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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영화제의 등장

: 1950년대 미국의 냉전 문화정책과 일본의 지역 영화 산업으로의 재-진입

이상준

“FPA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임무는 영화를 통하여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부터 ‘자유 아시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김관수
1

아시아영화제의 등장과 아시아재단

1955년 4월, 한국영화문화협회(Korean Motion Picture Cultural As-

sociation, KMPCA)의 김관수 회장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 

민간단체 아시아재단(The Asia Foundation, TAF)의 서울 사무국으로

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서울 관훈동에 새롭게 지어진 아시아재단 

사무실에 김관수가 도착하자 재단의 서울사무소 대표 필립 로(Philip 

* 이 논문은 Historical Journal of Film, Radio, and Television에 게재된 필자의 논문 “Creating 

an Anti-Communist Motion Picture Producers’ Network in Asia: The Asia Foundation, 

Asia Pictures, and the Korean Motion Picture Cultural Association”(2017)과 Daisuke Miyao

가 편집한 Oxford Handbook of Japanese Cinema(Oxford University Press, 2012)에 실린 필자

의 챕터 “The Emergence of the Asian Film Festival: Cold War Asia and Japan’s Re-entrance 

to the Regional Film Industry in the 1950s”의 일부 내용을 축약하고 보충했음을 밝힌다.

1 「아시아영화제」, 『경향신문』, 1956.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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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e)와 비서 메리 워커(Mary Walker)
2는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김관

수는 로가 미국공보원(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 소속으

로 미군정기 대한민국의 미디어 정책에 관여하고 있던 시기부터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사이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USIS는, 미

국의 냉전문화 정책 연구자 니컬러스 J. 컬이 밝히고 있듯, 출판과 영화 

및 개인적 친분 관계를 통해 아시아 각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김관수 역시 이 네트워크의 그물망 안에 위치

하고 있던 지식인이었다.3

로는 김관수에게 아시아영화제작자연맹(Federation of Motion Pic-

ture Producer’s Association of Asia, FPA)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는지

를 물었고, 이 연맹의 연례행사이며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제2회 동남아

시아영화제(Southeast Asian Film Festival, AFF)
4에 참석할 것을 제안했

다. (1954년 5월에 이 영화제가 일본 도쿄에서 처음 개최되었을 때, 대만은 

대표단을 도쿄에 보냈던 반면 한국은 영화제에 초청받지 못했었다.) 아시아

재단은 영화제 참가비와 항공료 및 숙박비를 포함한 여행 보조비를 세 

명에게 나누어주었다. 아시아재단이 전해준 ‘달러’와 함께 김관수·윤봉

춘·이상철, 그리고 통역의 역할로 당시 아시아재단 서울 지부에서 근무

2 1911년에 미국 필스버그에서 태어난 메리 워커는 캘리포니아에서 기독교 계열 여자고등학교의 교장

으로 근무하던 중 1952년에 아시아재단에 합류하게 된다. 1952년에서 54년까지 일본 도쿄 지부에 

있었으며, 1955년에 필립 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시아재단 서울 지부의 대표로 취임한다. 이후 

2007년에 사망할 때까지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이탈리아 등지에서 여성의 인권과 교육 업무를 맡

았다. 워커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Lee Iacovoni Sorenson, “In Memorium: Mary Walker 

Mag Hasse(1911-2007)”, The Forum: Newsletter of the Federation of American Women’s 

Clubs Overseas Inc(Winter 2007-2008), p. 2.   

3 Nicholas J. Cull, The Cold War and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Agency: American Pro-

paganda and Public Diplomacy, 1945-1989(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

versity Press, 2008), p. 123.

4 동남아시아영화제는 이후 1956년 아시아영화제(Asian Film Festival)로 정체성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 영화제는 1982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가맹으로 아시아-태평양영화제(아태영

화제, Asia-Pacific Filfm Festeival)로 탈바꿈한다. 이 글에서는 1956년 이전에 개최된 행사만 ‘동남

아시아영화제’로 칭한다.

하던 조동제가 함께 싱가포르로 떠났고, 이는 격심한 전쟁이 휴전된 이

후 한국 영화가 아시아 지역의 영화산업과 맺은 최초의 네트워크였다.5

하지만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한국이 이 기구(아시아영화

제작자연맹)와 영화제(동남아시아영화제)에 가맹한 일이 당시 회장국인 

일본의 의지나 한국의 자발적 의도가 아니라 아시아재단의 적극적 제

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역사학자 찰스 암스트롱(Charles K. Arm-

strong)은 냉전기 아시아에서의 문화적 장(cultural arena)이 “동아시아

의 격심한 정치적 갈등의 장이었다”라고 논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문

화가 아시아의 다른 어떤 나라의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전

후(戰後) 한국을 깊숙하게 관통하고 있었으며, 미국 정부와 그 문화 에

이전시들 예컨대 기독교 단체들, 보이스카우트, 4-H클럽, 그리고 록펠

러재단·포드재단·카네기재단 등의 사립 재단과 아시아재단 등이 아시

아 지역에서 ‘영화적 장’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만큼 이에 대한 보

다 진전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6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제기

된다. 아시아재단은 왜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의 영화인들과 교류를 

맺고 있었는가? 그리고 아시아재단과 동남아시아영화제는 어떤 관계였

을까?

아시아재단의 역사는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시아재단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유아시아위원회(The Commit-

tee for a Free Asia)’라는 이름으로 1951년 3월 12일에 출범했다.7 샌프

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캘리포니아에 거점을 두고 있는 사업가, 대학교수, 

전직 정부 관료 등이 비정부·비영리 민간기구 형태로 설립했는데, 샌프

5 Philip C. Rowe, “Visit in Hong Kong of Korean Observers for the Second Film Festival in 

South East Asia”, April 19, 1955, Film Festivals(FMPPSEA) 2nd Singapore file, Box 15, Asia 

Foundation Records, Hoover Institution Archive, Stanford University.

6 Charles K. Armstrong, “The Cultural Cold War in Korea, 1945-1950”,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2, No. 1(February 2003), p. 72.

7 Robert Blum, “The Work of The Asia Foundation”, Public Affairs, Vol. 29, No. 1(1956), p.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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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윌버 앨리스(Wilbur-Ellis) 그룹 회장 브

라이턴 윌버(Bryton Wilbur)를 초대 의장으로 지역의 경제인들인 찰스 

브라이스(Charles Blyth), J. D. 젤러바흐(J. D. Zellerbach), 캘리포니아주

립대 총장 레이먼드 앨런(Raymond B. Allen), 포드재단 회장 폴 호프먼

(Paul G. Hoffman), 미국영화제작자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PA) 회장 에릭 존스턴(Eric Johnston)을 위시한 지역 유력 

인사 22명이 위원회 멤버로 합류했다.8 아시아재단은, 1949년 중국 공산

화 이후 중국 인민과의 교류를 위한 민간 조직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중앙정보국(CIA) 부국장 프랭크 위스너(Frank Wisner)와 국장 앨

런 덜레스(Allen Dulles)의 주도로 베를린에 본부를 둔 자유유럽위원회

(The National Committee for a Free Europe)를 본떠 아시아를 대상으

로 설립한 일종의 반공 조직이었다.9 설립 초기에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반공 지식인들을 지원하고 반공 선전 라디오 방송인 자

유아시아라디오(Radio Free Asia)
10를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이 제한되

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전직 전략사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s, OSS) 요원 로버트 블룸(Robert Blum)이 1954년에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현재의 명칭(아시아재단)으로 바뀌고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

하게 된다.

1950년대 아시아재단은 아시아청소년연맹, 보이스카우트/걸스카우

트, 농구와 야구 등 미국식 모더니티를 아시아 각국에 선보이는 기획들

을 다양하게 전개했고, 아시아 지역 엘리트들을 미국 단기 연수나 유학

8 “Background Memorandum,” Committee for a Free Asia Newsletter, September 28, 1951, 

Committee for a Free Asia folder, Box 37, Alfred Kohlberg Collection, Hoover Institution 

Archive, Stanford University.

9 Elena Aronova, “The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 Minerva, and the Quest for Institut-

ing “Science Studies” in the Age of Cold War,” Minerva, Vol. 50(2012), p. 308.

10 Richard H. Cummings, Radio Free Europe’s Crusade for Freedom: Rallying Americans Be-

hind Cold War Broadcasting, 1950-1960(Jefferson, NC: McFarland and Company, 2010),  

p. 52.

〈사진 1〉 1955년 5월 14일부터 2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회 동남아시아영화제 

영화사총서1권_본문_초교.indd   326-327 2017. 12. 5.   오후 2:41



328     한국 영화, 세계와 마주치다 아시아영화제의 등장     329

을 시켜주는 프로그램, 미국의 영어 교사들을 아시아 각국으로 파견하

는 프로젝트, 아시아 각국의 명문 대학에 영어 도서와 잡지들을 보급하

는 캠페인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갔다.11 한국에서의 활동 역시 이런 

커다란 기획들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따라서 아시아재단은, 여타의 인도

적 지원 기구와는 다르게, 주로 한국의 지식인들-작가, 사상가, 예술가 

등-을 한국 사회의 추동력으로 간주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리하

여 아시아재단 산하 한국연구센터(Korean Research Center)가 1954년

에 설립되었고 관훈동 사무소는 지역의 대학생들과 학자들이 미국의 

다양한 기관들이 기부한 영문으로 된 잡지 및 책들을 접할 수 있는 자

체 도서관을 설립했다.12 아시아재단은 또한 『사상계』, 『여원』, 『현대문

학』, 자유문학상을 포함한 여러 문학잡지와 문학상을 지원하고 공동-

출자했다. 로는 특히 영화의 역할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는 아마도 그가 미국공보원 재직 당시 영화-미디어 분과를 담당했던 경

험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로의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관심은 그의 개인

적 호기심 차원에서만 해석될 수 없다. 사실 영화는 1950년대 아시아재

단의 중요한 역점 사업의 한 분야였기 때문이다.

아시아재단은 블럼이 취임한 1954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에 관심

을 갖기 시작했다. 물론 이 배경에는 당시 중화인민공화국의 지원을 받

고 있던 홍콩과 인도네시아 내의 친중 영화인들—특히 홍콩의 창청영

11 Cho Tong-jae and Park Tae-jin, Partner For Change: 50 Years of The Asia Foundation in 

Korea(The Asia Foundation, 2005), p. 13. 하지만 아시아재단이 야심차게 전개했던 아시아 지역

에서의 영화사업에 대해서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미국 CIA의 재정적 후원을 받은 아시아재단을 중

심으로 하는 미국의 냉전기 문화 정책이 1950년대 한국·홍콩·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의 영화산

업과 이후 아시아 영화 네트워크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국내, 아시아, 영미 학계 모두에서 전혀 연

구되어 있지 않다. 아시아재단의 아시아 영화산업 전반에 대한 기초 연구는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필

자의 논문을 참조. Sangjoon Lee, “The Asia Foundation’s Motion Picture Project and the Cul-

tural Cold War in Asia,” Film Histor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29, No. 2(Summer 2017), 

pp. 108~137.

12 Memorandom from Laurence G. Thompson, TAF representative, to Choi Yu, Minister of 

Education, March 21, 1958,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성남, 대한민국).

화사(長城電影製片有限公司)와 인도네시아의 영화감독 우스마르 이스마

일(Usmar Ismail)과 영화제작자 자말루딘 말리크(Djamaluddin Malik) 

등— 그리고 일본 내 사회주의 계열 영화인들이 아시아의 영화산업

을 주도하고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블룸은 영화산

업에 밝은 인사들을 재단에 영입하기 시작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중 

AP(Associated Press)와 CBS의 종군기자로 중국·버마·인도 지역을 담

당했고 일본어에 능통했으며 미 군정기 주한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을 지낸 제임스 스튜어트(James L. Stewart)를 위시해서, 한국·일본·필

리핀에서 공보부 영화 담당으로 근무했던 찰스 태너(Charles Tanner), 

전직 할리우드 프로듀서이자 라디오 프로파간다 전문가 존 밀러(John 

Miller)를 채용하고, 이들에게 영화 사업을 맡기게 된다. 블룸과 스튜어

트가 부임하기 전에는 아시아 각국에 배급할 20~30분 내외의 교육용 

다큐멘터리와 프로파간다 영화들을 제작하는 데 그쳤던 아시아재단의 

영화사업 팀은 순식간에 장편 상업영화 제작 팀으로 전환된다. 블룸은 

1955년에 기획된 아시아재단의 모든 사업 분야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영화 사업에 책정했는데, 예를 들어 1953년에는 버마의 총리였던 우누

(U-Nu)가 쓴 반공 희곡 「민중이 승리한다(The People Win Through)」

를 동명의 장편 상업영화로 제작하는 프로젝트에 제작비 전액인 25만 

달러를 지원했으며,13 이어 홍콩의 저널리스트였고 스튜어트와 함께 AP

에서 일했던 장궈싱(張國興)을 파트너로 삼아 Asia Press(아주통신사)와 

Asia Pictures(아주전영공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재정적 지원을 했다. 

아시아재단은 한국에서는 김관수를 통해 1956년 친정부·친미 단체인 

한국영화문화협회를 공동 출자 했다.14

13 Michael Charney, “U Nu, China and the “Burmese” Cold War: Propaganda in Burma in the 

1950s,” in Zheng Yangwen, Hong Liu, and Michael Szonyi(eds.), The Cold War in Asia: The 

Battle for Hearts and Minds(Leiden and Boston: Brill 2010), pp. 50~53.

14 아시아재단의 홍콩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기존에 출판되어 있는 필자의 논문에 자세히 설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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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동남아시아영화제에 참가한 김관수는 오영진과 함께 한국

영화문화협회 창립 멤버다. 이 협회는 운영비 전액과 영화 기자재 전체

가 아시아재단에서 지원되면서 발족했다. 한국 측 사업의 자문 및 운

영 지원은 당시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밀러가 담당했다. 35mm 미첼

(Mitchell) 카메라, 현상기, 조명 세트, 녹음 장비 역시 밀러가 로스앤젤

레스에서 직접 구입해 한국영화문화협회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전달

되었다.15 아시아재단은 분명 1950년 중반 대한민국의 영화계 인사들에

게 미국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관문의 하나였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개입되지 않은 비영리 지원 단체인 아시아재단은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지니고 이렇게 많은 사업을 아시아 각국

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을까?

아시아재단과 미국의 냉전 문화 정책

아시아재단은 언급했듯이 그 시작부터 미국 정부 특히 CIA가 자

금을 지원했던 단체다. 하지만 그러한 정부-민간 결속 관계는 1967년 

퇴임한 CIA 요원이 좌파 성향의 잡지 『램파츠(Ramparts)』에 글을 기고

해 그 관계가 폭로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었다. 물론 

인도네시아·인도·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아시아재단 사업의 초기 단계인 

1950년대 초부터 아시아재단과 미국 정부 사이 관계가 일부 밝혀지거

나 지역 지식인들의 의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다. 『램파츠』의 보도에 

『뉴욕 타임스』가 게재한 기사 「아시아재단이 CIA 후원을 받다」는 아시

있다. Sangjoon Lee, “Creating an Anti-Communist Motion Picture Producers’ Network in 

Asia: The Asia Foundation, Asia Pictures, and the Korean Motion Picture Cultural Associa-

tion”, Historical Journal of Film, Radio, and Television, Vol. 37, No. 3(2017), pp. 517~538.

15 밀러가 한국 영화산업을 시찰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1950년대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외부자의 시선

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Sangjoon Lee, “On John Miller’s ‘The Korean Film Industry’: 

The Asia Foundation, KMPCA, and Korean cinema, 1956,” Journal of Japanese and Korean 

Cinema, Vol. 7, No. 2(October 2015), pp. 95~112.

아 전역은 물론 미국 내의 지식인 사회에까지 큰 충격을 불러왔다.16 민

간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알려져 있던 아시아

재단은 사실 처음부터 CIA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되었음이 밝혀진 것이

다. 곧, 아시아재단은 미국 정부의 냉전 문화 정책의 방향을 철저히 따

라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아시아재단은, 록펠러재단·포드재단과 같이 

재벌 가문에 의해 조직되고 아시아·유럽·남미·아프리카의 문화적 격

전지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한 다른 비정부 기관과는 달리, 오지 아시

아 국가들—특히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일본·버마·태국·베트남·대

만·한국·홍콩·필리핀 등—이 주 활동 무대였으며 주로 학문적 연구

와 컨퍼런스ㅡ 및 토론회를 후원하고 학술 및 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

영했다. 여기에 투여된 CIA의 운영 보조금은 연간 8,800만 달러에 달했

다.17 따라서 아시아재단이 1955년 김관수와 다른 두 명에게 싱가포르

로 가는 여행 경비 지원으로 지급한 ‘달러’의 배후에는 미국 정부의 정

치적 고려와 이익이 있었음이 명백하다.

미국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자신들

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에이전시들의 방대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

시아 지역의 권위 있는 영화 관련 조직들을 형성함으로써 아시아 영화

제작자들을 통합하고 일본을 (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내세우려고 했

다. 이런 이유로, 김관수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수혜의) 수취인이 아니었

16 Wallace Turner, “Asia Foundation got CIA Funds,” The New York Times, March 22, 1967, p, 1. 

또한 다음을 참조. Sol Stern, “A Short Account of International Student Politics and the Cold 

W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NSA, CIA, etc,” Ramparts, Vol. 5, No. 9(March 1967), 

pp. 29~39.

17 Victor Marchetti and John D. Marks, The CIA and the Cult of Intelligence(New York: Kn-

ops, 1974), p. 172. 『뉴욕 타임스』의 보도가 실린 지 불과 5일 후 워싱턴에서는 아시아재단을 더는 

지원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과 함께, “[아시아 재단의] 비밀 자금을 가능한 빠른 기회에 폐기하라”

는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면서 아시아재단이 “공개적인 미국 정부의 기금을 부분적으로 후원받는 사

립 단체”로 계속 운영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Roland G. Simbulan, “Covert Operations and the 

CIA’s Hidden History in the The Philippines,” Lecture at the University of the The Philip-

pines-Manila, Rital Hall, Padre Faura, Manila, August 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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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아시아재단과 다른 에이전시들은 아시아의 많은 영화계 인

사를 지원했다. 위에 언급한 장궈싱이 그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미국의 

지원이 취하된 후 1962년에 공식적으로 영화사가 문을 닫기 전까지 좌

파적 영화 운동들에 대항하는 영화를 지속적으로 제작했다.18 인도네시

아에서는 콜롬보계획(Colombo Plan)의 일환으로 기술협력국(Technical 

Cooperation Administration, TCA)의 프로그램하에서 인도네시아 정

부의 영화제작 유닛 자카르타 인도네시아국립영화스튜디오(Berita Film 

Indonesia)가 미국의 대외 활동 본부로부터 새로운 영화 장비 구입비의 

명목으로 38만 달러를 받았다.19 이러한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의 경우

는 미국 정부가 냉전 국면 동안에 지역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 시도했던 

정책적 결과물들의 작은 조각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는다. FPA는 아시아재단, CIA, 혹은 워싱턴

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중요했던 것

일까?

필자는 아시아재단의 역사 특히 이 재단이 후방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한 국제 영화제인 아시아영화제의 초기 행사들은 미국이 추동

한 냉전 정치학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냉전 정치학은 새로

운 헤게모니 체제인 미국에 의해 관리되는 반공주의 블록, ‘자유 아시

아’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이었다. FPA는 전후 아시아 지역에 설립

된 최초의 지역 간 영화 조직이었으며 회원국들의 영화 문화 모든 방면

에 활발하게 개입했다. 나는 아시아영화제가 영화의 공동 제작, 배우의 

교환, 로케이션 촬영 인센티브의 제공, 최신 영화 기술의 습득, 각 회원

18 Law Kar and Frank Bren, Hong Kong Cinema: A Cross-Cultural View(Scarecrow Press, 

2004), pp. 154~155.

19 Krishna Sen, Indonesian Cinema: Framing the New Order(London and New Jersey: Zed 

Books Ltd, 1994), pp. 24~25. 또한 다음을 참조. Antonin Basch, “The Colombo Plan: A Case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9, No. 1(1955), pp. 

1~18.

〈사진 2〉 아시아영화제작자연맹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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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영화 제작 현황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지역의 영화적 네트워크

를 활성화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아시아영화제를 발

생시키고 활성화한 문화적·경제적·정치적 논리(들)과 이 단체에 대한 

일본의 개입은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등한시되고 잊혀왔다. 특히 한때 

‘대동아공영권’의 식민 영토 아래에서 광대한 영화 네트워크를 조직하

고 이득을 취했던 일본이 어떠한 이유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8년이 

지난 1953년, 게다가 한국전쟁의 휴전이 이루어진 지 불과 몇 달이 지

나지 않아 갑자기 아시아의 영화산업에 재-진입했는가를 살펴볼 것이

다. 그리고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관심을 돌린 게 자신들의 의지뿐만 아

니라 워싱턴의 정책 결정자들의 압력에 따른 사안이었음을 논할 것이

다. 이는 일본의 경제 부흥을 도와줄 원자재와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을 획득하고 아시아 지역을 미국의 이익을 위한 ‘자유 아시아’ 블

록에 이데올로기적으로 묶어두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영화 산업은 일본의 여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문들과 동시에 그 흐

름에 합류했다. 일본 영화는 이 아시아 지역의 조직을 이끌면서 최소한 

1950년대에는 많은 신흥 독립국의 영화제작자들이 열망하는 영화 기

술적 우월성과 합리적 스튜디오 시스템으로 다시 한 번 그 지위를 성공

적으로 굳힐 수 있었다. 물론 일본 영화산업은 곧 새로운 지역 경쟁자

들—1960년대의 홍콩, 한국, 대만—의 등장에 따른 지역 영화산업의 

급속한 변화에 직면해야 했다.

아시아영화제의 등장

아시아 최초 지역적 규모의 영화 조직인 FPA는 일본의 영화제작자

이자 다이에이(大映) 스튜디오 수장인 나가타 마사이치(永田雅一)의 열

정적인 주도 아래 시작되었다. 그는 동남아시아 각국을 순회하며 필리

핀·홍콩·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의 영화제작자들을 만났는

데, 이 만남을 바탕으로 1953년 11월에 FPA가 공식적으로 창립되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회원국 대표 간 첫 회의를 통해 FPA의 연례행

사로 국제 영화제를 개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모든 회원국의 동의하

에 영화제의 준비가 시작되었고, 1954년 5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첫 영

화제가 열렸다. FPA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나가타는 영화제 기간 

중인 5월 15일 기자회견 동안 자신감을 가득 표했다. 그는 ‘비록 유럽과 

미국이 여전히 중요한 시장이기는 하나 (…) 이제 일본 영화의 가치가 

인정받고 있으며, 아시아 또한 일본 영화에 크나큰 미래를 담지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고 표명했다.20 실제로 아시아영화제는 1945년 태평양

전쟁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전쟁이 끝난 이후 일본이 착수하고 주

최한 첫 국제적 영화 행사였으며, 이 문화적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국

내외에서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화사가 포셱 푸는 아시아영화제의 

목적이 ‘칸영화제와 베니스영화제에 상당하는 아시아의 영화제가 되는 

것, 영화제작자들이 경쟁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명성 높은 이벤트가 되

는 것’이라고 정의했다.21 아시아영화제에 대한 그의 접근은 다른 아시아 

영화사가들도 공유하는 것이지만, 이런 관점은 아시아 지역의 영화 프

로듀서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인 FPA의 존재를 

간과하는 것이다.

아시아 최초의 국제 영화제는 1952년에 인도 봄베이에서 개최된 

인디아국제영화제(International Film Festival of India, IFFI)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시아영화제는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지역 간 연

합체로 탄생한 영화제라는 점에서 기존의 영화제들과는 큰 차별점을 

20 “Big Five Film Companies Here Headed by Capable Leaders,” Nippon Times, May 16, 1954, 7.

21 Poshek Fu, “The Shaw Brothers Diasporic Cinema,” in Poshek Fu(ed.), China Forever: The 

Shaw Brothers and Diasporic Cinema(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8),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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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다.

처음부터 아시아영화제는 (최소한 첫 5년 동안은) 그 자체로 전통적 

의미의 영화제가 아니었고, 베니스·칸·베를린과 같은 국가 단위의 영

화제와는 달리 단일한 도시나 국가에서 열리는 것도 아니었다. 대신에 

아시아영화제는 매년 개최국을 옮기고 한 국가가 2년 연속으로 영화제

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순회 시스템을 채택했다. 이는 국제기구나 국

제 협력 기구 등에서 주로 채택하는 시스템인데, 따라서 필자는 아시

아영화제가 ‘자유 아시아’의 영화제작자 사이의 지역 연합 회담이었다

고 주장한다. 아시아영화제 기간에는 각 회원국의 대표적 작품들의 상

영, 2~3가지 대주제로 이루어지는 포럼, 영화 장비 및 기술 전시회, 그

리고 영화제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각 회원국의 ‘기라성 같은 스타

들(Galaxy of Stars)’의 갈라 쇼가 함께 열렸다. 상영되는 영화들의 대

중 공개는 처음부터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설령 고려되었다 하더라

도 일반 관객에게는 아주 제한된 수의 영화들만이 공개되었다. 이 영화

제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한 것은 영화감독과 배우가 아니라 영화

제작자들이었다. 아시아영화제는 이 시기 여타의 전후 영화제들과는 대

조적으로, 실제적인 영화의 상영보다는 회원국들의 영화제작자 사이 원

탁회의가 진행되는 포럼에 더 비중을 두었다. 아시아 영화계의 실력자들

이 추구한 것은 자신들의 최근 영화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

니라 영화제를 통해 비즈니스 협상과 계약을 이루어내고, 다른 나라들

의 영화제작 관련 기술적 진전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감안하면, 국

제 영화제 연구자인 신디 웡이 아시아영화제는 주로 ‘아시아 각국의 영

화 산업을 위한 홍보 이벤트’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다.22

22 Cindy Hing-Yuk Wong, “Film Festivals and the Global Projection of Hong Kong Cinema,” 

in Gina Marchetti and Tan Se Ka(eds.), Hong Kong Film, Hollywood and the New Global 

Cinema: No Film is an Island(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7), p. 181.

〈사진 3〉 아시아영화제 조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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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타 마사이치와 전후 일본 영화

일본의 영화학자 요모타 이누히코(四方田犬彦)는 나가타 마사이치

를 ‘아이디어 맨’이라 호칭했다. 또한 도널드 리치(Donald Richie)와 조

지프 앤더슨(Joseph Anderson)은 공저한 일본 영화 연구의 고전 『일

본 영화: 예술과 산업(Japanese Film: Art and Industry)』(1959)에서 나가

타 마사이치를 ‘비지니스맨의 비지니스맨’이라 불렀다. 쇼치쿠(松竹) 영

화사 수장 키도 시로(城戸四郎)는 나가타를 ‘말만 번드르르한 기회주의

자’라고 경멸했다. 도쿄와 싱가포르에 이어 1956년 홍콩에서 개최된 제

3회 아시아영화제의 공식 리셉션에서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

사 MP&GI(Motion Picture and General Investment)의 회장 로크 완토

(Loke Wan-tho)는 나가타 마사이치를 동남아시아의 ‘미스터 모션 픽처’

라고 호명했다. 실제로 1950년대 중반, 나가카 마사이치는 아시아 영화

계의 거물이었다. 1951년 다이에이의 중간 규모의 사극인 구로사와 아

키라(黑澤明) 감독의 시대극〈라쇼몽(羅生門)〉(1950)이 베니스국제영화제

에 출품되었고, 예상을 깨고 그랑프리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하자 일본

은 물론이고 아시아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다. 게다가 〈라쇼몽〉이 그 1년 

뒤인 1952년에 ‘오스카’ 트로피(아카데미 최우수외국어영화상)까지 거머

쥐었는데, 이는 아시아 전체의 영화계를 극도로 흥분시키는 일대 사건

이었다.23 〈라쇼몽〉의 예상치 못한 성공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을 국제

적인 예술가로 격상시켰고 동시에 아시아 영화산업에서 나가타의 위치 

역시 급속히 높아져갔다.

나가타는 1953년에 새로 발족된 일본영화산업진흥회(Society for 

the Promotion of Japanese Film Industry)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23 Sangjoon Lee, “It’s Oscar Time in Asia!: the Rise and Demise of the Asian Film Festival, 

1954-1972,” in Jeffrey Ruoff(ed.), Coming Soon to a Festival Near You: Programming Film 

Festivals(St. Andrews University Press, 2012), pp. 174~176.

그가 부여 받은 임무는 일본 영화의 해외 판매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일본 영화는 마침내 1950년대 초반에 잃었던 모멘텀을 다시 찾

게 되었다. 일본 영화사 연구가 히로시 기타무라가 자신의 중요한 저서 

『계몽을 스크리닝 하기: 할리우드와 패전국 일본의 문화적 재건』 에서 

기술하듯이, 1951년 12월 31일, 점령지의 영화 제작과 배급을 통제·감

독하기 위해 약 7년 동안 미국이 운용하던 중앙영화배급사(Central 

Motion Picture Exchange, CMPE)가 운영을 중단했고, 그 다음 날 “새로

운 비즈니스의 날이 밝았다.”24 점령 당국의 검열이 더는 없게 되면서 영

화의 내용 역시 현저하게 다양해졌다. 오랜 경영 중단 끝에 니카츠(日活) 

영화사가 1953년 영화 시장에 다시 들어왔으며 이제는 ‘여섯’이 된 메이

저 스튜디오—도호(東宝), 쇼치쿠, 다이에이, 도에이, 신도호(新東宝), 니

카츠— 사이의 경쟁이 격렬해졌다.25

나가타의 1953년 동남아시아 순회는 일본 영화산업이 일본의 고

위 영화 제작자들에게 자신들의 전쟁 전의 영향력을 되찾는 과정으로

써 그리고 이미 과밀화되고 경쟁적인 국내 시장을 넘어 추가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외국 시장에 대한 점증하는 필요라는 맥락 속에 같

이 놓고 보아야 한다. 〈라쇼몽〉의 예상치 못한 성공 이후 1951년에서 

1953년 사이에 일본의 영화 수출 규모는 엄청나게 증가했으며, 영화는 

일본의 다양한 수출 품목 중에서 주목받는 대상이 되었다. 1953년 한 

해에만도 미화 백만 달러 규모에 총 675편이 주로 유럽의 영화시장을 

포함하는 각국으로 수출되었다. 이는 1947년에 비해 30배가 넘는 규모

였다. 다시 말해, 일본 영화산업은 제1회 아시아영화제가 시작될 무렵 

24 Hiroshi Kitamura, Screening Enlightenment: Hollywood and the Cultural Reconstruction 

of Defeated Japan(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10), p. 177.

25 니카츠의 시장 재-진입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Eiga Nenkan(1955), 

pp. 313~315; Mark Schilling, No Borders No Limits: Nikkatsu Action Cinema(Farleigh, UK: 

FAB Press, 2007), pp. 12~29.

영화사총서1권_본문_초교.indd   338-339 2017. 12. 5.   오후 2:41



340     한국 영화, 세계와 마주치다 아시아영화제의 등장     341

‘일본 수출산업의 떠오르는 별’이 된 것이다.26 따라서 당시 국가의 달러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 영화산업이 새로운 미션을 떠맡았다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영화를 새로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가능하면 인도

를 포함하는 새로운 목적지들에 수출하는 것이었다. 1954년 5월 16일, 

제1회 아시아 영화제가 종료된 직후, 일본의 영문 신문 『니폰 타임스

(Nippon Times)』는 제7회 칸영화제에서 그랑프리(황금종려상)를 수상한 

다이에이 영화사의〈지옥문(地獄門)〉(기누가사 데이노스케, 1953)의 소식과 

함께 4페이지에 달하는 아시아영화제 특집 기사를 실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미국 영화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 영화산업은 여전히 후진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영화산업과 교류를 하면서 이들보다 훨씬 앞서 있

는 일본 영화가 앞장서서 [영화산업을] 이끌게 된다면 일본 영화산업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영화산업 전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일본 

영화의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말이다.
27

하지만 그런 야망에도 불구하고 일본 영화산업은 아시아에서 자

신들의 문화적 생산물을 수출할 충분할 시장을 확보하는 데 부분적인 

성공만을 거두었을 뿐이다. 한국은 일본 영화의 수입을 금지했고, 대만

은 일본 영화에 보다 호의적이기는 했으나 영화 수입 사업 전체가 정부

의 통제 아래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당시 정부에 의해 영화 수입 제한 

체계 속에 있었고, 필리핀은 영화산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었지

만 필리핀의 영화 관객들은 자국의 영화들을 제외하고는 미국 영화를 

선호했다. 게다가 필리핀인들은 전쟁의 기억으로 여전히 일본에 적대적

26 “Success Abroad Bring Boom to Movie Export,” Nippon Times, May 16, 1954, p. 6.

27 “S. E. Asian Nations Take Part in Film Festival Here,” Nippon Times, May 16, 1954, p. 5.

이었다. 일본 영화산업과 협력해 자국의 제작 능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보였던 것은 홍콩과 말레이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영화계 두 거물인 런

런쇼(Run Run Shaw, 샤오이푸邵逸夫)와 로크 완토(陸運濤)였다. 1954년 

아시아영화제 당시 런런쇼가 이끌던 쇼 브라더스(邵氏電影公司, Shaw 

Brothers) 영화사는 많은 일본의 장르 영화들을 수입했으며 그것들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홍콩·말레이시아·싱가포르를 아우르는 방대

한 극장 체인을 통해 배급했다. 일본의 영화 연감에 따르면, 1954년 총 

740편의 장편 영화가 수출되었으나 그중 90편만이 아시아로 그것도 주

로 홍콩과 대만으로 수출되었다.28 즉, 아시아는 여전히 전후 일본 영화

산업의 잠재적 시장으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런 이유로 일본 영화는 

아시아영화제를 개최하고 FPA를 이끌면서 그 시장을 확장하고 다양화

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더해, 일본의 동남아시아로의 영화시장 재-진입의 

문제와 관련해 두 요인이 더 고찰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그 재-진입은 

나가타의 개인적 욕심이었다는 점이다. 나가타는 FPA와 영화제를 이끄

는 것을 통해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는 국내 영화산업에서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영화들을 제작함으로써 서

구뿐 아니라 아시아와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다이에이 영화사는 아

시아에서 가장 근대화된 회사로서 공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영화 장비

와 최첨단 기술을 아시아 각국에 수출함으로써 이익을 획득했다.29 게다

가 다이에이는 FPA 멤버들과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이용해 스튜디오의 

더 많은 장르 영화를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었다. 이는 아시아

영화제에서 상영된 다이에이 영화들이 대부분 상업적인 장르영화에 편

28 Eiga Nenkan(1956), p. 55

29 “The Grand Opening of the Southeast Asian Film Festival,” Kinema Junpo(May 1954), pp. 

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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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되어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다이에이의 해외 특히 홍콩

과 대만으로의 영화 수출은 1954년의 40편에서 1956년의 74편으로 급

증했다.30

두 번째이자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의 동남아시아 재-진입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선포와 궤를 같이해, 당시 급속히 팽창

하고 있던 지역의 공산주의 연합에 대항하여 새롭게 형성된 ‘자유 아시

아’ 블록에서 기인한 정치적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ECA-

FE)를 통한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에게서 지속적인 압력을 받았으며, 

중국과 소련 대신에 제조업 생산품들을 전 세계로 수출하면서 이를 위

한 원자재와 식재료를 획득하고자 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로의 재-진

입을 준비했다. ‘선의(good will)’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탈바꿈한 전-

식민자의 이미지를 퍼트리는 데 가장 유력한 매체인 영화는 자발적으

로든 혹은 반쯤 강제되어서든 이 정책에 동반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필자는 1950년대 초반 지리적 환경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을 동남아 지

역에 재-진입하게 만들었던 광범위한 요인들과 급변하는 지역적 질서의 

지정학을 아시아영화제가 어떻게 스스로 받아들였는지에 관해 집중적

으로 논의할 것이다.

새로운 지역 질서와 일본의 동남아시아로의 재-진입

FPA의 목적과 목표는, 이 글 서두에서 분명하게 밝혔듯, ‘동남아

시아의 국가들 혹은 지역들에서 영화산업을 진흥시키는 것, 영화의 예

술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이 지역에서 영화를 통해 문화의 전

파와 교환을 보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가국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

30 Eiga Nenkan, 1955, 1956, 1957 참조.

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나는 특히 이 진술을 강조하고자 하는

데, 여기서 나타난 세 목적과 의도에 따르면 이 진술은 여타의 전후 유

럽 영화제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뚜렷하게 다른 지점들을 나타

내기 때문이다. 아시아영화제는 실제로 1947년 발족한 또 다른 지역 경

제 조직인 ECAFE와 여러모로 비슷한 듯 보인다. ECAFE는 유엔경제사

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의 지

역 위원회였다. 또한 ECAFE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에 의지해 발족했으

며, 미국 정부는 이전의 식민국과 신생 독립국 각각의 이해관계가 충돌

하고, 어긋나거나 상응하는 이 ‘새로운’ 지역에서의 헤게모니를 장악하

기를 원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는 세계에서 미국의 새로운 역할을 만

들어보려는 ‘실험실(laboratory)’이었다. ECAFE의 세 번째 세션과 이어

지는 회의들에서 가장 시급한 어젠다 중의 하나는 ECAFE 국가들과 일

본 사이의 무역 문제였다. 일본은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규모를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달러를 기본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지역들로부

터의 자국 구매력을 높이고 또한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이 복구와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 국가들에 도움을 주어야 했다. 저명한 일본

사 연구가 존 W. 다우어의 말에 따르면, 트루먼 행정부는 일본을 ‘아시

아의 힘의 균형을 잡는 데서 핵심’으로 보았다.31 브루스 커밍스는 전후 

미국 정치의 핵심 멤버들, 특히 딘 애치슨(Dean Acheson), 조지 케넌

(George Kennan), 존 포스터 덜레스(John Foster Dulles)가 일본을 ‘미

국이 형성한 세계 체계’ 속에 위치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32 일본과 

함께 그들 모두는 ‘자유-아시아’ 블록, 아시아를 반공주의적으로 봉쇄

하는 ‘거대한 초승달’ 지역을 구축하기를 원했는데, 이는 결국 많든 적

31 John W. Dower, Japan in War and Peace: Selected Essays(New York: The New Press, 1993), 

p. 155.

32 Bruce Cumings, “Japan’s Position in the World System,” in Andrew Gordon(ed.), Postwar 

Japan as History(Berk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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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지배적인 미국의 영토화 되지 않은 식민지였다.

사실 정치학자 로스토는 워싱턴에 이전의 아시아 정책을 바로잡

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는 아시아가 유럽보다 상황이 더 복잡하다

고 주장했다. 유럽에서 미국은 서독의 난제만 해결하면 되었지만 아시

아의 경우 로스토우는 ‘한편에는 일본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동남아시

아 전 지역이 있다. (…) 아시아에서 위협은 거의 현실이 되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모두 자유로운 세계(Free World)에 대해 무감각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33 사실, 1950년대 초반 아시아 지역에서 팽창하고 있던 공

산주의 특히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공

산주의의 인기가 오르고 있었던 것, 그리고 한국전쟁의 발발에 의해 위

협을 받게 되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이 지역에 군사적 방어벽과 ‘자유 

아시아’ 블록 구축이 필요해졌다. 제1부총리당 중앙위원회 간부 회원

(First Vice-Premier of the Council of Ministers)을 지낸 라자르 카가노

비치(Lazar Kaganovich)는 1954년에 ‘19세기가 자본주의의 세기였다면 

20세기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승리의 세기다’라고 선언했고, 소비에

트의 영향은 중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급속하게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

갔다.34 케넌으로 대표되는 트루먼 행정부는 일본의 요시다 내각에 동

남아시아의 시장들과 관계를 맺도록 압박했다. 이는 일본의 사회학자 

요시미 슌야(吉見俊哉)가 ‘미국의 보호(aegis) 아래에 있는 동아시아 공

영권’이라 부르는 바로 그것이었다.35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일본 경제

는 전례 없는 성장을 달성했고,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는 이를 ‘한국전쟁

33 W. W. Rostow, An American Policy in Asia(MIT Press and John Wiley & Sons, Inc: New 

York and London, 1955), p. 5.

34 다음에서 인용. Zbigniew Brezezinski, “The Politics of Underdevelopment,” World Politics, 

Vol. 9, No. 1(1956), p. 55.

35 Yoshimi Shunya, “America as Desire and Violence: Americanization in Postwar Japan and 

Asia during the Cold War,” Inter-Asian Cultural Studies, Vol. 4, No. 3(2003), p. 442.

[6·25전쟁]은 신이 주신 예상치 못한 선물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36 일

본은 1951년 미일평화조약에 맞추어 미국의 지원 그리고 환율 정책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번창하는 자국의 경제와 함께 1950년대 중반, 아

시아의 선도적인 경제적 실세로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하지만 중국 시

장을 잃어버린 일본은, 일본의 정치경제학자 아키라 수에히로가 지목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생산품들을 수출하고 자신들의 ‘잃어버린’ 식민지

인 한국대만만주로부터 대부분을 공급받아온 원자재와 식량을 수입할 

대안적 시장이 시급해졌다. 따라서 일본은 동남아시아와의 경제적 연

계를 복구할 필요가 있었다.37 하지만 한 가지 근본적 문제가 완전히 해

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일본은 경제적 내셔널리즘과 ‘일본의 두 번째 침

략’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게 남아 있는 국가들과 거래하여야만 했던 것

이다. 수에히로는 일본이 이 같은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고려해 ‘배

상금의 지급’과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원조’를 이용했다고 논

했다. 요시다 내각은 일본과 미국의 경제협력을 통해 ‘동남아시아 개

발 계획’을 큰 기대를 가지고 착수했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광범위

한 경제 원조 정책을 등에 업고 보상금 지급을 미끼로 일본은 마침내 

1953년경 동남아시아에 재-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나가타의 동남아시아 순회가 시작된 1953년에는 일본의 정부 관

료, 의원, 기업가와 같은 ‘경제사절단’과 ‘선의의 친선사절단’이 본격적인 

동남아시아 순회를 시작했다. 일례로, 1952년 8월 일본 국회의원들의 

동남아시아 경제사절단이 인도·파키스탄·실론·태국·홍콩·타이완을 

방문했다. 이들 국가와 일본의 경제를 묶는 끈을 더욱 강하게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 모든 경제사절단을 따라 아시아문제연구학회(Asian 

36 다음에서 인용. John W. Dower, Japan in War and Peace, p. 193.

37 Akira Suehiro, “The Road to Economic Re-entry: Japan’s Policy toward Southeast Asian 

Development in the 1950s and 1960s,” Social Science Japan Journal, Vol. 2, No. 1(1999),  

p.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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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airs Research Society)가 출범했고, 이 학회의 월간 저널인 『아시안 

어페어스(Asian Affairs)』가 1953년 처음으로 발간되었다. 일본 정부와 

나라 안의 다양한 경제인·정치인 및 조직들과 함께 나가타는 (적어도 표

면적으로는) 일본의 문화사절단으로서 동남아시아 순회에 함께한 것이

다.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총리는 아시아영화제가 ‘영화를 통한 일본과

의 우호관계를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촉진하고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38 이와 함께 나가

타는 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 제작, 로케이션 시설, 기술적 노

하우, 장비들을 서로 공유하고 도우면서 가져다준 실제적인 성과는 말

할 것도 없고, 국제적인 어메니티(amenity)와 선의의 풍부한 흐름이 있

어왔다’라고 자랑스럽게 표했다.39 나가타가 말한 것은 사실 아시아영화

제의 목적과 의의를 반복해 설명하는 것이었고, 이 영화제가 전형적인 

‘기러기 편대’식 모델(flying geese model)임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영화시장에 대한 일본의 높은 기대치는 결국 별 소득이 없

는 것으로 드러났다. 나가타와 여러 일본 영화산업의 조력자는 아시아

의 영화 제작자들을 얕잡아보았고 결국 그 지역권의 복잡한 망을 읽어

내는 데 실패했다. 아시아 각각의 실력자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FPA는 점차 일본 영화산업이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바뀌고 

옮겨가게 되었다.

1950년대 아시아영화와 AFF의 역할

아시아의 저개발국이나 신흥 독립국에서, (영화)산업을 현대화하

고 시스템을 합리화하는 것은 사실상 당시 영화제작자 대부분의 캐치

38 “Hong Kong’s ‘Back Door,’ Yu Ming Cop High Honors at Asian Film Fest,” Variety, April 19, 

1960, p. 11.

39 다음에서 인용. Asia-Pacific Film Festival 50th Anniversary Catalogue(2005). Kuala Lumpur, 

Malaysia: Ministry of Culture.

프레이즈였다. 최신식 스튜디오들을 짓는 것, 포드주의적 형태의 대량생

산 조립 라인과 그것의 효율적인 경영 체계를 도입하고 현대적 기술을 

획득하는 것은 모든 회원국의 궁극적인 꿈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

시아 영화제작자들이 직면한 것은 정치적 불안정, 공산주의에 대한 공

포와 합쳐진 내셔널리즘의 정서, 그리고 촬영용 생필름을 비롯해 새롭

고 현대적인 영화 장비들을 미국으로부터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외화 규제 정책이었다. 그 결과로 인도네시아 회원인 말

리크와 이스마일은 인도네시아 공산당과 정부 모두로부터 다양한 이유

로 버거운 압력에 시달려야 했으며, 결국 정부와의 계속되는 갈등으로 

1957년 스튜디오를 폐쇄해야 했다. 한편, 필리핀 영화도 깊은 침체에 빠

져들기 시작했다. 장궈싱과 그의 아시안픽처스(Asia Pictures)는 미국 정

부의 지원이 끊어지게 되자 1960년에 영화 제작을 중단하게 된다.40 그

렇다면 누가 끝내 살아남은 것일까? 그것은 그들의 스튜디오를 확장

해 ‘범-중화 제국(Pan-Chinese Empire)’을 이룩한 홍콩의 런런쇼(Run 

Run Shaw)와 싱가포르의 로크 완토였다. ‘범-중화제국’은 홍콩·말레이

시아·싱가포르·대만,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주요 도시에 있는 차이나

타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의 화교 공동체들

을 포함하는 광대한 영토들의 영화 제작과 배급·상영의 전 단계를 지

배했다. 홍콩영화사 연구자 뤄카(羅卡)에 따르면, 쇼 브라더스는 ‘동남아

시아에서 회사의 명성을 키워내기 위해 영화제를 활용했다.’41 그리하여 

1960년대의 아시아영화제는 홍콩 영화 스튜디오의 지역 영향력에 대한 

자기 확신과 스튜디오들의 스타들의 마케팅 도구로 이용되었다. 동남아

시아 영화는 —아시아영화제가 처음에 그 지역에서 시작했음에도 불

40 아시안픽처스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는 다음을 참조. Charles Leary, “The Most Careful Arrange-

ments for a Careful Fiction: A Short History of Asia Pictures,” Inter-Asian Cultural Studies, 

Vol. 13, No. 4(2012).

41 Law Kar and Frank Bren, Hong Kong Cinema, p.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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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았고, 아시아영화제는 이제 우리가 ‘동아시

아’라고 부르는 국가들 —영국과 일본에 의해 각각 형성된 ‘극동’과 ‘대

동아’라는 두 이전(以前) 브랜드를 효과적으로 대체하는 타협적인 지역 

질서— 사이의 전장이 되었다.42

1960년대에 일본 영화산업은 아시아영화제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제7회 아시아영화제는 1960년 4월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홍콩 

리한샹(李翰祥) 감독의 작품인 쇼 브라더스의 출품작 〈후문(後門, Back 

Door〉(1960)이 27개 후보작 중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는 1958년 이

후 쇼 브라더스의 세 번째 연이은 수상이었다. 미국의 영화산업 주간지 

『버라이어티(Variety)』 지의 한 리포터는 “일본이 이해에 상대적으로 한 

발 물러서야만 했다는 사실은 저개발 국가들의 영화가 산업화되고 있

음을 보여준다. (…) 아시아 영화들이 보다 경쟁력 있게 되었다”라고 썼

다.43 일본은 1960년대 동안 계속해서 아시아영화제에 참가했고 1960년

대 말까지 회장국 지위를 유지했지만 소극적 리더에 그칠 뿐이었다.44 

1950년대 동안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영화 스튜디오

였던 다이에이는 1971년에 결국 파산을 선고했다. FPA를 태동시켰던 

나가타는 이듬해 다이에이 스튜디오를 떠났다. 나가타의 사임과 다이에

42 한국이 아시아영화제를 처음 주최한 것은 1962년 5월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불안정한 출범은 중

앙정부로부터 국제적 문화 행사의 유치를 서두르게 했고, 아시아영화제는 그중 하나의 선택이었다. 

5·16을 기념하기 위해 영화제의 개막식은 5월 16일에 박정희 대통령의 축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 

영화제에서 한국의 영화감독이자 제작자인 신상옥은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로 대상을 수상하게 된

다. 신상옥은 대상과 함께 부상으로 35mm 미첼 카메라를 받았다. 한국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거

둔 성과로는1957년 제4회 아시아영화제에서〈시집가는 날〉(이병일, 1956)이 특별희극상을 받은 후 처

음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개인은 물론 온 국민은 신상옥 감독의 승전보에 흥분했다. 신상옥은 아시

아 영화제가 개최되기 불과 몇 달 전, 1962년 제1회 대종상영화제에서도 〈연산군〉(1961)으로 최우수

작품상·남우주연상·여우조연상 등 총 8개 부문을 휩쓸었기에, 새 정부—박정희 정권—에 신상옥은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유능한 ‘영화 기업인’으로 각인되었다. 

43 Variety, 1960, p. 11.

44 1960년대 아시아 영화제의 역사에 대해서는 Jeffrey Ruoff가 편집한 Coming Soon to a Festival 

Near You: Programming Film Festivals(St. Andrews University Press, 2012)에 실린 저자의 또 

다른 논문인 “It’s Oscar Time in Asia!: the Rise and Demise of the Asian Film Festival, 1954-

1972”에 더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의 파산과 함께 일본은 1972년 FPA 위원회에서 완전하게 물러났다. 

일본이 FPA를 떠난 이해에 아시아영화제가 서울에서 비경쟁 이벤트로 

개최되었다. 일본은 영화들만을 보냈고 영화 산업계의 인사는 단 한 명

도 참석하지 않았다. 영화제 기간 홍콩대만, 그리고 심지어 한국의 영화 

프로듀서와 제작자들까지도 영화제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했다. 하지

만 아시아영화제는 살아남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개최되고 있다.45

아시아영화제는 1982년에 다시 한 번 명칭을 바꾸었다. 호주와 뉴

질랜드가 각각 1976년과 1977년에 FPA에 합류했고, 아시아영화제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바꾸어야 했고, 그에 맞춰 아태영화제(Asia-Pa-

cific Film Festival, APFF)기 되었다. 하지만 아시아의 영화시장은 완전히 

변했고, 아시아영화는 새로운 영화제들의 시대에 진입했다. 홍콩국제영

화제의 발족이 있었던 1977년 이후 계속 이 지역에서 아시아영화제의 

중요성은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역 영화제들의 대단히 경쟁력 있는 장들

에서 부산국제영화제와 상하이국제영화제가 2000년대 초반 이후 자신

들의 중요성을 성공적으로 증명했다. 그리고 비록 아시아영화제가 (놀랍

게도) 여전히 그 연례행사를 치러오고는 있지만 어떤 지역 미디어나 영

화계 인사도 아시아영화제에 대해 더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동남아

시아 영화제에서 아시아영화제로, 그리고 아태영화제로 정체성의 또 다

른 변화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헤게모니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협상하고, 변화를 거치며 살아남은 아시아영화제는, 1954년부터 시작된 

아시아에서 가장 최초로 시작된 영화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영화산업과 문화, 그리고 영화산업에 대한 최초의 약속과 영향력을 상

실한 채 그 존재만이 남아 부유하고 있다.

45 아태영화제(Asia-Pacific Film Festival)는 2007년에 호주 브리스번에서 시작된 아시아태평양스크

린어워즈(Asia Pacific Screen Awards)와는 연관이 없다. 아태영화제는 2014년에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직전에 행사가 취소되었고 이후 아태영화제는 아직 개최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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