the occupation of the Palmido island as part of the 

important victory, whereas the North Korean communistic position did not 

want to emphasize the easy fall of the small island and instead, to glorify 

the enduring defense at the Wolmido island as heroic action. It shows that 

the cinematic place messages can assign different meanings on the same real 

place. 

 

  Fifthly, a place message is a re-interpretation of a cinematic landscape. A 

place message is encoded into the real place in the cinema, and then 



decoded as a cinematic place. The place message may reveal its reference 

system through symbolism. In Incheon Landing, egalitarianism was emphasized 

from the landing army's viewpoint, while hierarchism was emphasized from 

the defender's viewpoint in terms of their directions, distances, and 

ideologies. The real places in Korean War films could be transformed into 

the cinematic places through the encoding of the place messages, and the 

processes of encoding and decoding place messages involve re-interpretation 

of cinematic landscapes and changing perceptions on actual places.

 

  In conclusion, the analysis of cinematic representations of places in the 

context of director's positionality shows the cinematic place representations 

are influenced by the historical and geographical experiences of the people 

as an individual and as a collective group. Cinematic places and landscapes 

also act as agencies which affect the ideas and feelings of the viewers, and 

eventually reshaping the viewers' perception of real places. By analyzing 

how the cinematic places were represented differently in the two films of 

very contrasting director positionality, the important role of place messages 

in both encoding and decoding place images was confirmed. The research 

accentuated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positionality in the analysis of 

place representations and the film geography in general, setting up a basis 

for an interdisciplinary understanding on films and places.

 

Keywords : positionality, cinematic place, language representation place, 

cinematic landscape, director positionality, geographical difference, place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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