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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1 】

한국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의 전개와 전망1)

The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Korea Mission Documentary Films

강진구 교수(고신대)

  I. 들어가는 말

  다큐멘터리 장르에서 기독교영화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기독교

영화가 주로 드라마 장르를 위주로 제작되었다면 최근의 기독교영화는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서 2018년 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총 

36편의 기독교다큐멘터리가 일반상영 방식으로 극장에 개봉된 반면에 같은 기간에 

제작된 한국의 기독교 극영화는 불과 4편에 불과했다.2) 

  매우 놀라운 점은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다루는 소재의 상당수가 선교사들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랑과 헌신 그리고 봉사를 주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다. 그것도 현시대의 한국인 해외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활동한 

외국인 선교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시대나 지역을 배경으로 선교사들의 사역을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갑자기 한국의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일반극장에서 상영되

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선교현장을 둘러싼 세상의 변화, 즉 영상문화의 발달과 기독교문화에 대한 

의식의 확장 등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함과 더불어 현대문화의 빠른 변화에 발맞춰 

선교전략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교다큐멘터리 영

화에 대한 연구는 문화적이며 선교적인 연구를 동시에 진행해야할 뿐만 아니라,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관객의 심리적이며 행동적인 변화 까지도 연구 영역으로 살펴

봐야 할 만큼 연구 범위가 매우 넓다. 특히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는 오락성이 강조된 

일반영화와 달리 복음의 전파와 영혼의 구원이라는 선교의 본래 목적과 어떻게 연계

되어 해석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한국 극장에서 상영된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들을 발굴하여 

1) 본 논문은 「복음과 선교」 제39집(2017. 10)에 실린 글을 ‘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의 성격에 맞게 
수정 및 편집하였다.

2) 영화진흥위원회(www.kofic.or.kr)에서 매년 발간하는 『영화연감』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www.kobis.or.kr) 자료에 기초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언급된 ‘기독교 영화’는 가톨릭 교
회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제나 인물 등에서 개신교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36
편 가운데 30편이며 가톨릭 배경은 6편에 이른다. 같은 기간에 제작된 기독교 드라마의 경우 개신교
만의 통계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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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년도      영화 제목 / 감독 제작사       특기사항 누적관객

 2009 *소명 / 신현원 신현원프로  대중흥행에 성공한 97,529

정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여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들이 한국 교회에서 갖는 의미와 

선교적 역할이 무엇인지를 밝히려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는 일반 극장에서 상영되었던 개봉작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극장개봉 영화로 한정한 것은 기독교 다큐멘터리의 범위가 대단

히 넓을 뿐만 아니라 대중과의 효과적인 만남을 이루고 작품의 가치를 기대할 만큼의 

충분한 제작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극장용 영화만큼 적절한 대상물이 없는 까닭이

다.

  이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전산망에 나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국내 극장에서 상영된 국내외 기독교영화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것을 통해 분석하

려 한다.

  II. 드라마를 넘어 기독교영화의 중심장르로 자리 잡은 다큐멘터리3)

  한국의 기독교영화는 미국에서 수입된 장편 성서영화와 한국기독교역사의 인물이나 

기독교인의 간증 형식의 드라마 위주로 기독교영화 장르가 형성되어 왔다. 그런데 20

세기에 들어서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영화는 장르상 괄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

다. 

  첫째는 기독교다큐멘터리영화의 등장이며, 둘째는 미국에서 수입된 기독교영화가 

성서영화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가정 그리고 학교 등 생활전반

에 걸친 소재를 활용한 사회적이며 생활밀착형 드라마장르의 형식으로 개봉되고 있는 

사실이다.

  2009년부터 2018년 까지 약 10년간에 걸쳐서 총 36편의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

가 일반상영 방식으로 극장에 개봉되었다. 이 가운데 직접적으로 선교와 관련된 영화

는 7편에 이른다. 이 작품들은 모두 선교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선교사역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표3>2009-2018년도 기독교 다큐멘터리영화 극장상영작4)

3) 기독교영화에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 형식 외에도 애니메이션 장르가 있으나 극장용으로 개봉된 한국
의 기독교 애니메이션은 그 숫자가 미미한 형편이다. 최초의 한국 기독교 장편 애니메이션은 김청기 
감독의 <다윗과 골리앗>(1983)으로 알려져있다. ‘로버트 태권 V’의 연출자로도 유명한 김청기 감독은 
그 후에도 기독교 애니메이션으로 <황후 에스더>(1996)를 제작한 일이 있다. 

4)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 http://www.kmdb.or.kr 2019년 4월 28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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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션 
최초의 기독교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 / 김종철 스토리셋

제5회 모나코국제영

화제 다큐멘터리부문

대상

155,281

 2010 *잊혀진 가방 / 김상철
파이오니아

21
권오중, 이현우 출연 8,905

*소명2-모겐족의 월드컵/

 신현원

신현원프로

덕션 
김성주 내레이션 29,668

*희망의 별-이퀘지레템바/

 이홍석, 박성준   

N STAR N 

PICTURES  
유지태 내레이션 1,298

*용서 / 김종철 스토리셋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선교 현장
13,496

*하쿠나 마타타-지라니 이야기 

/ 이창규

이모션 픽

쳐스

제8회서울기독교영화

제 개막작
1,253

울지마 톤즈/구수환
KBS, 마운

틴픽쳐스

남수단 이태석 신부

의 헌신적 사역과 죽

음

444,579

2011
*소명3:히말라야의 슈바이처/

신현원

신현원프로

덕션

세브란스 출신 1호 

선교사 강원희선교사 

부부의 오지선교

31,835

*나의 선택-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김상철

파이오니아

21

‘잊혀진 가방’ 재편집

본
6,782

2012 한경직/천정훈
씨타마운틴

픽쳐스
정애리 나레이션 18,318

2013 블랙가스펠/스토리셋 제작진 스토리셋

양동근, 정준 출연

9회제천국제영화제출

품작

53,217

*소명 하늘의 별/신현원
신현원프로

덕션

필리핀 쓰레기 마을

의 고 조태환 선교사
11,666

*뷰티풀 차일드/이성수 피쉬트리
캐나다원주민 선교 

사역
703

*아유레디?/허원
더 패스 오

브 라이프

북한교회에 대한 탈

북자와 사역자들의 

증언

12,817

**바보야/강성옥
KBS, 포춘

미디어

약자의 울타리가 되 

준 김수한 추기경의 

삶

17,916

2014 제자, 옥한흠/김상철 파이오니아 사랑의교회 고 옥한 5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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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흠 목사의 목회철학

그사람 그사랑 그세상/권혁만 KBS 손양원목사 일대기 42,245

쿼바디스/김재환 단유필름 한국대형교회비판 20,731

*바세코의 아이들/김경식 타이밍
신 승 철 선 교 사 와 

WMC 선교현장
3,150

**그사람 추기경/전성우 평화방송 김수환추기경 일대기 13,537

제작년도      영화 제목 / 감독 제작사       특기사항 누적관객

 2015 *순교/김상철
파이오니아

21 

해외파송선교사 최초

로 순교한 김영학선

교사 등

16,248

 2016 *순종/김동민‧이주훈 CBS

우간다 딩기디 김은

혜선교사와 레반논 

난민사역 김영화선교

사

58,644

제자 옥한흠2:제자도/김상철
파이오니아

21
권오중 출연 9,533

 드롭박스/브라이언 아이비
킨 드 리 드 

이미지

13회 국제사랑영화제 

개막작
2,280

블랙가스펠2/김성곤‧이임주 스토리셋 
소울 스승을 찾아 뉴

욕에 간 양동근
1,353

일사각오/권혁만 ‧고무안  KBS 주기철 목사 일대기 94,825

**오 마이 파파/박혁지
㈜하이하버

픽처스

부산 소년의 집을 연 

소 알로이시오 신부
12,269

**내 친구 정일우/김동원 푸른영상

가난한 이들과 평생

을 함께한 푸른 눈의 

신부 

12,245

2017

*서서평:천천히 평온하게/홍주

연‧홍현정
CGNTV

서서평선교사 일대기, 

하정우 나레이션
123,958

*아이엠 호프맨/나현태
5 2 D A Y S 

FILM

캄보디아 임만호선교

사 사역
2,914

광인 옥한흠/김상철
파이오니아

21

고 옥한흠 목사의 목

회철학
2,985

**마리안느와 마가렛/윤세영
㈜기린제작

사

소록도에서 43년간 

한센병환자를 돌본 
2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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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간호사

2018

*바나나쏭의 기적/ 송우영 ‧지
혜원

바른미디어

성악가 김재창이 인

도에서 만든 선교합

창단

10,150

*파파 오랑후탄/이성관 시네마미션
말레이시아의 박철현 

선교사의 오지 사역 
1,980

폴란드로 간 아이들/추상미 보아스필름

6.25 폴란드에서 돌

봄을 받는 북한전쟁

고아

49,402

*표시는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로 분류되는 작품을 뜻한다.

**표시는 가톨릭 배경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선교다큐멘터리 영화가 기독교영화 장르를 대표하며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다큐멘

터리 영화에 대한 교회내부의 인식의 변화 및 교회를 둘러싼 일반 영화계에 나타난 

다큐멘터리 열풍 등 두 가지의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강진구 2017, 23).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는 바로 자연의 원시성이 살아있거나 전쟁과 기근 등으로 인간

다운 삶이 상실되는 지역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참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을 

비춰준다는 점에서 기독교 신앙인들에게는 선교의 소명을 일깨우는 한편으로, 세상 

밖으로는 교회의 긍정적 이미지를 표출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교회 밖의 영화 환경도 선교다큐멘터리 영화가 지속적으로 제작되게 만드는데 영향

을 주었다. 2009년 이충렬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워낭소리>가 293만 명의 관객

을 모았고 2014년 개봉작인 진모영 감독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5)는 무려 

48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여 다큐멘터리 영화도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 

못지않게 대중적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상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드

라마 장르에 비해 사실성에 충실한 다큐멘터리 장르는 연기나 기술로 눈속임을 하지 

않고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웰빙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사회적 상황에 잘 맞아 떨어졌었다. 

  기독교영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선교중심의 기독교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적은 제

작비를 가지고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실천되는 현장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 

관객을 끌어들이는데 유용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즉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는 

교회의 의도와 대중적 선호도가 맞아 떨어지는 가운데서 기독교영화의 뚜렷한 장르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III. 선교다큐멘터리 영화의 특징에 따른 분류

5)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2016년 12월 6일 현재 4,801,873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다양성영화부
문 1위, 한국영화역대흥행순위 87위에 올라있다. http://www.kmdb.or.kr. 2017년 7월 13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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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제작된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들의 경우 작품들 고유의 특징을 고려하여 분

류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해외선교 현장 중심의 선교다큐멘터리 영화

  국내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이국적인 선교현장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하

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수적으

로도 선교다큐멘터리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내용상 가난하거나 때로

는 원시적인 풍경 속에서 현지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헌신과 고충을 

화면에 담고 있다. 내레이션으로 관객의 이해를 돕고 선교사와 현지인들의 인터뷰로 

내용이 구성되는 형식을 갖고 있다.

  총 네 편이 제작된 <소명> 시리즈물이나 <희망의 별-이퀘지레템바>, <하쿠나 마타

타-지라니 이야기>, <뷰티풀 차일드> 그리고 <바세코의 아이들>은 해외에 파송된 선

교사들의 현장을 중심으로 제작한 일반적 형태의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들이다. 

  이러한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

법을 활용하고 있다. 하나는 철저한 소재주의 방법이다. 국내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색다른 풍경과 인물들을 상대하면서 느낄 수 있는 생소함이나 문화적 이질감이 

때로는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월에 개봉한 김종철 감독의 

<회복>은 예수 믿는 유대인의 핍박 받는 현실이라는 충격적인 소재를 활용하는 방법

으로 기독교 다큐멘터리 역사상 15만 명이 넘는 최고의 관객 수를 기록했다. 이 다큐

멘터리 영화를 보기 전까지 예수 믿는 유대인을 뜻하는 메시아닉 쥬(Messianic Jew)

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생각 밖에 있었다. 또한 같은 유대 민족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살아가는 메시아닉 쥬가 갖는 두려움은 고스란히 스크린 밖 관객의 마음에 전달되었

다. 역사 속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임을 증거 한다는 이유만으로 전통적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포들을 향해 서슴없이 폭탄선물을 던지는 모습은 스데반이 예수

를 향한 믿음을 변론하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성경의 장면(행7장)을 보는 듯했다.

  두 번째 방법은 따뜻한 인간애를 보여주는 감동을 동반한 휴머니즘적 접근 방법이

다. <희망의 별-이퀘지레템바>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프레토리아시 빈민가 아이들에

게 축구를 가르치며 예수 안에서의 삶을 나누고 있는 임흥세 선교사의 이야기를 그리

고 있다. 마약과 범죄 AIDS가 들끓는 도시 빈민가의 초등학생들에게 축구는 소망의 

세상을 여는 문과 같은 것임을 보여준다. 기존의 기독교 다큐멘터리가 휴먼다큐에서 

선교다큐로의 전환을 모색했다면, <희망의별-이퀘지레템바>는 선교사역이란 분명한 

가치를 일반화시켜서 휴먼다큐처럼 만든 작품으로 비기독교인들의 거부감을 비교적 

줄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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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선교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

  과거 활동했던 선교사와 선교역사를 다루는 선교다큐멘터리의 제작 목적은 오직 현

재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성찰하고 선교적 소명을 고취시키는데 있

다. 이 분야에서 두드러진 선교다큐멘터리는 김상철 감독의 <순교>와 홍주연‧홍현정 

두 감독이 공동 연출한 <서서평:천천히 평온하게>가 있다. 

  <순교>는 1932년 시베리아에서 한국 해외선교역사상 최초로 순교한 김영학 목사와 

2007년 아프카니스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피랍되어 순교한 배형규 목사 그리고 

심성민 성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서서평:천천히 평온하게>는 간호선교사로 일제강

점기하의 조선에 파송되어 22년간 헌신한 엘리자베스 요안나 쉐핑(Elisabeth J. 

Shepping)의 다양한 선교사역과 흥미 있는 에피소드를 스크린에 담았다.

  이 두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는 기독교역사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지 못했던 선교사

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독립운동가로서 혹독한 옥고를 치른 후 러시아 

연해주에서 복음을 전하다 공산당에 의해 순교한 김영학 목사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

은 잘 알지 못했다. 또한 아프카니스탄에서 순교한 두 젊은 기독교인의 신앙적 진실

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두 다른 시대를 살다 순교한 세 명의 기

독교인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신앙적 진실을 영화 <순교>는 오래된 사진과 기록문서 

그리고 현장 인터뷰를 통해 전해주고 있다

  또한 아펜셀러와 언더우드에게 익숙한 한국선교역사 속에서 서서평(徐徐平)이란 한

국이름으로 불리던 독일 태생의 여성 선교사를 기억하는 사람 또한 드물다. 선교역사

를 다루는 선교다큐멘터리의 가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책 속의 글씨로만 남아

있을 훌륭한 선교사들을 현시점으로 소생시켜서 그들의 생명력 넘치는 구원사역을 생

생하게 목격하도록 만든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과거 선교사들의 순교와 희생이 오늘

날 갖는 의미를 새롭게 인식시킨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아프카니스탄에서 피납되어 

희생당한 두 기독교인을 다시 기억하는 일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한 선교적 소명을 알

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그림자를 쫒아버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히

11:38) 순교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다.  

  김상철 감독은 크리스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를 통해 ‘예수를 믿는 사람

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다”6)고 말한 것도 역

사다큐멘터리 영화의 역할이 오늘을 사는 기독교인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데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3. 선교사의 내적 갈등을 다룬 선교다큐멘터리 영화

6) 『크리스천투데이』. “ 김영학 목사와 아프간 사건 다룬 <순교>, 첫 시사회” 2015. 04.26.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282816,  2017년 8월 2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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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은 새로운 양식의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로 선교현장과 사역을 보여줄 뿐만 아

니라 선교사가 되기까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적 갈등을 매우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순종>의 주인공 김은혜 선교사의 모습은 지금은 소천한 그녀의 부친인 김종성 

목사에 대한 회상으로부터 시작한다. 우간다 내전으로부터 상처 입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지금의 우간다 딩기디 마을을 현지인들과 함께 일구며 그들의 땅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아버지 김종성 목사는 자신의 바램대로 김은혜 선교사가 세운 학교 마당 한 

편에 묻혀있다. 

  김은혜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함께 살아가는 어머니에게 평생 가슴 속 깊이 묻어

두었던 질문을 던진다. 아버지는 과연 몸으로 낳은 자식인 나를 사랑했을까? 도시락

을 싸가지 못할 만큼 가난과 고통으로 기억되는 김은혜 선교사의 어린 시절 속 아버

지는 자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집 밖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썼던 이

해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목회자이며 선교사였던 아버지로부터 받은 소외감 때문

에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했다는 김은혜 선교사의 술회는 선교사나 목회자 가

족이 겪을 수 있는 숨은 고통을 대변하는 일이기도 하다. 밖에서는 존경받는 선교사

지만 집안에서는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선교의 소명을 받은 것이 맞는지를 곱씹어봐

야 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선교사 부모 덕분에 상

처를 입고 살아가는 자녀가 있음을 돌아보게 한다.7)

  <순종>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갖는 현실의 기록과 표현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충실히 보여주었다. 선교사 자녀로서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 있는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

었기 때문이다. <순종>은 선교다큐멘터리 영화가 계속 발전하고 있음을 증명 하는 셈

이다.

  IV. 선교다큐멘터리 영화의 의미와 문화선교적 역할

  1. 감독의 선교에 대한 소명 의식의 발현

  다큐멘터리 영화는 극영화에 비해서 감독의 철학이나 세계관이 보다 분명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발현되는 특징이 있다. 감독의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의지가 깊이 투영되

는 반면에 외부의 압력에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영화가 전개될 가능성은 그

리 높지 않다.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는 저예산의 독립영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대규모 흥행에 

7) 강진구, “영화를 통해 본 선교다큐멘터리의 의미”, 「라일락」Vol.28 (2017):1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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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대를 갖는 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촬영 현실을 감안할 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될 가능성은 적다. 대신 제작자가 남다른 신앙의 의지나 소

명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제작에 임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선교다큐멘터리 영화가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뿐만 아니라 제작을 하는 감독

에게도 신앙적으로 매우 특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는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두고 제작되었고 기독교인 관객들에게 신앙적 감동을 

선사하려는 의도를 지녔을 것이란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감독들이 

제작과정을 통해 가장 많이 신앙적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소명의식까지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신현원 감독은 <소명>을 만들면서 자신의 소명을 발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한 

기독교 방송에 출연하여 가진 인터뷰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회의를 느끼고 있을 

무렵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시작한 선교사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소명임을 깨달았다는 간증을 한 바 있다. 선교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을 제의받았을 당

시 그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방송인으로 부르셨는가?’라는 직업에 대한 의문을 가

지고 있었지만, <소명>을 제작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욱 더 확실히 자신을 향

한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즉 13년간 아프리카의 밀림과 같은 

오지를 수십 차례 드나들었던 경험과 말이 통하지 않는 유아나 동물들을 대상으로 프

로그램을 만든 노하우가 지금의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쓰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8)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를 향한 감독의 소명의식을 언급하면서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

는 감독들의 출신 배경이 바로 TV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다큐멘터

리의 대중화를 선도했던 <팔복 시리즈>를 제작한 김우현 감독은 KBS의 휴먼다큐멘터

리 프로그램인 <인간극장>에서 다년간 활약했고 2002년에는 ‘친구와 하모니카’편으로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소명>시리즈를 제작한 신현원 감독은 

13년 간 SBS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와 ‘TV동물농장’ 등의 외주제작 프로그램 

연출자로서 걸어온 경험이 있다. <회복>과 <용서>의 김종철 감독은 방송작가로 25년

간 활동했던 경력을 통해 영상물의 기본이 되는 스토리텔링에 익숙한 사람이다. TV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얻은 지식과 기술이 신앙 안에서 새롭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2. 선교에 대한 교육적 효과

8) CGNTV의 ‘박나림의 하늘빛 향기’ 199회.  2009년 4월 2일 방송된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신현원 감
독>편에서 신감독은 자신이 선교다큐멘터리 제작에 뛰어든 결정적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란 사실을 술
회하고 있으며, 이 영화를 보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
고, 안일하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도 느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http://www.cgntv.net/cgn_player/player.htm?type=vod&player=8&bit=high&id=52400 2017년 8월 1
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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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들은 선교의 공간을 해외에 두고 사역현장을 보여주

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인간극장>과 같은 

TV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들과 유사하다. 이국의 낯선 풍

광이 나타나고 그 안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이나 현지인들의 어려움이 제시된다. 이 어

려움은 환경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낯선 사회문화에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 그리

고 이들을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사회적으로 돕기 위한 인물(선교사)이 등장하며, 

아울러 선교사가 처한 당면 과제가 펼쳐진다. 그러나 투철한 신앙과 사랑의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주민들을 이끌어가거나 목표를 향해 매진해 나가는 모습으로 끝

을 맺는다. 

  이러한 구성은 만일 선교의 의미와 목적이 제대로 카메라에 담겨지지 않는다면 사

회봉사정신이 뛰어난 한국인의 인간애 정도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선교다큐멘터

리 영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독교인 관객에게는 신앙에 도전을 주는 메시지로 다가가는 한편 비기독교인들에

게는 복음의 의미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휴먼다큐

멘터리 영화와는 분명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교다큐멘터리 영화가 기독교인들을 주 관람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은 부

인할 수 없다. 그것은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선교의 취

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역시 바른 해석은 아니

다. 선교지상명령으로 널리 알려진 마태복음 28장을 조금 더 세밀히 분석하면 그 이

유를 알 수 있다. 선교명령의 핵심 구절은 19절과 20절에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28:19-20) 

  여기서 나타난 선교의 대상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충성을 바치는 일에는 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모든 민족을 제

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이 보다 합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의 명령안에

서 선교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

키게 하라”는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앞의 것을 ‘확산(to expand)'명령이라 

한다면, 뒤의 것은 계승(to inherit)' 명령이라 할 수 있다.9)  

9) 남정우. 『선교란 무엇인가』(서울: 쉐키나 출판사, 2010), 38. 남정우는 『선교란 무엇인가』에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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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관객의 인지적 변

화다. 즉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일이다. 인지적 변화는 영화가 교육적이며 

교화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미처 알지 못했거나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 영화로부터 얻은 지식에 공감함으로

써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는 디지털 영상세대에게 보다 친근감으로 다가가 

선교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선교사역에 헌신하도록 하나님

의 부르심(Calling)에 다가갈 수 있게 만들 수 도 있고, 선교사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

람들에게는 선교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상황을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사전에 검토하게 됨으로써 훌륭한 훈련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  

  3. 교회의 사회적 소통과 이미지 회복

  사실을 중시하는 다큐멘터리의 본질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화법으로 전한다

는 점은 선교다큐멘터리 영화가 취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정체성

을 숨기지 않고 바로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직접화법이 사실에 기

초한 감동을 전하려는 다큐멘터리의 본래적 속성과 합쳐졌을 때 최근에 급속히 번진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적 사회분위기를 쇄신하는데 나름대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13년 12월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회의 신뢰도지수는 5점 만점에 2.62점에 불과했다.10) 이는 대학 학

점으로 치자면 C0 내지 C+ 수준에 해당하는 낮은 점수다. 그래도 이 점수는 2008

년 조사에서 나타났던 2.55점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타종교와의 비교에서도 가

톨릭과 불교에 대한 호감도가 기독교 보다 앞서 있다.

  그런데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는 과거의 이야기나 만들어진 허구의 세계가 아니라 지

금 이 시간에 일어나는 기독교의 사실과 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

다. 즉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마

22:37-42) 삶을 실제적이며 거짓 없이 관객에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선교다큐멘터리 영화가 가진 신뢰성이 유독 큰 의미를 갖게 

된 이유는 한국교회의 이미지 추락에 대한 개선안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며 교회 내부의 잘못된 문

자는 미전도종족 선교 명령이고, 후자는 미전도세대 선교명령을 해석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영화를 즐겨보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영화가 선교적 사명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새롭게 각인시킨다고 할 수 있다.  

10)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014년도에 발표한 자료 “한국교회의 낮은 신뢰는 만성적, 구조적 문제(19.4%), 윤리
와 도덕실천을 통한 신뢰회복 필요”, 참조.  http://cemk.org/   2016년 8월 2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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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반 대중이 갖고 있는 교회의 피상적이며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한 문화적 처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가 자기

들만의 세상에 갇혀 외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라 세상의 소외되

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돌보는 생명구원의 역사를 일구어가고 있음을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선교다큐멘터리 영화 속에 담긴 선교사들의 사역처럼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 선한 일들을 꾸미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작업은 교회

와 기독교인의 신인도를 높이면서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VI. 선교다큐멘터리 영화의 과제와 전망  

  1. 교회의 선교다큐멘터리 영화 관람 활성화

  선교다큐멘터리 영화의 발전에 필요한 가장 큰 과제는 수요의 창출이다. 즉 기독교

인들이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를 꾸준히 소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것은 복

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거룩한 소비행위로 볼 수 있다. 선

교다큐멘터리 영화가 일반 극장에서 상영되기 위해서는 다른 영화들과 마찬가지로 경

제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다. 즉 소비가 되는 곳에 생산이 있기 마련이다. 선교다큐

멘터리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에 기독교인들이 몰리면 극장주들은 자발적으로 이 영화

들을 수용할 것이다. 극장주들은 많은 관객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에 일차적 관심이 있

음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 교회는 복음전파라는 기독교인의 책임을 달성하기 위해 

무조건 신앙을 앞세우기 보다는 극장이 추구하는 경제논리를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독교인

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에 달려가는 수고와 문

화선교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멜 깁슨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The Passion of the Christ)는 

기독교인이 영화관에서 행하는 거룩한 소비를 통해 영화시장을 변화시킨 좋은 예이

다. 이 영화는 약 3천 만 달러를 투자하여 3억7천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둔 기독

교 최고의 흥행작품으로 기록되어 있다.11) 

  이 영화를 관람한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고, 기독교인들의 소비행태가 

궁극적으로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메이저 영화 제작사들은 기독

교인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하려는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할리

우드의 메이저 영화사들 가운데 하나인 ‘20세기 폭스’사는 대중적인 기독교영화를 전

11) http://www.imdb.com/title/tt0335345/ . 2017년 8월 2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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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으로 만드는 영화사인 '폭스 페이스‘(Fox Faith)사를 세우기도 했다.12) 

     

  2. 선교다큐멘터리 영상의 교회 제작과 플랫폼의 변화

 

  교회는 선교다큐멘터리 영화의 일방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일반영화관에서 상영만 

되지 않을 뿐 교회는 해외단기선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것을 동영상 기록으

로 남겨놓는 경우가 흔히 있다. 교회가 실행하는 선교에 대한 모든 동영상 기록은 선

교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영화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더

라도 동영상 수준으로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일 또한 가능하다. 현대의 디

지털 미디어 문화는 이것을 다양한 교회 사역에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양질의 기

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0월에 열린 제8회 서울국제기독교영화제의 경우 교회가 제작한 영상물을 

모아서 상영하며 또한 상을 주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단편경쟁 부문에 출품된 6

편의 작품 가운데 극영화스타일은 한 편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 5편은 모두 다큐멘터

리 형식에 부합하는 영상물이었다. 불과 5분짜리에 불과했지만 생생한 교회의 사역을 

담아내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교회가 다큐멘터리 영상제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13)

  이것은 선교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우려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

안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선교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교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제작에서 상영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교인들을 직간접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

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선교영상다큐멘터리 제작에 관여하는 일은 디지털 

문화 시대에 디지털 세대를 위한 미디어 사역을 행하는 일이란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영화는 기성 미디어지만 영화의 제작과 상영방식은 디지털 미디어기술로 인하여 보

다 용이하고 다양해졌다. 극장개봉영화들은 유투브나 IPTV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미디어로 인해 새로운 미디어 세상이 이미 펼쳐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 즉 플랫폼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스마트

폰이 일상화되고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보는 사람이 급속히 증가하는 

12) 강진구, “거룩한 소비자가 필요하다” 국민일보 2015년 8.15.  우리에게 기독교출판사로 알려진 ‘존더
반(Zondervan Publishing)’은 세계적 출판사인 ‘하퍼 콜린스’의 자회사다. 그런데 ‘하퍼 콜린스’ 또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미디어재벌 ‘뉴스 코퍼레이션’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마치 세속적인 
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빌려 거룩한 기독교문화를 창조하는 형국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문화사
역자가 가져야 할 지혜로도 볼 수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01242&code=11171396&cp=du, 2017년 8월 20일 
검색.  

13) “제8회 서울기독교영화제 주목할 점”, <CGN 투데이>, CGNTV 2010년 10월 1일 방송분,     
http://news.cgntv.net/100/103/6935.cgn, 2017년 8월 19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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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도래함에 따라서 선교다큐멘터리 또한 제작과 상영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선교다큐멘터리 영화제작에 교회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극장개봉용으로 선교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전문적인 영화제작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사역자들 또한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 카메라와 편집장비 및 영사장비 

등은 과거 소수의 미디어관련 조직이나 전문인들의 전유물이었지만, 오늘날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된 디지털 사회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활의 기술로 변

화했다. 특히 한국교회는 예배와 교육, 선교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큐멘터리 영상물

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서 미디어선교에서 스마트폰의 활용은 갈수록 중

요해지고 있다. 

  또한 이것은 복음의 의미를 소통하기 위해 그 시대의 문화적 양식을 사용해야 함을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히 젊은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화 형태로 메시지를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14) 그런데 디지털 세대는 영상세대로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배우고 제작하는데 익숙하다. 교회가 선교영상을 만들어 활용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바로 디지털 세대에게 선교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

는 일일 수 있다. 즉 교회가 선교영상을 제작하는 일은 디지털 세대에게는 선교를 가

르치며 동시에 선교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선교다큐멘터리 영화가 교회 안에서 뿌리내리고 극장에서 꽃피우며 선교지에서 열

매 맺는 일련의 선교 미디어 생태계를 꿈꾸어 본다.  

14) 정기묵, “로잔운동의 관점에서 보는 젊은이 세대 전도-LOP No.52“12/25 젊은이 세대 전도”, 「복음
과 선교」,35, (2016),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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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2 】

멀티플랫폼 시대의 기독영화의 과제: 문화선교적 관점에서

김지혜 목사(문화선교연구원 책임연구원)

  Ⅰ. 들어가며

  영화의 하위 범주로서 기독영화는 ‘기독교 문화’라는 특수성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의 경계를 뚜렷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문화란 본래 인간

의 ‘총체적’인 삶, 활동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인 우리의 삶의 행동 

양식의 모든 총체이며 그러한 삶들의 공통된 경험을 인식하게 하는 상호작용을 거친

다는 점에서 사회적이고 전체적이며,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체화한다는 전제 하에 사

회 변동과 관련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기독교 역시 마찬가지다. 문화신학자 폴 틸

리히(Paul Tillich)의 유명한 말, “종교가 문화의 내용이고 문화가 종교의 형식”이라

는 말은 종교와 문화를 단순히 분리시켜 이분법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

다. 레비나스(Emmanuel Lévinas)가 안이란 항상 밖을 전제하고, 밖과 ‘더불어서’ 성

립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집단 정체성 형성은 경계선을 긋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데서 온다.15) ‘우리’와 ‘그들’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

을 주고받을 뿐 아니라 신학의 내용이나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16) 그러므로 기독영화

의 자리는 사회, 그리고 영화와 다분히 관계적이며, 관계적이어야 한다.

  바야흐로 전환의 시대다.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직면하는 

전환 속에서 다양한 도전들을 맞이하고 있다.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는 이스

라엘 역사나 초대 기독교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엇이 우리의 목표인가?”나 

“무엇이 근본적인 율법인가?”가 아니라 “도대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하는 질문이 근본적으로 제기되었다고 보았다.17) 그러므로 이 글이 전환기의 

도전 속에서 기독영화의 문화선교적 과제를 논할 때 기독영화가 처해있는 두 가지 현

상에 관심을 가진다. 하나는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이다.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다

양한 채널이 생겨나면서 영화계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 하나는 한국사회 

15) Kathryn Tanner, Theories of Culture(Fortress Press, 1997), 108.
16) 일단 경계선이 확립되면, 그 안에서 여자/남자, 어린이/어른, 초보자/숙련자, 기혼자/비혼자 등 세분

화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런 세분화된 경계가 분명한 집단이 있는가 하면, 익명화된 도시처
럼 불분명한 집단도 있다. 세계관 역시 대면해야 할 상황의 다양성 정도와 공유되는 세계관의 정도에 
따라 복잡의 양상이 달라진다. Robert J. Schreiter, Constructing Local Theologies, 황애경 역, 『신
앙의 토착화』(서울: 가톨릭출판사, 1991), 100-01.

17) Richard Niebuhr, The Responsible Self, 정진홍 역, 『책임적 자아』(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2),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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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한국교회의 자리이다. 전자가 기독영화가 영화로서 마주하는 도전이라고 한다

면, 후자는 종교가 사사화된 시대에 기독영화가 기독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도전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이슈는 결국 하나로 합쳐진다. 곧,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멀티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광장에 기독영화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다. 이를 논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먼저 변화하는 미디어 플랫폼의 흐름을 

살핀 후, 이러한 흐름 가운데 처한 기독영화의 현실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문화

선교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Ⅱ.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뉴미디어의 등장과 영화의 정의에 대한 도전

  2017년, <옥자> 개봉을 둘러싼 논란은 4차 산업혁명의 신호탄이었다. 넷플릭스

(Netflix)와 극장 동시 개봉이라는 방침이 국내 영화 산업계에서 통용되던 홀드백(극

장 개봉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IPTV, TV, 온라인 등 순차적 방영)이라는 기존의 유

통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 3사는 <설국열차> 

이후 돌아온 봉준호 감독의 신작이라는 대중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보이콧 선언을 하

였다. 칸 영화제에서는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화를 영화로 볼 수 있느냐

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결국 온라인 스트리밍 영화를 초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

내 사례나 칸 영화제의 갈등은 기존의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의 헤게모니 싸움으

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과 디지털 문화의 흐름

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영화의 미래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화의 정의를 다시 묻고 있는 것이다.

  1895년 12월 28일, 뤼미에르 형제(Louis Lumière)가 파리의 한 카페에서 최초로 

대중 앞에서 영화를 상영한 이래, 영화의 개념은 기술의 진보와 함께, 때때로 등장하

는 새로운 미디어의 도전에 응답하며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다. 무성영화에서 유성영

화로, 흑백영화에서 칼라영화, 그리고 와이드 스크린의 대중화로, 아날로그 영화에서 

디지털 영화로. 그리고 이제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콘텐츠를 영화로 볼 수 

있느냐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칸 영화제가 넷플릭스 영화의 상영 불가를 선언한 것에는 영화에 대한 전통적 입장

에 근거한다. 영화의 정의를 논하기 위해 영화의 시작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뤼미에르 형제보다 앞서 1888년 에디슨(Edison)이 개량한 카메라 키네토스코프로 움

직이는 영상을 촬영했으나, 영화 역사의 시작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영화의 아버지’

라는 타이틀은 에디슨이 아닌 뤼미에르 형제가 차지했다. 에디슨의 영화는 상자에 난 

구멍을 통해 혼자서만 영상을 볼 수 있었지만 뤼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라프는 스

크린에 영상이 투영되면서 여러 명이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화가 처

음부터 극장 상영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영화가 논란이 된 이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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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있다. 어쩌면 에디슨의 키네토스코프 시대로 회귀하는 경향처럼 보이기도 한

다.  

  보수적인 영화인들은 넷플릭스 영화를 TV 상영을 전제로 만들어진 ‘드라마’로 분류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는 “일단 텔레비전의 형식

으로 만들면, 그건 TV 영화라 불러야 한다.”고 하였으며, 크리스토퍼 놀란

(Christopher Nolan) 감독은 ‘극장 영화(theatrical movies)’와 ‘온라인 영화

(on-line movies)’를 구분하며 자신은 넷플릭스와 일할 일이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

다. 평론가 카를로스 아귈라(Charles Aguilar)는 “넷플릭스는 영화제와 극장 개봉의 

중요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넷플릭스 영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18) 다

시 말해, 영화의 정의가 본질적으로 극장이라는 장소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넷플릭스가 강력하게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Ⅲ. 영화의 경계를 넘어: 보러 가는 영화에서 찾아오는 영화로

  물론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만 가능한 영화적 경험이 있다. 스마트폰이나 PC 등 

작은 화면이 아니라 대형 스크린으로 볼 때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샷이나 디테일들

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19) 더욱이 함께 간 동행자, 혹은 서로 모르는 사이끼리 같

은 공간에서 짧게는 수십 분, 길게는 수 시간 동안 함께 동일한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것인데, 클라이브 마쉬(Clive Marsh)는 이를 종교행위와 유사하다

는 점에서 영화가 유사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20) 어쨌든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한 극장을 포함해 다양한 플랫폼이 형성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

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흐름으로 보인다. 평론가 매트 졸러 세이츠(Matt Zoller 

Seitz)의 말대로, “사회는 전통적인 영화 관람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21) 최

근 사회적으로 개인화된 소비 행태의 경향을 보이면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영화를 보

고 싶거나, 자신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1인 관객이 급속도로 늘어

나고 있다는 통계도 있다.22) 시장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누구보다 빨리 반영하

18) 백승찬, “[정리뉴스] 넷플릭스 영화는 영화인가,” 경향신문, 2018.04.18. 
https://h2.khan.co.kr/201804181606001

19) “영화계와 넷플릭스, 공생할 수 있을까,” 뉴스핌, 2019.03.27.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321000205

20) 그 외에도 클라이브 마쉬는 몇 가지 점에서 영화가 기존 제도권 종교의 기능과 유사하며, 그로 인해 
종교의 역할을 영화가 대신하고 있다고 말한다. 현대인에게 영화 관람이 삶을 형성하는 하나의 구조
가 되었으며, 여유와 휴식을 얻으려는 목적이 교회를 찾는 목적과 비슷하고, 최근 쇼핑과 식사, 카페
와 영화 관람이 모두 가능한 멀티플렉스의 공간적 경험이 대형교회의 시설이나 서비스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Clive Marsh, Cinema and Sentiment(Milton Keynes: Paternoster Press, 2004), 1-4.

21) 백승찬, 위의 기사.
22) CJ CGV 리서치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1인관객 비율은 2013년 9%에서 2016년 13.4%에 달했다. 현

장에서 체감 비율은 더욱 높았는데, 직원들은 2~30%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전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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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중이다.

  1998년 4월, 한국에 최초로 멀티플렉스가 생긴 이래, 급속도로 성장세 가운데 있

던 국내 영화 관람객은 2013년 2억 명 돌파 후, 지난해까지 정체기다. 북미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12억4천만 명을 기록하며 10년 내 최저 관람객을 기록했다.23) 

‘블룸버그(Bloomberg)’ 통신은 넷플릭스, 아마존(Amazon)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다

른 엔터테인먼트 선택권을 제공하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24) 

  상대적으로 넷플릭스나 유튜브(Youtube) 등 세계 OTT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넷플릭스 190여 국가의 가입자는 2015년 7천4백만 명에서 3년 만에 1억3천9백만 

명으로 늘어났다.25) 국내에서는 <옥자> 개봉 이후 빠른 속도로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해 연말 기준 120만 명을 넘었다. 2030대가 국내 전체 유료 가입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있다면26) 국내에서 전 세대가 고르게 높은 시청률을 보이

면서도 1020대와 5060대가 특히 많이 시청하고 있는 세계 OTT 시장의 선두주자 

유튜브는 유튜브 레드를 통해 자체 제작한 영화 등 오리지널 콘텐츠를 무료로 공개하

기로 했다. 아마존은 아마존 스튜디오의 활발한 영화 배급 전략 및 대표적 영화감독 

영입으로 독점 드라마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플랫폼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OTT 업계에 대항해 국내 콘텐츠 업계의 

방어 전략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영화 플랫폼으로 왓챠 플레이가 있으며, 

지상파 콘텐츠를 다루는 푹(POOQ)도 영역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더 이상 ‘보러 가는 영화’일 필요 없이 ‘찾아오는 영화’의 시대가 열렸다. 새로이 

등장한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스트리밍 동영상은 기존의 영화가 가지고 있던 공식들

을 허물고 있다. 마샬 맥루한은 매체와 콘텐츠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매체

가 콘텐츠보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인 상황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실제

로 극장이 정해놓은 시간에 맞추어 그 영화를 보러가던 전통적인 관람 방식은 새로운 

“[혼밥·혼술 넘어 혼영시대 上] 조조·심야·20대女 혼영 키워드,” 한국경제, 2016.11.17.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11143935H

 “[빅데이터 인사이트 20호] 영화관람을 둘러싼 소비자 패턴(빅데이터를 활용한 영화관람 패턴 분석,” 
2 0 1 4 . 0 2 . 0 7 . 
https://tapacross.tistory.com/entry/%EB%B9%85%EB%8D%B0%EC%9D%B4%ED%84%B0-%EC%
9D%B8%EC%82%AC%EC%9D%B4%ED%8A%B8-20%ED%98%B8-%EC%98%81%ED%99%94%E
A%B4%80%EB%9E%8C%EC%9D%84-%EB%91%98%EB%9F%AC%EC%8B%BC-%EC%86%8C%
EB%B9%84%EC%9E%90-%ED%8C%A8%ED%84%B4-%EB%B9%85%EB%8D%B0%EC%9D%B4
%ED%84%B0%EB%A5%BC-%ED%99%9C%EC%9A%A9%ED%95%9C-%EC%98%81%ED%99%9
4%EA%B4%80%EB%9E%8C-%ED%8C%A8%ED%84%B4-%EB%B6%84%EC%84%9D

23) “멀티플렉스 20년, 극장의 미래는 어디에?,” 채널 CJ, 2018.07.23. https://blog.cj.net/2475
24) 임수연, “[넷플릭스①] 집중 점검! 넷플릭스를 둘러싼 영화계의 변화와 감독들의 움직임,” 씨네21, 

2018.12.12.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91864
25) 김현석, “유튜브, 유료 콘텐츠 공짜로 푼다... 넷플릭스와 전쟁,” 한경닷컴, 2018.11.28.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112833361
26) 김형원, “한국내 넷플릭스 가입자 127만명 돌파...1월대비 274% 폭증,” 조선일보, 2019.01.29.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29/20190129009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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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으로 원하는 시간에 편한 단말기로 원하는 영화를 보는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

화하고 있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영상 플랫폼의 등장은 다양한 차원에서 커뮤니케이

션 환경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극장 개봉과 크게 상관없이 해외에서 제작된 영

화 및 드라마를 취사선택할 수 있다.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 나의 관람 패턴을 분석해 

영화를 추천해주는 넷플릭스나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오늘날 취향이 중요한 세대에게 

꽤 매력적이다. 영화나 영상을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로 소비하는 젊은 세대에게 이

러한 플랫폼은 최선의 선택이자, 동시에 최적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플랫폼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은, 관객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그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만 좋다면 어느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관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플랫폼은 매력적인 콘텐츠를 보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

었다. 더욱이 어려서부터 전 세계 영상 콘텐츠를 접해온 디지털 네이티브들(digital 

natives),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의 등장은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이 흥행공

식에 꿰어 맞춘 평균적인 감각의 영화 제작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시대의 변화를 절감

하게 한다. 이러한 추세는 멀티플랫폼에 적합한 스토리텔링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

다.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원 소스 멀티 유즈(One 

Source Multi Use, OSMU)라는 용어처럼, 하나의 원작을 플랫폼에 적합하게 다양하

게 가공, 세계 시장에 적합하게 초국적 텍스트로 각색하거나, 스토리를 확장시키고 

변형시키는 트랜스미디어적 이야기 생산 방식도 들 수 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비

롯한 인터넷 플랫폼은 스토리텔링의 변화 외에도 새로운 형식의 영화를 실험할 수 있

는 장이 될 수 있다.27) 

  Ⅳ. 오늘날 기독영화의 자리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한국 기독영화의 상황은 어떠한가? 영화에 대한 

토론은 종교적인 전통들이 더 넓은 문화 안에서 자신들의 자화상이 어떠한지를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이 지점에서 기독영화의 자리를 살펴보는 것은 한국교회의 자화상

을 살피고, 한국 기독영화의 자화상을 살피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 데 의미가 있

을 것이다. 

27) 이른바 Z세대의 경우, 2015년 기준 하루 평균 10시간 모바일을 통하여 유튜브 등의 영상을 소비하
는데, 2017년 디파이미디어의 조사에 따르면, 10대 중 50%는 유튜브 없이 살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들의 관람 패턴에 맞게 영상 제작하는 흐름으로도 이어진다. 긴 영상 대신 
짧은 영상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은 5~20분짜리 유튜브 짧은 토막 영상을 보거나 심지어 최근 틱톡
(TikTok)이라는 15초짜리 영상 플랫폼이 유행하기도 했다. 이렇듯 짧은 영상을 찾는 소비 경향에 맞
춰 웹드라마라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했다. 넷플릭스 이후에는 ‘몰아보기’(binge-watching)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는데, 이는 영상을 한 번에 몰아보는 패턴을 말한다. 넷플릭스는 지난 연말, 시청자가 
스토리를 선택해서 같은 작품에서도 다양한 결말을 맞을 수 있는 인터랙티브 영화 <블랙미러: 밴더스
내치>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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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체기라 해도 좋을 만큼 기독영화가 드물었던 90년대를 보내고 2000년대 들어서

면서 선교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 시작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신현원 감독의 <소

명>(2009)이라 할 수 있다. 2009년은 서울국제사랑영화제에서 기독영화의 진흥을 위

해 기독영화인상이 제정된 해로서, 특별히 영화 <소명>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독영화라고 할 만한 영화, 그것도 선교사를 다룬 영화가 극장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상영되었던 것이다. 다큐멘터리가 극장에서 걸리는 경우가 드물었던 

상황에서 기독 다큐멘터리가 약 10만의 관객을 동원했다는 사실에 영화계에서도 주

목했다. 아마존 오지에서 바와나 부족의 언어를 배우며 문자를 만들어 그들을 교육시

키고 사전과 성경을 만드는 강명관 선교사 가족의 일상은 감동적이기도 하거니와 이

국적인 풍경과 타문화권에 대한 호기심 등 대중의 니즈를 충족시켰다.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어 일반 다큐멘터리 영화나 종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기 시작했으며, 최

근 들어 선교 다큐멘터리를 비롯해 여러 기독영화가 제작되거나 수입, 배급되고 있

다. 특히 <팔복1: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2005)와 <소명>(2009)을 기점으로 상대

적으로 많은 기독영화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2009년 이래 지금까지 제작된 기독 다

큐멘터리 30여 편 가운데 직접적으로 선교와 관련된 것이 절반 가까이 된다.28) 이 

점은 한국 기독영화 역사에 있어 고무적이면서도 과제를 안겨주는 지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독영화의 열악한 제작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만, 동시에 기독교인 

대중에게 소비되는 관심사가 선교와 같은 주제가 아니고서는 흥행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독교 신

앙인의 의식적 차원에서는 반세속화의 경향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 반영되는 것이다. 

  기독영화를 역사적으로 분석한 자료로 여럿이 있으나 그 중 대표적으로 신광철

(2000)과 임성빈(2015)의 것을 살펴보면, 신광철은 한국영상자료원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주제별, 연도별로 기독영화들을 정리했고29), 임성빈은 과거 한국영화에 재현된 

기독교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밝혔

다.30) 논문의 방향이나 전개 방식은 다르나 두 사람 모두 각 시대마다 진행되던 한국

28) 강진구, “한국 선교다큐멘터리 영화의 현황과 문화선교적 역할 연구,” 『복음과 선교』39(2017.09.), 
13. 2009년 <소명>(신현원)과 <회복>(김종철)을 기점으로, 2010년 김상철 감독의 <잊혀진 가방>외 4
편, 2011년 <소명3: 히말라야의 슈바이처>(신현원), <나의 선택-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김
상철), 2013년 <아유레디?>(허원) 외 2편, 2014년 <바세코의 아이들>(김경식), 2015년 <순교>(김상
철), 2016년 <순종>(김동민·이주훈), 2017년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홍주연·홍현정), <아이엠 호프
맨>(나현태), 그리고 2018년 <바나나쏭의 기적>(송우영), <파파 오랑후탄>(이성관)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1편에서 많게는 5편까지 제작되었다. 선교사를 다루지 않은 다큐멘터리는 <블랙 가스펠1,2>와 
<쿼바디스>, <폴란드로 간 아이들>, 픽션이 <신이 보낸 사람>, <시선>, <로마서 8:37>, 전기영화로 
<한경직>, <제자 옥한흠, 제자 옥한흠2, 광인 옥한흠>,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 정도인 점을 고
려하면 상당히 많은 비율이다.

29) 신광철, “한국 개신교영화의 회고와 전망,” 『종교학연구』19(2000), 83-96.
30) 임성빈, “21세기 초반 한국 교회의 과제에 대한 소고-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장신논단』

14/2(2015), 1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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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담론을 기독영화가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60~70년대 토착화 논쟁이나 80년

대 사회구원 대 개인구원의 논쟁이 영화의 주제의식에서도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특히 80년대에 이르러 신광철은 한국교회가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영화 영역에서도 나름의 안목으로 역사를 정리하고 미래를 전망하고자 한 

움직임”의 일환으로서 기독영화가 제작편수나 주제의식 면에서 상당히 발전하면서 기

독영화의 전성기라고 할 만한 상황에 이르렀으나 90년대 상당히 소강상태에 달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욱이 일반 영화계에서 기독교를 상당히 비판적이고 조롱 

어린 시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31)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성석환은 87년 이후 대중문화에 대한 기독교계의 보수적인 

태도를 일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으며, 권용국은 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던적 

상황에 접어들면서 기독교가 사회문화 영역에서 배제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32) 그 

지적들에 동의하면서 필자는 추가적으로 두 가지 지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 번째

는 영화 관람의 행태의 영향이다. 80년대까지 교회의 극장 단체관람이 장려되고 실제

로 관람으로 이어지면서 충무로에서는 기독영화가 흥행한다는 공식까지 만들어질 정

도였으나33), 90년대 이후 멀티플렉스의 등장과 함께 교회 중심의 신앙, 찬양과 예배 

중심의 문화가 강조되면서34) 그러한 기독영화 단체 관람의 추세가 꺾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영화제작이 수월해지는 한편, 기독영화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CBS나 UPI코리아, 소니픽쳐스 등 대기업들이 기독영화 배급, 유통에 

뛰어들면서 기독영화 시장의 판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기독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영화인들의 노고가 

가장 깊이 기여할 것이다. 두 번째는 담론의 연속성이다. 90년대 갑작스럽게 기독영

화가 변화를 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80년대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었다고 본다. 

아래의 <표>을 보면, 80년대 기독교 진리의 근원성, 기독교 현실에 대한 비판, 신앙

에 의지하는 삶, 전기영화의 경우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 사회참여/영적부흥 지도자를 

다루는 등 영화가 다룬 담론이 다양해지고 영화가 많이 제작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

나 한국 기독영화의 주된 흐름을 형성해온 전기영화의 연속적인 흐름을 통해 더 명확

히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이때부터 90년대에 이르기까지 기독영화의 담론이 

1960~70년대 애국운동에 공헌한 그리스도인(유관순, 최용신)이나 1970~80년대 순교

자(주기철, 손양원, 안이숙)인 것과 달리 1980~90년대에 기독영화가 다른 인물들(안

요한, 강영우·석은옥)보다 상대적으로 전도와 부흥에 열심을 둔 인물들(이기풍, 최자

31) 신광철, 위의 논문, 88-93.
32) 권용국, “한국 기독교영화의 현실과 담론 분석,” 『제14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씨네포럼 자료집 – 

종교개혁 500주년과 한국 기독교영화』(미간행 자료집, 2017.04.25.), 16.
33) 위의 논문, 16.
34) 송상원, “숨고르는 찬양사역 후반전 전략 짜다,” 기독신문, 2015.08.18.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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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제의식/담론 사회와의 관계 대표작품 흥행성적35) 기독교인수36)

1960
~1970
년대

기독교와 전통의 관계
기독교 진리의 탐구
(전기: 기독교 독립운
동가)

사회를 계몽하는 
교회
(한국영화의 전성
기)

<순교자>(1965)37)

<무녀도>(1972)38)

<유관순>(1948, 1959, 
1966)
< 상 록수 > ( 1 9 6 1 39), 
1978)

-
84,349
-

4,011/-

약 225만

1980
년대

기독교 진리의 근원성
기독교 현실에 대한 
비판
신앙에 의지하는 삶
(전기: 한국교회 초기 
지도자, 사회참여 리더
십/부흥사)

역사적 상황에서 
좌표를 설정하는 
교회
(한국영화의 쇠퇴
기, 에로영화 전성
기)

<사람의 아들>(1980)40)

<어둠의 자식들>(198
1)41)

<낮은 대로 임하소
서>(1981)42)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
였다>(1981)43)

6,686
3,396

110,564

2,204

649만

1990
~2000
년대

신앙에 의지하는 삶
(전기: 부흥사)

신성성을 잃은 풍
자의 대상인 교회
(한국영화의 부활
기)

<할렐루야>(1997)
<예수천당>(1991)44)

<외길 가게 하소
서>(1991)45)

310,920
11,035
19,479

약 870만

2010
년대
이후

복음전도와 선교
(전기: 선교사, 모범이 
되는 대형교회 목회자)

신성성을 잃은 풍
자의 대상인 교회
(한국영화 제2의 
전성기)
선교의 대상인 세
상
세상과의 분리

<소명>(2009)
<회복>(2009)
<제자 옥한흠>(2014)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
게>(2017) 

97,529
155,281
50,392
123,958

967만

실, 최권능, 김계화)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표> 시대에 따른 기독영화의 변화의 흐름46)

35)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http://www.kobis.or.kr/
36) 통계청, 종교인구조사.
37) <순교자>(1965). 6.25 때 12명의 종군 목사가 학살된 끔찍한 사건 중에서 2명의 목사만이 살아 돌아

온다. 살아 돌아온 목사들은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품고 죽은 목사들에 대한 사실을 숨긴다. 이 사
건을 수사하게 된 정보장교는 사건의 진실과는 관계없이 12명의 목사 중에 누가 참다운 순교자인가를 
묻게 되고 진정한 순교의 의미와 시대 가치, 인간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김은국 소설가의 작품을 
영화화했다. 유현목 감독 작품. Daum 영화 검색.

38) <무녀도>(1972). 모화(윤정희)는 마을에서 이름난 무당으로 자신의 뒤를 잇게 하려고 낭(김창숙)을 
수양딸 삼아 같이 지내고 있다. 어린 시절 최도령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 욱이(신영일)가 돌아오자 모
화는 건장한 아들에게서 최도령의 모습을 본다. 그러나 절에 맡겼던 아들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기독
교인이 된 후이다. 법적으로 남매임에도 불구하고 낭이를 사랑하게 된 욱이는 굿은 미신일 뿐이라고 
가르친다. 이 사실을 모르는 모화는 낭이에게 내림굿을 하려고 하고 이를 말리던 욱은 자신이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낭이와 함께 떠난다. 혼자 남은 모화는 자신의 신력을 증명하겠다며 굿을 하
지만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 사라진다. 최하원 감독 작품. Daum 영화 검색.

39) <상록수>. 독립운동가이자 농촌계몽운동가 그리스도인 최용신을 모델로 한 심훈의 소설 『상록
수』를 각색해 영화화함. 농촌 계몽 운동에 뜻을 두고 있는 채영신과 박동혁은 어느 모임에서 만
나 사랑하게 된다. 학교를 졸업한 뒤 각각의 고향인 청석골과 하곡리로 내려간 영신과 동혁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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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농촌 운동을 하고 3년 뒤 결혼할 것을 약속한다. 영신은 청석골에서 청석학원을 세우다가 
몸져 눕게 되고 이를 알게 된 동혁이 달려온다. 그러나 농촌운동에 일제의 탄압이 가해지면서 동
혁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다. 출감한 동혁은 영신을 향해 청석골로 달려가지만 그녀는 죽고 동
혁은 그녀의 뜻을 이어 더욱 농촌운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하곡리로 돌아간다. 1961년작 
감독 신상옥, 1978년작 감독 임권택. Daum 영화 검색. 

40) <사람의 아들>(1980). 기독교에 회의를 품은 요섭(하명중)이 신학교를 중퇴한 후 사체로 발견된다. 
사건을 맡은 최형사(최불암)는 요섭의 노트에서 조동팔(강태기)이라는 사내를 발견, 사건의 실마리를 
잡는다. 신이 민중에게 구원을 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요섭은 새로운 신을 창조하고, 동팔과 함께 빈
민구제에 나서 천막교회를 세운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기 시작하고 한나 소년에게
서 기독교 신앙을 깨달아 산 속의 기도원을 찾아간다. 자금을 대기 위해 범죄 행각을 벌이다 돌아온 
동팔은 썰렁해진 천막을 보며 분노하고 요섭을 찾아가 돌아가자고 한다. 그러나 요섭이 이를 거부하
자 동팔은 요섭을 죽이고 최형사가 찾아갈 즈음에는 농약을 먹고 죽어가고 있었다. 유현목 감독. 
Daum 영화 검색. 

41) <어둠의 자식들>(1981). 윤락녀들이 사는 뒷골목에 영애는 사랑했던 딸을 돈 때문에 병 치료를 하지 
못해 잃은 과거로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동료들의 질시를 받는다. 같은 창녀인 강원도 아줌마는 아
이를 낳고 죽는다. 영애는 그 아이를 맡아 키우며 죽은 딸에 대한 한과 그리움을 대신한다. 윤락촌에
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기에 영애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 그곳을 
나온다. 영애에겐 생존과 사랑하는 아이의 교육에 대한 억척스러운 투쟁이 시작된다. 주위 환경과 싸
우며 생활하던 중 어린이 보호법상 아이를 부모가 있는 가정으로 입양시켜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영
애는 아이를 빼앗기게 된다. 아이를 포기하고 돌아서는 영애에게는 이제 그녀가 가야할 길 다시 옛날
의 그곳으로, 불행도 행복도 아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 이장호 감독. Daum 영화 검색. 

42) <낮은 대로 임하소서>(1981). 아버지를 목사로 둔 요한은 자유분방한 사나이로, 신학대학에 입학했다
가 휴학하게 된다. 외국어에 능통한 카츄사병으로 편한 군대 생활을 하다가 제대 후 미8군 교육 센타 
교관으로 근무하게 되는데, 미 본토 군사학교 교원으로 선발되어 이민으로의 길이 열리자 서둘러 결
혼을 한다. 희망에 차 있던 요한은 눈에 이상이 오게 되어 치료에 전념하지만 결국 실명한다. 절망에 
빠진 요한은 방황하던 중 찬란한 광채와 함께 하늘의 목소리를 듣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고 새로운 각
성과 용기를 얻는다. 서울역까지 흘러들어간 요한은 구두닦이 꼬마 진용과 친하게 되어 그의 도움으
로 잠자리를 얻고 자신의 소명을 깨닫는다. 요한은 신학공부의 길을 찾던 중 뉴욕의 헬렌켈러 재단으
로부터 신학공부에 필요한 것을 지급 받게 되고 맹인교회를 시작한다. 안요한 목사의 실화를 바탕으
로 한 이청준의 동명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렌즈의 초점을 나가게 하거나 흑백 화면을 활
용하는 등 주인공의 구원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이장호 감독의 실험 정신
이 빛난다. 이장호 감독. 제8회 서울기독교영화제.

43)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1981). 어렸을 때 얻었던 신앙심이 성년이 되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을 멀리하여 세상에 눈이 어두웠던 최자실은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연이은 어머니와 큰딸의 죽음과 
남편에게까지 버림받고 죽음을 준비했을 때 삼각산 천막의 부흥회에서 신앙심을 얻는다. 그녀는 삼각
산에서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심하고 40이 넘은 나이에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하고 조용
기 학생을 만나 조용기의 믿음의 어머니가 된다. 그녀는 졸업 후 불광동에서 천막교회로 시작 헌신적
인 전도로 교회는 날로 부흥한다. 피나는 눈물의 기도와 봉사와 철저한 희생애로 점철되어 간다. 조용
기 목사와 힘을 합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도해 서대문교회로 이전하게 된다. 그곳에서도 교인들이 차
서 눈물과 기도로 세계 최대의 여의도 성전을 이룩하게 된다. 김수형 감독. 네이버 검색.

44) <예수천당>(1991). 최권능 목사의 일대기. 
45) <외길가게 하소서>(1991). 충청도 농촌마을에서 태어난 계화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불우한 학창시

절을 보낸 끝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낸다. 손이 귀한 독자 남편 집안에서 바라
는 아이소식이 좀처럼 없어 고민하지만, 남편의 극진한 사랑으로 고대하던 아들을 본 이들의 사랑은 
날로 두터워진다. 그러나 행복은 계화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녀와 남편의 전부였던 아들이 7
살 되던 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죽고 만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을 이기지 못한 계화
는 자신의 주변을 모두 정리하고, 자살을 결심하는 데, 하늘로부터 놀라운 계시를 받는다. 이 일을 계
기로 그녀는 현대의술이 고치지 못한 불치의 병을 안수하며 하나님의 실체를 체험하는 삶을 살아간
다.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유일신이신 당신의 실체를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는 이 
실화는 의심 많은 현대인에게 신앙의 본체를 알게 하는 복음이며 불치의 병에 버림받은 많은 생명들
에게 빛과 희망의 전언인 것인데... 오영석 감독. Daum 영화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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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기를 맞이한 한국영화계의 다양한 영화들 속에서 전도 위주의 영화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공감을 얻지 못한 채 방향을 잃고 80년대의 활발했던 분위기가 

사그라든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해볼 수 있다. 여기서 비판적으로 성찰해볼 수 있는 

지점은 신앙적 담론의 다양성이 추구되지 않거나 혹은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문화

적 토양이 점차 보수화되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선교영화는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일상을 미디어로 담으면서, 기독교인

에게는 선교적 소명을 일깨우고 경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

키며, 비기독교인에게는 기독교 복음의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며 인류의 삶의 방향과 

비전을 제공한다. 이 점에서 선교 다큐멘터리가 최근 다수 제작되고 있는 것은 일면 

기독교의 사명인 선교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격려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

영화 담론이나 주제의식에서 다양성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교회 담

론의 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한국교회가 게토

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한국영화라는 공론장에서도 공공성을 상실하고 

게토화된 모습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90년대 이후 한

국영화에서 풍자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삶과 일관되지 않은 신앙, 거룩을 말하

지만 세속적인 신앙인들임을 생각한다면, 어디에서부터 간극이 벌어졌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약간의 정보를 제공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Ⅴ. 기독영화의 경계를 넘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를수록 기독영화는 극장이라는 플랫폼에

서 기독교인만을 위한 감화와 교육의 목적이 더욱 커져가는 것으로 보인다. 멀티플랫

폼적 상황이 영화의 경계, 콘텐츠 스토리텔링과 형식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면, 기독

영화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극장에 가는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교회에서 쉽게 기독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의 예배나 찬양, 예전으로 경험할 수 없던 또 다른 차원의 신앙

적 경험에 더 많은 공동체가 개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게다가 날로 개인화되고 

있는 영화 관람 추세에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대안 모델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 신

학과 일상, 교회와 사회에 다리를 놓는 시도로서 영화는 매우 훌륭한 도구다. 영화의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우리가 파악할 수 없

46) 신광철이 “한국 개신교영화의 회고와 전망”(2000)에서 정리한 내용과 임성빈이 “21세기 초반 한국 
교회의 과제에 대한 소고-공공신학적 관점에서”(2015)에서 언급한 내용에 필자가 본 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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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더 큰 진리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이다.47) 하지만 여기에 전제가 있다.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서고 영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환기적 뉴미디어의 발전 앞에서 콘텐츠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기독영화 콘텐츠 제작에서 장르나 형식, 내용 

면에서 다양한 시도와 모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48) 기독교 전

통이 가진 매력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세상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게 

풀어낼 것인지 고민하며 씨름하는 창작자들에게 기독교적 가치와 해석, 진리를 담아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를 생산, 가공, 유통, 공유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말이

다. 기독교의 정체성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계선을 긋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계적이다.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e Volf)는 현대사회에서 기독교 정체성

을 확립하고 문화 속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아니오와 한 개의 예’로 표현한

다. 곧 ‘완전한 변화’와 ‘적응’에 대한 아니오, 그리고 ‘참여’에 대한 예이다. 이때 참

여란 “세상을 고치기 위해, 인간의 번영을 위해, 그리고 공공선을 위해 세상에 참여하

는 것이며 기독교 정체성을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 속으로 투사하는” 기독교 공동체

의 예언자적 역할을 의미한다.49) 다양성과 확장성이 확보된 기독영화는 기독교 신앙

이 가진 정체성으로서의 초월성을 담지하면서 세상과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이러

한 신앙의 삶의 스타일은 획일적이지 않으며 다름에 개방되어 있다. 모든 것을 상대

화시키는 절대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지닌 초월적 지평을 통해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정체성과 다양성과 확장성이 획득된 기독영화는 

무엇을 위해 문화에 참여해야 하는가?

  Ⅵ. 나가며: 선교영화(mission film)에서 선교적 영화(missional film)로

  하버마스는 세속사회에 종교는 도덕적 규범으로써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소비문화와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로 이어지는 현대 사회의 문화 속에서 

종교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볼프는 기독교 신앙의 역할을 인간 

번영과 공공선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본다. 다원적인 세상에서 종교의 주된 사명을 

47) Robert Johnston, Reel Spirituality theology and film in dialogue, 전의우 역, 『영화와 영성』, (서
울: IVP, 2008), 117.

48) <검은 사제들>(2015)과 <사바하>(2019)로 유명한 장재현 감독은 교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단편영화 
<버스>(2010)로 제8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관객상을 받았다.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기독영화인
상을 수상한 신연식 감독은 얼마 전 제작한 <로마서 8:37> 외에도 <동주> 등 기독교 가치가 담긴 영
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영화계에서 인식되고 있다. TV 드라마까지 포함하면, <구해줘>의 정이도 작가
(본명 정신규)는 기독교단편영화 <듀오>와 기독교 애니메이션 <토토의 모험>에 시나리오를 쓴 적이 
있다. <내부자들>(2015)의 우민호 감독은 단편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로 제1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 
단편부문 갓피상을 받았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기독영화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장으로서 역할
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조금씩 그 결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언급한 영
화인들 외에도 활발하게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49) Miroslav Volf, Public Faith,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서울: IVP, 2014), 13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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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보잘것없는 희망에서 벗어나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돕는 것”50)으로써, 신앙의 지혜를 나누는 것의 중

요성을 강조한다. 이때 지혜란, “인간과 공동체와 모든 창조물의 번영을 위한 통전적

인 삶의 방식”이다.51)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사회적 신뢰를 잃고 

한국사회에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가 기독교에게 

갈등의 해소와 통합(36.9%), 사회의 윤리적 방향성(23.4%)를 요구하고,52) 기독교인은 

교회가 실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원하지만(42.9%)53), 오히려 시대적 방향성과 

가치를 제시하기는커녕 부정직(28.3%), 배려 부족(26.8%), 배타성(23.2%)으로 세상으

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54) 기독영화는 어떠한가? 이 질문에 답

하기 위하여 우선 영화 <바세코의 아이들>(2014) 개봉 당시 영화에 대한 김소희 평

론가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바세코 주민들은 불쌍하고 무지한 사람들로, 이들을 돕는 자들은 은혜로운 자들로 

묘사된다. 다큐멘터리 전반에 흐르는 내레이션은 바세코 사람들의 삶이 ‘선교사와 봉

사자의 도움으로’ 하느님을 알게 된 뒤 조금 더 나아졌고 앞으로도 나아지리라는 것

을 강조한다. 인터뷰는 삶의 이야기보다 믿음의 증언을 담는 데 더 열중한다. … 여

타 종교인의 선행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보편적인 공감대를 만드는 데 공을 들이는 

것과 달리 기독교 내부의 용어를 사용하고 찬송가를 삽입하는 등 종교적 폐쇄성을 

강화하는 편집방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55)

  최근 제작되는 한국 기독영화가 일차적으로 기독교 내부를 타깃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특수성을 강화하는 편집이나 언어 사용은 어쩌면 불가피한 일일지 모른다. 그

러나 멀티플랫폼의 도전 속에서 기독영화의 미래는 기독교 정체성, 다양성, 확장성을 

가진 콘텐츠를 통해 공론장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최근 

기독교 후기 시대의 상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교회의 존

재론적 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속화된 신앙,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가 가

져온 신앙의 사사화를 극복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실천하는 

교회의 공공적 정체성을 인식하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로의 전환이다. 교

50) 위의 책, 26.
51) 위의 책, 147-48.
52)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자료집』(미간행

자료집, 2017.03.03.), 78.
53) 지앤컴리서치가 교갱협 목회자 19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 한국교

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개혁 내용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
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자료집』, 105에서 재인용.

54)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세미나 자료집』, 106.
55) 김소희, “콘크리트 더미 위의 삶 <바세코의 아이들>,” 씨네21, 2014.08.13.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7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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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교적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고 확장해 나가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일환으로서 세속사회라

는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존재라고 정의한다면, 플랫폼이라는 사이버 공론장에 참여

하는 선교적 영화(missional film)로 선교적 교회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선교적 관점에서 선교적 영화의 과제는 기독영화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초월적 기능을 회복하고 공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세상과 소통하고 문화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다. 선교적 영화는 선교적 교회가 그러해야 하는 것처럼, 쾌락과 폭력, 

죽음과 물질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영화 담론 속에서 십자가-부활 신학과 신앙으로 말

미암아 이 시대의 문화담론을 새롭게 하는 문화변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버마

스의 말대로, 기독교와 세속사회 간 상호 협력과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이다.

  찰스 테일러(Carles Taylor)가, 교회가 공적인 실천을 할 때 성서와 종교의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성품 계발의 힘쓰는 방식으로 종교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식과, 동시에 다른 종교, 집단, 일반 시민 등 수많은 타자들과 대화하거나 토론하는 

등 관계 맺음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다고 한 것처럼56) 기독영화 역시 그렇다. 

한국교회의 위기와 뉴미디어의 발전이라는 상황에서 기독영화는 새로운 플랫폼이라는 

공론장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것은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현존을 증언하는 삶의 스타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함양된 문화를 통해 

세상을 설득하는 일이다.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사사화될 수 없으며, 공적 삶 속

에 있는 공적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과 

정의, 생명의 가치와 같은 공동선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기독영화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담아내어 공론의 장에서 이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장 근본적으

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기독영화와 관계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깊은 인

격적 차원으로 ‘내면화(interiorization)’하는 일이다. 인격의 변화가 있을 때 기독영

화에 기독교 진리의 진정성이 담기고, 비로소 공적 영역에서 창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57) 그것이야말로 정체성으로서의 교회의 교회됨, 그

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과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모두 감당하

는 일이며 가장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56) 강영롱, “교회의 공적 실천의 방법으로서 ‘대화’와 ‘참여’에 관한 연구,” (미간행 신학박사학위논문, 장
로회신학대학교, 2015), 39-43, 70-71.

57) 김은혜,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본 공공신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엮음, 『공공신학』(서울: 예영커뮤
니케이션, 2009),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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