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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넘나드는 영화: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문화적 혼종성
라승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지난 5월 19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71회 칸영화제

이곳에서 스물다섯 살까지 보냈다. 이후 그는 1990년대 초

는 러시아 영화계에서 볼 때도 특기할 만했다. 경쟁 부문

에 모스크바로 이주하여 영화학교를 졸업했고 1997년에

에 진출한 세르게이 드보르체보이 감독의 아이카는 생

다큐멘터리 단편 영화 행복을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창

애 두 번째 영화에 출연하여 모스크바 내 중앙아 출신

작 활동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인 2008년에는

이주노동자의 신산한 삶을 탁월하게 연기한 주연배우에

첫 번째 장편 극영화 튤립을 만들었고 그해 칸영화제에

게 여우주연상을 안겨줬다. 또 세르게이 로즈니차 감독의

서 ‘주목할 만한 시선’ 상을 받았다. 올해 칸영화제 여우주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

연상을 받은 사말 예슬랴모바가 자기 이름과 똑같은 여주

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을 재구성해 만든 희비극 영화

인공 ‘사말’ 역을 맡아 생애 처음으로 연기를 시작한 영화

로 ‘주목할 만한 시선’ 상을 받았다. 끝으로, 키릴 세레브

도 바로 튤립이었다.

렌니코프 감독의 여름은 소련 록음악의 전설로 기억되
는 빅토르 최에 관한 영화로 비록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출연진이 영화제 공개 석상에서 현재 횡령 혐의로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감독의 석방을 요구하는 푯말을 들어
보여 화제가 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올해 칸영화제에 진출한 이 세 감독
이 현재 국적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지만, 1960년대 소련에
서 태어났고 다소 차이는 있어도 이십 대까지 공통의 경험
공간과 감정 구조 속에 살았다는 점이다. 특히 드보르체보
이와 로즈니차 감독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각각 러시
아와 우크라이나 시민으로 국적이 달라졌음에도 다양한 창
작 활동을 통해 포스트소비에트 공간 안팎에서 민족과 국

영화 아이카에서 열연하여 제71회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사말
예슬랴모바와 세르게이 드보르체보이 감독 (사진 출처: ru.sputnik.kg)

가 간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먼저 드보르체보이

튤립은 전통과 현대, 초원과 도시의 갈림길 사이에

는 러시아인으로 1962년 카자흐스탄 침켄트에서 태어나

놓여 있는 포스트소비에트 시대 카자흐스탄 유목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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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둘러싼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이

나 시민으로 독일에서 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고 인상적인 장면은 초원에서 길을 잃은 어미 양 한 마리

를 중심으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로

가 기진맥진하며 새끼를 낳는 대목이다. 여기서 주인공

즈니차는 드보르체보이와 마찬가지로 다큐영화를 만들면

아사는 고통 속에 있는 어미 양의 분만을 성공적으로 유

서 창작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 초대된

도할 뿐 아니라 초원의 열악한 환경에서 갓 태어난 새끼

승리의 날(2017) 같은 다큐영화를 2년에 한 번 꼴로 찍

양이 호흡곤란으로 죽기 직전 인공호흡법을 사용하여 간

고 있다. 또 그의 극영화들도 다국적 제작이 특징인데, 장

신히 살려낸다. 이 장면은 10여 분 동안 길게 이어지는

편 극영화로 데뷔작인 나의 행복(2010)은 우크라이나와

롱테이크와 다큐멘터리 기법으로 찍었는데, 한 편의 영화

네덜란드, 독일 3개국, 전쟁영화 안개 속에서(2012)는

안에서 허구와 실제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촬영 방

러시아와 벨라루스, 라트비아 3개국, 온순한 여자(2017)

식은 아이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등 7개국 합작으로 제작

이러한 탈경계성은 영화 촬영 방식으로만 그치지 않

됐다. 이 중에서 나의 행복과 온순한 여자는 동시대

고 국적과 국경을 초월하는 제작 방식에서도 두드러진다.

러시아 사회의 부조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회성 짙은

예를 들면, 튤립은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폴란드 등 6개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 합작 영화로 모스크바에서 활동하는 카자흐스탄 태생
의 러시아인 감독이 카자흐 초원을 배경으로 만들었다.
또 아이카는 카자흐스탄과 러시아, 독일 5개국 합작 영
화로 카자흐 출신 여배우가 모스크바에 사는 키르기스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를 연기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드
보르체보이 감독은 분명히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에 새롭
게 형성된 국가와 민족 간 경계들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대표적인 문화적 혼혈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칸영화제에서 돈바스로 ‘주목할 만한 시선’ 상
을 받은 로즈니차 감독도 드보르체보이 감독 못지않게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문화적 혼종성을 대표한다. 우크
라이나인인 로즈니차는 1964년 벨라루스 브레스트주 바
라노비치에서 태어났고 1981년 키예프에서 대학을 졸업
했다. 소련이 붕괴한 해인 1991년에는 모스크바로 이주하

세르게이 로즈니차 감독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시아 분리주의 지역에
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돈바스에 나오는 한 장
면 (사진 출처: ru.sputnik.kg)

여 러시아영화학교에 들어갔고 1997년에 우등으로 졸업

드보르체보이와 로즈니차 감독의 사례에서 알 수 있

했다. 이후 2000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영화 스튜

듯이 포스트소비에트 시대의 문화적 혼종성은 민족과 국

디오에서 일하다가 이듬해인 2001년에는 독일로 이주해

가 간 경계를 종횡으로 넘나드는 영화산업에서 두드러진

살면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다. 특히 출생과 성장, 창작 활동에서 비슷한 배경을 가

이처럼 로즈니차의 영화에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진 두 감독의 영화가 제작 방식과 배역 설정, 주제 구성

러시아의 문화적 피가 섞여 흐른다. 그는 벨라루스에서

등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동시에, 포스트소비에트 공

태어나 거기서 일정 기간 자랐고 우크라이나에서 대학에

간에서 새롭게 형성된 역사적 현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다녔고 러시아에서 영화를 공부했다. 현재 그는 우크라이

보여주며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도 바로 이러한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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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 덕분이다. 다른 한편, 러시아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
는 이들 감독의 영화에 나타난 문화적 혼종성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이른바 ‘루스키 미르(러시아 세계)’의
확장에도 일정 부분 이바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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