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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과 이후 이어진 기억의 정치

를 재현한 영화 텍스트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참전을 계기로 구

성해 온 자의식의 정체와 그 궤적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베트남전쟁

을 다룬 한국영화의 범주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서 공식적 담론과 

대항 담론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틀로는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영화적 양

식과 제작 주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작품의 유형을 새로운 기준에 따

라 배치하고 분류하였으며, 연구의 대상 시기 또한 참전 시기부터 종전 

이후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영화

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에서의 재현을 통해 수행되어 온 한국 ‘베트남전

쟁’ 정치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베트남전쟁 참전의 역사와 관

련하여 현재에도 전개되고 있는 논쟁과 실천의 장에서 문화 연구가 담당

할 자리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반공주의와 개발독재를 이념적 바탕으로 

하고 ‘월남 특수’에의 욕망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동력으로 삼아 이

루어진 최초의 해외 파병이었다. 한국 ‘베트남전쟁’이 지닌 이와 같은 

특성들은 박정희 정부의 참전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영화에서부터 파월 

군인‧노동자 가족을 재현한 대중적인 멜로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난민이나 라이따이한 문제를 다룬 영화에서부터 참전 군인의 트라우마를 

재현하거나 민주화운동 세대의 비판적 담론을 담아낸 영화에 이르기까지 

널리 공유된 전쟁 인식을 구성하는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러한 경향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

된 이후 제작된 일련의 영화들에서 비로소 새로운 국면을 형성한다. 이

는 한국 ‘베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의 사례들에 통시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베트남전쟁 영화’의 범주를 전쟁의 현장이나 남성 

참전 군인 인물을 뚜렷하게 드러낸 영화에 한정하지 않고 젠더와 세대, 

계층, 국적 등의 차원에서 다각화하여 확장할 때 포착할 수 있는 바다.

2장에서는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시기에 제작된 영화들을 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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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우선 박정희 군사정부가 베트남전쟁 참전의 의의

를 남한의 발전 및 국제적 위상과 결부함으로써 파병에 대한 국민 대중

의 긍정적인 심상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 공보 전략을 당대에 유행한 

유람형 문화영화의 양식적 특성과 관련하여 논한다. 이어 파병을 준비하

는 군사 훈련 과정을 다룬 극영화들이 파월 군인을 가부장적 남성 국민 

주체로서 구성하는 한편으로,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한 국민 총화를 위해 

요구되는 성역할 분배를 재현하는 극적 양상을 살펴본다. 한편 파월 복

무를 끝내고 제대한 군인들을 다룬 파병 시기의 영화들은 이들을 ‘조국 

근대화’를 지도할 남성 청년 주체로 내세우며 전쟁 경험의 의의를 확장

하려 시도하는데, 이 영화들은 앞서 다룬 영화들에서 선전된 참전의 정

당성을 발전된 조국의 청사진과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일

정 정도 실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실패는 우리도 잘살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월남 특수를 기대하며 떠났던 개인들을 재현한 대

중적인 멜로드라마 영화에서 한층 문제적으로 드러난다. 이 영화들은 주

변화된 남성 주체들의 좌절과 남겨진 여성들의 눈물을 통해, 베트남전쟁

을 둘러싸고 구성되었던 지배적인 허구의 성립 불가능성을 에둘러 폭로

하고 있다.

3장에서는 해외에서 벌어진 전쟁으로서의 한국 ‘베트남전쟁’을 재

현한 영화들을 참전 시기와 종전 시기, 한-베 재수교 시기의 영화들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영화들은 전쟁의 현장인 베트남으로 카메라를 돌려 

베트남(인)과 한국(인) 간의 관계에 대한 젠더화된 상상력을 보여준다. 

파병 시기에 제작된 베트남 현지 로케이션 극영화들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가부장적인 위계에 따라 재현하면서 베트남을 여성적으로 대상화

하고 파월 한국군의 남성성을 과시한다. 그러나 이 영화들은 가족 멜로

드라마와 이성애 로맨스를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남성성 구성의 균열점들

을 노출함으로써, 베트남전쟁을 중심으로 한 당대의 군사주의가 성별 이

분법과 이성애 중심적 상상력의 공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불안정한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한편 종전 후 한국에 유입된 베트남 난민들은 

‘월남 패망’의 프레임 속에서 ‘나라 잃은 사람들’로 표상되면서 여

성과 어린이의 모습으로 젠더화‧연령화된다. 종전 후 한국 ‘베트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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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재현한 영화들은 이들의 처지를 반면교사로 내세우며 반공주의를 

강화하거나, 불쌍한 난민을 구해주는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자아상을 부

풀리는 동시에 ‘패전’이라는 기억을 지우고 참전국으로서의 책임 문제

를 은폐하고 있었다. 한편 탈냉전과 재수교의 시기에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라이따이한을 다룬 영화들은 이들의 존재를 파월 한국군이 저지

른 과오의 결과로 재현하는데, 그와 같은 인도적 양심의 발현은 베트남

에 대한 경제적 (재)진출에의 욕망 및 부계 혈통에 대한 집착과 접합하

면서 참전 시기에 구성되었던 한-베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반복하

거나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4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영화들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이라는 과거를 비판적으로 재현하는 양상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과거사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해진 민주

화 직후에는 ‘월남 패망’ 이후 군사독재 시기 내내 적극적으로 망각되

어 왔던 베트남전쟁의 기억에 대한 영화적 재현이 줄을 이었다. 이 영화

들은 우선 오랫동안 비가시화되어 있었던 참전 군인들의 트라우마를 본

격적으로 재현하면서 기존의 공식적 기억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해당 영

화들은 전쟁 트라우마의 문제를 남성성의 훼손과 그에 대한 보상의 문제

로 축소하는 한편, 베트남(인)을 여성적으로 성애화하고 한국인 남성 군

인 개인의 고통에 주목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리를 전유하는 양상을 보이

기도 했다. 또한 베트남전쟁 참전의 경험을 역사적 트라우마로서 다룬 

일군의 영화들은 1980년대를 거치며 형성된 반독재‧반미 의식 및 탈식

민주의를 바탕으로 베트남전쟁의 구조적 문제를 조망하였는데, 이러한 

통찰은 당대 진보적 남성 민족 주체의 자국중심적이고 젠더 무감각한 세

계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참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결정적인 사

각지대를 내보였다. 이와 같은 한계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대두되고 파월 한국군의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이 복

합적으로 성찰되는 2000년대에 들어 극복되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한 

영화적 도약은 이전까지의 한국 ‘베트남전쟁’ 영화들에서 얼굴과 목소

리를 지닌 주체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베트남인의 모습을 전경화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들에서 전쟁 피해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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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언, 사후세대의 시선, 페미니스트의 관점, 비장애중심적 전쟁 인식

의 돌파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천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

국 측의 자기중심적인 기억 재현을 넘어서서 상호 소통의 태도를 지향하

고, 과거사로서의 참전을 현재의 쟁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가능하게 

했던 이념적 바탕과 욕망의 정체를 현재적 시점에서 다시금 돌아보는 한

편, 한국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의 정치가 나아갈 바를 문화 연구

의 관점에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한국 ‘베트남전쟁’ 영화들은 각각

의 전쟁 인식과 구체적인 재현 양상에 있어 때로는 대동소이한, 때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참전 당시의 가부장적 발전주의와 남성중심적 

군사주의의 근본적인 자장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2018년이 되어서

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

법정’이 열리고, 1990년생 페미니스트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베트남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후세대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

은 그러한 세계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대가 출현하기까지 그만

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이를 전쟁 경험 세대

와 사후세대 간의 본질적인 윤리적 격차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

다. 공식적 담론과 대항 담론의 대결이라는 기존의 암묵적인 이해를 넘

어서서 포괄적이고 통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한

국 ‘베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이 일방적인 공보나 선전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합과 협상의 장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다. 우리가 한국 ‘베트남전쟁’ 영화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윤리적 실천

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생겨난다.

주요어 : 베트남전쟁, 베트남전쟁 영화, 조국 근대화, 군사화된 남성성, 

월남 특수, 전쟁과 젠더, 베트남 난민, 라이따이한, 역사적 트라우마, 민

주화운동 세대, 민간인 학살, 사후세대, 피해자성과 가해자성, 기억의 재

현, 기억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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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본 논문은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과 이후 이어진 기억의 정치

를 재현한 영화 텍스트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참전을 계기로 구

성해 온 자의식의 정체와 그 궤적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베트남전쟁

을 다룬 한국영화의 범주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서 공식적 담론과 

대항 담론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틀로는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영화적 양

식과 제작 주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작품의 유형을 새로운 기준에 따

라 배치하고 분류하였으며, 연구의 대상 시기 또한 참전 시기부터 종전 

이후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영화

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에서의 재현을 통해 수행되어 온 한국 ‘베트남전

쟁’ 정치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베트남전쟁 참전의 역사와 관

련하여 현재에도 전개되고 있는 논쟁과 실천의 장에서 문화 연구가 담당

할 자리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반공주의와 개발독재를 이념적 바탕으로 

하고 ‘월남 특수’에의 욕망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동력으로 삼아 이

루어진 최초의 해외 파병이었다. 한국 ‘베트남전쟁’이 지닌 이와 같은 

특성들은 박정희 정부의 참전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영화에서부터 파월 

군인‧노동자 가족을 재현한 대중적인 멜로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난민이나 라이따이한 문제를 다룬 영화에서부터 참전 군인의 트라우마를 

재현하거나 민주화운동 세대의 비판적 담론을 담아낸 영화에 이르기까지 

널리 공유된 전쟁 인식을 구성하는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러한 경향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

된 이후 제작된 일련의 영화들에서 비로소 새로운 국면을 형성한다. 이

는 한국 ‘베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의 사례들에 통시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베트남전쟁 영화’의 범주를 전쟁의 현장이나 남성 

참전 군인 인물을 뚜렷하게 드러낸 영화에 한정하지 않고 젠더와 세대, 

계층, 국적 등의 차원에서 다각화하여 확장할 때 포착할 수 있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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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을 다룬 한국영화의 범주는 대개 베트남전쟁이라는 사건 자

체에 주목한 영화나 베트남전쟁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재현한 영화, 혹은 

참전 당사자를 주요 인물로 전면화한 영화 등에 한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전쟁영화’를 생각하는 암묵적이고 일반적인 관점

과 상통하고, 전쟁이라는 사건을 군인들의 전투 수행이라는 특정한 국면

에만 주목하여 상상하는 고정관념과도 연결되며, 나아가 전쟁 및 군사와 

관련한 관념 및 재현의 초남성화(hypermasculinization)로 이어지기도 

한다. 대중적인 재현 매체로서 영화가 전쟁을 담아내는 방식을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쟁이라는 사건이 제작자와 관객의 세계 인식에 미

쳤던 영향의 범위를 보다 넓게 설정하고 그 위치 또한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파병 시기 정권의 입장에서 베트남전쟁은 가부장적 원리와 

반공의 이념에 따라 국민을 군사화하는 통치 전략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

였고, 개발독재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성장의 원동력으로 여겨졌으며, 

개인의 입장에서는 빈곤한 가계를 단기간에 일으켜 세울 기회이자, 일시

적인 이산으로 인한 고통이나 참전자의 상흔을 야기하는 이중적인 의미

를 가진 사건이었다. 또한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인류의 양심에 그어진 

상처”1)에서부터 “외세와 결탁한 부패한 정권과 대항해 싸우는”2) 혁

명의 전범으로 이해되기도 하였고, 민주화 이후에는 과거 군사정권의 압

제하에 젊은이들이 희생된 사건으로 역사화되거나 하위제국으로서 한국

의 위치를 성찰하고 인식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영화는 이처럼 중층적인 베트남전쟁 인식을 좁은 범주에서의 전쟁

영화뿐 아니라 새마을영화와 같은 선전 영화에서부터 신파적인 멜로드라

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식 속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펼쳐내 왔다. 이

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전쟁 재현 및 관련 담론의 연구에서 거

의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대중의 감정구조가 영화적 재현에 대한 분석

을 통해 규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영화는 한편으로는 5.16 군

사정권의 출범 당시부터 공보의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된 매체이자, 

당대 대중의 감성과 욕망을 담아내는 통로이기도 했다. 한국의 베트남전

1) 리영희, �베트남전쟁 - 30년 베트남전쟁의 전개와 종결�, 두레, 1985, 5면.

2) 정종현, ｢투쟁하는 청춘, 번역된 저항 - 1980년대 운동세대가 읽은 번역 서사

물 연구｣, �한국학연구� 3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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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참전이 파병 시기부터 “국가의 이익과 번영”3)을 위한 것으로 여겨

졌다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될 필요가 있다. 타국에서 벌어진 전

쟁에 참전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계산은 파병을 결정

한 정권의 정치적 목적뿐 아니라 가난의 극복과 경제적 성장을 향한 대

중의 욕망과도 공명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영화 매체의 그와 같은 특성은 베트남전쟁의 영화적 재현에 대한 연구

사의 흐름을 검토할 때에도 주의 깊게 고려할 만하다. 한국의 베트남전

쟁 영화 연구는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는데, 이를 촉발한 가장 직

접적인 계기는 2003년 결정된 한국군의 이라크전쟁 파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베트남전쟁 영화 연구가 대개 〈하얀 전쟁〉(정지영, 

1992)과 〈알 포인트〉(공수창, 2004)를 주 텍스트로 삼고 있다는 점

은 이를 방증한다. 〈하얀 전쟁〉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

간인 학살 장면을 재현하여 개봉 당시 사회적 파장을 크게 일으켰음에도 

〈알 포인트〉의 개봉 후에야 관련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한국군의 두 번째 해외 파병이라는 사건이 최초의 해외 파병이었던 베트

남전쟁에 대한 비판적 조망을 다시금 촉구했음을 시사한다. 베트남전쟁 

영화 연구의 초기 경향이 공식적 기억과 대항 기억의 대결이라는 구도를 

상정하고 있었던 것은, 광주항쟁, 제주 4‧3,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의 움직임, 1999년부터 진행된 베트남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론화, 이라크전쟁 파병 등과 같은 영화 외적

인 컨텍스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일이었다. 이렇게 볼 때 베트남전

쟁 영화사는 파병 시기 지배 이데올로기의 선전 전략에 대한 연구와 민

주화 이후 공론화되어 온 베트남전쟁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영화적 재현

에 대한 연구로 양분되기 쉬우며,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도식으로는 한국 사회의 베트남전쟁 인식이 지닌 중첩적

인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뿐더러, 이것이 지식인 사회의 담론이나 

소설에서와는 다르게 영화라는 양식을 통해 재현되면서 나타나는 독특한 

균열과 역동을 포착하는 데에도 충분하지 못하다.

베트남전쟁 파병은 한국군의 첫 해외 파병이었으며, 1964년부터 

3) 채명신, �베트남전쟁과 나�, 팔복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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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까지에 이르는 긴 기간과 연인원 32만여 명의 규모로 한국전쟁 

이후 한국군의 전쟁 수행 중 독보적인 기록을 남긴 사건이다. 그 오랜 

여파는 군사독재와 민주화, 산업화와 해외 진출, 탈식민주의와 민족주의 

등 20세기 후반의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주요 키워드를 망라해 왔다. 

이와 관련한 담론과 재현은 국가 주도의 각종 선전, 파월특파원 및 참전 

장병의 수기, 신문‧방송‧잡지 등의 언론매체, 소설, 영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형성되면서 각자의 정치적 입장과 시대정신을 담아 왔다. ‘한국의 

베트남전쟁’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루어져 온 연구 역시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파월과 관련한 제 분야의 연구 성과는 미국의 전쟁 기록 문서가 공개

되어 1차 자료의 확보 가능성이 높아진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주로 정치‧경제‧외교‧안보 면에서 참전의 동기와 그 효과에 주

목하는 연구들이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쌓아 왔으며, 참전 당사자들의 

경험에 주목하는 인류학‧구술사 등의 연구 역시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4) 그런데 베트남전쟁 연구가 이 시기부터 본격화된 계기

4) 해당 분야들의 연구 성과에 대한 검토 및 분류는 윤충로, �베트남전쟁의 한국 

사회사 : 잊힌 전쟁, 오래된 현재�, 푸른역사, 2015, 47~60면을 참조하면서, 그 전

후의 연구 성과들을 추가로 검토하여 진행하였다. 방대한 관련 연구를 모두 언급하

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윤충로의 정리 외에 본고에서 추가로 주목한 연구의 주제

별 유형과 목록만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①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의 갈등과 재구성에 대한 연구 : 윤충로, ｢한국의 베트

남전쟁, ‘억압된 것들’의 귀환과 기억의 정치｣, �오늘의 문예비평� 102, 오늘의 

문예비평, 2016.; 전진성, �빈딘성으로 가는 길 :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기억과 약

속을 찾아서�, 책세상, 2018.; 이한빛, ｢가해자 됨을 묻기 위하여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을 중심으로｣, 사이間

SAI� 26,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9.

② 베트남전쟁의 전개 양상과 당시 한국 사회의 담론에 대한 연구 : 김주현, ｢월남

전 휴(종)전의 정치경제적 심상｣, �한국문학논총� 72, 한국문학회, 2016.; 노영순, 

｢부산입항 1975년 베트남난민과 한국사회｣, �사총� 81,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4.; 박태균, ｢베트남 전쟁과 베트남에 파병한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변화｣, �

한국학연구� 2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3.; 박태균, �베트남전쟁 -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한겨레출판, 2015.; 백승욱, ｢‘해석의 싸움’의 공간으로서 리

영희의 베트남전쟁 - �조선일보� 활동시기(1965~1967)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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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 확보 가능성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1990년대는 세계사적

인 냉전 체제가 흔들리고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 및 한국의 세계화 정

책이 진행되면서 한국-베트남 간 재수교가 이루어진 시기다. 또한 남한

의 형식적 민주화가 달성되고 과거사 청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높

아지면서, 소위 ‘도미노 이론’에 의거하여 아시아의 반공 블록을 수호

하는 ‘자유의 십자군’이자 조국 근대화의 경제적 디딤돌을 제공한 기

수로서 파월 한국군 병사들을 자리매김하는 공식적 기억에 대한 이의가 

사회적으로 전면화될 수 있었던 시기기도 하다. 베트남전쟁 파병이라는 

사건의 실체에 대한 재조명과 새로운 학술적 해석의 제시는 그와 같은 

정치적‧사회적 맥락 속에서 본격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뒤집

어 말하자면, 베트남전쟁에 대한 접근의 다각화는 그와 같은 여건이 마

련되고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 투쟁의 장이 본격적으로 열린 1990년대 

이전까지는 쉽게 발현되기 힘들었다고도 할 수 있다. 파병 시기인 

1960~1970년대 당시 반공 전쟁으로 선전되었던 베트남전쟁의 의미를 

“프랑스 제국주의‧식민주의를 반대해 싸운 베트남 인민의 80년 투쟁과 

반민중적 권력에 대한 민중의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고려되어야 할 전

쟁”5)으로 재정립하였던 리영희를 비롯한 지식인들의 시도가 이미 존재

했고, 1980년대 학생운동‧노동운동의 반미 민족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베

트남전쟁이 항미 민족주의 혁명 전쟁으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보다 광범

위하거나 대중적인 차원에서까지 기억의 경합이 격렬히 이루어질 수 있

었던 것은 1990년대 이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문제를 다루는 문화적 재현에 대한 연구 중 

구� 32, 역사문제연구소, 2014.; 윤충로, ｢냉전기 한국의 베트남전쟁 ‘읽기’와 

‘상상지리’ - 1970년대~198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23, 한국사회

사학회, 2019.

  ③ 베트남전쟁 경험과 인식의 국적 및 젠더에 대한 연구 : 이진선, ｢대중매체에 

표상된 베트남전쟁과 젠더 이데올로기｣, 성공회대학교 국제문화연구학과 석사논문, 

2017.; 신지영, ｢‘피해자성을 내포한 가해자성’과 아시아 인민연대 : 오키나와의 

한국전쟁, 한국의 베트남 전쟁, 그리고 전시성폭력｣, �상허학보� 제58집, 상허학회, 

2020.

5) 리영희, 앞의 책,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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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연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온 것은 그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

다. 파월 한국군의 입장에서 전쟁의 현장을 묘사하거나 파월 귀환 장병

의 경험과 내면 세계를 그려낸 소설, 나아가 베트남전쟁을 미국의 군사

주의적 팽창과 자본화의 문제 등 거시적인 차원에서 묘파해낸 소설 등은 

전투병력이 한창 파월되는 중이었던 1970년부터 등장하였고, 1980년대

에는 주요 장편 소설들이 본격적으로 발표되며 독자와 연구자들의 주목

을 받은 바 있다.6) 이는 베트남전쟁 파병 문제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되었던 박정희 정권기 및 전두환 신군부의 시기에도 소설은 

6) 주로 꼽히는 작품으로는 황석영의 초기 단편들(｢탑｣(1970), ｢낙타누깔｣(1972), 

｢몰개월의 새｣(1976))과 장편 �무기의 그늘�(1985), 박영한의 장편 �머나먼 쏭바

강�(1978), �인간의 새벽�(1979), 안정효의 �하얀 전쟁�(1989) 등이 있다. 정종

현의 ｢베트남전 소설 연구｣(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1997)는 베트남전

쟁 소설의 개념과 유형을 규정하고 그 제 양상 및 소설사적 위상을 정립한 본격적

인 첫 연구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제출된 주요 연구는 베트남전쟁 소설의 제 양상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개별적인 작가론과 작품론 및 담론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초점에 따라 방대하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특별히 참조

한 연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김우영,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기, ‘추모’와 

‘망각’을 넘어서｣, �현대문학의 연구� 5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김우영, ｢남

자(시민)되기와 군대 – 1970년대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6, 한국문학연구학회, 2015.; 김은하, ｢남성성 획득의 로망스와 용병의 멜랑콜리아 

-개발독재기 베트남전 소설을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 3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4.; 이지은, ｢민족국가의 베트남전쟁 해석사와 국적불명 여

성들의 전장 :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재독｣, �동방학지� 제190집, 연세대학교 국

학연구원, 2020.; 이진경, 나병철 역, �서비스 이코노미 : 한국의 군사주의‧성 노동‧

이주 노동�, 소명출판, 2015. 

  한편, 최근에는 황석영 이후 등장한 비판적인 소설들 외에도 파병 당시의 수기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파병 및 철군을 전후한 시기의 담론과 

그 이면의 맥락을 조명한 연구들이 제출되고 있다. 관련 연구로는 김주현, ｢월남전 

서사의 구성 원리와 문학적 영향 : 파월(派越) 수기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57, 

중앙어문학회, 2014.; 김주현, ｢파월 특파원 수기를 통해 본 한국의 베트남전쟁｣, �

현대문학의 연구� 54,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김주현, ｢월남전 후반기

(1970-1975) 귀환 서사에 담긴 ‘한국민 되기’의 (불)가능성｣, �어문론집� 70, 

중앙어문학회, 2017.; 신형기, ｢베트남 파병과 월남 이야기｣, �동방학지� 157, 연세

대학교 국학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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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의 공식적 서사를 비껴가거나 벗어나는 재현의 장으로서 기능

해왔다는 의미가 된다. 즉, 발표된 작품들의 양적‧질적 성취가 일정 정도 

이상 확보된 상황과 더불어, 베트남전쟁을 바라보는 반성적이고 비판적

인 문학 연구의 시각이 형성되면서, 베트남전쟁의 문화적 재현에 대한 

학술 연구의 성과는 소설 부문에 우선 집중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베트남전쟁을 다룬 한국영화에 대한 연구는 1987년 남한의 형식

적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영화들에 대한 연구와 파병 시기에 만들어진 

영화들에 대한 연구로 대상 시기가 양극화되어 있다. 개봉 당시의 현장

비평을 제외하면 베트남전쟁을 다룬 한국영화에 대한 학술 연구는 2000

년대 중반부터 등장하는데, 이 초기 연구들은 민주화 이후에 등장한 몇 

편의 영화들에 주목했다.7) 그 우선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는 베트남전쟁

을 다룬 영화가 양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데 있는데,8) 이는 

‘전쟁영화’를 한정적으로 바라보는 예의 관점과도 관계가 있다. 한국

영화의 장에서 베트남전쟁이라는 사건 및 경험을 직면하는 작품들은 뒤

늦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소설과 비교되

는 측면인 한편으로, 미국에서 베트남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가 상당히 

제작되었던 것과 견주어지는 바기도 하다.9)

7) 강성률, ｢〈하얀 전쟁〉, 〈알 포인트〉와 베트남전쟁 – 우리에게 베트남전쟁은 

무엇인가｣, �내일을여는역사� 21,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05.; 강성률, ｢남한 영화

를 통해 본 베트남전쟁의 기억 – 반공영화 〈월남전선 이상없다〉에서 동지적 유대

감의 〈님은 먼 곳에〉까지｣, �역사비평� 84, 역사비평사, 2008.; 박진임, ｢님은 먼 

곳에 베트남전도 먼 곳에 - 〈님은 먼 곳에〉의 베트남전 재현 연구｣, �문학과영상

� 9(3), 문학과영상학회, 2008.; 박진임, ｢베트남전의 억압된 기억과 타자, 그리고 

공포 영화 – 공수창의 〈알 포인트〉 연구｣, �비교한국학� 21, 국제비교한국학회, 

2013.; 이승환, ｢역사적 기억의 재구성을 통한 한국사회의 호명 - 〈하얀 전쟁〉, 

〈알 포인트〉를 중심으로｣, �영화연구� 27, 한국영화학회, 2005.; 이승환, ｢대중영

화를 통해 확인해보는 한국사회의 포스트모던적 징후들 – 베트남전 소재의 영화들

을 중심으로｣, �영화연구� 44, 한국영화학회, 2010.

8) 가령 박진임의 연구는 이러한 견해를 가장 강경하게 표명한 사례다. “한국의 

베트남전 영화로는 정지영 감독의 〈하얀 전쟁〉(1992), 공수창 감독의 〈알 포인

트〉(2004)가 있으나 후자는 전쟁영화라기보다는 공포영화의 성격이 강하고 거기

에서 베트남전은 시공간적 배경으로 드러난 정도이므로 본격적인 베트남전 영화는 

〈하얀 전쟁〉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박진임, 앞의 글(2008), 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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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의 대상 중 시기적으로 그 첫머리에 놓이는 작품은 〈우리

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송영수, 1987)이고, 주되게 꼽히는 작품은 안

정효의 동명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하얀 전쟁〉(정지영, 1992)과 

〈알 포인트〉(공수창, 2004)이다. 선행 연구의 초기 성과들이 이 영화

들에 집중되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베트남전쟁 영화로서 명명되고 

분석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을 판단하는 연구자들의 시각에서 비롯했

던 것으로 보인다. 이 영화들은 궁극적으로 반전(反戰)의 정신을 지향하

는 리얼리즘적인 영화라고 파악되어 왔는데, 이는 해당 작품들이 진지한 

논의의 대상으로 선정될 만한가를 가르는 암묵적인 기준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기준은 개별적인 각 영화가 표현 양식상 리얼리즘을 추구했는가

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공포영화로서의 장르

적 속성을 뚜렷하게 지닌 영화인 〈알 포인트〉에 대한 작품론이 대개 

해당 영화와 〈하얀 전쟁〉을 나란히 놓으며, 두 작품에 나타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의 정치적 의미에 주목하는 경향이 컸음을 생각

할 때 그러하다. 결국 이는 리얼리즘이라는 애매한 관념을 중심으로 한

국영화사의 서술이 위계화되어 온 오랜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이

다.10)

한국에서 베트남전쟁 문제를 다룬 극영화 전체를 처음으로 일별하고, 

각 작품을 그 정치적 인식에 따라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였던 강성률의 

연구11)는 그러한 시각을 잘 보여준다. 이 연구는 ‘반공 영화’와 ‘멜

로드라마’를 간단히 가치절하하는 한편으로, 참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

9)  한국에서 ‘베트남전쟁’, ‘월남전’, ‘베트남전’ 등으로 불리는 제2차 인도

차이나 전쟁은 베트남 당국에서 항미구국전쟁(American War in Vietnam)으로 공

식화하고 있을 만큼 미국의 역할 혹은 책임이 결정적이었다. 베트남전쟁에 자국 병

력을 파견한 주요 국가 중 미국과 한국의 파병 규모가 독보적이었다는 점에서, 해당 

전쟁의 재현 연구에 있어 한국과 미국의 양상을 비교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

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10)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철, ｢한국 영화비평의 정치적 무의식에 대한 연구 – 

1950년대 후반에서 70년대까지｣, �영화연구� 37, 한국영화학회, 2008.; 주유신, ｢

민족 영화 담론, 그 의미와 이슈들｣, �현대영화연구� 18,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

소, 2012 참조.

11) 강성률, 앞의 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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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 영화들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며 각 작품의 관점 및 내용이 정

치적으로 각성된 정도를 상세히 논한다. 베트남전쟁 영화 연구의 초기에 

그러한 시각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한국 사회의 인식이 변화해 온 흐

름을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상의 연구들은 민주화 이후 활발

해진 “공식적 기억의 재구성”12)이라는 맥락에서 현대사를 조명한 영

화적 작업의 한 흐름으로 베트남전쟁 영화를 대했기 때문이다.13) 이러

한 논의들이 2000년대 중반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영화 〈하얀 전

쟁〉의 각색자 중 1인이기도 했던 공수창 감독의 〈알 포인트〉14)가 

2004년에 개봉했다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두 영화는 각기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와 프랑스‧미국에 이어 베트

남 인민을 고통받게 한 외세로서의 파월 한국군이라는 존재를 조명했다. 

특히 〈알 포인트〉의 경우 국군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견 동의안이 국회

를 통과한 2003년 직후에 개봉한 영화라는 점에서, 한국군의 해외 파병

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영화적 작업을 비평 및 연구의 차원에서 조명할 

만한 시의성을 마련해 주었다. 말하자면 〈하얀 전쟁〉과 〈알 포인트〉

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선행 연구들은 그 자체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 사회의 담론 형성에 참여하는 작업으로서 의미를 지녔던 것이

다.15)

12) 이승환, 앞의 글(2005).

13) 가령 참전 병사의 장애 문제와 주변인들의 고통을 영상으로 전경화한 최초의 

극영화는 김기영 감독의 1979년 작품인 〈수녀(水女)〉이지만, 선행 연구들에서 이 

작품이 언급된 바 없는 것 역시 그러한 연구 경향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베트

남전쟁을 의식적‧본격적으로 비판하는 영화들이 일군을 형성한 것이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에 와서의 일이라는 점 자체는 이견의 여지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

다.

14) 〈알 포인트〉를 연출한 공수창 감독이 〈하얀 전쟁〉의 시나리오 각색자이자 

독립영화집단 ‘장산곶매’의 주요 구성원이었다는 것은 영화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당 영화가 파월 한국군을 다룬 첫 소설인 황석영의 단편 ｢탑｣

(1970)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데, 이는 베트남전쟁의 문

화적 재현에 대한 논의가 장르에 따라 분절되어 온 경향을 보여주는 작은 예라고 

생각된다.

15) 한편 일련의 학위논문들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베트남전쟁 

영화’를 뚜렷하게 범주화하고 적절한 연구의 방식을 제시하려 하였다. “전쟁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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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님은 먼 곳에〉(이준익. 2008)의 개봉은 이 시기의 베트남전

쟁 영화 연구의 경향에 젠더 관점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했

다. 이 영화에 대한 논의16)의 상당수는 젠더 관점을 분명하게 의식하는

데, 이는 “순이라는 여성 인물의 욕망과 몸을 국가와 가부장의 이데올

로기 아래에서만 소비하고 있다는 점, 또 한국군이 자행한 폭력의 행위

는 배제되고 미화된 모습으로만 제시되고 있다는 점”17)을 지적한 권현

정의 연구로 잘 요약된다. 이처럼 〈님은 먼 곳에〉가 베트남전쟁 영화

에 대한 젠더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된 것은, 해당 작품이 베트남전쟁을 

비판적으로 다룬 한국 극영화에서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첫 번째 

작품이자 현재까지도 유일한 작품으로 여겨진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18)

자로서의 기억”과 “전쟁의 가해자로서 기억”이라는 분류에 따라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의 영화적 재현 방식과 그를 통해 드러나는 반성 및 성찰을 분석한 백태

현의 연구는 그 첫 사례다(백태현, ｢베트남전쟁의 재현 양식 연구 : 1980년대 후반 

이후 등장한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석사논문, 2009). 이

와 유사한 계열의 연구로 한국‧미국‧베트남의 베트남전쟁 영화들을 비교하며 영화에 

재현된 반전 이데올로기의 각 양상을 분석한 연구(부이티투투이(Bui Thi Thu 

Thuy), ｢베트남 전쟁을 다룬 영화에 나타난 반전 이데올로기 연구 – 한국, 미국, 베

트남 전쟁영화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한국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할리우드 

영화와 한국영화에 나타난 ‘미국의 베트남전쟁’, ‘한국의 베트남전쟁’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선화, ｢미국과 한국의 베트남전쟁영화 비교연구 – 인물과 서사를 중

심으로｣,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연구

들은 미국과 한국의 전쟁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 재현에 내재

한 이데올로기를 상대화하는 관점을 마련했다.

16) 박진임, 앞의 글(2008).; 박명진, ｢어둠의 핵심을 향한 두 개의 여정(旅程)｣, �

황해문화� 60, 새얼문화재단, 2008.; 백태현, 앞의 글.; 이승환, 앞의 글(2010).; 부

이티투투이, 앞의 글.; 권현정, ｢영화 〈님은 먼 곳에〉에 드러난 베트남 전쟁의 젠

더 재현 양상 연구｣, �여성학연구� 26,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2016.

17) 권현정, 앞의 글, 25면.

18) 이 작품에 앞서 1990년 작 〈미친 사랑의 노래〉가 베트남 파병 문제를 비판

하면서 여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바가 이미 있다. 이 영화는 〈영자의 전성시

대〉(1975), 〈겨울여자〉(1977) 등으로 잘 알려진 김호선 감독의 연출작으로 아

시아태평양영화제 4개 부문을 수상하면서 널리 보도된 작품이지만 〈님은 먼 곳

에〉와 달리 베트남전쟁 영화에 대한 젠더 연구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다. 그 원인으

로는 해당 작품이 이후의 베트남전쟁 영화들이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내세우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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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뒤집어 보자면, 여성 인물을 눈에 띄게 내세우지 않은 베트남전쟁 

영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젠더 관점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젠더 문제는 곧 여성 문제라고 여기는 암묵적인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전쟁 서사를 남성 중심 서사로 한정하거나 

환원하여 바라보는 오랜 인식 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특정한 작품의 내용이나 여성 이미지 재현이 여성주

의적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데만 주력하기 쉽다는 점에

서도 갱신과 확장이 요구되는 바다. 베트남전쟁의 영화적 재현에 대한 

젠더 연구는 구체적인 재현의 결과들이 여성을 어떻게 다루었는가에 대

한 분석을 넘어서서, 전쟁 담론 일반의 젠더적 차원과 한국에서 베트남

전쟁이 지닌 특수한 위상 및 그에 대한 인식의 젠더적 차원을 함께 밝힐 

필요가 있다.

베트남전쟁을 반성하는 민주화 이후 극영화는 물론 해당 전쟁을 다룬 

영화 전반에 대한 젠더 연구가 특정 작품에 대한 작품론 이상으로 나아

가지 못한 상황은, 구술사나 신문‧방송‧잡지 등 영화 외의 다른 재현 영

역에서 의미 있는 젠더 연구의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과도 비교된

다. 한국에서 베트남전쟁의 표상과 담론적 실천이 특정한 남성성의 구성

을 중심으로 고도로 젠더화되어 있었다는 점, 그 역사적 흐름이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도 가부장적 상상력의 강력한 자장에 속해 있었으며 

영화 매체에서 특유한 역동을 보여주었다는 점, 나아가 이진경의 소설 

영향을 주거나 연속적인 경향을 형성하지 못했고, 강성률의 간단한 언급(2008)이나 

백태현의 연구(2009)에서를 제외하면 베트남전쟁 영화 연구에서 불려 나온 경우가 

거의 없어 인지도가 낮다는 점 정도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상 〈알 포인

트〉가 개봉하기 전에는 베트남전쟁 영화 연구가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그러한 연구의 맥락 속에 편입될 기회를 놓쳤던 셈이다.

    한편 이는 민주화 이후 등장한 영화들, 즉 베트남전쟁 참전을 어떤 식으로든 비

판하거나 반성하는 영화들만을 논의 대상으로 다룰 때에야 옳은 서술이다. 

1960~1970년대, 즉 한국군 파월 당시에 만들어진 영화들의 경우에는 주요 인물로 

여성이 등장하는 작품의 수가 상당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시도하는 것과 같이 베트

남전쟁 영화를 전투영화에 한정하지 않고 전쟁 경험 및 그 여파를 다룬 

1970~1980년대의 멜로드라마 영화들로까지 확장하여 범주화할 경우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 12 -

연구가 보여주었듯 한국의 베트남 표상이 개발독재 시기의 참전 경험을 

경유하여 한국이 하위제국의 위치를 점한 현재에도 젠더 정치로서의 성

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19) 베트남전쟁 영화 연구에서 

젠더 관점의 개입은 지금보다 더 폭넓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모두 1987년의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 

혹은 1992년의 〈하얀 전쟁〉 이후에 등장한 극영화를 다룬 것이다. 본 

논문은 이처럼 제한적인 시기의 특정 작품들에 편중된 베트남전쟁 영화 

연구의 경향에 다소간의 변화가 생긴 것이 2010년대에 들어 문화영화 

연구가 활발해진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고 파악한다. 문화영화는 “상업

적 목적으로 제작되는 대중영화와 달리 국가가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일

종의 계몽 선전영화(propaganda film)”로서, 뉴스영화와 그 목적이 유

사하나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그때그때의 사안에 맞게 선택하여 국민

의 교양과 계몽에 기여하면서 국가의 방향과 정책을 국민에게 설득”20)

하는 역할을 했고, 그 양식 또한 사건 전달에 치중하는 뉴스영화에 비해 

극영화적인 요소를 띠고 있었다.21) 박정희 정권기는 특히 문화영화가 

활발하게 생산된 시기였는데, 이는 쿠데타 직후에 문교부 소속 검열 사

무를 공보부로 이관하고 1962년에 남한 최초의 영화법을 제정할 만큼 

해당 정권이 영화를 공보의 수단으로 중시했음을22) 보여준다. 문화영화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베트남전쟁 영화 연구의 대상 시기도 파병 시기인 

19) 이진경, 앞의 책.

20) 이하나, ｢1960년대 문화영화의 선전 전략｣, �한국근현대사연구� 52, 한국근현

대사학회, 2010, 146면.

21) 문화영화의 좀 더 상세한 정의와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문화영화라는 용어

가 한국에서 사용된 것은 일본이 독일 영화사 우파(UFA)의 ‘Kulturfilm’이라는 

용어를 수입‧번역하고 이를 국내 언론이 차용한 1926년부터의 일로, 일제 말기에는 

‘극영화가 아닌 것’, 이승만 정권기에는 ‘실사 기록을 위주로 한 것’, 박정희 

정권기에는 ‘사실 기록을 위주로 제작된 영화’를 가리키는 등 구체적인 정의가 

미묘하게 변해 왔으며, 극화된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영화

를 포괄하기도 했다. (허은 편, ｢국립영화제작소 문화영화 해제 소개｣, �영상, 역사

를 비추다 : 한국현대사 영상자료해제집� Ⅶ, 도서출판 선인, 2017, 3면.)

22) 이순진, ｢국가에 의한 영화 제작 역사와 국립영화제작소｣, 이순진 외, �지워진 

한국영화사 : 문화영화의 안과 밖�, 한국영상자료원, 2014, 144~1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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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1970년대로 옮겨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에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파병을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통해 선전하는 문화영화 및 극영화가 

다수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정하는 문화영화의 정의는 제작상

의 목적의식을 핵심으로 삼고 있었는데,23) 파병 시기에 베트남전쟁을 

다루었던 극영화들 역시 국립영화제작소 및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직접 제

작하거나 유관 기관의 지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문화영화 연구자들의 관

심사와 겹칠 수 있었다. 이처럼 박정희 정권기에 제작된 선전 목적의 영

화들에 대한 주목은 베트남전쟁의 영화적 재현에 대한 연구 대상의 범위

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 이는 국가의 지원을 받거나 국가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영화들은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암묵적으로 치부했던 

기존의 연구 경향에 대한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살펴볼 선행 연구는 박선영의 논문24)이다. 이 

연구는 최초의 장편 ‘상업’ 문화영화로 흥행했던 〈월남전선 이상없

다〉(1966), 국립영화제작소의 장편문화영화로 역시 흥행에 성공했던 

〈월남전선〉(1966) 등을 비롯한 1960년대 후반기 베트남전쟁 문화영

화 전반을 아울러 다루면서,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최초의 장편 극

영화인 〈고보이 강의 다리〉(이만희, 1970)를 비중 있게 논한다. 이처

23) 1962년 제정된 영화법에서 문화영화는 “사회, 경제, 문화의 제 현상 중에서 

교육적, 문화적 효과 또는 사회풍습 등을 묘사 설명하기 위하여 사실 기록을 위주로 

제작된 영화”로 정의된다. (법률 제995호 제2조 5항) 한편 이 법령에서는 극영화

와 문화영화를 구분하고 있는데, 극영화에 대한 정의는 “배우를 출연시켜 연극화한 

영화로서 문화영화 및 뉴우스 영화 이외의 영화를 말한다.”(제2조 4항)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극영화와 문화영화를 엄밀히 구분하려는 법적 규정은 1966년 개정된 

영화법에서는 사라지며, 대신에 “사회·경제·문화등 제분야에 있어서 교육적·문

화적인 효과 또는 사회풍습을 묘사·설명하기 위하여 제작한 영화”(법률 제1830

호, 제2조 5항)로 문화영화의 정의가 수정되면서 양식상의 특징보다는 제작 목적을 

강조하게 된다(극영화에 대한 정의 역시 “배우를 출연시켜 연극화한 영화”로 간

소해진다). 문화영화의 정의가 이처럼 불명확하고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영화산업

의 현실적 여건과 법적 변화에 대해서는 조준형, ｢문화영화의 제도화 과정 - 

1960~70년대 영화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이순진 외, 위의 책(2014) 

참조.

24) 박선영, ｢국가의 프레임으로 구획된 베트남전쟁 : 국립영화제작소와 국군영화제

작소의 베트남전쟁 영화를 중심으로｣, �사림�53, 수선사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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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국립영화제작소와 국군영화제작소 제작 베트남전쟁 영화’를 초점

으로 삼는 접근법의 등장은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의 당대적 의미와 이

에 대해 질문했던 영화적 순간들”25)을 들여다보면서,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관제 및 ‘반민반관(半民半官)’ 영화들에 드러난 베트남전쟁 인

식의 정체와 그 균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슷한 시기에 제출된 조혜랑의 연구26) 또한 국립영화제작소에서 만든 

베트남전쟁 문화영화를 대상으로, 1960~70년대 당시에 베트남전쟁 파

병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던 정치문화사적 맥락, 그리고 정부 제작 영

화로서 해당 영화들이 지녔던 재현상의 특징 및 담론상의 효과를 분석하

고 있다.

최근 제출된 백태현의 박사논문27)은 파병 시기에 만들어진 극영화들

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첫 시도이다. 이 연구는 당시 국가 주도로 형성된 

베트남전쟁 담론의 핵심을 구성했던 군사주의‧개발주의‧하위제국주의가 

영화에 반영된 양상에 주목하는 한편, 1960~70년대 영화사에 대한 분

절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일군의 베트남전쟁 영화들을 영화사의 맥락 속

에 편입시켰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 연구는 “영화는 박정희 체

제의 충실한 이데올로기 장치”28)였다는 강한 전제하에 정권의 이데올

로기가 그 결과물로서의 영화에 반영된 양상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면서, 

당시의 영화들이 “제작‧유통‧상영의 과정에서 프로파간다 영화로서의 목

적과 충돌”29)하는 현상, 그리고 정권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내레이

션으로 진행되는 뉴스영화 및 그와 유사한 양식의 문화영화30)와 달리 

25) 위의 글, 87면.

26) 조혜랑, ｢'베트남전쟁 문화영화'의 역사적 배경 연구 - 1960~70년대 국립영화

제작소의 영상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영상예술연구� 27, 영상예술학회, 2015.

27) 백태현, ｢베트남 참전시기(1964~1973) 한국영화의 이데올로기 연구 : 베트남

전 재현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박사논문, 2019.

28) 위의 글, 127면.

29) 박선영, 앞의 글, 59면.

30) 각주 28)에서 언급했듯 문화영화의 범주는 목적성과 양식성 양자에 대한 분명

한 규정에서 시작하여 양식성에 대한 규정의 완화로 변화해갔는데, 이는 극영화나 

애니메이션 영화 등이 문화영화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해당 규정의 엄격

한 적용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뉴스영화와 유사한 양식

의 문화영화라 한 것은 베트남전쟁 문화영화의 경우 국립영화제작소의 〈월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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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영화가 필연적으로 지니게 되는 다층적인 균열의 양상을 충분히 살피

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이데올로기와 재현의 관계에 대한 일방향

적이고 반영론적인 시각은, 해당 연구가 베트남전쟁을 둘러싸고 형성된 

박정희 시기 군사주의와 남성성의 관계에 특별히 주목31)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영상 재현 매체인 영화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젠더 

구성의 역동성과 교차성을 충분히 논하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또한 파

병 기간에 다수의 베트남전쟁 선전 극영화가 생산되었고 여러 선행 연구

에서 그 존재가 산발적으로나마 언급되거나 논의되어 왔음에도 연구자가 

설정한 각 유형의 이데올로기 분석에 알맞은 몇 작품들을 별도의 설명 

없이 선택하여, 해당 연구가 지닌 파병 시기 베트남전쟁 영화에 대한 종

합적 논의로서의 의의가 다소 흐려졌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선행 연구들이 다루어 온 대상의 시기적 양극화와 텍스트 선정의 편중

된 경향은, 전투 장면을 눈에 띄게 재현하거나 참전 프로파간다 혹은 반

전 이데올로기를 뚜렷하게 표면화한 작품을 주로 논함으로써 한국 ‘베

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의 양상과 의미를 협소하게 파악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얀 전쟁〉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영화에서 베트

남전쟁은 누군가의 과거사이거나 도피처, 혹은 사랑을 이룰 수 없게 만

드는 외적 요건으로만 존재했다”32)는 견해는, 논의의 대상이 되는 작

품이 베트남전쟁이라는 사건을 본격적으로 직면하면서 그에 대한 진지한 

선〉 시리즈 등을 가리키며, 〈속 팔도강산 - 세계를 간다〉와 같은 작품은 문화영

화이면서도 극영화로서의 양식을 분명하게 띠고 있다. 이는 〈팔도강산〉 시리즈가 

관객 대중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백태현의 연구에

서는 〈속 팔도강산 - 세계를 간다〉를 파병 시기 베트남전쟁 영화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백태현, 앞의 글(2019), 4장 “베트남 전쟁과 하위제국의 욕망”), 

해당 영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기에 앞서 박람회 행사 프로모션 비디

오와 인기 가수들의 공연 및 콩트 양식을 섞은 전형적인 문화영화인 〈노래하는 박

람회〉(1969)나 문화영화와는 거리가 먼 신파 멜로드라마 극영화인 〈저 언덕을 

넘어서〉(1968) 등의 영화들을 함께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영화들과 〈속 팔도강

산 - 세계를 간다〉가 각기 지닌 양식적 특징과 의미를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긴다.

31) 백태현, 앞의 글, 2장 “베트남 전쟁과 병영국가의 초상”.

32) 박선영, 앞의 글,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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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찰을 보여주었는가를 분석의 중심에 둘 때 충분히 동의할 만한 것이

다. 그러나 한국영화에서 베트남전쟁의 경험에 대한 재현이 과연 단절적

으로 사라졌다고 할 수 있는지, 과거사나 도피처, 사랑의 장애물로서 베

트남전쟁이 다루어졌다는 것이 더 깊은 논의와 맥락의 확장이 가능한 현

상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시금 질문해 볼 여지가 있다. 이는 전쟁이라

는 사건 및 경험에 대한 영화적 재현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이자, 앞서 

살펴본 다수의 선행 연구들과 본고가 공유하는 궁극적인 지향점인 ‘한

국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영화(사)적 검토의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역할

의 차원에서도 요청되는 바다.

선행 연구들의 경향은 ‘전쟁영화’의 범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전제한 데서도 비롯하지만, 작품에 표현된 

이데올로기의 양상을 분석하면서도 그 분석의 범위가 텍스트 내부에 머

무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계는 앞

서 살펴본 몇몇 문화영화 연구에서 국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 영화가 

제작되는 산업적‧제도적 맥락에 대한 분석, 베트남전쟁의 전황과 영화의 

생산 상황을 연결하는 분석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된 바 있다. 그와 

같은 접근 방식의 확대는 국가 기관의 개입 정도가 크고 제작의 목적성

이 뚜렷한 문화영화 자체의 성격과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베

트남전쟁을 다룬 파병 시기 및 이후의 극영화에 대한 연구에까지 충분히 

가닿지는 못한 상황이다. 정리하자면 베트남전쟁 및 한국군 파월이라는 

사건의 의미에 대한 연구자의 선험적인 판단이 전제된 후, 그를 기준으

로 작품의 내용이나 표현 방식 등 내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 것

이 현재까지 이루어진 베트남전쟁 영화, 특히 극영화 연구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분석 작업은 특정한 주제를 대상으로 하는 영화 연구가 앞으로 

전개되고 심화될 수 있는 토대로서 필수적인 단계다. 그러나 이는 영화

라는 장(場)이 한국에서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맺어 온 관계를 포괄적

으로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는 방식이다. 영화는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

쟁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온 제 담론 및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결과물로서

의 텍스트로 존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다양한 주체들의 베트남전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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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및 그를 둘러싼 욕망을 직접적으로, 혹은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통로

로서 기능하였으며, 나아가 영화의 장 자체가 한국 ‘베트남전쟁’의 정

치가 수행되는 주요 장소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한국영화와 

베트남전쟁의 관계를 단선적인 방식이 아니라 확장적이고 역동적인 것으

로서 바라볼 때 베트남전쟁에 대한 문화적 재현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본고는 우선 베트남전쟁 영화의 범주 확장과 통시적 연구의 필요

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전쟁 경험은 참전 장병들은 물론이고 가족을 전

장에 보낸 이들, 전쟁 난민들, 나아가 사회 전반의 군사화에 영향을 받

는 이들의 지속하는 삶 속에서 다각적으로 전개되게 마련이다. 한국의 

베트남전쟁은 특히 반공과 경제발전이라는 표면적인 기치 아래 출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욕망이 복잡하게 교차해 온 장이다. 본고는 이와 함

께 교직해 온 영화적 재현의 응답과 질문이 선전영화나 전투영화뿐 아니

라, 참전자의 귀환 및 종전 이후에 등장한 멜로드라마나 신파 등 흔히 

전쟁영화로 여겨지지 않는 양식의 대중적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 보다 적극적으로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선전 및 이데올로기라는 틀만으로는 미처 포착되지 않는, 파병 및 참전

이라는 사건과 관련하여 형성되고 변화해 온 대중의 감정 구조

(structure of feeling)를 텍스트 내적‧외적 맥락에서 담아내는 영화 매

체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감정 구조는 잘 알려진 대로, “한 시대의 문화”이

자 “전반적인 사회 조직 내의 모든 요소들이 특수하게 살아 있는 결

과”를 가리키기 위해 레이먼드 윌리엄스가 제안한 개념이다. 사회적인 

의사소통이 의존하는 기반인 감정 구조는 해당 공동체의 개인 대다수가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매우 심층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소유

되고 있는 것으로서, 공식적인 의미에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에 

따라 변화하며 나름의 방식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33) 이는 국가 

주도의 계몽적이고 선전적인 영화 장치 활용에서부터 시작된 베트남전쟁

의 영화적 재현이 시대와 장르, 양식을 넘나들며 한국 사회의 중층적인 

33) Raymond Williams,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7, 9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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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인식과 교직해 온 양상을 고찰하려는 본고의 시도에 시사점

을 제공한다. 이러한 접근은 베트남전쟁 재현을 논하는 영화사 서술의 

공백과 단절을 관점의 전환을 통해 채우려는 작업일 뿐 아니라, 참전 이

후 현재까지 베트남전쟁 기억의 전개 양상에 대한 기존의 사회사적인 고

찰에 문화사적인 차원을 개입시켜, 한국의 베트남전쟁 인식에 대한 입체

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이처럼 한국 ‘베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을 확장

적으로 조명할 때 젠더화된 담론, 그리고 재현의 젠더화가 각 작품군의 

시대적이고 양식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한다.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이벤트였던 베트남전쟁 파병은 해당 정

권이 지향했던 국민의 군사주의적 젠더화 프로젝트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국가의 개입 및 지원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은 남한

을 냉전 질서의 세계 속 “주권 성년 국가”34)로 선포하는 근거가 되었

던 파병을 선전하면서 일종의 ‘베트남전쟁 생활권’이라 부를 만한 인

지의 장을 형성했는데, 이는 개별적인 영화 텍스트들이 서사와 모티프의 

차원에서 국가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양상뿐 아니라 제작과 촬영, 배급

과 흥행 등 영화 매체의 생산과 수용을 구성하는 장치들을 함께 고려할 

때 드러나는 바다.

이 시기의 영화들은 군사화된 “근대 국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적당한 

자리가 어디인가에 관한 헤게모니적 이해”35)를 구성하는 데 주력했다. 

문제는 그러한 젠더화가 초남성적으로 표상된 파월 장병을 둘러싼 국가 

주도의 담론 형성 및 선전에 그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령 자신과 가

족의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기회의 땅’으로 떠났던 평범한 병

사와 노동자 및 그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멜로드라마적인 영화들

은, 주변화된 남성 주체의 좌절과 여성 수난사라는 젠더화된 틀을 통해 

파월의 경험과 그 의미를 우회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베트남전쟁 파병에 

대한 당대적 인식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 주도의 담론과 

34) ｢[방월‧방비] 김포공항에 안착 귀국인사(1966.10.26.)｣, �박정희대통령연설문

집� 제3집 10월편, 동아출판사, 1966. (대통령기록관 포털 (www.pa.go.kr) 게시 

자료 재인용) 

35) 문승숙, 이현정 역, �군사주의에 갇힌 근대�, 또하나의문화, 2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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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담론의 정치적 대결이라는 구도로는 포착할 수 없는 베트남전쟁 인

식과 그 재현의 중층적인 국면이다. 또한 한국군 최초의 해외 파병이었

던 베트남전쟁 참전이 만든 ‘해외에 남기고 온 2세’라는 특수한 위치

의 존재들에 대한 재현은 부계 혈연 가족 구성의 문제로 응집되어 나타

났고, 민주화를 달성한 이후 베트남전쟁의 공식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영

화들은 전쟁 트라우마를 남성성의 위기로 소급하여 재현하였으며, 참전

의 ‘과오’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명한 영화들은 파병 당시의 선전 영

화들에 드러났던 젠더화된 남방(南方) 환상의 스펙터클을 문제적인 방식

으로 반복하기도 했다. 이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의 변

화 과정을 ‘공식적 기억’과 ‘대항 기억’에 대한 거대 담론의 이분법

만으로 파악할 수 없음을 방증하는 의미심장한 국면들이다.

베트남전쟁 영화 연구가 크게 동원의 프로파간다와 반성‧반전 이데올

로기의 재현에 대한 분석으로 양분되어 온 것과 유사하게, 베트남전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역시 많은 증언과 증거를 통해 밝혀진 바 있는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사죄의 입장과 그러

한 사실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비교적 최근까지 양분되어 온 경향이 있

다. 전진성은 파월 장병들의 경험과 기억에 대한 역사학적 접근을 시도

하면서, 가해자의 위치성을 제대로 알아야 진정한 사과도 가능하다는 점

을 지적한 바 있다.36) 이 위치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에게 베

트남전쟁이 대체 무엇으로 여겨졌던가를 다방면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며, 영화는 그 속에서 중요한 변수로서의 자리를 차지하

고 있다. 파병 당시 영화는 국군 장병들과 국민들을 어떻게 호명하였고, 

그 호명의 잉여는 대중의 감정 구조 속에서 영화 매체를 통해 어떻게 소

통되고 있었으며, 형식적 민주화의 달성과 같은 정치적인 격변의 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기억의 서사와 자기정당화와 속죄의 혼돈이 영화적 재현

의 장을 통해 구성되어왔는가. 가령 “강철의 사나이”37)로 불려간 파

월 장병들이 “바보같은 사나이”38)를 지나 “고개 숙인 군인”39)으로 

36) 전진성, 앞의 책, 17면.

37) ‘강철의 사나이’는 2장에서 분석할 영화 중 한 편인 〈사나이 유디티〉(남태

권, 1969)의 주제가이자 해군특수전전단 군가인 ‘사나이 UDT’의 가사다.

38) ‘바보같은 사나이’는 2장에서 분석할 영화 중 한 편의 제목이다(〈바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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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되는 변천의 과정을 맥락화하고 이해하는 데는, 영화사 기술의 측면

에서 통시적이고 확장적인 관점과 젠더 관점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바

다. 

이에 본고는 제작 주체나 제작 시기, 작품의 장르 및 양식 등에 한정

되지 않는 폭넓은 작품 및 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

국사회의 중층적인 인식이 영화의 장과 교직하며 구성되고 전개되어 온 

양상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포착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은 정치‧군사

‧외교 등의 거시적인 담론에 입각한 이데올로기적 분석이나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반성과 책임의 윤리에 대

한 분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연구 전반의 각도를 

달리하는 작업 또한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전쟁의 영화적 

재현을 분석하는 영화사 기술의 대상을 넓히고 관점을 다양화하는 동시

에,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영화화를 둘러싸고 현재에도 첨예

하게 진행 중인 기억 투쟁의 장에 참여하는 실천적인 학술 연구로서의 

의의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연구의 시각 및 대상

한국 정부는 미국의 개입으로 베트남전쟁이 확전되었던 1964년 비전

사나이〉(박노식, 1971)). 이 영화는 파월 기술자와 그들의 가족이 겪은 수난사를 

‘주변부의 남성 주체’의 시각에서 감상적으로 그려낸다.

39) 이는 〈하얀 전쟁〉에 나타난 남성 인물들이 이성애 섹스에서 겪는 좌절과 관

련한 모티프에서 착안한 표현이다. 본 연구자는 선행 작업에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쟁 각각으로부터 ‘돌아온 군인들’을 다루는 희곡‧영화 등의 극예술이 전쟁의 고통

을 이성애 남성 섹슈얼리티의 위기로 재현한 양상을 살핀 바 있는데(｢군인, 사나이, 

그리고 여자들 – 젠더화된 군사주의의 문화적 재현｣,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편, �

그런 남자는 없다 – 혐오 사회에서 한국 남성성 질문하기�, 오월의봄, 2017.; ｢돌아

온 군인들 – 1950~1970년대의 전쟁 경험과 남성(성)의 드라마｣, 권보드래 외, �문

학을 부수는 문학들 –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학사�, 민음사, 

2018.), 〈하얀 전쟁〉의 해당 모티프는 그러한 재현 경향을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의 4장에서 후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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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부대를 파월하고, 이듬해인 1965년부터 약 9년의 기간에 걸쳐 연인원 

약 32만 명에 달하는 전투부대를 파병함으로써 미국에 뒤이어 베트남전

쟁에 가장 많은 전투병력을 보낸 참전국이 되었다. 1965년 1월 전투부

대 파병에 대한 국회의 파병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박정희 대통령은 대

국민 담화문에서 다음과 같이 파병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한다.

첫째, 월남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전 아세아의 평화와 자유를 수호하

기 위한 집단 안전보장에의 도의적 책임의 일환이라는 판단에 입각하

였고, 

둘째, 자유월남에 대한 공산 침략은 곧 한국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므로, 우리의 월남지원은 바로 우리의 간접적 국가방위라는 확신

에 의한 것이며, 

셋째, 과거 16개국 자유우방의 지원으로 공산 침략을 격퇴시킬 수 

있었던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서 한 우방이 공산 침략에 희생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한국민의 정의감과 단호한 결의에 따른 것입니다.40)

이상의 담화는 베트남전쟁을 반공 전쟁으로 규정하는 지배적 인식을 

정초하는 것인 동시에, 한국군의 참전이 과거 한국전쟁 당시 미국을 비

롯한 타국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한국의 국가적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리라는 자긍심을 주입하는 것이기도 했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전쟁이

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이승만 정권기의 것으로 과거화하고 분리하면서 

자신들이 이끄는 한국이야말로 비로소 “성년 주권 국가”의 수준에 들

어섰음을 선언했던 것이다. 이후 파병 시기의 박정희 정부는 대국민 선

전을 통해 파월 한국군 장병들을 ‘자유의 십자군’, ‘화랑의 아들’로 

칭하면서 국민 총화의 선두에 선 존재로 표상했는데, 이는 곧 조국 근대

화의 주체로서 군사화된 청년 남성을 내세우는 작업이기도 했다. 반공주

의와 개발독재를 이념적 바탕으로 했던 이와 같은 한국의 지배적인 베트

남전쟁 인식은 참전이라는 사건이 이후 한국 사회의 자기인식을 재구성

하는 통로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한국은 베트남전

쟁 참전을 통해 냉전 질서 속의 반공 블록 형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주체

40) ｢월남파병에 즈음한 담화문｣, 196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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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월남 특수’를 통해 전쟁자본주의의 피식

민지가 아닌 수혜국의 위치로 올라서는 주체로서 자의식을 갱신하게 되

었다.

베트남전쟁 참전이라는 계기를 통해, 베트남이라는 타자와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의 상을 구성하는 작업은 비단 파병 시기뿐 아니라 ‘월남 

패망’의 시기,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의 시기, 냉전의 표

면적 종식과 함께 베트남과 경제적 협력자로서의 관계를 새로이 맺어가

는 시기를 통틀어 진행되는 과정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베트남전

쟁을 소재로 한 한국영화들은 개별 작품이 담아내고 있는 주제 및 전쟁 

인식의 유형을 막론하고 전쟁 자체에 대한 재현보다 이 전쟁에 참전하는

/참전했던 한국(인)의 경험과 기억을 재현하는 데에 집중해왔다. 이는 

영화에서의 베트남전쟁 재현에 대한 분석이 ‘한국의 베트남전쟁’에 대

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잔 제포즈(Susan Jeffords)는 베트남전쟁의 문화적 재현을 분석하

는 키워드로 “재남성화”(remasculinization) 개념을 제안한 바 있다. 

‘재남성화’는 영화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대중문화 장에서 베트남전쟁 

참전이 재현되는 양상을 분석하는 데 쓰인 개념으로, 베트남전쟁이나 한

국전쟁 등 전쟁을 겪은 이후에 발생한 정치‧사회적 여파와 그에 따른 감

정 구조의 변화 등이 문화적 재현을 통해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쓰여 왔다.41) 재남성화를 정의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

적 관계들에 대한 가부장제의 이해관계, 가치, 목표 등과 관련된 광범위

41) 가령 코리안 뉴 웨이브 영화를 비롯한 1980~2000년대의 한국 영화들을 한국 

현대사의 정치적 전개와 연결된 ‘재남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김경현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Kim Kyung Hyun, The Remasculinization of Korean Cinema, 

Duke University Press, 2004.). 이 연구는 카자 실버만(Kaja Silverman)의 ‘주

변부의 남성 주체’ 개념을 주로 원용하고 있지만, 한국전쟁과 군사독재의 경험이 

영화 속 주체들의 재남성화로 이어지는 현상에 대한 논의의 전개 방식 및 연구의 

타이틀은 수잔 제포즈의 베트남전쟁 재현 연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

에서 후술하겠지만 실버만의 해당 개념 역시 제포즈의 재남성화 개념에 영향을 받

아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 23 -

한 재교섭과 재건이다. 제포즈는 1950~197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 사

회의 가부장적 지배가 지닌 안정성이 젠더와 세대의 차원에서 다양한 도

전을 받아왔으나, 가부장제의 기반은 무효화된 것이 아니라 이동한 것임

을 지적한다. 그는 미국의 지배적인 문화 장에서 남성 및 남성성에 대한 

이미지, 능력, 가치평가의 회생, 즉 “재남성화”를 통해 이루어진 가부

장적 관계들의 재교섭이 드러나는 국면들을 베트남전쟁 재현 연구를 통

해 구체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42)

베트남전쟁 영화에 대한 제포즈의 연구가 본 논문 문제의식에 단서를 

제공한 것은, 그의 작업이 한 사회가 겪어낸 특정한 전쟁의 구체적인 의

미와 그 여파의 작동 양상을 1차 자료가 아닌 문화적 재현의 사례들을 

통해 분석해낸 것이자, “남자의 세계”로 당연시되고 실제로도 초남성

적 경향을 지닌 군사 및 전쟁 재현의 젠더를 페미니스트 관점에서 의심

하며 분석한 주요 사례라는 점에 있다. 여기에서 군사 및 전쟁이 초남성

적인 성격을 띤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군사 활동은 성별분업에 기

초하여 여성과 시민을 외부인(적)으로부터 지키는 보호자로서의 남성의 

역할이자 일로서 간주”되어 왔고, 군 조직이 “남성의 육체적 우월성과 

물리적 힘을 군인됨의 기준으로 삼고 남성적 전사를 군인의 전거로 두

는”43) 경향을 말한다. 군사 문제를 남성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의심 없이 간주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지만,44) 한국군의 파월에 대

한 문화적인 선전과 재현은 군사화된 국가의 근대화를 이끌 주체로서 청

년 남성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한 유형의 남성성을 이상화하고 선전하는 방식을 넘어 베트남전쟁 

참전이라는 계기를 통해 가부장적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남한 사회의 군

사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영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재현은 그러

42) Susan Jeffords, The Remasculinization of America : Gender and the 

Vietnam War,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pp.xi~xii.

43) 김엘리, ｢초남성 공간에서 여성의 군인되기 경험｣, �한국여성학� 28, 한국여성

학회, 2012, 146~147면.

44) 이러한 현상은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젠더화된 것이라는 점 자체가 좀처럼 인

식되지 않는 젠더 무감각을 동반하는데, 이는 남성(성)을 보편적인 기준으로 당연하

게 상정하는 지배적인 경향에서 비롯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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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사독재정부의 정치적 프로젝트에서 일익을 담당한 것은 물론 그에 

대한 대중의 반향까지를 담아내고 있었다. 제포즈는 미국의 베트남전쟁 

재현이 전후(戰後)의 시점에서 과거의 참전을 서사화함에 있어 남성성의 

구성 및 재남성화의 필수적인 요소인 ‘여성화’(feminization) 전략을 

취한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미국의 영화 및 텔레비전 드라마 작품들에서 

이는 전쟁에서 실패한 미국 정부와 직접 전쟁을 수행한 미국 참전 병사

들을 분리하고 전자에게 여성성과 비난을, 후자에게 남성성과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후자를 피해자화하는 식으로 구체화된다. 제포즈의 ‘재남성

화’가 베트남전쟁 이후 이를 돌아보는 영화들을 해석하는 데 특히 유효

했다는 점은, 한국의 경우 선전적인 영화뿐 아니라 참전으로 인해 발생

한 주변부의 아픔을 이야기하거나 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반성과 성찰을 

보여주는 영화들 역시 전쟁 이데올로기가 지향한 남성성의 구성 및 가부

장제의 강화 전략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포착하는 데 시사점을 던져 준

다.

카자 실버만(Kaja Silverman)이 �주변부의 남성 주체성�45)에서 밝혀

낸 바와 같이, 전쟁에 대한 서사는 한 사회의 지배적인 허구(dominant 

fiction)가 (재)구성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실버만은 주

체 구성에 관한 알튀세르(와 라캉)의 기존 이론에서 자신의 논의를 시작

하는데, 특히 ‘오인’(misrecognition)의 문제를 활용하면서 영화 텍스

트 분석을 통해 자신의 이론을 구체화한다. 실버만은 사회적 합의란 이

성적인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상상적 승인의 문제이며 이는 곧 주체의 

구성과 같다는 알튀세르의 제안에 착안하는 한편46), 라캉의 논의를 비

판적으로 전용하여 팔루스와 상징계의 법을 연결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

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인 것임을 주장한다.47) 이를 바탕으로 실버만은 

랑시에르의 아이디어인 ‘지배적인 허구’(dominant fiction)를 원용하

면서 남성성의 구성과 그 실패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펼쳐나간다. 지배

적인 허구란 아버지의 이름(Father’s Name)에 대한 주체의 순응을 

관통하는 재현 체계를 말하는데,48) 이는 전형적으로 가정된 주체의 성

45) Kaja Silverman, Male Subjectivity at the Margins, Routledge, 1992.

46) Ibid., p.24.

47) Ibid.,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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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체성에 상응하는 욕망의 재현 체계를 단순히 제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국가와 시대의 “현실”(reality)이 응집되는 안정적인 중심부를 

형성해 낸다.49)

실버만은 2차 세계대전 후의 할리우드 영화들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역사적 트라우마’(historical trauma) 이후에 초래되는 남성성

의 해체와 (재)구성의 성정치를 논한다. 역사적 트라우마란 남성 집단을 

결여와 직접 대면시켜 팔루스와의 상상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역사적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지배적인 허구에 대한 기존

의 믿음을 철회하는 계기를 형성한다.50) 특히 전쟁 트라우마는 이데올

로기적 배치에 따라 구성되고 통합을 유지해 온 남성 주체성을 일거에 

취약하게 만들며,51) 이는 곧 남성성의 위기에 따른 재협상이라는 성정

치의 장을 마련한다. 베트남전쟁을 다룬 한국영화에서 역사적 트라우마

를 대면하는 사례는 대개 민주화 이후의 영화들로 상정되지만, 본고는 

파병 시기에 제작된 대중적인 영화들이 ‘주변부의 남성성’들을 재현하

는 양상 역시 이를 우회적으로 수행하는 사례임을 주장하려 한다. 여기

에서 ‘주변부의 남성성’은 실버만의 논의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개념으

로, 페미니스트 영화이론의 본격적인 출발점이었던 멀비의 논의52)에서 

남성에게 능동성, 가학성, 관음증적 주체성을, 여성에게 수동적, 피학적, 

절시증의 대상으로서의 위치를 부여했던 이분법에 실버만이 문제를 제기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다. 실버만은 사회적으로 남성성이 ‘고전적

인’ 혹은 ‘규범적인’ 남성성의 주변부에서 구성되었음을 탐구하고자 

했으며, 피학적이고 비남근적이며 상처 입은 남성성의 결여를 강조함으

로써 규범적 남성성의 허구성을 폭로하고자 했다.53)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은 실버만의 논지 전개는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전

쟁이라는 구심점을 둘러싸고 벌어진 성정치와 그 재현을 분석하는 데 주

48) Ibid., p.34.

49) Ibid., pp.41~42.

50) Ibid., p.55.

51) Ibid., p.60.

52) Laura Mulvey , 서인숙 역, ｢시각적 쾌락과 내러티브 영화｣, 유지나‧변재란 편

역, �페미니즘/영화/여성�, 여성사, 1993, 50~73면 참조.

53) Shohini Chaudhuri, 노지승 역, �페미니즘 영화이론�, 앨피, 2012, 2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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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민족의 기수로서 군사화된 남성 주체가 호명되었

던 것은 근대적인 국가의 형성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던 개화기부터 각 

시대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양상을 달리하며 계속되어 온 일이지

만,54) 베트남전쟁은 전술했다시피 박정희 정부의 군사화된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정치적 이벤트였다는 점에서 한층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베트남전쟁은 당대의 규범적인 남성성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적 구심점이자, 전쟁이라는 사건이 야기하는 역사적 

트라우마에 따른 남성성/들의 재교섭을 불러오는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

이다.

실버만의 아이디어는 앞서 살펴본 제포즈의 ‘재남성화’ 개념에 영향

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이 사실은 구성되는 젠더로서의 남성

(성)이라는 전제 하에 전개되는 전쟁 재현 분석의 방법론이 모종의 계보

를 형성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제포즈가 ‘재남성화’를 통해 베트

남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남성성의 위기에 대한 회복이 요구되는 상황에

서 전쟁 담론이 관습적인 남성성을 재구축하는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면, 실버만은 그와 달리 남성의 특권을 재확인하기보다는 포기하거나 남

성의 나약함을 감추지 않고 전시하는 영화에 초점을 맞추었다.55) 이 차

이는 선행 연구들의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입각점을 달리 하려는 본 논문

의 지향과도 관련이 있다. 베트남전쟁을 다룬 한국영화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뚜렷한 영향 아래 제작된 프로파간다적인 영

화들이 군사화된 규범적인 남성성을 호명하는 양상을 설득력 있게 논증

한 바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작업만으로는 이데올로기와 영화적 재현 

간의 관계를 일방향적이고 수동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경직된 도식을 벗

어날 수 없으며, 나아가 베트남전쟁이라는 사건을 구심점으로 이루어진 

54) 한국의 군사화된 남성성 구성과 근대적인 국가‧민족의 관계에 관한 논의로는 

박노자, �씩씩한 남자 만들기�, 푸른역사, 2009를, 개화기에 민족의 주체로 내세워

진 그와 같은 남성성이 식민지기를 거쳐 해방 이후 남한 사회의 민족국가 형성 과

정에서 갱신되는 데까지 이르는 과정에 관한 논의로는 허윤, ｢우익 청년단체와 백색

테러의 남성성 – 2015년과 1945년의 접속｣,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편, 앞의 책, 

62~85면 참조.

55) Shohini Chaudhuri, 앞의 책, 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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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의 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와 역동성을 재현 연구를 통해 포착

해냄으로써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기도 힘들다.

대중문화의 양식 중 하나인 영화를 통해 수행된 한국 ‘베트남전쟁’

의 정치는, 정부의 군사주의적 개발독재의 이데올로기 혹은 민주화 이후

의 대항 담론을 단순히 반영하여 고정한 결과물로 이해될 수 없다. 대중

문화의 형식들이 단지 경제적 토대의 2차적 반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구성적 요소’임을 역설했던56) 스튜어트 홀의 문화연구는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그는 재현이란 반영과는 아주 

다른 개념으로서, “단지 이미 존재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

고 사물이 의미를 갖도록 만드는 좀 더 능동적인 노동”이라고 주장한

다.57)

본 논문이 홀의 방법론에서 특히 착안점을 얻은 지점은 접합

(articulation)과 국면의 개념이다. 대중을 헤게모니 투쟁이 발생하는 가

장 중요한 장소라고 본 그람시의 견해를 발전시켜, 홀은 대중문화란 

‘모순적 공간’ 혹은 협상이 계속되는 장소라고 주장한다. 그는 접합이

라는 개념을 “모든 경우에 반드시 주어진(혹은 기정사실화된) 연관이나 

연결의 뜻으로 쓰지 않는다. 이러한 연결은 반드시 특정한 존재 조건의 

등장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과정에 의해 적극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

는 사라지거나 뒤집힐 수도 있다. 이 경우 예전의 오래된 연결이 해체되

고 새로운 연결-재접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58) 이와 같은 접합의 

개념은 특정한 계급 및 이데올로기 간의 필연적인 상응이나 비상응을 보

장해주는 그 어떤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

다. 실천과 투쟁의 열린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이론적 입장이라면, 실천

의 효과가 반드시 그 기원에 상응하지는 않는다는 관점에서, 실천 때문

56) James Procter, 손유경 역, �지금 스튜어트 홀�, 앨피, 2004, 49면.

57) Stuart Hall, 임영호 편역, ｢‘이데올로기’의 재발견 : 미디어 연구에서 억압

되어 있던 것의 복귀｣, �문화, 이데올로기, 정체성 : 스튜어트 홀 선집�, 한나래, 

2015, 372면. 강조는 원문.

58) Stuart Hall, ｢의미 작용, 재현, 이데올로기 : 알튀세와 후기 구조주의 논쟁｣, 

위의 책. 85~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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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겨날 수 있는 결과의 하나로 접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59)

이처럼 대중문화가 고정된 것 혹은 경제적 토대로 미리 결정[보증]된 것

이 아니라면, 그 의미와 기능은 문화적 개입을 통해 얼마든지 재결정 혹

은 재배치될 수 있게 된다.60) 이러한 재배치의 과정을 통해 의미화가 

구성되는 양상에 대해 홀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내놓는다.

다양한 사회생활 영역은 담론 영역에 정밀하게 표시가 되고 위계적

으로 조직화되어 지배적 혹은 선호되는 의미를 이루게 되는 듯하다. 우

리의 기대에 어긋나거나 ‘상식적 틀’에 반대되는, 혹은 사회 구조에 

관해 ‘당연시’되는 지식에 어긋나는 새로운 사건, 문제의 소지가 있

는 골치 아픈 사건이 발생하면, 기존의 담론 영역에 비추어 보아야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가장 흔한 (의미의) ‘자리 

부여’(mapping) 방식은 새로 발생한 사건을 기존의 ‘문제되는

(problematic) 사회 현실을 (정리한) 지도’ 속의 해당 영역에 분류, 

할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어떤 사건의 의미를 하나 이상의 ‘자리 

부여’ 속에서 정리, 분류, 할당,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

진 의미가) 지배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결정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떤 ‘선호된 읽기(preferred reading)’ 방

식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배적인 의미’라고 부를 수는 있다. 

그리고 이 두가지에는 모두 제도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질서가 각인되

었고 이 자체가 제도화된다.61)

홀은 재현이 이데올로기의 고정적 반영이라는 생각도, 특정한 이데올

로기와 특정한 실천이 필연적으로 상응한다는 생각도 부정하지만, 이 

‘보장 없음’의 문제가 지배적인 의미화의 단순한 부재로 이해되는 것 

또한 경계했다. 접합이란 고정적이거나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특정한 일

련의 조건들이 전제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연결이다. 홀이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에 기대어 끌어 오는 개념을 빌자면, 접합은 특정한 역사

적 국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특정 순간에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반응

59) 위의 책, 89면.

60) James Procter, 앞의 책, 49~50면.

61) Stuart Hall, ｢기호화와 기호 해독｣, 앞의 책, 428면. 강조는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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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촉발되고 혹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접합된다는 점에서, 홀의 이론

화 작업은 ‘국면적conjunctural’이라고 할 수 있다.62)

한국 ‘베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의 통시적 양상을 분석함으

로써, 베트남전쟁이라는 사건에의 참여와 베트남이라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한국인들의 자기인식이 변화해 온 궤적을 살펴볼 수 있다는 본 논

문의 착안은 이상과 같은 접합과 국면의 개념에 기대어 구성되었다. 베

트남전쟁에 대한 지배적인 허구가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어

진다 하더라도, 이는 군사주의적 개발독재를 추동하거나 반공을 국시로 

한 국민총화의 강화로 전유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와 접합하는 경우와 

‘월남 특수’에의 꿈을 붙잡아 당장의 개인적인 빈곤을 벗어나고자 하

는 개인들의 욕망과 접합하는 경우 등에 따라 재현의 양상을 달리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지배적인 허구의 성립 불가능성을 폭로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하는 것이 반드시 특정한 종루의 

실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베트남전쟁 영화에 대한 

초기의 선행 연구들이 주목했던 것처럼 대항적인 베트남전쟁 인식 및 기

억이 재현되는 경우에도, 이는 파병 시기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바탕을 

두고 있던 경제적 진출에의 욕망 혹은 한국-베트남 간 관계에 대한 가

부장적 상상력과 접합하거나 남성중심적인 민족국가의 세계관을 벗어나

지 못하고 다시금 베트남을 젠더화하고 타자화하는 등 기존의 지배적인 

허구를 다른 판본으로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2장에서는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시기에 제작된 영화들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우선 박정희 

군사정부가 베트남전쟁 참전의 의의를 남한의 발전 및 국제적 위상과 결

부함으로써 파병에 대한 국민 대중의 긍정적인 심상을 구성하기 위해 사

용한 공보 전략을 당대에 유행한 유람형 문화영화의 양식적 특성과 관련

하여 논한다. 이어 파병을 준비하는 군사 훈련 과정을 다룬 극영화들이 

파월 군인을 가부장적 남성 국민 주체로서 구성하는 한편으로, 베트남전

쟁을 계기로 한 국민 총화를 위해 요구되는 성역할 분배를 재현하는 극

적 양상을 살펴본다. 한편 파월 복무를 끝내고 제대한 군인들을 다룬 파

62) James Procter, 앞의 책,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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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시기의 영화들이 이들을 ‘조국 근대화’를 지도할 남성 청년 주체로 

내세우며 전쟁 경험의 의의를 확장하려 시도하는 양상과 그 실패를 이어

서 살펴보고, 이 실패가 우리도 잘살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월

남 특수를 기대하며 떠났던 개인들을 재현한 대중적인 멜로드라마 영화

에서 한층 문제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논한다.

3장에서는 해외에서 벌어진 전쟁으로서의 한국 ‘베트남전쟁’을 재

현한 영화들을 참전 시기와 종전 시기, 한-베 재수교 시기의 영화들로 

나누어 살펴본다. 파병 시기에 제작된 베트남 현지 로케이션 극영화들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가부장적인 위계에 따라 재현하면서 베트남을 

여성적으로 대상화하고 파월 한국군의 남성성을 과시한다. 본문에서는 

이 영화들이 가족 멜로드라마와 이성애 로맨스를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남성성 구성의 균열점들을 노출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한편 종전 

후 한국 ‘베트남전쟁’을 재현한 영화들을 분석하는 부분에서는 베트남 

난민들의 처지를 반면교사로 내세우며 반공주의를 강화하거나, 한국(인) 

측이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자아상을 부풀리는 동시에 ‘패전’이라는 기

억을 지우고 참전국으로서의 책임 문제를 은폐하는 과정을 분석할 것이

다. 한편 탈냉전과 재수교의 시기에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라이따이한

을 다룬 영화들에 드러난 인도적 양심의 발현이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재)진출에의 욕망 및 부계 혈통에 대한 집착과 접합하면서 참전 시기에 

구성되었던 한-베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반복하거나 강화하는 양

상도 분석될 것이다.

4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영화들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이라는 과거를 비판적으로 재현하는 양상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과거사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해진 민주

화 직후에는 군사독재 시기 내내 적극적으로 망각되어 왔던 베트남전쟁

의 기억에 대한 영화적 재현이 줄을 이었다. 4장에서는 우선 이 영화들 

중 오랫동안 비가시화되어 있었던 참전 군인들의 트라우마를 본격적으로 

재현하면서 기존의 공식적 기억에 도전한 작품들이 젠더화와 성애화의 

전략을 통해 피해자의 자리를 전유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또한 베트남전

쟁 참전의 경험을 역사적 트라우마로서 다룬 영화들이 1980년대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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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형성된 반독재‧반미 의식 및 탈식민주의를 바탕으로 베트남전쟁의 구

조적 문제를 조망하는 양상을 이어 분석하며, 당대 진보적 남성 민족 주

체의 자국중심적이고 젠더 무감각한 세계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참

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결정적인 사각지대를 포착한다. 마지막으로는 

파월 한국군의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이 복합적으로 성찰되는 2000년대에 

들어 나타난 영화적 도약이 이전까지의 한국 ‘베트남전쟁’ 영화들에서 

얼굴과 목소리를 지닌 주체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베트남인의 모습을 전

경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한국 ‘베트남전쟁’ 정치의 새로운 국

면이 열리는 양상을 논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상의 논의를 통해 전쟁의 

영화적 재현을 분석하는 영화사 기술의 대상을 넓히고 관점을 다양화하

는 동시에,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영화화를 둘러싸고 현재에

도 첨예하게 진행 중인 기억 투쟁의 장에 참여하는 학술 연구로서의 의

의도 확보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 32 -

2. 참전과‘조국 근대화’를 향한 기대와 좌절

2.1. 유람형 문화영화의 심상지리 구성과 감성 동원

이 장에서는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시기에 제작된 영화들을 네 가

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우선 1절에서는 박정희 군사정부가 베트남전쟁 

참전의 의의를 남한의 발전 및 국제적 위상과 결부함으로써 파병에 대한 

국민 대중의 긍정적인 심상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 공보 전략을 당대에 

유행한 유람형 문화영화의 양식적 특성과 관련하여 논한다. 이어 2절에

서는 파병을 준비하는 군사 훈련 과정을 다룬 극영화들이 파월 군인을 

가부장적 남성 국민 주체로서 구성하는 한편으로,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한 국민 총화를 위해 요구되는 성역할 분배를 재현하는 극적 양상을 살

펴본다. 3절에서는 파월 복무를 끝내고 제대한 군인들을‘조국 근대화’

를 지도할 남성 청년 주체로 내세우며 전쟁 경험의 의의를 확장하는 영

화들을 살핀다. 이 영화들은 앞서 선전된 참전의 정당성을 발전된 조국

의 청사진과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일정 정도 실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절에서는 이 실패가 우리도 잘살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월남 특수를 기대하며 떠났던 개인들을 재현한 대중적인 멜

로드라마 영화에서 한층 문제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다룬다. 이 영화들

은 주변화된 남성 주체들의 좌절과 남겨진 여성들의 눈물을 통해, 베트

남전쟁을 둘러싸고 구성되었던 지배적인 허구의 성립 불가능성을 에둘러 

폭로하고 있다.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의 전투부대를 추가 파견한다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해인 1965년 10월 12일, 여의도 비행장은 맹호부대를 환송하기 

위해 모인 추산 20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찼다. “자유의 십자군”으로

서 “화랑의 후예, 대한 남아의 드높은 기개를 만방에 과시”63)하라는 

박정희의 연설이 있었던 이 환송식은, 일반참관인 진입로와 식장 배치도

가 행사 전날 주요 일간지에 실렸을 만큼 국민의 참관을 독려하는 행사

63) ｢맹호부대 환송식 유시(1965.10.12.)｣,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2집 10월

편,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www.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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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획되었다.64) 3백 마리의 비둘기와 3만 개의 고무풍선이 날리는 하

늘에서 공군의 축하 비행이 열리고, 〈맹호의 노래〉 합창을 배경으로 

대통령이 주월 한국군사령부기를 수여하며, 행사에 동원된 시민들이 지

휘관들의 목에 화환을 걸어주는 등 대규모 선전 이벤트의 스펙터클이 펼

쳐진 날이었다.65)

이 같은 국가적 의식들은 라디오와 TV를 통해 거듭 방송되면서 베트

남전쟁 참전의 의의를 국민에게 호소하는 역할을 했다.66) 자국 군대의 

베트남전쟁 개입을 두고 청년 세대의 격렬한 반전 운동이 있었던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별다른 이의나 저항이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

다. 그러나 파병의 정당성이나 실익에 대한 당시 정치인들의 의심, 베트

남전쟁이 반공 이념 전쟁이라는 정부의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했던 지식

인 및 언론인들의 담론 생산이 파병 이전부터 참전 시기에 걸쳐 분명히 

존재했다는 점 역시 주지의 사실이며, 일반 대중 역시 불과 십여 년 전

까지 전쟁을 경험한 이들로서 참전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은근하게 

그러나 공공연히 표해 왔다는 것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지점이다. 박정희 

정부가 한국군 파월과 관련한 대(對)국민 선전에 힘썼던 것은, 그와 같

은 반대 여론이 형성되고 확대될 가능성을 방어하고 파월에 대한 대중의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영화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채널로 활용되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하자마자 문교부 소속 검열 사무를 공보부로 이관했을 만큼, 박정희 군

사정권은 영화가 ‘공보’(public information)의 차원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겼다.67) 특히 군사 선전을 위해 영화가 활용되었던 

것은 미 군정기와 한국전쟁기부터의 일이었으나, 그 영향력이 잦아들다

가 〈국방뉴스〉의 재정비 등을 통해 강화된 것은 베트남전쟁 참전을 기

해서였다. 이는 극장 동시상영 문화영화인 〈월남전선〉의 제작과 함께 

64) ｢맹호를 환송하자｣, �동아일보� 1965.10.11.

65) 조서연, ｢1960년대 베트남전쟁 영화와 파월 한국군의 남성성｣, �민족문학사연

구� 제68호, 민족문학사학회, 2018, 488면.

66) 이진경, 앞의 책, 99면.

67) 이순진, 앞의 글, 이순진 외, �지워진 한국영화사 : 문화영화의 안과 밖�, 한국

영상자료원, 2014, 144∼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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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인 베트남과 후방인 한국을 이으며 관객들의 심상지리를 형성하는 

매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68)

그런데 뉴스영화나 문화영화를 통해 베트남전쟁 참전의 의의를 선전하

는 작업은 단지 파월 한국군의 활약상을 국내로 송출하는 것 이상의 방

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권기 문화영화 

및 국가 유관 기관의 지원을 받은 영화들의 지향점과 범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령 군사정부 수립 후 기존의 공보부 산하 영화과를 

승격‧확대하여 1961년에 출범한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영화의 종

류에는 “명랑하고 건전한 국민생활에 이바지할 국민가요 혹은 시기에 

알맞은 계몽적인 내용을 지닌 5분 내외의 단편영화인 대한뉴스 부록”, 

“국토 재건에 땀 흘려 수고하는 모든 국민을 위안하고 민족정서와 정기

를 북돋기 위하여 민요, 무용, 가요, 코미디 등으로 엮은 오락영화”69)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베트남전쟁 참전의 의의를 선전하고 이를 국민총

화에의 계몽으로 확장하는 일련의 장편 문화영화들이 특정한 종류의 감

성을 고양하는 데 사용한 전략과 맞닿는다.

파병 후 제작된 장편 문화영화 〈관광열차〉(1967), 〈속 팔도강산 

- 세계를 간다〉(1968, 이하 〈속 팔도강산〉)는 박정희 시기 인기를 

끌었던 문화영화의 한 종류인 유람형 영화의 양식을 취한 작품들이다. 

이 영화들은 기존의 대중문화를 활용한 오락적인 양식과 명랑한 분위기

의 연출을 통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다룸으로써 파월과 국가의 

발전 간 상관관계를 감성적으로 설득하고자 했다. 이 영화들은 파월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것을 표면적인 목표로 삼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

남전쟁 영화 연구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으나, 시종일관 즐거운 분위

기 속에서 한국의 자랑스러운 발전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파월 장병들의 

에피소드를 적절히 삽입함으로써 베트남전쟁에 대한 ‘느낌’을 자아내

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영화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화려한 환송식 스펙터클이나 인기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하는 파월 장병 

위문공연 등이 뉴스영화나 문화영화 등을 통해 널리 유통되었던 파월 선

68) 박선영, 앞의 글(2020), 190면.

69) 이하나, 앞의 글(2010), 154면.



- 35 -

전 양상의 맥락과, 국민 계몽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영화가 오락

과 여가의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었다는 당대의 매체적 맥락 속에서 이해

될 필요가 있다.

박정희 군사정권의 초기에 정비된 영화 정책은 사전검열과 국산영화 

육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는데,70) 이러한 시책을 통해 정부가 원했던 

바람직한 영화의 성격으로는 ‘건전함’과 ‘명랑성’이 중요하게 꼽혔

다.71)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유신 체제에 이르기까지 공화국의 체제가 

거듭 바뀌고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 영역을 관장하는 법령들이 변화하

는 동안에도 이와 같은 요구가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두 가지의 시사점을 

지닌다. 하나는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권장한 국민상이 불온성이나 침울

함 등의 배제를 전제한 것이었다는 점, 다른 하나는 그러한 국민상을 주

조하는 데 있어 정서의 차원이 중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역시 ‘건

전’과 ‘명랑’이라는 가치를 전파하는데 주력했던 문화공보부가 1968

년 출범 당시 공보 활동의 주된 목표로 “국민들에게 어떤 ‘느낌’을 

조장하는 것”을 내세웠을 만큼 문화 통제에 있어 감성의 차원이 중요하

게 여겨졌다는 점72)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박정희 정부가 파월 한국군과 관련하여 내세운 ‘자유의 십자군’이라

는 표상은 사용되는 시기에 따라 의미와 기능을 달리하였는데, 무리한 

해외 파병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했던 파병 초기에 이는 한국 

군대가 소위 ‘도미노 이론’에 입각하여 세계의 자유 진영을 수호하는 

반공 전쟁에 앞장선다는 맥락에서 쓰이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점

은 ‘반공’보다는 ‘앞장선다’는 쪽에 찍혀야 한다. “세계평화에 이

바지할 여러분의 역할은 그 전날 우리 한국에서 유우엔 군이 세운 그 숭

고한 정신의 연장”73)이라며 백마부대에게 당부를 보내는 박정희의 환

송식 연설의 수신자는 이 연설을 현장이나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될 국

민 대중이었다. 이러한 선전은 베트남전쟁을 한국전쟁과 유사한 반공 전

70) 박유희, 앞의 글, 47면.

71) 위의 글, 62~63면.

72) 이하나, ｢1970년대 감성규율과 문화위계 담론 : ‘통속’의 정치학과 권위주의 

체제｣, �역사문제연구� 통권 30호, 역사문제연구소, 2013.

73) ｢백마부대 환송식 훈시(1966.08.27.)｣,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3집 8월편,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www.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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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으로 규정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그 핵심은 박정희 정부가 이끄는 남

한이 미군으로 대표되는 연합군의 도움을 받던 처지를 벗어나 세계의 공

산화를 막는 데 앞장서는 “주권 성년 국가”74)로 거듭났음을 과시하는 

데 있었다.

이는 파병 기간에 만들어진 관련 영화들의 내용을 일별할 때 한층 분

명해진다. ‘도미노 이론’이 상정하였던 세계 적화(赤化)에의 공포가 

영화에 직접 드러나는 것은 1975년 베트남전쟁의 종결을 ‘월남 패망’

으로 프레이밍하고 이를 남한의 안보 위기와 연결함으로써 유신정권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사용한75) 이후의 일이다. 반면 참전 기간

에 생산된 수십 편의 베트남전쟁 관련 영화에서는 반공이라는 키워드와 

결부된 공포나 적개심과 같은 감정을 자극하는 연출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신에 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해외로 진출하여 활약하는 한국군

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다양한 소재로 형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러한 선전은 대외적인 국가 위상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향한 기대감을 베트남전쟁 참전이라는 사건에 투여하는 역할을 하였으

며, 이는 파월군인 당사자들을 비롯하여 당시를 살았던 이들이 현재까지

도 유지하는 베트남전쟁 기억의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76)

지배적인 서사의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이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선전의 차원으로만 이해하기 힘들다. 이

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통하여 특정한 감정을 유도하고 국민을 동원하려

는 작업이 그 자체로 특정한 반응을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 잠시 1960년대의 대중이 즐겨 보았던 영화의 전쟁 재현이 어떤 식이

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 영화에서의 한국전쟁은 한국군

과 연합군이 함께 싸우는 전쟁으로 형상화되어 있고 국군과 미군의 전우

74) ｢방월‧방비 김포공항에 안착 귀국인사(1966.10.26.)｣,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3집 10월편,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www.pa.go.kr). 

75) 윤충로, 앞의 글(2019), 175면.

76) 박정희 정부가 주조한 베트남전쟁 서사와 파월군인 당사자들의 전쟁 인식은 일

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서로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 한국군 파월이 경부고속도로

의 건설로 대표되는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는 인식은 그 중 일치하는 부분에 

해당한다. 파월군인들의 전쟁 기억이 국가의 전쟁 기억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서는 강유인화, ｢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 기억과 참전군인의 기억투쟁｣, �사회와

역사� 97권, 한국사회사학회, 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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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강조되어 있을 정도였지만,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만희, 

1963)과 〈빨간 마후라〉(신상옥, 1964) 등 1960년대의 전쟁영화들에

서는 미군의 존재가 사라지면서 한국전쟁은 ‘국제전’에서 ‘동족상잔

의 전쟁’으로 새롭게 의미화되었다.77) 전쟁과 군인에 대한 관객 대중

의 심상 역시 변화한다. 1960년대의 관객들에게 한국전쟁은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기억이 생생한 전쟁이었지만, 영화 속의 전쟁은 현실의 전

쟁을 할리우드 영화의 관습으로 가공하여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1950

년대 대중문화계를 풍미했던 할리우드 영화의 관습에 익숙한 관객들은 

실제 경험 속의 전쟁보다 훨씬 멋지게 재현된 영화 속 전쟁의 모습을 별

다른 거부감 없이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78) 말하자면 전쟁을 수

행하는 ‘멋진 국군’에 대한 선망의 감정이 파병 시기 선전 공보 영화

의 수용자로 상정되는 관객 대중에게 이미 공유되어 있었던 것이다. 상

업적인 대중영화의 영역에서 전쟁과 군인 일반이, 그것도 대중이 직접 

겪은 전쟁이 멋지게 그려지고 받아들여지는 데에 이와 같은 감성적인 인

지의 바탕이 소용되었다면, 베트남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쟁을 긍정적인 

감성79)과 연결하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들이 소용되었을까?

5‧16 이후 들어선 군사정권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로부터 민주주의와 

자유를 쟁취하고자 했던 4‧19 혁명의 열망을 경제성장을 향한 열망으로 

전유하고자 했다. 국가의 성장과 국민 개인들의 삶의 질적 제고가 연결

되어 있다는 느낌을 조장하려 했던 당시의 공보 전략 속에서 베트남전쟁

을 통해 기대된 ‘월남 특수’의 구체적인 상은 국가 경제의 성장과 국

민의 풍요로운 삶으로 재현되었다. 베트남전쟁을 선전하는 영화들은 참

전 덕분에 본국의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

는가를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이는 명랑하고 여유로운 생활의 모습을 보

77) 이영미, �동백아가씨는 어디로 갔을까 : 대중문화로 보는 박정희 시대�, 인물과

사상사, 2017, 149면.

78) 위의 책, 153면.

79) 박정희 시기 국립영화제작소 제작 문화영화의 대표적인 흥행작인 〈팔도강산〉 

시리즈를 분석한 김한상은 박정희 시대를 기억하는 담론들이 당시 정권의 폭압

성이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의 맹점을 지적하면

서, 여전히 수많은 이들이 그 시기를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

할 필요를 주장한 바 있다. 김한상, 앞의 책, 128~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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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는 내용의 영화 속에 참전 군인들의 에피소드를 병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현 전략은 파병 시기에 만들어진 유람형 문화영화에

서 특히 잘 구현되었다.

〈관광열차〉(김귀섭, 1967)는 파월 장병 가족에게 제공되는 위문 여

행이라는 내용을 통해, 아들 및 남편을 베트남이라는 낯설고 먼 전장에 

보내는 슬픔과 두려움을 즐거움과 기대로 치환한 작품이다. 서울에 사는 

노부부가 전국을 유람하면서 각 지역의 관광 명소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구성의 이 영화는, 제작 신고 당시 등록된 제목인 “관광열차” 앞에 더 

큰 글씨로 “팔도유람”을 집

어넣어 포스터([그림 1])에 기

재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팔도강산〉(1967)([그림 2])

의 구성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팔도강산〉은 

총선을 앞두고 개봉하여 선거

법 위반 소동이 있었을 만큼 

박정희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

는 정치적 목적성이 짙은 영화

로, 박정희 정부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잘살게 되었는지를 보

여주는 작품이었다. 이는 극장용 속편 영화는 물론 텔레비전 시리즈로 

그 포맷을 옮겨가면서까지 10여 년에 걸쳐 대중의 인기를 끈 시리즈로 

연장되었다. 중요한 것은 그 선전의 내용 자체보다는 전국 유람이라는 

눈요기의 충족과 당대 인기 스타들이 출연하여 뮤지컬 영화를 방불케 했

던 오락영화로서의 양식이다. 이는 국가 발전을 위해 근면 성실해야 한

다는 내용을 지닌 여타 영화들의 계몽성에 비해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다. 근대화와 군사화는 억지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일이

라는 것이다.80)

80) 〈관광열차〉는 〈팔도강산〉에 비하면 관광 홍보 영화로서의 성격은 다소 옅

으며 오락성은 한층 더 짙다. 이 영화는 현재 시나리오만 남아 있을 뿐 본편 영

상이 전해지지 않지만, 해당 작품을 본떠 속편으로 제작된 문화영화들의 클립은 

[그림1] 

〈관광열차〉포스터

(KMDb 제공)

[그림2] 

〈팔도강산〉포스터

(KMD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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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도 시리즈가 지방 관광의 형식을 띤 것은 당대 지방의 흥행자본/흥

행장이 영화 생산에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강진석의 연구를 참조하자면

“팔도” 시리즈의 형식은 지방 흥행장의 어트랙션 쇼와 ‘악극 영화’

의 후신으로 파악할 수 있다. 〈팔도강산〉은 기본적으로 박정희의 치적

을 홍보하는 정치적인 선전물이지만, 그러한 영화들이 관객과 접속하여 

만들어내는 여흥의 정동에도 주목해볼 만하다. 당대의 인기 배우들이 각 

관광지마다 나와서 자신의 이미지에 알맞은 전형적인 콩트 연기를 보여

주고 들어가거나 서사의 전개와 관계없이 갑자기 나타난 가수들이 자신

의 히트곡을 부르고 들어가는 것 역시 기존에 있는 대중문화의 코드들을 

끌어들여 별다른 설명이나 개연성 없이도 관객의 즐거움을 끌어내는 장

치로 기능했던 것이다.81)

파월 장병이 등장하는 최초의 장편 문화영화인〈관광열차〉가 이처럼 

흥겨운 오락의 맥락 속에서 아들/남편의 파병이라는 사건을 다루었다는 

점은, 영화를 통한 파월 선전의 전략을 이데올로기 주입만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팔도” 시리즈의 오랜 흥행이 보여주듯 전국 열

차 일주는 당시 대중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서사적인 

재미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관광엽서 모음 같은 형식의 영화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이다. 〈관광열차〉의 경우 주인공 노부부에게 그 기회

가 주어지는 계기는 바로 아들/남편의 파월이다. 이는 아들/남편의 파월

이 남아 있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것과 정부가 파월 가족들에 

대한 보상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전략이었는데, 실제 

이 시기 파병 시기 가족 위문 문화행사를 촬영한 실황 문화영화가 다수 

제작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이해의 근거를 강화한다.

〈관광열차〉의 플롯은 서사의 전개보다는 공간 경로의 이동을 따른

다. 〈팔도강산〉의 경우 오락적인 영화이면서도 국책 홍보의 성격을 강

현재 유튜브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추억의 뮤직비디오 모음’으로 유통되

고 있다. 관련 영화 중 〈노래실은 관광여행〉(1973)은 본편 전체를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ECMpBvxJIYI 최종검색

일 : 2020.07.10.) 이러한 영화들은 텔레비전 보급률이 높지 않았던 시기에 인

기 가수들이 출연하여 관광 명소들을 배경으로 오락을 제공하는 콘텐츠였다.

81) 강진석, ｢박정희 정권기 지방흥행과 시리즈물 연구 : “팔도” 시리즈를 중심으

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상이론과 예술전문사 학위논문,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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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띠었기 때문에 근래에 눈부시게 발전한 각지의 모습을 관광 도중에 

보여주는 데 공을 들였고, 공업‧산업 관련 시설 견학 장면 역시 자주 등

장한다. 그런데 가령 〈팔도강산〉에서 김희갑‧황정순 부부가 이도령‧성

춘향 놀이를 하는 남원 관광 장면과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선전의 의미

망에 포섭되지 않는 잉여를 형성한다. 〈관광열차〉는 작품 전체가 〈팔

도강산〉의 남원 관광 장면 같은 경향을 띠고 있는데, 관광호텔의 모습

을 보여주는 부분 등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덕분에 관광 산업도 이만큼 

선진화되었다는 의미망을 형성하기도 한다. 이처럼〈관광열차〉를 〈팔

도강산〉과 견주어 분석할 때 베트남전쟁 파병의 선전으로서 중요한 부

분은 경로 이동을 통해 구성된 각 영화의 플롯이 지닌 높은 유사성이다.

지역 관광 장소 노래 출연진

서울 서울역, 한강철교 ‘한강수 타령’

천안

천안삼거리, 

온양온천호텔, 

대천해수욕장

‘달 뜨는 온천 마을’,

‘청춘은 꿈나라’ 등
엄토미 악단

대전 대전역 신성일, 엄앵란

부여 낙화암 고전음악, ‘삼천궁녀’ 박노식, 이미자

논산

논산평야, 

논산훈련소 

(파월장병 특수훈련)

‘농부가 좋아’, ‘맹호의 

노래’
봉봉 사중창단

이리 이리역 ‘비 내리는 호남선’ 황정순

남원 남원 장터 김승호

광주
경로당, 동방극장, 

광주역

‘육자배기 노래’, ‘이정

표’

구봉서, 후라이보

이, 남일해

목포 유달산, 진도

‘목포는 항구다’, ‘목포

의 눈물’, ‘강강수월래’, 

‘진도아리랑’, ‘쾌지나 

칭칭 나네’

최무룡, 김지미, 

김상국

제주 제주 목장, 해수욕장
‘아리조나 카우보이’, 

‘뻐꾸기’

삼천포 삼천포 해수욕장 ‘삼천포 아가씨’ 은방울자매

진주 남강 촉석루, 남해안 ‘내 고향 진주’ 김희갑

진해 해군기지 ‘해군가’
블루벨스 사중창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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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열차〉의 서영춘‧도금봉 부부는 〈팔도강산〉의 김희갑‧황정순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출발하여 전국을 일주한 후 다시 서울로 돌

아온다. 이는 남한의 북단에서 출발하여 남단인 제주를 거쳐 다시 북단

으로 돌아오는 경로인데, 서울로 돌아오기 직전의 마지막 행선지는 분단

의 현실을 보여주는 휴전선 및 군사 공간이다. 이는 영화가 진행되는 동

안 보여 준 국토를 지키기 위해 군사 안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구성이다. 〈관광열차〉의 첫 장면은 군 복무 중인 아들 철수가 제

대를 하지 않고 베트남전쟁 파병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 보

는 서영춘‧도금봉 부부와 그 며느리의 반응으로 시작한다. 철수가 느닷없

이 만리타향의 전장에 간다는 이야기에 어머니와 아내는 슬픔과 두려움

을 표하는데, 이때 바로 파월 장병 가족을 위한 위문 관광이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슬픔과 두려움은 곧장 설렘과 즐거움으로 치환된다. 

노부부는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파월 간 아들 덕분에 관광을 다 한

다’는 이야기를 군데군데에서 반복하고, 이 전국 유람의 마무리로 분단

된 조국의 비극을 보여준다. 특히 [표 1]의 판문점 시퀀스에서 진행되는 

콩트는 한국전쟁 중의 전투, 남한 측 군인의 형이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

는 귀순의 두 가지 장면으로 상당히 길게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 내용

이 마무리된 후 영화는 마지막 시퀀스에 환송식의 화려한 행진 장면을 

배치한다.82) 아들의 파월 덕분에 부모가 전국을 유람한다는 서사가 전

부산
영도다리, 텍사스가, 

관광호텔, 낙동강

‘끊어진 영도다리’, ‘황

야의 무법자’, ‘맹꽁이타

령’, ‘쌘프란시스코’, 

‘낙동강 700리’

장혁, 조석근, 

추석양, 구봉서, 

트위스트김,백설

희, 김희갑, 송해

대구 대구역, 팔공산

경주
석굴암, 불국사, 영

지, 무영탑
승무 배경음악 김진규, 조미령

울릉도 울릉도 ‘울릉도 트위스트’ 이 시스터즈

강원도

동해안 신작로, 

화진포해수욕장, 판

문점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송해, 김희갑

서울 백마부대 환송식

[표 1] 〈관광열차〉경로 이동 순서와 내용



- 42 -

개된 후 마치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의 파월 환송 신이 이어 붙는 것이

다. 이 환송식에서 아들 철수를 보내고 귀가한 노부부를 기다리는 것은 

방금 막 해산한 며느리가 안겨 주는 손자이다. 대문에 금줄을 내어 걸며 

기뻐하는 마지막 신은 즐거움과 환호 속에서 미래를 기대하는 분위기로 

연출되어 있으며, 베트남으로 군 복무를 하러 가는 아들에 대한 감정도 

걱정에서 자랑스러움으로 전환된다.

〈관광열차〉의 파월 한국군 병사가 이제 막 베트남으로 떠나는 길이

었다면, 〈팔도강산〉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속 팔도강산〉(양종

해, 1968)은 전쟁의 현장인 베트남에 이미 장교로 파병되어 있는 아들

의 모습을 보여준다. 〈팔도강산〉이나 〈관광열차〉와 같은 국내 유람 

영화의 ‘팔도강산’은 원래 존재하던 심상을 영화가 반영하여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화의 재현을 통해 그 구체적인 형상이 구성된 것

이다.“〈팔도강산〉 시리즈의 10년은 정치와 경제 영역에서의 프로파

간다 역할뿐 아니라 (국민) 대중이 지각(력)과 세계상을 구성하는 데 있

어 거울 이미지 역할까지 담당한 것”83)이다. 〈속 팔도강산〉은 이러

한 인지적 사상(寫像)의 범위를 국내 공간을 넘어서서 세계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영화다.

〈속 팔도강산〉의 ‘세계’는 반공 블록에 속하는 ‘반쪽짜리 세계’

이며, 그 내부에서도 소위 국력에 따른 국가 간 서열이 형성되어 있어 

냉전과 발전의 정치적 심상지리를 재현한다.84) 〈속 팔도강산〉은 그처

럼 구성된 ‘해외’를 돌아보는 시각적 매혹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떤 

국민이 되어서 어떤 국가를 일구어야 하는가를 계몽하고 있다. 〈속 팔

도강산〉은 무려 9개 국가를 순방하며 해외 로케이션을 진행한, 당시로

서는 상당한 제작비가 투여된 작품으로‘팔도강산’ 시리즈 중에서도 유

82) 현재 본편 영상을 확인해볼 수는 없으나, 파병 기간에 제작된 여타의 문화영화 

및 극영화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관광열차〉 역시 실제 파월 국군 부대 환송식

을 기록한 뉴스영화 릴을 삽입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83) 김한상, 앞의 책, 97면.

84) 조관연, ｢‘조국 근대화’ 담론과 타문화 인식 : 국책영화 〈속 팔도강산 - 세

계를 간다〉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제3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

구소, 2011.; 한영현, ｢냉전과 근대화의 스펙터클한 유람 그리고 지워진 폭력의 

민낯 : 영화 〈팔도강산〉 시리즈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제33호, 한양대

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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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을 영화적으로 전시하는 기능이 극대화되어 있다.85) 가령 시리즈의 

전작인 〈팔도강산〉의 여정을 거의 그대로 따 온 〈관광열차〉가 극화

된 뮤직비디오 모음집으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했다면, 〈속 팔도강산〉

은 전작 〈팔도강산〉의 흥행을 이끈 요소 중 하나인 뮤지컬적인 연출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 대신에 〈속 팔도강산〉에서 강조되는 음악

적 요소는 주제곡 ‘세계를 간다’에 집약되어 있다. 오프닝과 엔딩을 

비롯하여 극 중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재생되는 이 노래는 그 자체로 영

화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데, “어디를 가나 반겨주는 핏줄이 있다”라

는 가사의 노래와 함께 진행되는 여정은 국민국가의 좁은 경계를 넘어서

는 영토의 상상적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확장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속 팔도강산〉은 전작에 비해 극적인 요소를 크게 강화하는데, 그 대

미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주월 한국군 부대에서의 에피소드이다.

〈속 팔도강산〉에서 김희갑이 세계 각지를 돌며 만나는 인물들은 크

게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가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교민들이라

면 다른 하나는 현지의 외국인들이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외국인 인물

들은 김희갑이 찾아간 현지의 민속적인 여흥 및 여가 문화를 보여주거나 

한국의 발전상에 감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전자가 하와이, 남미 등 

‘이국적’인 곳에서의 일이라면 후자는 미국 등 ‘선진국’의 백인들에

게 할당되어 심상지리의 위계화를 구성한다. 〈속 팔도강산〉은 이와 함

께 한국 교민들과 사위들의 드라마를 병치한다. 김희갑이 세계를 돌아다

니며 수행하는 역할은 해외의 풍광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해외에서 ‘나쁜 물’이 든 한국인들의 행태를 단속하는 한편으로, 실패

85) 같은 시기에 제작된 유람형 문화영화 〈지상 최고의 여정(세계로 뻗는 한국)〉

(배석인, 1968) 역시 세계 각지의 관광 명소와 풍속 등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다

는 점에서 견주어볼 만하다. 이 영화는 실제 로케이션 촬영으로 제작된 것이 아

니라 구봉서와 후라이보이를 비롯한 여러 한국 연예인들이 등장하여 콩트, 노래

와 춤 등을 선보이는 장면들은 세트장에서 촬영하고, 해외 장면은 각 해당 국가

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기록 필름에다 한국인 출연진이 내레이션 음성을 입

혀 해설을 가하는 식으로 연출하여 편집한 형태이지만,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일

주조차 특별한 일이었던 당시 관객들에게 국내의 극장에서 세계를 간접적으로 

유람하는 통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은 〈속 팔도강산 - 세계를 간다〉와 유사하

다. 양자 간의 차이가 있다면 〈지상 최고의 여정(세계로 뻗는 한국)〉이 오락과 

교육의 기능을 겸비한 기록영화에 가까웠던 반면에 〈속 팔도강산 - 세계를 간

다〉는 극영화로서의 성격이 한층 강화된 문화영화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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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겪은 이들을 위로하며 한국의 얼을 세계에 심도록 북돋우는 것이다. 

김희갑은 또한 9개국을 순회하는 한국 대표 배우로서 촬영 중 조선일보

에 편지글 형식으로 유람기를 연재86)하면서, 영화의 바깥에서도 그와 

같은 역할을 확장하여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는 해외의 풍광을 보여주고 

그 속에서 교민의 활약을 재현함으로써 세계 유람에의 매혹과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자부심을 함께 자아내며 관객 및 독자 대중의 심상지리를 작

품의 안팎에서 동시에 구성해가는 작업이었는데, 이 ‘세계’란 앞서 지

적되었던 바와 같이 ‘자유세계’에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냉전 질

서의 재현은 세계 각국의 문화와 발전상 및 그 속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한국인의 위상을 만국박람회처럼 보여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과

정에서 경제발전에 대한 선망은 물론 총화된 국민들의 군사화된 전체주

의에 대한 찬양이 녹아든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행선지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스

라엘은 박정희 시기 군사화와 관련하여 본받을 만한 전범으로 여겨져 왔

는데,87) 〈속 팔도강산〉에서 이는 한국과 유사한 “발전 도상의 국

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재현된다. 사막을 옥토로 개간하고, 영토

를 둘러싼 외침(外侵)의 위험에 대해 전 국민의 총화된 군사화로 대비하

는 것 등은 그대로 박정희 정권의 통치 구호였던 “싸우면서 건설하자”

의 좋은 사례였던 것이다.

잠시 영화의 플롯 구성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장면의 배치가 지닌 의미

를 확대하여 들여다보자. 김희갑의 행선지는 9개국 10개 도시인데, 그 

중 이스라엘은 8번째 행선지이며, 이후 우간다를 거쳐 베트남을 향한다. 

마지막 행선지가 베트남전쟁의 현장이라는 점은 〈관광열차〉나 〈팔도

강산〉의 마지막 행선지가 휴전선이라는 점과 겹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전 장면인 이스라엘에서부터 이 마지막 스테이지가 이미 시작되었

86) 김희갑, ｢세계일주 합죽이 만유통신｣ (1)~(7), �조선일보�, 1968.05.26.; 

1968. 06.09.; 1968.06.18.; 1968.06.20.; 1968.06.23.; 1968.07.04.; 

1968.07.16.

87) 문화영화의 경우 〈속 팔도강산〉 개봉 다음 해에 제작된 국립영화제작소의 문

화영화 〈오늘의 한국〉(1969), 파병 기간 중이자 유신 직후였던 1972년에 제

작된 문화영화 〈외국의 새마을(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여군(여자민병대)〉 

등이 이 계열에 속하는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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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군사적인 국방력의 중요성을 실제 군사경계지

역 군인들의 모습을 통해 시각화한 것이 이스라엘 장면에서부터이기 때

문이다. 이스라엘과 베트남 에피소드의 사이에 끼어 있는 우간다 에피소

드가 한인들의 의료 구호 활동을 다룬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영화

에서 후진국으로 재현되는 우간다에 한국의 선진 의료 기관이 진출하여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어지는 베트남 장면이 1966~1967

년에 먼저 제작된 여러 편의 베트남 현지 로케이션 극영화들에서와 달리 

전투 장면은 담고 있지 않은 대신에 주월한국군의 대민사업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과 연계된다.

수일 아버지!

희갑 나가. 어서 나가! 나가란 말이야 이놈!

수일 아니 아버님?

희갑 뭐? 듣기 싫어. 난 너 같은 자식은 둔 일이 없어 이 고얀

놈 같으니라구. 나가!

수일 아니,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희갑 어 웃어. 하기야 너 같은 놈 배짱 같으면 웃을 만도 하지. 

이놈, 네 방에 드나드는 여편네 보았다. 이놈, 네 할 일이 

없어서 싸움터에 나와서 계집질이냐? 응? 고얀 놈 같으니

라고.

수일 아버님 그건 오햅니다.

희갑 뭐, 오해?

수일 그 여자는 우리가 평정한 마을의 부인입니다.

희갑 뭐? 듣기 싫다 이놈! 마을 부인? 멀쩡한 놈 같으니라고. 

그래서 주먹 같은 아이가 널 보고 애비라고 부른다더냐? 

나가! 이 천하의 괘씸한.

수일 아버님, 그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군대의 대민사업의 성과가 아닙니

까? 아버님, 저희들은 월남에 놀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

까? 저는 용감하게 싸우는 게 아버님께 효도하는 길이라

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님 노여움 푸십시오.88)

88) 〈속 팔도강산〉의 시나리오 인용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심의대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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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속 팔도강산〉은 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참전이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위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민사업이라

는 ‘부드러운’ 군사활동임을 보여주고 있다. 〈관광열차〉와 같은 작

품이 유람의 즐거움과 베트남 파병을 연결하면서 ‘전국 팔도’의 지리

적 감각을 구성하고 있었다면, 〈속 팔도강산〉은 세계 무대, 즉 냉전 

체제 하의 ‘자유세계’를 누비는 한민족에 대한 재현 속에서 부드러운 

아버지로서의 파월 한국군 장교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아버지 되기는 

자연스레 가부장적인 젠더 표상을 구성하기도 한다. 〈관광열차〉가 고

국에 남아서 남편/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족과 베트남으로 떠나는 남성 간

의 관계를 재현한다면, 〈속 팔도강산〉은 거의 모든 장면에서 가족주의

적인 감상성이 짙은 드라마를 펼치며 세계에 대한 상상된 지도를 구성함

으로써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지배적인 허구를 구축한다.

유람형 문화영화의 참전 프로파간다 전략이 지향했던 명랑하고 미래지

향적인 감수성은〈노래하는 박람회〉(박찬, 1969)에서 다시 한번 발견

된다. 〈노래하는 박람회〉는 1968년 9월 9일부터 42일간 구로동 수출

공업단지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 주관으로 개최된 제1회 한국무역박람회

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된 장편 문화영화이다. 이 작품은 국내의 수출 상

품들이 전시된 모습을 담아내는 한편 미국, 독일, 스웨덴, 스위스, 프랑

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대만, 태국 등 10개 참가국의 전시관을 

스케치하며 〈속 팔도강산〉에서 김희갑의 여정과 유사한 세계 유람의 

효과, 즉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에 대한 선전을 노린다.

스튜디오 무대에서 연주하는 가수, 밴드, 중창단, 무용단의 실연 장면

이 삽입된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박람회장의 공간을 한 번도 벗어나지 않

는 이 영화가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심상을 구성하는 방식은 〈관광열

차〉나 〈속 팔도강산〉의 전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노래

하는 박람회〉는 단순히 박람회의 현장을 보도하는 기록영화의 양식이 

아닌 극영화에 준하는 여러 편의 콩트가 분산‧나열된 양식을 취하고 있

따랐으며, KTV 국민방송(www.ktv.go.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본편 

영상과 대조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용자가 본편 영상에 맞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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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관객 대중에게 익숙한 유명 코미디언 및 배우들을 관람객 역할로 

캐스팅하여 각 인물에게 에피소드를 부여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산발적으

로 진행하면서 영화의 전체 얼개를 엮어 나간다. 

이 중 영화의 초반부터 후반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여러 장소에서 등

장하는 관람객 무리 중 하나가 바로 파월 복무를 갓 마치고 돌아온 군복 

차림의 제대 군인 청년들이다. 이들에게 부여된 에피소드는 박람회장에

서 우연히 마주친 동년배의 여성 관람객 인물들과 함께 전시관들을 돌면

서 장난을 치는 와중에 이성애적 호감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노

래하는 박람회〉는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자체를 구체적으로 재현하

거나 상세히 언급하지 않지만, 작품 속의 공간을 끊임없이 누비는 파월 

제대 군인들에게 명랑하고 쾌활한 젊은이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이들을 

산업박람회이자 만국박람회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 현장에 위치시켜 놓음

으로써 모종의 ‘느낌’을 조장한다. 박람회의 현장을 묘사하기 위해 모

자이크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로 파월 참전 군인들의 여가활동을 보여주

고, 패션쇼나 가요제와 같은 세련된 부대행사들 사이에 파월 장병 가족 

위문 공연 장면을 삽입하는 등, 〈노래하는 박람회〉는 “내일을 위한 

번영의 광장”이라는 모토 아래에 베트남전쟁 참전과 관련한 단편적인 

표상들을 자연스럽게 병치해 낸다.

〈관광열차〉와 〈속 팔도강산〉, 〈노래하는 박람회〉가 전국 혹은 

세계를 일주하는 유람형 플롯 및 그에 준하는 플롯을 취하면서 연예계의 

스타들을 기용하여 즐거운 감상을 자아낸 것은, 남한의 경제적 발전과 

국가적 위상의 격상을 베트남전쟁 참전과 연계하는 한편으로 파병에 대

한 관객 대중의 긍정적인 심상을 구성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이 종결되는 것은 1973년이지만, 이와 같은 유형의 영

화가 1968년의 한국무역박람회장을 기록한 〈노래하는 박람회〉 이후로

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과, 〈노래하는 박람회〉가 그중에서도 

베트남전쟁에 대한 묘사가 막연한 편이라는 점을 여기에서 짚어갈 만하

다. 이는 오락적인 양식의 영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느

낌’을 조장하는 참전 프로파간다의 유효기간이 이 시기를 즈음하여 마

무리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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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영웅적 군인의 훈련 공간과 국민 총화의 성역할

파병 시기 베트남전쟁 극영화의 첫 작품으로 무엇을 꼽을 것인가는 각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전술했다시피 베트남전쟁의 영화

적 재현은 비극영화 혹은 기록영화로 간주된 짧은 분량의 문화영화 및 

뉴스영화를 통해 먼저 이루어졌고, 1966년부터 극장에서 개봉한 장편 

문화영화들 역시 이러한 영화들을 편집하여 국립영화제작소 및 국군영화

제작소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이었다.89) 한편 극영화의 경우 

〈맹호작전〉(김묵‧설봉‧박호태, 1966)를 첫 작품으로 여기는 사례90)가 

있는가 하면, 같은 해에 만들어진 〈소령 강재구〉(고영남, 1966)를 파

병 시기 극영화들에 대한 연구에서 첫머리에 놓는 경우도 있다.91) 본 

논문 역시 〈소령 강재구〉를 첫 작품으로 놓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다. 제작 및 개봉 시기에 있어 〈소령 강재구〉가 〈맹호작전〉에 약간 

앞서기도 하거니와,92) 기록영상을 삽입하거나 극화된 장면을 연출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베트남전쟁의 현장을 실감나게 연출하지는 않지만, 전

쟁을 준비하고 베트남을 향해 나아갈 군인들의 상을 국내의 군사적 공간

을 배경으로 영화적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 〈사나이 유디티〉(남태권, 

1969)에 앞서 제작된 작품이자, 이후 참전 시기의 극영화들에 이어지는 

영웅적인 참전 군인상의 원형을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소령 강재구〉의 오프닝 시퀀스에서는 예복을 갖춘 육군사관학교 생

도들의 행진 장면이 3분 30초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내용 전개와 무

89) 박선영, 앞의 글(2015) 참조.

90) 대표적인 경우로 강성률, 앞의 글(2008). 이 연구가 한국 ‘베트남전쟁’ 영화

를 통시적으로 조망한 첫 사례이기에, 이후의 연구들은 해당 연구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91) 백태현, 앞의 글(2019), 32~43면 참조. 해당 논문이 〈소령 강재구〉를 파병 

시기 영화의 첫머리에 놓은 이유는, 이 영화가 군인의 남성성을 매혹적으로 심미

화하고 대중영웅으로서의 남성 군인을 내세워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을 본격

적으로 정당화한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소령 강재구〉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는 현재로서는 해당 논문이 유일하다.

92) 〈소령 강재구〉는 1965년 11월에 제작이 결정되고 1966년 5월 2일에 개봉

하였으며, 〈맹호작전〉은 1966년 10월 27일에 개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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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게 군인들의 군사 활동 수행을 3분에서 5분 가량의 긴 시간에 걸쳐 

영화의 맨 앞에 보여주는 연출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베트남전

쟁 극영화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군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관습으로 자리 

잡았다93). 그와 같은 관습의 맥락 속에서 〈소령 강재구〉의 오프닝 시

퀀스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여타의 영화들과 달리 전투의 현

장을 진군하고 있는 강인한 육체를 전시하거나 첨단 무기의 화력을 뽐내

는 모습이 한 쇼트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후 영화에서 전개될 헤

게모니적 남성성 구성과 군사활동 수행의 관련성을 감각적으로 설득한다

는 점이 그러하다. 비릴리오는 나치 및 이탈리아 파시즘 시기의 전체주

의적인 선전에서 올림픽에 나서는 운동선수의 육체를 육군유년학교 생도

들의 신체와 동일시하는 전략에 대해 논한 바 있다. 그에게 있어 “시간

과 공간에서의 초읽기라는 운동 경기의 원리는 질서정연하게 행군을 시

작했다가 점점 신체를 가속해 마지막 폭발로 나아가는 군사적 돌격의 

‘절대적 위대함’을 추구하는 질주의 극화(劇化)”94)로 이해된다. 행

진하는 군인의 모습과 그들의 집단적인 운동이 자아내는 심상은 적진을 

향한 돌격을 예비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시퀀스가 군악대의 ‘아리랑’ 연주를 시작으로 제복을 입

은 육군사관생도들의 도열 및 행진 장면을 여러 개의 연이은 신에서 담

아낸 연출의 미학적 효과와 관련된다. 백태현의 선행 연구에서 상세히 

지적되었듯, 이 시퀀스를 비롯하여 기상 시의 자세까지 감독하는 군인의 

규율을 다룬 장면95), ‘직각 식사’와 관련된 희극적인 에피소드를 다

93) 이는 파병 시기의 여러 극영화뿐 아니라 휴머니즘적인 반전 의식을 바탕으로 

베트남전쟁을 비판한 영화인 〈푸른 옷소매〉(김유민, 1991)에서도 유사하게 나

타난다(여기에서는 밀림을 진군하는 군인들의 고생스럽고 지친 모습을 담아내는 

데 주력한다). 즉, 이러한 유형의 첫 시퀀스 연출은 해당 영화들이 각기 주목하

는 군인의 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효율적인 관습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다.

94) Paul Virilio, 앞의 책(2004), 221~222면.

95) 이 장면은 육군사관생도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오프닝 시퀀스에서 유일하게 

극적인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부분이다. 이 신은 마치 기록영화나 홍보용 영상처

럼 군인들의 제식 장면을 보여주는 3분 30초 가량의 시퀀스에서 거의 정확히 중

간 부분에 삽입된 짧은 신으로, 주요 인물의 미디엄 쇼트와 클로즈업 쇼트를 통

해 인물의 구체적인 인상을 제시하는 첫 순간을 이룬다. 기상 나팔이 울리자 허

겁지겁 일어나 2층 침대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1학년 생도를 꾸짖으며 군인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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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 장면, 뻣뻣한 자세로 여동생에게 경탄 섞인 놀림을 받는 강재구(신성

일 분)의 모습을 담은 장면 등에 나타난 ‘직선과 직각’의 조형성은 파

시즘의 수사학을 구현하며 집단성을 스펙터클화하고 군인 남성의 신체를 

심미화한다.96) 이 시퀀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쇼트가 롱 쇼트로 구성

된 것 또한 일치단결하여 집단을 이룬 군인들의 모습과 그 질서정연한 

움직임을 한눈에 담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소령 강재구〉의 이러한 연출이 군사주의적 남성성의 재현으

로 이해되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당연한 일은 아니며, 작품 외부의 역사

적 컨텍스트와 작품 텍스트 내부의 서사적 구성을 통해 가능한 결과라는 

점을 잠시 짚어갈 필요가 있다. 서구 남성성의 전형이 형성된 역사와 그 

정치적 결과를 연구한 조지 L.모스에 따르면, 군국주의와 남성성의 결합

은 언제나 있어왔던 것인 한편 근대적 징병 제도의 발생 및 체계적인 군

사 훈련과 더불어 본격화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모스는 이러한 제도

와 훈련이 지향한 바 강인하고 절제할 줄 아는 미덕을 지닌 이상적인 남

성성의 구성이 군국주의와 필연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지적한다.97) 그러한 연계에는 근대적 민족주의의 발흥이나 현대적 총력

전의 경험, 파시즘의 전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계기가 필요했다. 한국에

서도 근대화와 군사화된 남성성의 구성은 역사적으로 연계되어 왔는데, 

개화기부터 박정희 정권기까지 시대적 조건에 따라 그 구체적인 양상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공유되었던 사항은 조직과 집단 내에서

의 훈육을 통한 강인한 신체의 단련과 절제된 규율의 내면화였다. 뒤집

어 보자면, 이 같은 군사적 단련과 규율의 훈육을 이상적인 남성성의 구

성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의 선재(先在)는 〈소령 강재구〉의 프로

파간다 효과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었던 것이다.

〈소령 강재구〉는 실존 인물인 강재구 소령의 일대기를 극화한 작품

이다. 그러나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을 처음 다룬 극영화로서 이 작

떤 순간에도 절도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얼차려를 주는 4학년 생도 강재구의 모

습이 그것이다.

96) 백태현, 앞의 글(2019), 36~37면.

97) George L. Mosse, 이광조 역, �남자의 이미지 : 현대 남성성의 창조�, 문예출

판사, 2004, 187~1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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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 육군사관학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 반영의 정

도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강재구 소령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파월 장교로 자원하여 맹호부대의 중대장이 되었는데, 파병 전 홍천에서 

교육을 하던 중 한 부하가 잘못 던진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덮어 목숨

을 희생하고 많은 이들을 살려내어 큰 화제가 되었다. 군 당국은 당시 

대위였던 그의 계급을 즉시 소령으로 명예진급시키고 기념비 및 기념관 

건립 등 각종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또한 사건 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보부를 통해 민간 영화사인 합동영화주식회사에 그의 일

대기를 그린 영화의 제작을 의뢰했으며,98) 육군사관학교와 재구기념사

업위, 강재구 소령 동기생 일동의 협찬과 국방부, 공보부, 문교부의 후원

을 통해 작품을 완성했다.99) 이는 박정희 군사정부가 그의 죽음에 대한 

의미화 작업을 발 빠르게 선점하여 당대의 이상적인 군인 상으로 강재구 

소령의 이미지를 주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강재구의 생애사적 결절점들을 기준으로 하여 〈소령 강재구〉의 내용

을 영화에서 제시된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사관생도 생활 및 영순(고은

아 분)과의 연애→임관 및 결혼 후 일선 부대에서의 활동→파월 지원 직

후의 짧은 활동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영화의 분량은 두 번째 부분인 

‘임관 및 결혼 후 일선 부대에서의 활동’에 대한 것이 절반 이상을 차

지하며,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군사활동의 장면화는 후반의 15분 가량에 

집중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소령 강재구〉는 장교로서의 공적인 이

력과 장남이자 남편으로서의 사적인 가정생활을 교직하면서 강재구의 생

애를 재현하고, 이를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구성 과정으로 수렴하면서 베

트남전쟁을 둘러싼 지배적인 허구의 바탕을 만들어낸다. 이 영화에서 육

군사관학교라는 공간이 중요하게 제시되는 것은 실존 인물인 강재구의 

생애를 극화하는 작업에 있어 그가 지닌 군사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뒷받

침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강재구는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단 한 순간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사관생도 시기에 고향 인천의 가족을 방문하거나 영순과 데이트

98) ｢강소령생애 영화화 ｢합동｣서 제작 준비｣, �경향신문�, 1965.11.3.

99) ｢담담하게 감동 되새겨 �소령 강재구�｣, �경향신문�, 196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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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장면들에서도 군인다운 자세를 잃지 않는다. 이때 눈여겨볼 것

은, 이 영화가 강재구의 생애를 사관학교 시절부터 그리고 있으나 배우

는 위치의 생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

는 첫 등장에서부터 임관을 받고 있고, 생도 시절을 보여주는 짧은 플래

시백 역시 고학년으로서 1학년 생도를 엄격하게 훈육하는 류의 에피소

드를 통해 그의 성격을 제시한다. 영화가 재현하는 그의 생애사에서 절

반 이상을 차지하는 일선 부대에서의 활동과 가정생활 역시 탈선하는 부

하를 인내심 있게 계도하는 모습, 멸사봉공의 자세로 군 생활에 임하면

서도 아내와 아들, 동생들을 향한 자애를 표현할 줄 아는 가장의 모습으

로 채워져 있다.

〈소령 강재구〉가 장편 극영화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베트남전쟁 파

병을 다룬 작품임을 생각할 때, 이는 파병 시기 베트남전쟁 영화들이 공

유하는 특징 중 하나인 군인 인물의 지도자적 성격을 구성한다. 파병 시

기의 계몽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파월 한국군은 대개 위관급의 

장교 혹은 부사관 계통의 지휘관100)이며, 교육생들의 군사 훈련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는 영화인 〈사나이 유디티〉(1969)의 인물들 역시 일

반적인 사병이 아니라 하사 임관 후 해병특수전전단 수중파괴대(UDT)

에 지원한 직업군인들이다. 징병된 일반 사병의 전투 수행을 집중적으로 

재현한 베트남전쟁 극영화는 파월을 비판적으로 돌아보는 민주화 이후의 

작품인 〈푸른 옷소매〉(김유민, 1991)가 실질적인 첫 사례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주요 인물의 군대 내 계급이 이분화되는 양상은 각 유

형의 영화들이 제작된 목적과 작품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의 간극에 따른 

100) 파월 군인이 나오는 영화에서 주인공의 계급이 영관급인 영화는 실존 인물을 

그린 〈소령 강재구〉와 〈얼룩무늬의 사나이〉뿐인데, 이는 모두 생전에는 대위

였다가 사후(死後)에 소령으로 명예진급한 경우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대위로 등

장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영관급 장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았던 것은 

이 영화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이상적인 남성성에 젊음이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연령상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거나, 전면전보다는 국지전이 주를 이루었던 

베트남전쟁의 현장을 재현하는 장면에서 소규모의 대원들을 이끌고 전투를 직접 

지휘하는 데 현실적으로 적당해 보이는 계급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가

령 〈여자베트콩 18호〉의 ‘김 중사’는 심의 과정에서 ‘김 하사’로 수정이 

요구되었는데, 이는 각 영화의 심의 담당자가 판단하기에 따른 것으로서 일반화

된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다. 〈여자베트콩 18호〉에서 주인공

의 계급 문제에 대한 해석은 본 논문의 3장 1절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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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렇다면 〈소령 강재구〉와 같은 베트남전쟁 영화가 육군사관학교나 

UDT 등 특수한 공간을 공들여 재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군인을 

길러내는 요람이자 초남성적 공간으로서의 군대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것인데, 〈소령 강재구〉에서 육군사관학교는 강재구에게 이상적 

남성성으로서의 군인정신을 함양시켜주는 곳이고, 임관 후 그가 복무하

는 일선 부대는 그러한 군인정신 가운데서도 특히 지도자로서의 기량을 

발휘하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공간들을 거치며 군사 활동을 수행

함으로써 강재구는 베트남 현지에서 맹호부대를 이끌어갈 지휘관으로 양

성되어가는 것이다.

〈소령 강재구〉에서 강재구가 지닌 지도자로서의 자질은 임관 후 일

선 부대에서 만난 부하인 향식과의 관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극화된다. 

명동 뒷골목의 폭력배로 전전하다 징병된 향식은 복무 태도가 몹시 불량

하고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병사로 낙인찍힌 인물인데, 이 낙인은 

그의 반항심을 가중하는 악순환을 빚는다. 상관들이 모두 향식을 구박하

는 가운데 새로 부임한 지휘관인 강재구는 향식을 인내와 애정으로 계도

하여 모범 병사로 거듭나게 하려고 애쓴다. 이때 향식이 결정적으로 회

심하는 계기는 그가 큰 사고를 일으켜 영창에 갔을 때 강재구가 그를 위

로하며 �새마음의 샘터�라는 책을 건네주는 일화를 통해서다. 이것이 계

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해당 장면 이전까지 강재구가 몸소 실천해 온 

바람직한 군인으로서의 모습이 고아로 자라난 향식에게 결여되어 있었던 

이상적인 남성상의 모델로 점차 다가갔기 때문이다.101) 말하자면 향식

101) 이처럼 깡패 남성이 남성 동성사회에서의 성장을 통해 의로운 사나이로 거듭나

는 서사는 1960년대 당시 하번관에서 하층계급 남성들을 중심으로 흥행했던 액

션영화의 한 유형을 떠올리게 한다. ‘하번관’이란 도시 변두리에서 홍콩무협영

화나 B급 액션영화 등을 상영했던 극장, 혹은 동시상영 등이 이루어진 재개봉관

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에 대한 문화사적 연구는 이영재, ｢유신과 깡패, 1970

년대 액션영화와 범법의 서사 : 김두한 모델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 51집, 한국극예술학회, 2016과 이길성, ｢홍콩무협영화 수용을 통해 본 1970

년대 하위문화 연구 : 하번관 관람객의 감성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3

권 제3호, 대중서사학회, 2017에서 상세히 이루어진 바 있다. 명동에서 활동하는 

깡패들을 주인공으로 한 액션영화가 본격적으로 유행하는 것은 〈소령 강재구〉

의 개봉보다 1~2년 이후부터의 일이지만, 향식의 과거가 불량한 고아로 대충 얼

버무려지지 않고, 극 중에서 ‘명동’, ‘명동 뒷골목’이라는 지명이 대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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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심이 지도자로서 강재구의 자질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는 셈인

데,102) 이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구성이 공모적 남성성의 존재를 필요

로 한다는 코넬의 분석103)을 상기하게 한다.

향식이 모범적인 군인으로 거듭났다는 표지는 그의 눈빛과 행동의 뚜

렷한 변화뿐 아니라 그가 강재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형님’이라는 

어휘의 맥락을 통해서도 제시된다. ‘형님’, ‘아우’는 남성들 간의 

유대관계에서 흔히 쓰이는 호칭이지만, 사적 관계인 가족을 유비하는 어

휘를 군사 조직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다. 향식이 강

재구를 ‘형님’이라 칭한 이유는 그 같은 규범을 일부러 어기고 반항하

며 폭력배로서의 정체성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지만,104) 회심 이후 사용

하는 ‘형님’에는 향식이 강재구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인정하고 그에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의미를 담게 된다. 규율을 중시하는 강재구 역시 

향식의 반성 이후로는 ‘형님’ 호칭을 승인하는데, 이는 단지 강재구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향식을 유사 가족으로 

승인하였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영화의 후반부에서 베트남 파병으로 인

해 향식과 작별하게 된 강재구는 그에게 외로울 때는 언제든지 인천에 

있는 자신의 집을 찾아가도 좋다고 말하며, 가족이 없는 고아인 향식이 

자신이 부재한 동안 다시 탈선할 여지를 없애고자 한다.

〈소령 강재구〉는 이처럼 군인다운 지도력과 가부장적 지위를 엮어내

어 이상적 남성상을 구축해둔 후,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 성격을 베트남

해 구체적으로 여러 번 언급되면서 하층계급 남성성을 압축적으로 지시하고 있

다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만하다. 또한 〈소령 강재구〉가 개봉한 

시기는 007 시리즈를 모방하여 양산된 1960년대 반공 첩보액션영화가 유행하던 

시기와도 겹치는데, 오영숙의 연구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영화들이 007 시리즈

와 변별되는 가장 큰 요소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강한 그리움과 집착이었다는 것 

역시 향식의 회심 과정이 지닌 특징과 연계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오영숙, ｢

1960년대 첩보액션영화와 반공주의｣, �대중서사연구� 22호, 대중서사학회, 

2009 참조).

102) 이 장면의 심리 표현이 부감과 앙각 등 촬영 시의 앵글 설정을 통해 시각화된 

점에 대해서는 백태현, 앞의 글(2019), 39면에 상세히 논의되어 있다.

103) R.W.Connell, 안상욱‧현민 역, �남성성/들�, 이매진, 2010, 250~274면 참조.

104) 남성 조직폭력배의 세계를 다룬 영화에서 가족의 비유가 흔히 사용되는 양상

에 대해서는 박성수, ｢가족의 알레고리｣, 연세대 미디어아트연구소 편, �쌈마이 

블루스�, 아가서, 2004, 105~1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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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파병되는 한국군 전체의 성격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앞서 군사주의와 

남성성의 연계가 집단적인 체육 훈련을 통해 구성됨을 논한 바 있는데, 

〈소령 강재구〉가 군인의 남성성을 육체성과 연결하는 것은 영화의 비

교적 짦은 후반부 훈련 장면들에서 집약적으로 극대화된다. 흥미로운 것

은 그 분량 자체보다는 훈련 장면의 연출이 자아내는 효과에 있다. 〈소

령 강재구〉에서 집단적인 군사 훈련은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에 담긴 제

식 훈련과 후반부에 담긴 맹호부대의 파병 직전 훈련 장면에서 나타난

다. 〈소령 강재구〉는 베트남전쟁의 현장을 직접 촬영하거나 베트콩과

의 전투를 연출한 장면이 없는데, 이는 영화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인 

강재구 소령이 파월 전에 본국에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맹호부대

의 홍천 훈련소 장면에서 쓰인 연출은 이 공간을 베트남전쟁의 공간으로 

재현한다.

[그림 3]은 맹호부대의 훈

련 장면을 담은 쇼트인데, 이 

쇼트는 영화의 초반에서 육군

사관학교의 교정을 담아내는 

장면과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

된 공간이 담긴 시퀀스에 속

해 있다. 마치 군사 홍보용 기

록영화를 방불케 하는 이 장면에서 촬영 방식과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

은 음악의 사용이다. 오프닝 시퀀스에서 육군사관학교 군악대는 ‘아리

랑’을 연주하는데, 후반부의 공간 전환에서는 호랑이의 울음소리와 함

께 군가 〈맹호들은 간다〉의 합창이 쓰인다. 흥미로운 것은 영화에 삽

입된 이 노래가 여성 합창단에 의해 불린다는 것이다.

자유통일 위해서 조국을 지키시다 / 조국의 이름으로 님들은 뽑혔으니 

/ 그 이름 맹호부대, 맹호부대 용사들아 / 가시는 곳 월남 땅 하늘은 

멀더라도 / 한결같은 겨레 마음 그대 뒤를 따르리라 / 한결같은 겨레 

마음 그대 뒤를 따르리라

- 〈맹호들은 간다〉 1절 가사 (작사 유호, 작곡 이희목, 1966) 

[그림 3] 〈소령 강재구〉(KMD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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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호들은 간다〉는 이데올

로기적으로 볼 때 남성 청년

이 국가에 의해 군인으로 호

명되는 내용의 군가다. 그런데 

위 인용에서 보듯 이것은 군

인들 자신의 노래가 아니라 

군인을 보내는 이들이 화자인 

노래이다. 그렇기에 환송식이나 위문단 공연에서 여성 합창단이 이 노래

를 자주 제창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파월 군인들을 보내고 

맞아들이는 수차례의 행사는 다른 나라를 공산화의 위기로부터 방어해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박정희 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대내적으로 선전하는 

국가적 이벤트였다. 여기에서 남성 청년 군인들을 배웅하는 역할은 여성

의 몫이었다. 가령 앞 절에서 언급한 여의도 환송식에서 지휘관들에게 

화환을 걸어준 이들은 행사에 동원된 여배우, 여학생, 어린이, 여군들이

었으며, 장병들의 출정에 앞서 〈맹호들은 간다〉를 합창한 이들은 5백

여 명의 이화여고 학생들이었다.105) 환송식의 젠더화된 스펙터클은 베

트남 현지의 위문 공연이나 파월 장병 가족을 위한 국내에서의 위문 공

연에서도 반복되었다. 특히 1967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파월 장

병 위문의 밤’에서 〈맹호들은 간다〉를 파월장병부인합창단이 제창했

다는 점은 이 맥락에서 의미심장하게 언급될 만하다.106) 이는 전방과 

후방의 관계를 보호하는 남성-가장과 보호받는 여성 및 어린이-가족으

로 표상하는 가부장적 군사주의를 표방하는 것이었고, 박정희 정부의 통

치 전략이었던 가족과 국가의 일원화로 확장되었다.107)

105) ｢“이기고 돌아오라”｣, �경향신문�, 1965.10.12., 3면.

106) 이와 관련된 영화로 국립영화제작소에서 1967년에 제작하여 TV로 방영된 

문화영화 〈파월장병 위문단〉을 참조할 수 있다(e-영상역사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최종 검색일 2020.7.10.). 총 네 편의 기록영상을 합쳐놓은 이 영

화의 세 번째 부분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파월장병 위안의 밤’ 행사의 

실황을 담은 것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의 무용 공연, 요들송 공연, 성악 공

연과 파월장병부인합창단의 군가 합창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에도 파월 장병 

모임의 기념행사에서 이 노래는 여성 합창단이 제창하는 경우가 많다.

107) 이 문단은 조서연, 앞의 글(2018)의 501~502면에 실린 내용을 바탕으로 하

[그림 4] 〈소령 강재구〉(KMD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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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 강재구〉의 전반부에서 사관생도로 등장했던 강재구는 영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반부가 진행되는 동안 영순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고, 홀어머니의 임종 후에는 동생들까지 돌보게 된다. 이 영화는 이처

럼 강재구에게 가족 서사와 결혼 서사를 통해 가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한 후에 비로소 베트남전쟁 파병과 직접 관련된 서사를 전개하기 시작한

다. 이때 영화가 가부장적 젠더 역할을 전방과 후방의 공간적 차원으로 

나누는 결정적인 지점은 기차역에서의 이별 장면이다([그림 4]). 여러 

베트남전쟁 영화들이 부두에서의 환송식을 실제로 촬영한 푸티지를 삽입

하여 본국과 베트남의 공간 전환을 보여주는 것108)과 달리, 〈소령 강

재구〉는 파월을 위한 훈련장으로 떠나는 강재구와 그를 전송하는 영순, 

아들, 동생들이 기차역 플랫폼에서 이별하는 장면을 통해 본국에서의 생

활과 이후 베트남에서 전개되리라 예상되는 파월 장교로서의 생활 간에 

경계를 설정한다.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군용열차  

병훈을 안고 영순에게 돌아서는 재구

재구 이제 들어가보구려. 앞으로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될 당신이 

마음을 약하게 먹어서야 되겠소?

영순 잘 알겠어요. 하지만 여보! 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친다)

재구 당신이 말하고 싶은 말, 하지 않아도 난 다 알고 있어. 

(영순에게 다가서며) 이것이 마지막 아픔이요 외로움이야! 

월남에서 돌아오는 즉시 우리가 얘기한 새 가정에서 참다

운 남편의 구실을 하겠소. 

영순 (계속 흐느낀다) 

재구 나라고 왜 외롭지 않겠소? 하지만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여 군가 〈맹호들은 간다〉에 대한 내용을 보충한 것이다.

108) 부두에서의 이별 장면은 베트남전쟁이 해외로의 파병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하

는 스펙터클로서, 2008년 영화인 〈님은 먼 곳에〉에서까지 반복될 만큼 관습화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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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 하지 않겠소?

영순 네… (고개를 돌리며 흐느낀다. 카메라 팬하며 역시 흐느

끼는 동생들의 모습) 

재구 그리고 철부지 어린 동생들을 잘 돌봐주길 바라오. 나야 

어머님의 사랑을 받아 이만큼 자라 왔지만 쟤네들은 지금 

한창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때가 아니요? 그 사랑이 곧 당

신의 사랑인거요.

영순 (울음을 그치고 결연히) 가세요, 아무 걱정 마시고 몸 성

히 다녀와 주세요. 당신의 말대로 군인의 아내답게 그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겠어요.109)

이 장면은 강재구가 본국을 떠나 있는 동안 영순이 맡아야 하는 역할

을 부여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백태현은 〈소령 강재구〉에서 여성의 역

할이 후반부에 가서 축소된다는 점을 지적하며110), 이는 “여성을 사회

와 군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며 말할 자격이 없는 소외된 존재로 만드

는”111) 남성중심적 군사주의와 관련되어 있음을 논한다. 이는 타당한 

주장이지만, 영순과 강재구의 결혼 생활을 그리는 장면들 및 이별 장면

에서 영순에게 부여되는 역할의 의미에는 무게를 더 실을 여지가 크다. 

〈소령 강재구〉에서 영순의 역할은 〈지원병〉(안석영, 1941) 등 일제 

말기의 선전영화에서 재현된 여성의 역할인 ‘총후 부인’의 전형을 반

복하는 것으로서 전방과 후방의 심상지리 형성에 개입하는 젠더 문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장면에서 강재구는 위 인용과 같은 눈물 어

린 일장연설 후에 어린 아들 병훈을 영순의 품에 맡긴 후, 여동생과 두 

남동생에게 각기 담당해야 할 역할을 훈계하는데, 이는 ‘군인의 가족도 

군인다워야 한다’는 전제로 후방에 남은 이들에게 각기 부여되는 역할

이 가부장적인 질서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109) 〈소령 강재구〉의 시나리오 인용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심의대본

에 따랐으며, KMDB(www.kmdb.or.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본편 VOD 

영상과 대조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용자가 본편 영상에 맞게 수정하였다.

110) 백태현, 앞의 글(2019), 40~41면 참조.

111) 이영자, ｢한국의 군대 생활과 남성 주체 형성｣, �현상과 인식� 29, 한국인문

사회과학회, 2005, 85~88면. 백태현, 위의 글 40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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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에서의 이별 장면은 강재구가 본국을 떠나 파월되는 사건을 가

족의 이산으로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남한의 대중은 

이미 한국전쟁을 통해 남성 가장의 부재 상태를 보편적으로 겪은 바 있

었으며, 이로 인해 불안정해진 가부장제를 재건하기 위해 정상가정을 구

성하려는 욕망이 사회 담론을 채웠고 전후(戰後)의 극예술에서도 다수 

다루어졌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소령 강재구〉는 전쟁은 곧 남성 

가장의 부재 혹은 상실로 이어진다는 경험과 기억을 가진 관객들을 계몽

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난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 영화는 

실존 인물의 생애와 죽음을 기리기 위해 제작된 것이기에 그와 같은 위

험은 한층 배가된다고 할 수 있다. 〈소령 강재구〉가 강재구의 죽음을 

계기로 제작된 영화라는 것은 그 자체로, 파병 시기 계몽영화들이 형성

하고자 했던 베트남전쟁의 지배적인 허구에 도사린 성립 불가능성 혹은 

균열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가장 군인다운 자는 죽음을 불사하

는 자라는 프로파간다의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다. 베트남전쟁 참전을 계

기로 관객들을 국민으로 호명해야 하는 영화에서 이 죽음을 어떻게 봉합

할 수 있을까? 

〈소령 강재구〉는 극 중에서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인물인 아들 병

훈의 존재감을 영화의 마지막 영결식 장면에서 전면화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영순의 외양이 양장을 한 세련된 도시 여

성에서 한복을 입고 올림머리를 한 정숙한 부인으로 갑자기 변모했던 것

만큼이나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소령 강재구〉는 숭고미를 강조

하여 촬영한 영결식 장면과 대사, 내레이션 등 언어적 요소의 활용을 통

해 이를 봉합하며 극을 마무리한다. 10분이 넘어가는 신에서 사관생도 

및 파월 장병들의 편지가 낭독되고 내레이션이 계속하여 흐르는 영결식 

장면의 구성은,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가 언어적 요소 없이 영상과 음향

의 연출만을 통해 군사화된 남성성의 매혹을 자아내는 데 성공했던 것과 

대조되는 바다.

〈사나이 유디티〉(남태권, 1969)는 파병 시기의 영화가 과시하고자 

했던 파병 군인의 남성성과 그 군사주의적인 구성 과정을 노골적으로 재

현해낸 작품이다. 주인공 경일은 고아원에서 자라 해군특수전전단 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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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대(UDT)에 지원한 해군 중사로, 주말마다 고아원을 방문하는 지영

과 교제하는 중이다. 그런데 지영의 언니이자 자신의 상관인 박 중위의 

아내가 지영과 꼭 닮은 탓에, 훈련소에서 박 중위의 아내를 마주친 경일

은 지영이 변심하여 박 중위와 결혼했다고 오해하고 만다. 실의에 빠진 

그는 ‘사나이답게’ 지영을 놓아주려 하는데, 상황을 눈치챈 박 중위가 

지영과 그를 다시 이어준다.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다시 훈련에 매진한 

경일은 박 중위가 이끄는 부대 소속으로 베트남전쟁에 파견되어 전투를 

수행한다.

우리는 사나이다, 강철의 사나이 / 나라와 겨레 위해 바친 이 목숨 / 

믿음에 살고 의리에 죽는 사나이 / 나가자, 저 바다 우리의 고향 / 

아 사나이 뭉친 U.D.T. / 이름도 남아다운 수중파괴대

-〈사나이 유디티〉 1절 (작사‧작곡 황문평)

〈소령 강재구〉가 국내 일선 부대에서 베트남전쟁을 준비하는 훈련소

로 공간을 전환할 때 군가 〈맹호들은 간다〉를 결정적인 스코어

(score)로 사용했던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데, 〈사나이 유디티〉의 스

코어 활용은 이에 비해 양적‧질적으로 심화된 양상을 보인다. 영화의 시

작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가사가 들어간 제창으로나 연주 버전으로나 

수차례 반복되는 동명의 주제가 〈사나이 유디티〉는 이 영화의 제작을 

계기로 실제 UDT를 대표하는 군가로 자리 잡는다.112) 위의 인용에서 

112) 이 노래는 UDT를 상징하는 군가로서의 위상을 비교적 최근까지도 지키고 있

다. 가령 2010년 천안함 사건에서 전사한 한주호 준위의 영결식에서 이 노래가 불

렸던 현장에 대한 기사가 여러 일간지에 실린 바 있다(｢[천안함 침몰] “울지 말라

는 말 안 듣겠습니다”… 온국민 울린 ‘사나이 UDT歌’｣, �동아일보� 2010.4.5. 

등 참조). UDT는 2018년에야 여군의 배치가 검토되기 시작했을만큼 초남성적인 

군사 집단이다. 이는 2014년 특전사령부에서 육군 특전사의 대표 군가인 ‘검은 베

레모’의 가사를 수정한 것을 계기로 2015년부터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불리는 

군가에서 ‘사나이’, ‘아들’ 등의 남성중심적인 가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 국방

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UDT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나이 유디티’를 그

대로 부르는 문화가 유지되는 것을 통해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는 바다.(｢국방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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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듯 이 노래는 군인됨과 남성성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데, 힘찬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조의 멜로디에 ‘강철’, ‘사나이’ 

‘수중파괴대’ 등의 어휘가 실리는 이 노래의 활용은 영화 〈사나이 유

디티〉가 UDT를 초남성적인 조직으로 재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 

UDT에 걸맞은 군인이 된다는 것과 강인한 남성성을 갖추는 것이 등치

된다는 점은 〈사나이 유디티〉의 서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세 번째 

신에서부터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박 중위 귀관은?

경일 갑판중사 김경일입니다.

박 중위 계집애처럼 생겼구나. 어떻게 UDT가 될 생각을 했지?

경일 남아다운 남아는 박 중위님처럼 건강한 사람만의 전매특

허는 아닙니다.

박 중위 핫핫핫……. 고된 훈련에 견뎌낼 자신이 있나? 응?

경일 UDT 훈련이 어떤 것이란 것쯤은 알고 지원했습니다.113)

수잔 제포즈는 미국의 베트남전쟁을 재현한 영화들에 나타난 재남성화 

양상을 분석하면서, 남성성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적인 

것의 반대항에 위치하며, 여성성의 폐기에 의존하여 실현되는 문화적 구

성물임을 지적한다.114) 〈소령 강재구〉에서도 사관생도 시절 강재구와 

영순의 대화를 통해 육군사관학교가 남성 동성 집단임이 명시된 바 있는

데,115) 위에 인용된 〈사나이 유디티〉의 대화는 UDT가 요구하는 훈련

가‧장병 교재에서 성차별 단어 등 금지… 왜｣, �경향신문� 2015.1.17. 참조)

113) 〈사나이 유디티〉의 시나리오 인용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심의대본

에 따랐으며,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본편 VOD 영상과 대조

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용자가 본편 영상에 맞게 수정하였다.

114) Susan Jeffords, Op.cit., pp.xii~xiii.

115) 육군사관학교가 여자 생도의 입학을 허용한 것은 1998년부터의 일이다. 〈소

령 강재구〉에서 영순은 강재구가 데이트 신청을 해 오자 사관학교의 ‘3금(禁) 제

도’를 언급하며 장난스러운 거절의 의사를 내비친다. 금주, 금연, 금혼의 규정으로 

이루어진 이 제도는 1951년부터 엄격히 시행된 이래 금주 부문에서 다소간의 융통

성이 확대되다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 말엽에 들면 거의 사문화되고, 현

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따라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그런데 영순의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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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남성성의 구성과 연결하는 동시에 그 남성성이 ‘여성성의 폐기’를 

통해 실현되는 것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 중위 UDT의 시초는 대전당시 이태리가 자기 항구에 정박한 중

립국의 보급선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그 시초라

고 볼 수 있다. (…중략…) 즉 우리나라의 중대한 임무는 

작전상 필요로 하는 정보의 획득, 나아가서는 해안 내륙에 

설치된 적의 시설 공격 파괴 등 다각적인 활동 임무를 가

지고 있는 것이다. (…) 제군들은 항상 막중한 사명을 인식

하고 동남아 제1위인 우리 대한민국 UDT 대원이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었나?

〈사나이 유디티〉는 또한 훈련소의 배경 공간으로 바다를 자주 담아

내어 해외 진출로서의 파병이라는 심상을 꾸준히 형성하고 있는데,116)

이는 파월 선전에 더한 UDT 홍보라는 해당 영화의 또 다른 목적에도 

잘 들어맞는 것이었다. 바다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자 했던 〈사나이 

유디티〉의 연출은 도열된 책걸상에 착석한 훈련병들이 교관의 강의를 

듣는 형식의 정훈교육을 실내가 아닌 해변에서 굳이 촬영할 정도였다. 

이러한 연출은 무리한 데가 있지만, 교관의 대사를 통해 전달되는 정훈

교육의 내용과 경일을 비롯한 훈련병들의 진지한 얼굴 클로즈업이 배경

의 바다와 어우러지면서 바다를 진출의 공간으로 의미화하는 효과를 자

아내는 부분이다. 〈사나이 유디티〉에서 바다는 해군의 기술력을 보여

주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 영화는 한국영화 최초로 수중 장면을 촬영한 

작품으로, 개봉 전 예고편에서도 수중 폭파 장면을 삽입하고 성우의 내

레이션 및 자막에 “한국 최초의 수중 촬영! 방화계의 뉴 프론티어

에서 ‘금주, 금연, 금혼’이라는 항목은 ‘술, 담배, 여자’로 언급된다. 이는 사관

학교가 남성들만의 공간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남성들의 섹슈얼리티가 이성애 매

트릭스 속에서 상정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며, ‘술, 담배’와 ‘여자’를 

동궤에 놓고 언급함으로써 당대의 여성혐오를 반영하기도 한다.

116) 바다 공간이 지닌 이 같은 이미지의 활용은 본고의 3장 1절에서 다룰 베트남

현지 로케이션 영화인 〈고보이 강의 다리〉(이만희, 1970)에서도 의미 있게 드

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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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등의 문구를 삽입하여 군사력의 발전과 영화 촬영 기술의 진보

를 함께 강조한다. 실제 본편에서도 경일의 연애 서사가 일단락된 후 베

트남으로 떠나기 전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시퀀스가 상당히 길게 이어

지는데, 그중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신이 바다에서의 잠수 및 수중 

폭파에 성공하는 장면이라는 점도 이 맥락에서 유의해볼 부분이다. 수중 

폭파 장면에서 여러 개의 높고 큰 물기둥이 형성하는 스펙터클은 국내에

서의 훈련뿐 아니라 영화의 말미를 차지하는 베트남 전장에서의 작전 수

행 장면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두 공간을 연결하고 있다.

〈사나이 유디티〉는 군인다움의 영화적 재현에 주력하는데, 이는 육

체적으로 강인한 남성성과 극기 및 절제의 정신을 핵심으로 한다. 〈소

령 강재구〉가 파시즘적인 선망을 자아내기 위해 제복을 차려입은 군인 

집단의 스펙터클을 전경화했다면, 〈사나이 유디티〉에서는 벗은 육체의 

전경화를 통한 남성성의 과시와 그러한 육체를 만들기 위한 훈련의 과정

이 중요하게 등장한다. 이 영화의 검열 과정에서 거듭 지적되는 사항 또

한 군인다움의 재현에 대한 것이다. 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본편 영상 

VOD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심의서류의 내용을 참조할 때 개봉 전 삭제

된 장면들이 “(1) 대원들이 휴식 중 “외제 맥주”를 음주하는 장면 

(2) 맹훈련을 거듭하고 있는 대원들을 거만한 자세로 보면서 “콜라”

를 마시는 지휘관답지 못한 장면(훈련대장 박노식 분)“118)이었음은 이

를 방증한다. 이 같은 검열 내용은 국방부를 비롯한 검열 주체들이 대중 

일반에게 공개되는 극영화를 통한 공보에 있어 군인됨의 규범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가령 〈소령 강재구〉의 검열 과정에서 여

러 기관의 요구로 삭제된 내용이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강재구

가 안정적인 미래의 수입을 바라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고 말하거나 

경제적인 요인에 끌려 베트남 파병에 지원했다는 것을 적시하는 대사들

이었다는 점과, 그러한 검열의 근거가 강재구의 군인다움이 훼손된다는 

검열관들의 해석에 있었다는 점119) 역시 그 좋은 예가 된다.

〈소령 강재구〉에서 향식은 주인공 강재구의 군인다운 지도력을 보여

117) 〈사나이 유디티〉 예고편 심의대본(심의서류 내 재중).

118) 〈사나이 유디티〉 심의서류 참조.

119) 〈소령 강재구〉 심의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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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가족애에 기반한 남성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공모적 남성성을 체현

한 인물인데, 이를 극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향식이 고아로 설정되어 있

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흥미로운 것은 〈사나이 유디티〉의 주

인공 경일 역시 고아라는 점이다. UDT는 ‘계집애같이 생긴’ 경일을 

‘강철의 사나이’로 길러내는 공간인 동시에, 그에게 박 중사를 비롯한 

유사 가족을 마련해주는 곳이기도 하다. 경일이 교제하는 여성인 지영이 

박 중사의 처제라는 점이나 둘의 재결합을 주선하는 인물이 박 중사라는 

점은 그같은 가족적 연대를 강화하는 설정이다. 경일은 이 과정을 통해 

국가의 호명을 받은 군인이자 한 여성과 이성애 관계로 짝지어진 남성이 

된다.

〈사나이 유디티〉는 작품의 중반부까지 경일과 지영의 관계를 중요하

게 다루다가, 경일의 오해가 풀린 이후부터는 지영도 지영의 언니도 등

장시키지 않고 혹독한 훈련 과정과 베트남 현지에서의 전투 장면으로 채

워진다. 이는 후반부에서 여성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하는 동시에, 영화가 경일의 이성애 로맨스를 훈련만큼이나 중시했음

을 보여 준다. 경일이 지영과 혼인에 준하는 안정적인 관계를 이룬 후 

지영을 남겨놓고 전방으로 떠난다는 것은 전방과 후방의 젠더화된 심상

을 구성한다. 이는 경일의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을 교직하는 서사의 구

성 전개를 통해 가능한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전

방과 한국-후방의 공간이 각기 나뉠 때, 전방으로 떠나는 남성 군인과 

후방에 남는 여성 배우자는 이성애로 묶인 가족 관계 속에서 각자의 역

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곧 가부장적 원리를 핵심으로 삼았던 박정희 

정부의 통치 전략을 유비하는 한편, 당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요구했

던 자질들을 종합하는 바이기도 하다.

2.3. 파월 제대 군인이 이끄는 근대화와 그 실패

본 절에서는 파월 복무를 마치고 국내의 개발 지역으로 돌아온 이들이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활동하는 영화들을 살펴본다. 이를 대표적으

로 보여준 영화들로 〈섬마을 선생〉(김기덕, 1967), 〈월남에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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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김상사〉(이성구, 1971), 〈소띠 아저씨〉(노진섭, 1974)를 들 수 

있다. 〈섬마을 선생〉은 이러한 유형의 영화 중 가장 먼저 제작된 작품

이자 대중적으로도 성공하여 아류작을 다수 양산하기도 했는데, 이는 영

화의 원작인 KBS 라디오 드라마(이경재 작, 1965)와 이미자가 부른 주

제가 〈섬마을 선생님〉이 이미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바에 힘입은 것

이었다. 

서울의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는 명식은 군 복무 중 베트남전쟁에 참전

했다 막 귀국한 참이다. 그는 부모와 약혼녀 수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곧장 한 낙도로 가서 교사 겸 의사로 활동하는데, 이는 베트남에서 함께 

싸우다 전사한 부하인 동하의 유언 때문이다. 이 섬의 유일한 고학력자

였던 동하는 제대 후 귀향하여 낙후된 섬마을을 근대화하려는 계획을 갖

고 있었는데, 명식은 동하가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어주려던 것이다. 

명식은 섬마을 사람들의 보수성과 배타성으로 인해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낸다. 자신이 수술했던 선주(船主) 아들이 수술 실패로 사망한 사건이

나, 섬 청년 중갑과 교제하고 있는 영주가 학교와 진료소 일을 돕다가 

자신을 짝사랑하게 되어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는 상황 등은 명식을 더욱 

위기로 몰아넣지만, 명식이 이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

하자 마을 사람들도 그의 진심에 점차 마음을 열게 된다. 이후 섬을 찾

아온 수련과 함께 명식이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의 계몽 사업을 이어받아 섬을 발전시킬 것을 다짐한다.

〈섬마을 선생〉은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영화지만,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한국 대중문화에 나타난 신파성의 정체와 역사적 흐름에 대한 논

의의 일환으로 언급된 것120)과 영화 주제가에 대한 연구의 맥락에서 언

급된 것121), 그리고 최근 백태현의 연구에서 참전 군인 인물을 중심으

로 개발독재 이데올로기를 전면화한 베트남전쟁 영화로서 분석된 것122)

정도가 선행되어 있다. 양적으로는 적은 편이지만 이처럼 뚜렷하게 갈린 

120) 이영미, �한국대중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 《장한몽》에서 《모래시계》까

지�, 푸른역사, 2016.

121) 김창남, ｢196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비극적 감정 구조 : 영화 주제곡들을 중

심으로｣, �대중음악� 제17호, 한국대중음악회, 2016.

122) 백태현, 앞의 글(2019) 3장 2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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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경향 자체가 〈섬마을 선생〉의 이중적인 구성 요소를 보여주고 있

어 흥미롭다. 〈섬마을 선생〉은 파병 시기의 계몽적인 영화 중 강도 높

은 신파성을 보여주는 작품인 동시에, 파월 제대 군인을 박정희 정부가 

진행한 개발 드라이브의 기수로 내세우는 서사를 시종일관 중요한 축으

로 삼은 작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섬마을 선생〉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조국 근대화’를 결부시키는 프로파간다 

및 그 재현의 이면에 집중하고, 신파성의 문제는 이어지는 절에서 좀 더 

적절한 작품들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섬마을 선생〉은 신파성만을 중

심으로 보기에는 베트남전쟁이라는 계기를 중심으로 ‘조국 근대화’를 

선전하는 영화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섬마을 선생〉은 파병 당시 제작된 영화들이 전쟁을 선전할 때 사용

한 연출의 관습들을 공유하면서, 이 경험을 국내로 다시 돌려와 전쟁 경

험의 영향권을 확장하고 있다. 이 영화는 뚜렷한 이분법적 표상을 통해 

근대와 전근대의 공간을 대비하고 있지만, 전근대적 공간의 근대화 이후

를 재현하는 데까지 가닿지는 못한다. 베트남전쟁 파병을 기반으로 형성

되었다고 상정된, 근대화 이후의 공간에 대한 이미지를 전경화해 낸 영

화가 도시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한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였다는 

점은 〈섬마을 선생〉의 그와 같은 미달이 어디에서 비롯했는지를 얼마

간 짐작케 한다. 〈섬마을 선생〉에서 플래시백 장면들을 제외한 현재 

시점의 서사는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섬마을 내부에서만 전개되

고 있기 때문이다.

〈섬마을 선생〉이 근대화와 농촌 개발이라는 과제를 베트남전쟁 파병

과 연결하려 시도하는 부분들은 명식의 과거를 설명하는 장면들이다. 백

태현의 분석에 따르면 이 영화에서는 총 세 번의 플래시백 시퀀스가 사

용된다. 첫 번째는 명식이 도시적인 엘리트 출신임을 보여주면서 도시 

공간과 섬마을 공간을 대비시키는 부분, 두 번째는 동하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리는 명식의 회상 속에서 군가 〈청룡이 간다〉를 

배경으로 한 해군 함대의 출정식이 등장하는 부분, 세 번째는 베트콩과

의 전투 현장에서 동하가 전사하게 된 정황이 상세히 설명되고 동하의 

유언이 전달되는 부분인데,123) 이는“섬마을을 전근대적인 공간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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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동시에 참전 군인인 명식이 섬마을로 향한 이유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124)로 기능한다.

이 플래시백 시퀀스들은 나아가 명식에게 근대화 사업을 이끌어갈 지

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데 사용되는데, 그 자격의 근거는 베트남전

쟁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했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제는 명식이 

서울로 돌아간 후 이 자격을 이어받아 섬마을의 근대화를 지속해 갈 인

물이 누구로 제시되고 있는가에 있다. 원래 이 역할을 담당해야 했던 동

하는 이미 전사한 상태다. 또한 마을의 근대화를 향한 의지를 비장하게 

표명하는 두 남성 인물인 중갑이나 영주의 부친은 명식이나 동하가 갖고 

있던 근대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하다. 중갑과 영주 부친

은 도시 출신이라는 성격도, 전쟁을 통한 성장의 경험도, 근대적인 기술

력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의 후반부에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를 

보이며 긴 독백이나 연설을 할 뿐이다.

전술했다시피 〈섬마을 선생〉은 전근대와 근대를 이분화하고 이를 도

시와 시골(어촌)이라는 공간의 속성으로 자연화하며, 도시에서 온 남자

와 섬에 남는 여자라는 구도를 통해 이를 젠더화하고 있다.125) 여기에

서 명식이 의대생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를 보여주는 결정적

인 장면으로 선주의 아들 철수의 맹장염 수술 신을 들 수 있으며, 명식

이 운영하는 무료 진료소를 채우고 있는 약품이나 진찰 도구 등의 오브

제들 역시 유사한 효과를 자아낸다. 원래 이 섬마을의 의료는 한의사인 

공 주사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명식이 들어온 이후 둘 사이에 생겨난 대

결 구도는 한의학과 근대 의학 사이의 대결로, 나아가 전근대와 근대의 

대결로 확대되며, 각 인물의 성격에 따라 선악 대결로까지 비화하는 양

상을 보이다 명식-선-근대의 승리로 귀결된다. 문제는 명식이 섬마을에 

처음으로 가지고 온 신문물인 근대 의료 기술에 접근한 섬사람은 학교와 

진료소에서 그의 조수로 활동했던 영주가 유일하다는 점이다. 섬사람들

123) 위의 글, 67~74면.

124) 위의 글, 74면.

125) 이 구도는 영화 〈섬마을 선생〉의 제작을 추동했던 이미자의 노래 〈섬마을 

선생님〉의 음악적 요소와 가사 등을 통해서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

창남, 앞의 글, 38~4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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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는 처음 구경하는 수술 도구들을 클로즈업으로 자주 비추며 

길게 진행되는 맹장염 수술 장면에서 명식과 영주가 마치 실제 의사와 

간호사인 것처럼 전문성을 발휘하는 연출은 영주의 그와 같은 위치가 특

히 돋보이는 국면을 형성한다.

이는 〈섬마을 선생〉이 추동하고자 하는, 베트남전쟁 참전을 통해 군

사화된 남성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 서사에서 전근대적 공간에 속

한 여성이 ‘지나치게’, 그리고 유일하게 계몽된 인물이 된다는 곤경을 

형성한다. 앞 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군사화된 구

성을 재현하고자 했던 파병 시기의 베트남전쟁 영화에서 이성애 서사는 

양가적인 효과를 발휘하며 균열의 여지를 노출한다. 〈섬마을 선생〉은 

플래시백 시퀀스의 출정 장면 및 전투 장면을 통해 명식의 남성성을 강

화하다가, 보수적이었던 섬마을 남성 인물들의 연설에 가까운 대사를 통

해 이 균열을 갑작스럽게 봉합하고 영주에게서 목소리를 앗아가며 얼버

무린다.

이 영화가 동명의 라디오 드라마 및 주제가 〈섬마을 선생님〉의 성공

에 힘입어 제작된 것임을 이 지점에서 잠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섬마

을 선생〉의 중심 서사나 장면 편집의 논리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계몽적

으로 전달하려 하고 있지만, 실제로 관객들이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방

식은 이성애 로맨스 신파를 대하는 자세였을 것이다. 〈섬마을 선생〉이 

이성애적인 신파이기 위해 명식은 서울로 돌아가야만 한다. 정확히 말하

자면 영주가 섬에 남아 버려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인 근대성을 

어느 정도나마 체현하고 있던 유일한 섬사람인 영주의 역할이 축소되고, 

섬마을의 근대화는 영화의 지향점과는 달리 공허한 구호로 남게 된다. 

〈섬마을 선생〉은 베트남전쟁 참전을 국내의 근대화 사업으로 확장하려 

했던 초기 텍스트이고, 서사의 계몽성이 뚜렷한 작품이지만, 이처럼 실

제 재현된 바와 작품이 지향한 이데올로기 사이의 균열을 보임으로써 흔

들리는 텍스트다.

파병 시기 영화들의 주인공이 해외에서 전투를 경험한 지휘관이라는 

점은 베트남전쟁 참전과 근대화의 엘리트 남성성을 연결하는 토대가 된

다. 〈섬마을 선생〉 같은 영화가 베트남전쟁 참전 후 귀국한 장교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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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근대화 사업을 보여주려 한 것은, 영화적 성공의 여부를 떠나 

참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바다. 베트남전쟁 경험과 

근대화의 자격 및 개발의 능력을 연결하는 이 같은 시도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를 거쳐 〈소띠 아저씨〉에서 본격적으로 실현된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는 국립영화제작소 문화영화의 최대 히트

작이었던 ‘팔도강산’ 시리즈에 드러났던 근대화의 표상들을 많은 부분 

공유하고 있는 영화다. 대개 ‘팔도강산’ 시리즈와 베트남전쟁 파병을 

함께 논할 때는 〈속 팔도강산〉이 호출된다. 이는 〈속 팔도강산〉이 

파월 한국군 장교의 복무 현장 장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베트

남이라는 공간을 ‘세계 유람’이라는 영화 구성의 의미망 속에 위치시

키는 방식 때문이다. 이에 반해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는 김 상사

를 비롯한 제대 군인들이 ‘돌아온’ 후의 한국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는 

영화다. 파월의 경제적 효과를 아파트와 고속도로 등 시각적 요소로 표

상하고 질주와 속력 상승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파월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속 팔도강산〉보다는 “조국 근대화를 유람”126)하

는 시리즈의 첫 작품인 〈팔도강산〉에 가깝다. 개발독재와 파병이라는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선택과 지도에 따라 남한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

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처럼 과시적인 시각적 표상들을 전면에 내세운 이 영화의 상당 부분

을 돌아온 군인들이 방황하는 내용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가 제대한 군인의 방황과 고통은 미

국 영화의 경우 반전 의식을 지닌 영화들에서, 한국영화의 경우는 베트

남전쟁을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볼 수 있는 시점에 와서 제대 군인들의 

PTSD를 다룬 민주화 이후의 영화들에서나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이

다. 그렇다면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의 고통 재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우선 떠올려볼 수 있는 가능성은 한국전쟁 전후 영화들과의 연

속성이다. 제대한 군인들의 방황과 고통이 스크린에 재현된 사례는 한국

전쟁 이후의 전후(戰後) 영화들에서 일찍이 의미 있게 나타난 바 있기 

126) 김한상, �조국근대화를 유람하기 : 박정희정권 홍보드라이브, 〈팔도강산〉 

10년�, 한국영상자료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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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러나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의 연속성은 파월의 정당성을 

설득하려는 정부 주도의 담론에서나 추상적으로 주장된 것이었다. 당시 

대중의 감정 구조는 오히려 “태평양, 한국 전쟁을 피해자로서 겪으며 

형성된 전쟁 일반에 대한 반감과 전쟁의 상흔에 공명하는 약자의 감수

성”이 베트남전쟁을 통해 희석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었으며, “전쟁

으로 이득을 취하는 국가의 국민이 됨으로써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일

정 부분 씻어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이 더욱 설득력이 있

다.127)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유사성 혹은 연속성을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

은 ‘반공’이다. 이러한 논리는 두 전쟁을 남북 간의 이념 전쟁이자 반

공 전쟁으로 동일시하는 구도를 갖추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반공 이데올

로기는 파병 시기의 선전적인 영화들에서 그리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가령 전투 현장을 집중적으로 재현하는 베트남 현지 로케이션 영화에서 

한국군 인물의 대사를 통해 이러한 논리가 구사되기는 하나, 이는 한국

이 베트남보다 ‘앞서’ 반공 전쟁을 겪은 ‘형님’이라는 인식을 강조

하려는 것이지 한국전쟁의 상흔을 고통스럽게 돌아보려는 의도는 아니었

다. 이 시기의 영화들은 대개 베트남전쟁을 군사화된 국가주의나 개발 

이데올로기와 연결하고 있으며, 반공의 논리는 의외로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 지점에서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의 제대 군인들, 나아가 파병 

시기 베트남전쟁 영화 전반에 나타나는 군인들의 파월이 진취적인 자원

(自願)의 성격을 띠고 있었음을 상기해볼 만하다. 이는 눈물로 가득한 

신파적인 영화인 〈인생 우등생〉(박호태, 1972)과 같은 경우에서조차 

그러하다. 고통의 서사가 한참 펼쳐진 후 마지막에 급격한 전환을 이루

며 명랑하고 활기찬 톤으로 영화를 마무리하는 재현 양상은, 국가 이데

올로기를 선전하는 영화의 장에서 베트남전쟁이 한국전쟁과 같이 비극적

인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128) 〈월남에서 돌아온 

127) 김주현, ｢파월 특파원 수기를 통해 본 한국의 베트남전쟁｣, 앞의 글, 

173~174면. 

128) 파병 시기 한국영화에서 베트남전쟁 자체는 비극이 아니었지만, 베트남으로 

떠나는 것은 비극적일 수 있었다. 이러한 이면을 보여주는 영화들에 대해서는 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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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사〉에서 제대 군인의 고통은 그와 같은 극복의 서사에 소용되는 것

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이는 고통을 재현하는 영화의 태도에서도 알 

수 있는 바다. 제대 군인의 고통은 어디까지나 “하면 된다”, “싸우면

서 건설하자”는 의지를 갖고 극복해내야 하는 과제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의 그와 같은 전반적인 톤 속에서 

상이군인 인물인 진영의 고통은 다소 돌출되어 있다. 다른 인물들의 고

통은 근면성실한 생활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고아로 자라나 피아

니스트를 꿈꾸다가 베트남전쟁에서 한쪽 팔을 잃어버려 좌절하게 된 진

영의 사연에는 자신의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성격이 강하다. 진영이 이

를 극복하는 서사 또한 다른 인물들의 경우에 비해 설득력이 부족하다. 

여타의 제대 군인 인물들은 여성 인물이나 유사 ‘아들’에 해당하는 인

물과의 관계를 통해 가부장적인 젠더 역할 배치에 있어 전형성을 갖추고 

발전적인 서사를 구성해 나가는데, 고통과 좌절만을 겪다가 영화의 말미

에서 급작스럽게 위기를 극복하는 진영에게는 그러한 결말을 설득력있게 

끌어낼 만한 서사 내적인 추동력이 없다. 

고통은 감정적으로 재현하되 극복은 갑작스럽게 제시되는 이 상황은, 

제목의 ‘김 상사’에 해당하는 인물인 창호의 아버지 김 회장이 마련해 

준 기금으로 진영이 지도하는 어린이 합창단이 〈앞으로 앞으로〉를 부

르는 연출로 마무리된다. 창호와 양숙의 약혼식 파티에서 합창되기 시작

하는 〈앞으로 앞으로〉는 진영과 합창단의 해외 공연을 위해 날아가는 

여객기와 그 아래의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창호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트럭들을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에까지 계속 이어지며 음량을 높여 가는

데, 이는 문화영화에서 흔히 내레이션을 사용하여 프로파간다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연출과 다를 바 없는 부분이다. 창호와 양숙이 서

로의 미래를 약속하는 장면들에서 배경으로 나타나는 공간들인 고층 아

파트 단지, 굴삭기와 포크레인이 바쁘게 돌아가는 공사장 등의 시각화가 

지닌 감각적 설득력과 달리, 이처럼 갑작스러운 전환은 오히려 해당 서

사의 불안정성을 노출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섬마을 선생〉의 

의 4절에서 상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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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부에서 영주의 역할이 아무런 계기 없이 갑자기 축소된 것을 떠올리

게 한다.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점점 커진 균열의 가능성을 도식적인 프

로파간다 서사가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서사의 내적 논리를 망가뜨

려 가면서까지 결말부를 급하게 봉합하는 것이다.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과 근대화의 자격 및 개발의 능력을 연결하는 파

병 당시 영화들의 배치가 영화 텍스트 내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소띠 

아저씨〉에 와서야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일이다. 〈소띠 아저씨〉는 베

트남전쟁 참전 군인을 통해 국가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영화 중 맨 마

지막에 놓이는 작품이다. 이는 파월 한국군이 철군한 해보다 한 해 뒤인 

1974년에 개봉한 시기상의 문제뿐 아니라, 영화가 지향하는 바를 고려

할 때에도 적절한 자리이다.

박만길은 통영 근처 다도해의 한 어촌에서 30년 동안 우체부로 근면

하게 일해오면서 ‘소띠 아저씨’라는 별명이 붙었으며, 소아마비로 다

리를 못 쓰는 어린 손자 인철을 인자하게 보살피는 할아버지이기도 하

다. 만길의 장남인 창수는 파월 복무 후 제대하여 돌아와 애인인 경애 

등 청년들과 합심하여 굴 양식장 사업을 벌이며 마을을 근대화하는 데 

힘쓰는 반면, 차남인 창남은 일찍이 가출하여 멋대로 살아가다 가끔 집

에 들어와 돈을 뜯어 가기만 한다. 한편 가족들이 그 존재도 몰랐던 창

남의 아내 미라가 갑자기 갓난아이와 함께 만길의 집에 들어와 창남이 

없더라도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다고 청하는데, 그녀는 인철을 훈련하여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운다. 이후 회심하여 돌아온 창

남은 아버지 만길의 정년 퇴임식에 등장하여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성실한 

우체부가 될 것을 다짐한다. 영화는 만길의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새

로 건설된 남해대교를 건너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장면에서 인철

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두 다리로 대교를 건너는 모습을 보여 

모두를 감동시킨다.

S#1. 다도해 양식장 원경

NA. 한 알의 모래 한 줌의 흙이 모여 둑이 되고, 하나의 빗방

울이 땅에 떨어져 개울이 되고 강이 되어 이와 같은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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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듯, 이름 없는 병사가 모이고 또 모여 큰 적을 쳐 

없앴던 곳, 노량 앞바다. 저 푸른 바다가 청사에 그 이름 

영원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넋과 얼이 파도마다 굽이치

고 물결마다 새로운 노량 앞바다다. 성웅의 노도같은 음성 

여기 아직 싱싱하고, 민족 앞에 우뚝 서 큰 적 무찔러 이기

신 그 거룩한 분의 높고 깊으신 뜻은, ‘하면 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돕는다. 걷지 않는 자에게 전진은 없

다.’ 여기 이 바다에서 비롯된 바로 그 숭고한 정신을 이

어받아 황소같이 갈고 닦고 땀흘려 하나씩 둘씩 자랑스러

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 그분 충무공의 후예들이 

여기 있고,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그들의 얘기가 여기 

있다.129)

S#123. 남해대교

(전략)

인철 할아부지예?

만길 오냐?

인철 이 다리는 지가 제일 먼저 걸어볼랍니다.

만길 뭐야? 니가?

최고집 이놈아 니가 우예 걷는다 하노?

인철 작은엄마요, 안 그럽니꺼?

미라 그래 네가 한 번 걸어봐.

(중략)

NA. 걷는다! 걷는다! 피와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천만에 불가

능했을 저 다리로, 신념과 노력과 인내가 없었다면 천만에 

129) 〈소띠 아저씨〉의 시나리오 인용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심의대본에 

따랐으며,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본편 VOD 영상과 대조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용자가 본편 영상에 맞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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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했을 저 다리를 걷는다! 보라! 기적의 꽃, 보람의 열

매 앞에 숙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면 된다! 장하다! 

저기 저 거대한 다리도 저 소년의 다리도 모두 다 인간의 

의지가 합쳐 이룩한 승리의 기적이다. 머지않아 저 소년은 

뛸 수도 있으리라! 그날! 그때! 우리의 산과 들과 도시와 

농촌은 그리고 우리의 조국은 얼마나 더 찬란하게 빛날 것

인가? 보라! 너와 나! 울이 모두 작은 힘 한데 뭉쳐 거룩한 

꿈 이룩할 그 시대를! 찬란한 새 역사 창조를 위해 후회 

없을 오늘을 준비하자. 다 같이 전진하자! 가자! 이 길을 

가자!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해도 이 길을 가자! 참고 용기 

있게 이 길을 가자!

〈소띠 아저씨〉는 훈련이나 전투 등의 전쟁 수행을 묘사하지 않는 영

화이면서도 베트남전쟁의 경험을 박정희 정권의 개발 정책 및 새마을운

동의 원동력으로 삼는 선전의 목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영화다. 

여기에서 가장 뚜렷하다는 것은 남해대교의 모습이나 굴 양식장 개척 현

장 등의 스펙터클을 통해 드러나는 바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 인

용과 같은 내레이션의 사용이 여타의 베트남전쟁 영화들에 비해 유독 두

드러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소띠 아저씨〉는 베트남전쟁의 경험을 

경유하면서 근면과 극기의 가치를 만길-창수-인철의 부계를 통해 이어

가며, 남해라는 공간의 역사적 아이콘으로 이순신을 여러 번 호출하면서 

이를 박정희 정권의 정신에 대한 정당화로 확장시킨다. 앞의 인용과 같

이 영화의 시작과 끝에 길게 삽입된 내레이션은 〈사나이 유디티〉에서

도 활용된 바 있는 것인데, 이때 목소리의 주인인 성우의 성별, 연령, 어

투는 문화영화 및 뉴스영화의 어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순신 장군

의 동상이나 사당 등을 앙각으로 촬영하면서 남성 인물들을 배치하는 연

출방식 역시 동궤에 놓여 있다.

〈소띠 아저씨〉는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위치에 있는 작품이다. 서사

의 층위에서는 단편 분량의 새마을운동 문화영화들과 비슷하게 전개되

고130), 내용의 흐름상 다소 어색하게 돌출되는 중반부의 서울 나들이 

130) 이 영화는 실제로 ‘새마을영화’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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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는 국내외의 각종 명소를 소개하는 문화영화들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철군 직후에 개봉한 영화라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영화가 개봉한 1974년은 미군과 한국군이 철수는 했으되 베트남의 공산

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자 유신 정권의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

이기도 하다.

〈소띠 아저씨〉에서 파월 후 제대 군인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의 한 

축은 이 계열의 초기작인 〈섬마을 선생〉의 그것을 거의 유사하게 반복

한다. 파월 복무의 경험을 통해 근대화를 이끌 능력을 갖추게 되고, 그 

능력(지도력과 의지)을 낙후된 농어촌의 개발을 위해 사용하며, 그 과정

에서 시골에 속해 있는 근면한 여성의 성심 어린 조력을 받고 마을을 지

키는 남자 어른의 승인을 받으며 가부장적인 개발 서사를 완성하는 것이

다. 〈섬마을 선생〉에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서사는 〈소띠 아저씨〉에 

와서 비로소 근대화의 현장과 그 속에서 일하는 인물들의 살아 있는 모

습을 장면화하게 된다. 또한 개발주의를 선전하는 측면에서는 〈월남에

서 돌아온 김상사〉의 경부고속도로 및 건설 현장 등을 떠올리게 하는 

한편으로, 그 과시가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에는 없었던 긴 내레이

션을 통해 직접적인 이데올로기 주입의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도 눈여

겨볼 차이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 영화들이 각기 베트남전쟁의 현

장을 얼마나 직접적으로 재현하는가에 달려 있다. 〈섬마을 선생〉은 명

식과 동하의 파월 복무 장면을 직접 재현하는 것은 물론, 전사한 부하인 

동하의 사진 액자를 낙도로 오면서까지 가지고 와 플래시백을 여는 오브

제로 사용하며, 또 다른 부하였던 마을 청년을 후반부에 등장시켜 전장

에서 벌어진 사건의 진실을 서사의 전면에 다시 부각하는 등, 주인공 명

식의 등 뒤에 달린 베트남전쟁이라는 경험을 다양한 재현의 층위에서 계

속하여 소환한다. 그에 비해 〈소띠 아저씨〉의 장면들은 대개 현재에만 

집중하며, 내레이션과 대사는 미래만을 향한다. 과거와 현재 간의 거듭

되는 플래시백을 통해 미스터리를 풀어가며 극을 진행하는 〈섬마을 선

생〉과 달리 〈소띠 아저씨〉는 전쟁의 과거를 영화적 재현의 차원에서 

(〈소띠 아저씨〉 심의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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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써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이는 〈소띠 아저씨〉가 개봉한 1974년에

는 이미 참전 선전의 유통기한이 효력을 다했으며, 새마을운동이라는 구

호와의 어스레한 연결만이 남아 있었음을 방증한다.

그렇다면 한국 ‘베트남전쟁’ 영화로서〈소띠 아저씨〉의 자리는 어

디에 있는가? 명시적인 차원에서 이 영화가 베트남전쟁을 이야기하는 것

은 장남이 파월 복무 후 제대를 했다는 설정 정도에 그친다. 그러나 이 

영화는 파월 제대 군인의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재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파월의 경험을 국민성의 됨됨이로 직결하면서, 〈섬마을 

선생〉이 해내지 못했던 바 ‘파월 제대 군인을 중심으로 뭉치는 농어촌 

근대화의 국민 역할 분담’을 대가족적인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세대와 

젠더의 차원에서 확장적으로 재현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남전

쟁 파병을 결정한 박정희 정권의 여러 계산 중, 군사화된 국민의 총화라

는 통치의 목표가 가장 노골화된 부분이다. 즉, 남성 군인이 국내의 훈

련소-베트남의 전장-조국 근대화의 현장이라는 축을 따라 움직이며 청

년 주체로 재현되는 양상은 한국영화의 장에서 〈소띠 아저씨〉에 와서

야 마침표를 찍는 것이다. 이 마침표는 완성이나 목표의 달성이라기보다

는 오히려 한 시대의 저묾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미디

어에서의 전쟁 재현을 통해 베트남과 한국을 상상적으로 잇는 지각장의 

효력은 1973년 철군 시기부터 잦아들다가 1975년에 가면 ‘월남 패

망’이라는 프레임과 함께 종료되기 때문이다.

2.4. 멜로드라마의 ‘월남 특수’와 젠더화된 눈물

본 절에서는 파병 시기 우리도 잘살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월

남 특수를 향해 떠났던 개인들의 멜로드라마가 베트남전쟁을 둘러싸고 

구성되었던 지배적인 허구의 성립 불가능성을 에둘러 폭로하는 양상을 

분석한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최종 철군한 시점은 1973년이고, 베트

남이 통일되어 남한에서 ‘월남 패망’이라는 반공과 냉전의 프레임이 



- 77 -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5년이다.  그러나 이 계열에 해당하는 영화

들은 1970년대 초반부터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다. 이 시기의 영화들은 

베트남전쟁의 공식적 서사를 관객 대중에게 계몽적으로 전달하는 노골적

인 프로파간다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1968년부터 국내외의 

전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서, 관제 및 반민반관의 베트남전쟁 영화 제작 

역시 크게 줄어든다.131) 베트남전쟁을 다루는 영화는 자연스레 국가의 

지원을 받는 선전적인 영화에서 대중적인 영화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

는데, 이 영화들은 전쟁 자체를 장면화하기보다는 전쟁을 경험하고 고국

으로 돌아온 이들 및 그들의 가족‧연인‧배우자 등이 겪은 녹록지 못한 삶

의 양상과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감정의 차원에 주목한다. 이 영화들의 

이데올로기적 표면은 당대의 공식적인 베트남전쟁 서사에 반기를 들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반영하거나 별로 개의치 않는 편에 가깝다. 그러나 이 

영화들은 통속적인 감정의 재현에 주력하면서 공식적인 전쟁 서사에 균

열을 형성하는 한편으로, 박정희 정부가 주도했던 군사화된 국민의 이데

올로기적 젠더화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젠더화를 구성했다.

본 절에서 다루는 영화들이 파병 시기 국가의 지원을 받은 선전 영화

와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남성성 구성의 양상

이다. 국가 주도의 지배적인 베트남전쟁 서사에서 주역을 담당했던 군사

화된 남성 인물들이 당대의 규범적 남성성을 체현하고 있었다면, 본 절

의 영화들에서 남성 인물들은 규범적인 남성성의 주변부에서 구성되는 

남성성을 체현하고 있었으며, 이 영화들은 바로 그 ‘주변부의 남성성’

의 결여를 강조함으로써 베트남전쟁이라는 계기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규

범적 남성성의 허구성을 에둘러 폭로하는 효과를 발현했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주변부의 남성성은 〈소령 강재구〉의 ‘향식’

이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공모적 남성성과도 다르다. 헤게모니적 남성성

의 패턴을 엄격히 실천하면서 최전선에 서는 부담을 감수하는 남자들은 

상당히 드물지만, 아주 많은 남성들이 그 헤게모니로부터 ‘가부장제의 

배당금’을 얻는다.132) 특정 사회·특정 시대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131) 박선영, 앞의 글(2015), 70~71면.

132) R.W.코넬, 앞의 책, 127~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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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남성 일반이 여성을 지배하는 가부장적 젠더관계 

역시 안정화되는데, 공모적 남성성을 무사히 체현하는 이들 역시 그 이

득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헤게모니적 남성성이 “현재 수용되는 답변”

을 체현하는 젠더 배치의 실천이라 할 때 그 수용을 가능케 하는 수많은 

작은 합의들을 모아주는 것이 바로 공모적 남성성의 역할이자 기능이라

면, 여기에서 주변부의 남성성은 그 스스로 저항적이지는 않으나 헤게모

니적 남성성과 공모적 남성성이 구성하는 가부장적 질서의 안정을 흩뜨

리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 영화들은 또한 베트남의 전장으로 향한 규범적인 남성 주체들이 후

방에 남겨놓고 간 여성들의 수난에 주목하기도 한다. 주변부의 남성성 

및 수난을 겪는 여성과 같은 타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국가 주도의 지배

적인 서사를 비껴나는 베트남전쟁 인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영화들은 대

개 멜로드라마적인 양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멜로드라마가 아래로부

터 형성되는 대중적 감수성을 담고 있어서일 뿐 아니라, “자의식이 적

은 양식인지라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들이 틈입해 들어와 단성적인 관점

을 파열시킬 여지가 많”133)다는 점과 관련되어 있다. 멜로드라마 양식

이 보수성과 전복성의 경계를 으레 넘나드는 것과 같이, 이 영화들 역시 

관제 및 반민반관의 영화들에 저항하는 영화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가령 1970년대의 국책영화가 당시 관객들에게 인기 있던 첩보물 

및 최루성 영화에 기댔다는 점이나, 기관지에 게재된 반공영화론에서도 

흥행 요소에 대한 양가적 의식이 널리 공유되어 있었다는 점을 여기에서 

떠올릴 만하다. 이는 군사정권기의 국책영화와 대중영화가 서로를 반영

하며 “명령과 초자아의 위치”에 있었다는 논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

다.134) 베트남전쟁을 에둘러 언급하는 파병 시기의 대중적인 영화들은 

전쟁 자체를 비판하거나 파병 정책에 저항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파월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나름의 방식으로 내면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재현의 코드, 즉 주변부의 남성이 흘리는 눈물과 여성 수난사

133) 이승희, ｢여성수난 서사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 1910년대 멜로드라마를 중

심으로｣, �상허학보� 제10집, 상허학회, 2003, 360면.

134) 권은선, ｢1970년대 국책영화와 대중영화의 상관성 연구｣, �현대영화연구� 제

15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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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신파를 통해 지배적인 베트남전쟁 담론에 균열을 만들었던 것도 이러

한 영화들이다. 

한편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결국에는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

다는 점에서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 가부장적 질서는 베트남전쟁을 계

기로 한층 강화되었던 박정희 정권기 군사화 작업의 주요 원리 중 하나

였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영화들은 결국 국가가 설정한 베트남전쟁 

생활권의 ‘너머’가 아닌 그 내부에서, 국가가 아닌 다른 주체들이 베

트남전쟁을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억압과 저항의 

이데올로기적 구도로는 포착되지 않는, 따라서 ‘베트남전쟁 영화 연

구’의 대상으로서 좀처럼 포착되지 않았던 영역이다.

이러한 접근의 타당성은 베트남 파병 시기에 생산된 관제 영화론을 통

해서도 우회적으로 추출해볼 수 있다. 파병 시기의 선전 영화들이 형성

한 베트남전쟁에 대한 지배적인 허구는 영화 텍스트 내적인 차원에만 머

무르지 않는다. 영화 외 다양한 매체의 장에서 베트남전쟁이 재현되던 

양상이 우선 그러하지만, 1970년대가 시작되고 유신 정권이 들어서며 

국가가 영화의 생산에 간섭하는 강도가 높아질 때 이에 복무하던 영화 

담론에 내재했던 모순 역시 이 맥락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베트남전쟁을 

담은 영화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체계적인 관제 영화론의 생산은 찾아보

기 힘들지만, 이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자료들은 있다. 영화

진흥조합의 기관지 �코리아시네마�와 이를 계승하여 영화진흥공사에서 

발간한 �영화�가 유신을 전후하여 펼쳤던 반공영화론의 생산이 바로 그

것이다135). 박정희 정권 및 당시의 지배적 담론이 파월 군인들에게 부

여했던 위상 중 하나가 ‘자유의 십자군’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베트남전쟁의 공식 서사를 매체를 통해 선전하는 작업이 지니고 있었던 

논리의 일단을 짐작하게 해 준다.

135) �코리아시네마�와 �영화�가 국가 기관의 기관지로서 보여준 “국가가 노골적

으로 관할하는 극예술과 관변 저널리즘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심혜경, ｢국가

가 쓰는 영화 역사 : 1970년대 영화진흥공사 기관지 �영화�의 한국영화사 기술에 

대한 소고｣, �한국극예술연구� 제63집, 한국극예술학회, 2019가 자세히 다루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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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의 社會風潮는 점점 더 찰나적인 흥분과 격렬한 자극을 

갈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물론, 映畫가 꼭 이러한 風潮에 迎合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映畫를 보아주는 사람들이 程度의 차이

는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風潮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 感覺

의 觸手를 전혀 無視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强烈한 勝共意識과 테마를 如何히 興味있게 娛樂的으로 映像

化하며 藝術的으로 昇化시킬 수 있는가에 바로 反共映畫의 成敗는 달

려 있다 하겠다.

共産主義라는 全體主義를 배격하고, 共産主義를 무찌르기 위해서 自

由를 바탕으로 하는 民主主義를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藝術의 自由는 어디까지나 보장되어야하며 이는 마땅히 映畵藝術에 있

어서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아무리 國家的인 目的이 先行된다 할지라도 全體主義

國家에서처럼, 劃一的인 宣傳强要나 彈壓的인 國家統制가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136)

위 인용은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장이었던 작가 서윤성이 1972년 3월 

발간된 �코리아시네마� 1호에 실은 반공영화론의 일부이다. �코리아시네

마�와 �영화�에서 서윤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 펼친 영화론은 박정희 정

권이 지향한 영화정책의 나팔수 역할을 담당했고, 다른 필진들의 글에 

비해 이데올로기적인 노골성이 한층 더 깊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위의 글은 반공 프로파간다의 수행과 흥행이라는 상업적 성공, 예술

적 성취라는 욕망의 세 지향점 사이를 혼란스럽게 진동하던 1970년대 

반공영화론의 주요 요소들을 잘 담고 있다. 이는 서윤성이 당대의 친정

부적 단체들에서 직함을 맡았던 인물이자 〈냉과 열〉, 〈섬마을 선

생〉, 〈소띠 아저씨〉 등 베트남전쟁을 반공 혹은 개발의 국시와 연결

한 영화들의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맨발의 청춘〉

(1964)과 같은 큰 흥행작을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대중적인 작가이기도 

했다는 점과 관련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코리아시네마�와 

�영화�에서 국가 시책에 충실한 영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한 여러 

136) 서윤성, 위의 글(1972.3.), 102~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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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진의 논지는 각 글의 필자가 제작자인지 감독인지, 작가인지 혹은 평

론가인지에 따라 조금씩 방점이 다르게 찍혔기 때문이다. 그러한 차이를 

막론하고 이들이 공유하고 있던 반공영화론의 핵심 논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한국영화계는 반공의 국시를 철저히 반영하여 국민을 계도할 의

무가 있다. 

(2) 교조적이기만 한 연출로는 영화를 통해 관객 대중의 반공정신을 

함양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며, 관객의 취향에 맞는 흥행 요소를 포

함해야 한다. 

(3) 영화가 예술 장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직접적인 강요나 

통제는 없어야 하며, 이는 우리 정부의 반공 영화 정책이 공산권 국가

들의 선전영화 정책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1)~(3)의 논지들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다. 가령 (1)과 (3)의 경

우가 그러한데, (3)은 그 자체 내에 이미 논리적 모순이 있어서 논자들

의 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 본 논문에서 베트

남전쟁의 영화적 재현과 관련하여 주목하는 부분은 (2)의 논지이다. 이 

논지를 다루는 글들은 상업적인 흥행 영화의 감상성 혹은 신파성의 차원

을 문제 삼고 있는데, 반공영화이자 예술의 한 장르로서 영화는 이 ‘수

준 낮은’ 요소를 지양해야 하지만 흥행을 위해서는 이를 활용해야 한다

는 모순된 논지가 대부분의 글에서 발견된다. 이를 뒤집어 보자면 국가 

이데올로기를 선전하기 위한 영화라 해도, 혹은 그런 영화일수록 관객의 

감정에 대한 호소를 포기할 수 없었던 영화인들의 상충되는 욕망이 드러

나는 바다.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정부의 참전 프로파간다가 아직 

진행되는 중이었음에도 지배적인 허구를 비껴가는 이야기들이 눈물을 자

아내는 신파적인 멜로드라마 영화를 통해 흘러나올 수 있게 했던 당시의 

중층적인 전쟁 인식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정권은 베트남전쟁

이 실상 미국의 전쟁이므로 설사 패전한다 해도 한국군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져도 이기는 전쟁’이라는 계산 하에 파병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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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철군하는 한국군을 맞아들이는 행사 역시 파월 환송식과 마찬가

지로 국군의 기세를 선전하는 스펙터클을 형성하도록 성대하게 열렸는

데, 이는 전쟁은 패했더라도 한국군은 지지 않았음을 선전하는 것이었

다. 그러나 실상 파병 당시 주월한국군사령관 채명신의 회고에서도 언급

되었듯 전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파병 전부터 인지되어 있던 

바였다.137) 1973년 철군 직후 리영희가 발표한 글에서도 한국군의 파

병(비전투부대)이 시작된 1964년 당시 미국 정부가 패전이 이미 예견하

고 있었다는 사실이 미 국방성 문서자료의 인용을 통해 언급되어 있다. 

이 글은 또한 한국군의 전투사단 파견 결의를 요구하는 김성은 당시 국

방장관의 발언이 실린 국회의사록을 인용하며138) 박정희 정부에서도 이

미 전세의 불리함을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었음을 언급하기도 한다.139)

한편 사병들의 입장에서도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 

‘진짜 전쟁’을 해보고 싶은 모험심, 해외 경험에 대한 호기심, 사나이

다운 사나이가 되고자 하는 욕망 등으로 파월을 자원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나140), 파월의 대표적인 유형은 자원보다는 국가에 의한 강제인 

‘차출’이 차지하고 있었다.141) 또한 파월 장병의 가족들은 대개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계층이었지만, 전승의 소식만을 전하는 국내 언론을 

믿지 못해 외신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는 경우도 있었을 만큼142) 국가 주

도의 지배적인 담론이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것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계층을 

불문하고 적지 않았으며, 나아가 군사 활동 수행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죽음에의 두려움 역시 상존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전쟁 인식이 군부의 사전검열로 인해 영화를 비롯한 대중

적인 서사를 통해 전면적으로 재현될 수 없었던 환경 속에서, 멜로드라

137) 채명신, 앞의 책.

138) 1971년 7월 27일자 �한국일보�에 게재된 국회의사록이다.

139) 리영희, ｢베트남戰爭(Ⅱ)｣, �창작과비평� 8(2), 창비, 1973, 579~581면. 리

영희, 앞의 책, 81~83면에서 재인용.

140) 윤충로, 앞의 책, 142~146면.

141) 위의 책, 140면.

142) ｢총선전초 선거 1년을 앞둔 각 지방의 표정 (2) 월남증파와 국제정세의 이해

도｣ �경향신문�, 196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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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신파적인 눈물과 감상성이 그 표출의 틈새를 마련했으리라고 가정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대중서사의 ‘눈물’이 지닌 정치성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143)를 통해 이미 잘 논의된 바와 같이 신파적인 정서는 

이미 대중에게 익숙한 것이었으며, 1960년대의 한국영화는 특히 신파적

인 멜로드라마의 전성기를 형성했던 바다. 파월이라는 사건 및 경험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면이 대중문화의 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파

병 기간에,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은 이미 널리 유통되어 온 눈물

의 양식 속에서 통속적인 재현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래로

부터의 베트남전쟁 인식이 구술사 연구 등 ‘사후적 기억’의 차원에서

뿐 아니라 파병 시기 당대에 공유되던 양상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

는 통로가 될 것이다.

베트남전쟁을 재현하는 대중적인 영화에서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주

요 등장인물의 직업이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일정 정도 이상의 선전성

을 띠었던 파병 시기 영화들의 경우 항상 파월 군인 남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며, 이 군인들이 일반 사병이 아닌 장교 및 부사관임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민간에서 흥행을 목적으로 만든 상업 영화에서 재현

되는 베트남전쟁의 경험에는 군인 외에 파월 기술자가 등장하는데, 이는 

우선 베트남전쟁 파병을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였던 ‘조국 근대

화’의 경제적 요인에 대한 조명으로 작용했으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

전의 초석이라는 각도에서는 다룰 수 없었던 개인 및 가족의 생활고 해

결과 경제적 계층 상승을 향한 욕망을 담아내는 틀이 되기도 했다. 물론 

앞 절에서 살폈듯이 〈섬마을 선생〉이나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 

〈소띠 아저씨〉 등 국가의 베트남전쟁 인식을 내재한 영화들이 경제적 

근대화의 발판으로서 베트남전쟁을 의미화한 경우는 이미 있었다. 이는 

실상 1966년 한미 외무부 간에 체결된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

의 대한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 일명 ‘브라운 각서’에서 한국 

측이 추가 파병을 조건으로 미국에 경제적 원조를 요구했던 것을 통해 

143) 이영미, �한국 대중 예술사, 신파성으로 읽다 : 〈장한몽〉에서 〈모래시계〉

까지�, 푸른역사, 2016.; 이호걸, �눈물과 정치 : 〈아리랑〉에서 〈하얀 거탑〉까

지, 대중문화로 탐구하는 감정의 한국학�, 따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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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화된 사실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조국 근대화’라는 명목을 달

고 있었던 것이지 사적인 차원의 영역은 아니었다.

파월 장병 및 파월 기술자가 국내에서의 노동으로는 쉽게 벌 수 없는 

금액의 외화를 벌어온다는 것은 한국군의 파병 시기부터 누구나 알고 있

는 바였으며, 공식적으로는 ‘자유의 십자군’으로 표상되었던 파월 군

인들의 실제 지원 동기에도 경제적 요인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포함

되어 있었다.144) 이처럼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이 가져다 준 풍족한 

의식주에 대한 경험은 관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로케이션 촬영을 갔던 

국립영화제작소 및 민간영화사 소속 영화인들의 회고에서도 중요한 기억

으로 등장하는 부분이다.145) 당시 사병 및 특파원, 파월 노동자들의 전

언은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파병된 덕분에 좋은 밥(고기가 많은 서양식 

식사), 좋은 주거환경 등을 누리면서 눈이 휘둥그레진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물론 이것이 이들이 전하는 파월 경험 내용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는 당시에 실제로 파월된 사람들이 파월을 어떤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

던가를 여실히 보여 준다.

[그림 5]와 [그림 6]은 순서대로 〈저 언덕을 넘어서〉(강찬우, 

1968)와 〈바보같은 사나이〉(편거영, 1971)에서 주인공 남성인 파월 

기술자의 베트남 체류 장면을 각기 담은 장면들이다. 이 두 장면은 해당 

유형의 영화들이 베트남이라는 공간과 기술자로서 파월된다는 것의 의미

를 연출하는 방식과 태도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저 언덕을 넘어서〉의 지성은 

144) 윤충로, 앞의 책. 

145) 권용숙 구술채록, 강범구 구술, �강범구�, 한국영상자료원, 2011.

[그림 5] 〈저 언덕을 넘어서〉

(KMDb 제공)

[그림 6] 〈바보같은 사나이〉

(KMDb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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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는 최 주사 부부의 3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어릴 때부터 두 형과 차별대우를 받고 아버지에게 구박을 당하며 자랐음

에도 효심을 잃지 않는 착하고 순박한 인물이다. 최 주사는 장남과 차남

을 서울의 대학에 보내느라 가산을 탕진하고 큰 빚까지 지는데, 지성은 

이 빚을 갚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실히 날품팔이를 한다. 그

런 지성의 옆에는 어릴 때부터 그의 진면목을 알아준 애인 옥이와 그를 

안쓰럽게 여기는 어머니가 있다. 한편 최 주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큰소

리친 바와 달리 출세한 장남의 부부에게는 냉대를 받고, 법대에 간 줄 

알았던 차남이 몰래 미대를 나와 가난한 화가로 살고 있는데다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멋대로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다. 이에 절

망하며 귀향한 최 주사는 술독과 노름에 빠졌다가 마을 조합의 공금을 

훔치기에 이르는데, 지성이 나서서 아버지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1년 

동안 수감된다. 최 주사는 그런 지성을 구박해 온 자신의 지난 삶을 후

회하다 병에 들어 세상을 떠나고, 남은 빚은 고스란히 지성과 어머니의 

몫이 된다. 출소한 지성은 돈을 벌기 위해 파월 기술자로 자원하여 베트

남으로 떠나면서 큰형의 집에 어머니를 모셔 놓고 생활비를 부친다. 그

러나 어머니는 출세한 장남 부부의 집에서 박대를 당하다 못해 딸의 집

과 차남의 집으로 피신하려 하는데, 이들 역시 각자의 사정으로 어머니

를 모시지 못하자 어머니는 양로원으로 가게 된다. 열심히 돈을 벌고 2

년 만에 귀국하여 어머니를 찾은 지성은 옥이에게 이 사실을 뒤늦게 전

해 듣고 장남의 집으로 쳐들어가 처음으로 큰 분노를 표출한 후 옥이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러 양로원으로 달려간다. 뉘우친 장남 부부 역시 그

의 뒤를 따르고, 어머니가 이들을 용서하면서 가족의 화합으로 영화가 

마무리된다.

여기에서 지성의 베트남 현지 근무 장면은 하나의 신으로 구성되어 있

지만, 이 장면을 가능하게 하는 서사와 해당 장면의 연출은 당시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던 파월과 경제적 유인 간 관계에 대한 다소간의 

환상이 담긴 관념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그림 5]에서 지성은 고향

에서와 달리 비교적 좋은 옷을 입고 깔끔한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근

무한다. 이는 실제 파월 기술자들의 구술에서 드러나는 생활과는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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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가 있으며, 고된 육체노동의 현장과 군사적 동원이 한데 엮여 있던 

현실의 상황도 드러나지 않는다.146) ‘남방(南方)’의 분위기를 한껏 

자아내는 셔츠를 입고 있는 지성이 이 공간에서 행하는 행동은 두 가지

인데, 하나는 통기타를 치며 동료와 여유를 즐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

향에서 온 편지를 읽는 것이다. 이 요소들은 〈바보같은 사나이〉에서 

베트남 현지를 담은 장면인 [그림 6]의 신에서도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

어, 두 영화의 제작 시기 간에 놓인 3년의 간격을 무색하게 한다. 이 중 

편지 읽기는 베트남 현지와 한국을 연결하는 장치이지만, 군사주의 이데

올로기를 중심으로 전방과 후방을 공간화‧젠더화했던 영화들과는 다른 

심상을 자아낸다. 이 영화들에서 베트남은 이국적인 환상의 대상으로서 

쾌적한 남국의 공간이자, 고생스러운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달리 많은 돈

을 벌어올 수 있는 기회의 땅이며, 전쟁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개봉한 

영화임에도 군사적 긴장의 기운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이 장면들은 파월 기술자 남성 인물이 고국에서 편지를 통해 전해 받

는 소식과 관련해서도 눈여겨 볼 만하다. 〈저 언덕을 넘어서〉의 지성

은 애인인 옥이에게, 〈바보같은 사나이〉의 용팔은 아내인 숙에게 편지

를 받는다. 이 편지들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당신 

덕분에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전언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베트남으로 떠나 있는 동안 남아 있던 가족들은 그들의 부재로 인해 큰 

고생을 겪는 중이다.

〈바보같은 사나이〉에서 용팔과 숙은 의지할 데 없이 상경한 처지에

서 우연히 만나 가정을 꾸리고 딸을 낳아 가난하지만 성실한 생활을 해 

나간다. 용팔이 돈을 벌기 위해 파월 기술자로 떠난 사이에 숙은 사진사 

‘미스터 리’에게 강간과 협박을 당하고, 부동산 사기단에게 속아 용팔

이 보내 준 돈까지 다 잃고 만다. 이윽고 용팔의 귀국일이 다가오자 숙

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으로서 이를 갚고자 하지만 용팔의 구조

로 살아난다. 용팔은 숙에게 사기를 친 일당을 찾아가 폭력으로 복수한 

후 경찰에 체포되는데, 용팔을 검거하는 형사도 그의 사정을 알고 있어 

법을 집행하면서도 그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흘린다.

146) 윤충로, 앞의 책, 3부 6~7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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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언덕을 넘어서〉와 〈바보같은 사나이〉는 베트남으로 떠나는 남

성과 고국에 남은 여성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파월 기술자에게 

가장으로서 가정의 경제를 일으키는 역할을 맡긴다. 그러나 자신이 떠난 

동안에 가족들이 고생했다는 사실을 귀국 후에야 알게 되는 이 남성들은 

큰 좌절감을 느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해자 남성에게 물리적인 폭

력을 행사하며 분노를 표출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들의 지배적인 

감정이 신파성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남성의 눈물을 통해 

재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호걸의 연구에서 ‘남성 신파’로 명명

된 영화들의 특징으로 확장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신파는 “가부장제

적 가족의 위기와 그것의 극복의 과정을 환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도

출되는 가족윤리를 전경화함으로써 강력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구

축”147)하는데, 이 신파의 정서는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으로 나뉘

어 각기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으로 절합한다. 여기에서 남성 신파는 위

기에 처한 가족의 서사로 나타나는데, 여성을 포함한 가족들이 이 위기 

속에서 고난을 겪고, 이를 바라보는 남성들은 고통을 겪는다. 여기에서 

서사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남성들이 고통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여성들

이 고난을 잘 인고해낼 수 있는가에 있다.148)

〈저 언덕을 넘어서〉와 〈바보같은 사나이〉는 베트남전쟁의 한국군 

참전을 계기로 함께 파월될 수 있었던 남성 노동자 계급의 희망과 환상

을 그리는 한편으로, 그 파월이 오히려 가족이 고난을 겪는 계기가 된다

는 역설을 신파적 감정의 표현을 통해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여기에서 

남성들의 젠더 역할 인식과 실천은 베트남전쟁을 둘러싼 지배적인 허구

에 기반을 두고 가부장적 구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가 이데올로기의 

프로파간다 영화에서는 인정될 수도 표현될 수도 없었던 전쟁의 역설과 

좌절한 남성들의 눈물을 그리는 데 주력하면서 남성성의 구성이 실패하

는 순간을 노출하고 만다. 이는 이 영화들이 당대 관객 대중에게 널리 

공유되었던 신파적 감정의 구조를 폭발시킴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1960년대의 멜로드라마에서 남성 인물의 외국행이 계층 상승을 

147) 이호걸, ｢신파양식 연구 : 남성신파 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47면.

148) 위의 글, 3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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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릴 수 있는 기회로서 등장했던 이전 경향의 맥락 또한 살펴볼 만하다. 

인류학자인 낸시 에이블먼은 가족과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국

인들의 계급 이동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를 구술사적 방법에 따라 진행하

면서 이를 ‘멜로드라마적’이라고 파악한 바 있다. 여기에서 그는 형용

사적인 용법으로 ‘멜로드라마’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한국

에서 크게 흥행했던 멜로드라마 영화들의 사회사적 의미를 함께 살피고 

있는데, 그 중 〈박서방〉(강대진, 1960)에서 큰아들 용범(김진규 분)

이 태국 지사로 발령을 받아 계층 상승을 노리는 서사의 젠더 문제가 논

의된다. 미래의 가장이 될 아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미래의 번영을 

위한 진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149) 이는 〈소띠 아저씨〉에서 박만

길의 딸이 서울에 가서 돈을 벌겠다는 친구에게 ‘동백 아가씨’(취직을 

위해 상경했다가 호스티스가 되는 여성을 가리키는 당시의 유행어)가 될 

참이냐고 야단을 치는 것과 대비되는 젠더의 문제이기도 하다.

남성 가장이 가족을 남겨두고 베트남에 간다는 것은 전쟁에 참전하러 

가는 경우 외에 해외 취업을 한다는 맥락도 공존했다. 1970년대 ‘사우

디 붐’ 이전에 1960년대의 ‘월남 붐’이 있었고, 이는 베트남을 향한 

한국의 군사적 진출과 병행되는 일이었다. 〈저 언덕을 넘어서〉와 〈바

보같은 사나이〉의 중심 인물들이 가계를 일으키기 위해 베트남행을 택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회적 맥락 내에 놓인 설정이다. 전투의 현장을 

직접 담지 않거나 베트남이라는 공간을 장면화한 분량이 적다 하더라도 

이러한 작품들이 베트남전쟁 영화로서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

기에 있다. 〈저 언덕을 넘어서〉와 〈바보같은 사나이〉는 그러한 경로

를 따라 이동한 남성들의 실패를 ‘주변부의 남성’이 흘리는 눈물을 통

해 보여주는 텍스트로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파병 시기의 대중적인 멜로드라마 영화에서 베트남전쟁은 남성 가장이 

이끄는 가족이 경제적 계층 상승을 꾀할 기회이자 이산의 고통을 발생시

키는 원인으로서 양가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재현된다. 신파성은 이러

한 영화들의 지배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149) Nancy Abelmann, 강신표‧박찬희 역, �사회이동과 계급, 그 멜로드라마 : 미

국 인류학자가 만난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 일조각, 2014,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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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에 대한 영화적 재현에서 여성 인물의 자리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군사화된 공간의 재현에 주력하는 선전적인 영화들과 달리 이 

유형의 영화들은 파월된 남성들의 좌절을 그리거나 남겨진 여성들의 수

난사를 집중적으로 재현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파월된 남성들의 좌절은 

군인보다는 노동자 인물들을 통해 재현되는데, 이는 아직 베트남으로의 

파병이라는 사건을 분명하게 직면해내기 어려웠던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의 수난사에 초점을 맞춘 영화들은 남성 군

인의 실패를 전면화하는 부담을 피해 가면서도 전쟁 경험의 어두운 이면

을 우회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었다. 가장 노릇을 위해 노동자로서 파월

을 지원했던 남성들의 비애가 파병 시기 공식 서사의 이면을 재현하고 

있었다면, 그와 관련하여 여성 수난사가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

이다. 이러한 영화들에서 남성의 비애는 자신이 스스로의 의도와는 반대

로 가족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남

성들이 떠나 있는 동안 여성들이 겪는 수난사를 통해 베트남전쟁 파병이 

파월 군인 및 노동자의 가족들에게 준 고통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방식

을 취한다.

“여성 수난사 이야기 구조는 문학뿐 아니라 문예 영화와 이를 이어받

은 대중적인 장르인 문예 드라마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 

문학, 영화, 드라마의 통속화와 대중화, 상업화와 연결되면서 호스티스 

영화 등과 같은 변형된 구조로 전환”150)된다. 그런데 여성 수난사의 

동원은 여러 가지 층위에서 문제적이며 양가적인 효과를 발휘한다. 이는 

한국 문화의 장에서 여성 수난사 자체가 지닌 역사적 맥락과, 베트남전

쟁을 결절점 삼아 추진되었던 군사화 작업에서 젠더 역할 배분의 원리가 

되었던 가부장적 구조의 전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어머

니의 희생이나 여성의 타락-수난이라는 모티프는 성정치적 반동성과 지

배적인 전쟁 담론을 향한 불온성이라는 양가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다. 

파병 시기 당시에 파월 경험이 수난의 원인으로 재현되었다는 것은 한

150) 권명아, ｢여성‧수난사 이야기의 역사적 층위｣, �상허학보� 제10집, 상허학회, 

2003, 153~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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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베트남전쟁’ 영화의 통시적인 흐름 속에서도 문제적인 현상이다. 

수난사 이야기는 피식민의 경험 및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 “‘민족

사’의 서사 구조와 아래로부터 형성되는 대중 장르”151)의 혼용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즉 피해자로서의 한을 풀어내는 서사인 

것인데, 베트남전쟁에 대한 파병 시기 당시의 공식적 서사에서는 한국인

들이 ‘피해자’의 위치에 있을 수 없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러

한 금기가 무너지는 것은 파병을 결정한 국가와 참전 군인 당사자를 분

리하면서 후자를 피해자화하는 민주화 이후의 영화들에서부터 비로소 시

작된다. 그렇다면 파병 시기의 여성 수난사 영화들은 어떠한 맥락 속에

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일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전쟁이 점점 더 먼 과거가 되어가

는 1960년대 후반~1970년대의 시점에서 전쟁 이야기가 담지할 수 있

는 특유의 ‘한’을 계속하여 재현할 수 있는 방편으로서 동원되었다는 

가정이다. 한국전쟁의 경험을 수난사로 재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베트남

전쟁 재현으로 연속되었다는 것인데, 베트남전쟁은 한국전쟁과 달리 민

족 전체가 겪은 비극이 아니라는 점이 여기에서 걸림돌이 된다. 이는 해

당 영화들이 베트남전쟁이라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치밀한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기보다는 전쟁이 곧 고생으로 치환되는 통속화된 

상상력이 베트남전쟁 영화에도 적용된 것이라고 볼 때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베트남전쟁의 특수성이 인식되지 않았다는 ‘미

달’이 아니라, 베트남전쟁에 대한 지배적인 서사가 통속화되고 상업화

된 감상적인 장르인 멜로드라마에서는 통하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당시의 사회적 조건 속에서 베트남전쟁이라는 사건을 여성의 입장

에서 영화화할 수 있는 우회적이고 거의 유일한 통로가 여성 수난사 유

형이었으리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이는 남성 군인에게 집중되어 있

는 전쟁 재현의 초점을  넓히는 방향이지만, 그것이 여성 수난사의 유형

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여성의 위치를 가부장적 상상력 내에 묶

어두는 효과를 발휘하기도 한다. 

남성 인물이 파월 노동자로, 혹은 베트남전쟁에 군인으로 차출 파병되

151) 위의 글,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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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남겨진 여성 인물이 겪는 수난을 집중적으로 재현한 영화는 〈기러

기 아빠〉(권혁진, 1970), 〈안개 낀 장충단공원〉(남한, 1971), 〈오

빠〉(이상언, 1971)152)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영화들에서 

중점적으로 분석될 만한 작품은 〈기러기 아빠〉다. 이 영화의 여성 주

인공인 혜영은 전 애인과 남편을 모두 베트남전쟁에 파병 보내고 아들과 

함께 남아서 여성 수난사를 체현해 보이는 인물이다. 〈기러기 아빠〉는 

〈소령 강재구〉와 마찬가지로 여성 인물이 가장에 해당하는 군인 인물

을 베트남의 전장으로 보내는 작품이지만 그 초점은 〈소령 강재구〉와 

전혀 다른 곳에 맞추어져 있다. 가령 〈기러기 아빠〉에서 혜영이 결혼

을 전후로 보이는 급작스러운 성격 변화는 〈소령 강재구〉의 영순을 떠

올리게 한다. 그런데 〈소령 강재구〉가 숭고미를 보여주는 마지막 연출

을 통해 이를 모두 국가주의로 승화시킨다면, 〈기러기 아빠〉는 〈소령 

강재구〉에서 균열을 잠시 보이다가 사라진 ‘아내의 눈물’에 더해 군

인 남성과 아들의 눈물까지 폭발적인 신파성을 담아 재현한다. 

〈기러기 아빠〉에서 동욱과 혜영은 대학생 시절에 만나 교제하는데, 

유력한 정치가의 딸인 혜영과 가난한 집안의 아들인 동욱 간의 사이를 

혜영의 아버지가 반대하자 자존심이 상한 동욱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혜영은 부모보다는 사랑을 택하겠다며 곧바로 그를 따라 가출하지만 서

로 만나지 못한다. 8년 후 군 복무 중이던 동욱은 취약지구의 공민학교 

교사로 전출되는데, 그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혜영을 우연히 다

시 만난다. 혜영은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집안

이 몰락했고, 아버지의 중매로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와 결혼하였지

만 남편이 베트남전쟁에 파병되었다가 전사하여 아들과 둘이 남았다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동욱은 그러한 과거를 상관하지 않고 혜영

과 재결합하고 싶어하지만 혜영이 이를 거절하고, 동욱은 혜영의 아들 

152) 〈오빠〉는 동명의 TBS 라디오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현재는 원작 

라디오드라마 대본이나 영화의 본편 영상이 전하지 않고 영화의 오리지날 대본과 

심의대본이 남아 있다. 심의대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영화의 내용은 임선규의 희

곡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1936) 이후 전형화된 멜로드라마의 플롯을 거의 그

대로 사용하고 있어 베트남전쟁 영화로 특정하여 분석할 만한 여지는 별로 없는 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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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에게 아버지 노릇을 해 주며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고생하는 혜영 모

자에게 힘이 되어준다. 이윽고 동욱 또한 예전에 자원해 두었던 파월의 

길을 떠나게 되자, 혜영은 진영이 실은 동욱의 아들임을 비로소 넌지시 

알려주며, 진영과 혜영, 동욱은 눈물의 이별을 한다.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 / 산새도 슬피 우는 노을 진 산골에 / 엄

마구름 애기구름 정답게 가는데 / 아빠는 어디 갔나 어디서 살고 있나 

/ 아아, 우리는 외로운 형제 / 길 잃은 기러기

- 〈기러기 아빠〉(김중희 작사, 박춘석 작곡)

이 영화의 신파성은 제작 전부터 이미 예고된 바였다. 현재에도 널리 

쓰이는 표현인 ‘기러기 아빠’라는 조어의 원류가 되었던 동명의 라디

오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이미자가 부른 해당 드라마의 주제가도 크게 

히트하였는데, 이 영화 역시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면서 이미자의 노래를 

그대로 주제가로 가져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섬마을 선생님〉, 〈동백 

아가씨〉와 함께 이미자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노래인 〈기러기 아빠〉의 

경우 가사의 내용이나 가수의 창법 등이 발휘하는 비애감이 지나쳐 퇴폐

성을 띤다는 이유로 금지곡이 될 정도였던 것을 떠올려볼 만하다.153)

흥행이 보장된 인기 라디오 드라마를 영화화하고 주제가도 그대로 사용

하는 것은 1960년대 후반 한국 대중영화에서 자주 있는 일이었다. 이 

주제가들은 대개 가족주의적인 신파성의 감정을 자극하는 트로트 곡으로 

영화 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데, 베트남전쟁으로 인한 가족 간의 이산

을 그린 영화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154)

〈기러기 아빠〉의 경우는 일견 한국전쟁 이후 지배적 서사가 된 여성 

수난사의 반복으로 보이기도 한다. 전술했다시피 이 시기 대중적인 신파 

영화에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153) 이영미, 앞의 책(2017), 116~117면.

154) 해당 사례로는 〈안개 낀 장충단공원〉의 주제가인 배호의 동명 히트곡, 〈인

생우등생〉에서 동명의 주제가만큼 중요하게 사용되는 스코어인 나훈아의 〈꿈에 

본 어머니〉 등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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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발견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가령 〈사랑의 나그네〉(고

영남, 1977)는 황순원의 소설 ｢인간접목｣(1955)을 원작으로 하는데, 

이 영화에서 전쟁이 하는 역할은 주인공을 상이군인으로 만드는 데 그치

는 정도다. ｢인간접목｣에서 다루어진 한국전쟁이 〈사랑의 나그네〉에 

와서 베트남전쟁으로 별다른 무리 없이 치환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

이다. ｢인간접목｣이 상이군인을 등장시키는 동시에 고아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전쟁 직후의 전쟁고아‧부랑아 문제와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155) 오히려 전쟁과 작중 세계 간의 긴밀성

은 〈사랑의 나그네〉쪽이 떨어지는 편이다. 〈어딘가에 엄마가〉(정회

철, 1976)의 경우, 베트남전쟁이 극중에서 하는 기능은 가족 간 이산의 

계기를 제공하고 아이들을 고아로 만드는 것 정도인데, 이 역시 한국전

쟁 당시 자주 등장했던 이산의 모티프에 더욱 가깝다.

한편 〈안개 낀 장충단공원〉은 베트남전쟁을 다룬 파병 시기의 영화

들 중에서도 특별히 강도 높은 신파성을 보여준다. 1971년 작인 이 영

화는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영락없는 호스티스 영화로 보이지만, 상세히 

따져보면 호스티스 영화의 전성기보다 몇 해 앞서 있는 작품으로 그 이

후의 영화들과 차이를 드러낸다. 〈별들의 고향〉, 〈영자의 전성시대〉 

등 전성기의 호스티스 영화들이 도시적인 소비문화의 감각적 재현을 통

해 당대의 ‘청년문화’와 호스티스를 접속시키고 있었다면,156) 이보다 

앞선 〈안개 낀 장충단공원〉에서 호스티스 되기는 오로지 여성의 수난

으로만 그려지고 있다. 이는 남성 인물이 돈을 벌기 위해 3년간 베트남

으로 가야만 했을 만큼 가난했던 고아 출신 주인공 커플의 안쓰러운 처

지를 극대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실제로 파월 노동자로 베트남에 다녀왔다고 해서 개인이 그리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인생 우등생〉의 광호), 〈바보같은 사

나이〉의 용팔, 〈안개 낀 장충단공원〉의 진우는 갑자기 큰 돈을 벌어

155)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서승희, ｢전후(戰後) 한국의 부랑아 구호 담론과 문

화적 표상의 변전｣, �한국근대문학연구� 제20호, 한국근대문학회, 2019 참조.

156) 이에 관해서는 송아름, ｢1970년대의 ‘청년’이 재구성한 ‘호스티스’의 의

미｣, �개신어문연구� 제43집, 개신어문학회, 2018과 홍혜정, ｢1970년대 청년영화

의 감각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참조.



- 94 -

오며, 이는 〈저 언덕을 넘어서〉의 지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안개 낀 장충단공원〉의 진우는 2층짜리 양옥집을 살 만큼 돈을 버는

데,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는 대사 한 줄 정도로 처리되어 있을 뿐

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가 아니라 베트남에 다녀오는 

것 자체가 가계를 일으키는 것으로 상정되던 당시의 관념이다. 그런데 

〈안개 낀 장충단공원〉의 경우, 앞서 함께 나열한 세 편의 다른 작품들

과는 반대로 파월 노동의 결실인 양옥집이 등장한 이후의 장면들에서 그 

어떤 희망의 정서도 보이지 않는다. 〈인생 우등생〉에서 광호의 처도 

남편이 베트남에 가느라 부재하는 동안 호스티스로 ‘전락’한 바 있지

만 마지막에는 명랑한 톤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봉합의 장면이 등장하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톤의 차이를 결정하는 표면적인 요소로는 (앞서 〈기러기 아

빠〉에서도 신파적인 정서를 형성하는 역할을 했던) 주제가의 문제를 다

시 꼽아볼 수 있겠으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이는 〈인생 우등생〉, 

〈바보같은 사나이〉, 〈저 언덕을 넘어서〉가 남성 인물을 중심으로 구

성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안개 낀 장충단공원〉은 남성 인물이 부재하는 

동안에 여성 인물이 겪는 수난을 재현하는 데 영화의 대부분이 소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한다. 이는 베트남전쟁이라는 당대의 소재와 만나 지

배적인 전쟁 담론에 모종의 균열을 발생시킨다.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

병과 파월 노동자들의 해외 진출을 여성 수난사의 계기로 다루는 당대의 

상상력은 이러한 영화들에서 신파적 정서를 만나 완성된다. 베트남전쟁

의 경험을 조국 근대화와 경제적 발전의 발판으로 선전하고자 했던 당시 

정부의 공식적 서사는 (주로 하층계급) 관객들의 감정구조와 공명하는 

대중영화들이 파월 경험을 재현하는 방식을 통해 부정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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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자화된 베트남 표상의 구성과 반복

3.1. 베트남 로케이션 영화와 파월 한국군의 남성성

3장에서는 해외에서 벌어진 전쟁으로서의 한국 ‘베트남전쟁’을 재

현한 영화들을 참전 시기와 종전 시기, 한-베 재수교 시기의 영화들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영화들은 전쟁의 현장인 베트남으로 카메라를 돌려 

베트남(인)과 한국(인) 간의 관계에 대한 젠더화된 상상력을 보여준다. 

파병 시기에 제작된 베트남 현지 로케이션 극영화들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가부장적인 위계에 따라 재현하면서 베트남을 여성적으로 대상화

하고 파월 한국군의 남성성을 과시한다. 그러나 이 영화들은 가족 멜로

드라마와 이성애 로맨스를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남성성 구성의 균열점들

을 노출함으로써, 베트남전쟁을 중심으로 한 당대의 군사주의가 성별 이

분법과 이성애 중심적 상상력의 공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불안정한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한편 종전 후 한국에 유입된 베트남 난민들은 

‘월남 패망’의 프레임 속에서 ‘나라 잃은 사람들’로 표상되면서 여

성과 어린이의 모습으로 젠더화‧연령화된다. 종전 후 한국 ‘베트남전

쟁’을 재현한 영화들은 이들의 처지를 반면교사로 내세우며 반공주의를 

강화하거나, 불쌍한 난민을 구해주는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자아상을 부

풀리는 동시에 ‘패전’이라는 기억을 지우고 참전국으로서의 책임 문제

를 은폐하고 있었다. 한편 탈냉전과 재수교의 시기에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라이따이한을 다룬 영화들은 이들의 존재를 파월 한국군이 저지

른 과오의 결과로 재현하는데, 그와 같은 인도적 양심의 발현은 베트남

에 대한 경제적 (재)진출에의 욕망 및 부계 혈통에 대한 집착과 접합하

면서 참전 시기에 구성되었던 한-베 관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반복하

거나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파병 당시 한국에서 베트남전쟁은 정치적‧경제적 성장의 기회로 여겨

졌다. 박정희 정부가 진행한 대국민 선전에서의 베트남전쟁 역시, 내부

적으로는 경제개발정책을 이끌기 위한 ‘국민총화’를 다질 수 있는 계

기로, 외부적으로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군의 도움을 받고 전후 해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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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받던 처지에서 다른 나라를 공산화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위치

로 국격이 상승하는 계기로 이야기되었다. 이는 ‘조국 근대화’나 경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품고 있었던 다수의 베트남전쟁 영화들에서도 마찬

가지였다. 베트남전쟁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국이 이 전

쟁에 참여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컸

던 것이다.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인 베트남에 대한 관심 또한 그곳에서 

새로이 구성될 ‘우리’의 위상에 대한 상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국제 정세 속에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이 구성될 ‘우리’의 

모습을 상상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재현하는 일은 베

트남전쟁 참전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가령 대동아

공영권 블록 내에서 제2인자의 위치를 선점하려 했던 식민지 지식인들

이 인종주의적인 시선을 내면화하여 ‘남방’을 재현했던 것이나 당시 

연극과 영화에서 ‘남방’이 식민주의적 진출의 욕망을 담은 해양 모험

극의 무대로 호출되었던 것 등은157) 이후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을 

둘러싸고 형성된 심상지리의 내용에서 유사하게 발견된다. 이 반복 사이

에는 해방과 함께 찾아온 냉전 질서, 국제전으로서의 한국전쟁의 경험 

등을 통해 “세계/지역 냉전 지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상상적 위치 이

동을 해 나간 과정”158)의 단계가 자리하고 있었다. “우리 민족은 좋

든 싫든 세계사를 창조하는 첨병적 역할을 담당하는 역군이 되”159)었

다는 이 시기의 자기인식은 박정희 정권이 파월 한국군을 ‘자유의 십자

군’이라 칭했던 바를 통해 연장된다.

이처럼 한국이 베트남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방식에 드러

나는 차별과 위계화의 시선은, 식민지배와 냉전 질서 속 피지배자/약자

로서의 공감과 자기 투사가 공포감과 만나면서 형성된 것이기도 했다. 

157) 권명아, �역사적 파시즘 : 제국의 판타지와 젠더 정치�, 책세상, 2005, 

349~354면.

158) 김예림, ｢냉전기 아시아 상상과 반공 정체성의 위상학 : 해방~한국전쟁후

(1945~1955) 아시아 심상지리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제20집, 상허학회, 2007, 

329면.

159) 김기석, ｢韓國戰爭의 歷史的 意義｣, �신천지�, 1953, 549면. 김예림, 위의 글, 

328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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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1906년 �월남망국사�의 번안이 조선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현상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서구 열강의 식민지배에 저항하는 아시아 

인민의 공감대가 지배권력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바탕을 두고 있었기에 

결국 베트남에 대한 타자화와 피해자 내부의 위계화로 이어졌음을 밝히

고 있다.160) 이는 ‘한국의 베트남전쟁’이 ‘미국의 베트남전쟁’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지점이 어디였던가를 시사해 준다. 1980년대에 본

격적으로 형성된 반미(反美) 의식과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비판적 인

식 속에서 미국의 용병이라는 오욕의 표상이 구성되기 이전, ‘무적의 

따이한’을 자랑스럽게 선전하던 파병 시기의 베트남전쟁 재현에도 이와 

같은 모순적인 주체의 불안한 위치는 이미 엿보이고 있었으며, 냉전 질

서의 잠정적인 해체와 1992년의 재수교에 따라 양국 간 관계가 변화하

고 ‘라이따이한’ 문제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던 때에도 한국 측의 한

-베 간 위계의식 자체는 모종의 방식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베트남전쟁은 당시 한국에 있던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멀리서’ 치

러진 전쟁이다. 그러나 현지의 실황은 파병과 함께 전장으로 달려간 영

화인들이 보내오는 뉴스 푸티지(footage)를 가공한 뉴스영화와 문화영

화를 통해 한국 대중에게 실시간에 가깝게 전달되고 있었다.161) 이는 

폴 비릴리오가 고찰한 전쟁 선전과 시공간 지각의 문제를 떠올리게 한

다. 그에 따르면,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발달함에 따라 지리적 공간은 

수축하고, “가장 먼 곳에 있는 전장이 한 나라의 국내 생활에 거의 즉

각적으로 작용하여 그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장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162)게 된다. 이처럼 “몇백 킬로미터 밖의 적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 다음날 당장 현지 보고와 라디오 방송의 대상”163)이 되는 

현대전의 양상은 베트남전쟁 당시의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164)

160) 신지영, ｢‘피해자성을 내포한 가해자성’과 아시아 인민연대 : 오키나와의 

한국전쟁, 한국의 베트남 전쟁, 그리고 전시성폭력｣, �상허학보� 제58집, 상허학회, 

2020, 486면.

161) 박선영, 앞의 글, 60~67면.

162) Paul Virilio, 앞의 책, 154면.

163) 위의 책, 183면. Berliner Illustrirte Zeitung의 한 기자가 1941년 당시 쓴 

바를 비릴리오가 위와 같이 인용하였고, 위의 본문은 그를 재인용한 것이다.

164) 이 문단을 포함하여 이하 본 절의 내용은 조서연, ｢1960년대 베트남전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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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선 이상없다〉(김묵, 1966)와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그 

실시간의 기록 영상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짧은 시일 내에 “반민반

관”의 문화영화로 완성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165) 이는 곧 베트남전

쟁의 실황이 국가의 입장이 개입된 공식적 서사화의 과정을 거친 후 국

민 대중을 상대로 단기간에 유포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베트남전쟁은 전

방과 후방을 따로 나눌 수 없는 게릴라전이었지만, 이와 같은 선전(宣傳

/善戰)의 스펙터클은 베트남 현지를 전방으로, 한국을 후방으로 표상하

는 심상지리를 구성해 갔다166). 실제 현장을 따라다니며 촬영되었던 전

투 장면을 “쇼우(show)”가 점차 대체해가면서167), 한국에 전해지는 

베트남전쟁의 모습은 피사체의 선택과 배제나 카메라의 시선, 편집 등의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그 촬영 장면 자체가 처음부터 연출을 거친 것으로 

바뀌어가기도 했다. 이러한 선전이 만들어낸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틀 

속에서, 전장인 베트남에 대한 표상은 “왜소하고 음험한 남성 ‘베트

콩’과 ‘아오자이’를 입은 성애적인 여성으로 젠더화”168)되어 있었

고, 이는 베트남이라는 국가는 ‘여성’으로, 파월 한국군은 ‘남성’ 

주체로 표상하는 식민주의적 인식으로까지 나아가 있었다169). 당시의 

뉴스영화‧문화영화와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는 그러한 방식으로 시각

화되고 서사화된 베트남과 한국군의 이미지를 국내 대중의 인식 속에 자

리 잡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170)

화와 파월 한국군의 남성성｣, �민족문학사연구� 제68호, 민족문학사학회, 2018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165) 박선영, 앞의 글(2015), 60~62면.

166) 박정희 정권이 베트남의 전장과 한국의 일상을 전방과 후방의 관계로 연결하

고 후방기지로서의 한국 주민들을 동원했던 양상에 대해서는 윤충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의 전쟁 동원과 일상｣, �사회와 역사� 95호, 한국사회사학회, 2012 참조.

167) 한국영상자료원, �2006년도 원로영화인 구술채록 자료집 양종해[문화영화감

독]�, 한국영상자료원, 2007, 67~68면.

168) 김미란, ｢베트남전 재현 양상을 통해 본 한국 남성성의 (재)구성｣, �역사문화

연구� 제3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0, 195면.

169) 위의 글, 221면.

170) 베트남전쟁 파병 당시의 신문과 잡지에 나타난 한국/베트남 표상에 대해서는 

김우성, ｢베트남 참전시기 한국의 전쟁 선전과 보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석

사학위논문, 2005.; 이진선, ｢대중매체에 표상된 베트남전쟁과 젠더 이데올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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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파병 기간에 베트남 현지 로케이션으로 제작된 베트남전

쟁 영화들에 재현된 파월 한국군의 남성성을 분석하며, 이것이 박정희 

정부 당시의 가부장적 군사주의와 개발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양상과 그 이면의 효과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에 해당하는 주된 작품

으로는 〈여자베트콩 18호〉, 〈얼룩무늬의 사나이〉(이만희, 1967), 

〈고보이 강의 다리〉(이만희, 1970)을 꼽을 수 있는데,171) 이 영화들

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한 선행연구는 아직 거의 없는 가운데 박

선영의 연구를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는 관제 베트남전쟁 영화 제작의 

정치적‧사회적‧역사적 맥락을 촘촘히 재구하며 문화영화 〈월남전선 이상

없다〉 등의 주요 텍스트들을 분석하는데, 그 일환으로 국군영화제작소

가 제작한 장편 극영화 〈고보이 강의 다리〉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고보이 강의 다리〉는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영화로서

의 목적성과 이만희 감독의 냉정한 현실감각의 충돌이 빚어낸 의외의 결

과물”172)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고보이 강의 다리〉는 여전히, 베트남인들이 파월 한국군의 

활동에 감화되어 전향하거나 그에 준할 만큼 회심한다는 플롯을 지닌 영

화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 감화와 전향의 과정에서 가

교 역할을 하는 인물은 베트남인 여성으로, 그들을 감화시키는 인물은 

한국군 남성으로 각기 성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정은 〈고보

이 강의 다리〉 이전의 극영화인 〈맹호작전〉(김묵‧설봉‧박호태, 1966), 

〈여자베트콩 18호〉, 〈얼룩무늬의 사나이〉 등에서도 나타나는 것으

로, 베트남 여성과 한국군 남성 간의 관계라는 설정이 일종의 모티프로

서 작용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본 절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바로 이

1964∼1973년 『선데이서울』, 『여원』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국제문화연구

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참조.

171)〈고보이 강의 다리〉는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 영화 본

편 VOD를 텍스트로 삼았고, 2020년 현재 영화 본편 영상자료가 아카이빙되어 있

으나 보존 상태상 열람이 불가능한 〈여자베트콩 18호〉는 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

는 심의대본을, 영상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얼룩무늬의 사나이〉는 동 기관에서 제

공하는 녹음대본을 기본 자료로 삼았다.

172) 박선영, 앞의 글(2015),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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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구도 속에서 재현되는 남성적 주체로서의 한국군이며, 구체적으로

는 가족 멜로드라마 혹은 이성 간 로맨스의 극적 전개 속에서 남성성이 

구성되는 양상이다. 이 중 파월 한국인 병사와 베트남 여성 간의 “성적‧

연애적 관계”는 베트남전쟁 소재의 한국 소설에서도 자주 사용된 설정

인데, 가령 �하얀 전쟁�과 �머나먼 쏭바강�을 대상으로 한 이진경의 연

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 것을 볼 수 있다173). 그런데 본 절에서 다룰 

영화들에 나타난 “로맨틱한” 관계는 일반 병사가 아닌 장교나 부사관 

등 부하들을 지휘하는 계급의 한국 군인, 그리고 그 자신이 ‘베트콩’

이거나 최소한 베트콩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베트남인 여성 간의 관계로 

한정되어 있어 독특한 양상을 만들어낸다. 또한 참전 후 귀국한 작가에 

의해 쓰인 서사가 아니라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베트남에서의 로케이션 

촬영 후 국내에서 개봉한 극영화라는 점도 특기해야 한다.

본 절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국군영화제작소에서 직접 제작했거나(〈고

보이 강의 다리〉), 국방부 및 주월한국군사령부 등 군부의 지원을 받은 

민간 제작 영화들이다(〈여자베트콩 18호〉, 〈얼룩무늬의 사나이〉). 

이는 해당 영화들이 관의 주도 하에 베트남전쟁에 대한 공식적 서사를 

주조하고 국내의 지배적 담론을 형성하는 선전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바다. 그러나 본 절에서 문제 삼는 장편 극영화들은 

상업적인 흥행을 고려한 대중서사로서 대중의 욕망과 불안을 담아내는 

텍스트라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당시 대중영화계의 

인기 장르였던 전쟁영화의 오락성과 가족 멜로드라마 및 이성애 로맨스

라는 흥행 공식이 반공 선전 서사에 얽혀 들어가는 이 영화들은, 대중성

을 희구하는 바로 그 요소들을 통해 당대 남성성 구성의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들은 ‘자유의 십자군’으로

서 한국군의 참전이 지닌 정당성과 체제 우위를 관대하면서도 강인한 남

성성의 표상을 통해 재현하고자 하는데, 그 지위는 베트남(인)과의 관계

를 통해 끊임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쟁 수행의 재현

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폭력성은 여성과 아이의 위치에 놓였다고 상정

되는 베트남(인)에 대한 보호와 이성애적 관계의 성사를 통해 영화 속에

173) 이진경, 앞의 책, 128~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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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당화된다. 이처럼 군사화된 남성성과 반공주의의 우월함을 확인하

기 위해 위계화된 여성성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균열은, 강력한 

가부장이 지도하는 국가의 반공 개발주의가 지닌 취약함과 불안정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1964년 통킹 만 사건 이후 존슨 행정부는 베트남전쟁 확전을 결정하

고 ‘더 많은 깃발(more flags)’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군의 전투부

대 추가 파병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는데, 인종 문제는 그 주요 요인 중 

하나였다. 미국 정부는 베트남인과 ‘같은 황인종’인 한국군을 전쟁에 

개입시킴으로써 베트남전쟁이 미국과 베트남 간의 인종 전쟁으로 보이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다174). 그러나 한국인들은 베트남인들과의 사이에서 

민족적‧인종적 위계를 설정하여 스스로의 우위를 확인하고자 했다. 아이

리스 영은 지배와 억압의 부정의를 논하면서 “집단은 오로지 타 집단들

과 관계해서만 존재”하며, “한 집단이 일군의 집단을 배제하면서 표지

를 붙이고” 억압하는 것이 집단을 구성하는 방식 중의 하나가 될 수 있

음을 지적한 바 있다.175) 이와 같은 ‘표지 붙이기’는 집단 간 위계질

서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는데, 베트남이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발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나태함, 비능률, 낮은 노동 의욕”176)

등의 ‘열등한’ 습성 때문이라든가, “미개한” 베트남 원주민들은 한

국군의 진출 덕에 “문명화”의 혜택을 받게 된다든가177) 하는 인종주

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관념은 그 흔한 예가 된다. 

그중 아오자이와 같은 기호를 통해 베트남을 ‘여성’으로 표상하는 

작업은 곧 상대 집단에 표지를 붙이는 주체로서의 한국군을 ‘남성’으

로 위치시켜 양국 간의 관계를 상상하는 일이었다. 이는 남성(성)을 성

별 없는 표준이자 보편으로 규정하는 남성중심적 사회의 이분법적 젠더 

174) 윤충로, �베트남과 한국의 반공독재국가형성사�, 선인, 2005, 531면.

175) Iris Marion Young, 김도균‧조국 역,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118면.

176) 윤충로, ｢파월 기술자들의 베트남전쟁 경험과 생활세계의 변화 – 빈넬

(Vinnell)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1호, 한국사회사학회, 2006, 234

면.

177) 이진선, 앞의 글, 49~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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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만나면서 베트남에 대한 타자화로 이어진다. 이는 오리엔탈리즘

적으로 젠더화된 세계관인 동시에 대상에게 “단일한 이름”을 붙이는 

일이 된다. 이때 ‘단일한 이름 붙이기’란 대상을 “하나로 뭉친 단일

체”로 상정하고 상대를 그 경계 안으로 제한하는 정치적인 수행으로, 

이렇게 이름 붙은 대상은 “추상적이고 단일한 타자”로 남게 되는 것이

다.178) 이처럼 ‘여성(성)’이라는 속성으로 뭉뚱그려 상상된 베트남은 

남성중심적 이성애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그러하듯 한국군에게 있어 

지식과 정복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된다.

〈여자베트콩 18호〉는 강한 화력을 뽐내는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맹

호부대의 군인들이 베트남의 밀림 속을 용맹하게 진군하는 모습을 집중

적으로 보여주는 첫 시퀀스로 시작하며, ‘조국의 이름으로 뽑힌 자유 

통일의 용사들이 머나먼 월남 땅에 갈 때 겨레가 그 뒤를 따른다’는 내

용의 〈맹호의 노래〉가 그 배경을 장식한다. 〈고보이 강의 다리〉의 

첫 시퀀스 역시 군악대의 힘찬 연주를 배경음악으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엉키고 설킨 수풀을 병력 수송 장갑차(APC)로 헤치며 전진

하는 한국군 부대의 모습을 3분이 훌쩍 넘는 긴 시간에 걸쳐 보여준다. 

영화의 초반부에서 밀림의 광경을 실감 나게 보여주는 연출은 파병 당시

의 베트남전쟁 소재 극영화에서 즐겨 사용되곤 했다. 영화가 시작된 후 

관객들의 눈에 처음 보이는 베트남이라는 공간은, 무엇이 숨어 있을지 

알 수 없는 낯설고도 두려운 자연이자 진군하는 한국군에게 정복되는 장

소였던 것이다. 자연의 공간으로서 베트남의 이미지는 고온다습한 기후

의 밀림뿐 아니라 〈고보이 강의 다리〉 초반에 ‘이 대위’가 전장에 

도착하는 과정에 대한 묘사에서처럼 풍랑이 이는 바다의 모습으로 그려

지기도 했다. 사상 첫 해외 파병 전투부대인 맹호부대와 청룡부대는 

1965년 10월 부산을 떠나 베트남 중부의 퀴논 항과 캄란 만에 각기 닿

는다. 국내 언론을 통해 “곧 ｢장글｣에서의 대(對)｢베트콩｣ ｢게릴라｣전

178) 전혜은, �섹스화된 몸 : 엘리자베스 그로츠와 주디스 버틀러의 육체적 페미니

즘�, 새물결, 2010, 12면. 여기에서 대상을 ‘하나로 뭉친 단일체’로 본다는 것은, 

주디스 버틀러와 가야트리 스피박의 대담집 �누가 민족국가를 노래하는가� 중 팔레

스타인 내부의 정치적 논쟁에 대한 세계의 무지를 지적하는 버틀러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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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할 수 있도록 완전무장한 채 늠름한 모습으로 드높은 사기를 자랑

했다”179)고 보도된 이 군인들이 거쳐 온 남중국해는 “변덕스럽고 도

저히 예견할 수 없는”180) 곳이자 전쟁 수행을 위해 그 특성을 기억해

두어야 하는 지식의 대상으로 이야기되었다.

미지의 영역인 베트남으로 떠나는 일종의 모험가와 같은 한국군의 이

미지는 전술했듯 대동아공영권 블록 내에서 구성된 ‘남방’ 담론과 해

양 모험극 등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이후 해방과 함께 냉전 블록이 

형성되고 한국전쟁을 거치는 1950년대 중반이 되면 동남아시아의 울창

한 밀림은 게릴라들이 출몰하는 공포의 대상이자 개발을 기다리는 

“‘여성적’이고 비역사적인 자연”으로 표상된다181). 박정희 정권의 

개발 내셔널리즘이 강화된 196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아시아 상상’

은 베트남전쟁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닥뜨린다. 국내에서 전개되던 

“경제개발 총력전의 ‘대외화’, ‘지역화’가 진행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이 현실적인 시장으로 ‘활용’”182)되는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얼룩무늬의 사나이〉와 〈여자베트콩 18호〉, 그리고 〈고보이 강의 

다리〉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베트남이라는 공간을 담아낸 

일군의 전쟁영화들이었다.

한국의 베트남전쟁 파병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언론은 낯선 나

라인 베트남에 대한 지식을 생산해내기 시작한다.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결성 이후 1964년 현재에 이른 사정을 설명하거나183) 당시 전쟁의 현

179) ｢청룡부대 상륙｣, �동아일보� 1965.10.09. 1면. 언론을 통해 국내로 전해지

는 베트남의 자연은 바다보다는 ‘정글’, ‘장글’, ‘쟝글’ 등 이국적인 밀림을 

키워드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180) 〈소년이 돌아온 다리〉 녹음대본 S#12. 〈소년이 돌아온 다리〉는 〈고보

이 강의 다리〉가 개제하기 이전의 제목이다. 본 절에서 인용하는 텍스트인 녹음대

본이 만들어질 당시는 아직 개제가 이루어지기 전이었으므로, 본문에서는 작품 제목

으로 〈고보이 강의 다리〉를 사용하되 시나리오 인용은 〈소년이 돌아온 다리〉의 

녹음대본을 사용한다. 개제 경위에 대해서는 본 절에서 상세히 후술한다.

181) 장세진, �슬픈 아시아 : 한국 지식인들의 아시아 기행(1945~1966)�, 푸른역

사, 2012, 236면.

182) 김예림, 앞의 글, 340면.

183) ｢건너편의 사정 ｢베트콩｣의 내막｣, �경향신문� 1964.9.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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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었던 메콩 델타 지역을 직접 탐사한 보도기사184) 등은 베트콩의 전

략‧전술에 대한 설명과 베트남의 지형에 대한 묘사를 중첩해놓는다. 미개

척의 습지로 가득한 원시의 땅, 낮에는 땅굴을 파고들고 밤에는 수풀 속

에서 튀어나오는 베트콩의 이미지가 바로 그것이다. 베트남에 대한 이 

시기 한국의 지리적 공포와 불안을 가져다주는 베트콩의 습격과 정체를 

쉬이 알 수 없는 자연을 겹쳐 보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국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현장을 극화하여 ‘본국’으로 실어나르는 카메라의 시

선 역시 공유하는 바였던 것이다.

〈여자베트콩 18호〉에서 수색 작전을 벌이는 한국군들은 기이한 소

리로 신호를 주고받는 베트콩들의 감시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종종 묘

사되는데, 그 소리는 밀림 속의 보이지 않는 새들이 내는 으스스한 울음

소리와 섞여 구분되지 않는다. 이처럼 ‘자연’으로 표상된 베트남 및 

베트콩은 예측 불가능한 대상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수반한다. 파병 기

간에 제작된 영화들은 물론 200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까지를 포함하여, 

게릴라 전투를 재현한 베트남전쟁 영화에서는 특정한 유형의 전투 장면

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다. 해당 장면들은 한국군이 낯선 장소를 수색

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지점에 숨어 있던 베트콩이 갑자기 튀어나와 덮

쳐 오거나 사격을 해 오면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하는 순서로 양식화되어 

있다. 여기에서 화면을 채우는 것은 대개 클로즈업이나 바스트샷 등 비

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된, 공포와 불안 속에서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는 한국군의 모습이다. 한편 베트콩들은 누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

도록 얼굴이 제대로 식별되지 않은 채 희미하게 나타나는데, 한국군의 

응사에 맞아 개구리처럼 날아가는 이들이 베트콩임을 알아볼 수 있는 가

장 뚜렷하면서도 거의 유일한 표지는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왜소한 몸집이다. 불안에 떨던 한국군의 모습은 이와 같

은 시각적 대비를 거치면서 다시 유능한 군인의 모습으로 전환된다.185)

184) ｢월남의 요새를 가다 ｢메콩‧델타｣｣, �경향신문� 1964.9.21. 5면.

185) 베트남전쟁 중 게릴라 전투 장면이 위와 같은 양식으로 구성되는 것은 1970

년대 이후 만들어진 할리우드 영화들에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바지만, 파병 시기 한

국영화들이 그와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바로 밀림에서의 공포를 유능한 한국군의 

모습으로 봉합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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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한국군의 우수한 전력(戰力)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베트남

의 낯선 자연환경과 베트콩의 게릴라 전술이 지닌 위력 역시 강조해야만 

했다. 베트콩 남성들을 한국군에 비해 왜소한 모습으로 그려내고 밀림을 

진군하는 한국군의 화력을 화면 속에서 뽐내는 것만으로는, 위험에 놓인 

‘아군’의 불안한 상황을 재현해야 한다는 전쟁영화의 모순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얼룩무늬의 사나이〉가 파월 한국군이 지닌 불굴의 

의지와 희생정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한국군 인물들의 치명적인 부상과 

전사 장면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그 좋은 예가 된다. 이는 

자유 진영의 체제 우위를 선전하기 위해 공산당의 잔학함을 과장하여 국

민 대중의 공포심을 자아내는 반공 계몽 서사의 역설과도 맞닿아 있다. 

〈얼룩무늬의 사나이〉와 〈여자베트콩 18호〉, 〈고보이 강의 다리〉

는 한국군 남성과 베트콩 및 베트남인 여성‧남성을 가부장적 상상력의 

말판 위에 위계화하여 배치함으로써, 베트남의 전장을 묘사하면서 발생

하는 함정을 뛰어넘고자 한다.

〈여자베트콩 18호〉가 투항한 베트콩 포로들과 한국 병사들로 이루

어진 혼성 부대를 구성하여 베트콩을 격파하는 서사의 한 줄기는 이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이 혼성 부대는 한국 병사와 베트남 포로의 이름에 

같은 글자가 들어간다며 ‘종씨’라고 부르는 식으로 호형호제를 할 만

큼 화기애애한 곳이다. 이 부대에서 한국군은 적군이라 하더라도 전향만 

한다면 ‘자유’의 품으로 끌어안을 만큼 관대하고, 한국전쟁을 통해 공

산당의 비인간성을 먼저 경험한 형님으로서 아우를 훌륭한 전사로 교육

하며 자유의 소중함을 가르쳐줄 수 있을 만큼 지도력을 지닌 존재로 나

타난다. 한국이 전쟁을 ‘앞서’ 겪었다는 인식은 베트남 인민들이 오랫

동안 겪어 온 민족 해방 전쟁의 연속선 상에서 베트남전쟁을 파악하는 

시각과 대조되는 바로, 베트남전쟁을 이념 전쟁으로 바라보는 냉전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이처럼 베트콩을 전향시켜 가족관계 속 

아우의 자리에 두는 설정은 낯설고 두려운 먼 나라의 전장을 담아내는 

서사에서 한국군 남성의 우월한 위치를 안정화하는 데 소요되는 전략이

었다. 전향한 베트남인들이 전직 베트콩으로서 지닌 불온한 출신 성분은 

남성 포로의 경우 한국군과의 형제 관계로, 여성 포로의 경우 한국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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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의 사랑을 받는 대상화된 관계로 무마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혼성 

부대가 보여주는 가부장적인 안정화 장치는 일련의 영화들에서 한국군 

남성과 베트남인 여성 및 아이들의 가족적이거나 이성애적인 관계를 통

해 본격적으로 작동한다. 이는 나아가 전장에서의 대민사업이라는 소재

를 통해 당시 남한의 개발주의를 남성 주체의 육체적 우월함과 결부하여 

구현함으로써 나타나기도 했다.

파병 기간에 제작된 베트남전쟁 소재 영화들은 스펙터클한 전쟁영화로

서의 오락성을 놓치지 않는 대중영화이기도 했다. 그 전투 장면의 촬영 

및 연출에 드는 물적‧인적 비용의 부담은 국군영화제작소나 국방부 및 

주월한국군사령부의 지원으로 충당되었는데, 이는 이 영화들이 정부의 

입장을 담은 프로파간다의 성격을 띠었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고보

이 강의 다리〉의 개제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영화는 1970년 당

시 〈소년이 돌아온 다리〉라는 제목으로 개봉하였으나 배급사인 연방영

화주식회사 측에서 1972년에 개제 신청을 하여 다시 개봉한다. 그 신청 

사유는 “아세아의 반공군으로서 자유월남을 돕고 있는 한국군의 빛나는 

업적”을 흥행상으로나 대내외적으로나 강조하자면 영화의 공간적 배경

인 ‘고보이’를 제목에 내세우는 것이 합당하리라는 것이었다.186) 고

보이는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전적을 이룬 주요 전장인 동시에 고보

이 댐 건설로 잘 알려진 한국군 대민사업의 상징적인 지역이었기에, 제

목에 ‘고보이’를 포함하는 것은 이 영화가 베트남전쟁 영화로서 관객

에게 인지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예륜에 개제를 신

청한 것이 〈고보이 강의 다리〉의 제작사인 국방부가 아니라 흥행을 고

려한 민간 배급사였다는 점이다. 김권호는 1960년대를 전쟁영화의 ‘양

산기’로 파악하면서 그 양적 팽창에 주목하는데, 이때 전쟁영화 생산을 

가속화했던 요인으로 엄청난 제작비의 보전을 위해 군 인력이나 관련 시

설 등을 지원해주는 장려정책이 있었음을 꼽는다.187) 이 정책은 반공 

186) 〈소년이 돌아온 다리〉의 심의서류 중 “劇映畫 ”소년이 돌아온 다리“ 改

題結果 報告” 참조. 여기에서 ‘대내외적’인 부분을 고려하는 데는 이 영화가 베

트남 현지 로케이션으로 베트남 배우들을 한국 배우들과 함께 기용하여 제작되었고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둔 작품었다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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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에 부응하는 영화의 생산을 정부의 입장에서 북돋는 것이었으나, 그

렇게 생산된 영화들이 정부의 치밀한 기획 하에 제작된 반공 선전물이었

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88) 이 시기의 전쟁영화 양산은 정부의 이데올

로기적 목적과 함께 “흥행을 통한 이윤 축적을 바라는 영화산업 내부의 

경제적 요구 그리고 대중들이 갈망했던 정서적 갈증의 해갈”이라는 3

중의 욕구가 만나는 곳에서 가능한 일이었다.189) 해당 영화들은 국가의 

반공 선전 정책에 부응하는 영화인 동시에 관객 대중에게 익숙하게 어필

할 수 있었던 멜로드라마 소재를 바탕으로 전쟁 재현의 시청각적 쾌락을 

생산하는 장르영화였다. 말하자면 1960년대 베트남전쟁 영화는 정부의 

반공 시책, 상업영화를 소비하는 대중의 욕구, 그리고 당대 한국인들이 

공유했던 가부장적 세계 인식이 한데 얽힌 산물이었던 것이다.

파월 군인들을 보내고 맞아들이는 수차례의 행사는 다른 나라를 공산

화의 위기로부터 방어해줄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박정희 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대내적으로 선전하는 국가적 이벤트였다. 여기에서 남성 청년 군

인들을 배웅하는 역할은 여성의 몫이었다. 환송식의 젠더화된 스펙터클

은 전방과 후방의 관계를 보호하는 남성-가장과 보호받는 여성 및 어린

이-가족으로 표상하는 가부장적 군사주의를 표방했고, 이는 박정희 정

부의 통치 전략이었던 가족과 국가의 일원화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전방

과 후방의 관계를 가부장제에 입각하여 상상하는 것은 근대국가의 전쟁 

담론에서 흔히 발견되는 바다. 문제는 그와 같은 상상력이 파월 군인과 

국내의 국민 간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베트남 현지의 한국군과 베트남인 

사이의 관계에도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187) 김권호, ｢한국 전쟁영화의 발전과 특징 : 한국전쟁에서 베트남전쟁까지｣, �지

방사와 지방문화� 제9권 제2호, 역사문화학회, 2006, 90면.

188) 상업 극영화에 비해 정부의 요구가 한층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국립영화제

작소의 제작물이나 정책 차원에서 결정된 아이템에 따른 문화영화의 경우에도, 기획

부터 후반작업에 이르는 실제 제작 과정은 정부가 아닌 감독 1인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다(이순진, ｢대안영화에서 선전영화까지｣, 이순진 외, 앞의 책, 13면). 이는 국

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하여 흥행에 성공했던 장편 문화영화 〈월남전선〉을 감동했

던 양종해의 구술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항이다(한국영상자료원, �2006

년도 원로영화인 구술채록 자료집 양종해[문화영화감독]�, 앞의 책, 21면).

189) 김권호, 앞의 글,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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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무늬의 사나이〉와 〈고보이 강의 다리〉의 여성 주인공은 모두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는 소년을 돌보는 인물들이다. 〈얼룩무늬의 사

나이〉의 ‘란’은 베트콩 부대의 지휘관인 남편이 게릴라 활동을 위해 

집을 비우는 바람에 아들 ‘로이’를 혼자 키우고 있고, 〈고보이 강의 

다리〉의 ‘여선생’은 역시 아버지가 베트콩이 되어 마을을 떠나버린 

소년 ‘남어이’와 또 다른 가정의 소녀 ‘리엉’을 도맡아 보살피고 있

다. 이때 〈얼룩무늬의 사나이〉의 이인호 대위와 〈고보이 강의 다리〉

의 이 대위는 각 작품에서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대리한다. 공산당은 

아내와 아이를 보호하는 가장이 되기에 부적격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국군 남성이 그 자리를 채울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이념 간 

우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 영화들에서 한국 군인의 계급이 부하

들을 통솔하는 장교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해당 인물들이 지닌 가부장

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보충한다. 이는 베트남전쟁의 상흔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민주화 이후 영화들의 주인공이 사병 계급의 일반 군인이라는 

것과 비견되는 지점이다. 〈얼룩무늬의 사나이〉의 이인호 대위와 같이 

한 중대의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실존 인물

을 모델로 한 경우 그 효과는 더욱 배가된다.190) 실화를 바탕으로 하여 

내용 각색에 제약이 있었던 〈얼룩무늬의 사나이〉에서는 베트남인 여성 

인물과 이인호 대위 사이에서 이성애 로맨스가 분명하게 등장하지 않는 

대신 가족 멜로드라마에 등장하는 남성 가장으로서의 면모가 심화되어 

나타난다.

조지 L.모스는 1차대전 이후 대두된 파시즘이 현대 남성성을 최고로 

190) 영화 〈얼룩무늬의 사나이〉는 이인호 대위(사후 소령으로 특진)의 실화를 바

탕으로 한 KBS 연속극 〈얼룩무늬의 사나이〉를 원전으로 한 작품이다. 이인호 대

위는 청룡부대 소속 중대장으로 1966년 당시 투이호아 지역에서 수색작전을 수행

하던 중 베트콩이 던진 수류탄을 자신의 몸으로 재빨리 덮어 부하들을 구한 실존 

인물이다(한국영상자료원 kmdb 영화정보 참조). 

  정영권의 조사에 따르면 이인호 소령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이소령 일대기

의 영화화권을 둘러싸고 업계에선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개봉 전부터 “청룡부대가 후원하는 제2의 베트남 로케이션 영화”로 대대적인 홍

보가 이루어지기도 했다(정영권, �적대와 동원의 문화정치�, 소명출판, 2015, 

253~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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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한 형태라고 말한다. 이때 국가의 기초가 되는 가정 생활과 고도로 

군사화된 남성 조직 생활 사이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소하는 것이 바로 

여성과 아이들을 남성의 지배하에 놓는 가부장적 위계질서의 구축이

다.191) 군사적 경험을 통해 진정한 사나이, 1등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국

가 주도의 군사주의적 서사는 실제 전쟁 수행 및 군사훈련 과정에서 발

생하는 부상병 및 사상자의 존재를 통해 그 허상을 드러내곤 한다. 군가 

〈맹호들은 간다〉가 말하듯 ‘조국의 이름으로 뽑힌 용사’들은 바로 

그 조국의 이름으로 생명을 잃는다는 모순에 처해 있는데, 박정희 시기

의 군사주의적 재현물들은 전사(戰死)로 인해 가장의 자리를 지킬 수 없

게 된 군인들의 균열된 상황을 봉합하기 위해 가부장으로서의 지도력과 

국가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위한 자기희생을 한데 붙여놓으며 영웅적인 

남성상을 주조한다. 이 남성 영웅의 지위를 안정화하기 위해 동원되는 

아내, 자녀, 부하들의 존경이라는 요소는 〈얼룩무늬의 사나이〉와 같이 

베트남전쟁 현장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오면 베트콩을 비롯한 베트남인

들의 존경으로 환원되며, 그중에서도 베트남인 여성의 감화와 신뢰가 중

요한 역할을 한다.

1966년 베트남‧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박정희는 월남 시찰 결

과 파월 장병들이 대민사업 및 선무공작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연

설한 바 있다. 이 연설에서 쓰인, 한국이 세계 속의 “주권 성년 국

가”192)가 되었다는 표현은 남한이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한국

전쟁 당시의 지위를 극복하고 세계에 기여하는 지위에 올랐다는 선전을 

위한 것이었다. 미성숙한 아이가 성년으로 성장하였다는 이와 같은 서사

는 소년이 자라 아버지 노릇을 할 만큼 성숙한 존재가 되었다는 가부장

적 서사로서 국가를 남성으로 성별화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얼룩무

늬의 사나이〉에 등장하는 수혈 에피소드에서 극대화된다. 전사자를 메

고 가는 한국군의 상여 행렬을 베트콩이 습격하자 부락에서 전투가 벌어

진다. 이때 베트콩 대장과 ‘란’의 아들인 ‘로이’가 큰 부상을 입고, 

191) George L. Mosse, 앞의 책, 288면.

192) ｢[방월‧방비] 김포공항에 안착 귀국인사(1966.10.26.)｣,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3집 10월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www.pa.go.kr 최종검색일 :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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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대위는 역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한 자신의 부하인 김 수병의 피

를 수혈하게 하여 ‘로이’를 살려낸다. 베트남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외국에서 온 군대를 불신하던 ‘란’은 이인호 대위를 가족의 은인으로 

생각하게 되며, 한국군에 대한 적개심을 거두고 마을 사람들과 한국군 

간의 소통을 도맡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 ‘란’이 회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양민”을 보호하고 자신의 아들을 지켜주는 이인호 

대위에게서 남편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던 부정(父情)의 존재를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그려진다. 말하자면 이 에피소드는 곧 베트남과 한국 간

에 글자 그대로의 가족적인 ‘혈맹’이 맺어지는 순간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인 여성 사이에 아들을 낳아 베트

남 내 반공의 기수로 삼자는 식민주의적 발상은 파병 초기부터 언론을 

통해 유포되었고,193) 파월 한국군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베트남 현지에

서 결혼하는 일은 국방부 차원에서도 “한월 간의 친선을 꾀하기 위해” 

권장되는 분위기였다.194) 이러한 맥락 속에서 〈얼룩무늬의 사나이〉의 

수혈 에피소드는 ‘피’ 그 자체를 통해 아버지-한국의 표상을 극단화

한 사례가 된다. 그와 같은 발상이 지닌 의미는 그 반대편의 방향, 즉 

베트남인의 피를 한국인 아이가 수혈받거나 베트남 남성의 아이를 한국

인 여성이 낳는 이야기의 재현이 과연 가능했을까를 생각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이 경우 가부장적 관계 속에서 한국이 베트남의 도움을 받

는 위치, 정복당하는 위치에 놓이는 구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파월 한국군을 둘러싼 가부장적 상상력은 베트남인 여성 인물에게 할

당된 설정에서도 발현되고 있다. 한국군과 베트남인 주민들 사이를 잇는 

역할을 하는 〈얼룩무늬의 사나이〉의 ‘란’과 〈고보이 강의 다리〉의 

‘여선생’은 베트남인 가부장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는 모성적인 

193) 가령 1965년 1월 한국군의 증파를 결정한 국무회의 이후 국무총리 정일권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반공정신이 투철한 월남에 한국사람이 직접 가서 도와주어

야 합니다. 앞으로는 장가들지 않은 총각들을 월남에 보내서 월남 처녀들과 결혼도 

시키고 공산 ｢게릴라｣가 가장 많이 출몰하는 마을에 한국인을 이민시켜 ｢월남 속의 

한국｣을 건설하면 좋겠읍니다.”라는 “총각 수출농(弄)을 피력”했다. (｢총각들을 

월남에 보내서｣, �동아일보� 1965.1.9., 3면)

194) ｢〈파월장병〉의 현지결혼 제한 안해｣, �경향신문�, 1967.03.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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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인데, 이들이 부락의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 중 하나로 학교가 등장

한다는 점을 유의해볼 만하다. 〈얼룩무늬의 사나이〉의 ‘란’은 그 스

스로 교사로 나오지는 않지만 전투를 피해 모인 부락의 아이들을 학교 

교실에서 통솔하고, 이웃 마을의 교사인 ‘쏘안’의 선배로서 한국군과 

‘쏘안’의 사이를 중개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고보이 강의 다리〉의 

‘여선생’은 전쟁 중에도 부락의 아이들을 교실에 모아 놓고 글을 가르

치는 학교 교사로 나온다. 젊은 여성 인물인 이들이 하는 말이 자신들이 

돌보는 아이들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그와 같은 지위에 힘입어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고보이 강의 

다리〉에서는 한국군이 ‘여교사’의 마을 내 지위를 대민선전에 적극적

으로 이용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하기도 한다. 전방으로서의 베트남과 이

를 심적‧물적으로 지원하는 후방으로서의 한국이라는 심상지리가 가부장

적으로 젠더화되어 있었음을 생각할 때, 유사 아버지로서의 한국군과 이

들의 보호를 받는 베트남이라는 구도 속에서 이 여성 인물들은 총력전 

체제 하 ‘후방’에서의 재생산과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일종의 총후부인

과도 같은 역할을 도맡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인 존재가 된다.

〈얼룩무늬의 사나이〉에서 이인호 대위가 치명상을 당한 부하의 피로 

베트남인 소년을 살리는 행동이나, 〈여자베트콩 18호〉에서 전향한 베

트콩 남성들을 아우로 대하며 깊이 신뢰하는 김 하사의 행동은 극 중에

서 동료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힌다. 자신이 지휘하는 부하의 목숨을, 나

아가 주월 한국군 전체의 안전을 담보로 하여 베트남인들의 마음을 얻어

내려는 한국군 장교 인물들의 시도는, 얻을 수도 있으리라 예상되는 성

과에 비해 그에 따르는 희생이 훨씬 크며 아군 인물들의 정서적인 반발

감까지 수반한 모험이었다. 이를 통해 해당 영화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바는 공산 진영에 대한 한국군의 윤리적 우위와 파병의 정당성이었다. 

이 영화들 속의 파월 한국군 장교는 한국군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군

대가 아니라 공산화의 위험에 처한 이웃을 보호할 능력을 갖춘 ‘자유의 

십자군’임을 보여주려 애쓴다. 이처럼 강박적인 서사는 한국군의 베트

남전쟁 파병이 명분도 실리도 부족한 정치적 무리수라는 당시 국내의 일

부 여론을 도리어 상기하게 할 정도이다. 〈얼룩무늬의 사나이〉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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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 강의 다리〉는 한국군 남성의 아버지 되기와 베트남인 여성의 총후

부인 되기라는 가부장적 멜로드라마의 서사를 감상적으로 구성함으로써 

그와 같은 전개의 어색함을 덮는다. 이 감상성의 대중적 소구는 식민주

의적 상상력 속에서 구성되는 남성 주체와 베트남인 여성 인물의 관계가 

이성애 로맨스로 구체화하는 대목에서 다시 한번 나타난다.

전‧후방에 대한 젠더화된 상상력은 여성에 대한 두 가지 방식의 대상

화를 수반한다. 그 첫째는 가부장적 가족 내에서 보호받는 어머니와 딸

이라는 여성으로, 둘째는 “바람직한 남성성을 수행한 군인에게 주어지

는 보상으로서 성애화된 여성”으로 나타난다.195) 여기에서 ‘바람직한 

남성성’은 이성애 중심적으로 구성된 성적 규범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196) 군인 인물이 ‘남자다운’ 인물로

서 재현될 경우, 그의 이성애 관계가 재현물 속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인물은 으레 규범적인 이성애 섹슈얼리티를 

수행하는 존재로 상정되는 것이다.

베트남전쟁 파병 담론의 가부장적 성격은 ‘김치 보내기 운동’, ‘사

랑의 고추장 보내기 운동’ 등 파월된 ‘대한의 건아’를 어머니의 마음

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서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바였다. 이는 

이진선의 연구에서 언급되었듯 태평양전쟁 당시 아들과 남편을 전장에 

보낸 여성들이 총력전 체제 속에서 놓여 있던 위치와 역사적으로 연결되

는 것이었으며, 나아가 근대국가의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모성의 동원이

라는 맥락 내에 있는 것이기도 했다.197) 한국군 남성 인물과 베트남인 

여성 인물이 맺는 구도 역시 가부장적 군사주의의 담론 속에서 형성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런데 파월 한국군이 ‘여성’으로부터 받고자 했던 

것은 모성적 지원뿐만이 아니었다. 전장의 남성과 그를 보좌하고 위무하

195) 조서연, ｢군인, 사나이, 그리고 여자들 – 젠더화된 군사주의의 문화적 재현｣, 

연세대학교 젠더연구소 편, �그런 남자는 없다 : 혐오사회에서 한국 남성성 질문하

기�, 오월의봄, 2017, 153면.

196) 이성애 규범적인 성관계의 능력과 정상적 남성성의 관계가 징병제도 내에서 규

정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루인, ｢남성 신체의 근대적 발명｣, 권김현영 외, �한국 남성

을 분석한다�, 교양인, 2017 참조. 

197) 이진선, 앞의 글, 55~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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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성 간의 관계에는 이성애의 층위 역시 단단히 결부되어 있었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당시 대표적인 여성 독자 대상 대중지였던 

�여원�에는 ｢베트남통신｣이라는 제호 아래 파월 장병들이 보내오는 수기 

및 편지가 매달 2~4편씩 연재되었다. 그중 맨 첫 번째로 실린 글인 ｢고

국의 아가씨들에게｣는 파월된 한국 장병들이 베트남 여성에게 한눈을 팔

지 않게 하려면 한국에 있는 여성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

는 내용을 자못 익살스러운 어조로 담고 있다.198) 파월 한국군 남성이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인 여성들을 저울질하고 선택하는 위치에 있음을 

상정하고 적어 내려가는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는 중앙 일간지의 좌담 기

사와 같은 비교적 공적인 지면에서부터 가벼운 글투의 독자 편지에 이르

기까지 널리 유통되었다.199) 파월 한국군 남성 인물들의 이성애적 욕망

이 작품 전체에 걸쳐 다양하게 드러나는 〈여자베트콩 18호〉에서도 고

국의 ‘여대생’들이 보내오는 위문편지를 읽는 장면이나 “까마족족하

게 군침이 도는”(S#21) 여성 베트콩 포로를 대하는 장면 등이 나타나

는데, 이때 여성은 국적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이성애의 대상이자 

그 성적 매력을 남성 군인에게 평가받는 객체로 묘사된다.

그런데 본 절에서 흥미롭게 볼 만한 부분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

뿐 아니라 남성들 자신이 “월남 머슴아에 비교도 안될만큼 튼튼하고 사

내답고 귀공자답”200)다는 것, 즉 여성의 마음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

다는 것을 내세우는 지점이다. 육체적‧정신적으로 강인한 남성성을 지닌 

군인의 모습은 이처럼 이성애의 맥락이 직접 돌출되는 경우뿐 아니라 파

월 한국군을 재현하는 수많은 사례에서 발견되는 바다. 〈월남전선〉, 

〈대한뉴스〉 등의 뉴스영화를 비롯하여 베트남 현지에서 보내온 필름 

푸티지로 구성된 문화영화들은 병사들의 전투 훈련이나 태권도 격파 시

범 등을 촬영한 장면들과 중후한 음성을 지닌 남성 아나운서의 내레이션

을 통해 파월 한국군의 우월한 남성성을 줄곧 선전하였다. 현대에 들어

서면 이상적인 남성성의 스테레오타입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남성의 육

198) 병장 김정승, “故國의 아가씨들에게”, ｢베트남통신｣, �여원�, 여원, 1965.5.

199)  ｢�베트남‧공가이�｣, �동아일보� 1965.06.17., 6면.; ｢우린 싸웠노라 돌아왔노

라 猛虎의 歸還 용사들은 말한다｣, �경향신문� 1966.08.08., 5면.

200) 병장 김정승,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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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자체가 관심의 초점이 되며, 부정적인 남성 스테레오타입은 육체와 

정신 모두 이상적인 남성에 못 미치는 것으로 형상화되면서 후자를 강화

한다는 조지 L.모스의 분석201)은 이를 이해하는 데 일단의 도움을 준

다. 파병 당시 한국사회의 지배적 담론은 강인하게 단련된 군인 남성성

을 이상화하면서, 베트남 남성과의 육체적 대비를 통한 인종적 우월함과 

베트남 여성의 선망을 얻는 이성애적 매력의 형상화를 통해 그를 강화해

갔던 것이다.

〈여자베트콩 18호〉와 〈고보이 강의 다리〉에서도 남성 군인 인물

들의 육체적 자질은 자주 시각화되어 나타난다. 전자가 야외 샤워 장면

에서의 신체 노출이나 남성 베트콩과의 몸싸움 장면 등을 통해 그를 보

여준다면, 후자의 경우는 주로 극의 중심 사건인 다리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 장면을 통해 장병들의 단단한 육체를 거듭 전경화한다. 이는 박정

희 정부가 추진한 개발‧토건 정책의 이미지와 군인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남성성을 강조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토건을 통한 개발과 

경제 발전을 베트남전쟁의 ‘전사’들과 연결하는 것은 파월 제대 군인

들의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다룬 〈월남에서 돌아온 김 상사〉 등

의 영화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국내의 경제개발 정책과 해외 ‘진출’

을 군사주의의 맥락 속에서 통합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싸우면서 건설하자”라는 당대의 국책 구호가 남성성으로 젠더화되는 

국면이자, 한국에 비해 국력상 열위에 있다고 상정되는 베트남에서의 토

건이라는 점에서 식민주의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S#144 다리

태극기가 덮어지는 마하사의 얼굴.

  많은 마을 사람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다.

소녀 남어이!

귀순한 VC들과 소년, 이대위가 다리 이편에 온다.

201) George L. Mosse, 앞의 책, 15면,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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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리엉!

소녀 남어이!

뒤에 쫓아오는 EXT.

소년 리엉!

뒤를 쫓는 VC 귀순자들.

여선생 앞으로 지나가는 촌민들.

가족을 만날 기쁨에 정신없이 달린다.

(〈소년이 돌아온 다리〉 녹음대본)

〈고보이 강의 다리〉는 고보이 지역의 베트남인 주민들을 위해 한국

군이 다리를 건설한다는 것을 내용의 골조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파월 

한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마을의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베트콩이 폭파

하자 주민들은 이를 한국군의 소행으로 오해한다. 이에 심리전을 담당하

는 장교인 이 대위는 부대원들을 동원하여 다리를 재건해줌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작전을 세우고, 베트콩의 공격으로 인한 몇 

번의 위기를 극복하며 목표를 달성해낸다. 위 인용은 한국군에 적대적이

었던 마을 주민들이 다리의 완공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손에 손에 태극기

를 들고 환호하며 다리 위로 달려오는 마지막 장면인데, 이때 강 건너편

에서 다리로 달려오며 “뒤를 쫓는 VC 귀순자들”은 모두 마을 사람들

의 가족이다. 다리가 이어지고 헤어진 가족들이 만난다는 것은 이데올로

기 문제로 분단된 베트남의 통일을 은유하는 것으로, 베트남전쟁을 한국

전쟁의 연장으로 여기는 한국 측의 인식 속에서 이는 한국의 ‘조국 통

일’을 에두르는 바이기도 하다. 영화 속에서 이러한 결말을 이끌어낸 

다리의 건설은 다름 아닌, 무거운 원목을 짊어지고 무너지는 교량을 버

티며 쇠망치를 휘두르던 이 대위 이하 한국군들의 건장한 육체에 달린 

것으로 연출되고 있었다.

반공 진영의 우위를 토건 모티프를 통해 체현하는 한국인 남성 장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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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이다운’ 육체는 이성애 관계에서의 성적 매력 역시 동시에 담지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고보이 강의 다리〉에서 이 대위와 ‘여선생’ 

간의 관계도 그러하지만, 〈여자베트콩 18호〉의 여성 주인공인 ‘신’

과 김 하사202)의 관계는 이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남성 연

인인 ‘민’을 따라 베트콩에 가담했으나 자유월남으로 넘어가려다 한국

군의 포로가 되는 여성 ‘신’은, 김 하사로 대표되는 한국군의 아량에 

감복하여 베트콩의 정보를 넘겨주며 완전히 전향한다. 이때 ‘신’과 김 

하사 사이의 관계는 영화의 초반부터 이성 간 로맨스로 설정되며, 중반 

이후 ‘민’의 존재 및 ‘신’과 ‘민’의 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 영화

는 ‘신’이 전쟁 후 김 하사를 따라 한국으로 가서 “한국 치마저고리

가 아주 썩 잘 어울릴”(S#38) 신부가 될 것처럼 둘의 관계를 진전시

켜 간다. ‘신’이 김 하사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단계의 주요 결절점들

에서 김 하사는 강간 시도를 포함한 베트콩의 거듭되는 공격으로부터 

‘신’을 구해주는데, 여기에서 김 하사의 능력은 베트콩 남성들과의 육

탄전에서 승리하는 육체적 우월함으로 표현된다. 산중의 격렬한 전투에

서 ‘신’을 구해준 후 동굴에서 단둘이 하룻밤을 보내는 에피소드는 그

러한 서사 전개의 정점에 놓여 있다.

〈여자베트콩 18호〉는 〈얼룩무늬의 사나이〉나 〈고보이 강의 다

리〉에 비해 심의 과정에서 설정 및 내용상의 수정 권고가 많이 가해진 

작품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신’과 김 하사의 관계 진전 양

상에서 ‘육체적 관계’의 비중은 줄이고 ‘정신적 관계’를 강조하도록 

수정이 요구된 부분이다203). 이는 “파월 국군 김하사가 월남 처녀를 

202) ‘김 하사’는 오리지널 대본과 심의대본에서는 중사로 나오지만, 심의대본의 

수기 검열에서 하사로 수정된다. 심의서류에서 대대장의 계급을 대령에서 중령으로 

낮추라고 요구한 것이나 베트콩 포로를 인계하는 부사관 급 인물이 수기 검열 단계

에서 사병 급으로 수정된 것 등을 볼 때, 이는 베트콩 출신 인물과 깊은 관계를 맺

는 한국군의 계급을 높게 두지 않으려는 심의 담당자의 의도로 짐작된다.

203) 예를 들어 첫 번째 심의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정 권고 사항이 있었다. 

“씬 118, 119, 120, 121, 122.: 김중사, 월남군 보충병 ”민“과 그의 처 ”신

“과의 애정 문제를 에워싼 삼각 관계로 인한 김중사와 ”민“과의 갈등 및 격투 

장면을 전면 삭제하고, 사실상 김중사와 ”신“의 깊은 애정관계가 없었으며 이를 

민에게 이해시키나 ”민“이 오해하고 상기 장면이 연출되는 것으로 수정.”(〈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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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하고 또 이를 부인하며 다시 이 처녀를 월남인과 결합시킨다는 내용

의 구성은 파월 국군 전체를 비난하는 처사가 될 것임으로 개작이 요망 

됩니다”204)라는 중앙정보부 측 의견에서 알 수 있듯 파월 한국군에게 

도덕적 결함의 여지를 두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단계

에서 권고된 여타의 사항들을 다수 반영한 심의대본에서 실제로 삭제된 

것은 동굴에서의 성관계를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부분, 그리고 차후에 

‘민’의 앞에서 그를 시인하는 ‘신’과 김 하사의 대사 등으로, 

‘신’과 김 하사 사이의 이성 간 로맨스 구도는 여전히 유지되어 있다.

S#135 앰브란스 안

(중략)

민 (월남어) 김하사! 난 왜 당신네 따이한 군인들이 먼 월남

까지 와서 왜 귀중한 피를 흘리나 이젠 알았오! 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꼈오! 당신을… 당신을 죽이려든 나를 용서

하시요

엄일병 김하사님! 민이…

김하사 손을 들고 제지한다

김하사 알었다. 대강 알겠으니 내가 하는 말만 전해라! 민- 민- 

난 신허군 아무 일 없었다. 내가 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

말을 한거다. 내가 욕심을 내구… 그러니까  예전과 다름 없

이 신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라구… 엄일병 빼먹지 말구…

엄일병 낮게 통역을 한다

박일병 김하사님! 기운을 내세요

베트콩 18호〉 심의서류 참조). 이 권고가 심의대본 단계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

으며, 애정관계의 전면 삭제가 아니라 동굴에서의 육체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암시하

는 부분을 들어내는 정도로 반영된다.

204) 〈여자베트콩 18호〉 심의서류 중 중앙정보부의 “씨나리오 검토 결과 통

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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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사 괜찮다 박일병! 총알은 허벅다리를 관통했을 뿐이야

민 (덥썩 김하사의 손을 잡고) 김하사! 나는 당신 말을 믿겠

오. 설사 그것이 거짓말이라도 믿겠오 김하사!

엄일병 김하사님! 민이 그렇게 믿겠답니다.

김하사 민! 내 말을 믿어 준다니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

더욱 힘껏 민의 손을 쥔다

역시 빙긋이 웃고 김중사의 손을 덥썩 잡은 민.

｢김하사!｣

바라보는 그들 눈엔 私怨은 사라지고 남자와 남자의 마음

이 얽혀 있을 뿐이다.

(〈여자베트콩 18호〉 심의대본)

여기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여자베트콩 18호〉에 나타난 이성 간 

로맨스의 핵심이 ‘신’과 김 하사 간 관계의 진전 정도에 있지 않고 

‘신’을 사이에 둔 ‘민’과 김 하사 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신’과 김 하사 간 로맨스 관계의 형성은 김 하사가 ‘민’에게 

‘신’을 양보하는 결말을 향해가는 도정에 놓여 있다. 전자의 관계가 

이데올로기의 정당성이라는 층위에서나 이성애 관계상 매력의 층위에서

나 김 하사가 베트콩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면, 

후자는 삼각관계의 온건한 종결이 ‘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닌 김 

하사와 ‘민’ 사이에서 오가는 갈등의 조정을 통해 가능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바다. 이는 김 하사-반공 진영이 ‘민’-공산당에 대해 승리

를 거두었음이 남성 간 여성 거래 모티프를 통해 구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게일 루빈이 ｢여성 거래｣에서 지적하였듯, 이성 간의 (제도적) 결

합에 있어 “남성이 여성을 교환하도록 관계가 지정되는 한, 그런 교환

에서 나온 산물 – 사회적 조직 – 의 수취인은 남성”205)인 것이다. 

‘신’을 사이에 둔 삼각관계를 뜻하는 “私怨은 사라지고 남자와 남자

205) Gayle Rubin, 신혜수‧임옥희‧조혜영‧허윤 역, �일탈 : 게일 루빈 선집�, 현실문

화, 2015,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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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이 얽혀 있을 뿐”이라는 위 인용의 지시문은, 이 관계가 여성과 

남성 간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성 연대의 차원임을 분명

히 하고 있으며, 이 남성 연대는 두 남성 간의 동등한 관계가 아니라 김 

하사의 승인과 양보의 결과물을 ‘민’이 수용하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여기에서 ‘교환의 산물’은 곧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거두는 이데올로기

적 승리의 확정이다.

베트콩 여성의 전향 모티프가 처음 나타나는 영화인 〈맹호작전〉

(1966)의 주인공 ‘길 중사’는 “싸움만 잘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

니다. 그 민생을 수습하고 그 민의를 얻어야 이기는 거야.”206)라는 말

로 부하들의 호전적인 태도를 꾸짖는다. 여성 베트남인 인물과 남성 한

국군 인물 사이의 관계가 로맨스로 진전되지 않는 〈맹호작전〉과 〈얼

룩무늬의 사나이〉의 한국군 장교들이 이처럼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대민

선전을 진정성 있게 수행함으로써 “민의”를 얻어냈다면, 〈고보이 강

의 다리〉에서는 베트콩과 가족관계에 있는 마을 주민들을 대표하는 인

물인 ‘여교사’와 이 대위 간 관계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인들

의 전향 과정을 펼쳐낸다.

두 인물의 관계가 로맨스로 전개되리라는 것은 ‘여교사’가 이 대위

에게 호감을 갖기 이전, 이 대위의 시선에서 그녀가 이국의 푸른 강에서 

나룻배를 저으며 노래하는 신비로운 여인으로 형상화되는 장면에서부터 

이미 확실시되어 있다. 베트남 주민과 한국군 사이 관계 발전이 지닌 낭

만적 성격이 영화의 중반부에서부터 강하게 전면화되어 있는 것이다. 다

리가 거의 완공될 즈음 이 대위는 ‘오작교’라고 적힌 팻말을 다리에 

걸면서 ‘여교사’에게 오작교에 얽힌 설화를 이야기하고, 그에 감동받

은 ‘여교사’와 이 대위의 모습은 이윽고 고보이 강의 풍광을 아름답게 

그려내는 롱 쇼트의 프레임에 담긴다. 〈고보이 강의 다리〉가 1966년 

수행된 대민사업인 고보이 댐 건설을 참고하였으리라는 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문제는 ‘오작교’라는 다리의 이름 역시 1967년 당시의 

‘오작교 작전’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이다. 미군‧월남군이 점령하지 못

했던 남베트남의 핵심 교통로를 한국군이 평정하면서 베트남의 남과 북

206) 〈맹호작전〉 심의대본 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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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잇는 1호 국도를 확보하고 베트콩 사상자만 831명에 이르는 전과를 

올렸다며 크게 선전되었던207) 이 작전의 이름은 〈고보이 강의 다리〉

에 와서 견우와 직녀의 낭만적인 설화로 다시금 언급된다. 이 대위와 

‘여교사’의 관계가 견우와 직녀의 관계로 유비되고 이것이 다시 한국

과 베트남의 관계로 확장되면서, 한국군의 전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살상은 이성애 로맨스의 감상성으로 포장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고보이 강의 다리〉는 그와 같은 로맨스 관계의 진행과 함께 

‘여교사’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반공 프로파간다로서의 면모가 흔들리

는 순간들을 노출하고 있다. ‘여교사’를 향한 이 대위의 애정은 강 건

너편에 진을 친 베트콩들과 가족 관계에 있는 주민들의 회심에 대한 그

의 확신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펼쳐진다. 이는 “지금 총을 들고 그

들과 이야기하게 되면 영원히 그들 앞에서 총을 들고 이야기해야 됩니

다.”(S#68)라는 이 대위의 주장 속에서 함께 녹아든다. ‘여교사’는 

본 절에서 다루는 일련의 영화들 속 베트남인 여성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총후부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때 교사라는 직업은 해당 

인물이 베트남인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해 주는 자질로 

기능하는 동시에 작중 사회에서 그의 공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 대위는 물론 한국군 중대장 역시 ‘여선생’을 통하지 

않고는 대민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을 일찌감치 인정하고, 중요한 작전을 

수행하기에 앞서 그를 초청하여 주민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부탁한다(S# 

112). 이 장면은 대사 상으로는 중대장의 일방적인 통보처럼 구성되어 

있지만, 영화에서 베트남인 배우가 연기하는 ‘여선생’의 표정 및 자세

와 그를 둘러싼 한국군들의 공간적 배치는 이 작전의 성패를 위해 “여

선생에게 모든 걸 부탁”해야 하는 상황을 시각화한다.

〈여자베트콩 18호〉에서의 로맨스가 표면적으로는 김 하사와 ‘신’

의 관계로 보이지만 그 심급에는 김 하사와 ‘민’이 이루는 남성 연대

가 놓여 있었던 것과 달리, 〈고보이 강의 다리〉에는 ‘민’과 같은 역

할을 담당할 강력한 남성 인물이 부재한다. 이는 해당 작품 속에서 한국

과 남베트남 간의 친선 관계가 이 대위와 ‘여교사’ 간의 로맨스에 직

207) ｢감격적인 오작교작전의 성공｣, �경향신문� 196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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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기대어 서사화되는 상황을 불러왔으며, 그 결과 〈고보이 강의 

다리〉는 “강건너 여선생의 의무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옳은 것을 선택

할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하더군요”(S# 74)와 같은 대사가 응축

하듯 베트콩과 연결되어 있는 베트남인 인물들에게 많은 자율성을 부여

하고 만다. 〈고보이 강의 다리〉에 나타난 한국군의 남성성은 개발주의

적 토건의 모티프를 통해 구현되고, 베트남을 표상하는 여성 인물의 이

성애적 선망을 획득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화는 

그 과정에서 ‘베트남인’ ‘여성’ 인물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만들어 

예상 외의 균열을 노출하기도 한다. 실제로 ‘여선생’을 맡은 배우는 

첫 번째 다리 폭파 에피소드에서부터 베트남인을 대표하여 한국군에 강

력히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군 인물들을 대하는 직설적인 어투의 

대사 처리와 큰 제스처는 한국군과 베트남 주민들의 관계가 개선되고 이 

대위와 해당 인물의 로맨스가 진전되는 와중에도 시종일관 유지되고 있

다. 이는 시나리오를 지면상으로만 검토할 때는 포착할 수 없는 측면으

로, 현재 본편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영화들 역시 영상 자료가 확

보된다면 그 연출의 결과를 새로이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한

다.

강인한 남성성을 지닌 존재로 표상되는 한국군이 여성성으로 젠더화된 

베트남인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아이디어 속에서 전쟁이라는 사건은 남성

들의 일로 서사화되며, 여성 인물을 비롯한 베트남인 대부분은 한국군이 

담지한 남성성을 결여한 존재로 재현된다. 이 결여된 존재들은 공산화의 

위험 속에서 한국군 남성 인물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재현의 핵심은 베트남이라는 대상보다는 서사의 주체인 한국군 

자신을 향한다. 파월 한국군이, 나아가 남한이라는 국가가 세계사적 맥

락 속에서 추앙받는 남성 주체의 자리에 서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해당 

영화들에 도사린 궁극적인 욕망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사가 지닌 젠더

화된 구조를 분석할 때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한국(군) 주체가 발판을 

두고 있는 남성성의 취약함과 불안정성이라는 그림자다. 가부장적으로 

성별화된 위계질서 속에서 베트남을 여성화하고 폄하하면서도 그들의 호

감과 숭배와 승인을 얻기 위해 자신의 남성적 우월함을 끊임없이 내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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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은, 그와 같은 남성성이 실제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사실이 

발생시키는 불안과 공포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이다. “남성의 어떤 개

념 덕분에 누가 이득을 얻는가? 여성성에 관한 전제를 외교 정책의 토대

로 만드는 자원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208) 신시아 인로가 탈군사화를 

위한 여정에서 ‘페미니스트 호기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던진 이 

질문을 파월 시기 베트남전쟁 영화들에 적용해본다면, 남성성에 대한 이 

영화들의 집착은 성별 이분법과 젠더화, 이성애중심적 상상력의 공모가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당대 군사주의의 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3.2. 전쟁 난민과‘나라 잃은 사람들’에의 투사

1973년 1월 파리 협정 후 주월 미군과 한국군은 같은 해 3월을 기하

여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군의 베트남전

쟁 참전을 다루는 영화에서 베트남인들은 잠시 사라지며, 그 자리를 채

운 것은 파월의 경험을 통해 ‘조국 근대화’의 기수로 성장한 남성 청

년의 지도하에 국민이 어떻게 단결할 것인가에 대한 재현이었다. 한국군

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기왕의 재현들이 애초에 전쟁 자체를 다루기

보다는 해외 파병을 통해 높아지는 민족적 자부심, 반공 및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총화의 자세 등 국민국가의 내부를 향해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을 생각할 때, 철군 이후의 영화들이 베트남(인)에 대한 관심을 거두

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개선 장병 여러분들이 

월남 전선에서 발휘한 그 용기와 그 슬기, 그리고 그 의로운 자세가 바

로 유신과업을 수행해나가는 귀중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

자 합니다”, “어제 평화 십자군이 오늘 유신 십자군, 구국의 십자군이 

되게 합시다”209)라고 참전 및 그 종료의 과정을 의미화함으로써, ‘자

208) Cynthia Enloe, 김엘리‧오미영 역,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 지

구화, 군사주의, 젠더�, 바다출판사, 2015, 283면.

209) ｢파월 개선 장병 환영 대회 치사｣, 1973.03.20.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제

10집 3월편,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www.pa.go.kr) 기록콘텐츠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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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십자군’으로서 진군하였던 한국군이 가시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

고 돌아온 상황을 봉합하고 후경화하며 이를 유신체제의 강화를 위한 담

론으로 신속히 전유하였다.210)

1975년 4월 30일의 사이공 함락과 베트남 통일은 이러한 전유를 강

화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재현 전략과 베트남(인) 표상을 형성하는 계기

가 되었다. �조선일보� 외신부 재직 당시(1965~1967년) 리영희의 베

트남전쟁 분석에서부터211) 1968년 국방부 관계자의 분석212)에 이르기

까지, 한국군의 참전 전반기에 이미 베트남전쟁은 민족주의적․반식민적 

항전이자 전선이 불분명한 전쟁으로서 한국전쟁과 같은 이념 대결 전쟁

으로 볼 수 없고 전황 역시 불리하게 전개되리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

는 국가가 생산해 낸 냉전과 반공의 지배적인 서사에 눌려 심층적으로 

널리 논해지지 못했다. 휴전과 철군 이후 전해지는 전황 역시 북한의 남

침 위협과 엮여 한반도를 “사실상의 전쟁 상태”로 규정하며 반공의 위

기의식을 강화하는 공화당과 유정회의 통치술로 흡수되고 있었다.213)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전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오는 베트남 난민들이 대

거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이에 ‘월남 패망’의 프레임을 발 빠르게 구

성하고 반공 실패의 반면교사로 활용하면서 긴급조치 등의 유신체제를 

210) 이 문단을 포함하여 본 절의 내용은 조서연, ｢‘월남 패망’의 한국적 전유와 

타자화된 난민의 재현 : 영화 <가위 바위 보>(1976)와 <웨딩드레스>(1990)를 중

심으로｣, �우리문학연구� 67집, 우리문학회, 2020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211) 백승욱, ｢‘해석의 싸움’의 공간으로서 리영희의 베트남전쟁: �조선일보�

활동시기(1965~ 1967)를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32호, 역사문제연구소, 2014 

참조. 리영희는 1970년대 중반 �창작과비평�에 연재되고 1985년 단행본 �베트남戰

爭 : 30년 베트남전쟁의 전개와 종결�로 묶인 세 편의 본격적인 분석을 내놓기 이

전에도 1960년대 �조선일보�와 �세대� 등에서 이미 지배적인 냉전 담론에 배치되

는 베트남전쟁 해석을 전개하였고, 이는 당시 특파원 기자들을 비롯한 지식인 사회

에서도 일정 정도 공유되던 바였다. 가령 참전 전반기 지식인 사회의 베트남전쟁 인

식이 종합된 좌담회 ｢월남과 한국문제｣(�사상계� 1968년 1월 호)에서 이를 발견할 

수 있다.

212) 김영준, ｢월남전 : 변모의 전망｣, �세대�, 1968.4. 175면. (김주현, 앞의 글, 

61면에서 재인용).

213) 김주현, 위의 글,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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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였는데, 이는 기존 담론과 통치 전략의 단순한 강화를 넘어서는 

일이었다. LST 난민의 상륙과 쌍용호 난민의 등장은 베트남인들의 존재

를 한국인들의 가시권에 전격적으로 편입시키면서 한국과 베트남 간 관

계에 대한 인식의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본 절에서 다룰 ‘월남 패망’ 이후의 영화들에서는 이처럼 새로이 나

타난 베트남 난민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가부장적으로 젠더화된 한

-베 관계에 대한 기존의 서사와 접합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영화 등 관

제 선전 영화가 아닌 신파적인 가족 멜로드라마 및 호스티스 영화의 문

법을 통해 재현되면서 독특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르게는 1987년, 주되

게는 1990년대에 형성된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시각

을 담은 영화들이 등장하기 이전, 베트남 난민을 본격적으로 재현한 장

편 극영화로는 <가위 바위 보>(김수용, 1976), <사랑 그리고 이별>(변

장호, 1983), <웨딩드레스>(이혁수, 1990)를 들 수 있다. 이 중  본 절

에서는 한국에 정착한 베트남 난민들의 생활을 집중적으로 다룬 <가위 

바위 보>와 <웨딩드레스>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975년 5월, 베트남전쟁 종전과 함께 잔류 교민 및 베트남 난민들을 

실은 한국 해군 LST가 부산항에 상륙하면서 주요 일간지들은 이를 대

서특필한다. [그림 7]은 5월 13일자 �경향신문�으로, 부산항에 도착한 

LST에서 하선하는 난민들의 사진이 1면 좌측 전체 기사로 실려 있다. 

바로 다음 날인 5월 14일자 �동아일보�([그림 8])는 난민들이 하선하는 

[그림 7] (�경향신문� 1975.5.13.) [그림 8] (�동아일보�

1975.5.14.)

[그림 9] (�동아일보�

197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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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과 수용소의 모습 등 관련 보도 사진을 총 8개 지면 중 3개 지면을 

할애하여 싣고, 1면을 포함한 5개 지면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이외에

도 주요 일간지들은 난민들을 실은 LST가 부산항에 도착하는 광경을 

찍은 다량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월남 패망’의 스펙터클을 형성했다.

‘월남 패망’의 조짐과 함께 베트남 내에서 난민이 발생하기 시작하

던 3월부터 언론에서는 이 사태가 1950년의 흥남철수를 떠올리게 한다

는 해석을 붙인 사설을 게재했다.214) 한국전쟁 발발 25주년을 기념하여 

실린 화보 기사는 흥남철수 당시 피난민들의 절규를 상세히 회상하며 이

를 “요전번 월남 다낭 비행장의 그 처참한 광경”과 견주어 조국 수호

의 중요성을 역설하고,215) 같은 해 8월 부산 난민수용소에서 제3국으로 

떠나는 베트남 난민을 환송하는 자리에서 부산시민대표는 “한국국민이 

1.4후퇴 때 경험한 흥남철수작전을 연상케 하여 더욱 가슴 아팠다”라

는 송별사로 눈물짓는다.216) 같은 해 11월, 흥남철수를 지휘한 미 육군 

예비역 중장 H.차일즈가 한국전쟁 25주년을 기념하여 국무총리의 초대

로 방한하고, 언론은 그를 “흥남철수의 은인”으로 상찬하며 그의 공적

을 대대적으로 조명한다. 5월 베트남 난민 수용과 6월의 한국전쟁 25주

년, 11월 차일즈의 방한은 1975년 당시 한국인들에게 있어 ‘월남 패

망’과 한국전쟁의 기억을 다시금 한데 묶어 인지하게 하였으리라 짐작

할 수 있다.

[그림 8]은 LST가 들어온 5월 13일자 �동아일보�의 1면이다. 난민을 

실은 LST가 13일 오전 8시 10분 부산항에 입항하고, 같은 날 오후 박

정희 정부는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한다. 이 1면은 ｢국가안전․공공질서 위

한 긴급조치 9호 선포｣, ｢북괴 게릴라전 펼 듯｣, ｢캄보디아, 美상선 나포

｣, ｢우방공약 준수 지원 다짐 : “인지사태 따른 오판은 비극 초래”｣등

의 기사를 함께 배치함으로써 ‘월남 패망’으로 인한 난민의 발생과 북

한의 남침 위협에 따른 안보 위기 상황을 연결하고, 이를 방지할 특단의 

214) ｢월남의 백만 피난민 홍수｣, �경향신문� 사설, 1975.3.27.; ｢대퇴각｣, �동아일

보� 1975.4.1. 등

215) ｢악라의 증언… 이 비극 다시는…｣, �경향신문� 1975.6.25.

216) ｢제3국행 6백여 월남난민들 아리랑 가락에 아쉬운 이별｣, �경향신문�, 

19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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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긴급조치 9

호에 대한 정당화를 유도한다. 이처럼 철군 이후 베트남의 전황을 국내

의 안보 위기로 의미화하며 유신체제 하 국민의 총단결을 강조하던 박정

희 정부의 기존 전략에, 남한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난민들이 대거 유입

되는 상황의 시각적인 충격이 더해지면서, 참전 이후 형성되었던 한국-

베트남 관계의 상상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다. ‘월남 특수’를 가져다

주는 기회의 땅으로 그려졌던 베트남은 이제 한편으로는 반공과 자주국

방에 실패하여 나라를 잃은 반면교사로,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온정으

로 품어주어야 할 불우한 난민들을 배출한 곳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베트남 난민은 ‘공산당에게 나라를 잃은 사람들’로 새로이 표

상되었다. 1979년 국립영화제작소에서 극장용 문화영화 <나라잃은 사람

들(인도 지나의 비극)>을 제작하여 공산당에 함락된 국가의 공포스러운 

혼란상을 비극적으로 묘사하고, 국방부 정훈국에서 1985년 당시 부산난

민수용소 난민 33인의 수기를 모아 �나라 잃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국방부 정훈 참조 교재를 제작217)하는 등, 반공 선전․교육의 차원에서 

베트남 난민이 ‘나라 잃은 사람들’로 재현되는 일은 198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

이 지점에서 한국에 유입된 베트남전쟁 난민들의 인적 구성을 잠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난민은 1975년 사이공 함락을 

전후로 발생한 난민과 1977년 이후 발생한 선상난민, 일명 보트피플로 

나뉘며 그 발생 원인이나 구조 및 수용 과정의 성격 또한 다르다.218)

전자에 속하는 베트남 난민은 한국 해군의 ‘십자성 작전’에 따라 

1975년 4월 26일 사이공에서 구출되어 LST를 타고 부산항으로 인도된 

1,364명의 난민과, 같은 시기 삼양선박 소유의 ‘쌍용호’에 의해 구출

된 216명의 베트남인 난민들을 가리킨다. 십자성 작전의 기본적인 목표

는 사이공 함락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베트남에 체류 중인 대사관 

직원 및 한국인 교민들을 구출하는 것이었으며, 남베트남 피난민의 구출

217) 노영순, ｢부산입항 1975년 베트남난민과 한국사회｣, �史叢� 81호, 고려대학

교 역사연구소, 2014, 357면.

218) 정인섭, ｢한국에서의 난민 수용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제16권 제1호, 서울

국제법연구원, 2009, 201~2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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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에 따라 덧붙여 이루어진 것이었다.219) 1975

년 5월 LST와 쌍용호를 통해 유입된 총 1,580명의 난민 중에는 한국

인 및 유연고 베트남인(배우자․자녀 및 인척)이 63%를 상회했고,220)

1975년 말의 집계에서 제3국으로 향하지 않고 한국에 정착한 무연고 

베트남인 난민은 전체 정착자 중 8.7%인 51명, 세대로는 27세대에 지

나지 않았다.221) ‘망국’으로 인해 오갈 데가 없어진 베트남 난민이라

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인구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국적 및 연고 등을 기준으로 한 난민 구분은 소위 ‘진정한 난

민’의 선별로 비화할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LST

가 떠나고 4일 후 사이공이 한국 정부의 예상보다 훨씬 일찍 함락되면

서 뒤늦게 해외의 난민수용소로 대피한 한국인들에 대한 정부의 냉대나, 

한국인 연고자인 남편을 찾아 따로 입국했지만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무국적자로 살아온 베트남인 여성 등 “국민 결격 사유를 가진 

가난한 한국인(연고 월남인)”들의 존재를 생각할 때,222) 국민국가 체

제에서 전쟁 난민이 겪(었)을 곤란과 고통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줄 세

우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문제는 당시 한국 정

부와 미디어가 1차 난민들의 인적 구성 및 정착의 과정, 즉 교민 및 연

고자가 많았다는 점이나 제3국으로 빠져나간 이들이 많았던 실제 상황

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특정한 그룹을 과잉 표상하였던 전략에 있다. 

한국인 남편과 동반 입국한 베트남인 여성의 (드물게도) 성공적인 한국 

정착기, 젠더화된 화자로서 생활고와 망국한에 울먹이는 여성 및 그 자

219) ‘십자성 작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및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이신재, ｢남베

트남 패망 시기 한국군의 인도주의적 구호활동｣, �군사� 제99호, 국방부 군사편찬연

구소, 2016, 267~276면 참조. 노영순 역시 LST 난민의 특징으로 해외교포 해상

철수와 유연고 베트남 난민 구조라는 점을 우선 꼽으며, 그 외 정부 차원의 적극적

인 작전이었다는 점, 이중 베트남 난민 구조는 남베트남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차원

이었다는 점,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국제공조로서 진행되었다는 점, 

일종의 ‘준비된 난민’이었다는 점 등을 함께 거론한다.(노영순, 앞의 글, 

342~350면.)

220) 노영순, 앞의 글, 336면.

221) 위의 글, 338면.

222) 김주현, 앞의 글(2017), 319~3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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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자주 비추어지면서 “비극적인 월남 패망

과 대조적으로 안전한 한국”223)을 선전하는 기능을 했다. 각종 안보궐

기대회의 단상에 오른 베트남인 난민들은 “새삼 나라 잃은 슬픔과 헤어

진 부모형제 생각에 통곡하고 싶다”며 “전쟁은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한다”고 역설하는 데 동원되었다.224)

돌이켜보면 미국은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자유와 인

도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월남전에 개입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인도주의를 내세운 반전세력의 압력으로 설익은 휴전협정을 맺고 부랴

부랴 철군을 함으로써 결국 크메르, 월남을 공산지옥으로 만들었다. 

(…중략…) 우리는 여기서 항구적 우방은 없고 오직 항구적 국가 이익 

추구가 있을 뿐이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냉엄한 국제관계의 실상을 똑

바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제 치하 36년간의 망국한과 6.25 북괴 남침 3년간 피난고를 겪은 

우리다. 그러기에 우리는 크메르와 월남의 자유․평화 애호민들의 수난

이 결코 남의 일 같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월남 피난민들을 주저없이 

받아들여 타산 없는 구호를 아끼지 않으며 한낱 민간 화물선조차 아무

도 돌보지 않는 난민을 태우고 망망대해를 방황하는 의로운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225)

흥남철수를 떠올리게 하는 LST 입항의 스펙터클, 남북 이산가족의 설

움을 자극하는 망국의 한은 안보 지상주의로 쉽게 포섭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경향이 미국에 대한 비판과 자주국방론을 동반했다는 사실

이다. 사이공이 함락하기 하루 전 박정희는 대통령 특별 담화에서 크메

르 공화국의 공산화와 남베트남에서 벌어지는 극도의 정치적 혼란을 두

고 “자기 나라의 국가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던 시대는 벌써 지나

223) 위의 글, 323면.

224) 노영순, 앞의 글, 356면. 노영순은 또한 신문 지면에서 베트남 난민 남성이 

주목을 받는 경우는 여성에 비해 드물었으며, 난민들의 서글픈 생활을 조명하며 온

정의 손길을 호소할 때에 간간이 나타나는 정도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같은 글, 

358면.)

225) ｢월남 피난민을 맞으며: 거듭 망국민의 설움과 냉혹한 국제현실을 실감한다｣, 

�경향신문� 197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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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226)음을 강조한다. 베트남전쟁의 결과가 미국인들에게 첫 패배의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면, 아시아의 반공 블록에 준 충격은 LST가 입항

하던 날 조간에 실린 위의 사설이 강경하게 역설한 바와 같이 “항구적 

우방은 없다”는 점에 있었다. 미국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유지 및 ‘월남 특수’를 노리던 파병 초기부

터 있어 온 것이지만, 베트남전쟁 휴전 및 종전기의 대미 인식은 인도차

이나 반도에서 미군이 군사행동을 중지하면서 많은 동맹국이 미국의 안

보 공약을 불신하고 동맹의 효용성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되었던 것

과227) 맥을 함께하는 한층 근본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위의 사설은 “냉엄한 국제관계의 실상”에의 대응으로 자주국

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항을 가운데 두고 한

국과 베트남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할 만하다. 이 시기 언론의 보도는 베트남전쟁의 패전과 난민 문제

에 대한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면서, 한국은 비정한 미국과 비교되는 진

정한 자유와 민주의 수호국이라는 자의식을 한껏 고취했다.228) 자국의 

전투병력을 대규모로 파병한 전쟁이 패배로 끝났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가려질 수 있었고, 한국전쟁을 ‘앞서’ 겪은 한국을 형님

으로, 전향한 베트콩을 아우로 칭하던 파병 시기 로케이션 영화들의 가

부장적 상상력229) 역시 무사히 연장될 수 있었다. 파월 한국군에 있어 

“9년의 파병 기간이 베트콩을 적으로 물화하면서 자아를 부풀리는 시

간”230)이었다면, 이는 ‘월남 패망’ 이후 베트남 난민과 한국의 관계

에서도 재생되었다.

226) ｢국가 안보와 시국에 관한 특별 담화｣, 1973.04.29.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 제12집 4월편,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www.pa.go.kr) 기록콘텐츠 재인용.)

227) 박원곤, ｢미국의 대한정책 1974~1975년: 포드 행정부의 동맹정책 전환｣, �

세계정치� 제14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0, 83면.

228) 노영순, 앞의 글, 355면.

229) 조서연, 앞의 글(2018), 499면. 한국이 전쟁을 ‘앞서’ 겪었다는 인식은 베

트남 인민들이 오랫동안 겪어 온 민족 해방 전쟁의 연속선 상에서 베트남전쟁을 파

악하는 시각과 대조되는 바로, 베트남전쟁을 이념 전쟁으로 바라보는 냉전적인 시각

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230) 김주현, 앞의 글(2016), 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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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이후 베트남 난민에 대한 한국영화의 재현이 드물었던 와중에, 

<가위 바위 보>와 <웨딩드레스>는 위와 같은 당시 담론의 맥락에서 구

성된 베트남 난민 표상의 주요 유형들을 담고 있다. 1970년대 중반 및 

1970~1980년대의 경험을 각기 경유하여 만들어진 이 두 편의 영화는, 

이주노동 및 결혼 이주 등으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생겨나고 그 존재가 널리 인지되기 이전의 시기에 통용된 베

트남인 표상과 그를 둘러싼 상상력의 일단을 보여준다. 두 작품은 나아

가, 반공주의와 가부장주의에 기반을 두고 한국-베트남 간의 우열 관계

를 설정하며 베트남인을 타자화하는 인식이 한국 사회를 공간적 배경으

로 한 최루적인 멜로드라마 영화의 양식을 통해 구체화된 영화적 재현의 

결과물로서, 여타 매체에서의 베트남 난민 재현과 구분되는 독특한 효과

를 발휘한다.

<가위 바위 보>와 <웨딩드레스>는 ‘나라 잃은 사람들’로서의 베트

남 난민들이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살아가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룬 영

화들이다. 이 영화들은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은 베트남 난민에 대한 인식

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난민을 수용하는 데 있어 국

가의 역할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자비로운 한국인 개인들이 오갈 데 없

는 난민들을 사적인 관계를 통해 구해준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개인으로서의 소수자에게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다수자 개인(들)의 인

정에 기반한 정서적 유대감을 발휘하지만, 집단의 입장에서 소수자를 대

할 때는 서로의 차이를 분명히 하면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231)를 떠올리게 한다. 베트남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 영화들은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했

다는 사실을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차원의 공감대 정도로 재현

하고 있다.

종전 직후 초기의 베트남 난민들을 한국이 받아들이게 된 것은 참전국

으로서의 책임 문제와 관련된 일이었다. 이 시기 미국은 난민 구호가 국

231) 조하나․박은혜, ｢혼혈에 대한 사회적 의미: 1950~2011년 신문기사를 중심으

로｣, �다문화콘텐츠연구� 제14집,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3, 

385~3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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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협력하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강조하였는데, 이 국제공조 체제에 

참여한 국가 중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참전국이었다는 점

은 난민 구호와 참전의 책임 간 상관관계를 보여 준다.232) 그러나 사이

공 함락과 베트남전쟁 종전이라는 사태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의 서사를 

말끔하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탈락된다. 철군 당시 베트남전쟁

의 휴전이 안보 위기론으로 재빠르게 전유됨으로써 ‘승리하지 못한 전

쟁’이라는 사실이 무화되었듯이, 난민을 타자화하는 서사 속에서 한국

군의 참전은 그 사실 자체가 희미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가의 

존재가 물러난 자리에서 난민을 품는 자비로운 개인들은 양부모나 남편

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난민들은 여성 및 어린이의 모습으로 나라 잃은 

고통을 전시하는 타자로 나타난다.

이화진은 <저 하늘에도 슬픔이>(김수용, 1965)에 대한 연구에서, 

1960년대에 유행했던 빈곤 실화 소재 영화들이 “무고한 아이가 감내해

야 하는 현실을 비춤으로써 결코 낭만화될 수 없는 가난의 고통”을 드

러내어 “빈곤을 둘러싼 재현의 정치적 긴장”을 자아내면서도 “지배 

이데올로기와의 불화를 완충하는” 서사적 패턴을 구성하고 있음을 밝혀

낸 바 있다. 1965년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는 방치된 아동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사회의 온정을 호소하며 공동체적 연대의 가능성을 타진하지

만, 빈곤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무관심이나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국가를 후경화하는 태도로 말미암아 그 동정과 연민을 공적인 차

원으로 끌어올리지 못한다.233) 이는 <저 하늘에도 슬픔이>의 대대적인 

성공으로부터 11년 후 김수용이 연출한 <가위 바위 보>의 난민 재현과 

그 균열을 들여다볼 때도 유효한 측면이 있다. <가위 바위 보>가 보여 

준 빈곤하고 취약한 아동들에 대한 재현은 베트남전쟁이라는 정치적 사

건과 ‘월남 패망’이라는 냉전적 프레임이 개입되면서 타자와의 관계와 

자기 인식에 있어 새로운 문제들을 보여준다.

<가위 바위 보>의 첫 장면은 종전 직후의 한국이 베트남 난민을 재현

232) 노영순, 앞의 글, 348면.

233) 이화진, ｢가난은 어떻게 견딜 만한 것이 되는가: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

이>(1965)와 빈곤 재현의 문화 정치학｣, �한국극예술연구� 60집, 한국극예술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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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양상의 주요 요소들을 담고 있다. 베트남 난민 여성인 ‘렌’이 사

이렌을 울리는 경찰 차량에 호송되고, 그의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철창 

너머의 렌을 뒤쫓아온다. 우범지대를 순찰하던 경찰들의 눈에 띈 렌이 

선뜻 신분을 밝히지 않은 탓에 체포되었던 것이다. 경찰서에서 렌의 신

상을 파악한 순경은 그에게 사과하면서, “우리를 의지하고 믿고 찾아온 

손님 대접에 소홀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로 난민들에 대

한 선의를 표한다. 불안정한 신분의 여성 난민이 범죄자로 몰리고 경찰

에게 신문을 받는 에피소드는 <웨딩드레스>의 첫 장면에서도 반복되면

서 소매치기 한 번으로도 국외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난민의 불안정한 

위치를 드러낸다. 여기에서 경찰은 이들을 품어줄 수도 있고 윽박지를 

수도 있는 권력을 지닌 주체인 반면, 난민 당사자들은 상대의 처분에 자

신의 처지를 떠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난민의 재현이란 국민국가 체제에 포섭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 내

에 실존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이기에 그 자체로 일정 정도의 

불온성을 담지하게 된다.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이 역설은, 그 대상이 처한 위험한 상황이 

‘우리’의 경각심을 자극할 수 있을 만큼만 선별적으로 재현되고, 그 

대상의 존재를 통해 ‘우리’의 상대적 우월함을 확인할 수 있게 될 때 

안정화된다.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이는 파병 시기 로케이션 영화들이 

가부장적인 관계의 유비를 통해 재현했던 사상 전향 모티프에서 우선 엿

볼 수 있는 바였다. 베트남전쟁은 반공전쟁이라는 냉전적 인식을 바탕으

로 한 서사 속에서 이는 곧 공산당의 비정한 심성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한국의 체제 우위를 보이는 전략이었다.234) 한국을 찾아

온 베트남 난민들의 목소리가 재현되는 방식 역시 그러한 유형의 전향 

서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북베트남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삶의 터

전을 잃은 이들이 남한 사람들의 따뜻한 품에 안기면서 조국의 소중함과 

승공의 중요성을 절박하게 외치는 것이다. 이 외침의 실질적인 수신자가 

공산 진영이 아닌 남한의 국민들이라는 점은 종전 직후 베트남 난민 재

현을 위해 선별되었던 구체적인 요소들을 결정했다.

234) 조서연, 앞의 글(2018),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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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4 수용소 운동장

(중략)

아나운서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반 이 지구상에서 조국이 없어진 나로서는 가장 뼈아픈 이야

깁니다. 그런데 한국의 평화롭고 행복한 학생들이 과연 얼마

나 실감할는지는 몰라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조국이라도 

그 조국이 비록 전쟁에 시달리는 (버스에 앉아 창가에 고개

를 기댄 채) 지옥 같은 곳일지라도 없느니보다는 꼭 있어야 

하는 게 조국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중략)

아나운서 우리는 월남 패망을 거울삼아 뭉치고 단결하여 호시탐탐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김일성 도당을 이 땅에서 영원히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235)

위의 인용은 부산 난민수용소에서 서울이나 제3국으로 떠나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 난민들을 방송사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다. 인터뷰이로 

나오는 인물은 사이공대학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으로, “아메리카로 간 

수천 명의 월남 고아들을 돌보”고 난민들이 겪는 참상을 “세계 사람들

에게 증언하러 (미국에) 가는 것”이라며 망국의 젊은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비장하게 표한다. 이 대화는 반공주의적 계몽의 언설이 가득한 

작품인 <가위 바위 보> 중에서도 베트남 난민 사태에 대한 지배 이데올

로기의 해석을 가장 직설적이고 상세하게 제공하는 부분 중 하나이다. 

난민의 목소리를 전파에 직접 실어 보내는 이유는 승공을 위해 국민총화

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고, 특히 “한국의 평화롭고 

행복한 대학생들”이 정신을 차리고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235) 이하 <가위 바위 보>의 시나리오 인용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심의

대본에 따르며,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에서 VOD로 열람 가능한 영화 본편 영

상과 대조 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영화 본편 영상에 맞게 인용자가 수정․보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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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인터뷰 내용이 지닌 골조는 긴급조치 9호의 시대에 흔히 나올 

법한 것이지만, 이러한 웅변은 내용 자체보다는 영화의 감각적인 재현 

방식을 통해 감정적인 호소력을 더하게 된다. <가위 바위 보>의 표현주

의적인 촬영과 과감하고 비현실적인 조명 및 색 보정, 강렬한 록 사운드

의 음악과 긴박한 음향이 불러일으키는 감정 중 하나는 베트남 난민들의 

존재가 폭로하는 망국과 가난에 대한 관객의 공포감이다. 타이틀 시퀀스

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불안한 정조는 위의 인터뷰 장면을 비롯하여 부산

항의 LST 하선 장면, 탈출을 기도하는 난민들이 아비규환을 이루던 사

이공 부두에서 남베트남 정부군 소속이었던 남편 ‘쨩’ 대령을 놓치고 

만 순간을 회상하는 장면,236) 자녀들 몰래 호구지책으로 빌딩 청소를 

하는 렌이 공사장의 건물 철거 소음에 트라우마 증상을 겪는 장면, 렌이 

약 한 첩 써 보지 못하고 병사한 후 고아가 된 아이들이 비바람 몰아치

는 컨테이너에 남겨지는 장면 등에서 그 효력을 적실히 발휘한다.

그런데 <가위 바위 보>는 베트남 난민들을 ‘나라 잃은 사람들’로 

표상하는 유형의 서사가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 목표를 종종 이루지 못

하거나 초과하고 있다. 종전 직후의 베트남 난민을 재현한 한국영화로서 

<가위 바위 보>가 지닌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조국’의 소중함이 쉴 

새 없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영화의 초반에서 다오 장군237)의 얼굴이 

그려진 자유월남 지폐를 아이들에게 명절 선물로 나누어주며 “너희들은 

언제나 다오 장군님과 함께 있는 자유월남의 국민인 거야. 장군님 같은 

훌륭한 인물이 돼다오.”라던 렌의 당부가 그의 사후 장남 ‘꽝’의 회

상을 통해 반복 제시되는 것은 이 맥락에서 두드러진다. 반공 진영의 상

징적인 인물로 통하는 군인을 거듭 언급하며 그를 닮아 조국을 되찾으라

는 어머니의 훈육, 이것이 곧 군인 출신의 대통령 박정희가 이끄는 유신 

236) 특히 부산항에서의 하선과 사이공에서의 승선 장면은 각기 “김일성 도당”이 

언급된 위 인터뷰의 앞뒤에 배치됨으로써, 흥남철수 및 가족 이산의 기억을 ‘월남 

패망’과 교직하여 관객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반공 선전의 효과를 발휘한다.

237) ‘다오 장군’은 베트남공화국 육군 소장 레 민 다오(Le Minh Đảo, 

1933~2020)를 말한다. 그는 1975년 4월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 최후의 주요 교

전이었던 쑤언록 전투에서 전황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15일에 걸쳐 북베트남에 대항

한 것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군인이었다.



- 135 -

정권이 한국인 관객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로 연결될 가능성을 짐작하기

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자유월남의 국기(國旗) 또한 난민들이 잃어버린 

‘조국’을 상징하는 주요 오브제로 쓰인다. 이 깃발은 난민보호소의 생

활 장면이나 렌의 장례식 장면 등에서 아이들이 자유월남의 국가(國歌)

를 부르는 순간들과 마찬가지로 최루적으로 나부끼면서, 렌과 아이들의 

불행을 반공 전쟁에 실패한 이들의 조국 상실로 수렴시킨다. 이 깃발이 

끌어내는 최루성이 극에 달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영화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국군의 날 시가행진이라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 어느 한국인 

가정에 입양되어 곧 ‘꽝’과 헤어지게 된 ‘민’은 군악대와 의장대의 

행진 대열에 나부끼는 각국의 국기들 속에서 자유월남 국기를 간절히 찾

다 낙담하고,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에서 꽝과 이별하고 돌아서자마자 망

국의 국기를 품에서 꺼내 들고 뛰어가며 눈물을 흩뿌린다. 군인들이 위

풍당당하게 시가를 행진하고 시민들의 환호를 받는 한국과 달리 아직 어

린 ‘민’의 자유월남은 깃발도, 군대도 없어진 망국인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패망한 월남과 대조되는 남한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존

재가 도입부의 경찰서와 결말부의 국군의 날 행진을 제외하고는 장면화

나 대사 등 어떤 직ㆍ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거의 재현되지 않고, 한

국에 정착하려는 난민 구제와 관련해서도 극 중의 국가는 사실상 아무것

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위 바위 보>의 베트남 난민 재현이 노리는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첫째로는 공산화의 결과로서 난민들의 가난을 전시

하여 승공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망국의 난민

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통해 미국보다도 더 책임감 있게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한국의 자아상을 주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포용은 파월 한

국군 장교인 남편을 잃은 이웃 아주머니와 그 딸, 바이올린에 재능이 있

는 ‘황’을 입양하여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게 해 주는 노인, 어린 

‘반’과 ‘산’을 프랑스로 데려가 소년가장이 된 ‘꽝’의 수고를 덜

어주는 외삼촌, ‘민’을 입양해 가는 동네 노인의 아들의 친구 등 비교

적 여유를 갖고 사는 개인들의 몫으로 나타난다. 전쟁 난민의 구제가 개

인들의 몫으로 넘겨진다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가정 내

의 여성, 지역 교회, 민간 복지 시설 등에 전가해 온 한국 사회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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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기도 하지만, 베트남전쟁 난민 재현의 경우 이는 참전국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는 동시에 ‘월남 특수’의 수혜를 직ㆍ간접적으로 입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구조적인 연루 역시 불문에 부치는 일이기도 했

다. 베트남 난민을 소재로 한 영화라고 해서 파병 국가로서 한국의 온당

한 책임을 직접 재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월남 패망’ 프

레임을 고스란히 가져온 <가위 바위 보>에서 이는 재현의 정치적 전략

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지적될 만한 부분이다. 이 같은 결락은 남베트남 

인민들에 대한 파월 한국군의 대민 복지 사업을 극영화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재현하던 파병 시기의 전쟁 선전과 대

조를 이룬다는 점에서 두드러지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가위 바위 보>에서 국가의 후경화는 ‘재현하지 않기’를 통해서뿐 

아니라 과잉 재현을 통해서도 관찰된다. 베트남 난민들의 가난은 ‘우

리’도 “전쟁에 지면 별 수 없”이 겪게 될 공포를 자극할 만한 요소들

을 선별하여 전시되는데, 이 전시가 예의 감각적인 연출과 서사의 진행

을 방해할 정도의 긴 편집을 통해 구현되면서 난민 아동들의 처지가 지

나치게 부각되는 것이다. 난민 아동들이 어른들의 손을 벗어나 돌아다니

는 바깥 공간은 늘 위태롭고 황량하고 긴장감이 감도는 곳으로 연출되

어, 이들이 살아갈 이 사회가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는 감각을 자아낸다. 

특히 ‘민’이 임시 거처인 컨테이너 하우스 옆 공터에 뜬금없이 놓여 

있는 열기구에 재미 삼아 올랐다가 안전장치가 풀려 하늘로 올라가 버린 

장면은 앞서 언급된 스타일의 촬영과 음향을 극대화하고 시간적으로도 

유난히 긴 분량을 할애하면서 위험에 대한 감각을 최대한으로 증폭시킨

다. 난민 아동들의 고생, 난민 아동들이 겪는 위험과 불안은 ‘우리’도 

“전쟁에 지면 별수 없이” 저들처럼 전락한다는 공포의 반면교사로 재

현되는 동시에, 겉으로는 국민총화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각자도생해야 

하는 현실을 에둘러 폭로하게 된다. 이렇게 <가위 바위 보>는 베트남 난

민들이 애타게 외치던 ‘조국’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데 실패한다.

1960년대의 한국영화들이 가정과 사회의 보살핌으로부터 소외된 아이

들의 빈곤상을 그려내면서 “양심적 부르주아의 손길”238)을 통해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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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제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였다면, 1976년 <가위 바위 보>에서

의 베트남 난민․고아 재현은 아동 빈곤을 재현하는 기존 한국영화의 태

도를 되풀이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가위 바위 보>에서 남편

을 사실상 잃은 여성과 아동들이 주인공이 된 것은 승공에 실패한 이들

의 참상이 지닌 비참함을 증폭하는 장치였다. 더욱 불쌍해 보이는 삶, 

더욱 저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삶이 난민 여성과 아동을 통해 표상되는 것

이다. 이 같은 비참함의 증폭과 타자화 전략은 1970~1980년대에 부상

한 소년가장 담론과 맥을 잇는다. 이는 <가위 바위 보>가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국내의 전쟁고아에 대한 재현과 달리, 국가 내부의 관객 대중을 

수신자로 상정하여 외부의 전쟁 난민을 재현하고 있다는 점과 결부되어 

있다. 당시 유행하였던 ‘소년소녀가장’ 생활 수기 공모와 출판은 “현

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는 아동에게 교훈”을 주며 ‘정상가

정’을 규범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는데, 이는 소년소녀가장의 삶과 

대비하여 자신의 나약한 의지를 반성하고 자신이 속한 정상가정의 행복

과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다는 ‘일반아동’들의 독후감을 통해 그 효력

이 확인된다.239) 앞서 인용한 <가위 바위 보>의 인터뷰 장면에서 베트

남 난민 대학생을 ‘소년소녀가장’으로, 발화의 수신자로 설정된 한국 

대학생을 ‘일반아동’으로 대입해볼 때 그 논리가 자연스럽게 겹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가위 바위 보>의 난민 재현이 ‘월남 패

망’의 의미를 전유한 반공 안보와 국민총화라는 규범의 강화로 향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가위 바위 보>에서 감추어진 것은 단지 이 아동들의 빈곤을 책임지

지 못하는 국가의 무능이 아니라, 그 삶의 조건을 만들어낸 전쟁에 참전

한 국가의 책임과 ‘월남 특수’를 누린 한국인들의 책임이었다. 이는 

1960년대의 김수용이 아동들의 빈곤을 영화적으로 재현하면서 이들을 

구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호소를 보냈던 것과 같은 양심의 자극을 <가

위 바위 보>가 발현할 수 없게 하는 조건이었다. ‘꽝’의 남매들을 구

제해 주는 이들은 이름은커녕 얼굴조차 나오지 않고 그저 존재한다는 것

238) 이화진, 앞의 글, 75면.

239) 박혜리, ｢1970~80년대 소년소녀가장 담론과 ‘정상가족’ 기획｣, 이화여자

대학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 2019, 89면.



- 138 -

이 말로만 이야기되는 익명의 인물들이며, 구체적인 인물의 형상을 갖춘 

이들은 남베트남의 엘리트 가정에서 성장하던 당시부터 바이올린에 재능

을 보여 온 ‘황’을 입양하여 음악 교육을 받게 해 주는 이웃집 가족뿐

이다. 그런데 이 가족은 베트남에서 전사한 한국군 소령의 유가족이라는 

점에서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렌의 가족과 같은 ‘피해자’의 위치에 

놓이며, 그 죽음에 대해 렌에게 사과를 받기까지 한다. <가위 바위 보>

의 난민들이 한국인 관객에게 공포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비극적인 존

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베트남전쟁의 구조적 문제를 

회피하는 장치가 겹겹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가위 바위 보>가 난민 아동들을 통해 ‘망국 월남’을 표상했다면, 

<웨딩드레스>는 이 시기 한국에 들어온 베트남 난민 아동들이 성장한 

후 겪을 법한 삶을 재현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변장호 감독이 자신의 

1973년 흥행작 <눈물의 웨딩드레스>를 베트남 난민 여성의 이야기로 

바꾸어 <눈물의 웨딩드레스 88>로 리메이크하던 중240) 이혁수를 연출

자로 기용, 제목을 약간 수정하여 1990년에 개봉한 것이다. <눈물의 웨

딩드레스>는 한 성매매 여성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낙담한 청년을 뒷바

라지하여 대학에 합격시킨 후 청년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 자취를 감

추지만, 여성의 과거를 뒤늦게 알게 된 청년이 그를 성매매 여성 수용시

설에서 찾아내어 모두의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진실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는 내용이다. 1990년의 <웨딩드레스> 역시 서사의 골조와 세부적

인 설정의 상당 부분을 원작으로부터 그대로 가져오는데, 1973년에 흥

행했던 지고지순한 ‘성녀-창녀’ 이야기와 신파적인 멜로드라마의 색

채가 1990년의 관객 대중에게도 통하기란 무리한 일이었다. 그러나 <웨

딩드레스>는 낡은 플롯을 시대착오적으로 반복하고 있음에도 ‘월남 패

망’ 직후의 베트남 난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과 그 재현이 1980년

대를 통과하면서 변화하는 양상을 담아내며 기존의 서사와 돌출을 일으

키는 흥미로운 텍스트이기도 하다.

240) 변장호 감독은 <눈물의 웨딩드레스 88>을 준비하기 전, 1983년에 개봉한 한

국․대만 합작영화 <사랑 그리고 이별>에서 이미 베트남 난민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대중적인 멜로드라마를 연출한 바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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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드레스>의 주인공 ‘레투이’와 그의 친구 ‘후엔’은 “나라 

잃고 망망대해 그 무서운 파도 속을 헤매”(S#11)241)던, 흔히 ‘보트

피플’로 불리는 선상난민으로 한국에 정착한 이들이다. 앞서 언급했듯 

<가위 바위 보>와 <웨딩드레스>는 난민 여성이 현행범으로 오해를 받고 

경찰에 호송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가위 바위 

보>의 렌이 비록 말뿐일지라도 정중한 사과 및 환대의 메시지를 받은 

반면 <웨딩드레스>의 레투이는 강제 출국을 운운하는 으름장을 듣는다. 

이는 <가위 바위 보>가 제작될 당시의 1차 난민과 1977년 이후 등장하

기 시작한 2차 난민의 차이를 얼마간 반영하는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

다. 

1977년부터 1989년까지 해상에서 구조되어 한국에 들어온 선상난민

은 1975년의 난민들과 구분하여 ‘2차 베트남 난민’이라 불린다.242)

1975년 사이공 함락 당시의 난민들이 한국 교민 및 유연고 베트남인들

로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구조작전에 따라 유입된 ‘준비된 난민’이

었다면,243) 1977년 이후의 선상난민들은 유엔난민기구(UNHCR)의 협

조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에서 제3국으로의 송출을 전제한 임시 보호의 

대상으로 여겨졌고, 이들을 수용하는 부산 베트남난민보호소 역시 한국 

사회와의 상호작용이 한정된 ‘닫힌 캠프’로 기능했다.244)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사회주의 통일로 말미암아 베트남을 ‘탈출’하여 동남아시아 

해상을 헤매는 난민들은 1970년대 후반에 주로 발생하였는데, 이들은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공산권 출신으로서 안보 위협의 혐의를 받았을 뿐 

아니라 “교육도 받지 못하고 기술도 없으며 근본을 알 수 없는 이들이 

241) 본고에서 <웨딩드레스>의 작품 인용 시 신 넘버 표기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눈물의 웨딩드레스> 심의대본을 바탕으로 한다(이는 개제 전 제목으로, 

1973년 원작이 아닌 1990년에 개봉한 <웨딩드레스>의 대본이다). 한국영상자료원

에서 VOD로 열람 가능한 본편 영상과 위의 심의대본을 대조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

은 인용자가 본편 영상에 맞게 수정하였다.

242) 노영순, ｢바다의 디아스포라, 보트피플: 한국에 들어온 2차 베트남난민

(1977~1993) 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14집,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13, 76면.

243) 노영순, 앞의 글(2014), 342~350 참조.

244) 노영순, 앞의 글(2013),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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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까지 조장”245)하는 불안요소로 여겨졌다. <웨딩드레스>가 재

현하는 베트남 난민의 삶은 구체적이거나 실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베트

남 난민에 대해 한국인들이 지닌 뒤죽박죽의 인상을 등장인물에게 부착

한 것에 가깝다. 이 인상은 1975년 LST 난민들과 1977년 이후의 선상

난민들, 1986년 이후 중국인들의 합류를 특징으로 하는 선상난민들이 

뒤섞여 있는 피상적인 것이었으며, 그 핵심에는 ‘나라 잃은 사람들’이 

쪽배에 의지하여 망망대해를 떠도는 이미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웨딩드레스>의 1973년 원작 <눈물의 웨딩드레스>는 소위 타락한 여

성이 남성에 대한 헌신과 자기 정화 의식을 통해 ‘정상가정’을 꾸릴 

자격을 부여받는 서사이다. 이는 비규범적인 섹슈얼리티를 지닌 외부자

를 검증하여 시스템의 내부로 받아들이는 당대의 가부장적 논리를 재현

한 것인 동시에, 수용소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자립을 꾀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박정희 정부가 펼친 국민 선도의 논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눈물의 웨딩드레스>는 작품 내적인 개연

성이나 핍진성보다는 러닝타임 내내 넘쳐흐르는 음악이나 전형적인 대

사, 극행동 등 신파적인 멜로드라마 양식의 기본 코드들을 조합하여 정

서를 자극하는 최루 효과에 강도 높게 집중한 작품이다. <눈물의 웨딩드

레스>에는 수용소의 훈련 및 직업교육을 직접 장면화하거나 성매매 여

성의 현실적인 여건 등을 보여주는 부분은 거의 없을뿐더러, 주인공 

‘경희’가 지닌 비규범적 섹슈얼리티가 영화적으로 재현되는 부분은 아

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의 성매매 경력 역시 그 친구의 대사

를 통해서만 알려질 뿐이다. 반면 이를 바탕으로 각색된 <웨딩드레스>에

는 ‘베트남 난민’이라는 구체적인 정치적ㆍ사회적 정체성의 요소가 개

입하면서, 작품 내의 여성 인물들은 성매매 여성이자 비국민으로서 이중

의 소수성을 지닌 존재라는 점이 본격적으로 부각된다. <눈물의 웨딩드

레스>에서 ‘경희’가 서사의 목표인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대 남

245) Astri Suhrke, “Indochinese Refugees: The Law and Politics of First 

Asylum,”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467, 1983, p.104, p.109. 노영순, 위의 글 89면에서 재인용. 이러한 상황은 

아시아의 비참전국들이 한국을 비롯한 참전국에게 난민 문제에 더욱 성의를 보이라

고 강변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같은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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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영’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만 하면 되었던 것과 달리, <웨딩드레

스>에서 이 여성들은 이중의 검증을 통과해야 내부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처지이며, 이들을 검증하고 판단하는 시선의 주체는 원작의 가부장 

남성성에다 한국인/내국인으로서의 특권이라는 성격을 함께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웨딩드레스>가 베트남 난민 재현에 호스티스 영화의 문법

을 적용한 작품이기도 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 난민을 

재현하는 데 있어 ‘월남 패망’의 정치적 전유가 우선되었던 1970년대 

중반으로부터 점차 시간이 흐른 후, 한국에 정착한 베트남 난민들은 생

활고에 시달리는 여성과 자녀들의 기구한 사연을 통해 재현되면서 ‘불

쌍한 사람들’을 향한 관음적 호기심의 대상이 된다. 호스티스 영화의 

양식이 베트남 난민에 대한 재현과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시선

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난민의 타자화 작업에 개입하는 젠더화된 관

음의 시선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노골적인 비유로 나타나기도 했다. <웨

딩드레스>에서 호구지책으로 성매매를 하게 된 인물인 레투이와 후엔은 

그들의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에게도, 같은 시장 내에서의 경쟁자로 그려

지는 내국인 성매매 여성들에게도 내내 베트콩이라고 불린다. 베트남의 

공산화로 말미암아 난민이 된 사람을 베트콩이라고 부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지만, 외부인을 향한 비칭의 형성에 있어 논리적 정합성

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특정 업소에 소속되어 일하지 않고 고급 

호텔 부근을 서성이며 호객을 하는 성매매 여성을 ‘유격창녀군(遊擊娼

女軍)’, ‘베트콩’이라고 불렀던 것에서부터246) ‘창녀’로 위장한 

여성 베트콩이 파월 한국군을 호객하여 공격한다는 흔한 소문의 존재에 

이르기까지,247) 군사화된 사회의 냉전적 감각과 여성혐오의 결합이라는 

246) ｢‘워커힐’에 ‘베트콩’ 있다 : 그러나 안심하셔요 그것은 유격창녀군｣, �

선데이서울� 5, 1968.10.20., 56면. (김대현, ｢워커힐의 ‘디바’에게 무대란 어떤 

곳이었을까 : 1960~70년대 유흥업과 냉전시대의 성문화｣, 오혜진 외, �원본 없는 

판타지 :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화사�, 후마니타스, 2020, 

152~153면에서 재인용.)

247) ‘창녀’나 ‘순진한 소녀’의 여성성을 위장하여 한국군 남성의 경계심을 누

그러뜨린다는 베트콩 모티프는 1987년 이후 비판적이거나 반성적인 시각에서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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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 속에 놓여 있다. 이는 <웨딩드레스>에서 ‘베트콩’이자 ‘창녀’

인 레트위가 갱생을 인정받기 위해 통과해야 할 장벽들이기도 했다.

1982년 언론에 소개된 베트남 난민 여성 ‘레데투’의 실제 사연248)

은 이러한 맥락에서 눈길을 끈다. 사이공에서 한국인 파월 기술자 남성

과 결혼하여 아이들을 낳고 7년을 살아 온 레데투는 월남 패망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는데, 입국 후에야 남편이 파월 전 이미 삼 형제를 둔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본부인’이 남편과 이혼하여 세 

아들을 데리고 나가고, 남편 역시 사업에 실패한 후 소식이 끊겨, 레데

투는 말도 통하지 않는 시가에서 홀로 시집살이를 하며 박봉으로 여섯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인으로 소개된다. 그 와중에도 급여를 받으면 

시부의 약값과 담뱃값을 가장 먼저 빼놓는다는 상세한 ‘효행’까지 소

개되면서 시민 독자들은 레데투를 위한 성금을 자발적으로 모금한다. 

2000년대 이후 다문화가족 담론이 구성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생활을 

다루는 텔레비전 휴먼 다큐멘터리를 예견케 하는 레데투의 고생담은 

“그녀의 착한 성품은 이를 이겨내고 어엿이 호적에 오르는 ｢인정받은 

며느리｣가 되었다”는 미담으로 결론지어진다. 1970~1980년대의 소년

소녀가장 수기와 빈곤 실화 재현이 그러했듯이 이는 미디어를 경유한 온

정적인 부조를 통해 제도적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이기도 했지

만, 국외자 여성이 공동체의 내부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격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서사에서 레데투와 

같은 난민의 처지는 구조적 문제가 아닌 기구한 불운으로 의미화되며, 

그 상황에서 한국인의 역할과 위치는 온정을 발휘하는 따뜻한 이웃이자 

그녀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주체로 구성된다.

드물게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베트남 난민 여성 ‘미세스 랑’의 

사연은 포용 가능한 난민 여성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시사하는 또 다른 

사례이다. 한국 정부가 자기네를 야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원망하던 

남전쟁을 재현하는 영화들에서도 종종 드러난다. 가령 그 뚜렷한 예로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 (1987)와 <알 포인트>(2004)를 들 수 있으며, <푸른 옷소

매>(1991) 역시 유사한 경우에 속한다.

248) ｢“이 며느리 없으면 어떻게…” 越南人 孝婦 레데투女人｣, �매일경제�

198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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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떨치고 악착같이 일해 온 “월남 또순이” ‘미세스 랑’은 명동

과 이태원 등지에서 술집과 디스코클럽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큰돈을 

벌었으나, 기사가 실리기 바로 1년 전 “자식들에게 ｢엄마가 술장사를 

한다｣는 것을 알리기 싫어” 업종을 바꾸어 가죽 수출업체를 설립하고 

사장이 된 인물이다.249) 여기에서 ‘미세스 랑’의 ‘술장사’는 개인

적인 허영이나 욕심에서가 아니라 “자식들을 아버지의 나라 한국에서 

훌륭한 한국인으로 기르고 싶다는 욕망”에서 행한 일이기에, 그리고 이

미 손을 씻고 나온 과거지사이기에 용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레데투 

여인’과 ‘미세스 랑’의 이야기는 <눈물의 웨딩드레스>가 베트남 난

민 여성들의 이야기인 <웨딩드레스>로 리메이크되면서 ‘베트콩’ ‘창

녀’라는 이중의 소수성을 지닌 외부자에게 요구되는 진정성의 구체적인 

항목들이 가부장제 내 규범적인 여성성의 수행과 한국인 되기의 수행에 

있었음을 포착할 때에 좋은 참조점이 된다.

1973년 <눈물의 웨딩드레스>의 기획은 한 주간지에 실린 “창부(娼

婦)와 공과 대학생의 애달픈 사랑”에 대한 실화 기사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된 것이었다.250) 해당 기사의 정확한 출처를 찾을 수는 없지만, 딱

하게 전락한 여성의 눈물겨운 미담을 서사화하는 당시 미디어의 재현 방

식이 <눈물의 웨딩드레스>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드러나고 있어 원전이 

된 ‘실화’의 서사 전략 역시 대략 짐작해볼 수는 있다. 이러한 <눈물

의 웨딩드레스>의 플롯을 <웨딩드레스>가 반복할 때, 레투이와 후엔이 

성매매 여성일 뿐 아니라 베트남 난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흥미로워지

는 부분이 바로 레투이가 갱생을 위해 스스로 찾아가는 기관인 윤락여성

수용소 ‘성지원’에서의 생활이다.

윤락여성수용소는 1961년에 만들어진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

방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인정받은 보안처분시설의 한 종류이다. 보안

처분이란 범죄의 진압․예방을 목표로 사회적으로 조직된, 형벌 이외의 방

법을 통한 강제적 조치를 가리키는 개념인데,251) 특히 윤락여성수용소

249) ｢사장에 오른 월남난민 ｢미세스 랑｣｣, �매일경제� 1985.03.16.

250) 임영, ｢야사 한국영화: (44) 변장호 - 주간지 읽고 感動 �눈물의…� 제작｣, �

중앙일보� 1991.04.21. 

251) 이승호, ｢우리 나라 보안처분의 역사적 전개｣, �형사정책� 7권, 한국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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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수용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겨나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유형이

다.252) 한국의 보안처분은 ‘윤락여성’, 소년, 부랑아(인)에서부터 일

반적인 범죄인에 대한 보호감호 등으로 약 20여 년에 걸쳐 그 적용 범

위가 확장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세력이 약한 집단, 즉 “다른 집단의 

공격에 대한 자기방어의 물적․지적 역량이 열악하고 해당 집단에 대한 

비난의 사회적 공감대가 비교적 쉽게 형성되는 문화적 배경”이 있는 집

단으로부터 점차 강한 집단으로 옮겨가는 궤적을 그리고 있다.253) 윤방

법의 제정을 기점으로 기존의 ‘매춘’이 ‘윤락행위’로 명명되면서 성

매매 여성에 대한 강한 비난의 의미를 담게 되었던 시대적 맥락254)은 

보안처분의 첫 적용 대상이 성매매 여성이었던 것과 상통하는 일이었다. 

<웨딩드레스>에서도 말해지고 있듯이 이러한 시설들은 ‘요보호여

성’255)을 수용하고 이들이 향후 사회에서 자립 갱생할 수 있게 교육하

는 직업보도 기관으로 공식화되어 있다. 그러나 <웨딩드레스>가 정작 장

면화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시설들은 감옥제도와 거의 차이

가 없는 ‘총체적 기관’(total institution)으로 운영되었고, 시설 내 보

학회, 1995, 74면.

252) 1961년 국토건설단 역시 같은 시기에 나타난 보안처분의 한 유형인데, 이는 

1980년 삼청교육대와 같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졌다 사라진 것으로(위의 글, 75면 

참조), 1961년 당시부터 1990년대까지 그 명맥이 이어진 윤락여성보호소와는 성격

이 다르다. 그러나 1964년 당시 보호소에서 갱생훈련을 받은 여성들이 ‘서산개척

단’ 남성들과 합동결혼식을 올리고 개척부락으로 이주되었던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양자는 낙인찍힌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배제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공

통되기도 한다. (서연주, ｢여성 소외계층에 대한 담론 형성 양상 연구: �여원�에 나

타난 사회현실 인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권,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113면 참조.)

253) 이승호, 앞의 글, 81면.

254)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청량리: 체계적 망각, 기억으로 연결한 역사�, 반성

매매인권행동 이룸, 2018, 97면.

255) ‘요보호여성’이란 윤락여성뿐 아니라 모자세대, 전재미망인, 미혼모, 영세여

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 전반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르게는 미 군정기, 본격적

으로는 1962년부터 1980년대까지 여성복지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규정되어 왔다. 

(백영주․이배용․김혜경․이소연, �한국 여성정책 관련 사료 체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3, 9~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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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처분 역시 형벌의 한 아류로 기능한 것이 사실이다.256)

<웨딩드레스>의 첫 장면에서 소매치기로 오해받아 경찰서에 연행되었

던 레투이는, 영화의 중반부에서 영호의 곁을 떠나 다시 한번 경찰에 체

포되어 ‘성지원’으로 향하는 호송 차량에 실려 간다. 윤락여성수용소

는 윤방법의 시행 이전에도 1950년대부터 민간에 의해 곳곳에서 운영되

고 있었다. 윤방법은 윤락여성보호소가 윤락여성을 수용소에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놓았을 뿐 수용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실제 수용처분의 결정 과정은 수용소 관계자와 경찰, 시․구청 등 

관계자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부과 방법 역시 수용소와 행정관청 

직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기에 합동단속을 통해 6개월에서 1년 정

도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 집행되었다.257) 레투이가 성지원

에 자진 입소하기 위해 경찰에 ‘자수’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은 그와 

같은 수용소의 운영 방식을 적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플롯은 <눈물의 웨딩드레스>에 등장했던 바를 거의 그대로 반

복한 것이지만, 원작에서의 수용소가 ‘경희’와 ‘영’을 떨어뜨려 놓

는 장치 이상의 기능을 하지 않았다면, <웨딩드레스>의 수용소는 군사정

부 시기 국민재건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의미망 속에서 성매매 여성을 

선도하는 기구이자258) 국외자인 레투이가 한국의 공권력에 스스로를 의

탁하여 여성으로서의 규범과 한국인으로서의 규범을 동시에 체화하는 기

관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레투이는 영호와 헤어진 후 같은 난민 출신

인 업소 마담, 함께 일하는 친구 후엔과도 모조리 연락을 끊고 리어카 

과일 장사나 날품팔이 등 고되지만 ‘떳떳한’ 일을 하며 홀로 살아간

다. 레투이는 이처럼 과거를 이미 청산한 상황, 더 이상 윤락행위 단속

에 적발될 일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경찰에 자수하여 성지원에 입소한

다. 공인된 교정시설에 들어가 말 그대로 “사회에서 더럽혀진 몸과 마

음을 깨끗이 씻”는(S#91 성지원 목욕탕 장면) 절차를 스스로 거침으

로써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레투이가 영호의 옆을 떳떳하게 지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성지원을 찾은 것이 아니

256) 이승호, 앞의 글, 82면.

257) 위의 글, 92~93면.

258)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앞의 책,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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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말 그대로의 갱생만을 목표로 했다는 점, 그에 따라 영호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은 그 순수성을 더한다. 1982년 ‘레데투 여인’의 시집살

이와 효성, 1985년 ‘미세스 랑’의 술장사 처분과도 같은 진정성의 증

명이 취약한 상태에 놓인 베트남 난민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바와도 같

다. 그러나 <눈물의 웨딩드레스>에 뒤이어 만들어진 <속(續) 눈물의 웨

딩드레스>(변장호, 1974)가 보여주었듯이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결혼이 

영구한 안착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낙인찍힌 섹슈얼리티를 지닌 베트

남 난민으로서 레투이와 같은 인물들은 언제까지고 계속해서 자신을 증

명해야만 하는 존재이다.

3.3. 라이따이한 영화의 풍광화된 베트남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과 베트남 간 관계의 여파로 인해 생겨난 또 다른 

집단은 라이따이한이다. 라이따이한(Lai Đại Hàn/�大韓)은 파병 시기 

파월 한국군 남성이나 파월 기술자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베트남인 2세를 가리킨다. 이들은 한국인 남성 측이 군 복무 종

료 혹은 ‘월남 패망’으로 인해 먼저 귀국한 후, 베트남의 공산화에 따

라 한국과 베트남 간의 수교가 단절되면서 재회하지 못한 이산가족이기

도 하다. 라이따이한의 ‘라이’는 ‘잡종’이라는 의미의 멸칭으로, 종

전 및 베트남 통일 이후에도 베트남에 남아 있던 이들은 적군의 아이라

는 이유로 교육과 취업 및 경제활동에서 차별을 받았다. 또한 라이따이

한의 부친인 한국인 남성은 파월 이전부터 한국에서 결혼하여 가정을 꾸

린 상태였던 경우도 적지 않아서, 앞 절에서 살펴본 ‘레데투’의 사연

과 같이 종전 직후 난민으로서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가도 베

트남에 있던 당시와 같은 가정생활을 누리지 못하거나 한국에서 남편을 

찾지 못한 채 무국적자로 살아가며 생활고를 겪는 경우도 많았다. 

한편 1990년대에는 ‘신 라이따이한’이 새로이 등장한다. 이들은 

1986년 베트남 정부의 개혁 개방 정책인 도이머이(Đổi mới/��)와 

1992년 한국-베트남 재수교 등 양국 간의 변화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

하는 한국 기업 및 사업가들이 증가하면서 생겨난 2세들이다. 베트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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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당시의 젊은 군인이나 기술자에 비해 1990년대 이후 사업상 베트남

에 진출하여 라이따이한을 만든 한국인 남성들은 50대~60대 가량의 높

은 연령대에 속했으며, 베트남인 현지 여성과의 관계 또한 사업상의 허

가 등을 위한 전략적인 이유에서 맺어지는 경우가 많았다.259) 이뿐 아

니라 2000년대 이후 급증한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2세들이나 동남아시아 어학연수 

및 섹스관광 등의 과정에서 생긴 아이들의 존재 등, 지금까지도 시대에 

따라 양상을 조금씩 달리하며 진행되고 있는 라이따이한 문제는 베트남

전쟁 파병 시기부터 생겨난 한국과 베트남 간의 젠더화된 관계 및 베트

남에 대한 섹스화(sexualization)된 인식의 문제를 담은, 현재적인 시의

성을 지닌 의제이다.

〈사랑 그리고 이별〉(변장호, 1983)과 〈머나먼 사이공〉(황동주, 

1991), 〈라이 따이한〉(서윤모, 1994)은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라이따이한과 한국 간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비교적 초기에 재현한 영화

들이다. 라이따이한의 존재가 한국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도이모

이 이후 베트남에 조기 진출한 한국인 사업가들의 입을 통해서였다. 

199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 이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급증하기 시작하

고, 1993년 �월간중앙� 25주년 기념 논픽션 공모에서 ｢라이따이한의 

눈물｣260)이 당선되는 등 국내에서도 이들의 존재가 화제에 오른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신문, 잡지, 방송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 

드러난 라이따이한 및 그 모친과 가족들의 존재는 1980년대에 재현된 

베트남 난민 여성들의 경우와 유사하게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재현되

는 경우가 많았다. 본 절에서 다루는 작품들은 이와 맥이 닿아 있으면서

도 언론 보도가 아닌 멜로드라마적인 대중영화로서 독특함을 지니고 있

다. 또한 아직 냉전이 진행중이었던 1983년의 영화, 탈냉전-도이머이-

재수교 시기인 1991년과 1994년의 영화라는 점에서 각각의 시대적 맥

락을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본 절에서는 극영화뿐 아

니라 2006년에 만들어진 MBC TV의 다큐멘터리 〈사이공 아리랑〉(연

259) 고경태, ｢현지처 없으면 사업 못한다?｣ �한겨레21� 제258호, 1999.05.20.

260) 박성기, ｢라이따이한의 눈물｣, �월간중앙� 1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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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심병철)을 추가하여 논의한다. ‘휴먼 다큐멘터리’ 양식의 텔레비전 

방송물에서 라이따이한 문제를 가부장의 온정적인 시선으로 재현한 사례

는 〈사이공 아리랑〉 외에도 여러 건이 있다. 그러나 〈사이공 아리

랑〉은 여타의 사례들과 달리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

살 문제가 전격적으로 폭로되고 한국 사회의 베트남전쟁 담론이 전기를 

맞은 이후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한 상태에서 라이따이한과 파월 한국군 

제대 군인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작품으로, 라이따이한에 대한 영화적 재

현을 시대별로 분석할 때에 논의의 결을 한층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선택되었다.

〈사랑 그리고 이별〉은 냉전 체제가 존속하던 시기, 그리고 한국 내

부에서 베트남 난민 여성을 동정의 대상이자 기구한 사연에 대한 호기심

의 대상으로 재현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신파적인 멜로드라마 작품이다. 

파월 한국군 장교였던 ‘영민’은 복무 중 남베트남 장군의 딸 ‘레투

이’를 만나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전황의 악화로 인해 먼저 일시 

귀국했다가 ‘월남 패망’으로 베트남에 돌아오지 못한다. 귀국 후 한국

인 여성 ‘윤희’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결혼한 영민은 필리핀, 인도, 

유럽 등지로 사업을 확장해가면서 해외 출장 때마다 현지의 베트남 난민

들에 대한 소식을 수소문하다가 대만에서 레투이와 극적으로 재회한다. 

영민이 모르던 사이 레투이는 영민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 ‘철수’를 기

르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 작품의 주된 갈등 요소

가 된다.

레투이와 영민은 남베트남 정부군과 파월 미군, 한국군의 고위 장성들

이 모인 호화 파티장에서 처음 만난다. 여기에서 레투이는 “전, 진심으

로 한국군에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믿음직한 수호자니까요

(I really appreciate the Korean Army. You are the most 

trustable guardian of our country).”라는 말로 영민에게 호감을 표

시한다. 1990년대 이후의 영화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라이따이한의 

존재를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이 남기고 온 과오로 여기는 인식을 보여주

는 것과 달리, 한국의 냉전적 세계관이 공고하고 군사독재정권이 집권하

던 시기의 영화인 〈사랑 그리고 이별〉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지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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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를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이후 박정희 정부의 대민 선전에서

부터 1980년대의 한국 정착 베트남 난민들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남베트

남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월남 패망’의 원인으로 강조되어 왔다는 점

이나, 이것이 종전 직후 자주국방론과 국민총화 담론으로 전유되기까지 

했던 담론 지형을 생각할 때 〈사랑 그리고 이별〉의 베트남전쟁 인식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반영이라고만 보기에는 어설픈 면이 있다.

〈사랑 그리고 이별〉의 베트남전쟁 재현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낭만

화에 가까우며, 한국군의 철수 역시 전쟁은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 정도로 그려진다. 전쟁 당시의 베트남 현장이 극 중 시공간적 배

경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군부대 장면이나 전투 장면이 전혀 없다

는 점 역시 이를 보여준다. 베트콩 부대가 파티 현장을 급습하는 총격 

장면 정도가 이 영화의 배경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장면화하는 부분이

라 할 수 있는데, 이 장면 역시 영화 〈대부(Godfather) 2〉(프랜시스 

코폴라, 1974, 한국 개봉 1978)의 저택 파티 총격 장면과 매우 흡사하

게 연출되어 있어 전쟁영화의 전투 장면이 아니라 갱스터 영화의 한 장

면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랑 그리고 

이별〉의 베트남전쟁 인식이 안이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영화가 

만들어진 시기가 전쟁과 참전이라는 사건이 낭만화될 만큼 시간이 흐른 

때였다는 맥락을 포착하는 편이 한층 생산적이리라 생각된다. 이는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었던 베트남전쟁에 대한 선택적 망각을 보여

주는 바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랑 그리고 이별〉에서 전투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예의 습격 장

면에서 영민은 레투이를 총격으로부터 보호하다가 전치 1개월 가량의 

부상을 입는다. 레투이가 한국군이 자신들의 보호자라고 말한 직후에 벌

어진 극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는 여성-베트남을 지켜 주러 간 남성-

한국이라는 파병 시기 대 베트남 인식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라이따이한

을 소재로 한 재현의 전복성이 발휘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베트남

인들의 “수호자”(guardian)로서 참전하였다지만 오히려 베트남 여성

들과 그 2세들의 삶을 파괴하고 온 한국인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

으려야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 그리고 이별〉이 전쟁을 낭만화



- 150 -

하고, 레투이와 같은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1970~1980년대 한국 

미디어의 타자화 방식과 다를 바가 없지만, 라이따이한 소재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한국군의 가해자성을 에둘러서라도 표면화하고 책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가 정치적‧역사적 양심의 

문제로 인식되는 데에는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민주화 이후의 시기가 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사랑 그리고 이별〉은 1983년 당시에 가

능했던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 표현한다. 

S#58 호텔 스낵바 (밤) - 현재

영민 나는 그렇게 아내를 알게 된 후 1년만에 결혼식을 올렸

지. 

정우 지난 얘기는 그렇다 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작정이야?

영민 네가 나라면 어떻게 처리하겠나?

정우 우리나라 속담에, 조강지처를 버리는 놈치고 잘 되는 놈 

없다는 말이 있어.

영민 결국 속담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구나!

정우 나는 상식을 벗어난 일은 하지 않는다. 그건 너도 마찬가

지야.

영민 하지만 레투이를 버릴 수는 없어.

정우 그럼 윤희 씨를 버리겠단 말이냐?

영민 그것도 안 될 말이다.

정우 그럼 뭐야?

영민 나도 모르겠어!261)

〈사랑 그리고 이별〉에서의 주된 갈등은 어린 라이따이한 아이인 철

수의 향방을 두고 벌어지는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레투이와 영민, 윤희

가 이루고 있는 이성애 로맨스의 삼각관계 또한 자리하고 있다. S#47

에서 이 문제를 두고 다투는 영민과 윤희의 설전은 〈사랑 그리고 이

261) 〈사랑 그리고 이별〉의 시나리오 인용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심의

대본에 따랐으며,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도서관에서 VHS로 열람 가능한 본편 영상과 

대조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용자가 본편 영상에 맞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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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이 이러한 갈등 관계의 원인을 제공한 영민에게 비판적인 시선을 보

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설전 내내 영민은 어쩔 수 없었던 자신의 상

황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는데, 그때마다 영민을 반박하는 윤희의 대사들

은 영민의 말에 비해 훨씬 높은 설득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영화가 

그려내고 있는 라이따이한 부친의 모습은 대만에서 레투이를 처음 재회

한 영민이 “사이공이 패망한 건 내 책임이 아니”(S#50)라고 호소하

는 비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민의 우유부단함과 그에서부터 비

롯되는 무책임에 대한 질책은 법적 아내인 윤희뿐 아니라 영민의 친구나 

가족, 레투이의 가족에게서도 계속하여 가해진다. 이는 라이따이한을 만

들어낸 파월 한국군 및 기술자 남성들에게 베트남의 여성과 자녀에 대한 

외면의 책임뿐 아니라 본국의 가정에 대한 불충실의 책임까지 묻는 서사

로 확장된다. 여기에서 영민은 위의 인용에서 보듯 레투이와의 재결합

도, 윤희에의 충실도 스스로 택하지 못하고, 철수를 누구의 손에서 기를 

것인가와 관련해서도 괴로워만 할 뿐 아무런 결정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회피한다.

이는 라이따이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석의 틀이 본격적으로 구성되

기 이전, 이들의 존재를 이르게 맞닥뜨린 당시 한국 입장의 역량을 보여

주는 바이다. 영화가 제작된 시점의 라이따이한들의 연령에 비해 〈사랑 

그리고 이별〉의 철수가 한참 어린아이로 나온 것 역시 이러한 역량 부

족을 무의식적으로 반영한 설정이라 볼 만하다. 이는 1991년 〈머나먼 

사이공〉에 등장한 한 익명의 라이따이한 소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

다. ‘월남 패망’으로 베트남의 아내 및 자식들과 헤어졌을 경우, 군인

이라면 1973년, 파월 기술자라면 1975년이 베트남에서 머무른 시간의 

최대치임에도 그 2세들은 재현되는 시점에서의 실제 연령보다 어리게 

여겨지는 것인데, 이는 베트남 난민을 동정의 대상으로 내려다보며 타자

화하는 재현에 있어 여성과 어린이의 표상이 압도적으로 채택되었던 바

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단지 허구적 재현에서뿐 아니라 라이따이한 청

년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소 등 199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한국 민

간 자선사업에서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정도의 왜곡된 인식으로 이

어지기도 했다.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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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68 태국 난민수용소 안

레투민 그 애를 장차 어떡할 거냐? 

레투이 어떡하다뇨? 훌륭하게 길러야죠. 전 언제든지 한국에 가고 

말 거예요.

레투민 넌 그런 희망이라도 있으니 좋겠다. 가야지. 갈 수만 있다

면 가야하구 말구. (돌아보며) 그 아이의 조국은 한국이니

까!

  레투이 그래요. 한국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별〉은 라이따이한을 처음으로 다룬 극영화이기도 하

지만 베트남 난민수용소가 등장하는 거의 마지막 극영화이기도 하다. 이

후 1990년대부터의 라이따이한 재현은 난민 문제와 엮이기보다는 한국

의 부친 개인 및 한국 사회의 양심적 책임 문제와 주로 엮여 나타난다. 

이는 베트남 난민의 국내 유입이 19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끊어졌다는 

것과 함께, 1990년대에 들어서면 민주화 이후 과거사 청산 운동 속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랑 그리고 이별〉은 이처럼 라이따이한의 영화적 재현에 있어 정치

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과도기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텍스트였다. 이 영

화에서 레투이와 철수의 불행은 “만약 우리(남베트남)가 전쟁에서 이겼

으면” 없었을, “나라를 잃은 민족”이라 겪는 불행으로 여겨지고 있으

며, 레투이는 아들 철수가 자신처럼 “뿌리 없는 사람”으로 자라는 것

만은 피해야 한다는 갈망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갖고 있다. 남베트남 정

부군 장군이었던 레투이의 부모는 레투이와 오빠 레투민을 사이공에서 

태국으로 먼저 피신시킨 후 조국의 패망을 비관하여 자결하고, 이 소식

을 난민수용소에서 뒤늦게 접한 레투민 역시 같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 과정에서 레투이가 함께 죽지 않고 생존을 택한 것은 오로지 

철수의 존재 때문이다.263) 레투이는 영민의 결혼 사실을 미처 모르는 

262) 고경태, ｢라이따이한을 팔지 말라｣, �한겨레21� 제258호, 1999.05.20.

263) 철수를 영민과 윤희 부부에게 맡긴 후 레투이 역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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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철수를 아버지에게 데려다주기 위해 1977년 선상난민으로 태

국을 떠나 부산 난민수용소로 들어온다. 태국 난민수용소에서의 생활을 

다룬 부분이나 한국에 들어온 후 따뜻한 고국에는 없던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레투이의 수난사를 다루는 부분이 영화에서 상

당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 절에서 살핀 ‘나라 잃은 사람들’

로서의 베트남 난민 재현 방식과 〈사랑 그리고 이별〉의 태도가 유사함

을 보여준다. 위 인용된 태국 난민수용소에서의 대화는 바로 그 조국의 

상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직후의 난민 어린이들을 통해 패망한 자유월남에 대한 애

국심과 승공에의 의지를 끊임없이 웅변했던 〈가위 바위 보〉에서의 조

국과,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 제작된 〈사랑 그리고 이별〉에서 난민들

의 조국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꽝’ 남매의 조국은 그립고 애달픈 

고향 자유월남이었지만, 철수의 조국은 정작 철수가 가 본 적도 없는 나

라인 한국인 것이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부계 혈통의 문제

이다. 파병 시기 로케이션 영화인 〈얼룩무늬의 사나이〉가 수혈 모티프

의 비유적 기능을 통해 ‘아버지 한국’과 여성-아이로서의 베트남 간 

가족적 연결에 대한 상상력을 일찍이 재현한 바 있었다면,264) 라이따이

한 문제의 표면화는 비유의 차원이 아닌 말 그대로의 부계 혈연을 통해 

‘아버지 한국’의 자의식을 재구성하는 계기였다. 〈사랑 그리고 이

별〉은 라이따이한의 존재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역량이 아직 마련되

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에 주어진 틀인 가부장적 서사에 이를 접합시킨 

사례다. 현실에서의 라이따이한은 아버지가 본국에서 꾸린 가정의 ‘한

국인’ 아이들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입적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

지만, 〈사랑 그리고 이별〉에서는 영민과 윤희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설정을 통해 그러한 문제가 미연에 방지된다. 철수가 아들이라는 점 또

한 부계 혈통에 대한 가부장적 상상력 속에서 라이따이한을 재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파월 한국군 남성 인물과 베트남 여성 인물 간의 

관계가 〈사랑 그리고 이별〉과 유사하게 전개된 〈머나먼 사이공〉에

러한 서사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264) 조서연, 앞의 글(2018), 504~50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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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라이따이한 딸을 낳은 ‘호아’가 베트남에서 다른 남성과 결혼하여 

‘현준’과의 미래가 단절된 것과 비견되는 바다.

파병 시기에 베트남인과 한국인 간의 관계를 재현했던 영화에서 ‘아

버지 한국’의 표상이 냉전 질서 속 한국의 하위제국적 욕망을 담은 것

이었다면, 라이따이한의 재현에 있어서는 도이머이와 재수교를 기점으로 

형성된 베트남과 한국 간 경제 협력 관계, 더 정확하게는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경제적 진출 재개라는 요소가 개입하고 있다. 아직 해외여행의 

자유가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의 영화인 〈사랑 그리고 이별〉에서 영

민이 레투이를 찾아 각국을 헤매던 것은 그가 해외에 여러 지사를 둔 사

업가라는 설정을 통해 개연성을 갖출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랑 그리고 이별〉의 과도기적 성격으로 흥미로

운 지점은 바로 베트남에 대한 풍광화된 재현이다. 베트남을 이국적인 

풍광을 지닌 모험의 장소로 재현하는 태도는 식민지 말기 ‘남방’ 담론

에서부터 그 구체적인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했고,265) 베트남전쟁 참전 

시기에도 야자수나 열대과일 등의 이국적인 환유가 위문편지에 등장하는 

등 한국인들 사이에서 통하고 있었으며, 식민지 시기에 생산된 조선 관

광기념 사진엽서와 같은 오리엔탈리즘적 시선266)을 전유하여 베트남을 

묘사하는 신문‧잡지의 화보 사진,267) 파월 한국군 부대의 일상 및 여가

생활을 담은 문화영화에 담긴 이국적인 식생과 음악 등268)에서 이미 익

265) 권명아, 앞의 책, 350면.

266) 권혁희, ｢일제시대 사진엽서에 나타난 “재현의 정치학”｣, �한국문화인류학�

36권 1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3.

267) 이진선, 앞의 글, 47~49면.

268) e-영상역사관에서 여섯 편으로 분절하여 제공하고 있는 국립영화제작소 제작 

장편 문화영화 〈월남전선〉(양종해, 1966) 중, 병사들의 영내 휴가 모습을 담은 

다섯 번째 영상은 이러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다. 역시 국립영화제작소에

서 만든 단편 문화영화 〈월남전의 한국군〉(1968)과 같은 경우, 내레이션에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베트남, 남과 북으로 갈린 베트남의 수난사, 공산당의 만행으로 

인해 억압당하는 자유민들의 참상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긴박한 내용과 달리 영상

에서는 이국적인 음악을 배경으로 아열대 도시의 경치와 나른하고 여유로운 베트남

인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등 오리엔탈리즘적인 풍광을 재현하고 있어 베트남을 향한 

한국인들의 착종된 시선을 보여준다.



- 155 -

숙하게 유통되던 바였다. 전장을 다룬 로케이션 극영화에서는 드문 사례

였지만, 〈고보이 강의 다리〉와 같은 영화에서 나룻배를 타고 베트남어

로 나직이 노래하는 아오자이 차림의 ‘여선생’을 설레는 마음으로 몰

래 응시하는 이 대위의 시점 장면 같은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국적인 

미지의 공간에 대한 피상적인 호기심과 낭만화를 넘어서서 한국인이 찾

아갈 만한 관광 휴양지로서 베트남이 재현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

다.269)

이런 점에서 〈사랑 그리고 이별〉의 베트남 공간 재현은 참전 및 냉

전 시기의 영화들보다는 1990년대 이후의 재현에 가까운 측면이 강하

다. 이 작품은 한-베 수교가 단절된 시기에 제작된 한국‧대만 합작 영화

였기에 실제 촬영은 베트남이 아닌 대만에서 진행되었고, 베트남인 역할 

역시 후인멍(胡因夢)을 비롯한 대만 배우들이 맡았으며, 내용상 베트남

어로 진행되어야 하는 장면들에서도 중국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머

나먼 사이공〉(1990)이 단교 후 처음으로 베트남 현지 촬영을 허가받고 

영화 〈하얀 전쟁〉(1992)과 SBS 창사특집극 〈머나먼 쏭바강〉

(1993~1994) 등이 그 뒤를 이은 후에도 〈푸른 옷소매〉(1991), 

〈알 포인트〉(2004) 등이 인근 국가에서 베트남 장면을 촬영했던 데서 

알 수 있듯, 이는 동남아시아를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 피상적으로 생각

하는 한국 관객의 입장에서 인지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었다. 중요한 것

은 〈사랑 그리고 이별〉이 베트남전쟁 당시 영민이 전투에 나서거나 부

대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장면은 전혀 담고 있지 않았던 반면에, 복

무 중 휴가를 얻어 레투이와 베트남(처럼 보이는) 곳곳의 휴양지 및 유

적지로 놀러 다니는 모습을 극영화라기보다는 관광 홍보 영상에 가깝게 

촬영한 장면들이 극 중 파병 시기를 배경으로 한 내용의 분량 중 상당 

269) 박정희 시기의 문화영화는 본고의 2장에서 다룬 〈팔도강산〉, 〈관광열차〉 

등 국내 관광 홍보를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속 팔도강산 - 세계를 간

다〉나 〈지상 최고의 여정(세계로 뻗는 한국)〉(배석인, 1968)과 같이 세계의 관

광 명소와 풍물을 소개하는 작품도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속 팔도강산 - 세계를 

간다〉와 같이 명백한 관광 영화에서도 베트남은 주인공 김희갑의 다른 행선지들과 

달리 관광지로서 재현되지 않고 의료지원이나 대민지원 등 파월 한국군의 활동 현

장으로 선전되는 공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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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989년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후의 영화인 〈머나먼 사이

공〉과 〈라이 따이한〉에서는 베트남 공간을 풍광화함으로써 관광 산업

의 잠재적 고객인 한국인 관객들에게 어필하는 경향이 한층 본격화된다. 

라이따이한 가정의 현실이 한국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한 것이 1986년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 도입 이후 투자나 관광을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한국인들의 입을 통해서부터였다는 사실은,270) 라이따이한 문제의 공론

화가 한국의 베트남 ‘재진출’과 관련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진출의 대상으로서 베트남과의 관계를 새로이 시작하면서, 이전에 남기

고 온 문제를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는 특히 영화 〈라이 따이한〉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다.

〈라이 따이한〉은 베트남에서 관광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현지답사를 

간 ‘상우’가 라이따이한 여성 ‘수잔’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

이다. ‘수잔’은 어머니가 외롭고 고된 삶을 살게 만든 한국인 아버지

를 찾아가 책임을 묻겠다는 목적으로 한국행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중, 

상우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사의 가이드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

고 공개 면접에 응시하여 합격한다. 둘은 가이드 실습을 명목으로 곳곳

의 관광지를 답사하며 사랑을 키워가는데, 영화의 후반부에서 수잔의 어

머니를 만난 상우는 수잔이 찾는 아버지가 바로 베트남전쟁 당시 청룡부

대에서 복무했던 자신의 아버지였음을 알고 충격에 빠진다. 〈머나먼 사

이공〉과 〈라이 따이한〉이 주인공 커플의 데이트 장면들에서 베트남 

현지의 휴양지와 유적지 등 관광 코스를 도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머

나먼 사이공〉이 〈사랑 그리고 이별〉에서와 같이 서사의 전개상 개연

성이 부족한 부분들에서 그러한 장소들을 다소 뜬금없이 피상적으로 장

면화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에 〈라이 따이한〉은 수잔이 상우를 대상

으로 모의 가이드를 하는 내용이 진행되는 동안 관광 명소들을 직접 소

개한다는 점에서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여기에서 상우가 기획한 관광 

상품이 베트남전쟁 당시의 격전지 순회 관광 코스라는 점은 이 같은 재

현이 지닌 정치적 긴장감을 발생시킨다.

270) ｢한국인 아버지 찾기는 ‘별 따기’｣, �한겨레신문�, 199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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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3. 구찌 터널 (낮).

(중략)

수잔 이곳은 대불 전쟁 시 1948년부터 유격대들에 의해 만들

어지기 시작했으며, 대미 항전에는 엄청난 성과를 거둔 지

하 요새입니다. 지하 8미터, 총 연장 길이 360킬로미터, 

사령관실… 상우 씨! 상우 씨! 어디 계세요?

  텅 빈 실내

수잔 상우 씨! 상우 씨! 

  실내전시된 인민군 군복으로 갈아입고 장난스레 나타나는 상우의 얼

굴. 보고 웃는 수잔.

상우 차렷! 이곳이 어느 곳이라고 떠드나?

(중략)

S#34. 사격장 (낮)

  총을 겨누는 수잔.

수잔 서로 겨냥했던 이 총은 지금은 한 발에 1불씩 받고 있는 

관광 수입입니다.

상우(E) 왜 못 쏘지?

수잔 원하냐?

  뒷걸음 치는 수잔. 총 쏘는 수잔. 

  (E) 총소리.

  놀라는 수잔. 일으켜주는 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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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잔 미안해요….

상우 일부러 그런 게 아닌 걸, 뭐.

영화 속에서 수잔이 상세히 소개하는 장소들은 실제로 호치민(舊 사이

공) 시를 중심으로 베트남 남부권역에 형성되어 현재에도 성업 중인 다

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코스로서, 대불(對佛) 항전과 항미구국전쟁

(베트남전쟁), 혁명유적지로서의 의미를 지닌 전쟁유산들과 맹그로브 숲 

및 해변휴양관광을 결합시킨 관광 상품으로 운영되고 있다.271) 문제는 

이 장소들에 대한 그와 같은 의미화가 통일 후 호치민이 이끈 베트남 정

부가 주도한 민족주의적 사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영화에서 이

러한 관광 상품을 베트남전쟁을 기획한 것은 파월 한국군의 아들인 한국

인 상우라는 점이다. “미군은 이기기 위해 싸웠고, 베트남인은 살기 위

해 싸웠기 때문에 미군이 진” “대미 항전”272)이라고 안내하는 베트

남 국적의 가이드와, 그러한 안내를 받으며 전적지를 관광하는 과거 파

월 한국군의 한국인 아들이 즐거운 태도로 전쟁박물관을 관람하고 구찌 

터널에서 인민군복을 입어보며 사격장에서 한 발에 1불씩 돈을 내고 사

격 체험을 하는 장면들은 특히 그러하다. 영화 밖의 현실에서도 미국인 

및 한국인 관광객들은 일말의 위화감 없이 구찌 터널에서 사격 체험을 

즐기곤 하는데, 이는 승전국인 베트남 측이 전적지를 상품화하여 제공하

고 있기에 가능한 일인 동시에 해당 국가의 관광객들이 지닌 역사적 무

감각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점에서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 내는 지

점이다.

271) 오일환‧윤병국‧이준태, ｢베트남 다크투어리즘 유산의 현황과 활용에 대한 연구 

: 호치민 권역의 전쟁유산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27권 제

2호, 한국사진지리학회, 2017, 31면.

272) 수잔은 상우와 영어로 소통하고 있으며, 가이드 장면들 역시 영어로 진행된

다. 〈라이 따이한〉의 심의대본에서는 구찌 터널을 소개하는 수잔의 멘트 중 ‘the 

Vietnam War’를 ‘대미 항전’이라고 번역해놓고 있는데, 실제 영화 본편 영상의 

한국어 자막에서 이는 ‘베트남전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영화 속에서 수

잔은 통일된 베트남의 지배적인 역사 서술에 따른 전쟁 인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

으므로, 시나리오에 있는 대로 ‘대미 항전’이라고 옮기더라도 별다른 무리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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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5. 차 안(낮).

충남 상우 네가 개발한 베트남 격전지 순회 관광 여행 코스는 

굿 아이디어야!

상우 관광은 굴뚝 없는 공장 아닙니까?

  오토바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

상우 모르는 게 많으니까 형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상우(E) 20여년 전 미국을 등에 업고 돈을 벌었던 우리나라입니

다. 그러나 그런 기분으로 베트남에 오면 큰 오산이겠지

요. 베트남은 세계 최강국인 미국을 이겼습니다. 그런 생

각을 하면 두려움이 앞섭니다.

  지나가는 차

상우(E) 그러면서도 친근감이 가죠. 형제자매가 살아 숨 쉰다는 생

각을 하면 가슴이 뜁니다.

위 인용된 장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과 

한-베 재수교는 제2의 ‘월남 특수’의 기회를 열어젖혔다. 물론 이는 

베트남전쟁 당시와는 달리 베트남과 한국이 서로를 ‘경제적 동반자’로 

인식하는 관계에서 전개된 상황이며, 자국의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베

트남 정부 측이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 과거를 문제 삼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1960~1970년대의 ‘월남 특수’와 단순하게 동일시할 수 없는 일이

다. 그러나 이는 베트남 중부 지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위령비 및 증

오비와 매년 거행되는 각지의 위령제가 증명하는 바 한국군에 의한 민간

인 학살 피해 생존자들의 기억과 원한을 베트남 정부 측이 짐짓 못 본 

체 하는 정책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참전 당시 건설업 및 군수산업 

등 전쟁자본주의를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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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는 참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직면하지 않고 에두르는 과정 속

에서 진행된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라이따이한의 존재가 공론화되는 것은 한국 측의 

선택적 망각에 제동을 걸며 양심을 자극하는 일이었다. 라이따이한 문제

의 공론화는 한국의 베트남 재진출과 함께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민주

화 이후 본격화된 과거사 청산 문제와 더불어 진행된 것이기도 하다. 특

히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징

발과 라이따이한 문제를 동급으로 놓으며 “우리 겨레가 다른 민족에게 

안겨준 불행”273)이라고 규정하는 논조를 꾸준히 펼쳐 왔는데, 이는 이

후 1994년에 공론화된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노근리 학살과 1999

년에 공론화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견주는 문

제의식으로 계승되기도 하였다. 베트남과의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한국

인의 주체 인식에 있어 가해자성이라는 요소가 비로소 개입하게 된 것이

다. 라이따이한 문제는 베트남 난민의 수용과 관련하여 미국의 무책임함

을 비난하고 한국의 우월함을 내세우던 종전 시기의 논리 또한 무색하게 

만들기도 했다. 정부 차원에서 베트남전쟁 시기에 생겨난 ‘아메라시

안’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의 입국을 추진한 미국 측과 달리 한국에서

는 민간의 자선사업 외에 공적‧제도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는 점이 비교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

에서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파병 시기부터 이미 강력하

고 큰 물결을 이루어왔던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여러 정치경제적 조건으

로 인해 지배적인 서사에 반하는 담론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던 상황에

서 비롯한 것이었다.

참전에 대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반성과 비판이 아직 부재했

던 상황에서 라이따이한 문제는 부계 혈통의 문제, 즉 사적인 차원의 문

제로 우선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머나먼 사이공〉의 현준이 “머지않

아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뻗칠 것을 아저씨가 약속

하지!”(S#23)라는 말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라이따이한 청년을 위로하

는 것은 라이따이한 문제가 갓 공론화되기 시작했을 때의 미성숙한 현실 

273) ｢베트남의 ‘우리 핏줄’과 함께｣, �한겨레신문� 사설, 199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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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S#23의 대화에 바로 앞서는 장면에서 

현준이 사이공의 옛 주월한국군사령관 건물을 찾아 낭만적인 감회에 젖

은 것이나, 뒤이어 S#27의 회상 신에서 베트남 여성을 희롱하는 미군 

무리를 완력으로 응징하는 현준이 “너희들이 월남을 도와주러 온 놈들

이야?”라고 호통을 치는 장면 구성은, 라이따이한의 양산과 한국의 가

해자성을 연결하지 못하고 파월 한국군이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봉

사”(S#30)한 것이라고 여기는 이 영화의 베트남전쟁 인식을 시사한

다. 나아가 한국과 베트남 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개입된 젠더 구도의 차

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성된 비판적 인식은 이를 부계 혈통의 

책임과 민족국가 간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하기도 했다. 〈라이 

따이한〉이 한국 관객들에게 라이따이한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촉구하기 

위해 사용한 감정적 장치가 극에 달하는 장면이 라이따이한 청년들의 집

회에서 ‘아리랑’을 부르는 장면이라는 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만한 것이다. 〈라이 따이한〉에서 상우와 충남이 가이드를 모집 선발할 

때 아름답고 젊은 베트남 여성들을 줄 세워 놓고 품평을 하며 고르는 것

이 익살스럽고 즐거운 장면으로 연출된 것은, 이 영화가 라이따이한 문

제를 한국 측의 과오로 재현하고 반성하면서도 ‘월남 특수’에의 기대

와 베트남에 대한 성애화된 시선이라는 과거 파병 시기의 태도를 위화감 

없이 병행하고 있는 착종된 태도를 보여 준다. 

식민지 시기 일제의 착취에 대한 비유와 ‘우리 핏줄’이라는 표상을 

통해 라이따이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던 1990년대 초반의 자성

이,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우린 정말 

아무도 해치지 않았어요.”274)와 같은 기존의 지배적인 민족사 인식에 

큰 파열음을 냈다는 의의는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머나

먼 사이공〉은 물론이고 라이따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시민

단체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영화인 〈라이 따이한〉에서조차 라이따이한

의 존재를 구조적인 문제로 재현하지 못한 것은, 그처럼 민족국가의 틀

을 넘어선 경계 너머의 관점을 전혀 상정하지 못하는 당시의 시대적 한

계와 부계 혈통의 절대성을 당연시하는 가부장적 상상력에 발판을 둔 인

274) 최은영, ｢신짜오, 신짜오｣, �쇼코의 미소�, 문학동네, 2016, 78~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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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론적 한계였다. 민족주의와 가부장주의의 강력한 자장은 최근까지의 

라이따이한 재현에서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는 중이다.

MBC TV에서 2007년에 방영한 다큐멘터리 〈사이공 아리랑〉은 그

러한 구도를 벗어난 새로운 입각점을 제시하고 있어 흥미로운 사례이다. 

〈사이공 아리랑〉은 1988년 서울올림픽 주제가로 유명한 밴드 ‘코리

아나’의 전신인 ‘아리랑싱어즈’의 리더이자, 전쟁 중 베트남에서 가

정을 이루었으나 종전 후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못한 파월 한국군 병사이

기도 했던 홍신윤의 사연을 다룬 작품이다. 베트남에 입국하여 뒤늦게나

마 당시의 아내와 아들을 수소문하여 극적으로 재회한 홍신윤의 여정을 

쫓아가는 이 다큐멘터리는, 라이따이한 재현물로서는 아주 드물게도 베

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텔레비전 ‘휴먼 다큐멘터리’ 양식답게 낭만화된 연출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사이공 아리랑〉은 라이따이한 문제와 전쟁의 폭력성이라는 

문제가 연결된 것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내비친다. 홍신윤은 한정된 일정 

동안 아내와 아들을 찾는 여정 중에서도 시간을 빼어 민간인 학살 피해 

지역인 퐁니‧퐁넛 마을을 찾아가 위령비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며 참

회를 하고, 그에 뒤이어 복무 당시 자신의 부대원 중 갓 차출된 신병들

이 작전 중 모조리 전사했던 현장을 찾아 역시 통곡을 하며 향을 피우고 

넋을 위로한다. 이러한 수행들은 개인의 눈물에 대한 감상적인 재현으로 

그치지 않고, 홍신윤이 그날 저녁 숙소에서 적어 내려가는 일기의 직설

적이고 분석적인 문장들을 통해 전쟁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 속

한 것으로서 의미화된다. 

본 논문의 마지막 장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

루는 다큐멘터리에 한국군 참전 군인 당사자가 출연한 경우는 〈사이공 

아리랑〉 외에도 〈미친 시간〉(2003), 〈Send & Receive : The 

Video〉(2017), 〈기억의 전쟁〉(2018) 등의 몇 사례가 더 있다. 그러

나 〈사이공 아리랑〉의 홍신윤은 다른 작품들의 참전 군인들과 달리 스

위스에 홀로 거주하면서 세계 각국을 바쁘게 돌아다니며 공연을 하는 음

악인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사랑 그리고 이별〉, 〈머

나먼 사이공〉, 〈라이 따이한〉과 같은 극영화에서 라이따이한의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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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이 모두 종전 후 귀국하여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남성들이라는 점을 이 지점에서 떠올려볼 만하다. 민간인 학살

을 주제로 한 2000~2010년대의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참전군인들 역시 

한국에 돌아와 정착했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이

다. 반면 홍신윤은 그 삶의 형태로 말미암아 민족국가의 경계에 사로잡

힌 가부장적 상상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는 이 작품

이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보다 훨씬 보수적인 매체인 텔레비전 방송에

서 오히려 더 신선한 시각으로 파월 한국군과 라이따이한 간의 관계를 

재현할 수 있게 했고, 여러 현실적인 관계들에 얽매여 자신의 양심을 충

분히 표현하지 못하고 여러 에두르는 장치를 사용했던 여타의 참전군인 

다큐멘터리 출연자들과 달리 홍신윤이 간결하고 분명한 언어와 가감 없

는 통곡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했던 조건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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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화된 전쟁의 영화화와 기억의 정치

4.1. 개인적 트라우마의 가시화와 피해자성의 전유

4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영화들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이라는 과거를 비판적으로 재현하는 양상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과거사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해진 민주

화 직후에는 ‘월남 패망’ 이후 군사독재 시기 내내 적극적으로 망각되

어 왔던 베트남전쟁의 기억에 대한 영화적 재현이 줄을 이었다. 이 영화

들은 우선 오랫동안 비가시화되어 있었던 참전 군인들의 트라우마를 본

격적으로 재현하면서 기존의 공식적 기억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해당 영

화들은 전쟁 트라우마의 문제를 남성성의 훼손과 그에 대한 보상의 문제

로 축소하는 한편, 베트남(인)을 여성적으로 성애화하고 한국인 남성 군

인 개인의 고통에 주목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리를 전유하는 양상을 보이

기도 했다. 또한 베트남전쟁 참전의 경험을 역사적 트라우마로서 다룬 

일군의 영화들은 1980년대를 거치며 형성된 반독재‧반미 의식 및 탈식

민주의를 바탕으로 베트남전쟁의 구조적 문제를 조망하였는데, 이러한 

통찰은 당대 진보적 남성 민족 주체의 자국중심적이고 젠더 무감각한 세

계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참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결정적인 사

각지대를 내보였다. 이와 같은 한계는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대두되고 파월 한국군의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이 복

합적으로 성찰되는 2000년대에 들어 극복되기 시작한다. 이와 관련한 

영화적 도약은 이전까지의 한국 ‘베트남전쟁’ 영화들에서 얼굴과 목소

리를 지닌 주체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베트남인의 모습을 전경화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특히 다큐멘터리 영화들에서 전쟁 피해생존자

의 증언, 사후세대의 시선, 페미니스트의 관점, 비장애중심적 전쟁 인식

의 돌파를 통해 구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천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

국 측의 자기중심적인 기억 재현을 넘어서서 상호 소통의 태도를 지향하

고, 과거사로서의 참전을 현재의 쟁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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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공 함락과 종전이 박정희 정부에 의해 ‘월남 패망’으로 명명된 

후, 한국 영화계는 베트남전쟁에 대해 오랜 침묵의 시간을 갖는다. 베트

남전쟁을 다룬 극영화는 ‘월남 패망’의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가위 바위 보〉 이후 그 맥이 단절되다시피 하며,275) 문화영화나 뉴

스영화 등에서도 베트남전쟁을 다룬 사례를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어진

다. 한국 정부가 미처 예상치 못했던 ‘패전’을 언론 등에서 분석하는 

잠시의 떠들썩한 시기가 지나자 베트남전쟁은 가파른 속도로 잊혀 갔다. 

영화의 경우 위와 같은 통치 전략은 반공주의를 강화하는 공보 사업에 

베트남전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참전에 대한 언급 자

체를 꺼리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종전 이후 극영화에서 베트남전쟁이라

는 소재는 인물의 전사(前史)를 형성하는 단순한 요소로 쓰이는 데 그치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276)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과 관련한 내

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들 역시 각색 과정에서 

이를 누락했다.277) 관제 영상물 중에서는 14분여 분량의 극장용 문화영

275) 앞서 3장에서 1990년대의 라이따이한 영화들과 동궤에 놓인 것으로 논의한 

〈사랑 그리고 이별〉(변장호, 1983) 외에, 김기영의 1979년 작 〈수녀(水女)〉가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이 시기에 만들어진 극영화로 꼽힐 만하다. 〈수녀〉는 상이

군인의 고통을 음울한 정서로 재현한 첫 영화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이 영화

는 단절된 베트남전쟁 영화의 맥을 이은 사례라기보다는 김기영 감독이 내놓은 

〈하녀〉(1960), 〈화녀〉(1971), 〈충녀〉(1972) 등 ‘-女’ 시리즈의 맥락에

서 분석될 만한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276) 1987년 이전까지, 파월 후 제대한 군인이 등장하는 영화로는 〈사랑의 나그

네〉(고영남, 1978)와 〈밤을 기다리는 해바라기〉(엄종선, 1982) 정도가 있다. 전

자는 황순원의 소설 �인간접목�(1956)을 영화화하면서, 1978년이라는 개봉 시기에 

알맞게 상이군인 인물이 참전한 전쟁을 한국전쟁에서 베트남전쟁으로 단순히 수정

한 사례다. 권광욱의 소설 �터잡이�(1981)의 일부를 영화화한 후자에서 베트남전쟁

은 주요 남성 인물이 상이군인으로 귀환해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는 전사(前史)를 

마련하는 데 그친다.

277) 조선작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영자의 전성시대〉(김호선, 1975)나 김승

옥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야행〉(김수용, 1977)의 경우, 한국군의 베트남전

쟁 파병과 관련한 내용을 각색 과정에서 누락한 것이 이러한 맥락에서 눈에 띈다. 

〈영자의 전성시대〉가 각색 과정에서 ‘나’의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을 누락한 것

에 대한 논의로는 김지미, ｢1960~70년대 한국 영화의 여성 주체 재현 양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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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나라 잃은 사람들(인도 지나의 비극)〉(1979)이 베트남전쟁을 다

룬 드문 사례이나, ‘월남 패망’ 이후 동남아시아의 ‘참상’을 제시함

으로써 소위 적화통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뿐 한국군이 파병되었던 

과거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으며,278) ‘반공영화’나 ‘민족영화’가 

지향할 바를 논하며 유신 정권의 시책에 발맞추었던 전문가들의 영화론 

등에서도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활용하는 방안은 찾아보기 힘들다.279)

박정희의 사망 이후 들어선 전두환 정권은 그 같은 침묵의 전략을 한

층 본격적으로 구사하며 참전에 대한 사회적 망각을 강화했다. 1966년

부터 결성되기 시작한 참전군인 단체들이 친목회의 수준에 머무르며 집

단적 응집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던 기존의 사정에 더해, 1980년 12월 

신군부가 들어서자마자 재향군인 재편 작업을 시작하며 산하 38개의 임

의단체를 강제로 해체하면서,280) 참전 당사자들에 의한 전쟁 서사가 집

단적으로 구성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게 유통될 기회는 한층 요원해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204~206면.; 조서연, ｢돌아온 군인

들 : 1950~1970년대의 전쟁 경험과 남성(성)의 드라마｣,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

수는 문학들 :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읽는 한국 현대문학사�, 민음사, 2018, 

273~276면 참조.

  한편 〈야행〉은 1970년대 영화 검열의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이나, 

당국의 검열 서류 및 연출자 김수용이 논문 형태로 내놓은 진술을 검토해볼 때(김

수용, ｢몽타아즈論과 가위의 詐術에 대한 考察 : 劇映画 『夜行』의 境遇를 中心으

로｣, �영화연구� 5호, 한국영화학회, 1985), 김승옥의 소설에서 ‘현주’가 파월 환

송식 뉴스영화를 보며 강렬한 감정에 휩싸이는 장면 등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내용

은 처음부터 영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흥행과 비평 양자에서 주

목을 받았던 두 영화가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화소를 각색 과정에서 채택하지 않았

던 것은, 이 시기의 한국 영화들이 이미 베트남전쟁을 스크린에 담는 데에 관심을 

잃었음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278) 이후 1985년 4월 27일자 대한뉴스 제1538호가 ‘월남 패망 10년’을 주제

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나라 잃은 사람들(인도 지나의 비극)〉에 사용된 영상 클

립들을 재활용한 것이다.

279) 이 문단을 포함하여 이어지는 본 절의 내용은 조서연, ｢피해자의 자리를 전유

하기 : 베트남전쟁 참전 트라우마에 대한 영화적 재현의 국적과 젠더｣, �현대문학의 

연구� 71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280) 윤충로,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집합적 정체성 형성과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

생산｣, �경제와사회� 제76호, 비판사회학회, 2007, 2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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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아가 윤충로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대통령 본인이 파월 장

교였음에도 전쟁에 대한 평가나 보훈 사업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은 국가 정책의 차원에서도 망각되고 

개별화되었다.281) 정리하자면 종전 직후부터 신군부와 제5공화국 시기

에 이르기까지 베트남전쟁, 특히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에 대한 기억

은 지배적인 담론과 재현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잊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 같은 침묵과 망각은 한편으로는 정권의 통제에 의한 것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월남 특수’를 향한 대중의 열망이 사그라지면서 자연스레 

진행된 것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파월 군인과 기술자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고국으로 귀환

한 후에도 일종의 ‘내부 난민’282)과 같은 상태에 처해야 했다. 이들

은 “유례없는 통치력을 행사했던 국가 권력과 대조적으로 초라해진 귀

환자의 삶”283)으로 내몰렸으며, 떠날 때는 예상할 수 없었던 귀환 후

의 생활고나 전쟁 후유증 등은 국가의 복지 대상 혹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감내해야 할 일이 되었다. 이처럼 파병 및 철군 

이후의 어두운 잔여물이 개인사의 차원으로 파편화된 것은 박정희 시기

의 경제 성장이 빈민, 여성,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배제해 가면

서 이루어졌던 바와 일맥상통하다.284)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로 표상되는 

281) 위의 글, 같은 면. 이는 참전군인들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향수를 지닌 것과 

달리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대해서는 배신감을 토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같은 

글, 213면.)

282) ‘난민’이란 “자신의 집 또는 일상적 거주지에서 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도피하거나 떠나도록 된 사람들, 특히 무장 분쟁, 무분별한 폭력상황, 인권 유린, 자

연재해 또는 인공적으로 발생한 재해 등의 피해를 피하거나 그 영향으로 인해 실향

된” 사람들이라고 정의해볼 수 있다(박경태, ｢한국사회와 난민｣, �문화과학� 제88

호, 문화과학사, 2016, 48면). 김주현의 연구는 이 정의를 인용하면서, 베트남전쟁 

종전 후 고국에 있으되 난민과 같은 상태에 처한 한국인 귀환자들을 ‘내부 난민’

이라 칭하고 있다. (김주현, 앞의 글(2017), 305면).

283) 김주현, 위의 글, 306면.

284) 베트남전쟁 파병의 경험이 장병 당사자가 속한 사회적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

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이 맥락에서 부기해 둘 만할 것이다. 파병 시기 각 장병의 복

무 지역, 직역, 복무 환경의 위험성 등에서 차별이 존재했고, 파월 당시 경제적인 이

득을 얻는 정도도 그러한 조건에 따라 달랐으며, 하층 계급의 경우 귀환 후에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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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경제 성장에 대한 지배적인 허구(dominant fiction)를 구성하고 

‘국민 총화’를 다지는 데 있어 이들의 삶은 가시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나, 그 존재는 “전체성에의 의지”(will to totality)285)의 성

공적인 완성을 끝끝내 방해하며 그림자처럼 존속해 왔다.

1987년의 민주화와 더불어 새로운 유형의 베트남전쟁 영화들이 비로

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위와 같은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파병 시기의 일부 멜로드라마 영화에서도 

‘월남 특수’의 이면에 가려진 파월 당사자 및 주변인들의 고통이 우회

적으로 표현된 바 있지만, 1970~1980년대의 소설들이 파월 제대 군인

의 아픔이나 베트남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의 재현을 어느 정도 선취

했던 바에 비해 사전 제작 신고와 시나리오 사전 심의 제도에 묶인 영화

의 장에서는 그러한 재현이 힘들기도 했고, 제작자 및 관객들의 관심 역

시 낮은 편이기도 했다. 문제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다른’ 시각의) 

영화가 철군 및 종전 이후에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1987년을 기점으로 이러한 영화들이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났

다는 점이다. 이는 발화되지 못하고 비가시화된 상태에 놓여 있던 특정

한 기억들이 ‘억압된 것들의 귀환’이 급물살을 타는 역사적 국면과 접

합하면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영화적 재현의 새로운 핵심으로 출현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리영희의 저작을 기반으로 1970년대 지식인 사회에서 유통되었던 

“(베트남) 민족의 해방‧재통합을 위한 투쟁의 계속”286)으로서의 베트

사회화 및 경제적 안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심주형, ｢베트남전 참

전에 대한 기억의 정치｣,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과 최현숙, �할배

의 탄생 : 어르신과 꼰대 사이, 가난한 남성성의 시원을 찾아�, 이매진, 2016 중 

‘이영식’ 구술 인터뷰 참조).

285) 카자 실버만은 라클라우를 빌어와 자신의 ‘지배적인 허구’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지배적인 허구는 규범적인 주체가 상징적 질서와의 상상적인 관

계를 맺는 이데올로기적 시스템 이상의 것이다. 이는 라클라우가 “전체성에의 의

지”라고 부른 것을 통해서도 특징되는 것으로, 한 사회가 “폐쇄, 의미의 고정, 차

이들의 끝없는 실연에 대한 비인식(non-recognition)에 바탕을 두고 자기 자신을 

조직하려는” 메커니즘을 말한다.”(Kaja Silverman, Op. cit., p.54.)

286) 리영희, ｢베트남 전쟁｣ (3), �창작과비평� 제10권 제2호, 창작과비평,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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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전쟁, 1980년대 운동 세대에서 공유되었던 반미‧자주‧혁명의 상징으로

서의 베트남전쟁이라는 인식은 1987년이라는 뚜렷한 시대적 경계선을 

넘어선 이후에야 영화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는 민주화 이전과 이후 

간 지배-저항 담론의 정치적 대결 구도를 쉽게 상정케 하며, 그러한 이

해는 상당 부분 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기에 ‘새로운’ 베트남

전쟁 영화들이 나타난 것은, 공식적인 파월 서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였

던 억압적인 지배 담론이 민주화라는 정치적 급변의 계기를 만나 대항 

담론으로 전복‧교체되었다는 단선적인 구도로 이해될 수 없는 복잡한 성

격을 지닌 일이었다. 대중문화란 투쟁과 협상이 계속되는 모순적 공간이

라고 규정했던 스튜어트 홀은 하나의 사회적 위치에 여러 모순이 중층적

으로 결정된 ‘이중 접합’(double articulation)의 문제에 주목한

다.287) 이를 참조하여 1987년 이후 베트남전쟁 영화의 변화를 바라보

면, 파병 시기부터 허용되어 왔던 지배적인 베트남전쟁 서사가 남한의 

정치적 민주화라는 역사적 국면을 만나 약화되고, 이전까지 공공연히 다

루어질 수 없었으나 꾸준히 존재하며 나름의 흐름을 형성해 왔던 다른 

판본의 해석들이 표면화할 때 어떤 조건들이 접합하여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던가를 중층적으로 분석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한국군 장병들이 “피해자성을 내포한 가해자

성”288)을 지닌 이중적인 존재라는 점은 이러한 시각에서 눈여겨볼 만

한 지점이다. 한국군의 파월이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위기 극복과 ‘월

남 특수’를 통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할 때, 이를 실

현해 줄 주체가 미국 정부였다는 점은 파월된 한국군 개인들을 중층적인 

소외로 몰아넣는다. 전장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것은 병사 자신의 몸이지

만 그 몸이 행할 일과 향할 바를 결정하는 주체는 박정희 정부와 미 당

국이었던 것이다. 김현경은 사회에서 ‘사람’으로 간주되지 않는 부류

로 태아, 노예, 사형수와 함께 군인을 꼽으며, 현대전에서 병사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권의 일부와 인격을 부정당하는 사물, 즉 사회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가 루소를 인용하며 지적한 바와 같이 

276면.

287) Stuart Hall, 앞의 책, 118~119면.

288) 신지영,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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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전쟁은 인격을 갖춘 개인 대 개인의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

의 관계이고, 이때 개인은 인간도 시민도 아닌 병사일 뿐이다. 이는 국

가들이 전쟁을 벌이거나 동맹을 맺는 등 상호 간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

는 동안 군인들은 인격을 박탈당하고 물건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군인됨 자체가 이미 ‘죽어 있는’ 존재로의 강등을 전제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289) 전시라 할지라도 시민을 죽이는 것은 죄가 되지만 (무기를 

든) 적군을 죽이는 것은 살인도 전쟁범죄도 아니라는 점은 군인이 ‘사

람’으로 간주되지 않는 측면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290)

그러나 전장에서 살아남은 군인은 결국 귀환하여 시민들, ‘사람’들

의 장소로 돌아간다. ‘사람’인 상태에서라면 저지를 수 없었을 폭력을 

태연히 자행하고 ‘사람’이라면 겪지 않아야 할 극단적인 폭력과 공포

에 노출되었던 경험을 각인한 채 다시 ‘사람’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상황은, 돌아온 군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어떻게든 안정화

하고 서사화하며 정당화하도록 요구한다. 이 과정은 병사 개인의 경험에 

대한 해석과 재현에서부터 전쟁 자체의 성격에 대한 탐구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전쟁의 경우 이 과정이 참전군인 개인의 

피해자성과 고통에 대한 주목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과정이 전투를 직접 수행한 병사들과 참전을 결정한 당시의 정부를 분리

하고, 후자에 파병과 ‘패전’의 책임을 묻고 비난하며 전자를 피해자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291) “인류의 양심에 그어진 상처”292)로 이

야기되는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가책과, 인간성을 박탈당한 채 ‘죽음

정치적 노동’293)으로 내몰렸던 고통스러운 경험의 뒤엉킴을 이해 가능

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그 같은 논리는, 젠더화된 인식론을 통해 미국의 

재남성화를 추동하면서 1980년대 미국 대중문화의 지배적인 경향을 형

성했다.294)

반면 한국의 경우 참전에 대한 비판적 해석과 회고가 가능해지기까지

289)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5, 41~43면.

290) 위의 책, 40면. 

291) Susan Jeffords, Op. cit., pp.116~143.

292) 리영희, 앞의 책(1985), 5면.

293) 이진경, 앞의 책, 39~45면.

294) Susan Jeffords,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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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층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파병 시기가 군사화된 개발독재의 시기

였다는 점이나 당시 자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파병을 결정했다

는 점 등의 조건들을 생각해볼 때, 파병 시기부터 반전 운동이 거세었고 

‘패전’에 대한 인식도 뚜렷한 편이었던 미국에 비해 한국에서는 참전 

군인 당사자들과 파병 결정 주체의 위상 및 관계를 해석하는 것 역시 한

층 복잡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신지영은 한국군의 파월과 관련하여 

‘피해자성을 내포한 가해자성’의 중층적 성격이 충분히 성찰되기까지

의 지난한 과정을 되짚으면서, ‘가해자성’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반면에 스스로의 ‘피해자성’은 그보다 훨씬 앞서, 한층 

쉽게 인지되었다는 점을 실증한 바 있다.295) 이러한 사정 속에서, 1987

년 이후 나타난 ‘새로운’ 베트남전쟁 영화들은 제대 군인 개인의 트라

우마를 재현하는 것으로 그 흐름을 열며 참전군인의 피해자성에 우선적

으로 주목한다. 그 첫머리에 놓이는 영화가 바로 〈우리는 지금 제네바

로 간다〉(송영수, 1987)이다.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는 베트남전쟁 참전 후 한국군 중위로 

제대한 ‘필운’이 전쟁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

도 내쫓기다시피 한 후 정처 없이 기차에 오르면서 시작된다. 그는 이 

길에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순나’와 의도치 않게 동행하면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유대감을 갖게 된다. 이 영화는 서울역을 갓 출발한 기

차의 객실을 비추는 도입부에서부터 베트남전쟁에 대한 작품의 재현 전

략을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S#7. 다시 기차 안(달리는)

  어느덧 약장수 일행과 어울려 있는 사내

사내 (열을 토하듯이) 글쎄 10미터도 안 되었다니께. 

까만 아오자이를 입은 베트콩년이 바로 그냥 내 코앞에서 

쏘잖여. 나 참 기가 차서…

약장수 그래 형씨는 총알을 한 방 묵였능교?

295) 신지영,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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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말도 마이소, 말도 마소, 그 꼬마 가시나가요 사

격 솜씨가 고만 개판인기라. 그냥 도망가쁘믄 살려줄라캤는

데, 아 고 가시내요 깡다구 있기루 낼로 딱 안 겨누능교. 그

래갖고 마, 내가 눈물을 머금고 드드드득 갈겨쁫다 아이요.

S#8. 월남전(회상)

  사내의 월남전 얘기에 필운은 월남에서의 전투 장면을 회상하게 된

다.

  베트콩의 총격에 몸을 숨기고 있는 필운과 무전병.

  필운의 소대를 향해 난사하는 베트콩들의 모습.

  베트콩들의 총격에 쓰러지는 무전병.

  무전병을 부축하던 필운이 흥분하여 베트콩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해 대는 모습.

S#9. 터널(인서트)

  어둠으로만 가득 찬 터널을 빠져나가는 주관적 시점의 기차.

S#10. 기차(달리는)

  괴로워하는 필운의 모습.296)

순나의 동행인 ‘사내’는 기차에서 만난 약장수 일행에 끼어 “월남

전에서 무공훈장을 너설너설 달고”(S#5) 다녔던 무용담을 떠벌린다. 

이런 무용담은 전투에서 사살한 베트콩들의 귀를 잘라 꿰어 다녔다는 등 

대중적으로 흔히 알려진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허풍선이 유형의 인물인 

‘사내’가 실제로 베트남에서 복무를 했는지는 이 대화를 통해 판단하

기 힘들다. 그러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 대화는 필운의 기억을 자극

296) 이하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의 시나리오 인용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심의대본에 따르며, 영화 본편 영상과 대조 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인용자

가 영화 본편 영상에 맞게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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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S#8의 회상 신은 그 기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장면화한다. 필운

이 특정한 자극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장의 기억을 

떠올리는 이와 같은 구성은 이후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총 7회에 걸쳐 

등장하는데, 그중 단순한 회상 인서트 1회를 제외한 6회가 플래시백으

로 연출되어 있어 필운이 트라우마 기억에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플래시백은 영화에서 현재 장면이 진행되는 시퀀스 내에 과거 회상 신

이 삽입되는 편집 기법의 명칭인 동시에, 전쟁이나 재앙, 사고 등과 같

은 극단적인 충격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으면서 돌발적으로 재귀하는 

트라우마 증상297)의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오카 마리는 이처

럼 기억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기억을 떠올리는 ‘나’의 위

치를 상세히 논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주체는 ‘나’

가 아닌 ‘기억’이며, 기억의 회귀는 철저하게 무력하고 수동적인 상태

의 ‘나’의 신체에 습격해 오는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298) 특히 플래

시백의 경우는 단순히 기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매개된 폭

력적인 사건이 지금 현재형으로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장소

에 자기 자신이 그 당시 마음과 신체로 느꼈던 모든 감정, 감각과 함께 

내팽개친 채로 그 폭력에 노출되는 경험”299)을 말한다.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에 등장하는 제각각의 플래시백 신들은 트라우마 증상으

로서의 플래시백이 지닌 속성을 여실히 재현한다. 이러한 기억들이 필운

을 급습하는 계기는 ‘순나’와의 여정 중에 겪는 신체적인 자극(드잡이 

중에 멱살을 잡히는 등)이나 아내와의 정사, 사무실에서 들리는 타이프 

소리와 같이 그 자체로는 전쟁과 관계가 없는 일상의 무작위적인 순간들

인데, 이는 곧 필운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증상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

임을 의미한다. 결국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해진 병증

으로 인해 필운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의 능력을 상실

하고 만다.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의 베트남전쟁은 필운의 절규처럼 “누

297) 전진성, ｢트라우마의 귀환｣, 전진성‧이재원 편, �기억과 전쟁 : 미화와 추모의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2009, 26쪽.

298) 오카 마리, 김병구 역, �기억‧서사�, 소명출판, 2004, 49쪽.

299) 위의 책,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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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모르게 트라우마만을 남긴 일이자, 필운

의 병증에서 비롯한 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의 토로처럼 “인간을 저토

록 파괴할 수 있는” 사건으로 다루어진다. 베트남전쟁을 비로소 ‘다

시’ 재현하는 영화가 이처럼 플래시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은 영화

의 매체적 특성을 효율적으로 살린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영화에서 파월

이라는 사건을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재현한 첫 시도이기도 

했다. 베트남전쟁은 미국 정신의학계가 참전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

애’(PTSD) 증상을 인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사건이니만

큼, 이 전쟁의 기억을 영화적으로 재현하는 데 있어 플래시백을 활용하

는 것 자체가 그리 독특할 것은 없다. 그러나 한국영화의 베트남전쟁 재

현이 지닌 통시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에 나

타난 영화적 기법으로서의, 그리고 그 재현의 내용을 이루는 증상으로서

의 플래시백은 이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허용되었던 베트남전쟁에 대한 

‘지배적인 허구’의 오랜 지위를 흔드는 균열의 신호로서 의의를 지닌

다. 즉,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는 “안정적인 중심부를 형성하

며 국가와 시대의 ‘현실’이 그 중심부에 응집”300)되는 것으로서의 

지배적인 허구가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는 정치적 계기를 맞닥뜨리면

서 그 통합성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버전의 전쟁 기억들과 

재교섭의 국면에 놓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는 베트남전쟁 자체에 대한 의문을 본

격적으로 던지기보다는 전쟁의 결과로서 개인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는가

를 재현하는 데 집중한다. 영화 내용의 표면을 일별하자면, 〈삼포 가는 

길〉(이만희, 1975)을 곧장 떠올리게 하는 로드무비의 플롯 속에서 성

노동자 여성 ‘순나’와 필운 사이의 유대 관계를 표현하여 참전군인의 

트라우마를 사회적 소외의 차원으로 다룬다는 것 정도가 이 작품이 전쟁 

기억을 대하는 태도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월 한국군이 최종적으로 철군

한 1973년으로부터 따져도 14년이 흐르고서야 참전자의 이야기가 대중

영화에서 비로소 다루어졌다는 점과 더불어, 그것이 전쟁의 현장을 다루

는 전투영화(combat film)가 아닌 귀환한 참전자의 기억을 전면화하는 

300) Kaja Silverman, Op. cit., pp.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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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제네바

로 간다〉와 같이 베트남전쟁의 경험을 트라우마 기억으로 상정하고, 그 

구체적인 작용을 플래시백의 형태로 재현하는 전략은 이후 다수의 베트

남전쟁 영화들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301) 참전 

기억을 문제 삼는 베트남전쟁 영화들의 초기 재현 전략은 오랫동안 해결

하지 못한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살아가는 개인의 시간 속으로 불쑥불쑥 

침범하여 발생하는 고통의 양상을 다루는 것이었다. 이러한 재현이 베트

남전쟁에 대한 지배적인 허구를 허무는 힘은 파월 참전 군인을 전쟁의 

피해자로 설정한 데서 우선 발생했다. 파병 기간 내내 선전되었던 바 자

유의 십자군, 무적의 따이한, 조국 근대화의 기수가 아닌, 트라우마 기억

에 사로잡혀 삶이 망가진 초라한 개인임이 폭로된 이 인물들의 형상은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두루뭉술하고 피상적으

로나마 참전이라는 과거의 정당성을 심문한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들의 베트남전쟁 기억 재현은 인물이 겪는 트라우

마 증상 외에 또 다른 문제적인 층위를 지니고 있다. 인간의 기억을 습

관적 기억, 내러티브 기억, 트라우마 기억으로 분류한 피에르 자네에 따

르면,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이야기 체계에 능동적으로 편

301) 베트남전쟁을 다룬 주요 미국 영화들 역시 자국 참전군인의 PTSD를 집중적

으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이는 할리우드 영화의 관습에 대한 모방으로서의 혐의가 

짙은 측면이 있다. 특히 〈디어 헌터(Deer Hunter)〉(Michael Cimino, 1978), 

〈지옥의 묵시록(Apocalypse Now)〉(Francis Ford Coppola, 1979, 한국 개봉 

1988년), 〈플래툰(Platoon)〉(Oliver Stone, 1986), 〈7월 4일생(Born on the 

Fourth of July)〉(Oliver Stone, 1989) 등 다수의 할리우드 영화가 1990년을 즈

음하여 한국에서 개봉했다는 점은 가령 〈하얀 전쟁〉과 같은 작품이 지닌 할리우

드 영화와의 친연성을 논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하얀 전쟁〉과 할리우드 영

화 간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서연, 앞의 글(2019) 중 202-203쪽 참조). 그러

나 이러한 맥락을 따질 때,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에 앞서 베트남전쟁에 대

한 비판적인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한 사례는 미국 개봉 바로 다음 해인 1979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디어 헌터〉 외에는 찾기 힘들다는 점도 참작될 만하다. 가령 

1979년 미국 개봉작인 〈지옥의 묵시록〉이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가 개

봉한 다음 해인 1988년에야 한국에서 정식 개봉했다는 것은, 이 시기가 베트남전쟁

을 비롯한 군사정권 시기의 과거사가 비로소 공공연히 이야기되기 시작한 때였음을 

시사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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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켜 정상인의 심리를 유지하게 하는 내러티브 기억 활동과 달리, 무

의식에 고착되어 시시때때로 재연되는 트라우마 기억은 일정한 내러티브

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는 성격을 지닌다.302) 이는 현재 인문‧사회과학 분

야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트라우마’의 정의와 거의 일치하지만, 

이를 트라우마 기억을 다루는 영화 텍스트의 해석에 그대로 대입하여 적

용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영화 속의 인물이 겪는 증상 자체는 트라우마 

기억의 정의에 부합할지라도, 그것이 대중적인 내러티브 영화의 형식을 

통하고 있는 이상 재현의 층위에서는 예의 “이야기 체계”로 통합되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쟁 영화에서 인물의 트라우마 기억들을 모아 만

들어내는 ‘이야기 체계’는 결국 각 영화가 견지하고 있는 베트남전쟁 

인식의 정체를 구성한다. 그 구성 양상을 적절히 따져보기 위해서는 기

억에 대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알라이다 아스만은 특정한 의미구조의 자장 안으로 들어가는 ‘기능기

억’과 무정형의 덩어리로 정돈되지 않은 ‘저장기억’을 구분한다. 이 

모델은 양자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전경화된 기능기억을 배경화된 저

장기억이 둘러싸고 있다고 보는 관점으로, “전경과 배경의 연관하에서 

의식적으로 각인된 기억이 변할 수 있는지, 기억의 형식이 해체되고 새

롭게 조합될 것인지, 활성화된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대신 잠재

적인 요소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새로운 결합들이 생겨날지에 대한 가

능성”303)을 탐색하는 접근법이다. 여기에서 기능기억이 저장된 기억 

내용의 토막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여 특정한 의미구조 속에서 구성한 

것이라면, 저장기억은 특정한 계기를 만났을 때 기존의 기능기억을 재구

성할 수 있다. 이를 참조해 보자면, 참전 후 제대한 인물의 트라우마 기

억을 재현하고 조합하여 베트남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려

는 영화들은 기존의 의미구조 속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던 저장기억, 즉 

내러티브화하지는 못했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잠재되어 있던 기억들을 

활성화시켜 기존의 내러티브를 재구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302) 전진성, 앞의 글, 24쪽.

303) Aleida Assmann,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 문화적 기억의 형식과 

변천�, 그린비, 2011,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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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는 필운의 트라우마 기억들을 스크린 

위에 끄집어내어 필운을 전쟁의 피해자로 내세우고, 기존의 지배적인 허

구가 이러한 기억들을 억압함으로써 유지되어 왔음을 폭로한다. 그런데 

이 영화가 필운의 트라우마 기억 중 어떤 것들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여 

서사 속에 배치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참전 군인을 전쟁 피해자로 형상

화하여 베트남전쟁 참전을 비판한다’는 이해만으로는 〈우리는 지금 제

네바로 간다〉가 참전이라는 과거에 대해 제기한 질문의 윤리적 가능성

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필운의 트라우마 기억 중 핵심

적인 화소는, 자신이 이끄는 소대의 부하인 김 병장이 베트콩과의 전투 

중 치명상을 입고 “저 새끼들한테 개죽음 당하기는 싫습니다 (…) 그럴 

바엔 차라리, 차라리 쏴 주십시오”라고 애원하자 결국 그를 권총으로 

쏘아 죽인 경험이다. 이에 더해 휴가를 나가 베트남인 성매매 여성과 성

관계를 갖던 중 상대 여성이 베개 밑에서 칼 같은 것을 꺼내려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목 졸라 죽인 경험, 격렬한 총격전 중 수류탄을 던져 다

수의 베트콩을 사살한 경험, 베트콩과의 육탄전 중 상대에게 목을 졸렸

던 경험 등에 대한 기억이 나머지 화소들을 이룬다. 필운을 괴롭히는 것

은 단지 의미 없는 전쟁에서 부하들을 잃고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겪어

야 했던 기억뿐 아니라, 전우와 베트콩을 막론하고 자신의 손으로 상대

를 목 졸라 죽이거나 쏘아 죽였던 기억의 파편들이기도 했던 것이다. 귀

환한 필운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내와의 정사 중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베트콩의 목을 조르던 기억이 

플래시백으로 덮쳐오면서 아내의 목을 졸랐던 일이다. 필운에게 맞아 피

를 흘리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라고 울

부짖는 아내의 모습은, 필운을 피해자로 만든 전쟁 트라우마 기억이 바

로 필운을 상습적인 가정폭력의 가해자로 만들기도 했음을 겹쳐 보여준

다. 무장한 적군을 죽이는 것은 전쟁범죄로 여겨지지 않지만, 그 폭력의 

기억을 몸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세계로 돌아온 군인 자신과 

그 주변인들이 감당할 몫으로 남는 것이다.

참전군인의 피해자성이 가해자성을 동반하게 마련이라는 점은 실제 베

트남전쟁에서 제대한 군인들이 겪는 PTSD 문제를 다룰 때의 난점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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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 PTSD가 학계의 전문용어로 채택된 계기는 미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이다.304) 미국정신의학회는 1980년 개정된 DSM-Ⅲ305)를 구성하

는 과정에서 밀라이(My Lai) 학살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인 학살 행위

에 가담했던 참전 군인들의 후유증을 PTSD로 진단하는 데 동의했다. 

이 개정은 “자신에 의해 트라우마를 입은 가해자”라는 새로운 지위를 

구성하면서, 트라우마 사건을 스스로 저질렀든 남에 의해 당했든 전쟁 

피해를 입은 모든 군인의 증상을 도덕적 평가 없이 PTSD에 포함하도록 

했다.306) 그러나 전시 가해자의 트라우마를 인정한다는 것이 잔혹한 행

위를 저지른 자의 면책을 주장하거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필연적

으로 도출하지는 않는다. 이는 오히려 폭력과 살인을 자행하는 순간에도 

이들은 여전히 인간이었음을 긍정함으로써,307) 인간성을 박탈당한 상태

로 국가 간의 전쟁을 대리 수행하는 도구로 취급되는 군인의 존재성을 

의문에 부치는 윤리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는 전쟁의 피해자로서 고통받는 필운을 보여주면서도 그 

트라우마 기억이나 PTSD를 장면화할 때 필운의 폭력 행위를 함께 노출

하는데, 이는 작품의 원래 의도를 초과하여 이 같은 난제를 제시하는 효

과를 발휘한다.

문제는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가 그 같은 필운의 트라우마 기

억을 선택적으로 재현하고 배치하는 방식에 있다. 전술했듯 이 영화에는 

304) 전진성, 앞의 글, 31면.

305)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 편람은 2013년 현재 DSM-Ⅴ까지 개정되었는데, 1980년에 이루

어진 3차 개정의 결과인 DSM-Ⅲ는 정신장애 진단의 방법론을 프로이트 식의 정신

분석학적 진단에서 증상 중심의 진단으로 전환하여 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고 표준화

된 진단 체계를 확립한 계기로 꼽힌다. (김청송, ｢DSM의 변천사와 시대적 의미의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제21권 3호, 한국심리학회, 2016.)

306) Didier Fassin & Richard Rechtman, 최보문 역, �트라우마의 제국 : 트라우

마는 어떻게 우리 시대 고통을 대변하는 말이 되었나�, 바다출판사, 2016, 

154~155면.

307) 위의 책, 48면. 파생과 레스만은 이것이 알제리해방전선의 동조자이자 프란츠 

파농의 동료였던 정신분석가 알리스 셰르키가 알제리 전쟁 참전군인의 트라우마 증

상을 인정하면서 내보였던 의도였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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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회의 전쟁 회상 플래시백이 등장하며, 그중 정신과적 증상으로서의 

플래시백을 재현한 것은 총 6회이다. 그런데 극 중의 현재 시점에 플래

시백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필운이 순나와 드잡이를 하다가 멱살을 잡히

는 순간 베트콩과의 육탄전에서 목을 졸리었던 기억이 덮쳐와, 순나를 

베트콩으로 착각하고 목을 졸라 죽이려다 정신을 차리는 장면(S#58) 

하나에 불과하다. 나머지 플래시백들은 모두, 이미 첫 장면에서부터 기

차에 올라 여정을 시작한 필운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돌

아보는 수차례의 과거 회상 시퀀스 내에 각기 들어 있어 ‘과거에 침습

한 과거의 기억’으로 나타난다. 데이비드 보드웰은 영화의 서사를 하나

의 과정으로 접근하면서, “지각자에게 특수한 시간 결합 효과를 미치기 

위해 스토리 재료를 선택 배열 표현하는 활동”308)을 내레이션

(Narration)이라고 칭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에

서 이루어지는 과거의 과거, 과거, 그리고 현재를 오가는 내레이션은 결

국 현재의 필운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고 의미화하

는 과정이 된다.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는 필운의 트라우마 기억을 플래시백으

로 재현하는 과정에서 필운이 지닌 피해자성이 가해자성을 내포하고 있

었음을 노출하여 베트남전쟁에 대한 윤리적 성찰의 계기를 여는데, 영화 

전체의 내레이션은 그 가능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영화의 현

재 시간선이 진행되는 동안 필운이 수행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

는 일과 순나와의 여정을 지속하는 일이다. 영화는 요란한 차림새의 성

노동자였던 순나가 흰 원피스에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청순한 여성으로 

거듭나 부모님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는 순나가 다른 남성들과 달리 자신을 존중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

는 필운과 시간을 보내면서 생겨난 변화로 그려진다. 순나를 변하게 하

는 이 과정은 필운의 과거 회상과 병치되면서, 필운이 PTSD 때문에 상

실하게 된 인간적인 관계의 회복으로 작동하게 된다. 한국군 장교로서의 

자신을 호명했던 전쟁도 이미 끝났고, 귀환한 후에는 직장도, 가정도, 아

308) David Bordwell, 오영숙 역, �영화의 내레이션 Ⅰ�, 시각과 언어, 2007, 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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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아내도 모두 자신을 떠났으니 자신은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

다는 필운의 자괴감은 순나와의 교류 및 순나의 변화를 통해 해소된다. 

이 과정에서 필운의 트라우마는 치유되어야 할 상처로 의미화되며, 플래

시백 신들에 내재해 있던 논쟁적인 질문의 여지는 점차 흐려진다. 영화

의 마지막에 두 사람이 주고받는 미소는 그 치유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

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는 억압되어 있던 기억들

의 귀환이 한 여성의 위로를 통해309) 순치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마무

리된 것이다.

앞서 살펴본 저장기억과 기능기억 모델은 두 기억 영역의 관계가 지닌 

생산성에 주목한다. 미래 기능기억의 잠재적인 비축 창고와 같은 저장기

억과 기능기억 사이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상호 왕래할 때 기능기억이 

경직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310) 이처럼 기억의 

기존 형식이 해체되는 것은 “새로운 결합”311)을 생산해내는 일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회상이란 항상 현재에서 출발하여 근본적으로 

재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억된 것은 기억을 회상할 시점에 불가피하게 

치환, 변형, 왜곡, 가치 전도 내지는 복구된다.312) 이는 저장기억을 선별

적으로 활성화하고 기능기억을 변화시켜 ‘새로운 결합’을 만드는 작업

의 향방이 현재 시점의 어떤 욕구나 필요에 달려 있음을 시사한다.

1987년의 민주화 시기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억압된 것의 귀환’ 과정은 흔히 기억투쟁으로 불리곤 한다.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과 관련해서 활성화된 기억들은 국가의 지배적인 기억 

구성에서 밀려난 자들의 것이었으며, 그 주체 중에는 철군과 종전 이후 

그 존재가 개인화‧파편화되고 정치적‧사회적으로 망각되었던 파월 참전자

들이 포함되었다. “누구를 포함하고 배제할 것인가, 무엇을 기억하고 

망각할 것인가”라는, 기억의 재구성을 위한 선별 과정에서 벌어지는 기

309) 정신과 의사가 아내에게 필운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부인의 인내와 사랑만이 

필운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장면(S#40)은 참전군인을 대하는 여성의 역할

과 의무에 대해 이 작품이 지닌 시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310) Aleida Assmann, 앞의 책, 188~189면.

311) 위의 책, 183면.

312) 위의 책,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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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투쟁은 기억의 내용뿐 아니라 기억 대상‧주체의 정체성도 재구성하는 

작업이다.313)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의 필운이 자신의 트라우

마 기억과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과거를 회상하는 영화의 내레이션은 그 

자체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투쟁 초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형식이

었다.

민주화 이후 참전군인들이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피해자로서의 

자의식을 갖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베트남전쟁에서의 한국군 전사‧사

망자 총계는 5,099명, 부상자 총계는 10,962명에 이르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묵과했으며, 참전군인들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기 전까지 인명 손

실이나 전쟁 후유증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다.314) 베트남전쟁 참전군

인들이 전쟁의 피해자로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된 것은 한국군의 고엽제 

후유증 문제가 언론에 보도된 1992년부터의 일로,315) 같은 해 9월 경

부고속도로 점거 시위는 이들이 집단적 정체성을 새로이 구성하는 결정

적인 계기가 된다. 그런데 참전군인들의 기억투쟁은 피해 실태 조사나 

보상 요구 등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선회‧

확장한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시민사회

에 제기된 1999년부터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전군인 단체들이 

학살 사실을 완강하게 부정하며 각종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 역시 

이들이 수행하는 기억투쟁의 핵심에 명예 회복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현재 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이 한국군의 파월은 반공‧발전

을 위한 것이었다는 과거의 정형화된 전쟁 기억을 흡수하고 보수적인 이

데올로기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응집하는 과정316)은, “전쟁의 고통스러

운 피해자로 등장했던” 이들이 2011년 6월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전쟁의 가해자로 호명되던 ‘불명예’를 뒤로 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

킨 영광스러운 의무의 이행자로, 명예로운 전사(戰士)로 거듭나”317)게 

313) 강유인화, 앞의 글, 106면.

314) 위의 글, 119면.

315) ｢월남 참전용사 고엽제 후유증 : 일명 ‘에이전트 오렌지’ 전우회 38명 1차 

확인｣, �경향신문�, 1992.2.13.

316) 윤충로, 앞의 글(2007).

317) 강유인화, 앞의 글, 128~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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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318) 잠재되어 있다가 귀환한 기억 그 자체가 

기억이 주체를 재구성하는 방식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며, 불리어나온 기

억이 어떤 요소들과 접합하느냐에 따라 내러티브 기억으로의 통합이 일

단 이루어진다. 참전군인들의 기억이 피해의 이름으로 불리어 나왔을 

때, 이 기억의 귀환이 지닌 불안정한 에너지는 참전의 과거를 의미화하

는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접합하면서 상징적인 보상의 서사로 봉합되었

다. 이는 곧 “베트남전쟁에 대한 피해와 가해의 기억들이 삭제·봉합된 

채 국가에 대한 유공으로 전환되”319)는 결과를 가져왔다.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를 시작으로 〈미친 사랑의 노래〉(김

호선, 1990), 〈푸른 옷소매〉(김유민, 1991), 〈뜨거운 바다〉(김유민, 

1992), 〈하얀 전쟁〉(정지영, 1992), 〈모스크바에서 온 S여인〉(석

도원, 1993) 등 1990년대 초에 등장한 일련의 영화들은 파월 참전군인

들의 경험이 고통스러운 기억으로서 의미화되던 베트남전쟁 기억투쟁 초

기의 작품들이다. 파월 한국군 병사와 베트콩 소녀 간의 로맨스를 전쟁 

당시의 시점에서 다룬 〈푸른 옷소매〉를 제외하면, 이상의 작품들은 모

두 귀환한 군인들이 전쟁 당시의 기억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재현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전쟁이라는 과거를 조명한다. 이 중 〈미친 사

랑의 노래〉와 〈하얀 전쟁〉이 1980년대의 민주화 투쟁과 참전의 기억

을 병치하고 미국에 대한 한국의 굴종적인 관계를 조명하여 ‘한국의 베

트남전쟁’이 지닌 정치적 성격을 재현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제네

바로 간다〉와 〈뜨거운 바다〉, 〈모스크바에서 온 S여인〉은 트라우마 

기억으로 인해 참전군인 개인이 겪는 고통 자체를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력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들이 이처럼 개인화된 고통에 대한 보상의 서사

318) 이와 같이 수정된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기억과 자의식은 이후 〈국제시장〉

(윤제균, 2014)에서 뚜렷하게 재현된다. 〈소령 강재구〉(고영남, 1966)를 비롯하

여 파병 시기에 만들어진 자랑스러운 파월 군인상이 국가의 선전을 담고 있었던 것

과 달리, 〈국제시장〉은 그러한 영화들이 담고 있었던 베트남전쟁과 경제성장에 대

한 지배적인 허구에 파월 당사자 자신들의 경험을 접합하여 당시 사회의 보수화 국

면에서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낸 사례였다.

319) 강유인화, 앞의 글,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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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젠더화된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뜨거운 바다〉는 자신

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미국에서 출간하게 된 참전군인 출신 작가 ‘준

하’가 번역 작업을 위해 연인 ‘지여’와 함께 태국의 조용한 휴양지로 

떠나면서 생긴 일을 다룬다.320) 휴양지에서 우연히 들른 레스토랑의 주

인이 파월 당시의 전우 박 병장임을 알게 된 준하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전쟁 당시를 회고하면서 차기작의 소재를 구하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소설로 재현했던 내러티브 기억이 자신의 입장에 유리하

게 편집되어 있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한편 박 병장은 자신을 상이군

인으로 만든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준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자신이 

데리고 있는 베트남 출신의 전쟁고아 ‘로이’와 준하를 동침하게 한 

후, 준하가 파월 당시 기지촌에서 만나 사귀었다가 제대하면서 저버리고 

여성 ‘린’과 준하 사이의 딸이 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준다. 이 

모든 사실이 주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한 준하는 박 병장이 자신에게 떠

넘겼던 권총으로 자살하고 만다.

〈뜨거운 바다〉는 파월 참전군인 출신의 지식인 작가들이 펼쳐냈던 

베트남전쟁에 대한 비판적 내러티브와 박 병장의 트라우마 기억을 대치

시키며 전자의 허위성을 폭로하려고 시도한다. 극 중 준하의 소설이 조

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전쟁에 한국군이 용병으로 파월되었던 베트남전

쟁의 성격을 양심적 지식인의 시선으로 정리한 내러티브 기억은, 박 병

장과 같이 힘없는, 따라서 한층 위험한 전선에 내몰려야 했던 병사의 입

장을 왜곡하고 그를 타자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전쟁 및 

한국군의 파월 자체에 대한 그 같은 성찰은 피상적인 담화의 수준에서 

그치는 정도이며, 영화는 그러한 지적이고 성찰적인 내러티브에서 주변

화된 박 병장 개인의 트라우마 기억을 직접적으로 장면화하는 데에 주력

한다. 이 장면들의 내용 역시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에서 필운

의 플래시백이 보여준 바와 마찬가지로 민가 폭격 등 가해의 기억이 노

출되면서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만드는데, 이러한 기억들

320)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인물 설정이 소설 �하얀 전쟁�(1989)의 작가 안정효를 

모델로 했을 가능성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바이며, 영화에서 언급되는 준하의 출세

작 또한 �하얀 전쟁�과 그 내용이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그 외 영화 본편의 

내용은 이러한 영화 외적인 요소와 크게 관계없이 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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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번번이 PTSD 증상을 겪는 박 병장의 모습을 비추는 강렬한 클로즈

업 쇼트와 병치되면서 그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환원된다.

이처럼 귀환한 참전군인이 지닌 기억과 그로 말미암은 현재의 고통을 

재현하는 작업은 ‘위기의 남성성’ 문제와 결합한다. 전쟁에 대한 입장

이 어떠하든, 전쟁의 현장을 다룬 대부분의 기록이나 재현물들은 분대나 

소대 단위의 작은 집단 내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죽음을 나누며 형성되

는 끈끈한 남성 동성사회적 유대를 묘사하면서 전쟁 수행과 남성성을 결

부시키는 경향이 강하다.321) 그런데 전우 집단 내에서 고양되는 남성성

은 개인이 스스로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전쟁에 참

여하는 동안에만 지속될 수 있다. 전시 트라우마를 입고 민간 사회로 돌

아온 제대 군인은 더 이상 동료들의 유대와 지지를 누리지 못하고 팔루

스에의 동일시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322) 실버만은 이처럼 기

존의 규범적인 남성성의 통합이 와해되는 대표적인 계기로 미국의 제2

차 세계대전 및 베트남전쟁 참전을 꼽는다. 전후의 사회에 안착하지 못

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참전군인의 상처 입은 남성성은 곧 남성 주체

성의 중심에 놓인 결여를 강조하면서 규범적인 남성성이란 곧 허구적인 

속성임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남성성에 대한 사회의 

믿음에 위기가 닥쳐오면 그 결과 “현실” 자체가 일시적으로나마 위태

로운 상태에 처한다.323) 바로 이 위기야말로 지배적인 허구의 안정성을 

흔들고 우리가 이데올로기와 맺는 관계를 재협상해야 하는 정치적 국면

을 열어젖힌다. 한국군의 파월에 대한 트라우마 기억을 끌어내어 재현하

는 것 역시, 전쟁으로 말미암아 주변화된 남성 주체들의 존재를 폭로하

는 작업이 된다. 그러나 이 변화의 가능성은 앞서 고엽제 이후 참전군인

들의 기억투쟁이 보수적인 이데올로기와 접합한 바에서 드러나듯 금세 

닫히기 쉽다. 실버만의 표현을 빌자면 “과거에 충성하는 정신의 보수주

의”가 “집단적 믿음의 영구적인 철회를 막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

다.324)

321) George L Mosse, 앞의 책, 191~193면.

322) Kaja Silverman, Op. cit., p.63.

323) Shohini Chaudhuri, 노지승 역, �페미니즘 영화이론�, 앨피, 2012, 207면.

324) Kaja Silverman, Op. cit., p.48. 실버만은 이처럼 주변화된 남성성 – 매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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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 레스토랑

(…중략…)

준하 벌써… 이십 년이 흘렀군.

박 병장 그렇게 됐나? 자넨 아직도 이십대인걸? 젠장! 여기에 살

다 보면 시간이란 건 없어.

  반라의 원주민 복장을 한 조, 알 수 없는 손짓을 해 댄다.

박 병장 (소리)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지랄 같은 반복이지.

준하 아직… 혼자인가?

  로이 웃는다.

준하 미인인데? 회춘하겠어.

박 병장 치앙마이에서 삼백 달러 주고 사 온 계집이야. 땡기면 너 

가져!

준하 결혼했나?

박 병장 미쳤어? 종업원인데… 데리고 자.

  로이 환하게 웃는다.

즘적 남성성 등 - 의 재현이 성정치적인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한편, 제포즈는 베트남전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미국의 남성성이 폭로된 후 그것

이 1980년대 하드 바디(Hard Body)의 범람 등 ‘재남성화’의 작업으로 이어지는 

양상에 주목한다. 이러한 대조는 특정한 실천의 기원과 그 효과 사이에 필연적인 상

응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천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결과의 하나로서 접합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홀의 관점을 떠올리게 한다(Stuart Hall, 앞의 책, 88-89쪽.) 

기존의 규범적 남성성이 허구라는 것을 폭로하는 실천이 어떤 요소와 접합을 이루

느냐에 따라 (성)정치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고 보수성의 재강화를 가져올 수

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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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하 앉으라구 그러지, 정식으로 인사나 하게….

박 병장 인사? 벙어리야, 벙어리…. 병신끼리 잘 만났지!

준하 남녀 사이엔 말이란 게 그렇게 필요 없잖아?

박 병장 그렇긴 해…. 싸울 일도 없구…. 젠장, 속 편해서 좋

지!325)

〈뜨거운 바다〉에서 드러나는 참전 경험에 대한 자기비판적 성찰은 

동남아시아라는 장소를 이국적으로 풍광화하고 이를 젠더화하는 영화의 

태도로 말미암아 한계를 노정한다. 준하와 박 병장이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위의 레스토랑 신은 이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이 영화가 구현

하는 동남아시아의 장소성은 아열대의 식생과 푸른 하늘이 어우러진 해

변의 휴양지, 소위 ‘원주민 복장’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제스처를 취하

는 그을린 피부의 건장한 남성, 화면이 희뿌옇게 되도록 밝은 햇살 아래 

환하게 웃는 순수한 소녀의 모습으로 표상된다. 작품의 초반에 제시되는 

이 전형적인 이미지는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유지되면서, 준하와 박 병

장 간의 서사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이 겪은 전쟁의 실체가 재구성되는 

동안에도 이들의 전장이었던 동남아시아326)와 그 주민들은 현실과 동떨

어져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의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영화에서 베트남전쟁 기억의 비판적인 재구성은 한국인 참전자들 간

의 관계 안에서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장소성과 베

트남 인민에 대한 재현의 태도는 파병 시기 당시의 지배적인 담론을 반

325) 이하 〈뜨거운 바다〉의 시나리오 인용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제공하는 심의

대본에 따르며, 동 기관의 영상도서관에서 VHS로 서비스되는 영화 본편 영상과 대

조 시 차이가 나는 부분이나 시나리오 인용만으로 영상의 내용을 알기 힘든 일부 

지시문은 영화 본편 영상에 맞게 인용자가 수정‧보완하였다.

326) 이 영화의 배경은 베트남이 아닌 태국이다. 그러나 종전 이후부터 〈머나먼 

사이공〉(1990) 이전까지의 베트남전쟁 관련 영화들은 베트남 현지 로케이션 허가

가 나지 않아 태국, 캄보디아, 대만 등지에서 촬영되었으며, 이는 〈알 포인트〉

(2004)와 같이 정치적 문제가 해소된 이후에도 종종 이루어진 작업이었다. 그러한 

배경의 풍광화가 곧 각 영화가 인식하는 베트남이라는 공간을 ‘동남아시아’라는 

장소로 뭉뚱그려 보여주는 작업이었음을 생각할 때, 〈뜨거운 바다〉의 태국은 베트

남 이미지의 일단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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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여 주월 한국군의 활약상을 그렸던 현지 로케이션 극영화들의 태

도327)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트라우마 기억의 재현이 그 증

상을 앓는 참전군인 개인의 고통으로 환원되는 이 시기 베트남전쟁 영화

들의 인식론적 한계와도 직결되는 바다.

베트남에 대한 이와 같은 타자화는 젠더화된 재현으로 이어진다. 〈뜨

거운 바다〉의 내레이션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손상된 파월 한국군의 남

성성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는328) 동시에 여성의 성적 위무를 통해 이를 

보상하려 시도한다. 박 병장이 동거하듯 키우듯 하는 갓 스무 살 난 베

트남 난민 여성 로이는 어떤 남성과든 쉽게 성관계를 하지만 순수함을 

간직한 ‘성녀-창녀’ 유형의 소녀로 그려진다. 그는 박 병장이 일상적

으로 울분에 차서 가하는 성폭력을 조용히 견디고, 박 병장의 요구로 준

하와 잠자리를 갖는 등 도구적인 인물로서 참전군인 남성의 성적 콤플렉

스를 감당한다. 로이는 남들의 눈에 띄는 야외에서 자신의 친구인 동네 

청년과 성관계를 가질 만큼 스스럼없고 자유로운 태도를 보이는 것 같지

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농아인 그는 말 그대로 군말 없이 웃으며 

어떤 남성이든 받아주는 수동적인 존재다. 이는 여성 이미지 재현이라는 

차원에서의 문제일 뿐 아니라, 이국적인 풍광을 지닌 장소로서의 동남아

327) 이에 대해서는 조서연, 앞의 글(2018)의 2장을 참조.

328) 〈뜨거운 바다〉에서 이는 말 그대로 남성의 성적 불능으로 나타난다. 준하는 

제대 직후의 PTSD로  한동안 발기부전을 겪어 아내와의 사이가 소원해졌고, 박 병

장은 베트콩의 기습 공격에 이은 폭발 사고로 하반신의 일부가 마비되면서 성 기능

에도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장군 친척 덕분에 마음대로 무단이탈을 일삼던 준하

의 근무를 대신 서다가 입은 부상이기 때문에, 이 사고는 박 병장이 준하에게 원한

을 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남성의 성적 능력 상실과 그로 인한 관계의 단

절이 전쟁 후유증의 주요 유형으로 꼽히는 것은 한국의 베트남전쟁 서사뿐 아니라 

전쟁 이후를 다루는 이야기 전반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바다. 실제 많은 현대전에서 

제대 군인들이 그러한 일을 겪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문제가 전쟁 기억 및 전쟁 이

후의 삶을 재현할 때 중요한 소재로 꼽힌다는 것은 현실 반영의 수준을 넘어 군인

의 전쟁 수행과 남성성의 고양을 직결하는 지배적인 인식 구조의 존재를 뒤집어 보

여준다. 한편 이러한 경향은 전쟁 재현에서의 일반적인 양상이기도 하지만, 한국영

화의 경우에 특정해 보자면 1980년대 이후 형성된 정치적 무의식의 일단을 보여주

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Kyung Hyun Kim, The Remasculinization of 

Korean Cinema, Duke University Press, 2004, pp.21~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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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에 대한 여성화 및 성애화, 타자화된 장애 재현으로 확장되면서, 파

병 시기 한국의 미디어가 적극적으로 생산해냈던 젠더화된 오리엔탈리

즘329)을 변주하기에 이른다.330)

S#25. 클럽

  돌아가는 그림(인서트)

  흐느적대며 춤추는 스트립걸들.

박 병장 이곳에 오면 구질구질한 옛날 생각이 나.

준하 베트남에도 이런 곳이 많았지.

박 병장 자네 책에도 나오더군, 일본에서도 많이 팔렸다구?

준하 그럭저럭….

박 병장 젠장! 똑같이 치른 전쟁 덕에 한 놈은 돈 벌구 이름 나구 

계집까지 달고 다니고, 한 새끼는 이 모양 이 꼴이니….

준하 그 심정 이해하네. 난 단지 우리가 겪은 전쟁의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이지.

박 병장 진실? 개똥같은…. 무지한 놈이 뭘 알겠어…. 자넨 이미 

그 당시부터 손바닥 보듯 훤했지…. 맞어! 자네 책에서 지껄

이듯이 난 미군의 개였지! 자넨 양심 그 자체였구.

준하 소설 속의 박 병장이 실존하는 자네와 같지는 않

지만, 여하튼… 불쾌했을 수도 있겠지.

  

  스트립걸 관능적으로 춤춘다.

329) 이진선, 앞의 글, 47면과 51~53면 참조.

330) 이는 로이 뿐 아니라 태국 현지의 남성들이 지닌 육체적‧성적 에너지에 대한 

재현으로도 나타난다. 문명과 원시‧야만을 구분하고 각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의 몸

을 차등화하며 성적 특색을 부여하는 작업은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인종의 남성과 

여성 모두를 방종한 섹슈얼리티와 결부시킨다.(Iris Marion Young, 앞의 책, 285

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베트남인과 한국인을 같은 인종이라 여기며 한국군의 참전

이 베트남전쟁이 인종 간 전쟁으로 보일 위험을 줄여주리라 기대하였으나, 한국군의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베트남인들을 또 한 번 인종적으로 구분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이 지점에서 상기할 만하다. (윤충로, 앞의 책(2015), 113~1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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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립걸 춤추는 뒤로 앉아있는 준하와 박 병장.

이처럼 전쟁이 일어난 장소와 그 주민들에 대한 젠더화는 군사화된 남

성 주체의 구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이다. 위 인용된 S#25

는 준하가 박 병장과의 대화를 통해 양심적 지식인의 베트남전쟁 인식이 

지닌 맹점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하는 장면인데, 대화의 내용을 넘어서 

두 인물이 있는 공간에 주목하면 그와는 다른 측면이 포착된다. 신시아 

인로는 “군 기지라는 소우주 안에서 군인 손님들은 남성성 – 그리고 그

들이 재현하는 국가의 역량 –을 기지 근처에 사는 여성들에 대한 성적 

지배를 통해 보도록 배운다”고 말한다.331) “베트남에도 이런 곳이 많

았지”라는 준하의 회상은 전시 베트남의 기지촌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가 복무 중 사귀었던 여성인 ‘린’ 역시 부대 앞 기지촌의 한 가게에서 

일하는 베트남인이었다(S#48). 한국군과 베트남인 여성 간 관계에 대

한 서사화는 파병 시기의 현지 로케이션 극영화들에서와 같이 파병 복무 

중인 한국군과 저항군에 속한 여성의 결합이라는 형태로 먼저 나타나기

도 했지만, 주된 유형은 귀환한 참전군인 출신 작가들이 그린 바와 같이 

성매매 여성 혹은 기지촌 여성과의 관계를 전쟁 로맨스로 형상화한 것이

었다. 이진경은 한국 군대에 대한 베트남인 매춘의 문학적 재현이 ‘전

쟁 로맨스’의 성격을 띠는 것은 베트남 여성에 대한 한국 남성의 식민

적인 착취로서의 성적‧연애적 관계를 인지하지 못한 바라고 지적한다. 이

는 예의 작품들이 베트남 인민에 대한 ‘침략군’으로서 한국의 위치를 

비판적으로 인식했던 예리함과도, 한국전쟁 기지촌 문학이 한국인 군대 

성노동자의 신체에 대한 미국의 신식민지적 지배를 간파했던 것과도 비

교되는 문제라는 것이다.332)

331) Cynthia Enloe, “A Feminist Perspective on Foreign Military Bases,” 

The Sun Never Sets: Confronting the Network of Foreign U.S. Military 

Bases, eds. Joseph Gerson and Bruce Richard, Boston : South End Press, 

1991, p.101.; 캐서린 H.S. 문, 이정주 역, �동맹 속의 섹스�, 삼인, 2002, 57면에

서 재인용.

332) 이진경, 앞의 책, 129면. 이는 2000년대 이후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 등 동

남아시아 지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과 남성-한국의 관계에서 다시금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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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준하와 린의 관계는 박 병장에 의해 비난받지만, 박 병장 

역시 준하와 린 사이의 딸인 로이에 대한 착취를 반복한다. 문제는 〈뜨

거운 바다〉가 이 반복의 자가당착을 눈치채기 힘들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로이는 난민촌에서 죽은 린이 남기고 간 전쟁의 흔적이자, 한국

군이 베트남에 남기고 온 폭력과 무책임의 증거가 되는 존재로서 박 병

장의 옆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인용된 S#21에서 박 병

장이 “여기에 살다 보면 시간이란 건 없어 (…) 지랄 같은 반복이지”

라고 말한 것은 한편으로는 동남아시아의 이국적 풍광을 타자화하는 시

선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참전군인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바이기도 할 것이다. 남들은 현

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을 살지만, 자신은 전쟁 당시의 시간에 사

로잡혀 과거의 기억을 계속하여 되풀이(당)하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 기

억에 고통받는 참전군인들의 처지이기 때문이다. 〈뜨거운 바다〉는 이

처럼 자신의 과거를 잊지 못하고 반복 재생하는 전쟁 PTSD 환자의 양

심을 드러내는 한편으로, 베트남인 여성들에게 세대를 거듭하여 반복적

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참전군인의 상처와 고통의 문제로 표현해버리고 

만다. 박 병장이 지닌 트라우마 기억의 연출 방식이나 준하와 박 병장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의 전개 속에서 박 병장의 행동은 전쟁으로 인해 

망가진 한 안타까운 남성의 자기파괴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준하는 박 병장이 상이군인이 된 것이 자신의 탓임을 뒤늦게 알고서 

그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 주고 싶다는 마음을 거듭 표현하는데, 

이 ‘보상’은 박 병장의 복수가 성공하여 준하가 자살하는 것으로 이루

어진다. 이 과정에서 로이는 결국 ‘말 없는’ 미소를 지닌 성애화된 소

녀로, ‘에스키모 같은 우정’(S#84)이라고 자조적으로 말해지는 남성 

대 남성 간의 교환 물품으로, 박 병장의 울분을 푸는 성폭력의 대상으

로, 박 병장의 피해를 복수의 형태로 보상하기 위한 도구로 주저앉혀지

고 만다. 〈뜨거운 바다〉는 전쟁의 과오를 상징하는 존재인 로이를 과

거로 밀어두지 않고 현재로 불러내었지만, 가책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을 

정당하게 대하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 모든 문제를 준하에 대한 박 

는 점에서 눈여겨볼 문제이기도 하다.



- 191 -

병장의 복수극 속으로 밀어 넣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가적으로 언급될 만한 작품이 바로 〈모스크바에서 

온 S여인〉(석도원, 1993)이다. 베트남전쟁 트라우마를 한국인 남성 참

전자의 것으로 전유하면서 이를 남성에 대한 여성의 성적 위무로 재현하

는 양상은 〈모스크바에서 온 S여인〉과 같은 작품에서 한 극점을 이룬

다. 일제강점기 사할린 한인이었던 노년의 남성에게 그림을 배운 나타샤

는 스승의 죽음 이후 그의 고국인 한국을 찾아온다. 여정 중에 제주도를 

방문한 ‘나타샤’는 베트남전쟁 PTSD에 시달리는 남자 ‘동협’을 만

나는데, 동협의 고통과 스승의 고통이 모두 한민족의 역사적 고통이라고 

여기며 그 “불쌍한 삶을 누군가는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느낀다. 일

제의 식민지배에 고통받은 고려인과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을 같은 차

원으로 이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일이지만, 〈모스크바에서 온 S

여인〉은 이를 역사의 격랑에 휘말린 남성 개인들의 고통으로 환원하고 

그들을 돌봄이 필요한 남자들로 형상화하면서 그와 같은 무리함을 봉합

해 버린다.

〈모스크바에서 온 S여인〉은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나 〈뜨

거운 바다〉에 못지않게 참전군인의 PTSD 재현에 공을 들인 작품이다. 

전쟁의 역사적 트라우마라는 무거운 주제를 심각한 톤으로 다룬 작품이

기에 개봉 당시 영화 산업의 맥락에 익숙지 않은 현재의 관객에게는 눈

에 잘 띄지 않는 지점이지만, 〈모스크바에서 온 S여인〉은 1980년대의 

한국 에로영화들과 맥이 닿아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감독 석도

원은 1982년 개봉하여 한국 에로영화의 붐을 알린 〈애마부인〉(정인

엽, 1982) 시리즈의 4편(1990년)부터 10편(1994년)까지를 연출한 바 

있었고, 참전군인 ‘동협’ 역할을 맡은 배우 마흥식 역시 “서구 에로

영화를 연상시키는 부드러운 남자”, “고개 숙인 남자”의 연기력으로 

이대근과 함께 1980년대 에로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 당시의 관객에게 

잘 알려진 얼굴이었다.333) 이 맥락이 의미 있는 것은, 파월장병의 

333) 주성철, ｢[구술로 만나는 영화인] 마흥식-배우｣,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 2012.01.16. (https://www.kmdb.or.kr/story/76/1580 최종검색일 : 

20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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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D에 대한 주목이 여성과의 섹스를 통해 남성성을 (재)확인하는 에

로영화의 양식에 들어맞을 만큼 남성 개인의 고통에 대한 보상의 서사로 

비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는 데 있다.

이처럼 베트남전쟁 트라우마가 당대의 일반 관객에게 에로영화의 맥락

에서 인지될 가능성이 높았던 작품에서 소재로 사용되었다는 점, 나아가 

이 문제가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 상처와 중첩되어 그려졌다는 점은, 전

쟁 경험의 문제가 곧 ‘한국인 남성’의 문제로 치환되었던 경향의 한 

극단을 시사한다. 〈모스크바에서 온 S여인〉이 에로영화의 양식을 차용

했다는 점이나 영화의 상당 분량이 정사 장면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 자

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장면들이 남성 참전자의 전

쟁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표현하는 데 소용되고 있다는 점, 영화 속에 

재현된 정사의 양상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위무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충분히 문제적인 지점이다. 한국의 경우 베트남전쟁 참전군인의 PTSD

를 가시화하는 것은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는 정치적‧역사적 맥락 속

에 놓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재현 자체만으로도 이미 참전이라는 과거

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게 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전쟁 PTSD에 대한 

주목은 “보통 남자들”로서의 참전군인에 대한 연민으로 매우 쉽게 흘

러가며, 이는 기존에 흔히 주어져 있던 ‘상처받은 남성과 그를 위로하

는 여성’이라는 모티프와 손쉽게 접합하여 보상의 서사를 추동하였던 

것이다.

4.2. 진보적 남성 민족 주체의 전쟁 기억 만들기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 살펴본 한국 ‘베트남전쟁’의 영화적 재현에는 

영화 밖 현실에서의 베트남전쟁 담론과 결정적인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

다. 파병 시기부터 민주화 직후에 이르기까지, 각 작품의 구체적인 주제

가 무엇이든 간에 베트남전쟁에 대한 영화적 재현에서 놀라울 만큼 비가

시화되어 있던 요소는 바로 미국/미군의 존재다. 한국영화에서의 베트남

전쟁은 마치 베트콩과 한국군 양자 간에 벌어진 전쟁처럼 보일 정도였

다. 1964년 이후 베트남전쟁의 성격이 미국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전기



- 193 -

를 맞았고, 한국군의 파병 과정 역시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 전개되었으

며, 통일 후의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전쟁’이 ‘항미(구국)전쟁’이라

고 불리고 있는데다 파월 한국군을 미군의 용병으로 여기는 인식이 지배

적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는 기이할 정도의 부재였다. 이러한 경향이 

깨어지는 것은 1990년대의 영화들에서부터이다.

파병 시기 냉전적인 전쟁 인식을 반영한 영화들에서 미국/미군이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것은 한국의 대미 콤플렉스를 뒤집어 반영한 것으로 이

해해볼 수 있다. 극영화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전쟁의 전투 현장을 재현

한 작품인 〈맹호작전〉(1966)은 이 시기 영화 중 미군과의 합동 작전

이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사례인데, 작품의 후반부에 잠깐 등장하는 미

군 장교가 극 중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한국군의 전투력을 추켜올리는 것

뿐이다. 이후의 영화들에서 미군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베트콩을 악하지

만 비루하고 약한 적으로 대상화했던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 김주현은 

“9년의 파병 기간은 베트콩을 적으로 물화하면서 자아를 부풀리는 시

간”이었다고 말하는데, 이는 “미국에 맞서 10년간 게릴라전을 펼쳐온 

베트콩이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군의 전투력이 미군보다 세

대고 자평했던 덕”이었다.334) 이는 파월 한국군의 남성성을 과시하기 

위하여 베트콩 남성의 굴복 및 전향과 베트남인 여성의 선망을 꾸준히 

재현하였던 것과 비견되는 바이기도 했다. ‘월남 패망’ 직후 공산화된 

베트남의 참상을 전하는 와중에도 ‘한국군의 베트남전쟁’은 “다대한 

전과를 올려 ‘다이한’의 명성”을 높인, “인력진출과 함께 경제건설

에 큰 몫”을 한, “국군 전투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후까지 월

남의 대공투쟁을 지원하여 맹방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전

쟁335)으로 정리되었는데, 이는 미국에서의 베트남전쟁 인식과는 큰 차

이를 보이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베트남전쟁을 통해 국

가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반공의식을 강화하려는 재현에서 미국이라는 항

은 굳이 언급해서 좋을 것이 없는 요소였다.

334) 김주현, 앞의 글(2016), 69면.

335) ｢침몰된 동병상련의 혈맹｣, �동아일보� 1975.5.1. 윤충로, ｢냉전기 한국의 베

트남전쟁 ‘읽기’와 ‘상상지리’ : 1970년대~198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와역

사� 123호, 한국사회사학회, 2019, 176~177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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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의 제국주의적 성격과 전쟁자본주의의 구조를 본격적으로 

묘파한 것으로 고평받는 황석영의 장편 �무기의 그늘�이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1980년대에 널리 형성된 반미의식의 맥락 속에서 독해되었던 것을 

여기에서 떠올려볼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 사회

의 지배적인 해석에 반하는 시각은 1960~1970년대의 리영희가 내놓은 

반식민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베트남전쟁 인식으로부터 구성되기 시작한

다. 그는 베트남전쟁의 본질은 이데올로기 대결이 아니라 30년 전쟁의 

역사 속에 이어져 내려오는 “굵은 하나의 민족적 의지”, ‘민족해방‧독

립’과 ‘통일’로 집약된다고 보았다.336) 이러한 해석은 피식민지배와 

외세로 인한 분단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한국의 민족

적 역사를 겹쳐 읽는 방식을 취하는데, 여기에서 프랑스는 식민지배국인 

일본으로, 미국은 일본을 돕는 국가로 비유된다.337) 이어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베트남전쟁을 제3세계 혁명의 일환으로 보는 한층 

급진적인 시각을 구성하였는데, 이는 5‧18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된 

반미운동의 맥락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혁명, 민족해방, 독립운동으로

서의 베트남전쟁이라는 인식은 미국의 냉전적 시각을 거부하는 독해였던 

것이다.338)

1987년의 민주화와 ‘억압된 것들의 귀환’이 한국영화의 장에서 베

트남전쟁에 대한 비판적 재현을 비로소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앞 절에서 

논한 바와 같다. 이는 우선 참전군인 개인의 트라우마 기억을 전면에 내

세우면서 그들의 피해자성을 재현함으로써 지배적인 베트남전쟁 기억에 

균열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와 같은 피해자화를 추동한 것

은 파병 시기의 전쟁 선전, 종전과 함께 시작된 긴급조치 9호의 시대, 

곧 뒤이은 전두환 정부에 의해 진행된 적극적인 망각 등으로 인해 가려

지고 억압되어 왔던 존재와 그 고통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었다. 이

것이 손상된 남성성을 보상하는 재남성화의 서사로 나타난 것은 미국의 

336) 윤충로, 앞의 글, 179~180면.

337) 이지은, ｢민족국가의 베트남전쟁 해석사와 국적불명 여성들의 전장 : 황석영

의 �무기의 그늘� 재독｣, �동방학지� 제190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20, 110

면.

338) 윤충로, 앞의 글, 1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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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일견 비슷하게 진행되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정부에게 패

전의 책임을 돌리고 실제로 전투를 수행한 병사 개인들은 피해자화하는 

과정은 전자를 여성화하고 후자를 남성화하는 젠더화된 재현으로 나타났

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애초에 분단 및 한국전쟁의 경험과 냉전 블

록의 질서 속에서 미국과의 자리가 달랐고, 베트남전쟁에 참전하는 한국

군의 위상 또한 과거 한국전쟁 당시 남들의 도움을 받던 우리가 ‘미국

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선전되었으리만큼 신식민지적인 콤플렉

스를 품은 자의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런 만큼 베트남전쟁에 대한 비

판적 재현에 있어 미국의 존재, 한국과 미국 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는 

필수적인 일이었다.

한국영화가 베트남전쟁 참전을 비판적으로 재현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은 민주화의 시기이자 탈냉전의 시기이기도 했다. 

반공 콤플렉스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분위기는 1980년대 반체제 운동

의 정치적 감수성이 대중화의 길로 접어드는 길을 마련하기도 했다. 가

령 〈오! 꿈의 나라〉(장산곶매, 1989)와 같이 비제도권의 영화운동단

체에서 제작하고 게릴라 상영으로 유통되어야 했던 작품에서나 직접적으

로 재현될 수 있었던 한국의 군사독재정권과 미국 간 결탁에 대한 민족

주의적 비판이, 정지영과 같이 상업영화계에서 멜로드라마를 주로 만들

어왔던 정지영과 같은 감독의 베트남전쟁 재현으로 이어졌던 것은 그 단

적인 사례다.339) 대중문화에서 반미 정서는 5‧18 민주화운동 이후 이미 

1980년대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현상이었지만, 이것이 베트남전쟁이라

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재현에까지 이르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

다.

1999년 당시 �한겨레21� 베트남 통신원이었던 구수정의 ｢아! 몸서리

처지는 한국군｣을 통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

제가 고발되고 시민운동이 뒤이으며 현재까지도 지속 중인 논쟁이 시작

되기 이전, 1990년 월간 �말�지에 실린 김민웅의 글 ｢한국군의 월남전 

339) 이는 〈하얀 전쟁〉보다 2년 앞선, 한국전쟁 이후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을 재

현한 영화 〈남부군〉(정지영, 1990) 에서 먼저 시작된 바였다. 손희정, ｢21세기 

한국 영화와 네이션｣,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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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그 역사적 진실｣은 1966년 푸옥 빈 마을과 룽 빈 마을에서 자행

된 학살을 언급한 바 있다. 이 글은 소위 ‘�말�지 사건’으로 일컬어지

는 참전군인단체의 격렬한 항의를 받았는데,340)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민간인 학살 부분보다도 베트남전쟁 참전 주요 지휘관 세대가 1980년 

광주에서의 학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지적한 부분이었는데, 

김민웅은 이를 가리켜 “우리는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이 갖는 의미를 재

조명해야 할 민족사적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341)고 적시한다. 이상의 

맥락들을 정리하자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에 대한 민주화 이후의 

재조명은 한국 군사독재정부의 탄압에 대한 과거사 진상 규명 및 이를 

묵인하고 공조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비판과 결합해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S#32. 강의실 복도

이수와 현우가 기어간다.

기어오는 이수, 현우에게 뭐라 한다.

대자보에서 PAN하면 이수와 현우 대자보 붙인다.

이수 너무 자극적인 문구군. 다 가짜고 다 껍질들이라는 거야?

현우 (소리) 권위주의, 관료주의의 모순을 반복하지 말자는 거

죠.

이수 (웃는다)

현우 (돌아서며) 교수님이 학부생일 땐 어땠어요?

이수 구호는 다르지만 비슷해. 그땐 (돌아서서) 유토피아를 꿈

꾸던 학생들이 명분없는 전쟁에 파병됐지. (장난처럼) 피

를 흘려서라도 지켜야 한다, 우방의 도움을 받았으니 이젠 

나서서 물에 빠진 친구를 모두 구해주자. (웃는다.) 그러

면서 목숨과 빵을 바꿔 먹었어.

340) 김택수, ｢1990년 8월 어느 여름날의 기억｣, 민주언론시민연합, 2015.01.22. 

(http://www.ccdm.or.kr/xe/letsfly/285600. 최종검색일 2020.05.31.)

341) 김민웅, ｢한국군의 월남전 참전, 그 역사적 진실｣, 월간 �말� 통권 49호, 

199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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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95. 민철의 작업실

(중략)

민철 그러고 보니 많이 닮았군. (등을 돌리며) 이수가 그동안 

왜 그렇게 변했는지 알만해.

현우 김 교수님에 대해선 저도 알 만큼 압니다. 그동안 교수님 

주변에서 많은 영향을 준 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

다. 월남전에 참전하셨죠?

  분노하는 민철 얼굴에 들리는 소리.

현우 (소리) 지금의 우리라면 남의 나라 전쟁에 용병으로 팔려

가진 않았을 겁니다. 상처가 크더라도…

현우 이젠… 김 교수님을 도와주십시오.

민철 이가리를 찢어 버리기 전에 주제넘은 소리 집어치워. 주둥

이만 살아서 잘난척 하는 너희 놈들 모두 죽여버리고 싶

어, 나가!

〈미친 사랑의 노래〉(김호선, 1990)는 전두환 군사정부의 폭력적인 

독재와 베트남전쟁 참전의 기억을 겹쳐 재현한 첫 영화이다. 국문과 교

수로 재직 중인 이수는 베트남전쟁에서 실종된 옛 애인 준호를 잊지 못

하고 방황하며 낮에는 보수적인 교수로, 밤에는 성적 일탈을 일삼는 여

성으로 이중생활을 하는 인물이다. 준호의 동료로 함께 복무했던 상이군

인 조각가 민철은 그런 이수를 사랑하고 있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자신

의 처지에 대한 비관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차마 표현하지 못하고 뒤틀

린 방식으로 그를 자신의 곁에 붙잡아 둔다. 민철은 준호가 전사했다는 

사실을 이수에게 숨긴 채 준호가 입었던 군복, 베트남에서 찍은 준호의 

사진과 비디오 영상 등의 물건을 이수에게 비싼 돈을 받고 하나씩 하나

씩 팔아 생계를 유지하며, 민철의 거짓말 때문에 준호와의 재회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수는 그 물건들을 통해 준호의 전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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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을 대리 체험하면서 유사 PTSD를 앓는다. 한편 열성적인 운동권 학

생인 현우는 베트남전쟁 참전 세대를 미국의 용병으로 팔려간 굴욕적인 

기성세대로 치부하지만, 자신의 교수인 이수와 깊은 관계가 되면서 전쟁 

후 남은 자의 상흔을 지고 살아가는 그를 연민하게 된다.

〈미친 사랑의 노래〉는 명분 없는 파병을 비판하면서 참전군인의 고

통과 트라우마 기억을 영화적 장치를 통해 표현하는 한편으로342) 1980

년대 대학가의 시위 현장을 공들여 장면화하면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종

합적인 조망을 시도하나, 이 요소들을 적절히 교차시키지 못하고 피상적

인 분위기를 재현하는 정도에 머물고 만다. 이러한 시도는 〈하얀 전

쟁〉(정지영, 1992)에 와서 비로소 의미 있는 결과물로 도출된다. 〈하

얀 전쟁〉은 1970년대에 형성된 반식민적 민족해방전쟁으로서의 베트남

전쟁 인식과 1980년대에 형성된 반미 의식 및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와 베트남전쟁 기억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첫 번째 영화이다. 

이 세 요소의 종합은 베트남전쟁 참전군인들을 군사정부와 미국의 피해

자로 그리는 것을 넘어서서 “피해자성을 내포한 가해자성”343)의 문제

를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1999년 9월부터 총 46주에 걸쳐 민간인 

학살 문제를 전면화하는 캠페인을 벌여 기존의 지배적인 베트남전쟁 기

억에 균열을 내고 사회적 논쟁을 일으켰다. 영화 〈하얀 전쟁〉은 이보

다도 앞선 1992년 대중문화의 장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를 처음으로 다

루어, 참전 단체들의 집단 항의를 맞닥뜨리며 기억 투쟁의 초기 국면을 

만들어냈다. 해당 영화의 시사회장에서는 일군의 참전 군인들이 감독에

게 시위를 하고 영화사를 찾아가 협박을 하였으며,대한해외참전전우회와 

파월유공전우회에서는 ‘민간인을 베트콩으로 오인하여 사살한 분대장이 

살아남은 이들을 마저 죽이라고 분대원들을 협박하는 장면, 분대원 중 

하나가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해 분대장을 사살하고 탈영하는 장면, 사

살된 베트콩의 귀를 잘라온 장면, 오인 사살된 베트남인들을 본 분대원

342) 죽은 준호의 존재에 사로잡혀 있는 이수의 정신 상태를 표현한 영화적 장치에 

대해서는 백태현, 앞의 글(2009), 43면 참조.

343) 신지영,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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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민이잖아요”라고 울부짖는 장면’ 등을 삭제하라는 긴급청원을 

공연윤리위원회에 발송했다.344) 이 단체들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은 

“백 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양민을 보호하라”345)는 것이 

파월 한국군의 기본 지침이었음을 강조하며, 사살된 이들이 민간인이 아

닌 베트콩 및 그 부역자들이었기 때문에 민간인 학살이란 성립 불가능한 

개념임을 현재까지 주장하고 있다. 〈하얀 전쟁〉은 이처럼 과거의 한 

사건에 대한 현재의 기억을 분화시키고 의제를 형성하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이 영화의 제작과 개봉 자체가 새로운 대중적 기억을 만드는 작

업이었던 것이다.346)

〈하얀 전쟁〉은 앞 절에서 살펴본 영화들과 유사하게 파월 한국군 개

인을 피해자화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개인화나 성애화가 아니라 영화

가 만들어진 시기를 전후하여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된 반미 의식, 그리

고 남한의 군사독재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라는 진보적인 역사 인식과 연

결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하얀 전쟁〉의 인물들이 학살의 기억을 

지우지 못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시달리는 것은 그 자체로 

양심의 발현이나, 고통을 겪는 자신들의 자리를 박정희 군사정권과 미국

에 희생당한 피해자의 위치에 정초하는 과정에서 영화의 초점을 자기 자

신들의 고통에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제프리 올릭은 “어떤 행동이 윤리적 속성을 가지려면 똑같은 가능성

을 지닌 여러 행동 중에서 선택된 것이어야 한다”는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빌어 ‘대안적 가능성의 지각’이 지닌 중요성을 강조한다.347) 한

국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기억하고 서사화하는 작업이 그와 같은 윤리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때, 이는 첫째로는 파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능

344) ｢영화 ‘하얀전쟁’ 표현의 자유 공방｣, �한겨레� 1992.07.10.

345) 주월한국군사령관 채명신 인터뷰, ｢양민인지 아닌지 가려보자｣, �한겨레21�

287호, 1999.12.16.

346) 본 문단을 포함하여 아래에 이어지는 〈하얀 전쟁〉에 대한 분석은 조서연, ｢

영화 〈하얀 전쟁〉과 진보적 남성 민족 주체의 베트남전쟁 기억 만들기｣, �한국극

예술연구� 64집, 한국극예술학회, 2019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재구성하여 작성하

였다.

347) Jeffrey K. Olick, 강경이 역, �기억의 지도 : 집단기억은 인류의 역사와 사

회, 그리고 정치를 어떻게 뒤바꿔놓았나?�, 옥당, 2011,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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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둘째로는 학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한 지각을 가리킬 것

이다. 여기에서 파병 정책의 피해자이면서 학살의 가해자인 파월 한국군

의 복합적인 정체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한국의 입장에서 베

트남전쟁을 이야기할 때 발생하는 난감함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하얀 전쟁〉은 1979년 현재 서울에 살면서 자신의 파월 경험을 시

사잡지에 소설로 연재하고 있는 한기주에게 같은 부대의 일병이었던 변

진수가 불쑥 찾아와 베트남에서의 기억을 헤집어놓는 이야기이다. 영화

는 원작 소설이 취했던 현재와 과거를 반복해 오가는 교차적인 플롯을 

공유하는데, 이는 기억과 트라우마를 서사화하는 해당 작품의 방법론으

로 기능한다.348)〈하얀 전쟁〉에서 한기주와 변진수의 위치는 영화가 

취한 시대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다. 이승환은 영화가 만들어진 1992년

이 문민정부가 선출된 대선이 있었던 해로, 한국 사회가 “군사독재의 

악몽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시기”였음을 짚는다.349) 그러한 때에 〈하

얀 전쟁〉이 동시대가 아닌 1979년 12월을 배경으로 한 것은 “미국과 

박정희의 정권욕의 교차지점이 베트남 파병”이었다는 인식 아래 “한국

의 베트남전 참전과 그에 의해 시작된 한국과 베트남의 악연들을 정리할 

수 있는 지점”을 고른 결과라는 것이다.350)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있

는 견해지만, 〈하얀 전쟁〉이 보여주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한 맥락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선 호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1987년 민주화와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운동의 물결이다. 4‧

3 사건, 거창 학살 사건, 광주항쟁 등에 대한 기억의 수정이 대대적으로 

348) 이와 관련하여 김우영은 소설 �하얀 전쟁�의 인물들이 “트라우마의 형태로 

과거를 끊임없이 현재화하는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화석화된 ‘추모’를 거부”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이것이 “사회구성원들의 윤리적 태도와도 결부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유의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평가하는데, 이 윤리적 태도란 베트남

전쟁이 남긴 상처와 베트남에서 저질러진 과오를 과거에 묶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재화하여 공감과 연대, 속죄의 책임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을 말하는 듯하다. (김

우영,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기, ‘추모’와 ‘망각’을 넘어서｣, �현대문학의 연구�

54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4, 191면.)

349) 이승환, 앞의 글, 2005, 209면.

350) 위의 글, 2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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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던 당시의 상황은 ‘아래로부터의 기억’을 수면 위로 불러내었

고, 이러한 기억 투쟁은 베트남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을 마련했다.351) 〈하얀 전쟁〉이 개봉한 후의 일

이지만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학살의 공론화가 베트남전쟁에 대한 재인

식을 촉구하는 계기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점을 이 맥락에서 짚어갈 만

하다. 가령 6월항쟁의 결과 1989년에 조직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

사회’의 캠페인은 이를 대중 담론의 장에서 드러내었으며,352) 2000년

에 결성된 대책위원회의 내부문건은 “노근리를 바탕으로 베트남 학살의 

참회로 나아가고, 다시 우리의 베트남 참회를 바탕으로 노근리 학살과 

종군위안부의 역사청산을 이끌어”353) 나가자고 호소했다.

영화 〈하얀 전쟁〉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와 같은 배경은 크게 두 가

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기존의 공식적 기억이 기초했던 반공과 경제

발전이라는 프레임을 벗어나 베트남전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이 

영화가 만들어지던 때에 공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354) 둘째는 그 시

각이 “현대사에서 한국이 지닌 모순된 위치, 곧 한국전쟁 시기의 피해

와 베트남전쟁 시기의 가해, 이 양자를 접합”355)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양자 모두에서 미국이 

가해자의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양심’의 움직

임은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인권‧평화운동이 견지해 온 국제적인 연대

351) 윤충로, 앞의 글, 14~15면.

352)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는 베트남전쟁 진실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중 가장 먼저 결성된 곳이다. 이들은 1999년 당시 �한겨레21�의 캠페인에서 

노근리와 베트남에서의 학살을 한데 연결하며, “미군의 만행”과 같은 “한국군의 

만행”에 대한 독자들의 주목을 호소했다. ｢건치 치료답사팀, 빈호아로 출발｣, �한겨

레21� 280호, 1999.10.28.

353) 윤충로, 앞의 글, 22~23면.

354) 이는 1980년대 학생운동‧노동운동 등에서 공유되었던, 제국주의적 외세에 대

항하고 공산 혁명과 통일을 완수하는 베트남 인민들의 반미‧자주‧혁명전쟁이라는 측

면에 집중하면서 이를 남한의 상황에 대입하고자 했던 인식과는 다른 지점에서 국

가의 공식 기억에 반한다. 〈하얀 전쟁〉 및 1990년대 이후의 진실규명운동은 그 

초점이 한국군 파병 및 전쟁 수행의 정당성 문제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대항 기억과 구별된다.

355) 위의 글, 같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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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의 지향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항의 존재는 이를 

신식민지에 대한 인식 속에서 작동해왔던 반미 민족주의의 자장으로 끌

어들일 여지를 만들기도 했다.

한편 영화사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하얀 전쟁〉은 코리안 뉴 웨이브

라는 굵직한 사조의 정점에 있는 작품이며,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

년대에 이르기까지 영화계 및 문화 장 전반을 휩쓴 반미국적 경향의 한

가운데에서 만들어진 작품이기도 하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영화

에는 일종의 트렌드를 이룰 정도로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 및 추악

한 미국인의 표상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한국인과 미국인 간의 폭력적인 

대결이 냉전기 한국 영화의 금기를 넘어 형상화되었으며, 이른바 ‘운동

권 영화’가 아닌 상업영화에서까지 미군 기지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

었다.356) 영화 〈하얀 전쟁〉이 소설 �하얀 전쟁�을 새로이 각색하는 

과정에서 박정희‧전두환 군부와 파월 미군 및 주한미군의 존재를 눈에 

띄게 부각하며 베트남전쟁을 둘러싼 제 문제를 재현했던 것은, 이르게는 

1980년 5월 광주항쟁 이후 형성된 남한의 군부와 미국 간 공조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 이후 공유된 한국 영화계의 반미 

감정에 이르는 흐름과 함께한 일이었던 셈이다.

〈하얀 전쟁〉의 베트남전쟁 인식에 깔린 대미 의식을 이야기할 때 그

와 더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한국 영화인들의 UIP 직배 반대 투

쟁이다. 1987년 제6차 영화법 개정에 따라 1988년 1월 미국 메이저 

영화사 UIP가 한국 내 지사를 설립하여 직배를 시작하자, 영화인들은 

직배 반대 및 영화진흥법 쟁취 운동을 조직화하고 대국민 호소를 시작한

다. ‘미국 대중문화에 대한 한국 문화의 종속’, ‘영화시장의 식민지

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들의 호소는 각종 문화운동 단체들의 연대투쟁

과 국민서명운동 등으로 이어지는데,357) 이후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으

로도 이어진 영화계의 운동이 이처럼 범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탈식민주의적 세계관이 1987년 이후 형식적 

356) 오영숙, ｢탈/냉전기 미국주의의 굴절과 영화표상｣, �한국문학연구� 제46집, 동

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4, 97~102면.

357) 안지혜, ｢시민사회의 성장과 한국 영화의 역동적 관계에 대한 연구｣, 중앙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219~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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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얻어낸 한국 대중의 정서에 널리 공유되고 있었기 때문이

다.358)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얀 전쟁〉이 할리우드에서 다수 만들어진 

베트남전쟁 영화들과의 친연성을 계속하여 지적받아 왔다는 점이다. 

1980년대의 영향 속에서 1990년대까지 이어진 한국의 진보적인 영화들

이 지닌 할리우드적 색채가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비단 〈하얀 전쟁〉

의 경우만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하얀 전쟁〉의 시나리오 작가 중 한 

명인 공수창의 발언을 살펴볼 만하다. 공수창은 1980년대 후반 민족영

화운동의 대표적인 단체인 ‘장산곶매’의 일원으로 〈오! 꿈의 나라〉

(1989), 〈파업전야〉(1990) 등의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고, 이후 

〈하얀 전쟁〉과 함께 비판적인 베트남전쟁 영화로 첫손에 꼽히는 〈알 

포인트〉(2004)를 연출하기도 한다. 할리우드 영화의 양식적 수용에 대

한 1980년대 후반 영화운동계의 찬반 논쟁에서 공수창은 자신이 시나리

오를 쓴 〈인재를 위하여〉(1987)의 성공이 미국영화에 길들여진 관객

들에게 매끄럽게 다가갈 수 있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라 주장하며, 

“결국 미국영화를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헐리우드적인 형식으로 가장 

반헐리우드적인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율배반적인 얘기”라는 진단

을 내세운다.359) 이후 만들어진 〈파업전야〉 역시 정식 개봉을 하지 

358) 〈하얀 전쟁〉의 감독 정지영은 이러한 투쟁의 과정에서 선봉에 선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안개는 여자처럼 속삭인다〉(1982)로 데뷔한 정지영은 〈거리의 악

사〉(1987), 〈위기의 여자〉(1987) 등 멜로드라마 영화로 흥행한 감독이었으나, 

직배 반대 투쟁에의 적극적 참여와 〈남부군〉(1991)의 연출 등을 통해 소위 ‘사

회파’ 감독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하얀 전쟁〉은 휴머니즘적 시각에서 빨치산

을 묘사하여 전쟁과 분단 문제에 대한 탈냉전적 재현의 주요 사례가 된 〈남부군〉

에 곧이어 만들어진 영화로,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존의 냉전적 이해를 완전히 벗어

나는 한편으로 한국군 파월 및 그에 뒤따르는 사회 문제들에 있어 한국의 군부와 

미국의 책임을 묻는다. 역시 안정효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헐리우드 키드

의 생애〉(1994)에서도 정지영은 직배 반대 투쟁의 현장을 담은 텔레비전 뉴스를 

영화 속에 직접 인용하는 등, 한국 문화가 미국에 종속되는 현상에 대한 자신의 비

판적 인식을 뚜렷하게 표현한다.

359) �스크린� 신년특집호, 1998.1, 197면. 김소연, ｢1980년대 영화운동 담론에 

나타난 세계영화사와의 전이적 관계 연구｣, �현대영화연구� 15호, 한양대학교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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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했음에도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고 1억 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리며 당시 관객 대중의 의식화에 성공했으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할리

우드적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360)

〈하얀 전쟁〉 제작진의 인적 구성을 떠올려 보면, 이 영화에서 평택 

주한미군 기지촌이 등장하고 한국군 파월의 책임자로 미국의 존재가 언

급되는 것이 1980년대 중후반부터 사회적으로 공유된 반미 의식 및 그 

영화적 재현의 흐름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얀 전쟁〉

의 할리우드적 경향 역시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반미적 영화 실천의 

한 방법론으로서 할리우드적 양식을 의식적으로 전유한 양가적 태도였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하얀 전쟁〉의 베트남전쟁 인식 문제로 돌아가 보자. 이처럼 

여러 방면에서 미국을 강하게 의식하는 영화인 〈하얀 전쟁〉이 베트남

전쟁을 이해하는 방식의 핵심은 ‘파월 한국군의 미국 용병론’이라 요

약해볼 수 있다. 파월 한국군을 미국의 용병으로 간주하는 것은 베트남

에서도 지배적인 인식인데, 이는 베트남의 공식적 역사 서술 속에서 베

트남전쟁이 ‘항미(구국)전쟁’으로 칭해지는 것과 관련된다. 반면 한국

에서 일부 통용되는 용병론의 초점은 ‘헐값에 팔려간 우리 청년들’에 

맞추어져 있었으며, 그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이 박정희 군사정권과 미국

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는 반공 및 근대화와 ‘월남 패망’

이라는 기존의 냉전적 틀로도, 〈우리는 지금 제네바로 간다〉와 같은 

영화가 선취했던 참전 병사 개인의 트라우마라는 틀로도 포착할 수 없었

던 글로벌 군사주의의 문제와 국제적 대리전으로서의 베트남전쟁 및 한

국군 파월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하얀 전쟁〉이 이와 함께 갖고 있었던 것은 1980년대부터 

이어진 반미 의식에 내재해 있던 남성 민족 주체의 시점이다. 〈하얀 전

쟁〉이 제작된 시기의 용병론이 트랜스내셔널한 관점에서 미국과 한국의 

위치를 새로이 인식하는 차원으로까지 나아가기에는 민족주의적 반미 의

식의 자장이 강력했던 것이다. 〈하얀 전쟁〉의 제작진은 초국적적인 미

영화연구소, 2013, 160면에서 재인용.

360) 김소연, 앞의 책,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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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자본이 한국 사회를 잠식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을 가졌고, 한국의 군

사독재정부가 미국의 군사주의적 팽창과 결탁했던 데 대한 비판적 인식

을 갖추고 있었으나, 그 성찰이 충분히 자기반성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미

래의 새로운 상을 그려내는 데까지는 가닿지 못한다. 군사 노동을 수행

하는 병사들의 역설, 즉 ‘피해자성을 내포한 가해자성’ 통찰이 대리전

에 동원된 한국인 남성의 순전한 피해자화를 향하는 재현 속에서 굴절될 

때,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들과 베트남 여성‧한국인 여성은 다시 한번 타

자화되고 소외된다. 이는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이 지향하고 독해되었

던 방식361)과도 그 양상이 상당히 겹친다는 점에서, 베트남전쟁을 경유

하여 구성되었던 민주화운동 세대의 자의식과 시대정신으로 확장하여 이

해될 만한 일이기도 하다.

〈하얀 전쟁〉은 기존의 지배적인 베트남전쟁 인식의 바탕이 되었던 

냉전적 세계관을 전면적으로 벗어난 영화이지만, 반공주의의 허상성을 

힘주어 비판한다기보다는 그에 대한 주목 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 편에 

가깝다. 탈냉전의 기류가 갓 시작되던 때에 만들어진 이 영화가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대해 보여주는 인식의 초점은 반공주의의 문제보

다는 제국주의적 군사활동을 펼치는 미국의 존재 및 그와 결탁한 박정희 

군사정권의 책임에 맞추어져 있다. 〈하얀 전쟁〉 속 파월 한국군 분대

원 개개인의 지원 동기는 앞선 시기의 영화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 혹은 ‘사나이다움’의 획득에 대한 기대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 역시 순진하고 평범한 청년들을 미국의 용병으로 팔아넘긴 남한 군부

의 착취를 부각하는 식으로 구현된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군사주의적 팽창과 한국의 관계에 대한 〈하얀 

전쟁〉의 인식이 베트남전쟁 문제를 넘어서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의 재

현에까지 가닿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의 초반부에서 한기주와 변진수가 

속한 부대의 병사들은 고국을 떠나며 각오했던 바와는 달리 별다른 전투

도 없이 무료한 나날만 보낸다.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밤, 보초를 서던 

병사들이 경계선 너머에서 베트콩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일제 사격

을 하는 것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첫 ‘전투’ 장면이다. 다음날 해가 뜨

361) 이지은,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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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들이 농가의 물소 떼를 베트콩으로 오인해 사격했던 것이 드러나

고, 주민들이 부대 근처로 몰려와 물소 값을 물어내라는 시위를 한다. 

이때 한국군 병사들에게 군것질거리를 요구하는 마을 어린이들과 그들을 

타박하는 부하 병사를 보며, 한기주는 한국전쟁 당시 또래 아이들과 함

께 미군 트럭을 따라다니며 ‘기브 미 초콜렛’을 외치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겹쳐 회상하고는 씁쓸한 웃음을 짓는다.

그런데 그처럼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유비하는 것은 1960~1970

년대 파병 당시의 언론 보도 및 연설 등 국가 주도의 담론을 통해 익숙

하게 유포된 인식틀이자 문화영화와 극영화에서도 즐겨 쓰이던 발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해당 영화들에서 이는 베트남전쟁을 반공 전쟁으로 

규정하던 당시의 공식적 내러티브와 연결되며 베트남에 대한 한국의 우

월함을 가부장적 상상력 속에서 과시하는 데 쓰였다. 여기에서 한국군은 

“한국전쟁을 통해 공산당의 비인간성을 먼저 경험한 형님으로서”362)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남베트남 인민들을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해

주는 존재로 그려졌다. 〈하얀 전쟁〉 역시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의 위

치와 한국전쟁에서 미군의 위치를 유비하고 있으나, 두 차례에 걸쳐 이

어지는 한기주의 회상에서 이는 초콜릿을 구걸하다 미군들의 장난에 놀

아나는 어린 한국 소년의 굴욕감을 환기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한기주의 

과거 회상 플래시백과 베트남전쟁 참전 당시 한기주의 표정 및 베트남 

소년의 행동이 별다른 대사나 내레이션을 통한 설명도 없이 병렬적으로 

교차되기만 해도 그와 같은 의미망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이 신의 연

출이 관객들의 마음속에 한국전쟁에 대한 ‘민족적 기억’이 내재해 있

음을 상정한 것이기에 가능했다. 이는 〈하얀 전쟁〉이 베트남전쟁을 다

룬 한국 영화의 관습에 전기를 마련했음을 보여주는 한편, 이 영화가 한

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연결할 때 사용한 고리에 미국의 존재가 놓여 있

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하얀 전쟁〉이 파월 한국군 병사들과 미국/미군 간의 불평등한 관계

를 바라보는 시선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첫 번째 

전사자가 발생하는 장면이다. 이는 〈하얀 전쟁〉의 가장 논쟁적인 부분

362) 조서연, 앞의 글(2018), 4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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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던 민간인 학살 장면에서 영화가 취하는 태도와 깊이 결부되어 있

다. 귀국을 한 달 앞둔 분대원들은 마지막으로 일주일 간의 장기 수색전

에 투입된다. 별다른 소득 없는 나날이 이어지던 중 베트콩이 설치한 부

비트랩을 밟은 윤주식 일병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전우의 죽음을 

처음 목도한 분대원들은 울분에 휩싸인 채 수색을 계속하는데, 근처 갈

대밭 너머에서 일군의 베트남인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은 김문기 하사가 

변진수 일병과 조태삼 상병만을 데리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소총을 난사한다. 자신이 쏘아 죽인 사람들이 베트콩이 아닌 농민이었음

에 당황한 김 하사는 항의하는 생존자 농민 중 한 명을 개머리판으로 때

려눕힌 후 총검으로 난자하고, 민간인을 죽일 수 없다는 변진수와 조태

삼을 총칼로 협박하여 학살에 동참시킨다.

그런데 김문기 하사가 오인사격을 한 것은 부하인 윤 일병이 부비트랩

에 걸려 전사한 직후의 일로, 이는 베트콩을 향한 김 하사의 복수심과 

적대감이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관객에게 감정적으로 설

득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김 하사의 행위는 가해자의 고의적인 학살이라

기보다 ‘희생자’, ‘피해자’를 대신한 복수가 되는 것이다. 한편 숨

을 막 거둔 윤 일병의 모습이 화면에 비치는 동안 다른 병사가 “양놈들

은 포탄에 맞아 뒈져두 닦아주고 꿰매주고, 성형수술까지 해서 냉동 장

치가 된 관에 넣어 집에까지 배달해 준다던데 (…) 엿장수 저 새끼는 전

투 수당은커녕 먹으라고 준 C-레이션까지 모아서 마누라한테 꼬박꼬박 

부치더니…”라며 울먹이는 긴 대사가 깔리는 것은, 〈하얀 전쟁〉이 전

반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미군 용병론’을 강화하면서 참전 군인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처지를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 냉전 체제에서 미국과 

박정희 정부의 이해관계에 의해 파월 한국군 장병들이 ‘값싸게’ 희생

되었다는 것은 여러 정황과 증거 및 연구들을 통해 입증된 바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 투쟁의 과정에서 거듭 들추어낼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언급이 민간인 학살 신의 직전에 붙어 나옴으

로써, 영화는 파월 한국군이 지닌 복합적인 속성 중 가해자성을 약화하

고 피해자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자아낸다.

〈하얀 전쟁〉이 파월 한국군을 피해자화하고 있음은 플롯의 배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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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시청각적 연출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인 베

트남인들의 얼굴을 지우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앞서 언급한 학살 장면에

서 카메라는 살해당하는 베트남 농민들의 모습이 아닌 그 광경을 바라보

는 변진수 일병의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을 담아내는 데 주력한다. 단행

본으로 출간된 시나리오에 묘사된 것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이 장면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 심의에서 일부 쇼트들을 걸러낸363) 결과로 짐작

해 볼 수 있지만, 영화 전체가 한기주와 변진수의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

음을 생각하면 애초에 의도된 연출로 이해하는 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

다. 

정신의학자 노다 마사아키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중대장 고지마 

다카오의 인터뷰에 대한 임지현의 언급을 이 지점에서 상기해볼 만하다. 

고지마는 중국 전선에서 살아있는 중국인을 상대로 총검 훈련을 실시했

던 경험을 반성하는데, 그 회상 속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중국인의 얼

굴이 없고 상대를 찌를수록 피투성이가 되었던 고지마 자신과 병사들의 

손만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살해당한 상대방을 물체로밖에 인식하

지 않은 거네요”라는 노다의 물음에 고지마는 귀국 후 수년이 지난 어

느 날 잠든 아들의 얼굴 위로 옛날에 자기 부하들에게 죽은 중국 아이의 

노려보는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경험을 한 후 비로소 가책이 시작되었음을 

힘겹게 고백한다.364) 이 일화를 떠올리며 〈하얀 전쟁〉의 학살 재현을 

살펴보면, 이상에서 설명된 방식의 촬영과 감상적인 오케스트라 음악의 

사용을 통해 변진수의 감정에 관객을 몰입시키는 이 영화가 ‘나에 의해 

죽은 당신의 고통’보다 ‘당신을 죽인 나의 고통’을 훨씬 크게 의식한

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변진수와 한기주가 지닌 트라우마를 만들어낸 주요 사건이 베트남인에 

대한 한국군의 학살이라 할 때, 〈하얀 전쟁〉에서 베트남인들의 ‘얼굴 

없음’을 대신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귀’이다. 이 

영화에서 한국군이 베트남인을 처음으로 죽이는 것은 작품 중반부에 등

장하는 마을 수색 작전에서의 일이다. 이 장면에서 한국군은 민가에 무

363) ｢영화 ‘하얀 전쟁’ 표현의 자유 공방｣, 앞의 기사.

364) 임지현, �기억 전쟁 : 가해자는 어떻게 희생자가 되었는가�, 휴머니스트, 

2019, 271~2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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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인 사격을 가하고 포로들을 물고문하며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구타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반면, 포로로 잡힌 베트콩들의 경우 대사에 자막

이 없어 관객들이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분노하는 저항군으로서의 

면모는 드러나게끔 연출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기주는 지하 방공호로 내

려가 베트콩을 마주치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소총을 난사한 후 그 

충격으로 얼이 빠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적군을 살해함으로써 자신도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전쟁 수행의 역설과 병사의 고통을 드러

내는데, 이때 화면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베트콩의 잘린 귀다. 훈장을 

위한 ‘영수증’이라며 한기주가 죽인 베트콩의 귀를 부하가 대신 잘라

오는데, 깡통에 담긴 귀를 본 한기주가 그 시각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구토하며 쓰러지는 것이다.

전승의 증거로서 베트콩의 귀를 자르는 모티프는 앞서 살펴본 민간인 

학살 장면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며, 영화의 후반부에서 변진수가 학살의 

기억이 주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귀를 잘라내는 부분에서 그 

역할이 극대화된다. 한기주의 구토와 변진수의 자해는 베트남인의 

‘귀’가 얼굴 대신 남아 그들의 주변을 유령처럼 떠돌면서 가해자로서

의 파월 한국군이 지닌 죄책감을 자극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런데 문

제는  죄책감과 반성의 극대치를 이루는 변진수의 자해에 바로 뒤잇는 

것이 베트남전쟁의 트라우마와 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연결하며 남한 군부

독재의 국가폭력을 형상화하는 장면이라는 점이다. 가해자의 속죄가 곧

바로 국가폭력과 동원의 피해자로서 참전 군인에 대한 감정이입을 유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이 문제적인 연출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하얀 

전쟁〉 특유의 통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하얀 전쟁〉이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 투쟁의 작업이라고 할 때, 

이는 영화의 내용이나 영화가 다루는 에피소드의 수준에서만 판단될 것

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영화의 현재로 불려 나오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 〈하얀 전쟁〉은 이 층위에서도 예의 ‘얼굴 없음’이

라는 문제를 노출한다. 〈하얀 전쟁〉에서는 민간인 학살이나 전투 현장

의 장면도, 이를 기억으로 떠올리는 여러 차례의 회상 장면들도 모두 한

국군 측의 얼굴로 가득하다. 이때 베트남인들의 모습은 회상 장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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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어지는 사건의 현장에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프레임 내에 아예 잡히

지 않거나, 현장 장면에서도 인격적인 특징이 없는 익명의 약체(弱體)들

로 스치듯 등장한다. 〈하얀 전쟁〉에서 트라우마의 고통을 가장 극대화

한 순간이 계엄령 반대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의 순간이라는 것은, 전쟁

의 피해자로서 변진수가 겪는 고통의 문제를 군사독재정권의 압제와 결

부시키겠다는 연출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하얀 전쟁〉은 이처럼 한 개

인이 도저히 맨 정신으로 소화할 수 없는 전쟁의 기억과 그 상흔의 책임

을 미국과 결탁한 박정희 정부에, 그리고 그와 같은 폭력을 국내에서 계

속 자행해 온 전두환 정부에 묻고 있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인식틀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민간인 학살의 현장에 가담한 

병사 개개인의 책임이라는 윤리적 문제는, 변진수가 저지른 학살 행위와 

그 기억을 상부의 강요와 착취에 의해 발생한 트라우마로 재현하는 과정

에서 흐려지고 만다. 미국과 박정희‧전두환 군부에 대한 비판이라는 큰 

틀 속에서 파월 병사들의 난감한 과거가 피해자의 기억으로 정리되는 것

이다.

영화 〈하얀 전쟁〉이 원작 소설과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 중 하나로 

각색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인물인 동두천 기지촌 여성 영옥의 등장을 

꼽을 수 있다. 〈하얀 전쟁〉의 영옥은 원작의 다소 관념적인 세계관을 

냉전과 신식민지의 정치적인 층위로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영옥의 

존재라는 요소는 영화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박정희 암살 기사와 TV 화

면 속 전두환의 얼굴, 영화의 대단원을 차지하는 계엄령 반대 투쟁이라

는 요소들과 동등한 위상을 지닌 것이다. 나아가 영화는 영옥을 통해 사

회에서 소외된 타자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이들 간의 유대를 보여주려 시

도한다. 소설 �하얀 전쟁�에도 미군을 상대하는 한국 여성들이 등장하는

데, 이들은 베트남으로 ‘원정 매춘’을 온 여성들이며, 여기에서 서술

자 한기주는 소위 ‘양공주’에 대한 전형적인 방식의 여성혐오를 드러

낼 뿐이다.365) 이에 반해 영화는 이들 모두가 미국과 박정희 정부가 일

365) 안정효, 앞의 책, 135면. 이진경은 �하얀 전쟁�의 이 부분과 한국군을 상대로 

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기지촌이 등장하는 부분을 견주면서, 작가 안정효의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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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킨 베트남전쟁의 피해자라는 점을 보여주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도록 

한다. 가령 개장 전 손님이 없는 미군 전용 클럽에서 한기주와 대화하던 

영옥이 “전쟁이 무엇이길래 나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것도 남의 땅에

서 일어난 전쟁이……. 왜 아무 상관도 없는 나한테서 오빠를 뺏어가고 

결국은 진수 씨마저 뺏어가는 거죠?”라고 호소하는 장면은 이 영화가 

영옥의 존재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바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의 한국인 성노동자 여성이 한국인 남성의 굴욕

감을 보여주는 용도로만 쓰인다면, 영화는 박정희 정권과 미국(군) 간을 

오갔던 ‘여성 거래’366)라는 문제를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다. 파월 한

국군의 군사 노동과 미군 기지촌의 성노동을 동궤에 놓는 것은 이 영화

가 베트남전쟁 재현을 통해 남한의 군사독재를 비판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 가령 한기주의 동창회 장면에서 베트남 파병과 남

한의 경제성장 간 관계가 뚜렷하게 지적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그 경제

적 이득이란 파월 장병 및 기지촌 성노동자들의 생명과 성적 자기결정권

을 군사정부가 미국에 제공한 결과라는 인식이 변진수와 한기주, 영옥의 

관계를 통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얀 전쟁〉은 베트남전쟁 파병을 초래한 미국 및 한국 군사

정부와 파월 한국군 장병의 관계를 기지촌 여성의 존재를 통해 유비하는 

과정에서 영옥을 다시금 타자화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군사 노

동과 성노동의 영역에서 군사주의적 지배체제에 동원된 피착취자로서 연

대를 맺을 수도 있었던 영옥과 변진수, 한기주의 관계가 상처받은 남성

의 시선으로 낭만화되는 것이다. 〈하얀 전쟁〉이 베트남전쟁에서의 죄

과를 성찰하고 재현하는 과정에 군부독재와 미국의 초국적 군사주의에 

대한 진보적이고 민족주의적인 비판이 개입하면서 파월 병사들을 피해자

화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면, 이것이 남성의 입장에서 젠더화되어 있다는 

지닌 한계를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베트남의 한국군을 위한 R&R(Rest and 

Relaxation) 센터는 구조적으로 한국의 미국 기지촌과 동일하며 점령한 군대를 위

한 준치외법권의 공간이다. 그러나 이 소설은 한국의 미군과 베트남의 한국군 사이

의 전위가능성을 인식하길 거부한다.” (이진경, 앞의 책, 130면.)

366)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제도를 지속하기 위해 성상품화된 여성을 외교 수단이자 

거래의 대상으로 이용한 양상에 대해서는 캐서린 H.S. 문, 앞의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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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또한 중요하게 짚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선 ‘성녀-창녀’ 전형의 사용을 통해 드러난다. 영화가 영옥

을 전쟁의 피해자로 위치시키면서 보여주는 온정적인 시선은, 그가 밤에

는 어쩔 수 없이 미군 클럽에서 스트립 댄서로 일하지만 낮에는 화장기 

없는 수수한 모습으로 변진수를 보살피는 청순한 여성이며, 변진수에게 

목이 졸리고 배를 맞아 아이를 유산한 것 역시 전쟁으로 인해 변진수가 

입은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할 줄 아는 이해심 많은 여성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이는 영옥의 ‘타락’에 대한 나름의 변명을 제공해 

보려는 가부장적 상상력의 발현인 셈이다. 이보다 더 문제적인 것은 영

옥이 실은 기지촌의 성매매 여성임을 처음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이후

에 변진수를 찾으려는 한기주가 기지촌에 가서 영옥을 만나는 장면의 연

출이다. 술에 취한 주한미군 남성들이 가득한 클럽의 무대에서 한국인 

여성이 스트립 댄스를 추는데, 카메라가 댄서의 얼굴을 잡으면서 이 여

성이 김문기 하사가 부대원들에게 자랑했던 사진 속의 영옥임이 드러난

다. 꽤 긴 시간에 걸쳐 계속되는 스트립 댄스 장면은 영옥을 바라보는 

미군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행동을 잡아내는 미디엄-롱 쇼트와 영옥의 

육체를 부위별로 분절화하여 관음하는 클로즈업 쇼트의 반복적인 교차 

편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쇼트의 연쇄는 영옥의 몸을 성애화하는 

시선의 주인을 미군으로 설정하는 기만을 형성한다. 한국인 여성이 미군

에 의해 성적으로 대상화된다는 쇼트 연결의 논리를 취하고 있지만, 카

메라의 시선과 화면의 프레임은 한국인 남성 관객의 시각적 쾌락(visual 

pleasure)에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

〈하얀 전쟁〉이 영옥을 변진수나 한기주와 같이 미국과 한국 간 신식

민지적 관계에 의한 피해자로 인식하는 한편으로 그를 성적으로 대상화

한다는 모순은, 해당 영화가 만들어진 1990년대까지 이어졌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성애화된 대중적 재현이 보여주는 남성중심적 민족주

의의 성 관념과도 맞물린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대중영화에서의 일

본군 ‘위안부’ 재현을 연구한 김청강은 1990년대 초반까지도 ‘위안

부’의 신체가 남성 관객의 시각적 쾌락을 위한 스펙터클로 재현되어왔

음을 밝힌다. 관련 영화들에서 ‘위안부’들이 남성과 맺는 관계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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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남성과의 관계와 조선인 남성과의 관계로 양분되는데, 이때 성폭력적

인 침탈은 전자에, ‘순수한’ 사랑은 후자에 할당되면서 “여성의 성에 

대한 침해는 타민족에 의해서만 일어났다는 허구적 인식”이 “‘위안

부’에 대한 동정심이나 반일감정을 앞세워” 공유되고 있었다는 것이

다.367) 영옥이 미군 상사 해리를 비롯한 미군들, 한국인 파월 제대군인 

변진수와 각각 맺는 관계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는 그와 같은 구도는 

“피식민지 여성들의 이중적인 종속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남성 동질

적 민족주의 담론”368)을 구성한다.

‘위안부’에 대한 1990년대까지의 성애화된 재현과 남성중심적 민족

주의의 관계가 〈하얀 전쟁〉의 분석에서 참조될 만한 이유는, 이 영화

가 만들어지던 당시가 ‘위안부’와 기지촌 여성이 민족주의적 서사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동시에 표상되던 시기였다는 데 있다. 이나영은 1980

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담론장에서 “여성의 몸을 빌려 민

족의 자존심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제국주의와 미국 제국주의의 ‘잔인

함’을 고발”369)하는 기표로서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여성이 호출

되던 양상의 상동성과 동시성의 문제를 짚은 바 있다. 이는 광주항쟁 이

후 1980년대의 민주화 투쟁과 민족주의 운동을 거치며 형성된 “민족의 

딸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성침탈”이라는 담론370)의 맥락 속에 있는데, 

〈하얀 전쟁〉이 영옥을 형상화하는 방식은 정확히 그 자장에 속한다.

이 담론의 극점을 이룬 사건이 바로 〈하얀 전쟁〉의 개봉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에 발생한 주한미군의 동두천 기지촌 여성 살해 사건, 소

위 ‘윤금이 사건’이었음을 생각하면 이 영화가 영옥을 재현하는 외설

적인 시점이 어디에서 비롯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 사건이 

367) 김청강, ｢‘위안부’는 어떻게 잊혀졌나? 1990년대 이전 대중영화 속 ‘위안

부’ 재현｣, �동아시아문화연구� 71집,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17, 

177~180면.

368) 최정무, ｢한국의 민족주의와 성(차)별구조｣, 일레인 김‧최정무 편저, 박은미 

역, �위험한 여성 : 젠더와 한국의 민족주의�, 삼인, 2001, 51면.

369) 이나영, ｢글/로컬 젠더질서와 한반도 여성의 몸｣, �동방학지� 161집, 연세대

학교 국학연구원, 2013, 18면.

370) 이나영, ｢탈식민주의 페미니스트 읽기｣, �한국여성학� 제24권 3호, 한국여성

학회, 2008, 98~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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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민족의 딸’을 짓밟은 것으로 서사화되는 과정은 참혹하게 훼

손된 피해자의 시신을 여과 없이 담은 사진과 성범죄 및 살인의 구체적

인 내용에 대한 묘사가 널리 유통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기지촌 성

노동자에 대한 다층적인 착취가 민족주의적인 서사 속에서 ‘식민지배자 

외국인 남성’과 ‘피식민지 여성’의 문제로 환원되는 동안, 피해자 여

성의 몸이 스펙터클화되고 외설적으로 전시되는 일은 민족적 공분의 이

름으로 정당화되었던 것이다. 1980~1990년대의 남성중심적 민족주의

는 이처럼 ‘위안부’ 여성과 기지촌 여성을 민족의 딸로 표상하는 동시

에 성애화하는 재현의 관습을 만들어냈다. 이 시기에 형성된 ‘민족의 

딸’에 대한 상상이라는 문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하얀 전쟁〉이 미

국의 군사주의적 침탈을 비판하는 장치로 영옥이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고 

그의 몸을 시각적 쾌락의 재료로 삼으며 한국인 남성의 훼손된 남성성을 

토로했던 것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얀 전쟁〉이 기지촌 여성들이 당하는 착취의 책임을 미군 남성들

에게 전가하고 한국인 남성들을 순전한 약자로 만드는 양상은 한기주가 

연락이 끊긴 변진수를 찾기 위해 평택 기지촌을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드

러난다. 〈하얀 전쟁〉에서 기지촌 거리는 항상 저녁 어스름이 질 무렵 

네온사인이 스산한 빛을 비추는 쇠락하고 황량한 풍경으로 그려진다. 낯

선 거리에서 긴장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한기주는 영옥이 일하

는 클럽을 물어물어 찾아간다. 아직 개장 시간 전이라 손님은 없고 영옥

을 비롯한 직원들만 나와 있는 클럽에 한기주가 들어서자, 험악한 인상

의 남자 직원이 “여기는 내국인 출입금지입니다.”라며 한기주를 몰아

낸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한국인 남성의 제어권 밖에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베트남전쟁의 현장에서도 미군에게 밀려나던 한국인 남성

은 조국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미군에게 굴욕을 겪는 존재가 된다.

주한미군에 대한 남성중심적인 민족 감정과 콤플렉스의 문제는 다수의 

연구를 통해 이미 지적된 바이며 관련된 작품들도 그만큼 많다. 〈하얀 

전쟁〉이 베트남전쟁 영화로서 독특한 측면을 보이는 지점이 있다면, 이

는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국인 남성과 한국인 

남성 간의 갈등이 전쟁 당시 베트남 기지촌 장면에서도 나타난다는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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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다. 부대 내에서 한기주와 유일하게 말이 통하는 진지한 동

료였던 전희식 상병은 한국에 두고 온 첫사랑 수진을 향한 순정을 간직

한 남성으로 등장한다. 수진이 자신을 기다리다 못해 결국 다른 남성과 

결혼했다는 편지를 받은 전 상병은 전쟁 때문에 실연을 당한 자신의 처

지를 비관한다. “이럴 줄 알았으면 면회 왔을 때 양평 여관에서 조지는 

건데…….”라며 울분에 차 내뱉는 전 상병은, 다른 한국군 병사들과는 

달리 한 번도 찾지 않았던 베트남 시내 유흥가를 한기주와 함께 방문하

여 “수진이랑 닮은 년 하나”를 찾는다. 그곳에서 그는 강간에 가까운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으로 베트남인 여성과 관계를 맺는데, 이 부분에서 

영화는 움직이는 전 상병의 모습을 후경으로 처리하고, 자신에게 배당된 

여성의 유혹을 외면한 채 전 상병에게 건네받은 수진의 편지를 읽는 한

기주의 쓸쓸한 얼굴을 전경에 배치한다. 또한 음향상으로는 수진의 내레

이션으로 편지의 내용을 읊어주는 동시에 서정적이고 슬픈 분위기의 배

경음악을 사용함으로써, 영화는 전 상병의 행동을 순수한 청년의 위악으

로 낭만화한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촌과 한국군이 찾는 베트남 기지촌이

라는 공간 및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각기 의미화하는 영화의 입장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파병 지역의 취약 계층 여성을 도구화하는 한국군의 행동이 지닌 착취

적인 성격은 이 직후에 이어지는 신의 내용을 통해 한 겹 더 은폐된다. 

“누군가가 그랬죠? 현대인에게 있어서 그리움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

라고……. 그래요, 희식 씨가 그토록 멀리 있을 때 그는 내 곁을 서성였

어요.”라는 수진의 편지가 슬픈 음악과 함께 내레이션으로 흐르는 동안 

전 상병이 화면의 후경에서 하체를 드러낸 채 서럽게 통곡하는 연출은, 

전 상병을 파병 때문에 고국의 사랑하는 이에게서 소외되고 다른 남자에

게 ‘자기 여자’를 빼앗긴 안타까운 청년의 자리에 위치시켜 놓은 참이

다. 편지를 다 읽은 한기주가 전 상병이 나오길 기다리며 침통한 얼굴로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는 동안, 한 무리의 들뜬 미군들이 가게로 들어오

고 곧이어 화면 바깥 전 상병이 있는 위치에서 드잡이하는 소리가 들린

다. 전 상병을 상대하고 있던 베트남 여성을 미군들이 가로채려 한 것이

다. “She’s mine, get away!”를 외치며 자신을 밀쳐내는 미군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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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기왕의 울분이 극에 달한 전 상병은 “꺼지라니 어디로 꺼지란 말

이야?” “우린 너네가 불러서 여기 왔다!”라며 욕설을 내지르고, 이에 

움찔하여 도망가는 미군 군용차량의 꽁무늬에 대고 소총을 내갈긴다. 전

희식 상병의 실연과 베트남 기지촌 방문은 파병 생활로 비롯된 박탈감에

서 ‘미군의 용병’으로서 느끼는 울분의 분출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 상병은 남한 군부와 미국이 만든 전쟁이라는 판의 피해

자가 되고, 수진과 익명의 베트남 여성을 동시에 성적으로 대상화한 전 

상병의 폭력성은 어느새 자취를 감춘다.

1990년대 초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국의 주류 언론에서 가

시화되기 시작했던 때의 보도 양상을 연구한 양현아는 당시의 다양한 언

설에서 “국민과 민족의 ‘자존심’”371)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빈

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이는 반제국주의적 민족주

의에서 흔히 나타나는 “우리 대 그들, 희생자 대 가해자, 선 대 악”이

라는 이분법적 범주를 형성하며, 그 속에서 구성되는 “한국인의 정체성

이란 오로지 희생자성(victimhood) 위에서 설정”372)된다. “일제의 식

민주의와 한국사회의 민족주의적 가부장제는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

라, 복잡하게 얽혀 결국 피해자들을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지속시키

는 공모적 관계”373)에 놓여 있듯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파병으로 발

생한 수많은 상흔과 트라우마를 촉발했던 박정희 군사정권과 미국의 책

임은 베트남에 대해 한국인들이 지녔던 젠더화된 식민주의적 상상력의 

존재와 깔끔히 분리하여 생각될 수 없다. 〈하얀 전쟁〉이 수행했던 베

트남전쟁에 대한 새로운 기억 작업은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진보적 남

성 민족주의가 지녔던 그림자들을 함께 품고 있었다.

4.3. 베트남인의 얼굴과 ‘기억의 정치’의 도약

371) 양현아, ｢한국인 ‘군 위안부’를 기억한다는 것｣, 일레인 김‧최정무 편저, 앞

의 책, 166면.

372) 위의 글, 같은 면.

373) 김청강, 앞의 글,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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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베트남전쟁’ 정치와 영화적 재현의 흐름은  

박정희 정부의 참전 이데올로기 선전과‘월남 특수’에의 대중적 욕망에

서부터 출발하여 냉전의 폭력적 질서와 참전이라는 과거사에의 반성에 

이르는 여정을 거쳐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는 선형적인 방식으로 전

쟁의 실체를 알아가거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각성을 더해 가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온 것은 아니다. 파병 시기 지배적인 허구에 포섭되지 않는 이

면의 좌절들을 담아낸 영화들, 베트남 난민 및 라이따이한을 재현한 영

화들, 억눌려 왔던 참전군인의 고통을 전면화한 영화들, 냉전 질서 속 

역사적 트라우마를 비판적으로 조망한 영화들은 저마다 파병 결정 및 지

지의 바탕을 이루었던 군사주의, 가부장적 상상력, 하위 제국주의, 전쟁

자본주의 등의 욕망과 논리를 어느 정도씩 내면화하면서 반복하고 있었

다. 이는 파병 시기에 제작된 일부 멜로드라마를 제외하면 전쟁 이야기

를 모두 ‘한국인 남성’의 이야기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도 했다. 참전국으로서 한국의 반성과 성찰, 책임을 논하는 한편으로 이

러한 함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본 논문의 마지막 

논의인 이번 절에서는 〈알 포인트〉(공수창, 2004)와 다큐멘터리 〈미

친 시간〉(이마리오, 2003), 〈Send & Receive : The Video〉(아리

랑TV‧VTV 합작 다큐멘터리, 2017)〈기억의 전쟁〉(이길보라, 2018)

을 통해 그 가능성의 증거들을 포착해보고자 한다.

윤충로는 “베트남전쟁 참전 이후 최근까지 한국의 베트남전쟁 기억은 

‘공식적 기억의 정형화와 망각’‘대항기억의 형성과 기억 투

쟁’‘전쟁에 대한 2차적 망각과 기억을 위한 투쟁’의 사이클을 그

리며 변화해왔다”374)고 말한다. 여기에서 두 번째 사이클인 ‘대항기

억의 형성과 기억 투쟁’이란 이르게는 1975년 발간된 리영희의 저작 �

베트남전쟁�을, 주되게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의 필독서였던 구엔 

반 봉의 소설 �사이공의 흰옷�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미‧자주‧혁명전쟁

으로서의 베트남전쟁 이미지를 가리키며,375) 마지막 사이클은 1999년 

374) 윤충로, ｢한국의 베트남전쟁 기억의 변화와 재구성｣, �사회와 역사� 105집, 

한국사회사학회, 2015, 7면.

375) 1980년대 민주화운동 세대가 �사이공의 흰옷�을 받아들인 구체적인 정황과 

맥락에 대해서는 정종현, ｢투쟁하는 청춘, 번역된 저항｣, �한국학연구� 제36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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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의 캠페인 이후를 가리킨다. 본 절에서 다루는 영화 중 ‘마

지막 사이클’에 해당하는 영화가 바로 〈알 포인트〉와 〈미친 시간〉

이며, 〈Send & Receive : The Video〉와〈기억의 전쟁〉에 오면 다

시금 새로운 국면이 형성된다.

〈알 포인트〉는 황석영의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 ｢탑｣(1970)을 

바탕으로 하여 공포영화의 장르적 양식을 통해 베트남전쟁의 구조적 문

제에 접근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한국영화의 베트남전쟁 재현에 대한 

연구의 초기에 〈하얀 전쟁〉과 함께 묶여 가장 많이 논의된 텍스트이기

도 한데, 이는 제작 시기의 시의성과 연출자 공수창이 밟아 온 지난 작

품활동의 궤적이 지닌 정치적 성격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었다. 공수

창은 영화운동집단 장산곶매의 대표작인 〈오! 꿈의 나라〉(1989)와 

〈파업전야〉(1990), 그리고 한국영화의 장에서 베트남전쟁 당시의 민

간인 학살에 대한 재현으로 논쟁을 일으킨 첫 작품인 정지영 감독의 

〈하얀 전쟁〉의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해 왔다. 〈알 포인트〉는 또한 

베트남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단행된 이라크 전쟁 파

병이 있었던 2003년의 바로 이듬해에 개봉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미 그 

해석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본격화된 베트남전쟁 참전 문제를 리얼리즘

적 양식이 아니라 상업적 장르로 여겨졌던 공포영화의 양식을 통해 재현

했다는 점 역시 공수창 감독의 활동 궤적이나 주제의 성격으로 볼 때 독

특하게 여겨질 만한 지점이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알 포인트〉를 이해하는 작업은 타당한 일이지

만, 한국영화의 장에서 수행되어 온 베트남전쟁 재현에 대한 역사적 조

망 속에서 이 작품의 좌표와 의의를 찾기 위해서는 다른 입각점들이 더 

필요하다. 민주화 이후 베트남전쟁의 전투 현장을 재현한 한국 극영화들

이 참전군인 당사자들의 자의식과 기억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알 포인트〉는 그러한 경향을 완전히 뒤집어 군인 인물들이 내던져진 

기이한 시공간의 정체를 파헤쳐가는 플롯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플롯은 

해외 경험에 대한 기대나 가난한 살림을 벗어나 보려는 개인적이고 단순

한 동기에서 베트남에 온 병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전쟁의 복잡하

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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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역사적인 맥락을 미스터리를 풀어가듯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재현의 

전략을 구성한다. 

<알 포인트>의 공간이 “여성화되고 식민화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

고 있으며, 근대가 시작되면서 남성들이 계속해 왔던 전형적인 행위로서

의 ‘탐사’를 요청하는 곳”376)이라고 분석한 백문임은 이 영화를 

‘남성공포영화’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명명은 <알 포인트>가 초현실적 

공간과 힘이라는 공포영화의 관습을 빌려와 반성과 성찰 없는 근대화 및 

민족-국가의 남성적 서사에 대한 죄를 추궁한다는 데에서 비롯한 것이

다.377) 흥미로운 것은 〈알 포인트〉의 이 공간이 바로 ‘귀신 들린 

집’이라는 공포영화의 컨벤션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바라 크리

드는 집, 방, 지하실과 같은 폐쇄된 공간으로 자궁이 상징화되는 것을 

언급하며 이것이 공포영화의 핵심적인 도상학이라고 지적한다. 피 흘리

는 벽(자궁)과 같이 괴물화된 여성의 몸으로 유비되는 ‘귀신들린 집’

은, 대체로 가족들 간에 비밀리에 이루어졌던 끔찍한 행위들을 목격해 

온 장소이기 때문에 공포의 대상이 된다.378) <알 포인트> 역시 이 ‘귀

신들린 집’의 속성들을 활용하는데, 이 공간이 ‘목격’해 온 것들이 

다름 아닌 베트남에 대한 외국 군대들의 침략과 학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 포인트〉는 ‘로미오 포인트(알 포인트)’에서 1개 분대 전체가 

실종된 사건을 수색하러 나선 최 중위 이하 8인의 군인 중 가장 나이 

어린 장영수 병장을 제외한 전원이 몰살당하는 이야기이다. 영화에서의 

중심 공간인 반경 3.5km 정도의 구역 ‘알 포인트’는 베트남인들이 신

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정부군도 베트콩도 피해가는 곳이라고 설정되어 

있다. <알 포인트>는 이 공간에서 6개월 전에 실종된 한국군들의 생사

를 확인하려는 ‘두더지 셋’ 수색부대가 겪는 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두더지 셋’ 부대는 실종된 군인들이 본부에 무전을 보내 왔기 때문에 

376) 백문임, �월하의 여곡성 : 여귀로 읽는 한국 공포영화史�, 책세상, 2008, 

264~265면.

377) 위의 책, 265~266면.

378) Babara Creed, 손희정 역, �여성 괴물 : 억압과 위반 사이�, 여이연, 2008, 

112~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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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포인트’로 차출되는 것인데, 영화의 첫 장면은 바로 이 무전의 수

신으로부터 시작한다. 문제는 6개월 전 당시 본부로 돌아온 부상병이 실

종된 군인들은 모두 죽었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았다고 증언한 점이다. 

이처럼 이미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을 불러 모으는 초현실적인 공간이 

‘알 포인트’라는 설정은 영화의 초반에서부터 제시되고 있다. 

무전기나 카세트와 같은 음향기기를 통해 죽은 자들에게서부터 산 자

들에게로 도착하는 음성은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 번 반복된다. 

‘알 포인트’에 갓 도착한 수색부대는 고장난 카세트를 발견하고 수리

를 한다. 카세트 속의 테이프에는 트위스트 음악이 들어 있어 전쟁에 지

친 부대원들의 흥을 돋우지만, 그 음악은 얼마 가지 않아 수색부대가 캠

프를 차린 ‘알 포인트’내의 건물에서 일어난 총격전과 비명 소리의 기

록으로 바뀌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편 이 카세트를 수리했

던 무전병은 그들과 아주 가까운 지점에 있다는 프랑스 군인 부대로부터 

새벽에 무전을 받는데, 문제는 이 무전병이 불어를 할 줄도 모를뿐더러 

‘알 포인트’ 근처에 파견된 다른 부대 자체가 없다는 사실이다.

청각의 ‘인류학적’ 주요 과제는(…) 공간 속에서 우리의 육체를 

안정화하고, 유지하며, 삼차원적인 방향성과 특히 온전한 안전성을 가

능하게 하는 데 있다. 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특히 우리의 등 뒤에서 

존재하는 공간, 사물, 사건을 포함한다. 시각은 무언가를 찾고 자신의 

포획물을 만드는 반면, 귀는 우리를 포획한 것을 엿듣는다. 귀는 불안

의 기관이다.379)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에서 녹음하거나 송신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음성/음향의 존재는 많은 공포영화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되는 요소로, 여

기에서 음향은 종종 보이지 않는 위협을 연상시킨다. 음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공간 속에서 확정할 수 없을 경우, 귀를 통해서만 정보의 위치

379) Mirjam Schaub, Bilder aus dem Off: Zum philosophischen Stand der 

Kinotheorie, Weimar, VDG 2005: 76. Thomas Elsaesser & Malte Hagener,윤

종욱 역, �영화이론 : 영화는 육체와 어떤 관계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2, 

240면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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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악하는 것이 눈으로 파악하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이다.380)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소리로만 존재하는 위협이라는 요소는 파병 시기 베트

남 로케이션 전투 영화에서 흔히 사용되어 왔거니와, <알 포인트>에서도 

영화의 초반부 첫 수색 장면에서부터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거듭 나타나

고 있다. 공포의 대상이 ‘수풀 속에 숨어서 총을 쏘는 베트콩’이라는 

것은, 한국군의 편에서는 출처가 보이지 않는 소리의 위협이지만 반대로 

베트콩의 편에서는 한국군을 보고 있다는 것이 된다. 공포를 느끼는 쪽

은 시선을 소유하지 못하고 청각을 통해 불안을 느끼지만, 공포를 주는 

쪽은 시선을 소유하고서 음향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이다. <알 포인트>는 

바로 이와 같은 공포의 뒤집힌 역학관계를 영화적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두더지 셋 부대가 캠프를 차린 건물은 옛날 ‘알 포인트’에서 중국

인들에게 학살당한 베트남인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사원이다. 베트

남인들의 원혼이 서린 공간인 이 사원은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어, ‘손

에 피를 묻힌 자’들을 불러 모아 목숨으로 죗값을 치르게 만드는 곳이

다. 두더지 셋 부대원들은 비석 앞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베트콩들과의 

짧은 총격전으로 “손에 피를 묻힌” 상태이므로 찜찜함을 안고 ‘알 포

인트’에서의 수색 작전을 시작하게 된다. 이 사원이 두더지 셋 부대에 

앞서 호출한 자들은 대불항쟁 당시 베트남을 침공한 프랑스 군인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미군들, 그리고 두더지 셋 부대가 찾아내어야 

하는 6개월 전 실종된 한국의 파병군인들이다. 이들은 모두 베트남에 침

공한 외국 군대로서 베트남 인들의 피를 손에 묻힌 죄로 ‘알 포인트’

에서 죽어갔고 죽어 간다.

380) 위의 책, 251면.

[그림 10] 〈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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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앞서 응징당한 자들의 영혼이 무전기를 통해 

보내는 목소리가 그 뒤에 응징당해야 할 자들을 ‘알 포인트’의 사원으

로 연쇄적으로 호출한다는 점이다. 호출된 자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을 호

출한 목소리의 주인을 알지 못하다가 서서히 진실을 알게 되면서 공포에 

사로잡힌다. 어느 시공간에서 들려오는지 알 수 없는 목소리와 음향으로 

인해 불안에 떠는 이들을 카메라는 종종 원귀의 시점으로 비춘다. [그림 

10]은 1초 가량의 차이로 앞뒤에 놓인 두 개의 쇼트인데, 오른쪽 쇼트

는 인간의 시선으로, 왼쪽 쇼트는 귀신의 시점으로 같은 상황을 바라본 

것이다. 귀신의 시점을 사용한 쇼트는 푸른색 필터와 가장자리의 어두운 

비네팅, 그리고 물 속에서 웅웅거리는 것처럼 들리는 음향 처리를 통해 

일반적인 쇼트와 구분되면서, 영화의 첫 1/4 지점부터 영화의 후반부까

지 거듭하여 나온다. 

이러한 시점 쇼트에서 시

선을 소유한 귀신의 정체는 

그때그때 달라지는데, 이들은 

모두 각 쇼트에서 시선의 대

상이 되는 인간의 손에 묻은 

피의 주인이다. 그들 중에서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갖고 인

간 앞에 나타나는 귀신은 아

오자이를 입은 여자 귀신뿐

인데, 이 귀신의 얼굴은 제1

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남

긴 프랑스 군인들의 기념 사

진에 들어 있던 얼굴이자, 두

더지 셋 부대가 ‘알 포인

트’로 진입하기 직전에 총

격을 당한 베트콩의 얼굴이다. 같은 얼굴을 한 이들은 손목에 같은 방울

을 차고 같은 소리를 낸다. 앞서 바바라 크리드가 언급했듯 피를 흘리는 

‘귀신들린 집’이 여성의 신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그림 11] 〈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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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귀는 오랫동안 외세의 침공을 당해 온 베트남인들의 원혼이 여성의 모

습으로 체현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알 포인트>

에서는 베트남인 여성들이 초현실적인 귀신의 몸을 갖고 시선의 주인이 

됨으로써 과거의 원한을 현재로 끌어와 계속하여 되갚는 것이다. 

작품 내의 극적 상황을 관장하는 시선의 주체가 베트남 인민의 원혼이

며, 한국군들은 이 시선의 객체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알 포인트〉

가 이전까지의 영화들과 전혀 다른 지점에서 전쟁의 정체를 조망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영화는 앞서 실종된 한국군들 뿐 아니라 미군, 더 앞서

서는 프랑스군도 알 포인트에 발을 들였다가 살아 돌아가지 못하고 갇혀 

있다는 점을 점차 밝혀나간다. 베트남전쟁을 반식민적인 민족해방전쟁으

로 해석하면서 베트남에 한국을 대입하는 전쟁 인식이 냉전적 시각에 대

한 저항적 해석으로서 의의를 지녔던 것을 생각할 때, 파월 한국군을 베

트남의 역사적 입장에서 미군 및 프랑스군과 동일선상에 놓는 이러한 재

현은 베트남전쟁과 관련한 탈식민주의적 인식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파월 한국군의 ‘가해자성’이 비로소 본격적으

로 재현된 것으로, 이는 영화의 바깥에서, 이라크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

킨 시점의 한국이 미국 주도의 군사주의적 세계 질서에 복무하고 있음을 

직시하는 자기 반성적인 인식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전기는 파월 한국군의 참전이라는 과거를 해석하는 데에 베트

남인의 시선을 개입시킴으로써 마련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전

격적인 전환은 〈미친 시간〉, 〈Send & Receive : The Video〉, 

〈기억의 전쟁〉과 같이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

제를 피해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통해 본

격화된다. 

〈미친 시간〉은 제주 4‧3과 광주 민주화운동, 그리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등 군사화된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증언이 채취되고 

재현되었던 1990년대 이후 과거사 진상 규명 운동의 맥락에 놓여 있는 

작품이다. 〈미친 시간〉은 베트남전쟁 당시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의 정

체를 추적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경험과 기억을 증언하는 베트남인 피해

생존자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한국영화로서는 처음으로 직접 등장시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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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이전까지의 극영화들이 해내지 못했던 영역을 새로이 개척했다.

한편 〈미친 시간〉의 베트남인 증인들이 프레임 속에 바스트샷으로 

잡혀 앉아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정형적인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었다면, 

〈Send & Receive : The Video〉와 〈기억의 전쟁〉은 이 증인들이 

과거의 사건을 조명하는 프레임 속에 박제되어 한국의 양심적 시민들이 

듣기를 청하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현재의 삶

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인이자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의 주

체임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전기를 마련한다. 두 영화의 주요 등장 인물

로 퐁니‧퐁넛 마을 학살의 생존자인 응우옌 티 탄이 출연한다는 점은 이

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그는 2015년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일

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의 수요 집회 현장과 국회에서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간인 학살 문제를 증언한 인물이다. 2017년에 방영된 〈Send 

& Receive : The Video〉가 2015년의 해당 경험을 한 응우옌 티 탄

을 담고 있다면, 〈기억의 전쟁〉은 이 응우옌 티 탄과 하미 마을의 또 

다른 생존자인 응우옌 티 탄 두 여성이 2018년 서울에서 진행된 ‘베트

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평

화법정’(이하 ‘시민법정’)에 원고로 참여했던 시점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기억의 전쟁〉은 또한 베트남 참전군인이었던 할아버지의 

1990년생 손녀이자, 페미니스트 여성 및 CODA(Child of Deaf Adult, 

농인 부모의 청인 자녀)로서의 자의식을 지닌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베트남전쟁 담론장에 진입한 사후세대의 등장, 전쟁 재현에 개입하는 젠

더 감수성, 비장애인 중심성에의 도전 등 기존의 비판적인 베트남전쟁 

담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실천의 맥락들을 엮어내고 있

기도 하다.

〈Send & Receive : The Video〉와 〈기억의 전쟁〉에도 〈미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한국군 참전 군인들이 등장한다. 〈미친 시간〉이 

이들에게 마이크를 내밀어 당시 아직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파월 한국

군의 고통과 그들이 느끼는 양심의 문제를 진술하게 한다면, 〈Send & 

Receive : The Video〉는 베트남인 피해생존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만

들고자 시도한다. 〈Send & Receive : The Video〉는 참전 군인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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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이들이 진술을 마친 후 작품의 전반부에 등장한 피해생존자들의 진술 

영상을 보여주면서 감상을 유도한다. 비록 그 유도 방식이 참전 군인의 

입장에서 다소 폭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급작스러운 면이 있고, 따라서 

참전 군인 출연자들의 격렬한 정서적 거부 반응을 담아내는 데 그치고 

있지만, 2017년 작품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시도는 2018년의 ‘시민

법정’을 예견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시민 법정’을 영화의 주요 무대 중 하나로 삼고 있는〈기억의 

전쟁〉은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2015년부터 구상된 작품이다. 

이 영화는 베트남전쟁 당시의 일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

구하는 작업이자 제작진과 관객층 양자가 사후세대로서의 자의식을 형성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이 미처 해결하지 못한 많은 후속 논의를 요

청하는 작품이다. 2018년이 되어서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법정’이 열리고, 1990년생 페미니스

트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베트남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

후세대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세계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대가 출현하기까지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

러나 본 논문이 이를 전쟁 경험 세대와 사후세대 간의 본질적인 윤리적 

격차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 담론과 대항 담론의 대

결이라는 기존의 암묵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포괄적이고 통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한국 ‘베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이 일방적인 공보나 선전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합과 협

상의 장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우리가 한국 ‘베트남전쟁’ 영화

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윤리적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생겨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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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은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경험과 이후 이어진 기억의 정치

를 재현한 영화 텍스트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사회가 참전을 계기로 구

성해 온 자의식의 정체와 그 궤적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베트남전쟁

을 다룬 한국영화의 범주에 대한 기존의 통념을 넘어서서 공식적 담론과 

대항 담론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틀로는 포착되지 않는 다양한 영화적 양

식과 제작 주체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작품의 유형을 새로운 기준에 따

라 배치하고 분류하였으며, 연구의 대상 시기 또한 참전 시기부터 종전 

이후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영화

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에서의 재현을 통해 수행되어 온 한국 ‘베트남전

쟁’ 정치의 양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베트남전쟁 참전의 역사와 관

련하여 현재에도 전개되고 있는 역동적인 논쟁과 실천의 장에서 문화 연

구가 담당할 자리를 모색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은 반공주의와 개발독재를 이념적 바탕으로 

하고 ‘월남 특수’에의 욕망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동력으로 삼아 이

루어진 최초의 해외 파병이었다. 한국 ‘베트남전쟁’이 지닌 이와 같은 

특성들은 박정희 정부의 참전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영화에서부터 파월 

군인‧노동자 가족을 재현한 대중적인 멜로드라마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난민이나 라이따이한 문제를 다룬 영화에서부터 참전 군인의 트라우마를 

재현하거나 민주화운동 세대의 비판적 담론을 담아낸 영화에 이르기까지 

널리 공유된 전쟁 인식을 구성하는 조건이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

러한 경향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공론화

된 이후 제작된 일련의 영화들에서 비로소 새로운 국면을 형성한다. 이

는 한국 ‘베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의 사례들에 통시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베트남전쟁 영화’의 범주를 전쟁의 현장이나 남성 

참전 군인 인물을 뚜렷하게 드러낸 영화에 한정하지 않고 젠더와 세대, 

계층, 국적 등의 차원에서 다각화하여 확장할 때 포착할 수 있는 바였

다.

본론의 2장에서는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 시기에 제작된 영화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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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박정희 군사정부가 베트남전쟁 참전

의 의의를 남한의 발전 및 국제적 위상과 결부함으로써 파병에 대한 국

민 대중의 긍정적인 심상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 공보 전략을 당대에 

유행한 유람형 문화영화의 양식적 특성과 관련하여 논하였다. 이어 파병

을 준비하는 군사 훈련 과정을 다룬 극영화들이 파월 군인을 가부장적 

남성 국민 주체로서 구성하는 한편으로,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한 국민 

총화를 위해 요구되는 성역할 분배를 재현하는 극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편 파월 복무를 끝내고 제대한 군인들을 다룬 파병 시기의 영화들은 

이들을 ‘조국 근대화’를 지도할 남성 청년 주체로 내세우며 전쟁 경험

의 의의를 확장하려 시도하였는데, 이 영화들이 앞서 다룬 영화들에서 

선전된 참전의 정당성을 발전된 조국의 청사진과 결부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일정 정도 실패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실패는 우리도 잘살 수 있게 되리라는 희망을 품고 월남 특수를 기대하

며 떠났던 개인들을 재현한 대중적인 멜로드라마 영화에서 한층 문제적

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마지막 절에서 포착하였다. 이 영화들은 주변화된 

남성 주체들의 좌절과 남겨진 여성들의 눈물을 통해, 베트남전쟁을 둘러

싸고 구성되었던 지배적인 허구의 성립 불가능성을 에둘러 폭로하고 있

었다.

3장에서는 해외에서 벌어진 전쟁으로서의 한국 ‘베트남전쟁’을 재

현한 영화들을 참전 시기와 종전 시기, 한-베 재수교 시기의 영화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영화들은 전쟁의 현장인 베트남으로 카메라를 돌

려 베트남(인)과 한국(인) 간의 관계에 대한 젠더화된 상상력을 보여준

다. 파병 시기에 제작된 베트남 현지 로케이션 극영화들은 한국과 베트

남의 관계를 가부장적인 위계에 따라 재현하면서 베트남을 여성적으로 

대상화하고 파월 한국군의 남성성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이 영화들은 가

족 멜로드라마와 이성애 로맨스를 서사화하는 과정에서 남성성 구성의 

균열점들을 노출함으로써, 베트남전쟁을 중심으로 한 당대의 군사주의가 

성별 이분법과 이성애 중심적 상상력의 공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불

안정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편 종전 후 한국에 유입된 베트

남 난민들은 ‘월남 패망’의 프레임 속에서 ‘나라 잃은 사람들’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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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면서 여성과 어린이의 모습으로 젠더화‧연령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종전 후 한국 ‘베트남전쟁’을 재현한 영화들은 이들의 처지를 반면교

사로 내세우며 반공주의를 강화하거나, 불쌍한 난민을 구해주는 온정적

이고 시혜적인 자아상을 부풀리는 동시에 ‘패전’이라는 기억을 지우고 

참전국으로서의 책임 문제를 은폐하고 있었다. 한편 탈냉전과 재수교의 

시기에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라이따이한을 다룬 영화들은 이들의 존

재를 파월 한국군이 저지른 과오의 결과로 재현하는데, 그와 같은 인도

적 양심의 발현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적 (재)진출에의 욕망 및 부계 혈

통에 대한 집착과 접합하면서 참전 시기에 구성되었던 한-베 관계에 대

한 인식을 새로이 반복하거나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4장에서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 이후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영화들이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이라는 과거를 비판적으로 재현하는 양상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과거사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해진 민

주화 직후에는 ‘월남 패망’ 이후 군사독재 시기 내내 적극적으로 망각

되어 왔던 베트남전쟁의 기억에 대한 영화적 재현이 줄을 이었다. 이 영

화들은 우선 오랫동안 비가시화되어 있었던 참전 군인들의 트라우마를 

본격적으로 재현하면서 기존의 공식적 기억에 도전하였다. 그러나 해당 

영화들은 전쟁 트라우마의 문제를 남성성의 훼손과 그에 대한 보상의 문

제로 축소하는 한편, 베트남(인)을 여성적으로 성애화하고 한국인 남성 

군인 개인의 고통에 주목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리를 전유하는 양상을 보

이기도 했다. 또한 베트남전쟁 참전의 경험을 역사적 트라우마로서 다룬 

일군의 영화들은 1980년대를 거치며 형성된 반독재‧반미 의식 및 탈식

민주의를 바탕으로 베트남전쟁의 구조적 문제를 조망하였는데, 이러한 

통찰은 당대 진보적 남성 민족 주체의 자국중심적이고 젠더 무감각한 세

계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참전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결정적인 사

각지대를 내보였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한계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가 대두되고 파월 한국군의 피해자성과 가해

자성이 복합적으로 성찰되는 2000년대에 들어 극복되기 시작한다는 점

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한 영화적 도약은 이전까지의 한국 ‘베트남전

쟁’ 영화들에서 얼굴과 목소리를 지닌 주체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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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의 모습을 전경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공포영화의 ‘귀

신 들린 집’과 ‘여귀’라는 장치를 통해 우선 시도되었으나, 더욱 중

요하게는 다큐멘터리 영화들에서 전쟁 피해생존자의 증언, 사후세대의 

시선, 페미니스트의 관점, 비장애중심적 전쟁 인식의 돌파를 통해 구현

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실천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 측의 자기중심

적인 기억 재현을 넘어서서 상호 소통의 태도를 지향하고, 과거사로서의 

참전을 현재의 쟁점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은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가능하게 

했던 이념적 바탕과 욕망의 정체를 현재적 시점에서 다시금 돌아보는 한

편, 한국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의 정치가 나아갈 바를 문화 연구

의 관점에서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한국 ‘베트남전쟁’ 영화들은 각각

의 전쟁 인식과 구체적인 재현 양상에 있어 때로는 대동소이한, 때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면서도 참전 당시의 가부장적 발전주의와 남성중심적 

군사주의의 근본적인 자장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2018년이 되어서

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

법정’이 열리고, 1990년생 페미니스트 감독의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베트남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후세대 관객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

은 그러한 세계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대가 출현하기까지 그만

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이 이를 전쟁 경험 세대

와 사후세대 간의 본질적인 윤리적 격차에서 비롯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

다. 공식적 담론과 대항 담론의 대결이라는 기존의 암묵적인 이해를 넘

어서서 포괄적이고 통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을 때 알 수 있는 것은, 한

국 ‘베트남전쟁’의 정치와 영화적 재현이 일방적인 공보나 선전으로 

수행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합과 협상의 장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

다. 우리가 한국 ‘베트남전쟁’ 영화를 통해 새로운 정치적‧윤리적 실천

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생겨나리라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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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dissertation explores the nature and trajectory of the 

sense of identity that Korean society constructed on the 

occasion of it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through an 

analysis of cinematic texts that represent Korean troops’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and the politics of 

memory in its aftermath. Stepping beyond received ideas of what 

qualifies as a treatment of the Vietnam War in Korean film, my 

analysis deals comprehensively with a variety of cinematic 

modes and agents of production that do not fit within the 

purview of the ideological framework of official narratives and 

counternarratives, employs new criteria to arrange and classify 

the types of film at hand, and broadens the temporal range of 

research objects to span the wartime period, the immediate 

post-war period, and the present. This analysis build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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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Korean ‘Vietnam War’ 

politics as performed throughrepresentation in media, especially 

film, and creates a place for cultural studies amid the continuing 

discursive controversies and forms of action surrounding 

Korea’s history of Vietnam War participation.

The participation of Korean troops in the Vietnam War was 

Korea’s first case of overseas deployment, undergirded by the 

ideologies of anticommunism and developmental dictatorship and 

powered by a social consensus in the form of a desire for 

‘special procurements’ from the Vietnam War. Thes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Vietnam War’ are problematic in 

that they have strongly conditioned a widely shared 

conceptualization of the war, one that cuts across films as varied 

as the war ideology propaganda films of the Park Chung-hee 

administration, popular melodramas featuring the families of 

soldiers or laborers dispatched to Vietnam, films, dealing with 

Vietnamese refugees or Lai Daihans, films representing war 

veterans’ trauma, and films that incorporate critiques from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generation. This shared tendency 

takes a new turn only through a number of films produced after 

the publicization of the civilian massacres perpetrated by Korean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Such a development becomes 

visible not only by approaching Korean ‘Vietnam War’ politics 

and cases of cinematic representation from a diachronic 

perspective, but also by moving beyond a narrow view of the 

‘Vietnam War film,’ previously defined by direct presentations 

of scenes of war or male troops participating therein, toward a 

diversified expansion of the category itself in terms of 

gender,generation, class, nationality, and more.

Chapter 2 examines films produced contemporaneously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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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oops’ participation in the Vietnam War, from four 

vantage points. First, it discusses the press strategies employed 

by the Park administration to construct a favorable image of the 

overseas dispatch in the national imagination, in which the 

significance of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was associated 

with South Korea’s national progress and international prestige, 

in relation to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the touristic cultural 

films popular in the era. Second, it examines how dramatic films 

dealing with troop training and preparation constructed the 

dispatch troops as patriarchal male citizen subjects, and how 

they simultaneously represented the distribution of gender roles 

required for the agenda of total national unity that the Vietnam 

War heralded. The chapter goes on to discuss films of this era 

that dealt with discharged troops returning from Vietnam, and 

how they sought to expand the meaning of the war experience, 

promoting the returnees as youthful male subjects at the 

forefront of the ‘Modernization of the Fatherland.’These films 

are notable in that, to a certain extent, they failed to concretely 

figure the legitimacy of war participation, so strongly advertised 

in the aforementioned films, in relation to a solid blueprint for 

national progress. This failure surfaces even more acutely in the 

popular melodrama films that represented individuals who head to 

Vietnam with an eye to the ‘special procurements’that Vietnam 

was supposed to offer, in hopes that they could manage to put 

together a better living. Albeit in a roundabout manner, these 

films unmasked the spuriousness of the dominant fiction 

constructed around the Vietnam War, through the despair of 

marginalized male subjects and the tears of the women left 

behind.

In Chapter 3, films representing the Korean ‘Vietnam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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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war taking place overseas a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nd examined in turn: films of the wartime period, films of the 

posttermination period, and films made in the period after the 

recommencement of Korea-Vietnam diplomatic relations. These 

films focused the camera on Vietnam as the actual locale of war, 

and exhibited a gendered imagination in conceiving of relations 

between Vietnam and Korea, or between its people. Dramatic 

works filmed on site in Vietnam during the dispatch period 

represented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Vietnam 

according to a patriarchal hierarchy, feminizing and objectifying 

Vietnam while emphasizing the masculinity of dispatched Korean 

troops. However, in the process of narrativizing family 

melodrama and heterosexual romance, these films exposed 

fissures in the construction of this masculinity, and thus reveal 

the instability of the contemporary militarism centered on the 

Vietnam War, which is found to be sustainable only through the 

collusion of gender binarism and heteronormative imagination. In 

another vein, Vietnamese refugees entering Korea after the end 

of the war were pinned down in terms of gender and age as 

women and children, cast as ‘people who have lost their 

country’ within the frame of the ‘fall of Vietnam.’ Films 

representing the Korean ‘Vietnam War’ produced in the 

aftermath of the war often presented the plight of these people 

as negative exempla to push an anticommunist agenda, or 

glorified the patronizing self-image of the generous Korean 

helping poor refugees while erasing the memory of ‘defeat’ 

and obscuring the problem of responsibility as a nation that has 

participated in the war. Later films featuring Lai Daihans, a new 

topic of interest in the post-Cold War period after the 

recommence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Vietnam,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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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ir existence as the result of Vietnam dispatch troops’ 

misdeeds. This manifestation of humanitarian conscience 

coalesced with patrilineal obsession and the desire for economic 

(re)entry into Vietnam, and in the end merely repeated or 

reinforced attitudes toward Korean-Vietnamese relations 

developed during the wartime period.

Chapter 4 tracks the threefold ways in which films produced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up to the present 

sought to represent critically the nation’s past of having sent 

Korean troops to the Vietnam War. Immediately after 

democratization, a time when reflections on past history 

flourished, Korea saw a rush of cinematic representations of the 

memory of the Vietnam War, memories that had been actively 

dismissed during the entire period of military dictatorship 

following the ‘fall of Vietnam.’ These films challenged the 

existing official memory of the war by representing in earnest 

the trauma of the dispatch veterans, which had long been 

rendered invisible. However, these films flattened the issue of 

war trauma into issues of injury to masculinity and its 

reparation, and also tended to feminize and sexualize Vietnam 

and its people, and to appropriate the status of victim by 

focusing on the suffering of the individual Korean male soldier. 

In addition, a set of films that dealt with the experience of 

participating in the Vietnam War as a historical trauma sought to 

survey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Vietnam War in terms of a 

postcolonialist and anti-dictatorship, anti-U.S. outlook developed 

during the 1980s. This approach was based on the worldview of 

contemporary progressive male national subjects, a view that 

was highly nationalist and uninformed by gender sensitivity, and 

resulted in crucial blind spots in the critiqu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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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examination of Korea’s participation in the war. Films 

began to move beyond these limitations in the 2000s, when the 

issue of civilian massacres carried out by Korean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was brought into the spotlight alongside more 

nuanced contemplations of the victimhood and perpetratorhood of 

Korean troops dispatched to Vietnam. The cinematic leap with 

regard to this change involves foregrounding the figures of 

Vietnamese people who had not been treated as subjects with 

faces and voices of their own in the Korean ‘Vietnam War’ 

films of the past. Especially in documentary films, the difference 

manifests itself in the testimony of surviving victims of the war, 

the viewpoints of later generations, feminist perspectives, and 

efforts to overcome ableist understandings of war. Such 

practices move beyond Korea-centric representations of the 

memory of the Vietnam War to call for an attitude of mutual 

communication, and lead to attempts to transform the issue of 

war participation from a thing of the past to a controversy of 

the current moment.

Through these analyses, this dissertation reflects upon the 

nature of the ideological backdrops and desires that powered the 

participation of Korean troops in the Vietnam War from the 

viewpoint of the present, and also carves out a new path for 

approaching the politics of memory surrounding the Korean 

‘Vietnam War’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studies. Films 

on the Korean ‘Vietnam War’ exhibited differences great and 

small regarding their understandings of war and their concrete 

modes of representation, but generally failed to escape the 

fundamental magnetic field of the patriarchal developmentalism 

and male-centered militarism that was in force during the 

wartime period. Much time needed to pass before a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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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free from the influence of this kind of worldview 

could arise, and thus it was not until 2018 that the ‘People’s 

Tribunal on War Crimes by South Korean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could take place, and a documentary on the 

Vietnam War created by a feminist director born in 1990 could 

meet a new generation of viewers on the screen. Nonetheless, 

this dissertation does not argue that such differences spring 

from some essential ethical disparity between the wartime 

generation and the later one. When one looks beyond the 

received understanding of conflict between official narratives and 

counternarratives and conducts a comprehensive and diachronic 

analysis, what one finds is that Korean ‘Vietnam War’ politics 

and cinematic representation do not only involve one-sided 

propaganda, but instead take place in a diversified field of 

competition and negotiation. It is this enhanced understanding 

that compels us to seek new political and ethical practices 

through these Korean ‘Vietnam War’ films.

Keywords : Vietnam War, Vietnam War Films, Modernization of 

the Fatherland, Militarized Masculinity, War and Gender, Special 

Procurements from the Vietnam War, Vietnamese Refugees, Lai 

Daihan, Historical Trauma, Democratization Movement Generation, 

Civilian Massacres, Later Generations, Victimhood and 

Perpetratorhood, Representation of Memory,Politics of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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