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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1941년 7월 말. 태평양에 새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욕을 품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이용해 인도차이나반도에 진주하고, 미국은 석유의   

교류를 중단하는 금수조치를 내리는 등 경제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그러자 

12월 7일, 일본은 보복으로 진주만을 공격합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말이죠.

J. G. 발라드의 반자전적 소설을 각색해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태양의 

제국(Empire of the Sun)>은 진주만 공습 이후 상하이가 무대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4년째 전쟁을 하고 있고, 수천 명의 외국인은 국제 거주자에 

대한 외교조약에 따라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들 외국인 무리의 중심에   

‘짐(제이미)’의 가족이 있습니다.

일본 군함이 포격을 개시하고, 일본 육군이 상하이 도심에 진군하자 피난

하던 소년 짐은 가족과 생이별하게 됩니다. ‘This house is now the 

property of His Imperial Majesty The Japanese Emperor.’   

소년이 가족과 살았던 대저택엔 그런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저택도 이제 

일본 천황의 소유라는 뜻이지요.

  “팔고 사는 것, 그게 인생이지(Buying and selling. Life).”

장물아비인 미국인 베이시가 소년을 중국인에게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약골이어서 다행히 팔리진 않지만 대신 소년은 전쟁포로(POW, 

Prisoners of War) 수용소에 갇힙니다. ‘소년의 성장기 삶을 다룬 시대극 

전쟁영화(epic coming-of-age war film)’는 그렇게 영화의 중심부를 향해 

달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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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생존 법칙’은 영어로 ‘the law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이지요. ‘환경에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내용의 

학설인데요. 짐은 일본군과 마주할 때마다 양손을 쳐들고      

“항복(I surrender)!”을 외치며 먹을 걸 구걸합니다. 매일 포로가 

죽어나가는 수용소 안에서 소년은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물물

교환 중개도 합니다. 담배, 껌, 구두약, 배추, 비누 등이 그를   

통해 몰래몰래 배달됩니다. 

때는 1945년. 수초우 수용소(interment camp)에 이송된 포로

들은 활주로 공사를 위한 강제노역에 동원됩니다. 그곳에서   

친해진 의사 롤린스가 소년에게는 아버지상(father figure)입니다. 

의사는 소년에게 생존을 위한 투지를 북돋습니다.

“죽지 않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야(It’s how we’ll win, refusing to die).”

한편 베이시는 세를 불려 수용소 탈출 작전을 짭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제이미가 애원합니다. “저를 데려가요(Take me).” 그러자 

베이시가 묻습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를 한 개만 대봐(Give me 

one good reason I should).” 소년의 대답은 간절합니다. “제가 

친구잖아요(Because I’m your friend).” 소년은 베이시가 일본군

에게 살해될 위기에서 구해준 은인이기에, ‘좋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머잖아 소년은 배신의 쓰라림을 경험하죠.

소년은 영특해서 뭐든 ‘빨리 배우는 아이(quick learner)’입니다. 

성인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최고의 스승은 인생 대학이에요(The best teacher is the 

university of life).”

꿀꿀이죽처럼 형편없고 더러우며 죽은 벌레가 득실대는 음식이 

나와도 소년은 꿋꿋이 먹어치웁니다. 벌레는 단백질이 풍부   

하다고 어른들을 가르치면서.

짐이 부모 얼굴을 잊어갈 무렵, 희망의 서막이 열리는 걸까요. 

‘B-29 폭격기’가 나타나 활주로를 공격합니다. 일본군 수용소장은 

그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양호실을 부수고 의사를 무참히 폭행

합니다. 그때도 제이미가 나서서 일본어로 충성을 맹세합니다. 

더 큰 화를 막은 소년은 포로들의 은인으로 거듭납니다.

얼마 후 ‘하늘의 캐딜락’이라 불리는 ‘P-51 무스탕(Mustang)’이 

등장합니다. 가미가제 특공대가 탄, ‘하늘의 사무라이’ 또는   

‘날아다니는 관(棺)’이라고 불린 ‘제로기(Zerp fighters)’가 폭격됩

니다. 소년은 지붕에서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칩니다.

다시 얼마 후 소년은 아득히 멀리서 넓게 펴져나가는 새하얀 

빛을 목격하게 됩니다. 소년은 그것이, 그가 그토록 살려보려고 

애썼건만 살리지 못한 환자들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빛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평양 제국을 건설하려던 일본의   

야욕을 산산조각 낸 빛이었습니다.

4,000대 1의 경쟁을 뚫고 뽑혀 극적으로 극영화에 데뷔한,    

크리스천 베일이 연기하는 소년 짐은 마지막 피난길에서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꽃다발을 

닮은 ‘낙하산 꽃들’이 내려옵니다. 비상식량 꾸러미들과 함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로마의 전술학 전문가이자 저술가인 베기티우스의 이 명언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