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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영화소설의 이미지 텍스트 연구
The Theory of the Image of the “Cinema-novel” in 19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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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20년  화소설은 화  상상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매체효과를 활용해 구성된 서사물이며, 독서 과

정에서 끊임없이 화의 이미지를 환기할 수 있도록 고안된다. 화 매체의 흥행과 함께 나타난 이 독특한 

장르의 형성과 발  과정에는 근 인 술매체의 형식을 고민하고, 그에 걸맞는 콘텐츠를 만들기 해 

노력한 1920년  술의 시 인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본고는 혼종의 매체 시 , 격 인 장르 실험의 한 사례로서 ‘ 화소설’에 주목하고, 화소설이 어떻게 

하나의 장르로서 수렴해갔는지 살피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 과정에서 화, 소설, 사진, 그리고 삽화가 

결합된 융합 텍스트의 미학  원리를 규명하는 일은, 본고의 요한 목표가 될 것이다. 

■ 중심어 :∣영화소설∣영화사진∣일러스트∣1920년대 예술∣융합콘텐츠∣
Abstract

The 1920s ‘cinema-novel’ is composed of various media effects based on cinematic 

imagination, and it is designed to constantly evoke the image of the film during the reading 

process. This article focuses on ‘cinema-novel’ as an example of an unprecedented genre 

experiment. It is because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is unique genre is filled 

with contemporary characteristics of the 1920s art that strived to create a content suitable for 

the modern art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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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 술사(藝術史) 혹은 매체사(媒體史)라는 맥락

에서 본다면, 1920년 는 “수많은 이종의 매체들이 교

섭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장르  형식을 구체화”하는 시

기 다[1]. 사진과 화, 만화와 같은 새로운 술 매체

들이 유행하고, 문학과 미술 같은 통 인 매체들이 

근  각성을 경험했으며, 다양한 매체와 장르들이 교

호하고 경쟁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갔다. 

서로 다른 매체의 결합을 통해서, 활발한 장르 실험

을 이어간 것도 이 시기 술의 요한 특징이다. 가령, 

1920년 에 들어 문학지면(文學紙面)에 새롭게 등장한 

장르 형식만 살펴보아도, ‘시극(詩劇), 화시(映畫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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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설(映畫 說), 사진소설(寫眞 說), 만평(漫評), 

연작소설(連作 說), 소설낭독‧방송소설(放 說)’ 등 

다양했다. 이종의 매체가 가진 특별한 효과들을 극

으로 수용하고 내재화하려는 시도가 이처럼 새로운 장

르를 고안하도록 만들었던 셈이다. 

따라서 본고는, 혼종의 매체 시 던 1920년 , 격

인 장르 실험의 한 사례로서 ‘ 화소설’에 주목하고, 

화소설이 어떻게 하나의 장르로서 수렴해갔는지 그 

역사  변천을 살피고자 한다. 화 매체의 흥행과 함

께 나타난, 이 독특한 장르의 형성과 발  과정에는 근

인 술매체의 형식을 고민하고, 그에 걸맞는 콘텐

츠를 만들기 해 노력한 1920년  술의 시 인 특

성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화와 소설, 사진과 미술(삽화) 같은 매체들

이 화소설 안에 혼재해있다는 사실은, 동시  장르의 

성격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다양한 매체들이 상

호작용하면서 발생하는 특별한 미학  효과는, 결국 이 

시기 매체 혼종의 특징을 변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한 화소설에 한 연구가, 궁극 으로는 

이 시기 매체와 독자 의 본질을 이해하는 효과

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화소설이 지닌 이와 같은 술사  의의에

도 불구하고, 지 까지 화소설에 한 학술  논의는 

제 로 이 지지 못한 것이 실이다. 몇 몇 에 띄는 

논의들이 화소설의 문학사  요성을 지 했지만, 

이와 련한 충분한 후속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

이다. 

어쩌면 이러한 상은, 화소설을 주류 술장르에

서 벗어난 일종의 아류(亞流)로 취 해왔던 학문  풍

토를 반 하는 지도 모른다. 근  학제와 련된 

술의 경계 짓기는, 화소설이라는 이 독특한 문학 양

식을, 오히려 화와 문학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별종(別種)의 것으로 취 하기 쉽다. 문학과 화, 미술

과 음악이 명확하게 구분된 근 의 장르 체계에서, 

화소설이라는 명칭 그 자체가 오히려 주변장르로서의 

속성을 강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고의 입장에서 본다면, 도식 으로 나눠진 

근 의 장르체계에서 소외된, 수많은 주변의 텍스트들

을 발굴하고 그것이 가진 정당한 의의를 복권하는 일은 

요하다. 이러한 연구야말로 매체와 장르를 넘나드는 

화 이며 소통 인 술사를 고안하는데 꼭 필요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이 지니는  다른 의미는, 1920년

 한국 술사의 지형을 조  더 면 하고 촘촘하게 

살펴본다는데 있게 될 것이다. 화, 소설, 삽화, 사진, 

음악 등 다양한 술 장르의 융합 텍스트로 화소설을 

바라볼 때, 화소설은 장르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그

것을 연결하는 고리로서 요한 술사  의의를 지니

게 될 수 있다. 

2. 연구범위

본고는 1920년  후반 신문지면에 수록된 화소설

을 상으로, 화소설과 함께 수록된 이미지 텍스트들

의 미학  원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외일보 등 당시의 일간신

문에 게재되었던 화소설들이 화사진이나 화삽화

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밝히는 일은 본 연구의 핵

심이 될 것이다. 

1920년  후반, 신문사들은 경쟁 으로 화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1926년 한국 최 의 화소설, <삼

림에 섭언>이 매일신보에 게재된 이후로 이듬해 4월

까지 불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매일신보와 동아

일보, 조선일보에서 각기 새로운 화소설을 발표한

다. 특히 1927년 <승방비곡>의  흥행이 화소

설의 유행을 불러오면서, 1926년에서 1939년 사이에 약 

56편 내외의 화소설이 발표된다[2]. 

화소설의 경우, 보통의 연재소설에 비해 인력과 비

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 소설가에게 지불하는 비용 

외에도, 화 삽화를 제작하거나 화 속 스틸사진을 

기 해서 추가 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특성상, 화소설의 인 편수 자체는 다른 소

설에 비해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 하게 창

작되는 화소설은, 이 장르가 1920～30년 의 분명한 

술  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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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20년대 신문연재 영화소설 목록

제   목 작가 일러스트 게재지면/일자/연재회

森林에 囁言 江戶一泳 삽화
매일신보 

1926.4.4.-5.16(총7회)

탈춤 沈熏 사진
동아일보

1926.11.9.-12.16(총34회)

山人의 悲哀 金一泳 ×
매일신보

1926.12.5.-1927.1.30.(총5회)

紅恨綠愁
(聯作小說)

崔曙海 外 사진
매일신보

1926.11.14.-12.19(총6회)

白衣人 李慶孫 사진
조선일보

1927.1.20.-4.27(총70회)

僧房悲曲 崔獨鵑 사진/삽화
조선일보

1927.5.11.-9.11(총108회)

流浪 李鍾鳴 삽화
중외일보

1928.1.5.-1.25(총21회)

前途洋洋 金八峰 삽화
중외일보

1929.9.27.-1930.1.23(97회)

이 가운데, 본 논문에서 주된 논의의 상으로 삼는 

화소설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여기에는 1920년  

신문지면에 게재된 화소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결과 으로 이 시기에 발표된 화소설의 거의 모든 작

품을 포함하고 있다. 한 이 목록에는 연재 당시 ‘ 화

소설’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화소설의 형식과 유사

한 작품(<홍한녹수>)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지 까지의 선행연구가 이 시기의 화소설들  몇 작

품만을 선택해 산발 으로 진행되었던데 반해, 재까

지 발굴된 1920년  후반의 모든 작품을 다루고 있다는 

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처럼 논의의 상을 1920년  후반, 일간지

에 연재된 화소설로 한정했다고 해도, 이 시기의 

화소설을 단일한 하나의 항목으로 묶는 데에는 어려움

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화소설이 이 에 없던  

새로운 장르명(名)을 앞세우고 나타났던 만큼, 내용이

나 형식, 구성의 측면에서 모든 작품들을 포 하는 

형 인 공식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 화소설’이라는 표제를 공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개별 작품들이 보여주는 장르  스펙트럼은 매

우 넓다. 를 들어, 최 의 화소설 <삼림에 섭언>에

서는 화사진이 아니라 삽화가 실려 있었다. 이 소설

에서 화 이미지를 신한 것은, 한 회당 2～5개에 이

르는 삽화(일러스트) 다.

그림 1. 연작소설 <홍한녹수(1926.12.19.)> 수록사진 

반면 심훈의 <탈춤>이나 이경손의 <백의인>의 경

우는 실제 화의 한 장면을 어놓은 듯한 스틸사진

(still)을 활용해, 장면의 사실감을 극 화했다. 이 경우, 

화매체와의 장르  친연성은 좀 더 높아지고, 독자들

에게 달되는 화  실감 역시 커졌다. 

화소설이라는 장르 표제를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와 련된 사진을 수록한 유사형식의 작품도 있

었다. 를 들어, 1926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홍한녹

수>는 총 7명의 작가가 참여한 한국 최 의 연작소설

로 소개되고 있지만, 매 작품마다 이야기와 련된 스

틸사진을 싣고 있다는 에서 화소설과 유사한 형식

을 지니고 있었다([그림 1] 참조). 한편 독견 최상덕의 

<승방비곡>은 화사진과 삽화가 모두 사용되었다는 

에서 독특하다. 이 작품은 1～61회까지 화감독 나

운규가 연출한 사진이 실렸고, 80회부터는 이것이 석  

안석주의 삽화로 체되었다. 

반면, 이미지 텍스트가 아  존재하지 않는 화소설

도 있었다. 김일 의 <산인의 비애>는 사진이나 삽화

가 수록되지는 않았지만, 화소설이라는 분명한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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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 시나리오의 형태로 집필 다는 에서 흥미

롭다.

그림 2. 김일영, <산인의 비애(1926.12.12)>

연재기간의 측면에서 보아도, 화소설이 다른 연재

소설들처럼 매일 게재되면서 신문의 핵심 콘텐츠로 

면에 부각되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주 1회 혹은 주말

에만 연재되면서 기존 문 면의 공백을 메우는 경우도 

있었다. 의 형식이나 분량에 있어서도, 화 시나리오

의 트리트먼트(treatment)처럼 인물과 사건의 간략한 

내용만을 다룬 단편이 있는가 하면, 100회가 넘는 본격 

장편소설의 형식을 지닌 작품도 존재했다. 

Ⅱ. 이론적 배경

1. 개념 및 역사적 기원

이처럼 1920년  후반 나타나는 화소설의 다양한 

성격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포

인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의 에서 화소설의 개념이나 특징

을 (재)정의한다면, 화소설이란 ‘ 화  상상력을 바

탕으로 다양한 매체효과를 활용해 구성된 서사물’로서 

독서 과정에서 끊임없이 화의 이미지를 환기할 수 있

도록 고안된다. 독자들이 자기 마음속의 상 에서 마

치 한 편의 화를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특별한 

이야기의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텍스트가 바로 화

소설인 것이다. 

한국에서 화소설의 등장은 1926년 매일신보에 

소개된 <삼림에 섭언>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

만 그에 앞서, 실제 화에 기반 해 ‘사진소설’이라는 이

름으로 출 된 <명 (The Broken Coin)>이 있었던가 

하면[3], 1920년  일본에서 선풍 인 인기를 끈 신문연

재 화소설도 있었다[4]. 특히, 일본 화소설의 인기

는 곧장 조선의 매체에 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

다. 당시 일본과 조선의 신문매체 사이에 한 교류

가 있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 유행했던 이 

인 장르를 실험해보지 않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술사에서 화소설의 등장과 개의 

과정은 무엇보다도 이 시기 조선에서 일어난, 화매체

의  흥행과 련이 깊다. 재미있는 화를 향한 

높아지는 의 요구에 부응하기 해서, 상업 으로

나 술 으로 높은 수 의 시나리오를 마련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920년  화소설의 작가들이 

보여주는 작품에 한 태도는, 다분히 화제작을 염두

에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화소설 <

도양양>의 고란에서 소설가 김기진은 이 작품의 목

이 “ 화화(映畫化”)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화소설을 통해 “조선 화의 스토리의 결함을 보충”

하겠다는 포부를 내보이기도 한다[5].이것은 화소설

이 (실제로 그것이 화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

없이 작가들의 입장에서) 화 촬 의 비단계로서 

집필되고 있었을 가능성을 높여 다. 

2. 기존논의 검토 및 연구 방법

화소설을 본격 인 논의의 상으로 삼은 선구

인 연구는 김경수(1999)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20년

 한국 근 소설과 화가 자체의 서사  양식을 토착

화시켜야할 처지에 있었다”는 구체 인 정황에서 시작

해, 장르 사이의 교섭이 한국문학의 서사  정체성 확

립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추 한다. 그의 논의에서 무엇

보다 요한 지 은, 1920～30년  화에 한 화소

설의 심이 한국 소설의 서사 기법에 미친 향을 치

하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설과 화라는 이

종의 매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텍스트 인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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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사( 話的 藝術史)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았다는 에

서, 이 논문은 연구사 (硏究史的)으로도 요한 의미

를 지닌다. 

한편, 강 구(2003, 2004)에 의해서 이 진 일련의 연

구는 화소설을 1920～30년  소설의 요한 형

식으로 간주하고,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 유형을 구체

으로 분석한다는 에서 흥미롭다. 이 시기 소설

의 멜로드라마 인 구도와 화기술의 향을 화소

설에서 찾고 있는 이 연구는 화소설의 개별 작품을 

서사 으로 분석한 최 의 논문이라는 에서 더욱 주

목할 만하다[6]. 

강옥희(2006)와 주인(2006), 최성민(2006)은 식민지 

근  문학의 지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화소설이 가

진 문학사  의의를 언 한다는 에서 유사한 을 

취하고 있다. 가령, 식민지 화소설의 양상을 “경향  

화소설,  화소설, 번안 화소설” 등으로 제

시하는 연구(강옥희, 2006)나, “소설과 화의 상호텍스

트성, 문자 매체를 이용하여 읽히면서 보여주는 텍스트, 

화 상 을 목 으로 창작된 텍스트” 등의 종차(種差)

를 통해 화소설을 개념화하려는 연구(주인, 2006)는 

모두 화소설의 문학사  의의를 재평가하기 한 시

도라고 할 수 있다[7]. 

같은 맥락에서, 최성민(2006)은 이 시기의 화소설

이 성을 확보하기 해 매체끼리 경합하는 과정에

서 발생한 장르라고 규정한다. 비록 이 논문은 화소

설만을 본격 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의 문

제에서 자유롭게 화를 활용하고자 하는 욕망의 발로”

로 화소설을 바라보고 있다는 에서 이 장르의 핵심

인 특징을 포착했다고 할 수 있다[8].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우형(2006)의 논문은 화소

설을 상으로 한 최 의 박사학 논문으로, 화소설

에 한 폭넓은 논의를 개했다는 에서 학술 인 의

의가 있다. 특히, 상 미디어 미학을 극 으로 활용

해 소설의 서술방식을 분석한 부분은 이 논문의 가장 

탁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9]. 

비교  최근의 논의로는 김외곤(2010), 김 애(2013), 

어일선(2017) 등이 있다. 이들 논문은 화와 문학의 상

호텍스트성에 기반 해, 논의를 잡지나 화 연구로 확

장시킴으로써 화소설의 연구맥락을 보다 다양화한

다. 

지 까지 언 된 선행 연구들은 본격 인 학문  논

의의 장(場)에 화소설을 내어놓았다는 에서, 그 자

체로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주제에 한 연구가 여 히 미진한 것 역시 

사실이다. 연구논문의 수가 으로 부족할 뿐만 아

니라, 체 인 연구의 방향도 특정한 작품이나 테마에

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특히, 부분의 논의가 ‘소설’을 심으로 이 지고 

있다는 은 문제다. 화소설이라는 장르가 ‘ 화’와 

‘소설’의 속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내재한 문학성의 측면을 거론하는 데에만 집 되

어 있기 때문이다. 화소설의 문학사  의미를 부각시

키기 한 노력이, 역설 으로 화소설을 기존의 문학 

형식으로 재단해버린 셈이다. 

따라서 본고는 화소설 연구의 자장(磁場)을 넓히고 

텍스트에 한 보다 치 한 분석을 보탠다는 의미에서, 

지 까지의 연구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화소설 

속의 이미지 텍스트들을 심으로 논의를 개하고자 

한다. 화소설의 요한 목   하나가 독자로 하여

 화  환 (幻影)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다

면, 결국 그와 같은 서사  략의 심에 이미지 매체

가 놓여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Ⅲ. 장르의 모색 ‧ 정착과 매체의 실험 

1. 사건의 실현으로서 신체 이미지

최 의 화소설 <삼림에 섭언>에서 삽화는 아주 효

과 인 방식으로 의 흥미를 자극한다. 독자들의 

심을 가장 잘 이끌어낼 수 있는 사건을 선택하고, 그것

을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삽화가 이야기 속의 사건을 선택하는 이 같은 

방식만 놓고 본다면, <삼림에 섭언>에서 화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장르  특징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독

자의 흥미나 이해를 돕기 해서 이야기의 핵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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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하는 략은, 이 시기의 다른 소설 삽화들에서도 

공통 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소설 삽

화만의 특징을 설명하기 해서는, 장면을 구성하고 표

하는 이 장르만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화소설의 이미지 텍스트가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요한 특징을 찾는다면, 그것은 인물의 

행동을 커다란 스크린을 통해 바라보듯 정확하게 보여

다는 이다[그림 3]. 

그림 3. <삼림에 섭언(1926.5.2)>

를 들어, <삼림에 섭언>의 삽화가 부분의 피사

체를 풀샷(F.S.)의 형식으로 묘사한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커다란 임 속에서 인물들의 행동은 

신(全身)의 크기로 묘사되고, 그들을 둘러 싼 배경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실, 미술 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삼림에 섭언>

의 삽화들은 다소 투박하고 거칠게 보일 수도 있다. 선

은 분명하지 않고, 인물의 얼굴 표정은 명확하게 보이

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런 독특한 그림체 때문에, 인

물의 행동이 보다 더 부각된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독

자들의 에서는, 인물의 흐린 얼굴에 집 하기 보다

는 그의 행 에 집 하는 편이 더 수월하게 느껴질 수

도 있다. 

<삼림에 섭언>을 읽는 독자들은 인물의 행 나 신체

의 움직임을 통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악기를 

연주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그의 직업이 음악가임

을 짐작하게 되고[그림 5],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모습에서 그의 의로운 성격을 발견하는 식이다[그림 4]. 

뿐만 아니라, 화면 속의 인물들이 지  무슨 일을 벌이

고 있는지, 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지, 독자들

은 인물의 행 가 강조된 삽화를 통해 사건의 내용을 

보다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삼림에 섭언>에서 요한 것은 인물의 얼굴

이 아니라 몸짓 연기다. 인물의 행동과 배경을 정확하

게 재 하고 있는 삽화들이 마치 화 속 배우의 연기

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림 4. <삼림에 섭언(1926.4.18)>

유사한 맥락에서, 화소설 삽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른 요한 특성은, 이미지들이 사건이나 행 의 

연속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다. 가령, <삼림에 섭

언>에서는 한 회당 게는 2장에서 많게는 5장의 이미

지 텍스트가 동시에 수록된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장

의 이미지가 함께 게재될 때, 이미지들을 함께 연출하

는 것도 가능해진다. 마치 화의 릴 필름(Reel)처럼 이

미지 텍스트를 서로 연결하는 것이다.

그림 5. <삼립에 섭언 (192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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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연속되어 나열된 삽화 이미지들은 다음

과 같은 이야기를 독자에게 달한다. : (1)사랑했던 두 

남녀가 이별을 앞두고 있는데 (2)사실 그것은 남자가 

음악을 배우러 유학을 가기로 결정한 탓으로 (3)두 남

녀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지만 (4)자신의 

행동을 후회한 남자가 그녀를 다시 찾는다. 개별 삽화

들을 연결할 경우, 그것들은 서로 연결된 하나의 커다

란 사건으로 읽히게 된다. 

이처럼 화소설의 삽화들은 개별 행 나 사건을 보

다 큰 하나의 장면(Scene)으로 묶는 경향이 있다. 일련

의 삽화들이 스크린 의 움직이는 활동사진처럼 조직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 화면 속 인물의 신체가 

행 의 기본 인 단 로 기능하고 있다는 을 놓쳐서

는 안 된다. 화소설에서 신체는 사건이 시작되고 갈

등이 폭발하며, 그것이 해결되는 모든 과정이 첨 하게 

이 지는 서사  공간 그 자체이다. 

2. 캐릭터의 구현으로서 얼굴 이미지

이러한 경향은 ‘스틸사진’을 활용한 최 의 화소설 

<탈춤>에서도 그 로 반복된다. 여기에서 배우의 몸은 

이야기를 달하는 요한 도구로 이용된다. 

그림 6. <탈춤(1926.11.15)>

그림 7. <탈춤(1926.11.29.)>

[그림 6]이나 [그림 7]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탈

춤>의 화사진들은 독자들이 사건의 정황을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다. 달리는 자동차 뒤에 매달려 

범인을 쫓는 사나이와, 재력가에게 사랑하는 여인을 부

탁하는 힘없는 주인공의 처지는 인물들의 연기를 통해 

극 으로 제시된다. 

이것은 1920년  후반 화소설의 출 이 무성 화

의 시 와 겹쳐있다는 사실과 계있다. 목소리가 없는 

화에서, 이야기의 달은 결국 배우의 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10]. 때로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만큼 과장된 화사진 속 배우들의 연기는 무성 화의 

이와 같은 속성에서 비롯된다. 

사실, 무성 화는 1920년  화소설의 서술 방식에

도 깊은 향을 끼치고 있다. 이를 테면, 화소설에서 

인물들의 행 나 연기는 아주 길게 서술되지만, 반 로 

사의 길이는 제한된다. 서술자의 시선은 부분 카메

라의 시선과 일치하며, 서술자의 목소리 역시 무성 화

의 화자(변사)를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이는 독특한 톤으

로 나타난다.

동일한 맥락에서, 화면 속에 등장하는 액자(말풍선) 

한 사실상 무성 화의 자막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

다. 무성 화의 장면과 장면 사이에 존재하는 간 자

막이나, 변사(辯士)를 한 본의 역할을 화면 속의 말

풍선들이 맡고 있는 것이다. 

그 지만 화소설 <탈춤>이 지닌 무엇보다 큰 특징

은 사진이라고 하는 강력한 시각 매체를 활용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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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탈춤>은 소설 삽화로는 도 히 흉내 내기 어려

운, 이야기의 생생함을 사진을 통해 달한다. 사진으로 

된 이야기 속의 이미지가, 허구 인 이야기를 구체 인 

사실로 만들어놓는 것이다.

그와 같은 사진의 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

로 화사진 속 인물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까

지의 소설 삽화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박진감 넘치는 인

물 표정을 화사진이 제공했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돈

으로 자신의 연 (戀敵)을 굴복시키는 비열한 악인의 

얼굴 표정이나[그림 7], 그런 악한의 범죄에 해 마침

내 분노를 표시하는 주인공의 얼굴과 궁지에 몰린 악당

의 얼굴[그림 8]을 담은 사진은 그 자체만으로도 독자

들의 몰입감을 높일 수 있다.

그림 8. <탈춤(1926.12.3.)>

기술 인 측면에서 본다면, 빛과 그림자를 통해 인물

의 심리를 드러내는 방법은 이 시기 화사진이 자주 

사용한 연출기법이다. 인물의 심리는 강렬한 빛의 비

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나고, 과감한 흑백의 콘트라스트

(contrast)가 인물의 내  갈등을 심화시켜 보여 다. 

물론 이처럼 극 으로 연출된 사진은 사건의 분 기를 

순식간에 조성함으로써 독자들이 빠르게 이야기에 몰

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3. 사전제작의 방안으로서 영화사진

삽화 신 화사진을 수록한 세 편의 화소설 <탈

춤>, <백의인>, <승방비곡>의 제작과정은 1926년 설

그림 9. <조선 기네마 분규>관련 기사와 <백의인> 예

고(조선일보,1927.1.19)

립된 ‘조선 키네마 로덕션’을 빼놓는다면 제 로 설명

될 수 없다. 1926년 4월 설립된 ‘조선키네마 로덕션’

의 배우와 감독, 제작진이 이 작품의 화사진을 만드

는데 직  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탈춤>에서는 나

운규, 남궁운, 주인규, 김보신, 김정숙 등 당 의 걸출한 

배우들이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문제는 1927년 1월, <백의인>을 촬 할 시 에 조선

키네마 로덕션의 인  구성에 격한 변화가 생겼다

는 사실이다. 나운규의 독주(獨走)에 불만을 품었던 

<조선키네마 로덕션>의 주요 연기자들이 갑자기 탈

퇴를 해버렸기 때문이다. 조선키네마의 내홍은 당시 
조선일보에서 ‘분규(紛糾)’로 표 될 만큼 박하게 

개 고, <백의인>의 제작은 어수선한 분 기에서 이

질 수밖에 없었다[11]. 

결과 으로 <탈춤>에서 보았던 짜임새 있는 연출을 

<백의인>의 화사진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야외촬

의 횟수나 세트장의 규모가 상 으로 축소되었고, 같

은 장소에서 배우의 자세나 치만 바꿔서 은 사진들

도 많이 사용되었다. 심지어는 동일한 사진이 재활용되

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가장 큰 변화는 <탈춤>에서 배우로 등장했던 

배우들이 부분 빠지고, 그 자리를 새로운 배우들로 

채워야 했다는 사실이었다. 본고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

면, 여배우 신일선과 김정숙을 제외하곤, <백의인>에 

참여한 배우들은 부분 이름이 제 로 알려지지 않는 

신인  배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지만 이런 변화 덕택에, 오히려 무명 배우들에게

는 <백의인>의 촬 이 여러모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

었다. 조선키네마 소속의 기존 배우들이 빠진 빈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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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명 배우들에게는 자신들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표 2. 영화소설 촬영에 참여한 주요배우 명단

<탈춤>의 주요 출연진

강흥렬 役 나운규 일영 母 役 윤부인

오일영 役 남궁운 일영 妻 役 최윤희

이혜경 役 김정숙 혜경 父 役 김갑식

박준상 役 주인규 난심 役 윤정진

<백의인>의 주요 출연진

김기호 役 이소연 수자 役 김정숙

김기영 役 김성운 진국 役 ○병철

김정애 役 신일선 숙경 役 최성애

경식 役 박덕양

<승방비곡>의 주요 출연진

김은숙 役 신일선 은숙 父 役 이금룡

최영일 役 주삼손 해암선사 役 윤봉춘

이필수 役 이경선 한명숙 役 김보신

한명진 役 나운규

따라서 화산업 인 측면에서 보자면, 화소설이 

신인 배우의 등용문(登龍門) 내지는 일종의 연기학원

(演技學園)으로 여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 당시의 제한된 화자원을 고려한다면, 화소설은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배우를 알리거나 훈련시킬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백의인>의 촬 을 통해, 새로운 배우를 

비시키는 기회를 얻은 셈이었다. 물론 일간 신문을 

통해 배우의 얼굴을 내보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미 그들을 홍보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화소설이 화를 실제로 촬 하기에 앞서서, 사  

연습을 할 수 있는 요한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도 

요하다. 특히, 카메라의 기술을 실험하고 습득하는데 

있어서, 화사진 제작은 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의인>의 경우, 동일한 공간에서 구도나 심도만 

바꾸거나, 혹은 카메라의 치만 바꿔가면서 은 사진

이 많았다. 어려운 제작 여건상, 가능한 시간과 비용을 

효과 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촬 을 해야만 했던 것이

그림 10.<백의인(1927.2.13)/(1927.4.2)>

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시기의 화 제작자

들이 새로운 촬  기법을 발견하거나, 화면 임의 

역할을 깨달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실제로 회

를 거듭하면서 <백의인>의 카메라 기술은 상당한 발

을 보인다. [그림 10]에서 보이는 것처럼, 생의 극단으

로 내몰린 인물의 심리를 표 하기 해 과감한 클로즈

업을 사용하거나, 극단 으로 멀리서 은 화면구도

(Extreme Long Shot)를 통해 인물의 고독감을 극 화

시키는 장면은 이 에는 보기 어려운 화면이었다.

이런 에서 본다면, 1920년  화소설이 가진 화

산업  효과를 마냥 간과하기는 어렵다. 요컨  이 시

기의 화소설이란, 값비싼 화자본을 투입하기 이

에 미리 화 제작을 기획하고 연습할 수 있는, 리

로덕션(preproduction)의 효과 인 방안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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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본주의 상품으로서 영화소설의 정착

1927년 5월 조선일보에서 연재된 <승방비곡>의 

인 성공은 그동안의 작업 경험이 축 되면서 만

들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승방비곡>은 성의 측면에서나 혹은 작품의 완

성도 측면에서 화소설의 성공 인 사례로 간주된다. 

소설 집필을 맡았던 독견 최상덕은 이 작품으로 단숨에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랐고, 1931년 동명소설을 원작으

로 스크린에 옮긴 화는 상업 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

뒀다. 1920～30년  화소설이 화, 출 , 음악, 공연

에 이르는 다양한 술 산업에 활용된 실제 사례로 <승

방비곡>을 들 수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승방비곡>의 이런 결과는 화소설의 제작 

단계에서 어느 정도 견되어 있었다. 작품의 제작과 

유통의 모든 과정이 사 에 이미 치 한 략을 통해 

기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이미 견 소설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던 최독견의 참여, <아리랑>의 성

공 이후 조선 화계에서 강력한 스타덤을 형성하고 있

었던 감독 나운규의 연출, 다양한 술방면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고 있었던 석  안석주의 삽화, 그리고 
조선일보라는 민간 언론매체의 든든한 후원까지, 철

한 기획 속에서 당 의 화 자본을 결집해 만든 작품

이 바로 <승방비곡>이었다. 

가령, 집필을 맡았던 최독견에게 <승방비곡>은 특별

한 작품이었다. <승방비곡>은 독견의 미발표 처녀작이

었던 <정해(情海)>를 고쳐 새롭게 연재한 작품으로, 작

가 스스로가 “솔직히 말하자면 ‘스토리’가 무 재미스

럽고 좋아서, 소홀이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을 만큼 애정을 쏟은 작품이었다. 당시의 신문연재소

설이 부분 미완의 상태에서 매일 매일의 연재분을 만

들어 가는데 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승방비곡>의 

경우 고(礎稿)가 만들어진 상태 기에 작품의 완성도

를 높일 수 있는 여력도 있었다. 

짜임새 있는 이야기를 더욱 빛내  것은, 나운규의 

연출력이었다. 화감독으로서 그가 보여  필모그래

피(filmography)는 <승방비곡>에 한 의 기 를 

높이는 데 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물론 

들의 상처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다져진 나운규의 

그림 11. <승방비곡(1927.6.10)/(1927.7.17)>

연출 능력은 <승방비곡>에서 잘 드러났다. 

를 들어 [그림 11]은 화감독 나운규의 연출력이 

어느 정도 수 에 도달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

다. 여동생의 원수를 갚으려다가 실패한 인물(한명진 

역, 나운규 분)이 출소하는 날, 분노의 찬 인물의 모습

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나운규의 연출은 빛을 발한다. 

화사진 속에서 역 으로 쏟아지는 빛은 인물의 얼

굴에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고, 빛과 그림자의 강렬한 

비가 인물의 심리를 효과 으로 표 한다. 게다가 감

독 나운규는 인물의 뒤에 고의 으로 검은 그림자를 배

치함으로써 긴장감을 극 화시킨다. 투구를 쓰고 창을 

든, 괴이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 한 그림자는 

‘명진’이라는 이 인물을 복수의 화신으로, 는 범죄자

이면서도 동시에 범죄자가 아닌 사람으로, 혹은 정의의 

사도(使徒)로도 보이게 만든다. 

화면의 구도도 흥미롭다. 가령, 인물의 치가 앙이 

아니라, 화면 한편에 치우쳐 있다는 을 여겨보자. 

이 경우, 화면의 나머지 한 쪽은 형무소와 가난한 조선 

사람들의 모습을 동시에 포착하게 된다. 법제의 상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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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승방비곡>의 영화사진들

형무소와 비참한 조선인들의 일상 인 공간이 겹쳐질 

때, 독자들은 선과 악이 뒤바  이 세계를 복잡한 심정

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화면속의 풍경이, 정의와 불

의가 뒤바  암울한 시 를 환유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나운규의 기발한 화면 연출은 화사진을 

마치 한 폭의 표 주의 회화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한

다. 그의 작업은 피사체의 외형을 단순하게 그 로 

달하는 수 에서 벗어나, 사진 그 자체가 가진 술매

체로서의 표 력을 극 화하는데 이른다[그림 12]. 

그는 클로즈업을 통해 피사체의 의미를 상징 으로 

부각시키기도 하고, 임의 형태를 변화시켜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때로는 ‘음악’이라고 

하는 청각  요소를 시각 인 매체로 환시킴으로써 

화가 가진 종합 술매체로서의 특성을 표출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승방비곡>의 표제 에 소설가 

최독견의 이름과 함께 새겨진 “나운규촬 감독”이라는 

문구는 의미심장하다. 작품의 맨 앞에 새겨진 그 문구

가, 감독 나운규의 작가  자존심을 선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처럼 실력 있는 작가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

은, <승방비곡>의 제작이 편집부의 치 한 기획 속에

서 이 졌기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반

증하는 증거가 바로 같은 시기 조선일보에서 게재된 

< 화배우순례>라는 기획물이다.

그림 13. <영화배우순례, 조선일보>

<승방비곡> 연재가 막 시작된 시 에, 소설이 실렸

던 동일한 지면에 재미난 기획 기사가 연재되기 시작한

다. < 화배우순례>라는 이 특집 기사는 말 그 로 조

선의 배우들을 소개하는 기사 다. 그러나 표면 으로

는 당 의 명배우들을 훑어보겠다는 이 기사의 이면에

는 자기 신문에서 연재되고 있는 <승방비곡>의 배우들

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놓여 있었다. 이 기사를 통해 소

개된 배우들의 면모를 보면, 당시 <승방비곡>에 참여

했던 <조선키네마 로덕션>의 배우들로 집 되어있

었기 때문이다. 조선키네마 소속이었지만 ‘분규’ 이후 

탈퇴한 남궁운, 주인규 같은 배우가 빠졌다는 사실, 그

리고 당시 20여개가 넘는 화제작사가 존재했었음에

도 오직 조선키네마의 배우들만을 지목해 소개했다는 

사실 등은, 이 연재물이 <승방비곡>의 흥행을 유도하

기 한 간 인 홍보 략의 일환(一環)이었음을 암

시한다. 

인기 흥행 작가의 소설, 성공한 화감독의 촬 , 

매체의 후원에 이르는 이런 막강한 조합을 감안하면, 

1920년  후반의 화소설이 이 시기 자본주의 술의 

요한 기획 상품이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5. 이미지 매체의 전환과 장르의 교섭

하지만 <승방비곡>에서 나운규가 촬 한 화사진

은 61회 이후로 더 이상 실리지 않는다.1 신 화소설

1 이에 한 구체 인 이유는 나오지 않는다. 다만, 1927년에 연재 완료

된 <승방비곡>이 몇 해 지난 1930년에야 화로 촬 된다는 과 작

품의 화화와 련한 몇 몇 기사를 통해, 아마도 이것이 화촬 감

독 나운규와 조선일보 사이의 작권 문제와 련되어 있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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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이미지로 달한 것은, 80회부터 시작된 석

 안석주의 삽화 다. 

석 은 이미 몇 차례의 소설 삽화 작업을 통해서, 이

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술감을 선보이고 있었

다. 그는 서구의 새로운 화풍을 수용하여 소설 삽화에 

목시킴으로써, 이 에는 볼 수 없었던 격 인 삽화

회화를 제작했으며, 연극, 화 등 다양한 술매체에 

한 심을 삽화에 반 하기도 했다. 특히 석 의 후

기 삽화에서는 화기법을 차용한 그림이 자주 발견된

다. 클로즈업이나 몽타주 같은 구도나, 화의 한 장면

을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 인물들, 화  조명을 떠올

리게 만드는 화면 등, 회화와 화기술을 결합한 삽화

들도 그의 삽화에서는 자주 등장한다[12].  

그런데 석 의 삽화에서 나타나는 화  성격이 

<승방비곡> 이후 더욱 가속화된다는 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화에 한 석 의 회화  심이 <승방비

곡>의 참여를 통해 발되었을 여지도 충분히 존재하

는 것이다. 사실, 연재 간에 투입된 만큼, 석 은 이

의 화사진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작품

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해서, 화사진의 내용을 확인

하는 일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작업 방

식은 석 에게, 화 매체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

회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승방비곡>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양, 화면의 구도나 형식, 장면의 분 기를 조

성하는 방식 등 여러 면에서 석 의 삽화가 화사진을 

참고했다는 정황은 충분히 존재한다[그림 14].2 

이런 사실들을 두루 고려하면, 소설과 화라는 이종

의 장르가 화소설의 형식을 통해 서로 교섭하고 있었

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화소설을 통해서 매체의 

생산자와 수용자들이, 매체나 장르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을 가능성 한 높다. 화소설

을 만들고 읽는 과정에서, 화나 소설, 삽화와 사진 등 

마다의 장르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미

 감각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1930년 에 들어서면, 이 같은 장르의 교류는 

성을 쳐볼 수 있을 정도다. (이에 해서는 조선일보(1930.5.31.)
를 참고)

2 실제로, 석  그 자신이 <승방비곡> 이후 직  화제작이나 화소

설의 창작에 참여한다.

그림 14. <승방비곡>의 사진과 삽화

그림 15. 박태원, <반년간(1933.7.16.-8.8)>

 

보다 더 일상 인 상이 된다. 삽화가 화를 소재로 

삼거나, 소설이 화의 기법을 차용하고, 화가 소설의 

내용을 빌려오는 일들은 이 시기의 아주 자연스러운 창

작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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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매체 사이의 교섭의 양상은, 그 이  1920

년  화소설의 이미지 텍스트들에도 분명히 드러난

다. 화와 삽화, 사진과 미술이라고 하는 시각  매체

들이 바로 이곳 화소설을 으로 만나고 있는 것이다. 

Ⅴ. 결론

비록 근  술체계의 주류 장르로 정착하지 못하

고 사라지기는 했지만, 화소설은 1920년  후반 등장

해 30년 까지 분명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

기의 독특한 문  상이었다. 문학사 으로도 화소

설이 의 독서물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다는 사실

은, 이 독특한 장르가 근  장르 체계의 어느 곳에 속

하는지와 상 없이, 그 자체로 요한 의미를 지닌다. 

화소설을 통해 이 진 매체의 혼종과 장르의 실험

이, 한국 술이 근  환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과

정이었다는 도 요하다. 서로 다른 장르의 차이가, 

자신의 장르를 해 더 많은 감을 제공한다는 을 

놓쳐서는 안 된다.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격

이기까지 한 이런 술  실험들이, 궁극 으로는 한

국 술사의 요한 분수령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술사에서 화소설이 

철 하게 소외되어 왔다는 은 문제다. 근 인 학제

의 구분 속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정의될 수 없는 이상

한 어떤 것으로 폄하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술

의 역동성은 고정 념이나 생각의 틀을 깨뜨리고, 새로

움을 갈망하는 데에서 시작된다. 창조 인 술은, 마

다 다른 생각과 표 의 방식들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

섭하며 서로 향을 주고받는 와 에 비로소 나타난다.

이런 에서, 1920년  후반의 화소설을 다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른 매체와 장르에 한 끝없는 

술  호기심이 궁극 으로는 자신의 내  감수성을 

자극하는 효과 인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

기의 화소설이 구체 으로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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