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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키노타브르영화제,
상업영화 틈새에서 빛난 예술영화
홍상우
경상대학교 러시아학과 교수

지난 6월 6~13일 제27회 키노타브르영화제(Открытый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필자나 다른 참가자들이

Россий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КИНОТАВР)가 예년처럼 러

주목한 몇 작품에 관해 언급해 보고자 한다. 대상은 모두

시아 휴양지 소치에서 열렸다. 6월 초의 소치 해변은 몇

의 예상과는 달리, 옥사나 카라스(Оксана Карас) 감독의

년 전 영화제 최초 참가 시에 느꼈던 실망감과는 반대로

좋은 소년(Хороший мальчик)에 돌아갔다.

해를 거듭할수록 문자 그대로 ‘휴양지’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올해 장편 경쟁 부문 영화 접수 초반에 키노타브르 영
화제 선정위원회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초반 약 30여 편
의 장편 영화 접수 결과 단 한 편도 경쟁 부문에 올릴
작품을 선정하지 못해서였다. 민족정신을 고양하는 영화
를 우선 지원한다는 러시아 문화부 지원 정책의 부정적
인 효과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좋은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
지만, 나쁜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긴

영화 좋은 소년의 한 장면 (사진: www.kinopoisk.ru)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선수는 있는 법. 접수 기간 중후반

사춘기를 채 넘기지 못한 소년 콜랴 스미르노프(Коля

을 넘어서자 의미 있는 작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

Смирнов)의 6일간의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 영화는

쨌든 올해 경쟁 부문을 구성하기 위해 시토라 알리예바

전체적으로 영어 교사를 흠모하게 된 콜랴, 영어 교사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프로그래머들이 얼마나 고충을 겪

불륜 관계를 맺고 있는 도박 중독자인 교장, 그리고 주인

었는지는 예년과 다르게 장편 경쟁 부문에 다큐멘터리가

공 콜랴를 사랑하게 된 교장 딸의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두 편 올랐던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진행된다. 영화는 필자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상영되었

영화제 측으로부터 6박 7일간의 초청장을 받은 필자는

고, 애초 수상 기대도 하지 못했기에 뜻밖의 대상 수상

6월 8일 도착했기에 본격적인 영화 관람은 6월 9일부터

발표를 접하면서 필자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으나, 주최

가능했다. 여기서 경쟁 부문 작품 모두를 열거하는 것은

측의 배려로 개인적으로 차후에 볼 수 있었다. 이 작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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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개봉을 고려한 상업영화의 성격이 강한 작품이어

해 항상 성서를 인용하는 한 남학생에 관해 이야기하는

서 올해 영화제 심사위원단은 좀 더 대중적인 취향의 영

이 영화는 학교라는 공간을 통해서 상상력의 폭을 넓히

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이런 성향은 올해 심사

고 있으며 제기하고 있는 문제 역시 단순하지 않다. 결

위원장이 알렉산드르 미타(Александр Митта) 감독의 최

국, 이 작품은 ‘감독상’을 받았다.

고 흥행작인 승무원(Экипаж)을 같은 제목으로 리메이
크한 니콜라이 레베데프(Николай Лебедев) 감독이 맡았
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데, 그는 수상작 발표 전 소감
을 밝히는 자리에서 “자신은 단 한 번도 영화제에서 수
상한 적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필자(뿐만 아니라 참가자 대다수)가 주목했고, 유력한
수상작으로 예상했던 작품은 너 이후에(После тебя), 
컬렉터(Коллектор), 동물학(Зоология), 제자(Ученик)
(이 제목은 일종의 언어유희로 알파벳 М을 덧붙여서 순
교자‘(М)ученик’라는 제목도 되도록 했다)였다.
스타 배우 세르게이 베즈루코프(Сергей Безруков)가 주

영화제 시상대에 오른 스타 배우 콘스탄틴 하벤스키 (사진: 필자 제공)

연을 맡은 너 이후에는 저명 무용수인 알렉세이 템니

2014년 키노타브르영화제에서 교정반(Класс коррекции)

코프(Алексей Темников)의 삶을 그린 작품인데, 후반부에

으로 최우수데뷔상을 받으면서 일찌감치 가능성을 보였

갑자기 다큐로 전환되는 등 전체적으로 길을 잃은 느낌

던 이반 트베르돕스키(Иван Твердовский) 감독이 연출한

이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한 예술가의 삶을

동물학은 카를로비바리 영화제 주요 경쟁 부문에 올라

극영화와 다큐 형식의 혼합이라는 형식적인 실험을 통해

있고, 이미 여러 영화제에서 초청을 받았다고 한다. 어느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 다른 스타 배우 콘스

날 꼬리가 생긴 한 여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이 영화는

탄틴 하벤스키(Константин Хабенский)가 주연을 맡은 

어느 모로 보나 우수한 작품임이 틀림없다. 개인적으로는

컬렉터는 그야말로 하벤스키의 빛나는 연기로 시종일관

전통적인 드라마에 충실하면서도 참신한 상상력을 과시

하는 작품이다. 주인공은 거액의 채무자들에게 상환을 독

한 동물학이 정서를 더 자극한 느낌이었다. 이 작품은

촉하는 일을 하는데, 끝나는 순간을 제외하고 하벤스키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필자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이 작품

혼자서 실내에서 통화하는 장면으로만 두 시간 가까운

을 좀 더 살펴보자.

드라마를 유지하는 각본의 힘도 대단하다. 어느 평론가는

언제 다시 이 영화를 볼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

“책상과 전화만을 소품으로 사용해 제작한 영화 역사의

황에서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 이 작품을 필자는 다른

신기원을 이룬 작품”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 이 작품은

작품보다 상대적으로 더 절박한 심정으로 봐야 했다. 이

올해 카를로비국제영화제 두 번째 경쟁 부문인 ‘동과

영화를 보면서 든 생각은 이 영화가 꼬리를 가지게 된

서’(Восток и Запад)에 올라 있다. 이 영화는 예상대로

한 여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 즉 차이를 용인하지 않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는 세태에 관해서 이야기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버린다

올해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Особый взгляд)
부문에 올랐던 제자도 수작으로 꼽힌다. 기독교에 심취

면, 그것은 비평적으로 매우 나태한 자세가 될지도 모른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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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에서 이성 간의 사랑은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
지지 않는다. 아니, 그 반대로 그것은 죽음을 향하고 있
다. 동물원에서 일하는 여주인공은 바닷가를 산책하고,
동물들과 소통한다. 친구도 없고 자주 주변의 웃음거리가
되는 이 여인에게 꼬리가 생기면서 그녀는 삶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꼬리가 생기면서 사랑에
빠지고 여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된 그녀는 (혼
자가 아닌) 연인과 함께 해변을 거닐고 동물원에서 사랑
을 나누기도 한다. 영화는 병원, 동물원, 바다 등의 공간
을 통해 때로는 애잔한, 때로는 서늘한 여주인공의 심리
를 묘사하고 있으며, 카메라는 절대 정지하지 않고 집요
하게 인물을 추적한다. 영화 초반부부터 여주인공의 정면
이 아닌 후면을 카메라가 강조할 때 다가오는 낯선 느낌
은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얼굴이 아니라 꼬리라는 점이
밝혀질 때 해소된다. 이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소개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국내 관
객들에게 소개되기를 바란다.
언제나 그렇듯이 마감이 임박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감을 넘긴 상태에서 이 글을 마무리하려는 지금 카를
로비국제영화제에서 동물학이 주요 경쟁 부문에서 2등
에 해당하는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 컬렉터도 상
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역시 사람들 보는 눈은 비슷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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