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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활동사진( 화) 회’를 통해 본 

식민지 의 문화체험과 감성공동체

이 하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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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사진( 화) 회’의 주체와 목

3. ‘활동사진( 화) 회’의 존재 형태

4. 화체험의 이 성과 감성공동체

5. 맺음말 

1. 머리말 

이 은 일제시기 표 인 문화이벤트 던 ‘활동사진( 화) 회’ 분석을 통해 

1920년  식민지 의 문화체험 방식과 의 집합  감수성 형성의 의미와 

문제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문화에 한 고 인 견해에는 문

화산업에 침윤된 문화가 수용자를 객체화, 수동화해 의 창조성과 비

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시각과 자본의 첨단인 문화가 오히려 실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다.1)1)이  최근 한국 문화 연구자

들은 체로 후자의 맥락 속에서 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입증하거나 그 가능

성을 타진하는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는 한국의 문화 연구자들, 특히 화사 

연구자들이 가장 주력했던 심  하나이기도 했다. 지난 20년간 비약 으로 

*  연세 학교 미디어아트연구소 문연구원.

1) TH.W.아도르노, M.호르크하이머(김유동 옮김), 2001 �계몽의 변증법�, 문학과지성사; W.

벤야민(최성만 옮김), 2007 �기술복제시 의 술작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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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한 식민지 문화 연구는 일제하의 조선이 식민지 을 뿐만 아니라 동시

에 명백히 ‘근 ’ 음을 보여주었다. 거리에 뜬 없이 등장한 아테네 양식의 건

축물은 조선이 서구나 일본과 같은 근 를 지향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

으며,2)2)세계와 거의 시차 없이 수입되어 제공된 화들은 균질화된 근 세계의 

동시성을 웅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 다. 

일제시기 문화사 연구가 한동안 미시  일상의 근  기원과 탄생의 비 을 

밝히는 데에 주력했던 것은 식민지를 수탈과 개발, 친일과 항 등의 이분법으

로 이해했던 연구 시각에 한 비 의 발로이지만, 그 결과 이러한 도시  근

성이 조선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일반 농민들의 삶에 해 가지는 연 성에 

해서는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 다. 역사연구와 문화연구 양 방향에서 제

기된 ‘식민지 근 성’의 문제의식 속에서,3)3) 문화사, 특히 화사 연구는 

목할 만한 성과를 축 하고 있다. 식민지 기부터 식민 당국이 화를 통치에 

활용하 다는 것과,4)4) 일 쟁 후 본격 인 시체제가 시작되고 화 입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화의 생산과 소비가 총동원체제의 시스템 속에 있었다는 것

은5)
5)이미 밝 진 바 있으나, 자유주의  ‘문화정치’와 동화주의를 표방했던 1920

년 에 화가 어떻게 식민성과 매개되었으며 그 속에서 어떤 자율성을 확보하

고 있었는지에 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화사 연구가 

2) 진성, 2015 �상상의 아테네, 베를린·도쿄·서울�, 천년의 상상. 

3) 식민지 근 성 논의에 해서는 신기욱, 마이클 로빈슨 외(도면회 옮김), 2006 �한국의 식

민지 근 성: 내재  발 론과 근 화론을 넘어서�, 삼인; 윤해동 외, 2006 �근 를 다시 

읽는다 1, 2: 한국 근  인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하여�, 역사비평사 참조. 식민지 근

성론에 한 재비 에 해서는 조경달(정다운 옮김), 2012 �식민지기 조선의 지식인과 

민 : 식민지 근 성론 비 �, 선인; 김홍규, 2013 �근 의 특권화를 넘어서: 식민지 근

성론과 내재  발 론에 한 이  비 �, 창비 참조. 

4) 복환모, 2004 ｢1920년   조선총독부 ‘활동사진반’의 역할에 한 연구｣ � 화연구� 24; 

2006 ｢한국 화사 기에 있어서 이토 히로부미의 화 이용에 한 연구｣ � 화연구�

28; 배병욱, 2006 ｢1920년  반 조선총독부의 선 화 제작과 상 ｣ �지방사와 지방문

화� 9-2; 김정민, 2009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의 교화 화정책 출  배경에 한 고

찰｣ �한국문학연구� 37.   

5) 이 시기에 한 연구는 주로 선 화, 국책 화, 친일 화라는 구도로 이루어져있다. 지

면 계상 이와 련한 연구성과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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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으로 도시의 극장과 극장문화, 이로부터 비롯된 객성을 규명하는 데 

주안 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극장을 벗어난 지방의 순회

사, 이동 사에 한 연구나6)
6) 화수용의 지역성과 혼종성을 지 한 연구는7)

7)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직은 연구의 시야가 특정 지

역에 한정되어 있어 일제하 문화의 총아 던 화가 식민지사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고 유통/소비되며 어떤 기능을 했는지에 한 보다 입체 이고 종

합 인 시각이 요구된다. 

이 은 화가 당시 일반 의 요한 문화체험의 하나로 자리잡게 된 계

기로서 3.1운동 이후 시기에 본격 으로 시작된 ‘활동사진( 화) 회’에 주목한 

이다. 그 동안의 연구에서 3.1운동과 화의 계는 그다지 심의 상이 되

지 못했으며, 양자의 직 인 계를 증명하는 자료도 발굴된 바 없다. 그러나, 

화를 감상만하고 제작은 하지 못하던 20년 남짓 세월을 지나 드디어 조선인이 

화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 1919년이라는 사실은 그  우연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알려진 로, 조선인 자본으로 운 되는 유일한 화 이었던 단성사의 

주 박승필은 활동사진이 “서양 활동 아니면 일본 활동”뿐8)이라는8)것에 아쉬움

을 느끼다가 신 극에 활동사진을 결합한 연쇄극 <의리  구토>를 제작하여 

1919년 10월 27일 단성사에서 공개했다. 이후에도 박승필은 일본인이 <춘향 >

(하야가와 고슈, 1923)을 제작한 것에 자극받아 <장화홍련 >(김 환, 1924)을 

6) 김려실, 2007 ｢조선 화의 만주 유입: �만선일보�의 순회 사를 심으로｣ �한국문학연구� 32; 

이 식, 2008 ｢일제의 화통제정책과 만주 화 회: 순회 사를 심으로｣ �동방학지�

143; 김승구, 2010 ｢�조선일보�의 1930년  화 련 활동｣ �한국민족문화� 36; 이성철, 

2017 ｢1920년   경남 통 청년단 활동사진 에 한 연구｣ �지역사회학� 18-3. 이밖에 

이동 사 자료집으로 이화진, 다지마 데쓰오 공역, 2017 �문화하는 화, 이동하는 극장: 

시체제기 이동 사 계 자료�, 박이정이 있다.  

7) 경혜, 2013 ｢식민지 근 문화의 혼종성: 1920년  목포극장과 동춘서커스｣ �한일민족문

제연구� 25; 김남석, 2018 ｢부산의 극장 부산좌 연구｣ �항도부산� 35. 지역 화사에 한 

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경혜, 2007 �호남의 극장문화사�, 다할미디어; 이승기, 

2009 �마산 화 100년�, 마산문화원; 홍 철, 2009 �부산근 화사�, 산지니; 이성철, 

2015 �경남지역 화사�, 호 밭. 

8) ｢단성사의 신계획, 조선 본 의 활동사진을 미구에 사할 계획｣ �매일신보�, 1919년 10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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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하 고, 나운규, 이필우 등을 후원하여 지속 으로 조선 화 제작을 도왔다. 

박승필이 민족의식 때문에 조선 화를 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분명한 것

은 흥행감각이 탁월했던 그가 3.1운동으로 민족의식이 고취된 조선사회의 분

기를 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비평 으로는 실패한 화 던 <장화홍련 >

의 흥행 성공은 3.1운동 이후 조선인들에게 어떤 화가 소구력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민족 ’이면서 동시에 

‘흥행 ’이기도 한 일이었다. 조선의 화를 만들고자 했던 화인들의 노력이나 

활동사진( 화) 회에서 조선 화 상 이 선 의 요한 요목이었던 것은 분명 

3.1운동의 향력 하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3.1운동과 화의 계를 말해주는  하나의 사례는 고종의 국장을 로 

촬 하지 말라고 경고한 식민 당국의 조처이다.9)9)만일 국장과 만세시 를 군

가 촬 하고 이를 두고두고 극장에서 상 한다면 식민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것

이야말로 가장 험한 일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화는 ‘문화정치’의 맥락에

서 통제만이 아니라 3.1운동 이후의 민심 수습을 해서도 활용할 가치가 있었

다. 1920년 에 활동사진( 화) 회가 폭발 으로 늘어난 것은 식민 당국과 조

선인 사회가 화라는 효과 좋은 매체를 각기 다른 목 으로 경쟁 으로 활용하

고자 한 것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 이 분석의 상으로 하는 시기는 1919~1931년에 이르는 시기이다. 그 

앞뒤 시기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창기인 1910년 와 지방에 농 진흥운동의 

바람이 불었던 1932~1936년의 시기도 시야에 넣고 있다. 1937년부터는 본격

인 시체제로 어들어 식민 당국이 뉴스 화, 문화 화 등을 가지고 지방에 

순회 사를 다니며 쟁 동원에 나섰기 때문에 ‘ 회’라는 명칭이 붙은 행사는 

오히려 격히 어들었다. ‘활동사진 회’, 혹은 ‘ 화 회’라는 명칭은 때로는 

‘활동사진회’, ‘ 화회’라고도 불리었으며 이 용어들은 엄 한 구분 없이 혼용되

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체로 1910년 까지 쓰이던 ‘활동사진’이라는 용어가 

화 용 이 정립되는 1920년  반에 ‘ 화’로 체되었다고 서술하고 있지

만,10)10)그것은 도시의 상 에서나 해당되는 것이고 지방에서는 ‘활동사진’이

 9) ｢활동사진 촬 은 로 불허, 오해하지 마라｣ �매일신보�, 1919년 3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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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어가 그 이후에도 계속 쓰 으며 심지어 ‘사진’이라고 약칭되기도 했다. 

특히 ‘ 회’라는 말 앞에는 ‘ 화’와 더불어 ‘활동사진’이라는 말이 더 빈번하게 

붙었고, 촬 과 순회 사를 겸하는 조직을 일제 말기까지도 ‘활동사진 ’라고 불

다. 이 이 주요 상으로 하고 있는 1920년 에는 ‘ 화 회’, ‘ 화회’ 보다

는 오히려 ‘활동사진 회’, ‘활동사진회’라는 명칭을 더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11)11) 

일제시기를 통틀어 수백회 이상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사진( 화) 회’는 

배 사가 배 한 화를 극장이 정식으로 개 하면 객들이 정상 인 입장료를 

지불한 후 화를 보는 일반 인 화상 이 아니라, 특정 주체가 극장 뿐만 아

니라 지역의 회 이나 마을의 공공시설에서 객들에게 무료로, 혹은 렴한 입

장료를 받고 특별한 의도에서 편성한 일련의 화 로그램을 선보이는 일종의 

문화이벤트이다. ‘활동사진( 화) 회’가 요한 것은 이것이 일제시기 문화 

체험의 요한 통로의 하나 으며 도시를 필두로 하여 지역의 군, 혹은 면이

나 리 단 에서까지 회를 열었다는 으로서, 일정한 화 로그램을 가진 

상 의 주체가 주로 로 간다를 목 으로 지역을 옮겨다니며 상 하는 순회

사(이동 사)12)와는12)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활동사진( 화) 회’ 에는 순회

사의 일환으로 열린 것도 있었지만, 그와 무 하게 열린 것도 많았기 때문이

다. 그 다면 ‘활동사진( 화) 회’는 가 어디서 어떤 목 으로 개최했으며, 이

10) 당  최고의 이론가 던 임화는 활동사진의 시 와 화의 시 를 구분하고, 자를 

화를 제작하지 못하고 수입하여 감상하는 데 그쳤던 ‘감상만의 시 ’, ‘ 화의 前史 시 ’

라고 불 으며, 따라서 “조선 화사에는 활동사진시 라는 것이 없을지 모른다”고 하

다. 임화, 1941.6 ｢조선 화발달소사｣ �삼천리� 13-6, 백문임 외 편, 2016 �조선 화란 하

오: 근  화비평의 역사�, 창비, 692면.

11) 1920년  �동아일보� 기사 제목에 나오는 용어의 빈도수만 본다면 ‘활동사진 회’가 300

회, ‘ 화 회’가 212회로, ‘ 화 회’라는 용어는 반 이후부터 혼용되기 시작했다. 한 

기사 제목에는 ‘ 화 회’라고 되어 있어도 그 내용에는 활동사진이라는 용어가 여 히 

쓰이고 있었다.  

12) 순회 사는 일본의 활동사진 수입상이던 요시자와(吉澤) 상 에서 순회 사 (순업 )

를 조직하여 각지의 흥행장을 돌며 활동사진을 상 한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조선에서는 

러일 쟁 종군 촬 반이 장에서 촬 한 필름을 도쿄에서 상 하고 다시 장으로 돌

아가던  한성에 들러 상 한 것이 시 라고 한다. 한상언, 2018 �조선 화의 탄생�, 박

이정, 88-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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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상 했던 화들은 무엇이고,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핌으로써 당시의 

문화가 객에게 수용되는 매개 이고 다층 인 경로를 살펴보는 것이 이 

의 일차 인 심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3.1운동 이후 시기 식민지 객 

에게 화체험이 가지는 사회문화 , 시  의미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더불어 화 람이 의 감성에 미친 향은 매우 궁 하고도 도 인 분

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 화 수용에 한 객들의 직 인 태도

와 반응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본격 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문화사 연구에서 ‘감성’에 한 주목은 시도만

으로도 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일제시기를 상으로 한 연구 에

서 감성에 주목한 문화연구로 표 인 것은 1920년  문학을 ‘고통’과 ‘동정’이

라는 키워드로 읽어낸 연구와 식민지 피지배 민족으로서 조선인이 견뎌야했던 

모멸감을 민족 감정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를 들 수 있다.13)13)이 

에서는 문화사와 감성사의 맥락에서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3.1운동 

이후 시기에 화  문화의 존재 방식이  감성과 맺고 있는 계에 

해서도 언 해 보고자 한다.  

2. ‘활동사진( 화) 회’의 주체와 목

1919~1931년 신문과 잡지 등에서 확인한 ‘활동사진( 화) 회’(이하 ‘ 회’로 

임)는 거의 400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4)14)이 에서 개최지와 주체, 목

13) 손유경, 2008 �고통과 동정: 한국 근 소설과 감정의 발견�, 역사비평사; 유선 , 2017 �식

민지 트라우마: 한국 사회 집단 불안의 기원을 찾아서�, 푸른역사.

14) 이 의 주요 자료는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공론� 등이다. 이들 자료

에 나타난 회 개최 기사는 체로 세 종류이다. 첫째, 회 개최 정 보도, 둘째, 회 

개최 연기 보도, 셋째, 회 개최 사실 보도. 이 에서 두세개가 겹치는 것도 있고, 정

이나 연기는 보도되었는데 개최 보도가 없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개최 정 보도와 개

최 사실 보도를 기본으로 하 고, 연기 보도만 있고 사실 보도가 없으면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계산하 다. 한, 소규모 모임 내부의 단순 회합 성격의 ‘활동사진( 화)회’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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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비교  분명한 313회를 상으로 회의 개최 시기와 개최 지역을 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15)15)  

개최 연도 개최 횟수

1919 2

1920 5

1921 21

1922 23

1923 25

1924 17

1925 39

1926 16

1927 32

1928 31

1929 37

1930 26

1931 39

합계 313

<표 1> 활동사진( 화) 회 

연도별 개최 횟수  

     

개최지 개최 횟수

경성 72

경기(인천) 45(14)

충북 4

충남( ) 21(12)

강원 7

경북( 구) 30(13)

경남(부산) 33(13)

북 21

남 15

황해 27

평북 8

평남(평양) 19(13)

함북 6

함남 4

기타* 1

합계 313

<표 2> 활동사진( 화) 회 

개최지별 횟수

    

* 자료: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공론�, 1919~1931 각 연도 . 
* 기타는 국의 大連이다.16)16)

<표 1>에서 보듯이 회는 체로 1920년  후반으로 갈수록 빈도수가 높아졌

는데, 이는 화의 요성과 효용가치에 한 인식이 날로 증 되고 있는 실

을 가시 으로 보여 다.  특히 청년회의 활동이 활발했던 1925년에 년 비 

함하지 않았다. 지면 계상 회의 총목록은 생략한다.  

15) 이  순회 사의 일환으로 열린 회는 27회 는데, 이 경우 개최지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1회로 계산하 다.   

16) ｢순조선 화로 재류 동포 안｣ �동아일보�, 1929년 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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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 이상의 회가 개최된 것이 주목된다.17)17) 회의 지역별 분포(표 2)를 보

면 경성이 가장 많았고, 경기, 경남, 경북, 황해의 순으로 많이 열렸다. 경성, 인

천, 부산, 구, , 평양 등 수도권  도시와 가까운 지역일수록 빈번히 열

린 것을 보면, 인구가 많고 필름의 수 이 용이한 지역에서 회가 많이 열렸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군, 면, 마을 

단 까지 열렸기 때문에 농 의 말단까지 회의 향력이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18)18) 

장소 개최 횟수

극장 118

학교 27

배당 13

회 26

강당/공회당 19

신문사 3

장/시장 8

합계 214

<표 3> 활동사진( 화) 회의 개최 장소 

* 자료: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공론�, 1919~1931 각 연도 . 

<표 3>은 총 313회의 회  장소가 명시된 214회를 상으로 개최 장소를 

분류한 것이다. 상설극장이 있는 도시에서는 극장에서 열릴 때가 가장 많았지만, 

학교나 교회 강당, 회  등에서도 열렸으며, 군면 단 로 내려가면 공립보통학교

의 강당이나 운동장, 청년회 , 교회당, 마을회 , 시장 등에서 주로 열렸다. 

17) 1903년 황성기독교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창립한 앙기독교청년회(YMCA)는 1925년 

국 18개 지부를 두고 활동을 시작하 다. 이 시기 지역 사회에서 열린 회 에서는 

YMCA의 지부가 개최한 것이 상당수 있었다. ｢폐운에 쌓인 명학원을 하여｣ �동아

일보�, 1925년 4월 1일자.  

18) ｢고성 청년 순회 사｣ �동아일보�, 1923년 3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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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주로 녁 7~8시 사이에 시작하여 밤 10~11시경 끝났으며, 자정을 넘기

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회의 시간을 객들이 하루의 노동을 끝내고 녁식

사를 한 후 상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에 맞추었다는 것과 야외에서 상 한 경

우도 많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극장에서 상 한 경우는 낮 시간의 상설 로그

램이 끝난 이후 녁 시간에 ‘ 회’라는 이름의 특별 로그램을 편성하여 평상

시보다 렴한 비용으로 화를 볼 수 있게 하 다. 두 개 이상의 극장에서 공

동으로 회를 구성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화제와 매우 유사하

다.19)19)행사 장소는 크게 실내와 실외로 별되는데,  표에서 개최 장소가 장

/시장과 더불어 학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체로 실외에서 열린 경우 다. 학교

에서 열린 경우에는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열렸는데 강당을 갖추지 못한 학교가 

많아 부분 운동장이 개최 장소가 되었다. 당시엔 극장조차도 냉난방 시설이 

없이 비좁고 앞사람에 가려 화면이 잘 안보이는 등 쾌 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

는 못했다. 더구나 좁은 공간에 많은 인 가 몰리는 회에서 실내에서의 화

보기는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을 것이다. 반면 밤에 열리는 야외 상 인 경

우, 뒷자리에서는 변사의 해설이 잘 들리지 않아 온 한 화 체험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수고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들이 기꺼이 회에 참

가한 것은 ‘ 화 구경’이라는 나들이 자체가 그들에게 설렘과 기 라는 즐거움을 

제공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1920년  상설 화 에서 화 한 편당 입장료는 일률 이지 않았고, 좌석이

나 연령에 따라, 혹은 화의 입고가에 따라 다 달랐다. 당시 보통의 상설 화

은 1,2층으로 되어 있어서 2층이 람에 더 유리했으므로 2층 입장료가 더 비

다. 한 의자석과 입석이 달랐으며 인과 소인이 달랐고 화의 입고가에 따

라서도 입장료가 달랐다.20)20) 체로 정식 개 인 경우 극장 입장료는 성인 기  

1~3원 정도 으나, 회에서는 10~30  정도면 볼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 무

료로 볼 수도 있었다.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경우, 독자 우 권을 신문 한 귀퉁이

19) ｢문제의 인기 화 부활 상 , 일 양  시 ｣ �동아일보�, 1927년 5월 27일자.  

20) 김승구, 2010 ｢1920년  후반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간지를 통한 화 홍보 양상 연구｣ �정

신문화연구� 33-1, 268-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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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쇄하여 그것을 가져가면 무료로 람할 수 있었으며, 흔하지는 않지만 여

성단체에서 회를 열어 부녀에 한하여 무료로 입장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21)21) 

유료인 경우엔 백권, 청권, 권, 황권, 학생권, 소아권 등 좌석과 나이에 따라 

입장료에 차등을 두었는데, 당시 극장 부분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 으

므로 무료 상 인 경우에도 하족료 10 을 장내 정리 명목으로 받았다.22)22) 

분류 주체 개최 횟수 계

식민당국

도청(부청) 19

48

경찰서 3

농회 8

식산은행/ 융조합 4

만철 1

체신국/철도국 3

행사(공진회/품평회/ 찬회) 10

언론사

신문사 61

175신문사 지국/분국(후원) 63

잡지사 7

단체
청년회(49), 청년동맹(4), 여성단체(5) 58

155
회/단체/조합/구락부 93

교육기

고등보통학교 16

32학원 재단 6

유치원 10

교회 5

회사 4

극장 6

개인 2

합계 379*

<표 4> 활동사진( 화) 회의 주최  후원

* 자료: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공론�, 1919~1931 각 연도 .  
* 앞의 표와 합계가 다른 이유는 공동 주최와 후원 등을 복 계산했기 때문이다. 

21) ｢납량 활사 회, 조선여자청년회 주최｣ �동아일보�, 1925년 8월 21일자. 

22) ｢독자 안 활사 회｣ �조선일보�, 1925년 8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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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체는 크게 주도와 민간주도로 나 어진다.  표에서 보듯이 식민

당국과 식민 기 이 직  개최한 회가 48회이고, 언론사, 단체, 학교, 교회, 회

사, 극장 등 민간이 주최, 혹은 후원한 것이 331회에 달한다. 먼  주도 회

는 부나 도의 사회과와 경찰부23)
23) 생과 등에서 회를 주최하 으며, 이는 때

로 도청(부청) 체의 행사가 되기도 했다.24)24) 한 군농회, 식산은행, 융조합 

등 식민지 농정기구, 융기구를 비롯하여 체신국, 철도국 같은 국가 기 과 반

반민 회사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이하 ‘만철’로 임) 등에서도 개최하 다. 

보통의 경우 개최 장소는 각 지역의 공립보통학교 같은 공공시설인 경우가 많았

지만, 만철이 개최한 회는 조선호텔에서 열린 것으로 보아 그 상이 일반 조

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이거나 조선인 상류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25)25) 한 

회는 식민 당국이 주최하는 공진회, 품평회, 찬회 등 행사 로그램의 일부로

서 열리기도 했다.26)26)민간주도로 회가 열리는 경우는 보다 다양하고 빈번하

다. 표 인 민간주도 회는 각 신문사와 그 지국에서 여는 회 다. 각 신문

사가 따로 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외일보 등 4  신문사의 2~3개 지국이 연합하여 회를 후원하는 

경우도 많았다. 신문사 본부 차원에서는 일본 신문과 조선신문의 연합 경 자회

23) 1920년  보통경찰제 하에서 도 경찰부 산하에는 경무과, 고등경찰과, 보안과, 생과 등

이 있었다. 생 련 업무가 경찰부의 일이었다는 사실은 식민지 규율권력의 폭압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폭압성을 무마하기 해 경찰부가 활용한 것이 바로 화 다. 

경기도 경찰부는 화 회 개최 이외에도 화제작에 직  여하는 등 화에 각별한 

심을 기울 다. 1932년에는 교통선 화의 각본 선정에 참가하기도 했다. 1932 ｢京

畿道警察部の交通宣傳: 映畫脚本の選に參加して｣ �朝鮮公論�, 20-5, 84-88면. 

24) ｢도청 순회 활동사진｣ �동아일보�, 1921년 10월 17일자. 

25) ｢ 강산 활동사진｣ �매일신보�, 1919년 6월 23일자. 

26) 조선 각지의 물산을 진열하고 소개하는 공진회는 1915년의 ‘시정5주년기념 조선물산공진

회’를 시작으로 1923년 ‘조선부업품공진회’, 1929년 ‘시정20주년 기념 조선박람회’ 등으로 

이어진다. 지역 차원에서는 부산의 수산공진회, 진주, 창원, 진해 등의 연합물산공진회, 

충남에서 주최한 연합축산공진회 등이 계속되었으며, 여기에는 어김없이 활동사진이 활

용되었다. ｢활동화면 의 공진회｣ �매일신보�, 1915년 10월 8일자; ｢부업 공진 계획 요

령｣ �동아일보�, 1923년 6월 21일자; ｢작 10일에 개막된 부산의 수산공진회｣ �동아일보�, 

1923년 10월 11일자; ｢진주군 주최의 연합물산공진회｣ �동아일보�, 1925년 11월 17일자; 

｢창원군 주최의 연합물산공진회｣ �동아일보�, 1927년 2월 16일자; ｢진해 물산공진회｣ �동

아일보�, 1927년 4월 7일자; ｢6도 연합의 축산공진회｣ �동아일보�, 1928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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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신우회 주최로 회를 열기도 했지만,27)27)지역 차원에서는 4개 신문이 모두 

연합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개는 총독부 기 지 �매일신보�를 제외한 조선인 

민간 신문들이 연합하여 후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를 주최하는 것이 다분히 

민족  감정과 련 있다는 것을 짐작  한다.28)28)각 지역 신문사 지국은 회를 

주최하거나 후원함으로써 수많은 회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 주역이었다. 신

문사는 창간 10주년을 기념하거나 새 건물 낙성식을 축하하는 명목으로도 회

를 열었지만, 독자를 한 서비스 차원에서 주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29)29) 

한 잡지사가 주최하는 회도 있었다. 일제시기 표  종합월간지 던 �朝

鮮公論�을 발행한 朝鮮公論社는 1922년 3월에 창간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특선활극 화 회를 열었다.30)30)경성일보가 창간한 �愛潮�를 발행한 애조사, 평양

의 주 단연 동맹 기 지인 � 제생활�을 발행한 제생활사, 문 잡지를 발간

한 원시사, 소년소녀잡지 �새벗�을 발행한 새벗사 등이 회를 주최한 잡지사들

이다. 1920년 12월에 창간된 최 의 어린이잡지 �새동무�를 발간한 새동무사에

서도 평양지사 후원으로 회를 개최하 다.31)31)이 에서 재조 일본인을 상으

로 하는 잡지와 신문을 출간했던 조선공론사나 애조사가 주최하는 회는 다른 

회와 달리 재조 일본인과 조선인 가운데 일본어를 완 히 독해할 수 있는 지

식계층을 주요 상으로 했다고 보아야 한다.32)32) 

27) ｢신우회 안 화회｣ �동아일보�, 1926년 9월 21일자.

28) 분석 상 시기에 매일신보사에서 주최한 회는 총 7회인데 그  조선일보사, 동아일보

사와 각각 한 번씩 연합해 회를 주최하 고, 나머지는 단독으로 주최했다. 

29) 1927년 4월 30일 동아일보사는 본사 사옥을 신축하는 낙성 기념식을 거행하고 인 

기념행사를 거행하 는데, 활동사진 회는 그 심 인 로그램이었다. ｢본사 낙성 기

념 소식｣ �동아일보�, 1927년 4월 28일자. 동아일보사 구 지국에서는 창간 10주년을 기

념하여 회를 열었다. ｢독자 안 화, 구에 시성황｣ �동아일보�, 1930년 4월 5일자. 

30) 조선공론사는 창간 10주년 사업으로 �朝鮮事情宣傳大寫眞帖�(1922년 4월 발간)과 화

회 두가지를 기획 실행했다. 조선공론사는 월간지 �조선공론� 이외에 일간지 �조선신

문�도 간행하 는데 양 매체의 독자들에게는 회의 할인우 권을 발행하 다. 특히 조

선에 주둔 인 군인들을 우 하 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松本 一郞, 1922.3 ｢朝鮮公

論社主催 特選活劇映畫大 の記: 意義ある映畵藝術の普及｣ �朝鮮公論� 10-3, 86-88면(김

태  편역, 2012 �일본어잡지로 보는 식민지 화�, 문, 175면에서 재인용).  

31) ｢활동사진 회 지난 15일 새동무사 주최｣ �조선일보�, 1921년 2월 18일자. 

32) 회 가운데에는 드물지만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을 상으로 한 회도 있었다. 19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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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의 청년회, 각종 회, 단체, 조합, 구락부 등과 교회, 학교 등 지역단

체, 종교단체, 교육기 도 회의 주최자가 되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종교단체나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이름만으로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식민당국

의 어용단체에서부터 운동단체까지 다양하게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다고 

회에서 상 하는 화 로그램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이한 것은 

개인이 주최하거나 개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화로 개최한 회도 있었다는 

이다. 1924년 10월, 군산에서는 김 섭이란 사람이 군산청년회에 화와 기타 

회 개최에 필요한 부속품을 제공함으로써 회가 열렸으며,33)33)1925년 3월 12~ 

14일 부산에서는 김명식이란 사람이 기근 구제를 해 21년간 하와이에서 모은 

재산을 털어 활동사진 기계와 필름을 구입하여 회를 열었다.34)34) 

이처럼 회를 여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회의 목 도 천차만별이었다. 

목 개최 횟수 세부 목   상 주요 주체*

안 97 독자, 시민, 농민, 직원, 어린이, 부인 언론사

동정 64
이재민, 학교(야학, 유치원 등), 고(유)학생 등을 한 

경비 모
단체

교육/선 47
계몽, 정책 선  ( 생, 납세, , 교화, 지방개량, 농

사개량 등) 
식민 당국

행사 일부 24 공진회, 품평회, 운동회, 연 회, 화 회, 음악 회 식민 당국

기념 20 신문 잡지 창간 기념 언론사

기타 3 흥행, 환 극장, 회사

합계 255

<표 5> 활동사진( 화) 회의 목 , 상  주요 주체 

* 자료: �매일신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공론�, 1919~1931.  
* 주요 주체는 해당 목 으로 회를 개최한 다수, 혹은 표 인 주체라는 의미이다. 

를 들어 모 의 주요한 주체가 단체 다는 것이 단체는 모 만 하고 안이나 교육/
선 은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모 의 주체가 단체인 경우가 많았다는 뜻이다.  

일본 기독교청년회가 주최한 회에서는 랑스 고몽사의 사극 화 <크리스타 Christ>와 

일본 화 <돌아오신 아버지>가 상 되었는데, 이는 당시 일본 내지인들이 미국 화보다

는 유럽 화와 일본 화를 더 즐겨 본 것과 일맥상통한다. ｢천연색 화회｣ �동아일보�, 

1924년 4월 16일자. 

33) ｢군산 순극 계획｣ �조선일보�, 1924년 10월 20일자.

34) ｢기근 구제활동 포와에서 온 김명식씨｣ �동아일보�, 1925년 3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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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는 총 313회의 회 에서 목 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255회를 상

으로 회의 목   상을 정리한 것으로, 체로 개최 주체에 따라 목 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명칭이 ‘활동사진( 화)

회’이긴 하지만 회가 단지 화 상  그 자체를 목 으로 열린 것만은 아니

라는 사실이다. 객의 입장에서는 분명 오락과 여흥을 주된 목 으로 하여 

회에 참여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주최측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회의 목 은 단

지 오락 제공에만 있지는 않았다. 식민 당국이 되었든 조선인 민간사회가 되었

든 회의 목 은 크게 두가지 다. 하나는 회의 심 로그램인 화의 내

용을 통해 들에게 뭔가를 계몽하거나 선 하기 해서 고, 다른 하나는 

화는 사람을 모이게 하기 한 방편에 불과할 뿐 강연이나 모 , 혹은 활동

을 하기 해서 다. 자는 화를 계몽과 로 간다의 도구로 활용한 경우이

고, 후자는 화를 로모션 도구로 활용한 경우이다. 물론 순수하게 오락 제공

을 한 것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여가 생활과 민  오락으로서의 화

의 가치를 인식한 후에는 이를 활용하여 로 간다나 로모션을 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35)35)오락 제공을 한 것처럼 보이는 ‘ 안’이라는 것도 

속사정은 신문, 잡지의 로모션인 경우가 많았다.  

화가 로 간다에 아주 효과 인 매체라는 것은 이미 제1차 세계  당시 

국과 미국의 쟁 선 화에서 증명되었고, 명후 소련은 화의 로 간

다  성격을 극 화하는 이론 정립에 나섰다.36)36)일제 식민 당국 역시 이를 충분

히 인지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직  활동사진반을 꾸려 화를 제작하고 

국 각지를 순회 사한 것은 그 표 인 사례 다.37)37)하지만 식민 통치에 화

35) 일본에서는 사회 조사 사업을 통해 자본주의 생산의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일

과 여가의 순환 구조를 상정하고 여가, 혹은 오락으로서 화의 효용성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다. 김정민, 앞의 논문, 297-298면. 

36) Richard Taylor and Ian Christie ed., 2005 The Film Factory: Russian and Soviet 

Cinema in Documents 1896~1939,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pp.56-57.

37) 총독부의 활동사진반은 일본 문부성보다도 먼  조직되어 교육 화 제작을 시작하 다

(김정민, 앞의 논문, 306면). 조선 각지를 다니며 조선의 사정을 촬 한 조선총독부 활동

사진 는 1920년 조선 군수 시찰단 일행과 함께 도쿄로 가서 천황세자와 황족들 앞에서 

촬 한 필름을 상 하 으며, 이어 무역박람회와 제국 학 등에서도 상 하여 “조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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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하고자 한 것은 총독부만은 아니었다. 도청의 경찰부나 사회과에서도 

생이나 권업, 축 장려, 사회교화 등과 같은 시책을 선 하는 일에 회를 활용

했다.38)38)농회 같은 식민 농정기구에서는 농사개량과 부업증진을 선 하기 해 

회를 개최하 다.39)39)식산은행이 주최한 회에서는 “근검 축 사상을 고취하

고 그 실행을 선도”하는 것을 목 으로 조직된 축선 활동사진 가 활약하기

도 했다.40)40)이때 상 된 화는 생, 축 등 식민 통치 행정에 필요한 사상을 

주입하는 뉴스릴이나 이러한 주제를 가진 화 다.41)41)여기에는 생 화 <호

열자>(1919)나 축장려 화 <월하의 맹서>(1923)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가 주최가 된 계몽의 기획은 회에서 교육/교화라는 이름으로 식민정책의 

로 간다와 구분없이 융합되었다.   

그런데, <표 5>를 보면, 회의 목  가운데 교육/선 에 해당하는 것만 로

간다이고, 나머지는 모두 로모션에 해당한다. 이는 1920년 에 화는 로

간다 도구로서 보다는 로모션 도구로서 더 효용가치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화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로모션 도구로 활용된 가장 표 인 

는 기업의 리활동을 한 방편으로 화를 활용한 경우이다. 화가 처음 조

선에 수입된 창기에 담뱃갑이나 차표를 가져오면 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

정을 선 ”하 다. 이처럼 총독부의 화를 활용한 선 은 식민지 조선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본 본국에서도 이루어졌다. 한 일본 실황도 촬 하여 조선에 소개하

다. 제국주의 모국과 식민지를 오가며 교차 촬 하고 상 하는 것은 화의 세계  확

산이 제국주의와 깊은 련이 있음을 보여 다. ｢조선의 실황을 촬 하여 일본에 소개｣ 

�매일신보�, 1920년 4월 24일자; ｢조선 사정을 활동사진으로 선 ｣ �매일신보�, 

1920년 6월 7일자. 

38) ｢경북도 문화선 ｣ �매일신보�, 1922년 4월 8일자; ｢괴질 방 활동사진｣ �동아일보�, 

1922년 8월 8일자; ｢소비 약 사｣ �동아일보�, 1923년 2월 1일자.   

39) ｢함안농회 환등 ｣ �동아일보�, 1923년 5월 16일자.

40) ｢ 흥 식산 활동사진｣ �동아일보�, 1922년 8월 4일자; ｢ 축 선  활동사진｣ �동아일보�, 

1922년 9월 7일자. 

41) 경북 경찰부 생과에서는 호열자(콜 라)와 두창(천연두)에 한 생 련 활동사진

을 상 하기 해 청도군 일 를 순회 사하 다(｢경북 생 활동사진｣ �동아일보�, 

1922년 7월 3일자). 호열자와 두창은 일제시기의 표 인 염병이었다. ｢호열자 又 발

생｣ �조선일보�, 1920년 9월 4일자; ｢ 남 일 에 痘瘡 益 창궐｣ �조선일보�, 1927년 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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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되었다는 것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42)42)1910년  �매일신보�에는 라이

온 치마분(치약) 매를 진하기 해 치약 1개를 지참하면 활동사진을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고가 실리기도 했다.43)43)이처럼 회를 여는 주된 목 은 되도록 

많은 객들을 불러모으는 것이었고, 회마다 사람들은 ‘입추의 여지없이’ 몰려

들어, 항상 ‘ 만원’, ‘ 성황’을 이루었다고 언론은 한다.44)44) 한, 기독교 청년

회나 교회에서도 홍보나 도를 한 로모션 방안으로 회를 마련했는데, 진

짜 목 은 사회 교화  주와 연 등을 한 계몽 활동이었고 여기에는 으  

해당 주제에 한 강연회가 덧붙여졌다.45)45)이처럼 조선인 사회가 계몽을 목 으

로 회를 여는 경우에도 그것은 개 화 내용의 계몽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몽, 교육을 해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구실로 회를 활용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 을 한 회도 빈번히 열렸는데, 상품 신에 동정심 같은 감정을 산다

는 이 다를 뿐 결국 돈을 내어놓는 행 로 이어졌다는 에서 넓게 보아 로

모션( 진)의 역할을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인 것은 수해 등의 재난이나 

기근으로 곤란에 빠진 이재민과 동포들을 구제하기 한 회 다.46)46)학교  

유치원, 교회 등 기 의 운  자 이나 증축 자 을 모 하기 해서도 회가 

열렸다.47)47)모 을 목 으로 하는 경우, 입장료는 상설 화  입장료보다 렴했

지만 좌석과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컨 , 1927년 3월 11~13일, 개성에

서 송악학원의 운 비를 모 하는 회가 열렸을 때, 입장권은 백권 50 , 황권 

42) ｢東大門 機械廠 活動寫眞｣ �皇城新聞�, 1903년 6월 23일자.  

43) ｢무료로 람에 공하는 활동사진｣ �매일신보�, 1913년 4월 19일자. 

44) 매일신보사가 부산에서 주최한 활동사진 회에서는 극장에 모여든 인원이 3천명에 이르

다고 한다. ｢아사 독자 안 활동사진 회, 부산 일의 성황｣ �매일신보�, 1922년 4

월 17일자.

45) ｢교화 화회｣ �동아일보�, 1925년 12월 17일자. 

46) ｢수해와 구제｣ �동아일보�, 1925년 9월 22일자.  

47) 황해도 해주 해성유치원에서도 경 난 해소를 해 안악과 신천 일 를 순회상 하 고, 

북 군산에서도 여자교육회에서 경 하는 유치원의 경비 보충하기 해 회를 개최하

다. ｢활동사진  래안｣ �동아일보�, 1925년 6월 19일자; ｢경비를 얻으려 유치원 활동사

진｣ �동아일보�, 1925년 7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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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학생 30 , 소아 20 이었다. 이 게 해서 거두어들인 수익은 실비를 제외

하고 모두 운 비로 기부하 다.48)48) 

한 신문사와 각 지국이 주최하는 회 부분은 ‘독자 안’을 슬로건으로 

하 는데, 신문사들은 자기 신문을 구독하는 독자들에게 우 권을 제공하여 무

료, 혹은 렴한 비용으로 화를 람할 수 있게 하 다. 신문 한귀퉁이에 인쇄

된 화 우 권은 독자들에게 일종의 자부심과 특권의식을 심어주어 신문을 구

독할 이유의 하나가 되었다. 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은 자신이 사회의 한 구성원

이며 사회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지식인이거나 최소한 독서하는 교양인

으로서의 자존감을 충족시켜주는 행 다. 화를 본다는 것은 온갖 새로운 시

각  쾌감에 응 가능한, 시 에 뒤처지지 않는 동시 인으로서 스스로를 규정

하는 행 다. 신문사들은 구독자와 화 객이라는 두 집단을 동시에 겨냥하

는 리한 활동으로서 회를 경쟁 으로 개최하 다. 신문업계와 화업계

의 결탁은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가장 성공 인 로모션 사례의 하나 다. 이는 

신문과 화가 근  시각매체로서의 유사성을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물이자 

홍보물로서 기능하며 공생해 가는 사례를 잘 보여 다.49)49) 

3. ‘활동사진( 화) 회’의 존재 형태

알려진 로 화는 처음엔 기술  경이로부터 시작되었다. 화가 서사 매체

가 된 이후에도50)
50)기술  발견과 그로부터 빚어지는 놀라움은 화의 오락성을 

48) ｢송악학원 곤경, 동정을 구하고자 활동사진 사｣ �동아일보�, 1927년 3월 13일자.  

49) 독서행 와 람행 의 유사성에 해 천정환은 양자가 몰입을 통한 의미화 실천과정에

서 독자/ 객이 주체로 구성되는 동일한 훈련 과정이라고 본다. 천정환, 2003 �근 의 책

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 문학�, 푸른역사, 140-142면.

50) 제 리 노웰 스미스에 의하면 화는 태동후 20년간 스펙터클이 시되었던 창기

(1895~1905)와 서사  형태가 시된 이행기(1905~1914)를 거치며, 제1차 세계  

직  장편 화가 출 할 무렵에 서사 , 허구  매체로서 확고히 자리잡으며 세계  

사업으로 부상하 다. 제 리 노웰 스미스 외 편(이순호 외 옮김), 2005 �옥스퍼드세계

화사�, 26면. 



154·한국문화 84

구성하는 요한 요소가 되었다. 조선에 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 객이 보

던 반응은 “사진이 움직인다”는 사실 자체에 한 놀라움이었다. 활동사진을 상

하기 에 의 타기와 환등 같은 것이 먼  연행되었고, 이어 상 된 활

동사진은 특별한 거리 없이 도 끝도 없는 짧은 소동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

했다.51)51) 화를 늦게 하게 된 농 지역에서 열린 회에서의 화 상 이나 

그 화를 람한 객들의 반응은 이러한 기 화 람에서 벌어진 “설명도 

없이 소개도 없이 음악도 없이” 다짜고짜 이루어진 상  형태나 어리둥 한 

객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농 지역에서는 사진마 도 그리 익숙

한 것이 아니어서, 1920년  반기까지도 사진을 사하는 환등회가 강연회와 

함께 열리거나 때로는 독립된 로그램으로 존재하 다.52)52) 한 회의 하나의 

로그램이나 행사의 보조 수단으로서의 환등은 1920년  반 이후에도 계속되

었다. 

화가 다양한 공연과 함께 구성된 일련의 로그램  하나 다는 것은 무성 

단편 화 시  서구의 극장에서도 마찬가지 다.53)53)경성에 화 용 이 자리잡

은 후에도 화가 상 되기 , 노래와 춤, 극 등으로 이루어진 간단한 롤로

그가 연행된다거나 화가 끝난 후 은막 속의 여주인공이 무 에 등장하여 주제

가를 부른다거나 하는 일은 상설 화 의 주된 로그램 구성이었다.54)54)이러한 

구성은 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화 상 이 의 타기, 무용, 연극 등의 

공연, 연주, 그리고 환등과 함께 이루어졌다. 체로 환등과 ‘실사’, 그리고 극

화 3~4편이 함께 상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엔 ‘실사’나 뉴스 화는 거의 모두 

1~3권 정도 분량의 단편이었으며, 극 화라고 해도 한편에 3~6권 정도의 길이

기 때문에 개 여러편을 묶어 함께 상 하 다. 오히려 조선 화로는 7~9권 

분량의 장편이 많았다.55)55)흔히 ‘실사’라고 표 된 것은 서구에서 들여온 다큐멘

51) ｢활동사진 이야기: 는 활동사진의 세상이라는데 조선에는 그것이 언제 들어왔나｣ �別

乾坤� 2, 1926.12, 90-91면.

52) ｢신라고  환등회｣ �조선일보�, 1923년 10월 29일자. 

53) 加藤幹郞, 2006 �映畵館と觀客の文化史�, 中央公論新社, 58-59면.

54) 유선 , 2003 ｢ 기 화 람: 시각문화의 기습, 유 그리고 식민  근 성의 후｣ �한

국언론학회학술 회 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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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리 화56)이거나56)총독부 활동사진반, 만철 활동사진 ,57)57)조선일보사 활동사진

,58)58)그리고 몇몇 지역의 활동사진 가 촬 한 단편 다큐멘터리, 뉴스 화, 일

본에서 제작한 문화 화 등이었다.59)59)이 화들은 먼  상설 화 에서 개 한 

후에 회에서 상 되는 것이 상례 으나, 드물게 개 을 거치지 않고 회에

서 먼  상 되거나,60)60)개 에서는 상 되지 않고 회에서만 상 된 화들

도 있었다.61)61)더구나 장편 극 화가 세를 이룬 1920년  반 이후에는 상설 

화 에서 보지 못한 실사 화들이 회를 주요 소비처로 하는 경우도 있었던 

55) 오늘날 필름 1권의 길이는 15~20분 가량인데, 당시에는 1권이 10분 정도 던 것으로 추

정된다. <장한몽>(이기세, 1920)이 9권, <장화홍련 >(김 환, 1924)이 8권, <심청 >(이

경손, 1925)이 9권, < 옥루>(이구 , 1925)가 후편 합쳐서 15권 정도 다. 

56) 최 의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J. 래허티의 <북극의 나 크>(1922)가 회

에서 ‘실사’로 소개되어 <北極의 怪異>라는 제목으로 상 되었다. 오 진, 1941.4 ｢문화

화의 정신｣ �朝光� 7-4, 268면. 

57) 만철에서도 활동사진 를 조직하여 촬 한 강산의 실경을 상 하 다. 만철은 일제의 

만주침략을 해 1906년에 설립된 국책회사 다. 만철이 강산을 촬 하 다는 것은 일

제가 조선과 만주를 일 부터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식민 통치를 구상했다는 것을 방증

하고 있다. (｢ 강산의 활동사진｣ �매일신보�, 1919년 6월 23일자) 만철에 해서는 고

바야시 히데오(임성모 옮김), 2004 �만철: 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산처럼 참조.  

58) 조선일보사는 1920년  후반, 사내에 활동사진 를 조직하고 뉴스 화를 제작하기 시작

하 다. 김승구, 2010 ｢�조선일보�의 1930년  화 련 활동｣ �한국민족문화� 36, 223- 

226면.

59) ｢早大 주최의 민 교육운동｣ �동아일보�, 1928년 1월 22일자. 문화 화는 1917년 설립된 

독일의 우 (UFA)사에서 만든 일련의 교육용 단편 화들을 일컫는 명칭이었다. 이 문

화 화라는 개념이 아시아로 들어온 것은 1926년경으로, 昭和시 가 막 시작된 일본에 

우 사에서 제작한 <미와 힘의 길>(1925)이라는 화가 수입되면서 Kulturfilm이라는 명

칭을 직역한 ‘문화 화’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조선에 이 용어가 소개된 것은 

1926년으로, 이 즈음 일본에서 제작된 문화 화가 수입되었으나 본격 인 문화 화가 제

작되거나 상 된 것은 일 쟁 이후이다. ｢독일 신문화 화: 규모의 톄육장려 화｣ �동

아일보�, 1926년 5월 16일자; ｢朝鮮全域に時局映畫｣ �東京映畫新聞�, 1937년 11월 5일자.  

60) 동아일보사가 창간 10주년 기념으로 제작한 화 <정의는 이긴다>(1930, 윤백남)는 화

에서 개 되기 앞서 회에서 먼  상 되었다. ｢독자 안 활사 성황｣ �동아일보�, 

1930년 10월 2일자.   

61) 를 들어 월남 이상재 사회장 상이나 순종 인산 상 등은 회에서만 상 된 것으로 

보인다. ｢고 월남 선생 사회장 실사｣ �조선일보�, 1927년 7월 23일자; ｢청하 활동사진

회｣ �조선일보�, 1928년 4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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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이 실사 화들은 랑스의 여성참정권운동에 한 화, 세계

 기록 화 등으로, 정보로부터 소외된 지역 들에게 세계의 소식을 알리는 

역할도 했다.62)62) 

당시 조선에 수입된 외화들의 부분이 미국 화 기 때문에 회에서도 미국

화는 인기 로그램이었다.63)63)극장가에서 인기 있었던 미국 화를 회에서 

상 할 때는 신문 기사에 반드시 화 제목이 병기되었다. 미국 화가 체로 

개 후 평균 1~3년 정도 후에 수입되었으므로,64)64) 회에서 상 된 미국 화들

도 최소 그 이상 지난 것들이 많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당시의 시간 감각

으로 보아 그것은 그리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 일본, 조선

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화를 보았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1920년  

경성의 조선인 용 에서는 미국 할리우드 화가, 일본인 용 에서는 주로 

일본 화가 상 되어, 조선 객들이 일본 객들보다 오히려 최신 할리우드

화를 더 빨리, 더 많이 람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설 인 상이었다.65)65)더구나 

회를 통해 지역의 말단, 농 의 구석구석까지 미국 화가 리 되고 있었

다. 화의 수 은 식민 당국이 주최하거나 언론사가 후원하는 경우에는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민간에서 필름을 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

보다 비용이 만만찮게 들었으므로, 상 이 모두 끝난 후에 필름을 여하거나 

기증받아야 했다. 

회에서 자주 상 된 미국 화는 활극, 희극, 인정극, 사회극 등으로, 오늘날

의 용어로는 액션 화, 코미디, 휴먼드라마, 사회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감

각  쾌감을 선사하는 액션활극 화가 가장 인기가 있었으며, 찰리 채 린

(Charles Chaplin)과 버스터 키튼(Buster Keaton)의 코미디도 큰 인기를 끌었

62) ｢통 청년단의 활동사진｣ �동아일보�, 1921년 8월 1일자. 

63) 이호걸, 2010 ｢식민지 조선의 외국 화: 1920년  경성의 조선인 화 에서의 외화 상

｣ � 동문화연구� 72. 

64) 김승구, 2010 ｢1920년  후반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간지를 통한 화 홍보 양상 연구｣ �정

신문화연구� 33-1, 264-265면.

65) 경성 극장가의 조선인상설 과 일본인상설 의 분리와 상 에 해서는 한상언,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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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6)66)인정극, 사회극은 객들의 심 을 울리는 요소들로 꾸 히 인기를 렸

다.67)67)1920년  반기까지 경성의 상설 화 에서는 미국 화 에서도 연속

화가 큰 인기를 렸지만,68)68)1~2일간 열리는 회에서는 연속 화가 상 되기 

어려웠다. 그러나 3~4일 이상 열리는 큰 회에서는 연속 화가 상 될 수 있

었다. 앞서 언 한 1922년 조선공론사 주최 특선활극 화 회에서는 연속활극 

<문어의 (Them Eyes, 1919)> 15편 30권이 4일 동안 상 되었다.69)69)당시 평

론가들은 ‘흥미 본 의’ 활극, 희극과 비교하여 탄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하는 

인정극, 사회극을 고 화, 술 화로 불 는데, 이는 거꾸로 이 시 만 하더

라도 장편 서사보다 활극, 희극이 훨씬 더 인 소구력이 높았다는 것을 반

증한다. 흔치 않지만 유럽 화가 상 되기도 했는데, 1920년  활발한 순회 사 

활동을 벌이면서 민족의식 고취에 힘썼던 계몽운동단체 통 청년단은 랑스 고

몽사의 극 화와 실사 등을 가지고 다니며 상 했다.70)70)      

연극과 화가 결합된 연쇄극은 1919년부터 1920년  반까지 회에서 활용

되었다.71)71)1923년 <국경>과 <월하의 맹서>를 필두로 하여 조선 화가 제작되기 

시작하자 회에서도 조선 화를 상 했다. 그러나 본격 으로 회에서 조선

화를 상 한 것은 1927년경으로서, 이때부터는 조선 화만 상 하는 회를 따

로 열기도 했다.72)72)<장한몽>(이기세, 1920), <장화홍련 >(김 환, 1924), <심청 > 

(이경손, 1925), < 옥루>(이구 , 1925), <개척자>(이경손, 1925), <괴인의 정

66) 조선 객들의 채 린 화에 한 비평과 반응에 해서는 박선 , 2014 ｢잡후린과 애

활가｣, 시네마바벨, �조선 화와 할리우드�, 소명출  참조.   

67) 회에서 자주 상 된 화들인 <명 (The Broken Coin, 1915)>, <희무정(Les Miserables, 

1917)>, <동도(Way Down East, 1920)>는 각각 활극, 사회극, 인정극이었다. 

68) 조선에서 상 된 연속 화에 해서는 백문임, ｢감상의 시 : 조선의 미국 연속 화｣, 시

네마바벨, 앞의 책 참조.   

69) 松本 一郞, 1922.3 ｢朝鮮公論社主催 特選活劇映畫大 の記: 意義ある映畵藝術の普

及｣ �朝鮮公論� 10-3, 86-88면. 

70) ｢활동사진단 평양착｣ �동아일보�, 1921년 8월 26일자. 

71) 구에서 극단을 경 하던 이기세는 1926년까지 <知己>, <황혼>, <장한몽> 등의 연쇄

극을 제작하 다. 

72) ｢독자 안 화｣ �동아일보�, 1927년 8월 9일자; ｢조선 화 회 본보 지국 후원 인천 

애 ｣ �동아일보�, 1928년 1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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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김수로, 1927), <낙화유수>(이구 , 1927), <아리랑>(나운규, 1926), < 붕

어>(나운규, 1927), <들쥐>(나운규, 1927), <세동무>(김 환, 1928), <암로>(강호, 

1929), <먼동이 틀 때>(심훈, 1927), <유랑>(김유 , 1928), <혼가>(김유 , 1929), 

<벙어리 삼룡>(나운규, 1929), <정의는 이긴다>(윤백남, 1930) 등이 회에서 상

되었다. 이는 1926년 <아리랑>의 성공이 지역사회에서 조선 화와 ‘조선 ’ 

화73)에73) 한 심과 자의식을 높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특히 1929~1931년 사

이에 <암로>, <유랑>, <혼가> 같은 카  계열의 화들이 일제의 검열에도 불구

하고 회에서 상 된 이 에 띈다.74)74) 한 회에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사들이 활약하 는데, 당시 화의 흥행은 변사의 해설에 좌우되었기 때문에75)
75) 

회에서도 어떤 변사가 해설을 하는지 극 홍보하여 객들의 심을 유도하

고 기 감을 높 다.76)76)

앞에서 언 한 로 ‘활동사진( 화) 회’에서는 화 이외의 로그램이 곁들

여졌다. 음악회와 강연회는 표 인 로그램이었다. 연주는 주로 바이올린곡이

나 교향악 같은 서양음악이었다. 교회에서 회가 열릴 때는 수의 행 에 

한 화가 상 되기 에 찬양 의 합창과 독창이 덧붙여졌다.77)77)엄 히 말하면 

강연회가 회의 목 인 경우가 많았다. 청 을 끌어모으기 한 로모션 도구

로서 화가 활용된 것인데, 행사에 참석한 의 입장에서는 강연회가 부차

73) ‘조선 ’인 것을 둘러싼 담론에는 크게 두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일본 제국에 립되

는 의미로서의 ‘민족 ’인 것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일본 제국의 한 지방으로서의 ‘지방

색’을 의미한다. 이 두가지 의미가 혼재되어 있던 1920년 에 “우리의 정서와 기분이 넘

쳐흐르는 스토리”를 가진 ‘조선 ’인 화에 한 심이 시작되었다. 윤갑용, ｢ 화소평, 

<운 >을 보고｣ �동아일보�, 1925년 1월 26일자.  

74) 카  이론가이자 화감독 김유 은 활동사진( 화) 회가 노동자, 농민이 노동자, 농민

으로서가 아니라 군 으로서 존재하게 되며 일시 인 감정을 일으킬 뿐 그것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부르주아 인 것이지만, 롤 타리아  투쟁형태를 가진 이동 사

와 공장, 농장을 단 로 한 ‘시네마 리그’를 극 활용하여 의 조직  동원에 힘쓰

는 공개 사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다. 김유 , ｢ 화가에 입각하여, 후 푸로 

화운동의 기본 방침은 이 게 하자｣ (11), (12) �동아일보�, 1931년 4월 14일자; 16일자. 

75) 김윤우, ｢ 화해설에 한 片感(上)｣ �동아일보�, 1929년 11월 7일자.

76) ｢부산 독자 안 화회 성황｣ �동아일보�, 1928년 10월 3일자.  

77) ｢활동사진 회 지난 15일 새동무사 주최｣ �조선일보�, 1921년 2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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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었고 화 람이 주된 목 이었다.78)78)보다 다채로운 로그램을 가진 

행사에는 아  ‘연 회’라는 이름이 따로 붙기도 하 는데, 이 경우 활동사진

( 화) 회는 특정 목 을 가진 일련의 종합 문화행사의 한 부분으로 개최된 것

이었다.79)79) 컨 , 1925년 6월 진주에서 이틀 동안 열린 철도 개통 축하식에서 

연행된 로그램은 진주기생의 가무연극, 南鮮 脚戲(씨름) 회, 素人劇80)
80)공연, 

활동사진 상 , 가장 행렬, 南鮮 궁술 회, 분재  생화회 등이었다.81)81) 한, 진

주에서 1925년 11월에 열린 연합물산공진회 로그램을 보면, 4일간의 여흥 행

사를 매일밤 화 상 으로 마무리했는데,82)82)이는 화 상 이 당시 문화행사의 

정과 끝을 장식하는 행사로 즐겨 쓰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여흥 행사는 

교체되거나 생략되어도 활동사진( 화) 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로그

램이었던 것이다.83)83)이 로그램들은 씨름 회나 궁술 회 같은 통 인 공연, 

연희, 체육활동에서부터 기생가무 같은 변형된 통 공연, 분재 같은 일본에서 

수입된 문화, 교향악이나 성악 같은 서양음악, 그리고 활동사진 같은 근  

문화에 이르기까지 근 와 근 의 혼재, 서양과 일본, 그리고 조선의 문화가 

섞여 있는 혼종 인 것이었다.   

요컨 , 회의 로그램 구성의 특징은 첫째, 회는 화 상 만이 아니라 

각종 노래, 무용, 연주, 연극, 기생 가무, 체육, 시문 회, 궁술 회, 재담 회, 백

일장, 불꽃놀이, 라디오방송 등 그밖의 각종 혼종 인 여흥 로그램이 어우러져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문화를 향유하기 해 반드시 코드 음악과 라디

오 방송이 들리는 경성 거리나 상설 화 이 있는 도시에 가야만 했던 것은 아

78) ｢연합회 활동  착남｣ �동아일보�, 1922년 6월 19일자.

79) ｢청진 연 회｣ �동아일보�, 1925년 2월 3일자.  

80) ‘素人(しろうと)’은 아마추어를 뜻하는 일본어로서, 素人劇은 훈련받은 문 배우가 아닌 

일반인들이 하는 연극을 말한다. 素人劇은 개 청년회, 야학회, 구락부, 학생 등이 주축

이 되어 특정 목 을 해 일시 으로 행해진 연극이었다. ｢활사와 연극｣ �동아일보�, 

1928년 10월 4일자.     

81) ｢진주철도 개통 축하회｣ �동아일보�, 1925년 6월 9일자. 

82) ｢진주군 주최의 연합물산공진회｣ �동아일보�, 1925년 11월 17일자.  

83) 음악회의 마지막 순서로 반드시 화 상 을 넣는 경우도 많았다. ｢ 회순서｣ �동아일보�, 

1925년 10월 23일자.  



160·한국문화 84

니었다. 지역에서 각종 명목으로 이루어진 회에서 들은 어느 정도 근  

여가와 오락을 즐길 수 있었다. 둘째, 화는 극 화만이 아니라 다양한 길이의 

실사  뉴스 화 등이 함께 상 되었으며, 한 편이 아니라 단편 여러편을 묶어 

상 하기도 하고,  여러날에 걸쳐 연속 화나 장편 화 여러편을 상 하기도 

했다. 화 감상의 선택권이 자유롭게 주어지지 않는 신, 여러편의 다양한 길

이와 장르의 화들을 묶음으로 즐기는 감상법이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활동사

진( 화) 회는 주도의 순회 사가 본격화되기 인 1920년 에도 지역 말단

의 들에게까지 근  문화체험을 공 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곧, 주최측의 목 이 어떠했든 간에 객 에게 회는 척박한 실을 잠깐

이나마 어두고 근  문화와 교양을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놀이터이자 배

움터 던 것이다.

4. 화체험의 이 성과 감성공동체

회는 식민지 에게 화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해주는 

매개체 으며, 무엇보다 화를 신민지 들의 생활 속으로 한걸음 더 착시

키는 역할을 했다. 회를 통한 화 람은 단지 화의 내용을 본다는 의미만

이 아니라 화를 람한다는 문화  행 , 그 자체를 체험한다는 의미가 있었

다. 근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산어  지역의 주민들이 회에 몰려드

는 상은 단순한 호기심도 있었겠지만 ‘활동사진 구경’ 한 번 못해 서야 

인이 아니라는 동시  의식의 발로 다고 생각된다.84)84) 화 람의 기회는 농민

들에게 쉽게 오지 않는 기회 다는 에서 그것을 단지 취향, 오락, 여흥의 차원

에서만 논의하는 것은 충분치 못하다. 더구나 상설 화 에 자주 드나드는 도

84) 경성일보 문화부 기자가 1943년에 황해도 농 에서 순회 사를 취재하면서 쓴 에는 멀

리 떨어진 마을에서 행사장까지 걸어와 화를 본 후 11시가 넘어서야 다시 산길을 되돌

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1920년 의 활동사진( 화) 회라면 더욱 농민들

에게는 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을 것이다. 田靜夫, ｢巡廻映畫所感｣ 

�金融組合� 177, 1943.8. 이화진, 다지마 데쓰오 공역, 앞의 책, 114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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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화팬이 아닌 지방에서 열린 회에 참가하는 지역 농민들에게 화 람

은 취미나 취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때까지의 삶에서 거의 없었

거나 드물게 찾아오는 사건이자 일상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는 일탈이기도 했을 

것이다. 

사실 화의 오락성은 지식인들이 화를 백안시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

식인들은 화 에 잘 가지 않는다고 여겼고, 화 람은 독서에 비해 ‘덜 고상

한’ 행동으로 평가되곤 했다. 화 객 에서도 ‘흥미 본 ’의 액션활극이 아닌 

이른바 ‘고 화’를 즐기는 객은 ‘고  키네마팬’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화

를 보지 않거나 화에 해 부정 인 사람은 “고집 세고 완고하며 사리에 어두

운 교육가  정자”뿐이라고 여겨질 만큼, 화는 근 인의 교양으로 자리잡

았다.85)85)무 와 객석의 명확한 분리, 연행자와 객의 명백한 구분, 단지 무언가

를 듣고 보기 해 모여드는 구경꾼들,86)86)최신의 문화를 온 몸으로 체험하

는 장이 바로 활동사진( 화) 회 다. 구나 입장료를 내면 화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따라 연령에 따라 차등 인 우를 받는

다는 것은 화보기의 평등성과 계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근 에 익숙해진

다는 것은 이러한 평등성과 계성을 체화하는 것이고, 화 보기라는 행 는 

자신이 비록 근  유제가 여 히 남아있는 농 에 거주하고 있으나 과거와

는 달라진 시 의 한복 에 살고 있다는 변화와 속도의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활동사진( 화) 회는 한편으로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이고, 조선인은 

일본 제국의 2등 국민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장소이기도 했다. 

그 표 인 것이 일제의 지방개량사업과의 련성이다(표 5 참조). ‘지방개량’

이란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町村制와 府縣郡制를 통해 지방행정제도를 완비

하고 청일 쟁과 러일 쟁을 거치면서 북해도, 琉球, 만, 조선을 차례로 식민

지화하여 제국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과정에서 종래 농 의 소농경

제를 자본주의에 걸맞는 체제로 환시키기 한 제 지역개발운동이다.87)87)일

85) 松本 一郞(김태  편역), 앞의 책, 177면에서 재인용.  

86) 바네사 R. 슈와르츠(노명우 외 옮김), 2006 �구경꾼의 탄생: 세기말 리, 시각문화의 폭

발�, 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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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지방개량운동이 조선에 미친 향에 해서는 부분의 연구가 주로 농

진흥운동과의 련성을 심으로 부분 으로만 언 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의 

지방개량운동은 이미 1910~20년 부터 조선의 지방통치제도 개편이나 농 개

량, 심인물 양성, 모범부락 정책 등에 향을 미치고 있었다.88)88)지방개량사업

은 조선 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의 원인이 일제의 1910년 식 지방통치의 맹

에 있다고 보고, 한편으로는 ‘지방자치제’라는 유화책을,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해

방운동을 억압할 수 있는 장치를 지방통치 행정 자체 내에서 마련하려는 시도

다. 조선에서 본격 으로 국 인 규모의 지방개량강습회가 실시된 것은 1921

년 총독과 정무총감의 훈시에 의해서 으나,89)89)이미 그 이 부터 ‘지방개량’을 

주제로 한 논의가 지역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었다. 

3.1운동 후 조선에 부임한 齋藤實 총독에 의해 시작된 이른바 ‘문화정치’는 내

지와 조선을 동일한 맥락에서 통치한다는 동화정책의 방침에 따라 조선인의 문

화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함으로써 차별을 은폐하고 항성을 약화시켰다. 

1920년  식민당국이 주최하여 지방 차원에서 열린 활동사진( 화) 회는 바로 

‘지방개량’과 ‘문화정치’의 논리가 교차되어 직조된 성공 인 문화이벤트 다. 

1920년 10월, 강원도에서는 지방개량 5  강령을 내걸고 ‘민풍 작흥’, ‘민력 함양’ 

등의 시정에 주력할 것을 결의하 는데, 각 지역의 군수와 도청 직원 200명이 

모여 회를 열고 각 지역을 순회상 하면서 지방개량을 선 하 다.90)90)1921년 

4월, 총독부는 조선 역에 ‘시정 주지운동’을 행하면서 강연회, 팸 릿·그림엽서 

제작과 더불어 회를 함께 열었다. 도 간부들과 지역 유지들이 참여한 회에

서는 <일본사정>, <조선사정>, <간도사정> 등 1천 5백척 분량의 화가 상 되었

87) 일본에서의 지방개량운동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 최자명, 2003 ｢러일 쟁 이후 일본의 

지방개량운동과 군부․정당․농  삼각 계 형성｣ �서울  동양사학과 논집� 27; 정승

진, 2018 ｢근  동아시아 규율권력의 지방침투와 제국의 변단체: 일본의 지방개량운동

(1900~1918)｣ � 동문화연구� 102.

88) 조선총독부 내무국, 1921 �조선총독부 지방개량강습회 강연집 제1회�; 이하나, 1995 ｢1910 

~1932년 일제의 조선농  재편과 모범부락｣, 연세 학교 석사학 논문, 29-31면.

89) 齋藤實, 1921 ｢第1回 地方改良講習 に於ける｣, 朝鮮總督府 內務局, �地方改良講習  講

演集 第1回�, 1-2면.

90) ｢지방개량 활동사진｣ �매일신보�, 1920년 10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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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1)91)1922년 7월, 경남도청에서는 아  ‘지방개량 활동사진 ’를 조직하여 순회

상 을 하 는데, 하동 공립보통학교 마당에서 열린 회에서는 <육해군 투실

습>과 <평화박람회>, <일본의 산업 임업> 등 일본에서 제작한 ‘실사’를 상 하여 

선진 일본의 군사  산업 발 상을 과시하고 선 하 다.92)92) 

이후에도 각 도청이나 군농회 등은 내를 순회상 하며 지방개량을 선 하

다.93)93)특이한 은 도청이 주최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해당 지역의 

청년단(회), 흥풍회, 교풍회, 민풍개선회 같은 지방개량단체가 주최하는 모양새

를 취함으로써 자발성을 강조했다는 이다. 회와 함께 그 지역의 ‘독농가’와 

‘ 심인물’이 지방개량을 선 하는 연설을 곁들 는데, 이러한 자발성의 강조는 

이른바, ‘모범농 ’, ‘모범부락’을 홍보, 선 하면서 극 화되었다. 1931년 10월, 

강원도 이천군 농회가 주최한 회에서는 ‘모범농 ’으로 선정된 라남도 강진

군 성 면 도림리와 수양리94)를94)촬 한 실사 필름을 상 하 다.95)95) 회 장소는 

이천 청년회 운동장이었는데,96)96)청년단체를 활용해 참여를 독려했을 것이지만 

그 다고 농민들이 반드시 주최측의 개최 목 에 부응하여 회에 참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1932년부터 농 진흥운동이 시작되자 락 단 로 순회 사를 다

니며 ‘모범부락’에 한 실사 화를 상 하는 일이 더 늘어났다.97)97) 

회가 열릴 때는 항상 임석경 이 배치되었다. 1920년 2월, 조선 역의 활동

사진 검열 사무가 경무국 보안과 소 으로 통일되었고, 1922년 5월에는 ‘흥행  

흥행장 취체규칙’이 실행되어 모든 극장, 상설 화 에서 화 상 시 경 이 임

91) ｢선 계획 요｣ �동아일보�, 1921년 4월 15일자. 1,500척은 16mm 기 으로 약 40분 남

짓 분량이다. 

92) ｢지방개량 활  래하｣ �동아일보�, 1922년 7월 17일자. 

93) ｢지방개량 활동 사｣ �동아일보�, 1923년 7월 3일자. 

94) 이하나, 앞의 논문, 79-80면.

95) ｢이천 화 성황｣ �동아일보�, 1931년 11월 8일자.  

96) 1920~30년  지역의 청년회, 청년단은 그 성격이 단일하지 않았다. 경성과 도시의 청년

회는 사상운동, 조직운동을 하는 운동단체가 많았지만, 지방의 작은 읍면과 부락 단  청

년회는 지방개량의 기치 아래 결성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단체 이름만으로는 그 성격

을 악하기 어렵다.  

97) ｢ 락단 로 활사를 촬 ｣ �동아일보�, 1934년 2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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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여 감시  검열을 실시했다. 이는 정식 극장이 아니어도 마찬가지 다. 더

구나 회의 실질 인 주최자가 민간단체인 경우, 경 의 신경은 더욱 민해졌

다. 회를 빙자하여 집회를 열고 화를 본다는 명목으로 모여든 군 이 변사

의 선동에 흥분하여 언제 ‘폭도’로 변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취체규칙

이 정식으로 실시되기 인 1921년에도 통 청년단 활동사진 가 진주 가설극장

에서 청년회, 천도교청년회, 기독교청년회, 그리고 동아일보사가 후원하는 회

를 열었을 때 화상  ‘풍속 괴란’의 염려가 있음을 빌미로 화 상 을 단

한 일이 있었다.98)98) 한 1925년 3월, 함흥에서는 사회주의자 송 우가 화 상

 실시한 강연에서 국과 인도의 계를 설명하자 임석경 이 강연회를 지

시킨 사례도 있었다.99)99)

회가 지닌 식민성은 아주 상징 인 방법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조선공론사 

창간 10주년 기념 회가 열렸을 때, 유명 변사와 함께 불려온 악단은 ‘이왕직 

군악 ’ 다.100)100)이왕직은 한제국 황실을 격하한 이왕가의 사무를 맡아보던 곳

인데, 구왕실 소속 악 인 이왕직 군악 가 일개 잡지사 창간 행사에 동원된 것

은 회에 참석한 조선인들에게는 치욕스러운 일이었다. 이는 가련한 처지로 

락한 조선의 옛 왕실이 상징하는 식민지 조선의 실을 시시각각 상기시키며 가

학성을 노출하면서 ‘문화정치’의 기만성을 은연 에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는 

회가 가지는 근 성과 식민성을 동시에 상징하는, 곧 근 성의 총아인 화가 

존재하는 방식에 내재된 식민성을 웅변하는 것이었다. 식민지와 근 는 단순한 

결합 계가 아니라 융합 계 던 것이다. 

그 다면 이러한 화체험을 통해 객들은 무엇을 얻었을까? 상설 화 에서 

화를 볼 때 익명의 군 들은 철 하게 개인화된 들이다. 그러나 같은 장

소, 같은 시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안 무언가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98) ｢통 청년단의 활동사진, 진주에서 첫막 지까지 당해｣ �동아일보�, 1921년 8월 1일자; 

진주 지역은 청년회 운동이 활발한 곳이었다. 송 식, 2014 ｢1920년  진주지역 청년 단

체의 교육운동｣ �교육사상연구� 28-3, 95-98면. 

 99) ｢강연, 화회｣ �동아일보�, 1925년 3월 23일자. 

100) 松本 一郞, 1922.3 ｢朝鮮公論社主催 特選活劇映畫大 の記: 意義ある映畵藝術の普

及｣ �朝鮮公論� 10-3, 86-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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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람의 다른 측면이다. 그것은 화가 불러일으키는 ‘공감’의 감수성이다. 

더구나 화 람 후 극장을 나와 뿔뿔이 흩어지는  도시의 들이 아니라 한 

지역의 공동체 성원들을 상으로 한 활동사진( 화) 회의 경우라면 이러한 공

감의 정서는 배가될 수 있다. 객들은 응시와 몰입, 그리고 감정이입을 통해 감

성  주체가 되고, 이를 통해 회의 목 에 공명하거나 연 의 감정으로 의연

을 내기도 했다. 회에 모인 객들은 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  자극과 함

께 새로운 감수성에 할 수 있었고, 이것은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잠재되거

나 억 린 감정을 자극하여 더 증폭되기도 했다. 

화는 새로운 감수성을 경험할 수 있는 학습처이기도 했다. 회에서 자주 

상 되었던 서양 화 <희무정(Les misérables)>(1912, Albert Capellani)101)101)<명

(The Broken Coin)>(1915, Francis Ford), <동도(Way Down East)>(1920, 

David W. Griffith) 등은 동시기 극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화들로서, 통쾌

한 액션과 주인공의 강인하고 능동 인 태도를 통해 조선의 들이 감수성을 

확장시키는 훈련교재와도 같았다.102)102)특히 빅토르 고(Victor Hugo)의 원작을 

화화한 <희무정>은 ‘무자비한 세상’103)에103)내던져진 주인공의 상황과 그에 맞서

는 강한 의지가 객들이 처한 식민지 실과 그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자신의 모습과 연결되면서 남다른 감회를 불러일으켰다.104)104)이 화들의 공통

은 모두 근  여성이 등장하고, 약자의 목소리를 변하며, 등장인물 간에 

계의 복이 일어남으로써 객들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 다는 것이

101) 화 <희무정(Les Miserables)>은 1912년 랑스 테사에서 제작한 것과 1917년 미국 

폭스사에서 제작한 것이 있었는데, 1920년 조선에서 첫 상 된 <희무정>은 랑스 테

사에서 제작한 것이었다. ｢인도주의  세계  사진 <희무정>의 신성｣ �매일신보�, 1920

년 5월 6일자.  

102) 구인모, 2013 ｢근 기 한국의 서사 기호와 향유방식의 한 단면: 화 <명 (The 

Broken Coin)> (1915)를 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6-3, 457면; 유선 , ｢할리우드 멜

로드라마, <東道>의 식민지  화 경험｣, 시네마바벨, 앞의 책, 106-108면. 

103) 이는 문학평론가 백 진이 �매일신보�에 6회에 걸쳐 연재한 <희무정> 감상평의 제목이

다. 雪園生, ｢무자비한 세상, 희무정극을 본 감상 1~6｣ �매일신보�, 1920년 5월 14일

자~19일자. 

104) 최범순, 2016 ｢식민지 조선의 � 미제라블�과 구 조선부식농원｣ �일본어문학� 73, 

3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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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민지 조선의 들이 미국 화에 그토록 열 한 이유의 기 에는 오랜 

세월 조선인들 사이에서 역사 으로 형성되어온 항  감수성과 1910년 와 

1920년  에 물  듯이 들어온 세계 사상의 흐름, 그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

등’이 만나는 지 에서 형성된 민족주의와 민주주의라는 근  감각이 있었다. 

조선인들은 조선의 실과는 아무 련 없는 미국 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과거

의 민란이나 농민 기에서 드러났던 잠재된 심성을 모순 없이 투 할 수 있었다. 

일반 상 에서의 화 람에 비해 객의 화 선택권이 제한 일 수밖에 

없는 회에서의 화 람은 객 에게 화의 내용과는 그다지 련 없는 

새로운 감정과 감각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이는 회 체가 내포하는 함의가 

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화들의 총합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었다. 곧 식민당국

이 회를 계몽이나 선 을 한 장으로 활용하는 경우, 근  국민으로서의 

소양 뿐만 아니라 식민지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체득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할 수 

있다. 한, 기업이나 교회 등 민간단체가 활동이나 도, 홍보 등을 해 

회를 활용하는 경우에 들은 자본주의 운  원리에 한 체험과 더불어, 

근  공동체가 아닌 새로운 근  공동체에 한 호의를 바탕으로 한 감성 

 감각을 요구받았다. 무엇보다 회가 계몽 강연 등을 동반할 경우에는 

들은 각성된 인간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할 상식과 교양, 생활태도를 갖추기를 

요구받았으며, 회는 문명화된 민족을 지향하는 조선인의 자의식과 동포애를 

고양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했다. 특히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에서 회를 주최한 

경우, 들은 식민지  자본주의  실에 한 인식을 공유하고 비 의식을 

함양할 것이 기 되었다. 한, 회가 모 을 목 으로 하는 경우, 불행과 난

에 착한 동포에 한 동병상련의 마음을 의 형태로 극 으로 표 하는 

새로운 교환 계를 습득하게 되었다.105)105)목 이 어떠하든 회에 참가한 객 

에게 공통 으로 요구되는 것은 개별화된 익명의 군 이 가지는 수동  개인

 감성이 아니라 식민지 실에 한 자각이 바탕이 되는 집합 이고 능동 인 

105) 유선 은 1920년  조선인 사회에서 이루어진 연  공연들이 동정 을 증여받고 연 로 답

례하는 교환 계 속에서 상호부조의 윤리를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지 한다. 유선 , 2017  

�식민지 트라우마: 한국 사회 집단 불안의 기원을 찾아서�, 푸른역사, 204-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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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이었다. 이는 식민정책에 한 동조와 력이 되었든, 실을 극복하기 한 

행동이 되었든, 일정한 형태의 실천을 유발시킨다는 에서 극성에 기반한 주

체  감수성이기도 했다. 일본 제국의 한 지방에 불과한 조선을 인식함으로써 

차별을 내면화시키고 독립 의지를 무화시키려는 식민 당국의 의도와, 그러한 

실을 제 로 마주함으로써 오히려 민족/계 의식과 동포애를 함양하고자 하는 

조선인 사회의 의도가 회를 매개로 하여 경합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106)106) 

민간이 주최하는 회에서 조선 화만을 상 한다는 것을 으로 선 하

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회가 가진 이러한 민족 , 공동체  성격을 보여 다. 

조선 화는 서양 화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민족  정서를 제공했다. 그 기 때

문에 조선인 배우가 나오는 조선 화라는 사실만으로도 객들은 화의 질  

차이쯤은 감아  수 있었다. 화를 통해 식민지 들이 동일시한 것은 약

자로서의 정체성이었다. 스스로를 약자로 치시킴으로써 도덕  정당성을 부여

하고 복을 꿈꾸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한편으로는 명  감수성을 키우게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약자 사이에서 상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이  역

할을 한다. 회에서 이러한 이 성이 언어로 표출된 것이 바로 ‘慰安(comfort)’

과 ‘同情(sympathy)’이다. 이 두 단어는 당시의 신문과 잡지에서 사회  연 감

을 강조하기 해 즐겨 사용된 언어 으며, 회의 목 으로 가장 빈번히 사용

된 단어 다. 우선, ‘ 안’은 상 의 마음을 로하고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독자 안’, ‘조합원 안’ 등과 같이 입장료 할인 등을 통해 특정 객을 우

하는 회를 열 때 이 단어를 썼지만, ‘시민 안’, ‘동포 안’처럼 객 일반을 

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 안’이라는 말 속에는 객 이 모두 

로받아야 할 존재, 곧 ‘상처입은 약자’라는 의미가 숨어있다. 실은 ‘ 안’이란 

화를 상 하는 주체가 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엘리트, 지배층임을 드러내

는 용어이기도 했다. 노동에 지친 무산자 계 에게 “강렬한 노동에 하여 강렬

한 자극을 주는 안”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식민 을 철 히 타자화하

106) 3.1운동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이 을 하는 태도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무지몽매한 

백성에서 독립을 외치는 명성을 담보한 주체로 ‘ ’의 개념이 변화한 것이다. 허수, 

2010 ｢1920~30년  식민지 지식인의 ‘ ’ 인식｣ �역사와 실� 77, 342-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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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논리 다.107)107)곧 ‘ 안’은 노동계 의 생산성을 극 화하기 한 오락 제공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지배자의 언어 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 안’은 식

민지 피지배민이라는 약자로서의 연 감을 표출하고 같은 처지의 동포들 간에 

로와 정을 나 는 민족 공동체를 떠올리게 만드는 용어이기도 했다. 조선인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 안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같은 동포, 민족끼리만 은연

 알 수 있는 감정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 안’이 객 을 목 어(객체)로 만드는 단어 다면, ‘동정’은 반 로 

객을 주어(주체)로 만드는 단어 다. 당시 ‘동정’이라는 말은 ‘불 하고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 강한 요즘의 용례와는 달리, 상 방의 어려운 처지에 공감하여 

그와 같은 마음이 된다는 어감이 강했다.108)108) 객들은 군가를 동정하여 회에 

모이며, 동정의 마음을 표시하기 해 기꺼이 의연 을 냈다. 특히 재난이나 참

사가 닥쳤을 때 이재민과 유족을 구제하기 해 ‘동정’을 표어로 내걸고 활동사

진( 화) 회를 여는 것은 모 을 한 가장 보편 이고 효과 인 방법이었

다.109)109) 한 학교와 유치원 등 학원시설이 경 난으로 문을 닫을 기에 처했다

거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해 개축할 경우에도 ‘동정’을 내세워 회를 개

최하 다.110)110)동정심을 불러일으켜 자선행 를 유도함으로써 회를 주최한 측은 

지 않은 모 을 할 수 있었고, 이때 이를 보도한 신문은 모 한 사람의 이름

과 모 액은 물론, 총수입과 실비 액수를 일일이 명기한 후 총수입에서 실비를 

뺀 액을 유족과 이재민, 혹은 모 의 상에게 달했다는 기사를 실었다.111)111) 

107) 権田保之助, 1922 �民衆娯楽の基調�, 同人社, 6-7면(김정민, 앞의 논문 299면에서 재인용).

108) 손유경은 ‘동정’이 1910년  후반~1930년  반에 지식인과 문인들의 학술  쓰기

에서 핵심어로 등장한다고 지 한다. 그에 따르면 ‘동정’은 고통받는 타인의 입장에 스

스로를 놓아볼 뿐 아니라 주어진 비참한 상황을 능동 으로 바꾸려는 주체의 의지가 개

입하는 윤리  개념이다. 손유경, 2008 �고통과 동정: 한국 근 소설과 감정의 발견�, 

역사비평사, 13-17면.

109) 일제시기에 발생한 재난 에서 水害는 가장 표 인 天災 다. 1920년 7월에 발생한 

한강 일 의 홍수, 1925년 8월에 일어난 경기도와 평안도 지역의 수해 등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災後 세상｣ �동아일보�, 1925년 8월 1일자.  

110) ｢ 릉유치원 동정 화회｣ �동아일보�, 1929년 11월 9일자.  

111) ｢ 앙유치원의 유년 가극 회｣ �동아일보�, 1921년 5월 22일자; ｢순회 사 동정 ｣ �동

아일보�, 1923년 4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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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을 목 으로 하는 회는 여기에 참석하는 들이 동정하는 상에 해 

우월한 지 에 있음을 확인해 주면서도, 언제나 나도 그러한 처지가 된다면 나

의 이웃들, 동포들이 나를 도와주리라는 안도감을 제공하 다. 한 회는 동정

의 마음을 돈으로 표 함으로써 감정을 실천으로 연결시키고 동시에 선한 행동 

뒤에 오는 만족감과 뿌듯함을 화폐와 교환하는 자본주의  감각을 습득하는 계

기가 되었다. 

사실, 회의 목 으로 ‘ 안’이나 ‘동정’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것은 총독

부 기 지 �매일신보� 다.112)112)‘문화정치’ 실시 이후 창간된 신문들에서도 ‘ 안’

과 ‘동정’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여, 이 두 단어는 곧 시 의 감성을 표하는 

언어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을 식민주의자의 용어가 그 로 이식된 결과라고 단

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용어를 쓴다고 해도 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며, 한 용어를 사용하는 측의 의도와 상 없이 받아들이는 

측의 맥락이 있기 때문이다. 회에서는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계성보다는 

“내가 당신의 처지, 마음에 공감한다”는 의미가 더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

민에게 ‘동정’ 모 을 하기 해 개최한 회에 수많은 인 가 몰리고 ‘동정 ’이 

답지했다는 기사는 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행 이자 정체성을 확인받는 순간이었음을 보여 다.113)113)무엇보

다 회에서 ‘ 안’과 ‘동정’은 식민지이자 자본주의 사회인 조선에서 ‘상처입은 

약자’로서의 동질감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 감각을 일깨워주는 용어 다. 곧, 

1910년 를 거치면서 나라 잃은 설움도 모자라 모욕과 멸시를 받아야 했던114)
114) 

조선인들이 스스로를 정  감성 주체로 재규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로의 

112) ｢독자 안회｣ �매일신보�, 1914년 11월 14일자; ｢독자 안의 연 회｣ �매일신보�, 

1918년 2월 20일자. 권보드래는 사  개인이 공 역에 참여하기 해 한 단계 도약하

는 심리  략이 바로 ‘동정’이나 ‘공익심’, ‘자선심’이었다고 지 한다. 권보드래, 2008 

｢1910년 의 새로운 주체와 문화: �매일신보�가 만든, �매일신보�에 나타난 ｣ �민

족문학사연구� 36, 166면.

113) ｢수재 구조 활사｣ �동아일보�, 1925년 8월 16일자; ｢수해와 구제｣ �동아일보�, 1925년 9

월 22일자.   

114) 일제의 차별과 멸시가 만들어낸 조선인들의 역사  트라우마에 해서는 유선 , 앞의 

책 참조.  



170·한국문화 84

언어 던 것이다. 그것은 한 연을 심으로 한 근  공동체 감각과는 

다른, 신분질서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개인이 자발 으로 참여한 근 인 공

동체 감각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연 와 공감의 느낌이었다.115)115)동정을 

느낀다는 것은 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공감이 바탕이 된,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감성공동체로서 ‘우리’를 재확인하고 재규정하는 행 으며, 스스로를 

계몽된 주체로 자각하는 동시에 동정 없는 세상에 온기와 인간다움을 더하는 義

人으로 성장시키는 행 이기도 했다.116)116)

그런데  한편 이러한 ‘동정’의 이벤트는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계  

차이나 빈부의 차이, 입장과 노선의 차이를 무마시키기도 하 다. 1930년 9월, 

안성에서 열린 활동사진( 화) 회를 후원한 29개 요 회사 상 의 목록이

나,117)117)1931년 4월, 안주에서 열린 회를 후원한 30개 소 상 의 목록은118)
118) 

지역의 소자본가가 계  이익보다 민족/지역공동체의 결속에 더 애쓰고 있

다는 인상을 주는 효과를 올렸을 것으로 보인다. 곧 이들의 ‘동정’ 행 가 실상 

회사나 상  이름을 홍보하기 한 마 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지역 사회

115) 를 들어, 1931년 군산 부두에서 난 석유 선박의 조난사고로 7명이 몰사한 사건이 일

어나자 불과 사고 보름 후에 유족을 안하고 동정하기 한 추도식과 함께 회가 열

렸다. 이때 모 된 액은 751원 20 이고 이 에서 경비를 뺀 600원이 유족에게 달

되었다. ｢군산 조난사건 유족 안 화｣ �동아일보�, 1931년 2월 9일자. 

116) 동정 없는 통사회와 동정 넘치는 근  사회라는 비  수사와 동정의 발휘를 통해 

개명사회로 진입하자는 주장은 1920년  많은 지식인이 공유하고 있던 인식이었다. 신

유경, 앞의 책, 80-81면.

117) 이 회의 후원 회사는 다음과 같다. 덕화상 , 정기창 솟 , 동익상회, 박명수 양화 , 

백성 양조조합, 백성여 , 비 양행, 송근 상 , 안성유기제조주식회사, 안성양조주식

회사, 안성사진 , 안흥양복 , 안일당제과 , 신세탁옥, 안성우편소, 우리여 , 임 찬 

음식 , 장 화 상 , 장춘 , 제생당약방, 앙이발 , 지 득 자 차 , 최윤주상 , 태

양상 , 천흥약방 리 , 팔달의원, 평호여 , 화신양복 , 환조운송 . ｢시민 안 활사 

안성에서 성황｣ �동아일보�, 1930년 9월 21일자.   

118) 이 회를 후원한 상 은 다음과 같다. 앙백화 , 길 약방, 안정 제과 , 안흥양복 , 

김기태 상 , 생이발 , 월성재목상, 안주상공사, 평안자동차상회, 안주지 , 동아인쇄

소, 유신서 , 안주백화 , 유신양화 , 일월의원, 동희자 거포, 활문사 인쇄소, 남천양

주장, 안주사진 , 정직옥백화 , 김승제 상 , 양식당, 근강옥세탁소, 문경식 상 , 구

상 , 송도원, 평안의원, 정치치과의원, 동양여 , 신천오복 . ｢시민 안 화｣ �동아

일보�, 1931년 4월 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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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회의 후원단체로 지역의 작은 상 들과 회사들이 열거되고 자본가와 지

역 유지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비록 은 액수의 의연 이지만 기꺼이 냈

다는 미담이 신문을 장식할 때, 이것은 독자들에게 ‘우리’의 실체에 한 인식, 

식민지 피지배 민 이자 억압받는 약자로서 느끼는 동질 인 감성을 공유하는 

공동체에 한 자각을 강조하는 심리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화 람

이 단지 화 체험에 그치지 않고 감정과 의식이 고양되는 화  체험의 매개

체이기도 했던 것이다. 더구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개별 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일반 인 상설 화 에서의 화 람과 달리, 특정 목 에 부합하여 미리 선

택된 화들을 지역 사회의 구성원과 함께 보며 공동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특정

한 실천을 유도하는 회에서의 화 람은 훨씬 더 화 인 체험을 제공했다

고 볼 수 있다. 

이처럼 ‘ 안’과 ‘동정’은 일제의 ‘문화정치’가 유도했던 민족분열의 실을 은

폐하고 동포 체를 하나의 감성공동체로 환시키는 언어 다. 동시에 계몽주

의와 문화주의에 함몰된 지식인들이 가지는 낭만  공동체주의와 상호부조론119)
119)

의 세계 에서 비롯된 아나키스트 , 유토피아  공동체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희망의 언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에 식민주의와 동화주의의 모순, 분열이 가

속화되고 있는 민족의 실, 심화되어가는 계  모순 등을 일깨우는 각성의 

감수성은 지 못했고, 민족과 동포라는 공동체로 환원되지 않는 다양한 주체

들의 목소리는 미처 드러나지 못했다.120)120)이처럼 회가 제공한 화 체험은 근

성과 식민성을 감각 으로 체득하면서 객 이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감성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119) 상호부조론은 20세기 반기 사회진화론, 계 투쟁론과 함께 지식계를 풍미한 사상이었

다. 상호부조론에 해서는 조세 , 2005 ｢동아시아 3국(한, ,일)에서 크로포트킨 사상

의 수용: �상호부조론�을 심으로｣ � 국사연구� 39 참조.

120) 활동사진( 화) 회의 이러한 속성을 지 한 것은 <유랑>(1928), <혼가>(1929), <화륜> 

(1931) 등을 연출한 카 (KAPF) 계열의 화감독 김유 이었다. 김유 , ｢ 화가에 

입각하여, 후 푸로 화운동의 기본 방침은 이 게 하자｣(11) �동아일보�, 1931년 4

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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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이 은 3.1운동 이후 활발하게 개최된 활동사진( 화) 회를 분석함으로써 

근 의 신문물을 자유롭게 소비하는 이라는 극장가 심의 사회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근 성과 식민성이 융합된 지역사회에서의 의 문화체험 양상과 

그에 따른 감성의 향배에 심을 기울 다. 일 쟁 이후 시체제에서 순회

사가 조직 으로 운 되기 까지, 회는 지역사회의 이 화를 비롯해 근

 문화를 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했다. 식민 당국과 민간의 

주최자들은 화라는 신기한 오락거리이자 최신의 선 도구를 경쟁 으로 활용

하 다. 이때 화는 로 간다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로모션의 도구로 이

용되기도 했다. 주최자에게 화가 단지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한 수단에 불과

했다고 해도 객들의 심은 화 람에 있었으며, 이는 단지 화의 내용을 

본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화 람을 통해 근  미디어를 집단 으로 체험한

다는 의의가 있었다.

화는 환등, 연주, 노래, 연극, 체육 등과 함께 상 되는 혼종 인 로그램의 

일부로 상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회 자체가 더 큰 연 회의 일부분이나 

공진회 같은 이벤트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기도 했다. 회의 다양한 로그램과 

개최 방식은 당시 문화가 서로 결합된 일련의 로그램으로 존재했다는 것

과 일제시기 문화의 향유가 지역내에서 집단 으로 이루어진 측면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다. 회는 지방개량사업이나 농 진흥운동과 같은 제 

운동과 결합하여 지역 내에서 식민 통치의 방침을 달하거나 합리화하는 기능

을 하기도 했고, 조선인 사회에서 근  공동체에 한 자각과 감수성을 불러

일으키는 기능을 하기도 했다. 회는 화의 내  서사와 상 없이 회를 둘

러싼 외 인 서사들을 만들어내며, 객 은 회의 참여를 통해 이러한 서

사에 동참함으로써 근 성과 식민성, 그리고 공동체  감수성을 감각 으로 체

득했다.  

활동사진( 화) 회는 3.1운동 이후 달라진 문화지형의 표상이었다. 식민 당국

의 입장에서는 채 을 당근으로 바꾼 식민통치 략상의 수정을 가장 가시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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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었고, 조선인 사회의 입장에서는 고양된 민족의식을 

한층 성장시킬 수 있으면서도 소구력이 뛰어난 뉴미디어로서 화를 발견하

고 극 으로 활용한 결과 다. 매일신보사와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등이 함

께 회를 열고 객을 ‘ 안’하고자 했을 때, 양자의 동상이몽은 들에게 오

락을 제공한다는 명분과 근  감성공동체의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하

나로 묶일 수 있었다. 국가와 민족이라는 서로 다른 지향이 때로는 명시 으로 

때로는 혼재된 상태로 들에게 달되었다. 의 입장에서 회는 스크린 

속의 실과 스크린 바깥의 실을 매개하는 통로이면서 근 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는 일상 속의 작은 휴식이자 일탈이었다. 

다시 말해 회는 3.1운동 이후 조선인들의 숨통을 다소나마 트이게 했던 식

민 당국의 ‘문화정치’가 제공하는 1920년 인 활력을 상징한다. 회에서 상

된 수입 화들( 부분 미국 화)은 건  신분질서의 유제에서 완 히 벗어나

지 못한 조선 객들에게 20세기의 희망과 낙 이 지배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

를 하고, 조선인에 의해 만들어진 화들은 조선인의 민족  자의식과 정체

성 형성에 새로운 깨달음을 제공하 다. 회가 내건 ‘ 안’와 ‘동정’이라는 감성

 슬로건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뜨겁게 인식시킴과 동시에 공동체 

내부의 다양한 갈등을 무화시킨다. 회에 모여든 수많은 인  — ‘발디딜 틈 없

는’, ‘입추의 여지가 없는’, ‘ 만원의’, ‘ 성황의’ — 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 

식민지민도 내지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동화주의  환상은 폭압성과 회유, 그리고 머잖아 쟁 동원으로 가는 실 속

에서 식민지 에게 무엇을 충족시켜주었던 것일까. 결국 1920년 의 활력은 

1910년 와 1930~40년 라는 가혹한 실 사이에 잠깐 맛본 달콤한 환 의 소

산에 불과했던 것은 아닐까. 그 환  속에는 머잖아 갈라질 식민지 조선이 같은 

동포로서의 단일한 정서를 가진 감성공동체라는 믿음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주제어 : 활동사진 회, 화 회, 연 회, 공진회, 문화, 지방개량사   

 업, 농 진흥운동, 모범부락, 안, 동정, 문화정치, 감성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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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pular Cultural Experiences and Affective Community Through 

“Motion Picture(Film) Festival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121)

Lee Hana *

This paper examines how “Motion Picture(film) festivals”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re expressions of 1920s colonial popular culture and their significance in 

creating collective public affect. “Motion Picture(film) festivals” (hwaldong sajin 

(yŏnghwa) taehoe) were cultural events showcasing a series of film programs compiled 

for special purposes and screened in theaters, provincial meeting halls, or rural public 

facilities for free or cheap admission. These festivals were important as they were a key 

channel by which to experience colonial popular culture at all levels of administrative 

jurisdiction, from cities down to counties, towns, and villages. The hundreds of festivals 

held nationwide in the 1920s were either sponsored by the government or civilians, with 

the films seeking to enlighten the populace as propaganda along with lectures, 

fundraisers, and sales being held for promotion. These films were often accompanied by 

slide shows, performances, songs, theater, and sports, and the festivals themselves were 

parts of larger entertainment festivals or competitive exhibitions. They also were 

combined with government-run movements such as the Provincial Improvement Project or 

Rural Village Promotion Movement, conveying or justifying the methods of colonial rule 

in a region or inciting and awakening modern communal consciousness and affect in 

Korean society. The festivals created their own external narratives without regards to the 

narrative sintrinsic to their films, and the public would be exposed to a sensory 

experience of modernity and coloniality through participating in these narratives by 

attending them. The metaphors of “comfort” and “sympathy” advanced by the festivals 

also fostered a sense of community, simultaneously creating an affective community 

while nullifying the various conflicts within it. A vibrant 1920s created by the March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Media Art,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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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Movement and its aftereffect of “cultural politics” was perhaps no more than a 

brief respite between the violent realities of the 1910s and 1930s-40s.   

 

Key Words : Motion Picture festival, film festival, entertainment festival,  competitive 

exhibition, popular culture, Provincial Improvement Project, Rural 

Village Promotion Movement, Model Villages, comfort, sympathy, 

“Cultural Politics”, affective commun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