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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염 혹은 진옌, 그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한다
‘상하이의 조선인 영화황제’ 내러티브 형성의 문제점
30년대 상하이의 스크린 속 김염의 이미지
중국의 부마’라는 호칭의 국제 정치학과 50년대의 김염
국민배우로서의 일평생

Ⅰ. 김염 혹은 진옌, 그의 아이덴티티를 생각한다
필자가 1930년대 상하이 영화계에서 활동한 김염(金焰)이라는 인물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일본인 스즈키 쓰네카쓰(鈴木常勝, 1947~ )가 쓴 《대로(大
路)》(新泉社, 1994)의 한국어판 《상해의 조선인 영화황제》(이상역, 실천문학사,
1996)를 통해서였다. 가족을 따라 중국으로 이주한 독립운동가의 후예가 동양의
헐리웃 상하이에서 톱스타가 되었다는 내용은 당시 한국의 독자들에게 너무나 신선
했는데, 때맞춰 그의 일대기를 다룬 TV프로그램1)이 방송되자, 김염의 ‘석세스 스
토리’는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한중수교(1994) 직후의 ‘중국을 알자’는 한
국사회의 분위기에 호응하면서 ‘올드 상하이 영화계 톱스타가 된 조선인’이라는 신
화가 형성되어간 것으로 기억한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김염이라는 이 화제적 인
물에 대한 한국사회의 관심의 반영으로 두 권의 책이 출판되는데, 박규원의 《상하
이 올드데이스》(민음사, 2003)와 조복례의 《상하이에 핀 꽃 - 1930년대 영화황제
* 동국대학교 중문학과 교수
1) 1996년 4월 21일 오후 8시 KBS 일요스페셜 ｢상해의 영화황제 한국인 김염｣. 이후로
｢TV, 책을 말하다｣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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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염》(주류성, 2004)이다.
《상하이 올드데이스》의 저자 박규원은 김염의 외손녀로, 1996년 무렵의 어느 날

우연히 모친으로부터 과거 독립운동을 했던 외가쪽 어른들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방송국에 보내게 된다. 방송국의 담당 PD는 김염이 “항일 운동가의 아들
로 태어나 중국에 가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2)해서 다큐멘터리
를 제작하게 되었고, 그 후 ｢일요스페셜｣에서 방송된 ｢상해의 영화황제 한국인 김
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감동을 받은 박규원은 그 후로 8년간의 노력 끝에 이 논픽
션을 출판해내게 되었다. KBS의｢일요스페셜｣에서는 “지난 90년간 중국 영화계가
배출한 최고 인기 배우들의 맨 앞에 중국 최고의 배우로 기록되어 있는 배우가 한
사람 있다”는 나레이션을 통해, 그리고 박규원은 “영화배우로서 중국 대륙을 평정한
조선인 출신의 영화황제”라는 표현을 통해 각각 김염을 소개한 바 있다.3) 물론 이
책이 값진 노력의 결과물임에는 틀림없지만 글쓰기라는 행위에 작용하는 가문적 속
박이라고 할까, 혹은 글을 쓰는 주체와 대상 간의 관계에서 비롯된 일종의 한계 역
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상하이에 핀 꽃》은 김염의 생애 외에 초기 중국영화사와 경극 등의 내용을 보충

했고, 김염의 필모그래피를 온전하게 채워 넣은 점 등에서는 성과를 인정할 수 있
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조복례는 머리말에서 김염을 “1930년대 상하이에서 활동
한 한국 영화인”으로서 연구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안태근에 의해 “상해파”로
명명된 바 있는 정기탁, 이경손, 한창섭, 전창근, 김일송 등의 영화인들4)은 조복례
가 언급한 것처럼 “일제 강점 하에서 민족정서에 부합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외로 나간 한국 영화인”을 말한다. 정기탁이 《애국혼》을 제작하는 등 이들
“상해파” 영화인들의 활동은 한국의 민족주의적 각도에서의 평가가 가능하다. 하지
만 그 반열에 김염을 넣을 수 있을까. 식민지적 현실에서 예술의 자유를 구하고자
상하이로 간 정기탁, 이경손 등은 조선에서도 이미 “영화인”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이들에 비해 김염은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중국에서
교육받고 자란 후 상하이 영화계에 뛰어들게 된 경우이다. 이 두 가지의 케이스가
2) 박규원, 《상하이 올드데이스》, 민음사, 2003, 26쪽.
3) 박규원, 앞의 책, 45쪽.
4) 안태근, <일제강점기의 상해파 한국영화인 연구>, 《한국영화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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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나로 될 수 있을까. 필자는 김염을 “상해파” 영화인으로 분류하는데 동의
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국내에서 김염을 소개한 단행본, 다큐멘터리 등 주요한 자료
들이 다분히 ‘성공신화’적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인식하에,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김
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시도해보고자 한다.5) 김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
는 1930년대 상하이의 ‘영화황제’의 신화 말고 무엇을 쓸 수 있는 것일까. 이 글은
‘상하이의 영화황제’라는 휘황한 찬사를 전제로 하기보다, 그가 ‘영화황제’가 되어가
는 과정 혹은 그 이면을 세밀하게 살피는데 중점을 둔다. ‘아이덴티티’적 각도에서
김염을 평가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중국에서의 평가가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주제에 관한 필자의 문제의식을 정리하자면, 김염에 대한 평가에는 적어
도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층위의 내셔널리즘 혹은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국제 관계가
컨텍스트가 각기 개별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식민지 조선의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으로서의 내셔널리즘으로, 이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고
하는 김염의 가문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두 번째는 9.18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군
사적 침략에 저항하는 중국인의 내셔널리즘이다. 이는 김염이 출연한 영화의 배역
들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는 1949년 전후하여 중국과 북한간에 형성되어 있던 정
치적 밀월관계이다. 이는 김염에 대한 ‘중국의 부마’라고 하는 평가와 관련이 있다.
김염의 평가에 있어 구체적인 ‘역사성’을 배제한 채 현재적 관점으로 각각의 구체적
인 과정을 통합하여 동일시하는 데는 다분히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Ⅱ. ‘상하이의 조선인 영화황제’ 내러티브 형성의 문제점
조선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1930년대 상하이의 조선인 영화황제가 되었다고 하
는 김염의 내러티브는 어떻게 형성된 것인가. 스즈키 쓰네카쓰(鈴木常勝)의 《상해
5) 새로운 시각에서 김염을 조명한 최근의 연구성과로는 임대근, <김염(金焰) : 1930년
상하이 디아스포라와 국족 정체성의 (재)구성>, 《인문콘텐츠》 제16호, 2009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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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선인 영화황제》(1996) 모두(冒頭)에는 영화평론가 이영일의 <역사와 인간이
빚어낸 놀랍고 슬픈 신화>라는 추천사가 실려 있는데, 그는 이 글에서 김염의 신화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영일씨는 1956년경 영화 시사회장에서 만난 전창근감독
으로부터 김염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전창근은 1926년부터 12년간 중국 상하
이에 거주하면서 당시 조선에서 상하이로 건너온 영화인들을 규합하여 상하이 망명
파를 만들었고, 영화감독으로서도 《의사 안중근 일대기》 등 14편의 영화를 제작하
는 등 중국영화계에도 큰 자취를 남긴 인물이다. 이영일은 전창근이 들려준 상하이
망명생활의 무궁무진한 이야기 중 유독 김염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인
데, 전창근의 표현에 의하면 “김염은 발렌티노 못지않은 미남자인데 문자 그대로 중
국 대중의 우상적인 인기스타였다”는 것이었다. 50년대는 냉전체제가 막 시작되던
시기였고, “죽의 장막” 저편에 살고 있었을 김염에 관한 자료를 한국에서 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날 전해들은 김염의 이야기를 멋진 전설로만 간직할 수밖에 없
었던 이영일은 1984년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인사를 통해 청지화(程季華)의 《중국
전영발전사(中國電影發展史)》를 접하게 된다. 이 책에는 김염의 이름이 그가 출연
한 영화의 제목과 함께 기술되어 있었고 인물소개로까지 나와 있었던 바, 이영일은
해당부분의 기술을 통해 전창근이 들려준 말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난 1994년 일본의 한 강연장에서 스즈키 쓰네카쓰(鈴木常勝)를 만나고, 그에게
서 《상해의 조선인 영화황제》의 일본어 원서인 《대로(大路)》를 건네받게 된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출판된 김염에 관한 저서 중 시간적 순서에 있어 맨 앞에 놓
여있는 《상해의 조선인 영화황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씌어지게 된 것인가. 1988
년 8월 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주도 옌지를 찾은 스즈키 쓰네카쓰(鈴木常勝)는 옌
볜예술극장 로비에서 열리고 있던 ‘조선족 인물전’을 관람하게 되는데, 그 전시회에
서 소개된 조선 출신의 독립운동가와 혁명가들의 사이에서 ‘전영황제 김염’의 이름
을 발견하게 된다. 조선인이 상하이 영화계의 톱스타가 되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
낀 스즈키는 다음날 연변대학 교수를 찾아가 김염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듣게 된다. 일본으로 돌아온 스즈키는 앞서 소개한 이영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
지화(程季華)의 《중국전영발전사(中國電影發展史)》에서 김염에 관해 기술된 대목
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아마도 이영일과 스즈키는 중국인 청지화가 쓴 같은
책의 같은 페이지를 보고 동일한 팩트를 확인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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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염. 본명은 김덕린(金德麟). 1910년생. 원적은 조선이며, 서울에서 출생. 부
친은 의사로서 조선 독립운동에 참가해 일본의 박해를 받았다. 1912년 가족이 모
두 중국 동북지방으로 망명하였으며 1916부터는 치치하얼에 정착해서 살았다. 얼
마 지나지 않아 부친이 병사하자, 김염은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하이(上海),
지난(濟南), 톈진(天津) 등을 전전하면서 가까스로 중학과정을 마쳤다. 1927년
김염은 혼자 상하이로 왔고 …… 1930년에는 롄화영화사(聯華影業公司)에 들어가
롼링위(阮玲玉) 등과 《야초한화(野草閑花)》, 《연애와 의무(戀愛與義務)》, 《도화
읍혈기(桃花泣血記)》 등에서 공연해 관객의 인기를 얻었다. 1932년 후에 그는 좌
익 영화운동의 영향 하에 몇 편의 우수한 진보적 영화에서 주연을 맡았는데, 《세
모던 여성(三個摩登女性)》은 그의 대표작이다 ……6)

스즈키는 《중국전영발전사(中國電影發展史)》의 일본어 번역자 모리카와(森川和
代)에게 김염자료에 대한 자문을 구했고, 그의 소개장을 들고 상하이에 와서 미망
인 친이(秦怡)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김로(金路), 류춍(劉琼), 위란(于藍), 뚜쉬
엔(杜宣), 우쭈꽝(吳祖光)에 대한 인터뷰로 이어지는 5년간의 ‘김염을 찾는 여행’을
하게 된다.
한편 스즈키가 처음 김염이라는 인물을 접하는 계기가 되었던 ‘조선족 인물전’의
콘텐츠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내용은 나중에 《중국 조선족 인물전》7)이라는 제목
으로 출판되었는데, ‘김염’ 부분을 집필한 최경택을 스즈키가 1991년 8월에 인터뷰
한 내용이 《상해의 조선인 영화황제》에 나와 있다. 최경택은 1963년 중국영화대표
단의 북한 방문에 통역으로 참가했고, 그 때 정쥔리(鄭君里, 1911~1969) 단장으
로부터 처음으로 ‘전영황제 김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친
이(秦怡)와의 인터뷰에 기초해 <김염소전>을 썼다고 말했다. 《중국조선족인물전》과
비슷한 시기에 출판된 《조선족 백년 사화》(1989)에도 ‘조선족 영화황제’라는 대목
이 있는데, 내용이나 분량(20쪽 가량) 면에서 두 책의 기술이 유사하다. 80년대
후반 중국에는 ‘조선족을 빛낸 인물’로 정리해놓은 김염에 관한 콘텐츠가 이미 형성
되어 있었던 것이다.
현룡순이 집필한 《조선족 백년 사화》 내의 관련 내용을 보기로 하자. 서울에서
독립운동 지도자 김필순의 아들로 태어난 김염이 가족을 따라 중국으로 와서 여기
6) 程季華 主編, 《中國電影發展史》(第一卷), 北京: 中國電影出版社, 1980, 254쪽.
7) 한준광 주필, 《중국조선족인물전》, 연변인민출판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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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전전하던 끝에 상하이로 오게 되며, 영화계에 진출하여 스타로 성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기본적인 줄거리는 스즈키 쓰네카쓰나 박규원, 조복례의 책
에 있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김염이 1931년 《전성(電聲)》지를 통해 ‘영화 황제’로
등극한 것, 그리고 1937년 ‘일중합작’ 영화에 출연하라는 일본군 소좌의 제의를 거
절한 것 등의 에피소드는 다른 자료에도 대부분 나오는 내용이다. 다만, 현룡순의
기술 가운데 특이한 부분은 톈한이 김염을 남국예술극사에 들어오도록 배려해주던
당시 톈한(田漢)이 “김염이 조선족이라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고 적어놓은 대
목이다. 톈한이 이끌던 난서(南社)극단이 1930년대에 《안중근 이토를 쏘다(安重根
刺伊藤)》라는 연극을 공연한 바 있고, 1948년에는 그가 직접 《조선풍운》이라는 희
곡을 쓴 걸로 보아 톈한은 일찍부터 조선에 대해 관심이 많았을 것은 짐작할 수 있
다. 톈한(田漢)이 “김염이 조선족이라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흥
미있는 기술이며,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하지만 현룡순의 글에는 톈한의 그러한
관심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근거 같은 것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다. 필자는 위에서 언급된 내용에 흥미를 느껴 《톈한전집(田漢全
集)》을 뒤져 보았으나, 근거가 될 만한 자료는 찾지 못했다.
김염의 출신 배경에 대해 당대의 중국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중국전영주
보》의 기자를 지낸 바 있는 왕원화(王文和)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진옌은 헤이룽쟝성(黑龍江省) 사람이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고,
신문이나 잡지에도 모두 이렇게 보도했다. 심지어 1948년 궈모루어(郭沫若)가 그
에게 써준 결혼증명서도 예외가 아니다. 흰 종이에 검은 글자로, 또렷하게 진옌의
본적은 헤이룽쟝이라고 씌어 있다. 사실 진옌의 조상이 살던 곳이거나 또는 그의
출생지로 따진다해도 그의 본적이 헤이룽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맞지 않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 의해 와전된 것이니 크게 탓할 것도 없다. 그 안에는 사람들
이 잘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이다. …… 정확하게 말하면, 진옌의 본적은
조선(朝鮮)이며, 그는 서울(漢城)에서 태어났다.8)

청지화의 《중국전영발전사》에 이미 김염이 조선에서 태어났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을 참고한다면, 왕원화가 말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비밀”의 범위가 어디
8) 王文和, 《叫響了綽號的影星》, 學苑出版社, 1990, 14~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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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당시의 일반 관객들은 김염이 조선 출
신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그렇다면 1930년대 상하이의 영화계에서는 김염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어떤 의
미를 지니는 것이었을까. 스즈키가 인터뷰한 선지(沈寂)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롄화영화사는 김염을 조선인이라고는 공언하지 않았어요. 김염이 영화계에 들어
올 무렵의 상하이에는 조선인 아편 상인과 일본 제국주의자의 끄나풀들이 암약해
조선인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중국인은 악덕 조선인을 ‘낭인(浪
人)’이라고 부르며 경멸하였습니다. 김염 자신도 아버지가 중국에 망명한 경과가
있기 때문에 조선인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9)

선지의 회고는 1930년대 당시 상하이 영화계에서의 김염의 아이덴티티적 실상에
매우 근접한 언급이었을 것이다. 김염은 조선 독립운동의 염원을 중국의 스크린에
서 펼쳤던 것이 아니라, 진옌(金焰)이라 불리는 배우로 활동했을 뿐이다. ‘일제에
저항한다’는 면에서는 같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항의 주체와 성격은 ‘조
선의 독립운동’이 아니라 ‘중국의 항일운동’이었던 것이다.

Ⅲ. 30년대 상하이의 스크린 속 김염의 이미지
당대 중국에서의 김염의 이미지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좀 더 당대의 객관적 현실
에 접근하기 위해 당시 김염이 속해있던 영화사의 성격과 그가 영화 속에서 맡은
배역 등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현룡순의 <조선족 ‘영화황제’>10)를 보면, 김염은
1927년 톈진에서 상하이로 온 직후 민신(民新)공사를 찾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
민신공사에서는 처음부터 영화배우를 했던 것은 아니고, 무보수에 숙식만 해결하는
조건으로 잡일을 했던 것 같다. 그 후 난궈(南國)예술극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톈한(田漢)과의 각별한 인연이 시작되었고, 연극 공연에 참가하면서 연기
9) 스즈키 쓰네카쓰, 《상해의 조선인 영화황제》, 109쪽.
10) 현룡순, 리정문, 허룡구 편저, 《조선족 백년 사화》, 거름출판사, 1989, 318~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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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시작한다.
앞서 소개한 스즈키 쓰네카쓰의 책에는 김염의 연표만 있을 뿐 필모그래피는 없
고, 박규원의 책에는 <김염이 출연한 작품>이라는 소제목으로 필모그래피가 소개되
어 있기는 하나, 정확하지 못하다. 최근에 출판된 Richard J. Meyer의 JIN

YAN: The Rudolph Valentino of Shanghai11)에 소개되어 있는 필모그래피가
비교적 상세하다. Richard J. Meyer의 필모그래피에 의하면, 김염이 처음으로 출
연한 영화는 1928년 민신(民新)에서 제작한 《목란종군(木蘭從軍)》이다. 김염은 민
신(民新)에서는 《열혈남아(熱血男兒)》(1929)와 《풍류검객(風流劍客)》(1929)의
두 편을 더 찍었고, 1930년에는 롄화(聯華)에서 《야초한화(野草閑花)》를 위시하여
1938년까지 1930년대에만 22편의 영화를 찍게 된다. 그 후로 그는 1940년부터
48년까지는 5편, 49년부터 58년까지는 7편을 더 찍었다. Richard J. Meyer의
책에 나와 있는 필모그래피에 의하면, 김염은 평생 총 37편의 영화를 남겼다. 촬영
편수와 기간으로 보면, 22편을 찍은 1930년대를 전성기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기간 중 김염은 롄화(聯華)와 이화(藝華), 그리고 신화(新華)를 중심으로 활동했는
데, 그 중 롄화에서 찍은 것이 22편 중 16편으로 제일 많다.
그렇다면 김염이 출연한 영화를 가장 많이 찍었던 롄화(聯華)는 어떤 영화사인
가. 1930년 8월 뤄밍여우(羅明佑)의 화베이(華北)영화사와 리민웨이(黎民偉)의
민신(民新)영화사가 우싱자이(吳性栽)의 대중화바이허(大中華百合)와 합병하고,
여기에 상하이에서 인쇄 출판업을 하던 황이추어(黃漪磋)가 들어오면서 “롄화영화
사(聯華影業制片印刷公司)”가 성립되었고, 뤄밍여우가 사장을 맡았다. 1930년 10
월 롄화영화사는 국민정부 실업부(實業部)와 홍콩정부(香港政府)에 동시에 등록절
차를 마쳤다. 롄화는 “국산영화를 부흥시킨다(復興國片)”는 방침 하에 “예술을 제창
하고 문화를 선양하며, 민지를 계발하고 영화산업을 구한다(提倡藝術, 宣揚文化,
啓發民智, 挽救影業)”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뤄밍여우(1900~1967)는 홍콩에서 나고 자랐으며, 1918년 부친의 명에 따라
베이징대학에 진학했고, 1919년 베이징에서 전꽝(眞光)극장을 창립한 이래 영화산
업에 종사하게 된다. 1930년 그가 롄화를 만들 당시, 그는 이미 20개의 극장을 운
영하고 있었다. 롄화의 이사진들도 상당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이었는데, 이
11) 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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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은 당시 영국국적을 가진 귀족으로 홍콩의 거부였던 허똥(何東, Robert
HoTung Bosman, 1862~1956)이 맡았고, 이사로는 장쉬에량(張學良)의 부인
위펑즈(于鳳至)와 중화민국의 초대 총리를 지낸 슝시링(熊希齡) 등이 맡았다.
창립자 뤄밍여우는 상하이와 홍콩의 영화산업을 합병해서 중국 시장을 독점하는
영화도시(電影城)를 만든다고 하는 실로 원대한 포부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포부
를 실현하기 위해서 롄화는 각지에서 유능한 감독과 배우를 모집했는데, 쑨위(孫
瑜), 부완창(卜萬蒼), 차이추성(蔡楚生) 등의 감독과 롼링위(阮玲玉), 김염(金焰),
까오잔페이(高占非), 천옌옌(陳燕燕) 등의 배우가 모두 이곳 소속이었다. 롄화는
8년 동안 100 여 편의 영화를 제작했는데, 《야초한화(野草閑花)》, 《도화읍혈기(桃
花泣血記)》, 《연애와 의무(戀愛與義務)》 등이 대표작이다. 영화의 경향은 대체로
“진보의식”을 표방하고 있었으며, 기술이나 연기 면에서 모두 참신함을 내세워 “신
파(新派) 영화”라는 평을 받고 있었다.
김염이 1930년대에 찍었던 22편의 영화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 지는데, 그
중 하나는 구세대의 인습과 물질주의에 대항해서 싸우는 청춘남녀의 모습을 그린
‘애정물’이고, 다른 하나는 ‘혁명’ 혹은 ‘항일’ 등의 사회적 이슈들에 각성해가는 주인
공을 그린 ‘사회물’이다. ‘애정물’과 ‘사회물’은 구체적인 주제 면에서 서로 다른 것이
기는 하지만, 진보적인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었던 점에서는 서로 통한다. 뿌완창
(卜萬蒼) 감독의 《세 모던 여성(三個摩登女性)》(1932)이라는 영화에서 배우 장위
(張楡)역을 맡은 김염이 1931년 9.18 만주사변 이후 애정영화가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전화교환수 저우수전(周淑貞)역을 맡은 롼링위로부터 영화 장르를 애
국영화로 바꿀 것을 제안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애정영화에서 애국영화로의 전환’
이라고 하는 김염 개인이 처한 현실 속의 상황이 영화 속에서 똑같이 재연되고 있
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렇다면 김염은 1930년대에 그가 출연한 영화에서 주로 어떤 배역을 맡고 있었
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보기로 하자. (1)은 ‘애정지상주의’ 계열에 속하는 작품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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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배 역

제작사

제작연도

야초한화

부친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음악소녀를
사랑하는 부잣집 아들

롄화

1930

애정과 의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폐병으로 사망하는 청년

롄화

1931

은한쌍성

촬영 중 알게 된 여배우를 잊지 못해
독신으로 늙어가는 영화배우

롄화

1931

도화읍혈기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목장 관리인의
딸을 사랑해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청년

롄화

1932

(2)는 사회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들이다.
제 목

배 역

제작사

제작연도

일전매

삼각관계에서 생겨난 오해로 인해
사관학교에서 쫒겨나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가 오해가 풀려 다시 군대로 복귀하게
된 군인

롄화

1931

속고도춘몽

어려움에 처한 가장을 도와주는 북벌 혁명군

롄화

1932

롄화

1932

롄화

1932

롄화

1932

롄화

1933

롄화

1934

들장미

성시지야
세 모던
여성
모성지광
대로

집안의 반대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가 1.28 상하이사변이 발생하자
혁명적 물결 속에서 다시 재회하게 되는
부유한 미술학도
살던 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한 여공의 육체를
탐내는 비열한 땅 주인의 아들
두 세계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영화계에서 세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중 의식 면에서 가장
앞선 전화 교환수와 결혼하게 되는 영화배우
남양에서 광부생활을 하다 상하이로 돌아와
우여곡절 끝에 가족과 상봉하게 되는 혁명가
도로 포장공사를 하다가 일본군의 폭격으로
장렬히 전사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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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시대

장지릉운

하인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열심히 공부한 끝에
교육사업을 이어받아 이를 키워가는 향촌
교육자
고아 출신이지만 자기가 자란 난민촌을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도적떼와 싸우는
지도자

이화

1935

신화

1936

물론 (1)과 (2)의 구분이 다소 애매한 면은 있다. (1)에서 애정문제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지만, 청춘남녀의 애정적 결합을 방해하는 요소로서 사
회적 계층의 차이라던가 빈부격차 내지는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도 사회의식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비해 (2)의 경우는 직접적인 정치투쟁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
어 있거나, 자유연애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고 해도 그 이상의 사회적 관계가 반영
되어 있는 것이다. 중국혁명의 전개과정에 따라 문학, 예술에 있어 진보적 문제의
식은 결국 ‘항일’이라는 주제로 합쳐지게 되었고, 이는 ‘애정영화에서 애국영화로’라
고 하는 김염의 스크린 속 이미지 변신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본고의 주제인 김염의 아이덴티티와 관련하여, 전성기에 찍은 이들 영화중에서
김염이 조선의 이미지를 표현해낸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도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영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로》에 등장하는 김염의 극중 배역은 ‘진
꺼(金哥)’이다. 김(金)이라는 성은 한국에도 있지만, 중국에도 있다. 중국인에게 있
어 스크린 속의 인물은 ‘김(金)형’이 아니라 ‘진(金)꺼’였던 것이다. 그의 성을 김
(金)으로 정하게된 데 있어, 감독 쑨위는 배우의 성을 영화 속 배역에서 그대로 사
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12) 김염의 개인적인 상황이
영화의 배역 속에 반영된 예는 《세 모던 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염이 맡은
대학생 장위(張楡)는 동베이(東北)에서 상하이로 내려와서 배우가 되는데, 이는 가
족을 따라 중국 동베이지역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다가, 1927년 상하이로 와서
영화배우가 된 김염의 동선과 일치한다.
30년대 스크린 속 김염의 이미지를 일별하면서, 그의 아이덴티티 문제와 관련하
여 떠오르는 초보적인 인상은 그가 일련의 영화들 속에서 고아로 설정되어 있다고
12) 孫瑜, 《大路之歌》, 源流出版公司, 1990, 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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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로》, 《장지릉운》 같은 영화들인데, 이는 혈연적 관계가
끊어지게 된 조선출신 김염이 중국에 와서 양자(養子) 관계를 맺게 된다고 하는데
대한 무의식적 반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가. 감독을 비롯해 김염 주변의 사람들
은 그가 조선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스크린에서만 보았을 때, 토키영화
의 시대에 유창한 베이징어를 구사하는 김염을 조선인으로 볼 중국 관객은 없었을
것이다.
1930년대 중국영화계의 변화에 대해 톈한(田漢)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 바 있다.
1933년은 “수재의 해(水災年)”이자 “국산품의 해(國貨年)”일 뿐 아니라 “영화계
변화의 해(電影轉變年)”이기도 했다. 민족적 위기가 나날이 심해지고 날이 갈수록
인민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헐리웃을 위시한 제국주의 국가의 영화들은 점차 중국
시장에서 관객들에게 배척받았다. 봉건의식이 농후한 국산영화 역시 영업실적이
저조해졌는데, 밍싱(明星)은 롄화(聯華)의 뒤를 이어 반제반봉건의 방향으로 매진
했다. 이화(藝華)는 그들의 뒤를 이어 일어난 “진보적 영화계의 신군(新軍)”이
다.13)

톈한은 1933년을 매우 특별한 해로 기억하고 있다. 1931년의 9.18 만주사변과
1932년의 1.28 상하이사변으로 인해 고조된 중국인의 내셔널리즘이 국산품 장려운
동을 낳았을 뿐 아니라 영화계에서도 리얼리즘의 심화와 항일주제를 낳게 된 것이
다. 김염이 출연한 영화의 주제나 스타일상의 변화도 이러한 배경과 결부지어 생각
해야 할 것이다. 위 인용문에서 톈한은 이화(藝華)의 탄생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 좌익계 영화제작자들이 집결했던 이화(藝華)는 국민당의 타겟이 되었
으며, 이는 테러사건으로 이어졌다. 이화(藝華)에 대한 우익 테러사건에 대해서는
루쉰도 <《준풍월담》 후기>에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항일’에 소극적이었던 국민당
은 문화계의 항일운동 세력에 압력을 가했는데, 톈한은 그들의 표적이 된 바 있다.
1933년 11월 16일 《따메이만보(大美晩報)》에는 ‘영화계 공산세력 척결회(影界鏟
共會)’라는 우익단체 명의로 “톈한(田漢) 등의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
성 광고가 실렸는데, 이 글의 후반부에는 “김염(金焰) 등이 주연하는 계급투쟁과
빈부대립을 고취하는 반동영화는 상영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폭력적 수단으로
13) 田漢, 《田漢文集》(第十一集), 中國戱劇出版社, 1984, 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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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대할 것이다. 이화(藝華)처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다.14)
물론 이는 우익단체의 편견을 통해 표현된 것이지만, 상하이 영화계에서 당시 김염
의 이미지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Ⅳ. ‘중국의 부마’라는 호칭의 국제 정치학과 50년
대의 김염
‘상하이의 영화황제’ 김염의 신화를 구성하는 레토릭 중 ‘중국의 부마’설이 있다.
박규원의 《상하이 올드데이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신중국 수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염과 친이(秦怡)가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 저녁식사를 초대받아 갔는
데, 그 자리에서 저우언라이가 “김염, 당신은 영화 황제이면서 동시에 우리 중국의
부마요”라고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15) 중국의 총리로부터 “우리 중국의 부마”라는
호칭을 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한 평가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른 자료들을 펼쳐 보았더니, 스즈키
쓰네카쓰의 책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다. 해당 대목을 보기로 한다.
1956년 진이는 주총리와 동행해 버마를 방문하게 되었다. 출발에 앞서 진이와
김염은 주총리 댁에 초청되었다. 총리부인 등영초가 식사를 지어 내왔다. 식사하
는 도중 주총리는 웃으며 말했다. “예술가란 대중의 소리에 답할 뿐, 지체 높은 사
람들의 안색을 살필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김염을 향해 유머를 섞어 말했다. “김
선생은 우리들의 부마예요.” 김염은 집으로 돌아와 주총리의 이야기를 되새겨본 후
진이에게 말했다. “총리는 내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칭찬한 거예요. 내가 부
마라면 당신은 중국의 공주가 되는 거니까.”16)

인용처는 《중국조선족인물전》으로 되어 있다. 김염의 말대로, 부마(駙馬)란 공주
의 남편을 의미한다. 결혼은 당사자간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집안 간의 결합이기도
한 것이 아닌가. 공주의 집안이 중국이라면, 부마의 집안은 어디인가. 발언 당시 저

14) 田漢, 《田漢文集》(第十一集), 中國戱劇出版社, 1984, 484~485쪽.
15) 박규원, 《상하이 올드데이스》, 민음사, 2003, 332쪽.
16) 스즈키 쓰네카쓰, 앞의 책, 264쪽.

100 《中國文學硏究》⋅제58집

우언라이의 뇌리에 있던 나라는 어디였을까. 1956년 동북아의 정치적 상황에서 중
국과 사돈을 맺을 수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상상해보면, 아마도 이는 북한을 염두
에 둔 발언이었을 것이다.
저우언라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부터 문혁 때까지 총리를 지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지만, 58년까지는 외교부장을 겸임하기도 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
후 중국 외교의 최대 과제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존재를 인정받는 것이었
는데, 중국의 외교부장으로서 저우언라이는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발표한
외국과의 외교관계 설정에 대한 선언서를 북한에 전달하면서 외교관계 수립을 요청
하였다.17) 이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외무상 박헌영은 10월 4일 답
신을 통해 조 중 양국 인민의 친선과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외교 관계를 설정하며
대사를 교환할 것을 결정하였다.18) 북-중 간의 정식 수교는 10월 6일에 이루어졌
는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수립일이 10월 1일이었던 것을 상기해보면, 건국초기 중
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건국 초기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은 ‘형제애’에 입각한 ‘가장 가까운 우방’의 관계
에 있었던 것이며, 당시 외교부장이던 저우언라이의 ‘중국의 부마’ 발언은 이러한
50년대 동북아의 국제 정치적 관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남
북한을 포괄하는 ‘한민족’이라는 개념도 아니고, 국민국가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을 지칭하는 말이었을 뿐, 중공(中共)을 ‘적성국가’로 설정해놓고 있던 당시의
‘대한민국’과는 별반 관련이 없는 발언이었던 셈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 김염의 배우로서의 활동은 어떠했을까. 1949년 이후 김
염은 《잃어버린 사랑(失去的愛情)》 등 7편의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 중 《폭풍우
속의 매(暴風雨中的雄鹰)》 라는 작품을 통해, 이 영화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내셔
널리즘의 문제를 이야기해보기로 하자. 《폭풍우 속의 매》는 왕이(王逸)감독의
1957년 작으로, 홍군(紅軍)과 티베트지역 주민 간의 우의를 그린 영화이다. 영화
속 시공간적 배경은 1936년 칭장(靑藏)고원이다. 장정(長征)을 떠난 홍군의 주력
17)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외교부장 주은래>, 《조선중앙연감》 1950, 1949.10.1.
박선영, <표출된 ‘형제애’와 가려진 ‘국익’ ―주은래의 대조선 외교>, 《中國近現代史硏
究》, 第59輯, 2013, 225쪽에서 재인용.
1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박헌영>, 《노력자》, 1949. 10. 4 ; 동일한 내용이 조
선중앙연감 1950, 1949. 10. 15.에도 실렸다. 박선영, 앞의 글, 22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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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는 이미 산베이(陝北)에 도착했지만, 후속부대의 류(劉)지도원과 일부 병사들
은 군벌 마부팡(馬步芳)부대의 포로가 된다. 압송되던 도중 훠와(火娃) 등은 갑자
기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틈타 도망친다. 숲속에서 먹을 것을 찾던 홍군 병사들은
노루를 잡았으나, 그것의 처리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하다 결국은 티베트 사냥꾼
들의 사냥감일지도 모른다고 판단하게 되어 노루를 놓아준다. 뒤에서 홍군 병사들
의 토론을 지켜보고 있던 티베트 사냥꾼 라오바얼(老巴爾)은 ‘혁명규율’을 엄수하는
홍군 병사들을 신임하게 되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 홍군 병사들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부락 사람들은 의견이 엇갈리지만, 라오바얼은 그들이 자기 부대
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군벌 마부방의 부하들이
도망친 홍군을 잡으러 가택수색을 하다가 라오바얼의 가족과 충돌을 빚고, 라오바
얼 가족과 홍군 병사들이 힘을 합쳐 저항하던 중 군벌 부하 세 명을 죽이게 된다.
라오바얼은 홍군 병사들을 산속 깊이 숨겨두고,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 화얼
단(華爾丹)을 불러내 홍군을 호송해주도록 하려고 한다. 이 때 홍군 포로 중 일부
가 도망쳤다는 보고를 접한 군벌의 중간두목은 포로로 잡혀있던 홍군의 류(劉)지도
원을 생매장하도록 명령하지만, 라오바얼부자는 그날 밤 류(劉)지도원을 구출해주
고, 이로 인해 이튿날 화얼단은 감옥에 갇히게 된다. 류(劉)지도원과 홍군 병사들
은 더 이상 부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자신들이 적에게 귀순하는 대신 화얼단을
석방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한다. 티베트 부락의 지도자는 홍군의 말에 감동하여 자
신이 직접 교섭에 나서나 오히려 그 과정에서 모욕을 당하게 되자, 홍군과 연합하
여 군벌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 때 류(劉)지도원과 홍군병사들이 적진에 잠입해
서 화얼단을 구했으나, 군벌은 군대를 동원해서 티베트 부락을 초토화시키고 부락
의 지도자를 죽인 후,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홍군과 티베트인들을 포위한다. 절
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류(劉)지도원은 티베트인들이 안전하게 철수하도록 홍군이
엄호하도록 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바탕 격전이 벌어진 후, 홍군과 티베트
인들 중 일부가 전사했고, 티베트인들은 황하를 건너게 된다.
장정(長征)의 과정에 있어 홍군(紅軍)의 고결한 혁명정신 및 형제 민족과의 우
애를 그린 전형적인 ‘주선율(主旋律)’ 영화라 할 수 있다. 주선율 영화는 정치적 목
적의식이 매우 두드러진 중국식 프로퍼갠더 영화를 말하는 것이지만, 주선율 영화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보다는 영화 내에서 김염이 맡았던 배역과 관련해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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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하자.
김염은 이 영화에서 라오바얼(老巴爾)이라는 티베트족 사냥꾼으로 나온다. 그는
매우 정의롭고 인정있고, 리더쉽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민간인의 재물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 홍군의 규율에 감화되어 홍군 병사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데, 이것
이 사건의 발단이 된다. 무도한 군벌무리들에 맞서 가족을 지키는 과정에서 라오바
얼은 홍군 병사들과 함께 살인을 하게 되는데, 이는 양자를 더욱 끈끈하게 엮어 버
린다. 그 후로 라오바얼 부자와 홍군의 사이에는 서로가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의
생명을 구해주는 감동적인 장면이 몇 차례 거듭되었고, 마지막에는 홍군 부대가 티
베트 마을사람 전체를 구해주는 눈물겨운 희생담으로 끝을 맺는다.
이 영화가 제작된 1957년을 전후한 중국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1949년 중화인
민공화국은 “티베트 해방(解放西藏)”을 선언했다. 일반적으로 중국현대사에서 ‘해방’
이라 하면 국민당 지배 하에서 공산당 지배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장기
간 영국의 영향 하에 있던 달라이라마 정권하의 티베트에 있어 ‘해방’은 ‘제국주의로
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935년생인 달라이라마 14세가 당시 아직 어
렸기 때문에 티베트는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도 취하지 못했다. 1950년 10월 중국
공산당 군대는 사원 등을 부수면서 동 티베트를 점령했는데, 그것은 당시 서남군구
정치위원이던 떵샤오핑(鄧小平)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티베트침략에 대하여 인
도는 중국에 항의했지만, 당시는 한국전쟁의 와중이어서 티베트의 비참한 상황은
크게 주목되지 못하였다. 51년에는 라싸에 도착하여 티베트 중앙정부와 <티베트 해
방에 관한 17개 조약>을 체결한다. 이 협정의 제 1조는 ‘티베트 인민은 중화인민공
화국이라는 조국의 가족 품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이었다. 또 달라이라마의 지고성
(至高性)과 티베트 전통문화를 존중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1951년 중국의 인민해방군은 다시 중앙티베트를 침략했다. 2만 명의 군대
가 라싸에 주둔했는데, 이는 당시 라싸 인구의 절반에 해당했다. 54년에는 티베트
와 중국을 잇는 도로를 완성했는데, 이를 통해 군사수송이 용이해졌다.
1959년 3월 이궁(離宮)에 체류하고 있던 달라이라마 14세는 중국군으로부터 연
극공연 초대를 받게 되는데, 중국군이 달라이라마를 납치하려 한다는 소문이 급속
히 퍼지면서, 민중들이 이궁(離宮)을 둘러쌌고 중국군의 지프를 가로 막게 되었다.
어수선한 틈을 타서 달라이라마 14세는 변장을 하고 이궁(離宮)을 벗어나 인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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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명하게 된다. 당시 인도의 네루수상은 달라이라마 14세와 대량의 티베트난민을
받아들여, 달라이라마는 이듬해인 60년 다람살라에서 망명정부를 세우게 된다.
1959년 이후 중국은 티베트문화를 본격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한다. 공산주의 사상
이 강제로 교육되었고, 토지나 목초지가 ‘근면한 대중’에게 분배되었으며, 승려들의
수업생활은 폐지되었고, 예술작품은 중국으로 옮겨졌다. ‘티베트의 반동세력을 섬멸
하고’, ‘농노를 해방’하는 캠페인이 생겨났다.19) 1965년 10월에 현재의 ‘시짱자치구
(西藏自治區)’가 수립되어, 정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이 되지만, 곧바로
문화대혁명이 발발하면서 티베트는 또 한 차례 큰 혼란을 겪게 된다. 그 후로도 티
베트의 수난은 계속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지만, 지면관계상 그것을 일일이 논
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1934년에 찍은 《대로》에서는 현실
에 존재하는 일본의 중국침략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여실히 반영되었던 데
반해서, 1957년작 《폭풍우 속의 매》에서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가공의 세계가
날조된 것이었으며, 30년대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의 또 다른 내셔널리즘이 등장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김염은 왜 이 영화에서 한족이 아닌 소수민족의 역할을 맡게 되었을까. 그 관계
를 실증적으로 밝혀내기는 쉽지가 않겠으나, 1952년 조선족 자치구가 설립되고 중
국 내에서 ‘조선족’으로 분류되었을 김염이 중국내 민족간의 우의를 지지하는 성격
의 배역을 맡게 된 것이, 과연 그의 출신과 무관한 것일까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
아있다. 김염은 1955년 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칭장(靑藏)고원 지역에 갔다가
기후와 생활 습관 등에 잘 적응하지 못해 위장병에 걸리게 되는데20), 위장병은 그
후로도 고질이 되어 그를 괴롭혔고, 1962년에 받은 위수술이 잘못되어 그는 인생
의 말년을 계속 병상에서 보내게 된다.

19) 티베트 역사에 대한 기술은 石浜裕美子著・永橋和雄写真, 《図説 チベット歴史紀行》,
河出書房新社, 1999, 108~117쪽과 Françoise Pommaret, Le Tibet, Une
civilisation blesée, Gallimard, 2002의 일본어 번역본 ポマレ，フランソワーズ著
後藤淳一訳, 《チベット》, 創元社, 大阪, 2003의 105~131쪽에서 요약, 정리했다.
20) 현룡순외, 앞의 책,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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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국민배우로서의 일평생
김염. 그는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중국 상하이에서 스타가 되고 항일영화를 통
해 가문과 민족의 못다한 한을 스크린에서나마 풀어준 ‘독립운동가의 후손’인가, 아
니면 1930년대 동양의 헐리웃이라 불리던 상하이에서 각 장르의 영화에 출연하며
여성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화 황제’인가. ‘상하이에서 활동한 배우 진옌(金焰)’
에 ‘조선인’이라는 수식을 추가하고 싶어하는 심리는 왜 생겨나는 것일까. 그는 조
선 출신이었지만 한국어로 연기하지 않았다. 그가 소속된 영화사, 그와 함께 공연
한 배우와 감독, 그가 출연한 영화와 그가 맡은 배역 등은 모두 중국에 속하는 것
이었다. 태생적 배경으로 볼 때는 조선인이 맞지만, 배우로서는 중국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상하이 영화황제’를 ‘조선인’으로 보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항일’이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양면성에서 야기된 착시현상의 작용이 아닐까. 조선은 일본으로
부터 침략을 당했고 이에 저항했으며, 때문에 항일세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한중간의 이 공감대가 국가수립 이후의 네이션 스테이트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자국중심의 내셔널리즘을 공고히 하는데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을
공적(共敵)으로 상정하는 삼자간의 항일 내셔널리즘의 영역에서는 국가를 초월하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지만, 한국과 중국이라는 양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두 집단
은 결코 합쳐질 수가 없는 것이다.
김염은 결코 항일만을 연기했던 배우가 아니었다. 그는 신여성의 마음을 사로잡
는 훤칠한 미남자였다가 항일의 선봉에 선 투사가 되기도 했고, 노(老)혁명가가 되
었다가 홍군을 돕는 소수민족 사냥꾼을 연기하기도 했다. 인기배우였던 그는 중국
내셔널리즘의 성장해감에 따라 적절한 배역을 소화해낸 중국의 ‘국민배우’였던 셈이
다. 그리고 ‘국민배우’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 바로 ‘중국의 부마’였던 것이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이 ‘중국의 부마’라는 표현에는 1950년대 동북아의 국제정치학적 배경
이 드리워져 있으며, 그것은 바로 ‘중조밀월(中朝蜜月)’의 분위기였다. 김염은 중국
의 국민배우였지만, 국가로부터 늘 적절한 대접을 받지는 못했다. 김염은 위장병
수술 후에는 영화를 더 이상 찍지 못했고 외로운 만년을 보냈으며, 문혁시기에는
다른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았다. 김염의 장례식을 두고 미망인 친이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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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당 간에 의견대립이 있었다고 했던 것21)은 국가에 대한 김염 가족의 감정이 반
영된 것이 아닐까. 김염에 대한 평가의 복잡함. 거기에는 20세기 이래 한중간의 굴
절된 역사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굴절의 역사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
다.
중국과 한국의 두 세계에 걸쳐있던 인물 김염. 그를 두고 여러 다양한 해석이 존
재하지만, 정작 그의 아이덴티티적 지향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문제의 본질에 매우
근접한 이 질문을 떠올리는 순간 영화평론가 이영일이 《상해의 조선인 영화황제》의
서문에서 던졌던 다음의 문제제기가 필자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는 왜 해방
된 내 나라 내 땅에 돌아오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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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稿的写作目标在于把1930年代以来在中国上海的影坛上活动的韩国出
身演员金焰做出‘客观性的分析’。笔者认为有关金焰的整个评价上存在着从三个
不同层面形成的民族主义或者基于民族主义的国际关系的背景（context）。
第一是殖民地独立运动精神基础上的韩国人的民族主义，这跟金焰的家门
背景有关的。第二是对抗于九一八满洲事变以后日本的军事侵略的中国人的民
族主义。这跟金焰在电影里扮演的角色有关的。第三是1949年直后中国跟北韩
之间形成的政治上的蜜月关系。这是周恩來的‘中国的驸马’发言有关的。金焰的
评价应当从每个阶段具体的历史性出发才对的。
金焰是朝鲜出身的，可是他在电影里没使用朝鲜语言，他所属的电影公
司，与他一起活动的演员、导演，他所担当的角色都是属于中国的。 出生背景
来说他是朝鲜人，演员来说是中国人。金焰不只是演抗日的演员。有时他是引
人入胜的美男子，有时是抗日斗士，有时是老革命家，有时少数民族猎人。
他是人气最旺的演员，随着中国民族主义的成长担当适当角色的中国的‘国
民演员’。金焰是中国的‘国民演员’，可是他从国家没有受到应分的接待。金焰在
1950年代末以后不能再拍摄电影，过了孤独的晚年，文革时期也受到了批判。
对于金焰评价的复杂里面，反映着20世纪以来韩中之间的曲折的历史。我们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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该回避那曲折的历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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