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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뉴웨이브’의 가능성을 보다:
제3회 야쿠티야국제영화제
홍상우
경상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는 CIS 지역 영화와 관

지역 경쟁 부문’과 ‘튀르크-몽골 지역’ 경쟁 부문이다. 필

련하여 중요한 행사가 키르기스스탄과 러시아에서 열렸

자는 ‘튀르크-몽골 지역’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초청받

다. 8월 23~27일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와 이식쿨

아 참가했다. 심사위원장은 소련 영화사의 살아 있는 전

호수에서 열린 작가영화제(Фестиваль авторского кино)와

설로 투르크메니스탄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호드자쿨

9월 1일~5일 러시아 사하 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에서

리 나를리예프(Ходжакули Нарлиев) 감독이 맡았으며(올

열린 제3회 야쿠티야국제영화제(Якутский Международ-

해 부산국제영화제는 그의 대표작 신부(Невеста)를 아

ный Кинофестиваль)가 그것이다.

시아 영화 걸작 100 편에 포함했으며, 아시아 영화감독

키르기스스탄의 작가영화제는 격년으로 열리는 행사

100인 명단에도 그를 포함했다. 두 목록에 동시에 포함된

로서 비슈케크에서 진행되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제외하

중앙아시아 감독은 호드자쿨리 나를리예프 감독과 키르기

고는 참가자 모두가 이식쿨 호수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스스탄의 톨로무시 오케예프 감독이다), 키르기스스탄의

출품작을 보고 토론한다. 이 영화제는 키르기스스탄 영화

거장 마라트 사룰루 감독과 러시아 영화 평론가 세르게이

장기 발전 계획에 따른 행사로서 키르기스스탄과 중앙아

아나시킨, 야쿠티야 영화인 협회 의장 알렉세이 로마노프

시아 영화 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정책을 반영한다. 외국

와 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내빈들을 포함하여 참가자는 약 20명 정도에 불과한 소
규모 영화제지만, 참가자 모두 전문 영화인으로서 상영
후 감독이나 프로듀서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
는 매우 전문적인 영화제다. 특히 올해에는 칸영화제 ‘감
독 주간’ 프로그래머인 이고리 구스코프가 참가하여 매우
정교한 작품 분석과 함께 A급(класс ‘А’)영화제 진출을
위한 유익한 조언을 해주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야쿠티야 국제영화제는 러시
아 영화사에서 전혀 새로운 현상인 지역 자치공화국 영
화를 적극적으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연구자가 결코 지나
칠 수 없는 행사다. 이 영화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북극

제3회 야쿠티야국제영화제 참가자들과 함께한 필자의 모습 (사진: 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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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부문에서 러시아 자치 공화국 출신 감독이 출품
한 영화 중 주목할 만한 작품은 야쿠티야 출신 세르게이

내 맞이하는 임신의 기쁨 등은 삶과 행복, 자유에 대한
그녀의 새로운 시선을 가능케 한다.

포타포프(Сергей Потапов) 감독의 드예세게이 신(Бог

이 작품의 여주인공 역으로 러시아가 배출한 세계적인

Дьесегей)과 칼미크 출신 엘라 만제예바(Элла Манжеева)

슈퍼 모델인 예브게니야 만지예바(Евгения Манджиева)는

감독의 갈매기들(Чайки)두 편이었다.

영화 상영 시간에 맞추어 혼자 영화제를 방문하여 주최

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된 세르게이 포타포프 감독의

측을 비롯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드예세게이 신은 야쿠티야 전통 축일에 참가하는 한

이 밖에도 부랴티야와 타타르스탄에서 제작된 영화들

청년을 그린 작품이다. 실제 축제 기간을 촬영하면서 단

도 경쟁 부문에 올랐으나 지면 관계상 상세한 설명은 생

이틀 만에 완성한 이 작품은 흑백 화면에 다큐멘터리와

략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점은 러시아 영화 연구가 이제

극영화를 왕복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야쿠티야 전통

는 모스크바 중심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축제를 찾아가는 한 외지인 청년과 토착민들과의 갈등,

다. 야쿠티야와 부랴티야, 타타르스탄, 칼미크 등 러시아

야쿠티야 전통 신앙과 축제, 젊은이들의 사랑, 록 음악으

각지에서 젊은 영화인들이 활발하게 영화를 제작하고 있

로 대표되는 동시대성과 말(馬)의 이미지로 묘사되는 전

으며, 자체 스튜디오도 설립하고 있다. 이 중 일부 작품

통의 대조 등이 빼어나게 표현되고 있는 이 영화는 심사

은 어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해도 손색이 없는

위원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일찌감치 대상 후보작으로 꼽

완성도를 자랑하고 있다. 러시아 지역 영화에 대한 연구

혔고, 결국 대상을 수상했다. 러시아와 유럽에서 상당한

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

지명도를 지닌 연극 연출가이기도 한 세르게이 포타포프

국의 러시아 및 슬라브 관련 학계가 선도적으로 발견해

감독의 작품을 앞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소개하며 연구할 필요가 있다.

칼미크 공화국 출신 감독이 최초로 제작한 장편 극영

이제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영화까지 발굴되고 조명되

화 갈매기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완성도를 지닌 작품

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 단위로 새로운 영화를 발굴하는

이었다. 이 작품은 필자도 참여했던 ‘키노타브르 영화제’

것은 더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 ‘야쿠티야 뉴웨이브,’ ‘타

에서 이미 ‘최우수 데뷔 상’을 받으면서 평단의 지지를

타르스탄 뉴웨이브,’ ‘부랴티야 뉴웨이브’ 혹은 ‘러시아

확인한 바 있다. 갈매기들은 칼미크의 한 어촌에 사는

소수민족 뉴웨이브’가 절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뉴웨이

여인이 사랑하지 않는 남편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려 하

브,’ 특히 아시아 지역의 ‘뉴웨이브’는 세월이 흐르면서

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부 불교적인 요소도 담고 있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또는 어

는 이 영화는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면서 여인의 삶을 구

느 집단에 의해(아니면 그들의 필요성에 의해) 발견되었

속하는 설화의 도덕적 교훈과 젊은 연인들이 마주하는

거나 발굴된 것이다.

동시대 현실과의 충돌을 그리고 있다. 특히 여주인공의
고립된 표정과 수시로 등장하는 주인공을 둘러싼 벽과
문, 영화 후반부까지 그녀를 괴롭히는 불임(不姙)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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