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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영화≫의 표지를 장식한 여성 분석 
 

蒋蕾(吉林대학) 

 

Ⅰ. ≪만주영화≫ 표지를 장식한 여성들이 상징하는 의미 

 1. 잡지 ≪만주영화≫의 성격  

 (1) 창간호에 보는 ≪만주영화≫의 사명 

잡지 ≪만주영화(満洲映画)≫의 역사에는 두 단계가 존재한다. 창간 후 전기(前期) 

3년간, 편집부는 만영(満映) 직속 선전과에 속했다. 1940년 11월 이후, 잡지는 만영 

부속기구-大陸講談社(뒤의 満洲講談社, 満洲雑誌社로 개명)로 옮기면서 편집부도 

이동해서 간행물도 ≪電影画報≫로 이름을 바꿨다. 이러한 변화는 만영 선전을 위해서, 

라는 사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고, 그 간행 취지도 일관적이었다. 

≪만주영화≫ 창간호를 펼치면 얄팍한 두 권의 중•일판 잡지 간에도 많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단순히 다른 언어 번역본(의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만주영화≫ 창간호(일문판)의 가장 중요한 글은 矢間晁(大内隆雄)의 「만주와 독일 

영화협정론(満洲とドイツの映画協定論)」과 吉田秀雄의 「북지사변 영화 촬영 

일지(北支事変の映画撮影日誌)」 2편뿐이다. 大内隆雄의 「만주와 독일 

영화협정론」에서는 만영의 사명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보여주는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미국영화는 교묘하게 ‘사상침략’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주요 사상 

경향으로서 자유주의를 내세우는데, 만주영화협회의 성립은 그에 대한 ‘선전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창간호(중문판)의 「발간사」에서는 ≪만주영화≫가 만영의 “급선봉(急先鋒)”으로서 

“본 협회는 정부의 큰 사명을 짊어지고, 본지는 협회의 급선봉으로서 성실한 말로 

국가가 기대하는 바를 전달하고, 아름다운 그라비아를 사용하여 고상한 예술을 

선양한다……”고 하였다. 본 발표에서 말하는 ≪만주영화≫의 표지를 장식한 

인물(원문 “封面人物”, 이하 “표지 인물”)이 바로 이 “아름다운 그라비아”였다.  

 (2) 대중서이자 스타 제조기이기도 했다 

1940년 10월에 만영을 떠날 때, ≪만주영화≫는 자칭 “수십만 명의 독자”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1942년 7월, 이미 ≪電影画報≫로 개명한 잡지와 ≪麒麟≫ 등 

만주잡지사의 정기간행물을 합치면 위만주국(偽満洲国)의 잡지 발행 부수의 70 %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중서도 만영의 스타 제조기였다. ≪만주영화≫는 위만주국의 정기 간행물 

중 사진을 가장 많이 간행물이었다. ≪만주영화≫를 빛낸 이들은 만영의 여성 

스타(이하 ‘여성’)가 기본이었으며, 또한 종종 증간호를 내고 정교하고 아름다운 만영 

영화 스타의 앨범을 제작했다. 이러한 연유로 ≪만주영화≫는 만영의 스타를 창출하는 

중요한 정보수단이었다.  

  

 2. ≪만주영화≫ 표지 여성의 상징성  

≪만주영화≫의 표지 인물은 여배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확인한 82장의 

표지는 겨우 2명의 남성 스타가 있었을 뿐, 다른 80장의 표지는 모두 여성 스타였다. 

이 표지 여성의 대부분은 만영이 만들어낸 영화 스타였다. ≪만주영화≫ 표지 여성의 

조형은, 위만주국 시기의 여성상과 여성 의식을 생각할 경우 건설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만주영화≫가 상업주의적인 영화 잡지가 아니라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위만주국의 특수회사 만영의 선전물이었다는 점이다. ≪만주영화≫의 

표지 여성도 정상적인 경제 환경에서 경쟁을 거쳐 만들어진 영화 스타가 아니었다. 

그들이 선택될 때는, 그 이유에 상당한 부분 정치적 배려가 작용했고, 철저하게 

훈련하여 오직 국책 선전에 이용되는 인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들의 인물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위만주국은 영화나 잡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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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를 통해 어떻게 국가의식을 선전하려고 했는가? 어떻게 여성상을 국가 형상의 

일부로서 만들어 내려 했는가? 모던 여성의 패션, 헤어 스타일 등 세세하고 다양한 

유행의 변화 속에 어떻게 암시적인 정치 언어가 포함되었는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1) 어떤 사람이 ≪만주영화≫의 표지 여성이 되었는가? 그녀는 어떤 이유로 표지에 

등장했고 어떻게 선정되었는가? 누가 선택했는가?  

(2) 이러한 표지 여성의 형상으로서의 기호화의 특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들과 일본의 스타, 상하이의 스타는 외형상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전형적인 

기호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이들 표지 여성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그 디자이너는 어떤 기준에 의해 조형을 

했고, 주로 어떤 의도를 전하려 했는가?    

(4) 누가 이 모든 것(표지 여성 선택, 인물 조형)의 결정자였는가? 표지 여성의 

배후에 존재한 권력 관계는 무엇인가?  

  

 3. 연구대상의 확정 및 자료의 출처  

(1) 연구대상: ≪만주영화≫, ≪電影画報≫의 표지 여성  

≪만주영화≫, ≪電影画報≫는 총 84기 간행되었으며, 초기에는 중일 두 버전이 

간행되었으므로 총 103권이다. 표지의 총계는 103장, 일부 표지는 투샷이며, 표지 

여성의 수는 106명 이상이다. 

(2) 본 연구에서는 82장 표지(80장이 여성)를 발견했다  

본 연구는 82장의 표지를 입수했을 뿐이나 그 중 표지 2장은 남성 스타의 사진이며, 

여성 등재 표지는 80장, 83명의 표지 여성의 인물상이 있다. 이 외에 표지 인물의 

이름은 판명되었으나 입수하지 못한 잡지가 6권 있다. 본 연구는 이 89명의 표지 

여성(아직 보지 못한 사진 6명 포함)이 대상이다.  

  

Ⅱ. ≪만주영화≫ 표지 여성의 신원에 관한 수수께끼  

 1. 만영 스타의 명부와 흡사 

 이 89명(미확인 6명 포함)에 달하는 표지 여성 중 70명이 만영의 스타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머지 19명 중 4명은 이름, 출신을 알 수 없으나 적어도 2명은 만영의 

스타일 가능성이 있다. 상하이의 스타는 12명, 일본의 스타 3명이다.  

이 70명의 표지 여성은 마치 만영 스타를 망라한 한 권의 명부와 흡사했다.  

  

 2. 만영 스타의 수량 분석  

 총 28명의 만영 스타가 등장하는 ≪만주영화≫(≪電影画報≫)의 표지, 이들 스타 

가운데 12명은 한 번만 등장하지만, 16명은 여러 번 등장한다. 아래 표는 ≪만주영화≫, 

≪電影画報≫ 표지 여성의 등장 횟수이다.  

 

표지에 등장하는 횟수 이름 

8 鄭暁君 

6 葉苓, 王麗君 

5 李香蘭 

4 曹珮箴, 張敏, 季燕芬, 白玫, 孟虹 

2 孫季星, 趙書琴, 李鶴, 陶滋心, 李明, 姚鷺, 周琳琳 

1 呂露霞, 王丹, 侯飛燕, 侯莉華, 趙玉珮, 劉婉淑, 王美云, 于漪, 

張暁敏, 張静, 趙萍, 王瑛 

 

표지 등장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은 鄭暁君으로 8번이었다. 어째서 표지 등장 횟수가 

가장 많은 스타가 鄭暁君일까? 그녀는 “만주의 꽃”, “고전적 미인”이라 불렸고 만영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만주아가씨(満洲姑娘)”의 대표였다. 鄭暁君(1921-199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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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영의 첫 영화 <壮志燭天>의 히로인이기도 했다. 그녀는 1937년 11월부터 만영의 

배우훈련반(제1기)에 들어가 1942년 蘭君劇団에 참가하여 동북을 떠나기까지 총 9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그녀는 무예에 뛰어나 무술사범이었던 동생은 푸이(溥儀)의 

무술사범이었으며, 일찍이 李香蘭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여 대동아 박람회에서 무술 

시연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鄭暁君은 “석고미인”이라 불릴 만큼 표정이 희박하고 

연기라는 점에서 보자면 우수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것이 1942년에 난징, 상하이에 

간 다음부터 인기가 없었던 원인이었다. 이는 그녀가 스타로 만들어질 때 무표정, 

정적인 표정을 요구받은 것과 관련이 있었다.   

  

 3. 인물의 특징: 저연령화, 북방화, 인텔리 여성, 가난한 가정 환경  

 (1) 저연령화 

 ≪만주영화≫, ≪電影画報≫ 표지의 28명 만영 스타가 처음 표지에 등장한 평균 

연령은 17세였다. 이것이 잘 드러난 것이 1938년 1월, ≪만주영화≫ 잡지가 처음 만영 

스타를 표지에 게재했을 때 일문판과 중문판 모두 불과 12세였던 만영 아역 스타 

曹珮箴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1945년 위만주국이 종언을 고했을 때 曹珮箴은 겨우 

19세였다.  

曹는 결코 유일한 아역 스타가 아니었다. 또한 표지에 등장한 유일한 아역 스타도 

아니다. 曹보다 2살 위인 葉苓는 총 6회 표지에 등장했고, 이는 가장 많이 표지에 

등장한 鄭暁君 다음이었다. 당시 만영의 아역 스타는 적어도 5명 존재했다: 

璐璇(1922~), 葉苓(1924~), 曹珮箴(1926~), 孫蓉娟(1926~), 高瑩(1925~), 劉梅子(1934~).  

저연령화는 위만주국에 장악된 뒤의 교육을 받았음을 뜻했다. 1938년 2월, 중문판에서 

鄭暁君을 소개할 때 “그녀는 구식 학문을 배운 가정에서 자랐지만, 새로운 시대의 

교육을 받은 덕에 그녀의 행동은 온화하고 품위있다......”고 표현했다.   

  (2) 북방화  

 이러한 스타들은 동북적(籍) 여성이 중심이었다. 스타 중에는 베이징에서 온 李明, 

白玫, 趙玉珮, 李香蘭들이 있었지만, 다른 대부분은 현지에서 태어나 자란 

동북인이었다. 또한 하얼빈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季燕芬는 양저우(揚州)에서 

태어나 8세에서 하얼빈으로 옮겼다. 王麗君은 “몽고아가씨(蒙古姑娘)”라 불렸고, 

張静은 어려서부터 몽골족 양부모와 후허하오터(呼和浩特)에서 생활했다.  

이들 북방 소녀의 자태는 상하이의 스타와는 달랐다. 몸매는 통통하고, 투박한 

기질의 특징이 나타났다.  

만영은 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스타가 북방 출신임을 내세웠다: “빙설의 광야에 뉴 

스타 탄생, 늠렬(凜烈)하고 요염한 그 모습 흡사 우뚝 선 은여우 같다”(193801). 12장의 

표지 사진의 여성은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있음으로써 추운 북방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3) 인텔리 여성  

이들 표지에 등장하는 만영 스타는 모두 기초 교육을 받았는데, 학력의 대부분은 

중졸이었고 사범학교 졸업생도 있었다. 그들이 처음 표지에 얼굴을 비추는 나이는 

평균적으로 겨우 17세였다.  

만영에 오기 전에는 거의 직업을 가진 여성이었다. 대부분은 젊은 문학 소녀였는데, 

예를 들어 姚鷺은 문학애호가였고 러시아어에 정통한 長谷川(濬)와 함께 러시아인 

작가 바이코프와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 많은 표지 여성이 ≪만주영화≫ 지상에 

산문이나 시를 발표했는데, 그 글은 문재(文才)와 사상을 아울러 갖추고 있었다.  

  (4) 가난한 가정 환경  

이러한 영화 스타 중에 화려한 가정 환경을 가진 李香蘭을 제외하면 다른 중국 국적 

만영 스타들의 가정 환경은 빈곤했다. 일단 만영에 선발되어 배우가 되면 빈곤한 

가정의 소녀가 순식간에 눈부신 영화 스타로 변신한다. 이러한 서민 신화는 당시 

연예인의 지위가 낮은 현실적인 환경에 뒷받침되는 것이자, ‘과거’ ‘군벌시대’의 사회 

계층을 전복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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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만주영화≫ 표지 여성 기호화의 특징을 분석한다 

NVIVO11을 통해 각 사진마다 기호의 코드화를 진행함으로써 여성의 계층, 패션, 

헤어 스타일, 얼굴의 특징, 신체 특징, 화면의 배경 등에 코드화를 행함으로써 

≪만주영화≫ 표지 여성의 형상 인식에 일정한 분별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파마와 단발  

 ≪만주영화≫ 표지 여성의 헤어 스타일은 파마, 단발이 주류였는데, 65장의 표지 중 

‘파마’가 54명, ‘단발’이 30명 (비(非)단발 중에는 장발 생머리, 학생 머리(바가지 머리), 

갈래머리)가 있다. 12세의 아역 스타 曹珮箴조차 단발, 파마였다. 이러한 헤어 스타일은 

동북 여성의 전통적인 헤어 스타일과 달라서 만영의 첫 작품 <스타 

탄생(スター誕生)>에서 비친 지린(吉林)시의 겨울 풍경에서 동북 소녀는 긴 머리를 

갈래 머리로 땋았다. 

중국에서 헤어 스타일은 일관적으로 ‘두발 정치’의 색채가 짙었다. 신해혁명으로 

남성이 변발을 자른 뒤에야 여성의 단발이 주창되었다. 1927년 펑톈(奉天)성에서는 

공서령(公署令)에 따라 조혼과 여성의 단발이 금지되었고, 이미 단발 머리인 여성은 

기한을 두고 다시 머리를 기르되 위반자는 엄벌에 처하였다.  

 ≪만주영화≫ 표지 여성의 ‘파마’ 비율은 더욱 높아 80% 이상의 표지 여성이 

파마를 했고, 12세의 曹珮箴조차 단발, 파마였다. 파마 여부는 위만주국 시기에는 

여학생과 사회인을 구별하는 것이었다. 1934년 8월, 지린성에서는 공서훈령으로 

여학생이 파마를 하거나 그 밖의 귀중한 장식품을 착용하는 것을 금했다.  

  

2. 치파오(旗袍), 두꺼운 코트 

 ≪만주영화≫ 표지 여성의 70% 이상이 치파오를 입고 있다. 상대적으로 표지 여성 

중에서 다른 종류의 의복을 입고 있는 수는 매우 적다: 원피스가 3명, 블라우스에 

치마가 2명, 두터운 모피 코트가 12명, 수영복이 2명, 무대 의상이 2명, 그리고 

치파오를 입은 사람은 50명이다.  

치파오는 일종의 ‘중국화’의 징표였다. 그러나 ≪만주영화≫ 표지 여성 중 만영 

스타의 치파오와 상하이 스타의 치파오는 다르다. 지난 세기의 30년대, 상하이 스타의 

치파오는 모두 ‘개량 치파오’로 유럽적인 요소를 흡수한 치파오식 원피스였다. 그러나 

만영 스타의 치파오는 헐렁하고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지 않아, 체형마다 허리를 

날씬하게 들어가게 만든 개량형 치파오와는 달랐다. 

그밖에 12명의 표지 여성이 모피 코트를 입고 등장한다. 이러한 모피는 여성들이 

중국의 추운 동북 지방에 살고 있음을 암시했다.  

  

3. 붉은 입술  

80장의 표지 사진에서 54명의 표지 여성이 새빨간 입술이다. 여기에는 이미 색이 

바랜 것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이다. 붉은 입술은 매우 섹시해서, ≪만주영화≫의 어느 

표지 여성이나 붉은 입술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는 듯도 하고, 

만영 스타의 여성 의식의 표현이기도 하다.  

  

4. 손목시계, 책 등의 액세서리  

많은 표지 여성이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화면에 등장한다. 이러한 액세서리는 표지 

여성의 패션, 표정의 연장이며, 세세한 부분에서 은밀히 비밀을 누설하기도 한다.  

  

5. 풍만함  

≪만주영화≫의 표지 여성은 항상 풍만한 팔을 노출하며, 얼굴의 윤곽도 큼직하다. 

이는 북방 여성의 건강하고 몸집이 큰 신체적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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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만주영화≫ 표지 여성의 숨겨진 권력 관계  

 1.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1) 보는 대상으로서-스타는 감상물이자 유혹물이다  

82장의 표지 중 어째서 2장만이 남성 스타이고, 80장의 표지에 모두 여성 스타가 

등장하는가?  

영화 관객, 잡지 독자는 남성이 주체이며 그들의 시선이 감상물을 결정한다.  

(2) 보여짐을 의식한다-스타 시선의 움직임 

 ≪만주영화≫의 표지 여성은 아름다운 두 눈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80%가 

독자를 보지 않기를 선택했다. 그들은 시선을 회피하고, 독자와 시선을 섞지 않는다. 

자신이 ‘보여지고’ 있음을 알고 있고, 보는 이와 시선을 맞추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이다.  

  

 2. 선택함과 선택받음  

  (1) 상하이 스타 선택 

이 잡지의 창간호에서는 상하이 스타를 선택했는데, 1943년 3월 이후에는 다시 

10여명의 상하이 스타를 선택했다.  

  (2) 만영 스타 선택 

 만영에는 가장 많을 때는 총 300여명의 남녀 배우가 있었다. 그 중에 여자 배우 

100여명이었다. 그러나 ≪만주영화≫ 표지에 등장하는 만영 스타는 겨우 28명에 

불과하다. 이 28명은 어떻게 선정된 것일까?  

「편집 후기」, 특히 일문판의 「편집 후기」를 자세히 읽어 보면 각 인물의 

상징성을 이해할 수 있다.  

曹珮箴은 ‘만영배우훈련생’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표지에 등장했다. 그녀는 만영이 

아이부터 어른까지를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녀는 1937년 11월에 

모집된 ‘만영배우훈련생’ 제1기생 중 가장 어렸는데, 1938년 1월에는 이들 1기생에 

의한 만영의 첫 작품 <壮志燭天>, <スター誕生>의 촬영이 시작되었다.   

鄭暁君과 黒田紀代의 공연은 ‘은막의 일만친선(日満親善)’을 상징했다. 1938년 2월 

≪만주영화≫의 첫 보도는 2페이지에 걸친 그라비아 뉴스 「은막의 일만친선」이었고, 

「편집 후기」에서는 ‘난징함락’ 이후의 새로운 국면에 이러한 영화배우의 일만친선이 

깊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孫季星은 “만주 스타의 일인자”라 불렸는데, 그녀가 “시험 당시 석차가 일등”이었기 

때문이었다. 1938년 3월, 만영 첫 극영화 <七巧図>가 완성에 가까워졌는데 孫季星이 이 

<七巧図>의 히로인이었다. 

  

 3. 조형하는 것과 조형되는 것  

  ≪만주영화≫ 표지 여성상의 조형 관계자  

(1) 사진사: 적어도 11명이 있었는데, 그 중 중국인은 불과 2명이었다.  

횟수가 많은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前田光秋, 安武定, 藤井正行, 岩崎大子, 

馬場八潮, 三枝朝四郎, 片山幸太郎, 古長敏明, 今西愛之助, 焦錦堂(大陸), 高夢幻(彩画). 

(2) 편집: 표지 인물 선정은 반드시 편집부가 결정해야 했다. 또한 일본 국적의 

편집자가 결정했다. 일본 국적 편집자는 다음과 같다: 山内友一(만영 기획과장), 

飯田秀世(만영 기획과), 杉原致(193808), TSF, 藤沢忠雄, 山下明, 馬渡海, 安武定, 

遠藤正 등.  

중문판 편집자는 다음과 같다: 江楓, 王則(1938.6 이후), 趙孟原, 顧共鳴, 劉疑遅 등.  

(3) 만영공사 

각각의 스타는 유형화된 인물로서 조형되었다. “만주미인” 鄭暁君, “요염한 미인” 

白玫 등이 그러한데, 이처럼 유형화된 위치는 사진사가 아니라 잡지 편집자가 

결정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만영의 제작 부서가 스타의 전체상을 디자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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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추가: 표지 여성 배후에 존재한 생활 운명  

  1. “꽃처럼 아름다운 유대(如花美眷)”의 배후에 운명의 다툼이 있었다  

  2. 온순하지는 않았던 만주 문화인  

  

 (일본어에서 번역: 안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