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

‘포르노-폴리틱 카메라’와 표상의 양가성:

오시마 나기사 다큐멘터리의

․

한국인

자이니치 표상*

고 은 미**
1)

－목
Ⅰ. 전후 일본영화에서의 조선인
표상과 오시마 나기사

Ⅱ. 다큐멘터리와 ‘포르노-폴리틱
(porno-politic) 카메라’ 스타일

차

－
3) 헐벗은 눈의 충격: ‘클로즈
업 몽타주’의 포르노성

Ⅲ. 표상의 양가성: 혁명의 표상이
자 가난과 혐오의 표상

1. 다큐멘터리와의 조우, ‘영상

1. 한국 방문 경험과 양가적

시’의 추구
2. <잊혀진 황군>의 이중적 욕망

표상
2. <청춘의 비>의 두 얼굴

1) 말의 무게, 이미지의 충격
2) 자이니치 상이군인들의 행

3. <윤복이의 일기>와 오시마의 소
년들

진: ‘원 씬 원 컷’의 ‘폴리시 Ⅳ. 결론을 대신하여

(policy)’



* 이 논문은 2015년 3월 12일 <제국과 언어: 언어횡단으로 보는 동아시아
(Empire & Language: Translingual Inter-Asia)>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Duke Kunshan University의 심포지움에서의 발표문을 기초로 한 것이다.
발표 제목은 “Narrative Voice and Representation: On the DocumentaryStyle of <The Forgotten Imperial Soldiers>(dir. Oshima Nagisa)”였다. 당
시 함께 영화를 보고 질문해주셨던 여러분들께, 그리고 이번 석당논총 익
명의 심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객원연구원 / 영화연구자.(my-lian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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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島渚)의 영화는 전후 일본 사회의 억압

1960년대 오시마 나기사(

된 혁명성과 뒤틀린 범죄성에 대한 노여움과 고발, 그리고 중층적인
탐색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일본사회 내부의 그런 문제들과 서로를

在日)와 한국인의 삶의 형질을 포착

조망하는 과정 속에서 자이니치(

하는데, 본 논문은 우선 그의 자이니치 표상의 ‘계기’가 된 초기 다큐
멘터리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더하여 오시마 나기사의 한국 방문
경험, 한국인 또는 자이니치에 대한 오시마의 비평 작업을 그의 다큐
적 이미지들과 내레이션의 층위에서 비교․분석한다. 언술적 내레이
션의 의미 구성 속에서 오시마는 선동적인 어조와 단호한 태도로 역
사적 사실 앞에서의 일본인의 반성을 촉구하고 추궁하며, 정치적 양심
에 호소하고 ‘혁명’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이미지의 층위에서는 자이니
치의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는 자기오인 속에서 피사체로서의 대상이
포르노적 재현 속에서 포착되는데, 그때 윤리적 측면과 미학적 측면의
분열 상태는 주목을 요한다. 그렇게 두 가지 차원에 걸쳐, 감독의 의지
를 중의적으로 보여주는 오시마적 스타일을 ‘포르노-폴리틱 카메라

(porno-politic camera)’로 개념화하였다. 그 명명으로 분노의 공유와
분노의 전시 사이에서 수행되고 있는 타자 표상의 양가적인 시선을
분석하고자 했다.
주제어 : 오시마 나기사, 다큐멘터리, 한국인․자이니치, 포르노-폴리
틱 카메라, 분노의 공유와 전시, 양가성,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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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전후 일본영화에서의 조선인

표상과 오시마 나기사

태평양 전쟁으로 차출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으로 강제 연
행된 조선인은 100만 명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 궁핍한 생활에 몰려
이주한 사람들까지 더해져 1945년 일본 패전/조선 해방 즈음에는 약

230만 명의 조선인이 일본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정부와
GHQ는 패전 직후에는 재일조선인을 대부분 ‘일본 신민’, ‘적국인’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중의원 선거법을 개정(1945년 12월)하면서 “‘내지
호적’을 갖고 있지 않았던 옛 식민지 출신자들의 참정권을 정지시켰”

見

고, 외국인등록령을 제정(1947년 5월)하면서 이른바 ‘간주( なし) 규
정’을 통해 “재일조선인을 강제 퇴거까지 할 수 있는 외국인 관리 대상
에 포함시켰다.”1) 두 개의 노선으로 분단되어 점점 험악해져가는 조선
에서의 불투명한 정세에 대한 걱정과 비교적 장기간 일본에 거주한 탓
에 생활기반의 대부분이 일본에 있는 탓에 당분간 더 잔류하기를 결정
한 조선인들은 60～70만 명에 이르렀고, 그들은 ‘재일조선인’으로 타칭
되는 존재가 되었다. 급기야 한국 대표도 북한 대표도 초청받지 못한
자리에서 결정된 샌프란시스코 미일강화조약을 기점으로 일본정부는

在日]이

옛 식민지 출신자의 일본 국적 상실을 일방적으로 선언, 재일[

된 특수한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재일조선인 단속을 위한 법 제도를
완비해 나갔다. 1965년 비준된 한일기본조약의 중대 안건 중 하나는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양국의 입장은 재일조선인들을 더욱 낙담시켰다. ‘협정 영주권’의 취득

棄

은 제한되었고, 강제 퇴거 가능성도 여전했으며, 한국 측 역시 기민(

水野直樹 文京洙

―

1) 한승동 역(
․
저), 재일조선인 역사, 그 너머의 역사, 삼
천리, 2016, 126, 127쪽. 이후 법률 제126호에 따라 당분간의 체류는 허용되
었지만, 외국인등록증의 상시 휴대, 지문날인의 의무 등 국외 퇴거강제 가
능대상(관리대상)으로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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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 즉 국민을 버리는 정책의 기반 위에 있었다.

2)

개인적․정치적 고

려로 이미 지구 상에서 사라진 ‘조선’적을 놓지 않은 이들은 전후적 가
치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나 인권과 같은 가치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
각지대로 몰렸다. 일본에서의 거주권이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완전히 동화된 자만을 국민을 삼는다’는 정책을 구실로 ‘귀화’에 관한
재량권 역시 전적으로 일본정부가 쥐고 있었다.
이렇게 같은 땅에 살지만 출신도 권리도 다른 이들을 일본영화는 어
떻게 그리고 있었을까. 전후 일본영화 속 한국인․재일조선인(자이니
치)3) 표상에 관한 연구는 오시마 나기사와 동시대에 활동한 영화평론
가 사토 타다오를 비롯한 여러 논자들의 비평 작업이 있다. 특히 오시
마 나기사에 대한 작가론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대상 영
화들에 대한 비평도 여러 단행본을 통해 발표되었다.4)
2) 1965년, 이동원 외무부장관은 “재일한국인은 일본인으로 동화될 운명에 있
고, 재일 한국인에 대해 그런 방향에서 일본 국민이 배려해 주기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
, 앞의 책, 178쪽.
3) 해방 이후 일본에 정착해 살아 온 조선적, 한국적, 귀화자를 총칭하는 표현
으로는 ‘재일동포’나 ‘재일한국인’, ‘재일한국․조선인’ 등의 용어도 통용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외부에서 투사하는 정체성이 국적 표
기만으로 간단히 분리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복잡한 역사 정치 감정 상
황적 맥락에 따라 매번 섬세하게 구분하는 것 역시 간단치 않은 일이므로
가장 일반적으로 호칭되는 ‘재일조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반면 ‘구식
민지 출신자’이면서 현대 일본 사회에 속해있는 이들의 ‘타자’로서의 상징적
위상과 특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이니치’라는 명칭도 주요하게 활용한다.
4) 자이니치 표상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사토 타다오(
), 일본영
화에 그려진 한국․조선인(
に かれた
․
) , 
,
, 1990; 몬마 타카시(
), 일본영화 속의 자이니치상
(
のなかの
) , < はどっちに ている>をめぐる2, 3の ,
, 1994, 타카야나기 토시오(
), 일본영화 속의 재일조선
인(
のなかの
) , アリラン

4 ,
セン
ターアリラン, 1997; 양인실(
), 야쿠자 영화에 있어서의 ‘자이니치’
관(やくざ
における
) , 
 38 2号,

水野直樹 文京洙

佐藤忠男
日本映画 描 韓国 朝鮮人 韓国映画
入門 凱風社
門間貴志
日本映画
在日像 月
出
話
社会評論社
高柳俊男
日本映画
在日朝鮮人
文化講座 第 集 文化
梁仁実
映画
在日 観 立命館産業社会論集 券 立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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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까지 전후
일본영화 속에서 재일조선인은 대부분 빈곤한 하층민이나 야쿠자의 역
할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서투른 일본어를 쓰는 ‘암시장의 제3국민’으
로 묘사되는 재일조선인 야쿠자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이권 다툼을
일삼는 인물로, 전후 민주주의와 경제자유주의의 규칙을 위반하는 악
이며 적이고 ‘외부’로서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로 그려져 왔다.5) 이렇게
재일조선인들을 일본사회의 ‘외부적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은 일
견 ‘양심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인 것이었으며 일본 내의 차
별과 배제를 벗어나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라는 인
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북조선 귀국운동이 한창일 당시에는 희망에 부
풀어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재일조선인들과 그들을 응원하고 도와주는
일본인들의 우정을 감상적인 멜로드라마로 그려낸 사회파 감독들의 영
화도 눈에 띈다.6)

館大学産業社会学部, 2002); 양인실, 전후일본영화에 있어서의 ‘자이니치’
여성상(戦後日本映画における 在日 女性像) , 同 39券2号, 2003 등을 참조.
오시마 나기사에 관한 감독론 중심의 연구로는 요모타 이누히코(四方田犬
彦), 오시마 나기사와 일본(大島渚と日本), 筑摩書房, 2010; 오노자와 나
루히코(小野沢稔彦), 오시마 나기사의 시대(大島渚の時代), 毎日新聞社,
2013; 아베 카쇼(阿部嘉昭), 영화감독 오시마 나기사(映画監督大島渚), 河
出書房, 2013 등이 주목된다.
5) 梁仁実, 위의 논문(2002), 124～125쪽.

6) 재일조선인들의 북으로의 귀환은 분단․냉전 체제의 산물이기는 하나, 사회
주의경제가 약진을 거듭하던 시기였고, 북한의 실정에 대한 정보가 거의 차
단된 채 ‘재일동포를 열렬히 환영한다’는 김일성의 발언과 일본 정당과 미
디어가 ‘인도주의’라는 명목으로 적극 지지하는 분위기가 북조선을 이상화
시키는데 한몫하여 약 25년 간(1959～1984)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이를 다
룬 영화로는 모치즈키 유코(
)의 교육용 단편 영화 <바다를 건너는
우정( を る
)>(1960)과 우라야마 키리오(
) 감독의 <큐폴라
가 있는 마을(キューポラのある )>(1962)이 대표적이다. 오시마 나기사의
주변 인물 중에도 일본의 억압 정치를 견딜 수 없어 북으로 건너간 재일조
선인 배우가 있었다. 오시마는 “그때 그를 잡지 않았던 것은 영원한 실수로

海 渡 友情

望月優子
街

浦山桐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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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역사인식에 있어서 주변의 일본
인보다도 훨씬 우수한 개인으로” (재일)조선인들을 이상화시키는 경우

小林正樹)의 <벽 두꺼운 방(壁あつ

도 드물지 않다.7) 고바야시 마사키(

部屋)>(1953)에서는 형무소에 수용된 BC급 전범들이 실의와 격분에

き

시달릴 때 옥중의 유일한 조선인이 논리정연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맑

内田吐夢)의 <마

스주의에 입각해 일본인들을 장려한다. 우치다 토무(

지막 순간(どたんば)>(1957)에서는 조선인 갱부가 자신의 위험을 고려

鈴木

하지 않고 동료 일본인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온다. 스즈키 세이준(

清順)의 <춘부전(春婦伝)>(1965) 역시 한 조선인 위안부가 나머지 일
본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존재로 이상화되어 있다.8)
이렇게 연대를 모색하는 표현이나 북한으로 귀환하는 조선인들에 대
한 격려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왜 전후 일본에 그리도 많은 조선인이
존재하는지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이상화와 감성적이라는 도식에 결정적인 변화를 보여준
최초의 작가가 오시마 나기사이다. 재일조선인과 한국에 관한 테마를
지속적으로 다루면서도 이상화시키거나 스테레오타입으로 사물화시키
지 않고 무엇보다 일본 사회 바깥의 존재가 아닌 전후 일본 사회의 근
본적인 내부 문제로 그들을 다루고자 한 일본인 감독으로서의 오시마
나기사의 독보적인 위치는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시마 나기사 영

大島渚

남았다”(
(2004), 168쪽)고 회고하고 있으며, 우라야마 감독 역시 북조
선 귀국운동을 긍정적으로 그린 것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맥락과 함께 <큐폴라가 있는 마을>과 오시마 나기사의 <교사형>을 비교
분석한 논문으로 박동호, 전후 일본영화에 나타난 재일조선인상, 경상대
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논문, 2017이 있다.
7)
, 
と
,
, 2010, 130쪽.
8) <춘부전>과 오시마 나기사의 <일본춘가고>를 함께 분석하며 전후 일본영
화 속 ‘조선인위안부’ 표상을 연구한 것으로는 최은주, 오시마 나기사의
‘조선인위안부’ 표상 , 일본학보 102, 한국일본학회, 2015이 있다.

四方田犬彦 大島渚 日本 筑摩書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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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단편적으로나마 한국 혹은 재일조선인의 표상이 드러난 작품은
모두 9편으로, 순서대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青春残酷物語)>(쇼치쿠[松竹] 제작, 1960, 62분)
<태양의 묘지(太陽の墓場)>(쇼치쿠, 1960, 87분)
<잊혀진 황군(忘れられた皇軍)>(니뽄테레비, 1963. 8. 16, 25분)
<청춘의 비(青春の碑)>(니뽄테레비, 1964. 11. 15, 40분)
<윤복이의 일기(ユンボギの日記)>(소조사[創造社], 1965, 24분)
<일본춘가고(日本春歌考)>(소조사, 1967, 103분)
<교사형(絞死形)>(소조사․ATG 합작, 1968, 117분)
<돌아온 주정뱅이들(帰って来たヨッパライ)>(소조사, 1968, 80분)
<전장의 메리크리스마스(戦場のメーリクリスマス)>(오시마프로[大
島渚プロ]․영국․뉴질랜드 합작, 1983, 124분)
<청춘잔혹이야기(

9)

작품마다 중요도는 다르지만 오시마는 특히 1960년대의 작품에 집중
적으로 재일조선인이나 한국인을 등장시키고 있다. 그에게 있어 1960
년대의 일본이라는 시대상과 한국․재일조선인이라는 표상은 뗄 수 없
는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잊혀진
황군>을 찍은 일이 그에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9) 이 중 <잊혀진 황군>과 <청춘의 비>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다. <잊혀진
황군>은 NHK에서 재방송한 이력이 있어 몇 편의 논문에서 분석되고 있다.
신하경, 1960년대 오시마 나기사 영화 속의 재일조선인 표상 (일본문화학
보 45, 한국일본문화학회, 2010)과 이영재, 국민의 경계, 신체의 경계 (상
허학보 44, 상허학회, 2015)를 참고. 특히 신하경의 경우 오시마 나기사 영
화 다섯 작품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며, 오시마의 여정이 ‘조선의 발견’에서
‘당사자 의식’으로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종합적 평가를 내린 바 있다. 다만
<청춘의 비>를 언급하는 한국의 논문은 찾아볼 수 없는데, 영상 자료를 구
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선적인 원인으로 사료된다. 필자는 일본 체류 중 발
견한 녹화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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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황군>을 일단 찍었다는 것, 그 테마의 무게와 거
기서 발견한 방법의 무게가 나에게는 잊히지 않는 것이어서 그
로부터 바로 멀리 갈 수는 없었다. … 내가 살았던 교토의 집 근
처에는 ‘조선부락’이 있었고, 동급생 중에도 조선인이 있었다.
내 증조부인 오시마 토모노죠는 메이지유신의 지사로 정한론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사람인데, 그 사실이 어릴 때부터 내 머릿
속 어딘가에 달라붙어 있었던 것같다. 무엇보다 한국을 공격한
일을 생각하면 꺼림칙하다. 내 안에는 한국에 대한 원죄의식 같
은 것이 있어 그런 사정들을 불현듯 떠올리게 된다.10)

오시마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재일조선인에 대한 어떤 흥미가 <잊
혀진 황군>의 작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났다. 본 논문에
서는 오시마 나기사가 60년대 전반에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세 편, <잊
혀진 황군>, <청춘의 비>, <윤복이의 일기>에 주목한다. 이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윤리적 측면과 미학적 측면의 분열 상태를 ‘포르
노-폴리틱 카메라(porno-politic camera)’라는 명명으로 개념화하고, 분
노의 공유와 분노의 전시 사이에서 수행되고 있는 타자 표상의 양가적
인 시선을 분석하고자 한다.

10)

大島渚, 大島渚 1968, 青土社, 2004, 43～44쪽. 오시마는 재일조선인을 인
식하고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해 <잊혀진 황군>과 함께 1958년 ‘고
마츠가와여고생살해사건(이진우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사회 내에
서 숨죽여 있던 조선인의 존재가 일시에 표면화된 사건이었지만, 1962년
이진우는 예외적으로 신속히 사형에 처해졌다. 당시 오시마는 후카오 미치
노리(
)에게 의뢰해 이진우를 소재로 한 시나리오를 완성했으나
제작비 문제로 촬영에 돌입할 수 없었다. 오시마가 이 사건을 테마로 영화
를 만들게 된 것은 1968년에 이르러서다. 바로 그 유명한 <교사형>. 오시
마의 극영화에 나타나는 자이니치 표상은 좀더 복잡한 의미와 결을 가지
고 있다. 분량의 제약으로 이 연구는 다른 논문에서 실행하고자 한다.

深尾道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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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다큐멘터리와 ‘포르노-폴리틱 카메라’

스타일

1. 다큐멘터리와의 조우, ‘영상시’의 추구
1954년 대형영화사인 쇼치쿠의 오후나 촬영소에 조감독으로 입사,
자신이 쓴 시나리오로 찍은 <사랑과 희망의 거리>(1959)로 데뷔한 오
시마 나기사는 1961년 10월, 네 번째 장편 영화 <일본의 밤과 안개>의
강제 상영중단 조치에 항의해 영화사를 그만두게 된다. 이후 <사육>

天草四郎時貞]>(1962)를

(1961)과 <아마쿠사시로 토키사다[

찍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 한 채, 오시마 스스로 독립프로덕션을 창립해

<열락>(소조사, 1965)을 제작하기까지 영화를 찍을 기회를 얻지 못하

日本のすがお)(1957～64)

고 있었다. 그 사이 NHK의 일본의 참모습(

에 대항할 만한 야심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

牛山純一)라는 니뽄테레비[日本テレビ]

주하고 있던 우시야마 준이치(

방송국의 프로듀서와 오시마의 인연이 시작된다. 우시야마가 기획한 논
픽션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은 1962년 1월 독립계의 감독들이 중심이
되어 발족했고, 마침 쇼치쿠를 퇴사한 오시마도 그 중 한 사람으로 참
여하게 된 것이다. 오시마는 16편11)이나 되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줄곧 우시야마와 함께 작업했다. 방송사에 기획안을 제출해
취재 허가를 받는 등의 작업은 프로듀서인 우시야마의 일이었기에 소
재의 선택부터 촬영 방향까지, 다큐 제작에 있어서만큼은 우시야마의
영향과 지지가 중요했으리라 생각된다. 당시는 텔레비전이라는 대중매
체가 시사성과 파급력을 키워가던 때로, 오시마는 주저 없이 텔레비전
11) 오시마 나기사의 필모그래피 중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와 드라
마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그 통계가 제각각인데, 현재 제목과 스태프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는 16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12부작 드라마와 극장개봉작 24편, PR영화 3편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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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작업에 뛰어들었다. 대형영화사 촬영소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던 스스로의 방식과 시각을 일신할 필요를 느끼고 있던 오시마의 모
색의 일환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는 <얼음 속의 청춘>(1962)이라는 첫
다큐멘터리 작품을 발표한다. 북해도에서 얼음을 쪼개 빨간 대구를 잡
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영상과 음악의 구성만으로 그린 이 작품은 ‘영상
시’라는 호평을 얻었다.
<영화시>적인 순수한 형태의 것을 과감히 … 다큐멘터리의
순화된 형식을 시와 같은 형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
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 특히 텔레비전이라는 어수선하게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 환경에서, 과감히

잡다한 것을 배제한 순
수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영상,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상만을 배열해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12)

<일본의 밤과 안개>와 같이 일명 (미일안보반대투쟁에 관한) ‘디스
컥션 영화’라고 불리는 작품이 있을 정도로 오시마는 연설, 토론, 말싸
움 등 ‘언어적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을 영화 속에서 즐겨, 비중있게 사
용해왔다. 그의 영화가 ‘사건의 유기적인 흐름’을 매끄럽게 이어가려는
의지보다는 ‘한 시퀀스(상황)에 내재된 복합적인 맥락’을 인물들의 대
화를 통해 분출시키는 방식을 주요하게 활용하고 있음은 이후로도 변
함이 없지만, 그런 산문적이고 청각적인 요소에 더해 짧은 시간 속에
강렬하고 단순한 영상 이미지의 충격과 리듬의 ‘운문적 요소’를 추구하
려는 시도가 다큐 작업 이후 두드러진다. “과감히 잡다한 것을 배제한”
극한의 이미지에 대한 그의 욕망이,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hardcore

pornography)라는 평가로 상영금지 처분을 당해 20년이 넘는 세월 동
안 일본 내에서 정식으로 상영되지 못한 채 외설성 논란에 따른 재판

12)

大島渚, 앞의 책(2004), 33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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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감내해야 했던 <감각의 제국>(1976)의 ‘포르노성’에까지 자연스
럽게 이어진다는 해석 역시 가능할 것이다. 오시마 나기사의 정치적 급
진성과 예술적 혁신성이라는 두 욕망의 만남이 다큐멘터리라는 표현
작업 속에서 생성되고 실험되었다. 이후 주제와 형식 양 측면에서 상호
교섭하며 다양한 테마의 변주 속에서도 변함없는 오시마적 영화의 기

―

조저음으로 발견되는 이러한 스타일을 ‘포르노 폴리틱(porno-politic)
카메라’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런 스타일이 본격적으로 부상하
고 발전하는 과정이 오시마가 재일조선인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한
국까지 방문하여 영화를 찍는 경험, 즉 ‘한국인과 자이니치’라는 ‘피사
체/타자’의 발견 과정과 나란히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히 의미심장하다.

2. <잊혀진 황군>13)의 이중적 욕망
1) 말의 무게, 이미지의 충격

是

영화감독이자 TV다큐멘터리 감독이기도 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枝裕和)는 ‘오시마 나기사와 다큐멘터리’라는 강연에서 인상적인 에피

소드를 전한다. 1991년 <자이니치 코리아를 생각한다>라는 프로그램
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재일조선인 단체의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오시마 나기사의 <잊혀진 황군>을 본 적이 있는가, 그 한 편이 있으니
또다른 프로그램은 만들지 않아도 좋지 않은가”라는 꽤 직설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14) <잊혀진 황군>은 오시마 본인도 자신의 작품 중
13) <잊혀진 황군>은 1963년 8월 16일 처음 방영되었다. 제작 기획은 우시야
마 준이치, 내레이션은 코마츠 호세이(
)가 맡았다. 51년 뒤인 2014
년 1월 12일, 심야 프로그램(24:50～25:45)인 NHK의 ドキュメント’14에
서 <반골의 다큐멘터리스트 오시마 나기사(
のドキュメントリスト
)> 편을 통해 재방영되었다.
14)
,
とテレビドキュメンタリー , Switch vol.28 No.2, ス

島渚
是枝裕和 大島渚

小松方正
反骨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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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향이 가장 좋았던 작품 중의 하나로 회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30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렇게까지 인정과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
은 놀랍다. 그 일을 계기로 오시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고레에다
감독은 “매우 쇼크였다”라는 말로 <잊혀진 황군>에 대한 첫인상을 압
축한다. ‘충격’이라는 단어는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
하는 표현이다.

<잊혀진 황군>은 한 남자의 얼굴 클로즈업 쇼트에서 시작해 같은
얼굴의 클로즈업 쇼트로 끝나는 영화다.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이
인물의 이름은 ‘서락원’. 무더운 여름날, 흰색 기모노에 황군 모자, 선글
라스까지 낀 기이한 차림의 그가 도쿄의 전철 속 혼잡한 사람들 틈을
힘겹게 지나가며 구걸하고 있다. 가끔씩 땀 때문에 흘러내려오는 선글
라스를 하나밖에 없는 온전한 팔로 밀어 올리기 위해 멈춰선다. 카메라
는 호기심 가득한 대담한 시선으로 어깨 바로 밑에서 잘린 팔, 그 아래
붙어 있는 의족, 흉터로 일그러져 발음이 새어나오는 입 등의 훼손된
신체를 과감하게 마주보며 클로즈업으로 찍는다.
전철에 탄 사람들은 이 사람의 신체를 정면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는
다. 구걸을 하는 자에게 무관심한 것일 수도 있고, 상이군인의 흉한 모
습을 눈앞에서 목격하는 것이 꺼림칙할 수도 있을 것이며, 발음마저 알
아듣기 어려운 낯선 불구자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이
다. 만약 어떤 어린이가 이 희귀하고 잔인한 형상의 인물을 손으로 가
리키거나 호기심으로 뚫어지게 바라본다면 부모는 아마 그 아이를 저
지하며 조심시켰을 것이다. ‘불구’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의 문제에
서 우리는 대놓고 쳐다보지 않는 것이 상대에 대한 예의임을 체득해왔
다. 그러나 이 다큐의 화면을 보고 있는 우리는 그를 정면으로, 클로즈
업된 상태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의 절단된 신체를, 그 괴기스런 환
イッチパブリッシング, 2010,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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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쳐다보도록, 훔쳐보도록 강제하는 폭력, 카메라의 대담한 시선이
뿜어내는 효력과 그 여파는 이 영화가 주는 충격의 일차적 원천이다.
내레이션이 시작된다. 대상과 관객 사이를 매개하는 카메라 프레임
에 의해 반강제적이고 비의지적으로 생성된 이미지에의 몰입과 매혹은
내레이션이라는 논리적 언어의 등장으로 어떤 정당성과 진정성의 형식
을 부여받는다. 그럼으로써 카메라의 관음적 상태는 사태의 전말에 대
한 호기심으로 일단 안전하게 전환한다.

1945년으로부터 18년이 지난 어느 여름날, 도쿄 시부야의 하치코 광
장으로 하나 둘 모여 드는 상이군인들. 그 중 한 사람이 한 쪽밖에 없

元日本軍在日韓国人傷痍軍

는 팔로 ‘구일본군 재일한국인 상이군인회(

人会)’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다. 17명의 회원 중 12명이 모였다. 이
들은 태평양전쟁에 일본군으로 참전했던 조선인으로 전쟁이 끝난 뒤
본 정부가 지급하는 군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잃어버린 팔다리를
보상해달라고 여러 번 일본정부에 요청했지만 무응답이었다. 그들은
카메라와 함께 총리 관저로, 외무성으로, 한국정부 도쿄 대표부로 찾아
가지만 두 국민정부는 모두 그들을 외면하고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긴
다. 정부들을 상대로 어떤 소득도 얻지 못한 그들은 가두 행진과 연설
로 시민들에게 직접 호소해 보기로 하지만 별다른 반향은 없다. 신주쿠
의 낡은 주점에 모인 이들은 제국일본의 군가를 부르며 쌓인 원망의
끄트머리라도 풀고자 하지만 결국 동료끼리 싸움이 일어나고야 만다.
처음에는 담담한 어조로 이 ‘잊혀진 황군’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던
내레이션의 목소리가 바로 그 주점에서의 싸움 장면에서부터 점차 격
앙되어 어떤 ‘노여움’을 내비치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마지막 3분 간의
내레이션이 주는 인상은 매우 강렬하다. “이들에게 즐거움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희망이란 무엇일까. 이들은 군인 연금을 요구하며 보상을 바
라고 있다. 그러나 이 신체가, 이 마음이, 이 18년간의 모든 것이 물질
적인 것만으로 보상 가능한 것인가”, “우리들은 이 사람에게 어떤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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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지 않다. 일본인들이여, 우리들이여, 이것으로 괜찮은 것인가!”
이것이 이 영화가 주는 두 번째 충격이다. 내레이션은 놀라울만큼 발화
의 방향이 선명하고 그 함축적 내용이 선동적이며 자기반성적이다. 서
락원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삶의 아픔에 동감하는 동시에, 감독 오시마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일본사회에 대한 자기고발이자, 반성과 행동을
촉구하는 용감한 발언이라 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내레이션이라는 음성언어는 문자언어와 때로 협력하는 관계로서 뉘
앙스의 고려에 따라 비교적 의미와 의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전달된
다. 또한 비록 순간적이기는 하지만 매우 감정적 호소력이 강한 의미전
달 수단이다. 이 영화의 내레이션이 증언하는 작가의 의도와 의지는 그
내용이 지시하는 의미와 함께 긴장한 목소리가 주는 울림에 의해 누구
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확실한 것이 된다. 오시마가 잊혀진 황군들의
처지에 동감하고 함께 분노하고 그들과 같은 방향에 서서 호소했음을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문자/음성 언어를 통해 전해
지는 내레이션이다. 잊혀진 황군들이 선 자리, 결국 그들이 그렇게 소
외당하도록 만든, 과거와 현재의 역사적․정치적․외교적․사회적․법
적인 문제의 복잡한 연계고리와 그 폭력성을 설명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지도 모른다. 오시마는 25분의 짧은 다큐멘터리의 효과를 강
렬하게 끌어올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방법의 하나로, 불필요
한 설명을 줄인 힘차고 간략한 내레이션과 단순한 클로즈업 쇼트의 적
극적 활용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고레에다 감독의 회고15)처럼
매우 성공적으로 그 의도를 전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성공’은
15) “이 방송 프로그램은, 우리들 일본인들을 대한 선동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
름 같은 것이 되며 끝나지요. 90년대에 TV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사
람으로서 ‘이런 내레이션이 존재했단 말인가’라는 것이, 처음 봤을 때의 인
상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 위의 글, 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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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 난감한 영상 매체의 이중성을 포함한 결과로, 일본인과 일본사회를
향해 양심적 비판의 날선 칼날을 들이댄 지식인의 반성과 촉구만을 전
달한다고 간단히 정리하기에는 꺼림칙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이 다큐
멘터리가 정치적 선동의 의지와 함께 피사체에 대한 포르노적 용망을
감추지 않는 관음적 시선 또한 날 것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
다. 영화 속 두 장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타자․피사체를 향한 ‘포

―

르노 폴리틱 카메라’라는 중의적이고 혼종된 시선을 논증하고자 한다.

2) 자이니치 상이군인들의 행진: ‘원 씬 원 컷’의 ‘폴리시(policy)’
먼저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일본식 ‘흰 옷’을 입은 상이군인들이 줄
지어 걸어나오는 씬에 주목해보자.16) “일본군이라는 같은 조건과 신분
에서 싸우고 부상을 입었으니, 동등하게 보상을 해주는 게 정당한 일이
아니냐, 천황폐하를 위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상이군인인 자신들과 가
족들에게 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총리대신은 절대 만날
수 없다”는 대답만 듣고 할 수 없이 돌아나오는 장면이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역시 국회의사당에서 나오다가 상이군인들의 행렬에 차를 세
우고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상이군인들은 프레임의 좌에서
우로, 다시 우에서 좌로 카메라 바로 앞을 지나쳐 걸어간다. 이 씬은
커트 없이 원 씬 원 쇼트로 찍혔다. 당시 사용되던 태엽구동식 카메라
는 백 피트짜리 필름을 사용해 한 쇼트를 40초 정도까지 찍을 수 있었
는데, 이 장면의 지속시간이 거의 40초이다. 그렇다는 것은 국회의사당
을 마주보도록 카메라를 먼저 설치한 뒤 멀리서부터 상이군인들에게
걸어오도록 액션 신호를 보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이나 커트 없이
16) 오시마 나기사 작품 시나리오집에 실린 바에 따르면(영상과 완벽히 매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잊혀진 황군>은 21개의 씬과 262개의 쇼트로 이루
어져 있다. 그 중 이 장면은 “6. 국회의사당 앞길”이라고 이름붙여진 씬이
다.
, 
の と
,
, 1966, 339쪽.

大島渚 日本 夜 霧 增補版 現代思潮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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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오시마의 연출의도와 방법에 상이군인
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동참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장면에 대해
오시마 본인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앞에, 전후 18년이 지나, 양손양발이 없는 병사들
이 흰 옷을 입고 걸어온다는 것은 오싹할 정도의 무시무시함이
있었다. 그런 제 자신이 받은 감동 같은 것을 그대로 전했다고
생각한다. 설명이 필요없는 굉장함 같은 것이 있었다.17)

오시마는 이 행진을 일종의 데모라고 생각했다. “지체 부자유한 인간
의 진군이라는 것이다. 흑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버려진 군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가”18)라고 생각해 즉각적으로 흑인 재즈 드러
머인 아트 블래키(Art Blakey)의 드럼을 배경음악으로 선택했다. 국민
국가 또는 법치국가로부터 배제된 이들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형상화시
킨 장면이면서 영화전체의 내레이션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과도 일
치한다. 또한 ‘의사당을 가로지르는 소복 군단의 행진’이라는 이미지는
전후 일본사회가 억압하고 회피해온 과거의 집단적 광기와 폭력적 배
제의 징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 요모타 이누히코는 이들이 ‘신체장
애자, 병사, 한국인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측면’에서 동시에 회피당하
고 금기시된 존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등장하는 과거 병사였던 이들은 신체장애자라는 점에
서 먼저 시선을 회피 당한 존재이고, 다음으로는 군가를 소리
높여 부르는 병사라는 점에서 전시 하의 기억을 둘러싼 건망증
을 그 내용으로 한 전후 민주주의 사회가 금기했던 존재다. 마
지막으로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전후 강렬하게 신화화된 일본인

17)
18)

大島渚, 앞의 책(2004), 38쪽.
大島渚, 위의 책,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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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수민족신앙이 본디부터 기피한 존재인 것이다.19)

그들은 과거의 제국주의와 현재의 법치국가이자 국민국가인 일본사
회의 폭력성을 몸소 증거하는 존재인 것이다. 오시마의 영화 속 ‘흰 옷
의 존재’들은 식초로 쓰인 온갖 글씨와 얼룩들을 숨기고 있는 매끈한
종이 위를 비추는 돌연한 빛과 같다. 종이를 태우지는 못하지만 감춰진
흔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눈부신 존재. 그들과 대면했을 때에야 비
로소 자기만족적 동일성에 갇혀 있던 공동체의 일원들은 흠칫 놀라며
어렴풋이 떠올린다. 자신들이 과거의 어떤 것을 회피하고 탄압하고 무
시하고 숨기며 살아왔는가를. 즉 억압된 집단적 욕망과 광기의 흔적의
타자화인 것이다. <잊혀진 황군> 이후 타자의 형상이 현재에 ‘출몰’함
으로써 그 집단을 뿌리째 흔든다는 설정은 오시마의 필모그래피 전체
를 관통하는 모티프 중 하나가 된다.

3) 헐벗은 눈의 충격: ‘클로즈업 몽타주’의 포르노성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행진” 장면은 ‘폴리틱’의 의지를 상징하는 씬
이었다. 단 한 번의 커트 없이 하나의 연속적인 씬으로, 단 한 장면에
서 원일본군 자이니치 상이군인이라는 타자가 함의하는 ‘세 가지 차원
의 배제’를 강조하는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상이군인’
이라는 피사체 자체가 가진 나약한 모순으로 인해 과거 체제의 ‘인정’
에 기반한 안전한 선동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들
자체가 과거 일본의 폭력성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에
일본(국/천황)에의 봉공을 체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생계를 위협
받는 경제적 열악함으로 의해 그들이 일차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일본
인 상이군인과 똑같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에 국한된다는

19)

四方田犬彦, 映画と表象不可能性, 産業図書株式会社, 2003, 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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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20) 이들의 언설과 데모는 복종적 신체를 강조하는 방식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그런 감정적인 울림을 증폭시키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도 자신들의 훼손된 신체를 전시하는 상황을 일정부분 받아들이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 혹은 용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
이다. 요모타는 ‘희생자들을 특권적으로 미화하지 않고, 인도주의적인
표현을 거부하며, 훼손당한 신체의 충격적인 영상을 제시하면서 일본
인을 향해 선동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21)하지만 다음 장면을 고
려하면 충격 효과를 위해 ‘훼손당한 신체의 전시’를 선택한 오시마의
판단에 과연 온전히 동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국회의사당 앞에서의 행진’과 대비되는 욕망, 피사체를 향한 관음
적․포르노적 시선의 욕망을 상징하는 씬은 데모가 끝난 후의 ‘뒤풀이’
장면이다.22) 일본 군가를 함께 부르며 웃으며 술을 마시던 이들이 어
20) 이 피사체가 된 ‘존재들의 요구’는 표면적으로는 연금의 취득으로 수렴되
지만 영화 속에서는 밝히지 못한 ‘각자의 정치적 입장차’가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후 구일본군재일한국인상이군인들 중 대부분은 일본인으로
귀화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채였다. 이들이 왜 일본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는가, 혹은 취득할 수 없었는
가에 대한 내막은 알 수 없다. 다만 재판 시의 국적과는 관계없이, 참전 당
시 일본제국의 신민 신분이었으므로 일본정부에 보상의 책임이 있다는 것
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199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던 생존자 석
성기 씨, 진석일 씨 2인이 전상병자유족등원조법에 의거해 도쿄지방재판
에 장해연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잊혀진 황군>은 법정에서 증
거로 상영되기도 하였다. 9회의 공판을 거듭하지만, 1994년 7월 15일 최종
심에서 청구는 각하된다. 이미 2개월 전에 진석일 씨(75세)가 급사하여
1963년 영화 속 시위에 참가했던 이 중 석성기 씨만이 유일한 생존자로
남은 상황이었다. 진석일 씨의 죽음을 애도하는 의미로 오시마는 흰 양복
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팔에 상장을 두르고 최종심에 참석했다.
,
94.7.20 , 
50 ․
100 ,
, 1995, 282～283쪽.
21)
, 앞의 책(2003), 183～184쪽 참고.
22) 시나리오에서는 씬넘버 “18. 식당의 방”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쇼트의 개
수는 189번에서 229번까지 41개이다.
, 앞의 책(1966), 349～351쪽.

映画日記
四方田犬彦

戦後 年 映画 年 風媒社
大島渚

大島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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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순간부터 다투기 시작한다. “언쟁이 시작되었다. 염려하던 대로다.
늘 이렇다. 이 서글픈 싸움, 동료에게밖에 쏟아내지 못하는 둘 곳 없는
분노, 추해 보이는가? 이상한가?” 어느 정도 예상된, 반복되어 온 다툼
임을 암시하는 내레이션 직후, 서락원의 얼굴 클로즈업 쇼트가 뒤따른
다.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헐벗은 자신의 눈을 손가락으로 집으며 서
럽게 운다. 사람들이 달랜다. 카메라는 그가 선글라스를 벗기 전부터
그의 얼굴을 정면에서 찍고 있다. 이 영화에서 사용된 카메라는 모두 4
대였다. 그 중 한 대가 서락원의 얼굴만을 겨냥해 줄곧 찍고 있었다는
뜻이다.23) 다음 쇼트에서 그는 다시 선글라스를 쓰고 있으나 이번에는
웃통을 벗고 있다. 동료들이 옷을 입혀주는데, 흥분한데다 술기운이 오
른 그는 몸을 쉽게 일으키지 못한다. 하나 둘 동료들이 자리를 뜨고 이
렇게 술자리가 파하는구나 라고 생각될 무렵 다시 서락원의 얼굴 클로
즈업이 돌출한다. 그는 앞의 행위를 반복한다. 울부짖으며 선글라스를
벗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일그러진 얼굴을 드러내 보인다. 카메라는 그
런 얼굴 클로즈업 이후 그의 짓이겨진 양쪽 눈만을 익스트림 클로즈업
으로 확대한 쇼트를 보여주기를 반복한다. 그의 얼굴과 선글라스를 벗
은 헐벗은 눈만을 찍은 장면이 무려 1분에 달한다. 주점에서의 전체 씬
이 약 3분 12초인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앞서도 내용적으로 똑같은 영
상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씬 전체의 반이 서락원의 ‘선글
라스를 벗은’ 얼굴의 클로즈업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잊혀진 황
군>의 씬들 중에서 이 얼굴 씬은 가장 ‘비언술적․비정보적’인 씬이다.
23) 오시마는 처음부터 서락원의 허물어진 양눈을 카메라로 찍고 싶다고 생각
하고 있었지만, 피사체인 당사자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었다고 한
다. 그런데 싸움이 계기가 되어, “그가 찍혀지고 있다는 것을 지나치게 의
식한 나머지 흥분하여, 그 격한 감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나에게 설명하려
고 서두르는 바람에, 마침내 카메라의 존재를 잊고 검정 안경을 벗어버렸
습니다. 그때 나 자신도 카메라를 돌리고 있음을 잊을 정도였습니다만”
, 
の
,
, 1978, 233쪽.

島渚 同時代作家 発見 三一書房

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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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들은 동지인데도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는가. 당사자들의 말을 알
아들을 수도 없고, 내레이션으로도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장
면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서락원을 중심으로 한) 저들의 아픔
과 분노, 말 못할 감정으로 흘러넘치는 곳이다. 이 장면에 대한 사토
타다오의 설명을 들어보자.
이 장면은 당사자들의 말도 알아들을 수 없고 내레이션에서
도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 그들이 동지인데도
그렇게 격하게 싸우고 있는 것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
러나 변함없이 오시마 나기사는 연출된 드라마에서도 이렇게까
지 세밀한 컷 분할로 액션을 분석한 것은 좀처럼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풍부한 쇼트로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이 작품의
성공 요인이 있다.24)

어떠한 사회운동, 정치운동에 있어서도 운동에 관계하고 있는 동지
들의 대립이나 분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다. 학생시절부터 정치운
동에 관계해 왔던 오시마 나기사라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들은
오시마의 영화 속에서, 같은 신념으로 뭉쳤던 동지들의 억눌린 정치적
대립이나 감정적 갈등이 연회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장면을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다(대표적인 작품으로 <잊혀진 황군> 이전에는 <일본의
밤과 안개>가, 이후에는 <의식>이 있다).
사토 타다오는 이 장면이 있기 때문에 “<잊혀진 황군>은 어쩌면 무
수하게 만들어진 일본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가운데에서도 가장 훌륭
한 작품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체면 불구하고 분
노를 폭발시키도록” 한 것은 “아무리 우연이라 해도 찍히는 사람에게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하는 무언가가 오시마 나기사 자신의 태도에도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그것은 “분노를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
24)

佐藤忠男, 大島渚の世界, 筑摩書房, 1973, 167～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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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 말은 즉 상이군인들이 오시마를 비롯한 촬영팀을 신뢰하고 있
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된다.25) 그러나 영화 속 내레이션과 오시마의
인터뷰를 보면 이 연회의 말다툼 장면은 결코 우연이라고 단정할 수만
은 없는 것 같다. 또한 역시 오시마의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들어보면,
이 흘러넘치는 감정의 일부는 오시마 본인의 것이기도 한 것 같다.
저는 예측했었습니다. 저 같은 무리가 착실히 진정될 리가 없
다는 것을(웃음). 하루의 데모가 무사히 끝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지요. 당연히 애정싸움이랄까, 동료 간의 싸움이랄까, 그런
것이 일어나게 마련이죠. 그들과 만나는 동안 그들 사이의 관계
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 “그(서락원)에게 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난폭하게 구니까요”라고 모두가 말하기도 했고(웃음).

처음부터 예측되어 있던 것이지요. 하지만 얼마나 극적
이 될 것인가는 물론 알 수 없는 일이죠 … 이것은 잊혀진 황군
그것은

.

들의 시위운동이었지만 그들 이상으로 흥분해 있던 것이 저였
습니다. 오늘의 데모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내가 흥분하지
않으면, 누가 흥분해줄 것인가.

는 눈물이 날 만큼 감동했죠

마지막에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 26)

술자리 장면은 의심할 여지없이 반쯤은 연출된 것이고, 반쯤은 유도
된 것이다. 오시마는 이 장면에서 극적인 어떤 것을 기대했고 그것이
영화의 결정적 장면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고 강력한 이미지의 출현의 예감 앞에서 ‘감동했다’는 심정을 고백한
다. 그런 극적 상황을 향한 욕망, 또는 상처의 더 깊은 민낯을 찍고자
하는 의지가 서락원이라는 저 피사체의 그로테스크한 신체에 대한 몰
입으로 수렴될 때, 극적 효과를 향한 오시마의 그 강도 높은 의지는 어
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25)
26)

佐藤忠男, 위의 책, 169, 170쪽.
大島渚, 앞의 책(2004), 36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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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일본인들을 향한 선동자이고, 그와 동시에 나 자신도
선동자다. 그런 자세로 그들을 대했다. 잊혀진 황군의 사람들을

마주본다(向かい合う)는 것은 드라마라고 할까, 다큐멘터리라고
할까, 그것은 나의 행동에 달렸다. 그 행동을 통째로 작품으로
할 수 없을까 생각했다.27)

오시마가 위와 같은 생각으로 카메라를 들었을 때, 서락원은 카메라
의 시선 앞에서 자유롭게 응답할 수 없는 구속적 상태에 놓인다. 오시
마가 전제한 ‘마주본다’는 의식은 문제적이다. 맹인인 서락원의 ‘눈 아
닌 눈’을 향해 수없이 클로즈업할 때, 그 ‘마주본다’는 오인 속에서 실
은 오시마의 외설적 욕망만이 응답받는 것이 아닐까. 카메라를 향하게
하는 방식, 카메라를 든 자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귀를 열고 대답을 기다리는 질문의 카메라인가 그들의 아픔을 폭
로시킴으로써 고백을 유도하는 심문의 카메라인가. 상이군인들을 찍은
수많은 씬이 그들의 의족, 상처, 굳은 얼굴의 클로즈업으로 일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보자. 잔디밭에서 점심을 먹는 장면에
서는 모든 쇼트가 그들의 신체적 장애를 강조하는 앵글로 찍혀 있다.
이가 빠지고 살이 타들어가 허물어진 입술로 주먹밥을 먹는 서락원의
얼굴을 찍은 쇼트도 역시 카메라 렌즈 뒤에서 시선에 노출되지 않은
자의 관음적 욕망만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분노의 공유’로 오인된 ‘분
노의 전시’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포르노그래피적인 시선이 정치적 효과를 고려한 것이었다는 이유만
으로 사토 타다오와 같이 ‘웅변적인’ 것으로, 작품의 ‘성공 요인’으로 간
단히 받아들일 수는 없다. 여기 무릅씀의 두 가지 벡터가 있다. 한 가
지의 무릅씀은 사토 타다오가 높이 평가하는 ‘끈질김의 충격적 효과’를
위한 것이다. 그는 카메라가 피사체를 향해 ‘무릅쓰고’ 다가감으로써
27)

大島渚, 위의 책, 35쪽, 강조는 인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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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관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곳은 동시에 그 의
미(의지)가 붕괴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무릅씀의 긍정적인 힘이
놓칠 수 있고, 가닿을 수 없는 지점이 있다. 카메라라는 포착력을 소유
한 자, 카메라라는 무기를 든 자, 카메라라는 프레임의 구축자, 다시 말
해 시선을 장악한 자가 피사체의 이미지를 선택해 추출할 때 심사숙고
해야 할 카메라의 윤리이기도 하다. 이 윤리는 매개력의 양태와 관계된

―

다. ‘포르노 폴리틱’ 카메라를 쥔 자는 이 성가신 매개력의 양끝의 균
형을 조절하기 위해 끝없이 고민하고 매번 선택할 수밖에 없다.

―

―

근본적으로 ‘포르노 폴리틱 카메라’는 영상 이미지를 통해 예술의
충격 효과와 선동 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작가라면 누구나 그 위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양날의 칼과 같은 모순의 형식이며, 질문의 형식
이다. 카메라는 예술도구인 동시에 ‘총’이기 때문이다.28) 영화는 작가의
내면을 영사하는 척하면서 현실과 피사체를 향해 총알을 쏘아 얻어낸
상처를 스크린 위로 쏟아낸다. 결국 이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욕망의 카
메라 예술은 윤리적인 질문으로 길을 잡을 수밖에 없다. 카메라로 무언
가를 찍는다는 것은 취사선택을 의미하는 일이며, 사각의 프레임에 대
상을 가두고, 그들의 빛과 어둠을 조절하고, 수많은 색과 표정 중에서

(카메라 뒤에 선 자에게 있어) ‘아름다운’ 상태를 선별하며, 더욱이 음
향적 유혹과 함께 그 매력을 대중과 공유하고자 하는 행위다. 세상을
조각내고, 타자를 시각화화하여 하나의 독립적 세계를 편집․조작하는
행위로 그 전능한 창조력에 마땅한 책임감이 동반되는 일인 것이다.

28) 영어 동사 ‘숏․쇼트(shot)’가 ‘사진을 찍다’와 ‘총을 쏘다’라는 두 가지 뜻
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쟁 사진을 포함한 극적 이미지의 일반
적인 속성, 즉 카메라의 ‘약탈적’ 속성에 관해 논한 손택의 비평을 떠올려
보자. 이재원 역(Susan Sontag 저), 사진에 관하여, 이후, 2005, 제1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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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성:

혁명의

표상이자 가난과 혐오의

표상

1. 한국 방문 경험과 양가적 표상
오시마 나기사의 필모그래피 속에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한국에 관
한 이미지가 몇 가지 존재한다. 하나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대항한

4․19 학생운동 당시의 뉴스 장면으로, 오시마의 두 번째 작품 <청춘
잔혹이야기>에서 처음 인용되었다. 여주인공이 들어간 영화관에서 ‘한
국에 폭동 유혈 참사’라는 자막이 붙은 뉴스 영화의 형식으로, 학생들
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자동차 위에 올라 타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
자 거리의 시민들이 그에 화답하며 박수를 치는 장면 등 제목과는 달
리 혁명의 분위기에 들떠 일체화된 열정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이다. 그
와 대조적으로 영화관 밖 도쿄 거리의 학생 데모 행렬은 맥없이 줄지
어 걸어가고 있을뿐 활기가 없고, 주인공 커플은 그런 양국의 정치적
상황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다는 듯 담배나 섹스에 대한 얘기만 화제에
올린다. <청춘잔혹이야기>가 개봉한 것이 1960년 6월 3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당시로서는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한국의 상황을 체크해 개
봉할 영화에 삽입시키고 있는 순발력에 놀라게 된다. 뒤에서 다룰 <청
춘의 비>에서도 똑같은 뉴스 필름의 일부가 사용되고, <잊혀진 황군>
에서도 역시 짧지만 한국에 대한 소개 장면에서 빠지지 않고 4․19 장
면이 삽입된 바 있다. 오시마는 일본의 젊은이들과 대조되는 한국 젊은
이들의 정치적 열정에 대해 흠모라고 할 일종의 이상상을 가지고 있었
던 듯하다. 즉 혁명적․정치적 존재, 생명력 넘치는 이상적 민중의 모
습을 동시대 한국(인)에게서 찾으려 한 것이 아닐까. 다만 4․19 장면
은 그가 현장에서 보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직접 프레이밍해 찍은 이미
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선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이 이미지는 오시
마의 극영화 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가 직접 ‘찍지 않은’ 영상으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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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의 기록다큐멘터리 중에는 과거의 자료만을 편집하여 완성한 작품
이 있지만), 이미 확보되고 고정된 시각자료를 재활용한 것이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또다른 이미지는 오시마가 한국을 방문하여 직
접 찍은 스틸사진이다. 1964년 8월 21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약 2개월
간, 오시마는 논픽션극장의 다음 작품을 위해 한국에 체류할 기회를
얻는다. 이때 받은 인상을 신문에 게재하고 있는데 그 일부를 보자.
김포공항에서 코스모스가 만발한 길을 지나 수도 서울에 입
성한 나의 첫인상은 아아,

여기는 거대한 가마가사키구나 하는

것이었다. 잡다한 거리, 너저분한 장식, 길가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더러운 복장의 아이들, 그 속에 넘쳐나는 민중의

에너지 등이 격렬한 힘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이전 가마가사키
를 좋아해 <태양의 무덤>을 찍었던 것처럼 나는 한 눈에 이 도
시가 좋아졌다. 일본은 전쟁이 끝난 지 이미 20년이 흘렀지만
한국은 아직 전후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 이 거리는 일본의
종전 후 3, 4년 정도의 상태인 것이다.29)

釜 崎

가마가사키[ ヶ ]는 오사카의 대표적인 슬럼가로, 오시마의 세 번
째 작품인 <태양의 묘지>는 이곳을 배경으로 야쿠자 조직의 암투 과
정 속에서 최하층 노동자의 비참한 상황과 그들의 삶에 대한 에너지를
묘사한 작품이다. 이 영화에는 호적을 몰래 매매해 이익을 챙기고 개고
기와 내장 요리를 언급하는, 재일조선인으로 짐작되는 인물이 등장한
다. 양아치들이 반쯤 웃통을 벗고 있거나 런닝셔츠 차림으로 다니고,
아이들이 맨발로 거리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위험하게 놀고 있는 장면
들이 <윤복이의 일기>의 이미지와 겹쳐진다. <청춘의 비>를 촬영하
는 틈틈이 오시마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사진으로 남긴 한국의 모습은
밤톨처럼 빡빡 깍은 머리에 동그란 눈으로 카메라 쪽을 바라보는 소년
29)

大島渚, 大島渚著作集 2卷, 現代思潮新社, 2008,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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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절뚝이며 거리를 걷고 있는 소년,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거리
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로 가득하다. 이런 스틸 사진은 <윤복이의 일
기>에서 한국의 가난하지만 강인한 소년을 대변하는 윤복이로 수렴되
는데, 그중 몇 장의 스틸 사진은 <교사형>에서 여고생 살인죄로 사형
을 언도받은 R이라는 인물의 빈곤 속에서 차별받던 어린 시절을 암시
하는 장면으로 재삼 등장해 눈길을 끈다. 오시마는 한국의 가난한 아이
들과 더러운 거리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
다고 회고하고 있는데, 그런 이중적 감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
는지는 가마가사키에 대한 언급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가마가사키라는 곳은

전후의 암시장과 같은 성질의 장소다.

혁명적 에너지라는 것은 1960년의 시점에서는 이미 일반 노동

자에게는 없어진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안보투쟁을 전학련
이 주도하고 노동조합이 뒤따라 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노동조합에는 이미 혁명적 에너지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
에, 혹시 그러한 힘이 남아있는 곳이 있다면 이런 곳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다. 그것이 가마가사키를 선택
한 이유다. … 일본을 다시 한 번 전후 암시장으로 돌려놓고 싶
다는 바램. 일본에
고 생각한다.30)

혁명이 가능했다면 전후 직후밖에는 없었다

일본 패전 직후의 암시장은 ‘질서 없는 질서’의 상징이라고 부를만한
곳이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인플레이션과 생활 물자의 궁핍이 극에
달한 전쟁 직후에는 배급받을 권리도 얻지 못한 조선인이나 중국인은
생활용품의 조달을 거의 암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재일조선인
들 중 날품팔이나 가사 도우미, 실업자의 비율이 1940년 3.5%에서

1952년 52.4%까지 올랐다는 조사결과31)가 있을만큼 생활난에 허덕이
30)
31)

大島渚, 大島渚 1960, 青土社, 1993, 191～192쪽, 강조는 인용자.
水野直樹․文京洙, 앞의 책, 13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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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사람들에게 암시장을 통한 정부 통제 물자의 밀매, 밀조주 제조와
유통 등에 대해 “불법 행위나 법률 위반이라는 죄악감 따위는 그다지
없었”32)을 것이라는 추측은 당연하다. 오히려 살고자 하는 의지와 생
명력이 땀에 반사되어 빛났을 것이다. 즉 오시마에게 ‘가마가사키’로
대변되는 ‘전후 암시장’이란 범죄적 존재들의 공간인 동시에 사회․부
르주아․권력․국가에 대항하는 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한 장소이다. 살
기 위해서는 범죄자가 되는 길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자들의 생활

―

상은 ‘포르노 폴리틱 카메라’가 가진 양면성과 마찬가지로 비틀린 혁
명/범죄 가능성이라는 야누스의 얼굴과 같은 이중성 안에서 회전한다.
오시마 이전의 영화감독들이 재일조선인에 대해 보여주었던 ‘야쿠자’
대 ‘이상화된 존재’라는 이분법이 오시마의 작품 속에서는 혼합되고 밀
착되어 있다. 다만, 재일조선인․한국인 속의 개인을 삭제하고 하층
민․희생자․피해자의 위치만을 강조하여 일반화함과 동시에 이런 존
재들이야말로 기존 질서를 뒤엎는 혁명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파국적
발상은, 특히 타자를 향해 단언될 때는 위험하고도 낭만적인 가치관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재난 이후’, 전쟁과 재해의 불
탄 자리에 오히려 국가와 자본이라는 권력 주도의 성장이 더욱 손쉽게
자리잡았던 역사적 사례들을 떠올려 보면 이런 파괴적인 발상은 엘리
트들의 이론적 환상에 기반한 비현실성의 여지마저 느끼게 한다. 이러
한 모순적인 두 이미지가 상호 투쟁하는 현장에 한국과 자이니치의 표
상이 내포하고 있는 중층적인 함의가 운동하고 있다.
덧붙여 여기서는 <태양의 무덤>을 “‘애브젝트’로 가득찬 영화”로 명
명한 신하경의 언급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는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공

尹健次

32) 박진우 외 역(
저), 재일의 정신사, 한겨레출판, 2016, 129쪽. 특히
전후 암시장은 조선인이 주를 이루었고, 이런 잔류 조선인들의 생활방식이
정부의 정책 수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편견에 가득찬 당시 일본인
의 시선에 대해서도 같은 책의 ‘암시장’ 부분(128～131쪽)을 참고.

340

石堂論叢 69집

포의 권력에서 제시한 ‘애브젝트(abject)’에 대해 “주체성이 형성되기
위해 어떻게 부적합하고 더럽고 무질서한 것들을 그 사회가 배제해 가
는가를 분석하는 개념”이라 설명하면서, “오시마의 전 영화적 작업이
일본 사회의 ‘애브젝트’를 성과 범죄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고 서술하
고 있다.33) ‘애브젝트’ 개념을 오시마 영화 전반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

는 좀더 구체적인 분석작업이 요구되겠으나, ‘포르노 폴리틱 카메라’
의 양면적 욕망 속에 불결하고 꺼림칙하면서도 동시에 그로테스트적인
매혹성을 함유한 ‘타자’ 즉 애브젝트에의 비틀린 집착이 내재하고 있다
는 점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겠다.

2. <청춘의 비>의 두 얼굴
한국의 이승만 정권을 하야시킨 학생운동의 과정에서 한 쪽 팔을 잃
은 ‘혁명의 히로인’이 4년이 지난 현재는 매춘부로 일하고 있다는 이야
기를 전해들은 오시마 나기사는 <잊혀진 황군>의 ‘한국인 여성’ 버전
을 상상하며 취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서락원과 같이 정신적․신
체적 상처를 가진 한국 여성의 생활상을 밀착해서 찍을 생각이었으나,
한일회담이 최종국면으로 들어간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방송국의 사정
에 의해 매춘부를 갱생시키고자 하는 양심적인 사회사업가와의 미담을
중심으로 시설에 있는 ‘조선전쟁고아’까지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테마
와 발화의 선명함이 인상적인 <잊혀진 황군>에 비해 <청춘의 비>는
줄거리와 완성도가 복잡하고 애매하여 당시에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했지만, 50년이 지나 새롭게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품고 있는 영상과
테마의 복수성, 뒤얽힌 구조와 미결단성이 현장의 다양한 조건을 추측
하게 하고 생각할 지점을 던져주고 있다.
영화는 38선의 주변 풍경으로 시작한다. “남쪽과 북쪽의 주민들의 의
33) 신하경, 앞의 논문(2010), 193쪽 각주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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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들이 짊어져야 할 불행이 아니다. 그
럼에도 그들은 역사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내레이션이
시작되고, 방진호라는 인물이 소개된다. 그는 평택에서 호적 없고 갈
곳 없는 전쟁고아들과 상이군인을 보살피는 시설을 운영한다. 시설이
라고는 하나 낡은 초가집에 모여 살며, 폐지와 고물을 줍고 신문을 팔
고 밭일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공동체 같은 곳이다. 이들의
일상이 잠시 비춰진 뒤 방진호의 이력이 소개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때의 영상이 <잊혀진 황군>에서 서락원의 이력을 소개할 때의 영상과
거의 같다는 점이다. 일장기 앞에서 학생들이 정렬한 모습, 징병 신체
검사를 받는 모습, 출병하는 군인들을 향해 일장기를 흔드는 모습까지
똑같은 자료 화면을 중복해 사용하고 있다. 같은 시대를 살아온 같은
민족이며 같은 역사의 불행을 짊어지고 살고 있다는 식의 의도적인 동
일화의 표현, 인물들을 일반화하는 관념적인 시선으로 읽히기도 하는
부분이지만, 이어서 소개되는 방진호의 이력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근
대사의 어둠이 깊게 들러붙어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북조선 땅에
서 태어나 만주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일본군에 소속되어 만주에서
일했던 그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북쪽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자 남쪽에
서 새 가정을 일구고 산다. 영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현재의 관객
들은 즉각, 전쟁고아들이 마치 수출품처럼 집단으로 양자결연을 맺고
국외로 흩어지게 되는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전후 독립된 한국
정부 하에서도 자이니치와는 또다른 강제 국외자를 만들어내고 강제이
민이 행해졌던 것이다.
한편 4․19 혁명에서 한 쪽 손을 잃은 박옥희라는 인물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매춘부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
다는 사연이 매스컴의 캠페인을 통해 알려진다. 방진호는 그녀와 그녀
의 가족을 찾아가 매춘부를 그만 두고 자신과 함께 노동하며 살아가자
고 설득하여 그녀를 데리고 평택으로 내려온다. 그러나 오른 팔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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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해 본 적이 없는 그녀는 그곳의 생활에 적
응하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제대로 일하지 않는 부친 때문에 고생하
는 가족들이 걱정되어 사창가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이 말을 전
하는 장면에서 방진호는 박옥희의 뺨을 때리며 심하게 질책한다. 그녀
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스스로의 무력함을 탓하며 오열한다. 인물들의
얼굴을 거침없이 클로즈업하는 카메라의 시선은 <잊혀진 황군>의 때
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먹는 모습, 자는 모습, 일하는 모습, 우는
모습, 노래부르고 춤추는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무안할 정도로 들여
다본다. 그 시선의 잡식성, 절제되지 않는 관음증은 오히려 피사체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입하게 만들기보다 카메라를 든 자의 이동에 더 신
경을 곤두세우게 만든다. 저 클로즈업들 중에서 역시 빈번히 등장하는
것은 방진호와 박옥희의 얼굴이며, 그 대조성, 눈물 흘리고 통곡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방진호와 표정을 죽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박옥희의 대
조이다. 이 두 인물의 이별을 앞두고 다투는 장면은 “다큐멘터리 전체
의 구도 속에서 적극적으로 장치된 사건”이며, “누구도 작위적으로 행
동하고 있지 않지만 배어나오는 정치성”으로 불가사의한 분위기를 보
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필사적으로 연기하고 있는 것
이 방진호이며,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박옥희”인
것이다.34)
이승만 독재와 부정선거를 고발하고 그 정권을 붕괴시킨 시위에서
희생된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기념비가 ‘청춘의 비’다. 그러나 당시 한
국에서는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성공해, 4․19 혁명의 성과가 유린당
한 상황이었다. 다시 오시마가 한국을 방문했던 시기를 더듬어 보면

1964년 여름, 한일회담 반대투쟁 데모대를 진압하기 위해 박정희가 처
음으로 내린 72일 간의 비상계엄령이 끝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34)

小野沢稔彦, 大島渚の時代, 毎日新聞社, 2013,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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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였고, 8월 14일 발표된 ‘1차 인혁당 사건’으로 ‘북괴’, ‘국가변란’,

‘학생시위의 배후조정 세력’과 같은 말이 난무하며 불신과 불안이 팽배
하던 때였다. 한일 국교정상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정부 간
의 움직임으로 일본정부와 일본인에 대한 반감도 심심찮았을 것이 분
명하다. 이렇게 과거가 흐지부지 덮이고, 다시 새로운 독재 정권이 들
어선 것처럼 박옥희도 자유와 자립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사창가로
돌아간다. 영화는 한 여성을 통해 한반도 현대사의 반복되는 비극을 비
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읽힌다.

“박옥희,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응시한다. 드디어 강하게 살아내자고
결심한다. 다시 한 번 가혹한 운명의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내자고. 그
리고 내일 또 다시 가혹한 운명에 용감히 싸우자”는 내레이션이 흐르
는 와중에 사창가로 돌아온 박옥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가슴의
흉터를 바라본다. 아이들과 힘을 합쳐 수레를 끄는 방진호의 모습 위로
비석이 되어 영원히 깃발을 흔드는 ‘청춘의 비’ 조각상이 겹쳐진다. 오
시마의 마지막 타협선은 고뇌를 짊어지고 고난에 맞서서도 자신의 몸
을 단호하게 주도해가는 인물들의 모습이다. 이 다큐가 “한국인이 아니
면 참으로 깊이 고뇌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진정으로 그것을 넘
어 시원스럽게 자기 자신을 응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토 타다오의 해석은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이런 한국인에 대한 호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편에 대해서는 엄해

―

憂國)이라고 해야 할까―이 역설적으로

지게 되는 내셔널리즘 우국(

나타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성찰에는 동의하기 어렵지 않다.35)

3. <윤복이의 일기>와 오시마의 소년들
한국 대구에 사는 11살 소년의 수기를 원작으로 한 윤복이의 일기
35)

佐藤忠男, 앞의 책(1973),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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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하늘에도 슬픔이는 1965년 여름 일본에서 번역되어 베스트셀러
가 되었다. 오시마는 이것을 읽고 감동해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
으나 다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다
가 전년도 <청춘의 비> 촬영을 위해 한국에 갔을 때 개인적으로 찍은
사진에 생각이 미쳤다. 그의 자동카메라에는 한국의 지저분한 골목과
언덕길에서 만난 코 흘리는 아이들, 부상자들이 잔뜩 찍혀 있었다. 오
시마는 이 스냅사진들을 배치해 16미리 필름으로 찍은 뒤, 윤복이의
일기에 대한 감상을 바탕으로 새로 쓴 내레이션과 음악을 첨가하는
작업을 통해 스틸 영화라는 실험적인 방식의 작품을 만들어냈다.36) 전
체 294장의 정지영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복해서 사용되는 사진을
고려하면, 실제로 사용되는 영상은 250장 정도이다. 처음부터 영화로
만들기 위해 촬영한 스냅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서사적 일관성은 없는
것은 물론이고, 원작의 ‘윤복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원작의 구성이나 줄거리, 심지어 내레이션의 내용과도 영상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골목에서 놀고 있는 영양부
족의 아이들, 부랑자 같은 도시의 아이들, 구두닦이, 아이를 업은 채 시
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여성들, 영화관 앞에서 껌을 파는 여성, 거리
에서 경찰과 격돌하는 학생들 등 한국에서 오시마가 직접 찍었거나 한
국을 찍은 자료 영상을 몽타쥬한 것일뿐이다. 그럼에도 “이윤복, 너는
열 살의 소년”이라고 여러 번 호명하는 동안 마치 정지영상의 인물들,
반복되어 나오는 한 소년의 불안과 호기심이 섞인 얼굴이 바로 ‘윤복
이’ 또는 ‘윤복이가 있는 한국’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동화시키는 불가
사의한 효과를 내고 있다. 내레이션의 일부를 살펴 보자.

36) 정지화면의 몽타쥬에 내레이션을 씌운 이런 수법은 후에 만화를 원작으로
한 <닌자무예장>(1967)에서 다시 한 번 실험․전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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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의 지배. 36년간의 수탈. 36년간의 탄압. 36년간의 살
육. 1940년 폐간된 신문은 썼다. 고추는 조려져서 마침내 매워
지고, 보리는 죽어서 새로운 싹을 틔운다. … 이윤복, 너는 또한
조려진 고추. 이윤복, 너도 또한 죽어 새로운 싹을 틔우는 보리.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학생혁명 가운데 소년들이
있었다. 시위 중 육탄으로 쓰러진 희생자 중 소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위, 이 시위. 이상을 요구하는 현실을 미워함. 압제
자를 미워함. 민족의 긍지를 상처 입히는 자를 미워함. 소년들,
돌을 던진다. 긍지에 차서 돌을 던진다. 이윤복, 너도 언젠가 너
는 돌을 던지는가. 이윤복, 너도 언젠가 돌을 던진다. 이윤복, 너
는 10살의 소년. 이윤복, 너는 10살의 한국 소년.37)

원작인 저 하늘에도 슬픔이 전쟁 후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정을 주
고받으며 굳세게 살아가는 한국의 아이들에게 동정적인 시선을 갖게
하는 내용이었다면, 오시마의 영화 <윤복이의 일기>는 저들의 가난의
원인으로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이승만 정권의 압제를 언급하고 있으
며, 그 와중에서도 굳건하게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윤복이와 같은 소
년이 한 나라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와 응원, 감격과
자기반성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선동성과 정치
적 효과를 의도하고 있다.38) 마지막 두 문장은 영화 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된다. 저 반복되는 호명을 근거로 사토 타다오는 이 영화가 “한국
소년에게 보내는 러브레터”39)라고 이름붙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윤복이의 일기>는 오시마가 “찍은 사진의 다큐멘터리인 동시에 윤복
이의 일기의 다큐멘터리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중의 다큐멘터리, 즉 한

大島渚

37)
, 앞의 책(1970), 366～367쪽, 371쪽.
38) 오시마는 “젊고 이름없는 가난한 인간이지 않으면 큰일을 이루는 것은 불
가능하다”는 모택동의 말을 즐겨 인용한다.
,
4 ,
, 2009, 74쪽.
39)
, 앞의 책(1973), 178쪽.

現代思潮新社
佐藤忠男

大島渚 大島渚著作集 第 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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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한 다큐멘터리이며 한국에 대한 나의 심정의 다큐멘터리가 되
었던 것이다.”40)
촬영 5일, 편집 7일, 녹음 3일, 16미리 필름으로 된 스틸 구성의 24분
짜리 단편 다큐멘터리는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상영되었다. 아마도 <잊
혀진 황군>이 8월 16일, 즉 종전기념일 다음날에 방영된 것처럼 ‘한일
기본조약’이 성립하는 시기에 맞추어 발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잊혀진 황군>과 <윤복이의 일기>는 가장 최근의 재난이었던 태평양
전쟁과 조선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였고, “이것은 보는 입
장에 따라서는 시대가 강렬하게 감상을 요구하고 있었다는”41) 의미이
기도 했다. 텔레비전을 통해 일시에 전국에서 방영된 <잊혀진 황군>
과 달리 <윤복이의 일기>는 주로 필름 대출을 통한 소규모 자주상영
의 방식을 취했는데, 전국에서 요청이 이어지며 인기를 거듭해 개봉 약

6개월 후인 1966년 6월에는 자주상영과 배급에 필요한 비용 약 50만
엔에 제작비 80만 엔을 더한 합계 130만 엔이 “거의 회수를 완료”하기
에 이르렀다.42)
또 <잊혀진 황군>이 ‘서락원’의 선글라스를 한 얼굴 클로즈업 쇼트
로 여러 번 회귀했던 것처럼, <윤복이의 일기>도 여러 이미지를 배회
한 뒤 항상 한 소년의 영상으로 돌아온다. 요모타 이누히코는 이 이미
지가 “구두점의 기능을 하고, 이야기가 다음의 주제로 전환한다는 사인
이 되며, 작품에 리드미컬한 음율을 주고”있다고 설명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으로 관찰되고 비평된 사회라는 작품의 주제에도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 해설을 내놓는다. 즉 소년은 전후의 관찰자이며

40)
41)
42)

大島渚, 앞의 글(1966), 56쪽.
四方田犬彦, 앞의 책(2010), 142쪽.
大島渚, ＜ユンボギの日記＞について , 映画評論 第23卷 6号, 映画評論
社, 1966, 40쪽. 이 기사에는 오시마가 중심이 된 독립 프로덕션 소조사의
연락처와 필름의 대출 광고가 붙어 있다. 대출료는 “1일 5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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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자라는 것이다.43) 오시마의 ‘소년’에 대한 애정과 몰두, 소년의 시
점으로 세계를 제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많은 작품에서 나타난다.
<윤복이의 일기>를 만든 것도 한국의 소년에 흥미가 있었기
때문으로 그런 흐름에서 이진우(<교사형>의 주인공인 재일조
선인)를 생각했다. 빈곤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대한 반항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 ‘비둘기를 파는
소년’(<사랑과 희망의 거리>의 시나리오 원제)과 같은 인물의
연장선에서 떠올려졌다고 생각한다. 이후 <열락>(1965), <백주
의 살인마>(1966)를 거쳐 ‘범죄’라는 것을 표면에 내세우면서
내 안에서 ‘비둘기를 파는 소년’, ‘한국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
는 소년으로서 키워진 것이다.44)

<청춘의 비>에서도 서사의 측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박옥희
의 인생 굴곡과 방진호의 사회사업이지만, 영상의 측면에서는 틈날 때
마다 전쟁고아들, 시설의 소년들의 모습이 등장했었다. 울고 있고, 돌
을 던지며 놀고 있고, 냄비에 아무렇게나 담긴 음식들을 허겁지겁 먹고
있기도 하지만, 매일 착실하게 폐지를 줍고, 잡일을 돕고, 신문을 팔고,
비가 와서 시내에 나가지 못하는 날에는 음식 동냥을 하러 다니는 생
활력 강한 한국의 고아들은 말없이 오시마와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
었다. 이 시선은 비둘기의 귀소본능을 이용해 사기를 치던 일본의 가난
한 소년(데뷔작 <사랑과 희망의 거리>)과 전쟁기의 아이들(<사육>)이
한국의 전쟁고아들(<청춘의 덫>, <윤복이의 일기>)로 이어지고, 재일
조선인 범죄자(<교사형>)로 이어지고, 다시 공갈자해를 벌이며 일본
전국을 떠도는 사기꾼 소년(1967년작 <소년>)으로 이어진다. 이들은
부모가 있어도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린 가장들이고, 불법 사

43)
44)

四方田犬彦, 앞의 책(2010), 145쪽.
大島渚, 앞의 책(2004),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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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같은 범죄의 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하지만 오
시마는 일본과 한국의 어른들이 저지른 만행의 흔적이 불탄 자리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는 곤란한 상황에서도 역사의 빚을 등에 업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범죄자적 소년들에게서 피해자이면서 범죄자이
자 삶의 개척자인 동시에 아직 ‘미성년’인 그들에게서 삶의 중층성에
숨겨진 어떤 진실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는 듯 보인다.

Ⅳ

.

결론을

대신하여

御

2013년 1월, 영화감독 오시마 나기사가 세상을 떠났다. <고하토(

法度)>(영․미․일 합작, 1999)는 오시마의 유작이 되었다. ‘고하토’란
‘금기’를 뜻한다. 영화는 1865년을 배경으로 신센구미(新選組)의 새로운
대원을 모집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대원들 모두가 검은 복장인 와중
에 카노 소자부로 혼자서만 흰 옷차림을 하고 나타나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 ‘흰 옷’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도 소자부로의 표식이며 눈에
띄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이 이목을 끈다. 소자부로는 그 아름다운 자
태로 인해, 과도한 자기규제와 엄격한 타자 배척을 통해 폐쇄적인 마초
사회를 유지해 오던 신센구미 집단에 동성애적 욕망의 내파를 불러일
으키고 결국 집단은 파멸로 향한다.
그러고 보면 <잊혀진 황군>의 상이군인들을 위시하여, ‘백의를 입은
존재’라는 이미지는 오시마 나기사의 60년대 영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

모티프 중 하나였다. 백의/소복은 일반적으로 조선 한국인을 환유하
는 관습적인 기표이지만 오시마에게 그것은 그저 단순한 표기에 그치
지 않는다. ‘백의’의 존재들은 순연하게 보이는 집단이 심각한 모순과
트라우마로 유지되고 있음을, 또한 그것이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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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든 수면 위로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리는 비상 신호다. “그는
너무 아름다웠어. 남성들에게 농락당하는 사이 요물이 덧씌워진 걸테
지.” 이것은 오시마가 영화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되었다. 아름
다운 매혹의 대상이었던 타자는 어떻게 이기심과 욕망에 의해 그로테
스크한 괴물이 되는가. 역사적 과오에 의한 것이든, 성적 억압에 의한
것이든, 억압되고 숨겨졌던 집단적 욕망과 광기는 ‘타자의 출몰’을 통
해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대면하게 된다. 이것이 오시마 나기사 영화
전체에 끈질기게 흐르고 있는 굵은 수맥이다.

<고하토> 후반부에서 파멸한 전장의 흔적을 조용히 지켜보던 화자

違

가“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これは うのではないか)”라고 읊조릴
때, 즉각적으로 <잊혀진 황군>의 마지막 내레이션 “이것으로 괜찮은
가?(これでいいのだろうか)”을 떠올리게 된다. 비록 일본인을 향해 선
동적으로 외치던 힘찬 외화면 내레이션이 혼자서 조용히 되묻는 내화
면 모놀로그로 바뀌었지만 말이다. 질문과 고민은 여전하지만, 유작에
서의 오시마는 젊었을 때의 혈기를 누르고 단언하기를 삼가고 있다. 오
시마가 재일조선인․한국과 만났다는 것은 전후 일본인으로서 자신의
타자, 역사적인 타자와 만났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타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래도 자신을 다시 검증하는 일이 필요해진다. 영상의 곤란함을 목
격하고 고민한 오시마는 이후의 극영화 작업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
이니치와 한국인과 일본인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심화시켜 나간다. 오
시마의 이후 작업에서 재일조선인이나 한국인을 향한 타자적 인식이
당사자 의식으로 발전하며, 동시에 응답가능성으로서의 예술적 형식을
실험한다는 점에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점만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응답/책임에의 인지를 바탕으로 그는 이후로도 극영화를 통해 재
일조선인․한국과 자신(일본인․일본사회)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지
속하며 내셔널한 틀의 구분을 넘어 고통의 연대로서의 타자를 접촉하
는 과정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 속에서 그는 역사적 타자에 대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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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학적인 죄와 그 책임의 문제를 질문할 수 있게 된다. 거기로부터 “당
신은 일본인입니까/ 아니요, 한국인입니다”라는 대화의 출현(<돌아온
주정뱅이>)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금 타자의 다른 등장을 목격하고 있다. ‘구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는, 일본제국주의 하에 명백히 존재했으나 70여
년의 세월 동안 숨죽여 있던 또다른 ‘자이니치’가 그것이다. 직접 짠 삼
베로 지은 ‘흰 치마저고리’를 걸치고 15인이 1994년 5월 24일 방일했다.

‘백의’의 그녀들이 장구와 징을 울리며 행진을 한다. 국회 앞에서 청원
데모를 하고, 긴자와 이케부쿠로 광장에서도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총
리관저로 찾아가 수상과의 면담을 요청하지만 수상을 직접 만나는 일
은 있을 수 없다는 대답. 이는 완전한 기시감이며 폐쇄적 순환상태가
아닌가. 그것은 오시마 나기사가 <청춘의 비>를 기획할 때 의도했던

<잊혀진 황군>, 그것의 한국 여성판, 그것의 완벽한 재현적 반복이 아
닌가. 그녀들은 제각각 몸에 지니고 있던 은장도를 걷어 집어 던지며

“우리는 스스로 죽지 않겠다.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절대 죽
지 않을 것이다”라고 외친다.45) 이 외침은 오시마의 표상 곁에서, 타자
를 질료로 한 폭력의 재생산 공정에 대해 주시하도록 강제한다.

이 논문은 2017년 9월 30일에 투고 되어,

2017년 10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7년 10월 31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朴壽南)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침묵―일어서는 위안부(沈黙―
立 上 慰安婦)>(일․한 합동제작, 2017, 117분).

45) 박수남(
ち 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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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rno-Politic’

․

Ambivalence
“Korean

of

Camera

Representation:

Zainichi”

Documentaries

and

of

in

the

Oshima

Nagisa

Ko, Eun-Mi
Oshima Nagisa's films in the 1960's are filled with anger,
accusations, and multi-layered investigations of Japanese society's
repressed revolutionary and twisted criminality in the post-war. The
interesting point is that the representation of Korean․Zainichi is
actively addressed in view of the internal issues of Japanese society.
This is not only a simile but also a metonymy throughout his entire
filmography.

It

is

particularly

noteworthy

a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Oshima’s style and as one of the important themes
of his work.
In this context, I examine three early documentary films of
Oshima. Then I compare and analyze Oshima Nagisa's visit to
South Korea and his critical writings with visual representation in
his films and narrative voice. From a discursive perspective, Oshima
urges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flect on the historical facts of
the past, urging them to respond to the political conscience and
raising the possibility of “revolution”. On the other hand,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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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discursive layer, Oshima is mistakenly interpreted as a
face-to-face" with a pornographic stare, and it is divided into an
ethical aspect and an aesthetic aspect. In this way, I refer to
Oshima’s style, which shows the importance of supervising the two
levels of supervision, as “porno-political camera”. Through this
concept, I attempt to analyze the double and contradictory views of
other symbols embodied in the “Sharing of Anger” and “Exhibitions
of Anger”.
Key Words : Oshima Nagisa, documentary, Korean․Zainichi,
porno-politic camera, share of anger, display of anger,
ambivalence, represen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