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러시아 영화산업의 변화와 블록버스터 

이 문 영* 

1. 서론: 소련 블록버스터?! 

사전적인 의미에서 블록버스터 (blockbuster)는 “영화계에서 막대한 흥행수 

입을 올린 영화 또는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들 

여서 만든 대작"1)을 일걷는다. 이때 ‘상업적으로 큰 성공’은 일차적으로 박스 

오피스， 즉 극장 매표매출액의 규모로 판단한다. 이 정의들은 대규모 자본의 

투자를 통한 대량 이익의 창출이라는 자본주의 문화산업의 궁극의 기획을 함 

축한다. 대규모 자본의 투자는 제작뿐만 아니라 배급에도 적용되며， 다수의 

관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극장 인프라 역시 블록버스터의 필수적인 존 

재조건이다. 따라서 블록버스터는 그 문화산업의 구조를 반영하는 자본주의 

대중문화의 꽃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련 블록버스터’란 개념은 ‘네모난 공’이 

나 ‘차가운 불’처럼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 될 터이다. 그러나 블록버스터의 상 

업성을 대중성으로， 그 상업성의 뚜렷한 겨냥점을 수익성에서 이념성으로 치 

환하기만 한다변， 소련시기 인기를 누린 대표영화들은 블록버스터의 개념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영화를 “모든 예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2)로 규정하며 그 가능성을 선 

* 국민대학교 유라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 
1) 블록버스터는 원래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 공꾼이 사용한 폭탄의 이름이다. 한 구 

역(블록)을 한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위력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그 특성이 ‘폭발적 홍행’， ‘표 싹쓸이’와 같은 영화 흥행대작의 특정과 맞아떨어져 

1970년대 헐리우드에서부터 이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블록버스터는 s. 
스펼버그의 〈죠스>(1975)이며 G. 루카스의 〈스타워즈>(1977)가 1억 8천만 달러 

의 흥행으로 그 뒤를 이었대두산백과사전 참조 httn:/ /10ü.naver.comlmint 10ü.nhn?id=7따짧 
검색임 'ðJJl년 11월 3임). 

2) 레년의 언급(B. Beumers(2005) "Visual Culture: The Cinema," Pop Culture 
Russia!: Med띠， Arts and Lifestyle. Califomia: ABC-CLIO, p. 7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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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적으로 간파한 레닌 이후 소련에서 영화자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의 대상이 

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우래에게 익숙한 것은 에이젠슈테인 

(c. 쩌3e때Telm)의 〈전함 포템킨〉으로 상징되는 20년대 실험영 꽉나 타르롭스 

키 (A. TapKOBCKI때) 류의 해빙기 이후 반체제 작가영화들이다. 그렌지만 영화인 

들이 뽑판 세계 최고의 영화에 뽑히곤 하는 <전함 포템킨>은 쓰련에서 상영 

될 당시， 개봉 4주 동안 겨우 7만의 관객을 모은 흥행실패작이 었다. 그때 소 

련 대중될은 <전함 포템킨> 대신 미국수업영화인 〈로빈 훗>꾀 상영관으로 

몰려들었다. 가장 혁신적인 형식 속에 혁명적 현실을 담고자 렀먼 ‘형식주의’ 

실험영화는 스탈린 이후 대중은 물론 정권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 

대중에께 이해되지 못하는 예술은 예술이 아니라는 스탈린식 런-화정책의 연 

장에서 엠화산업의 정책적 모토가 “다수를 위한 영화kinema f()r millions)"3) 

로 방향전환되면서 체제가 권장하고 대중이 호응했던 소련 대표.영화들은 코 

미디， 멜화， 모험， 탐정， 전쟁 영화와 같은 서구 장르영화의 고전 석 규범에 기 

반하는 동시에， 이를 사회주의적 낙관이나 동화적 분위기와 결판시킴으로써 

상업성을 탈각시킨 대중영화들이었다.4) 이 영화들이 가졌던 형끽적 특성， 즉 

단순하고 관습적인 서사구조， 인물간의 흑백구도， 해피엔딩， 낭만 씌 플롯의 삽 

입， 대중닫악과의 결합 아기자기하게 유머렉스하거나 스펙터클한 영상 등은 

(최신의 캠퓨터그래픽 사용 여부를 제외한다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그것 

과 크게 다르지 않다.5) 영화의 산업적 측면에서도 서구적 의미씌 블록버스터 

3) 이는 19:30년 그간 소련영화정책을 전당했던 ‘소프키노(COBKIIHO)’가 ‘소뒤-즈키노(COI03-

KIIHO)’로 전환되고 그 대표로 슈마츠키 (5. lIIyMJlI1K때)가 임명된 것과 관련이 깊다. 

“다수를 위한 영화”는 실험영화에 반대하고 대중영화의 부활을 주도히 였던 슈야츠키 

의 영화정책의 핵심이자 그가 저술한 책의 제목이기도 하다(R. Stite(1992) Russ따n 
Popu!ar Culture: Enter따inment and Society since 1900. New Yo -k: Cambridge 

U띠v. Press, p. 101 참조). 

4) 이러한 현상은 문학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당시 대중들에게 큰 인기휠 끌었던 ‘붉은 

탐정 이야기’나， ‘소련 서사시 (COBeTCKaJl 3none~)’가 대표하등이， 문학이서도 혁명과 

내전， 사회주의 건설 등의 역사적 대서사가 모험소섣， 범죄탐정소설， 공상과학소설 

등과 같온 대중소설의 장르적 컨벤션과 결합되었다. 이러한 현상들띈- 스탈린식 대 

중문화 패러다임 속에서 기존의 고급문화와 대중문화가 혼합되는 방삭을 상정적으 

로 보여준다. 

5) 소련 시기 대중영화들에 대한 더 자세한 상황은 13. l3eumers(2003) "So떼‘: and Russian 
Blockbusters: A Question of Genre?," S!avic Revieω1. pp. 441-452; B. Beumers(2005), 

pp. 76-78; C. Hllc lI(2001l "0603peH“e nocJlenepeCTpOe 'lHOií pyCCKOlt K H HOKy J1 b TYPb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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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수 기업가의 대규모자본에 의지한다면， 소련 시기 영화는 그 어떤 자본 

주의 재벌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규모의 국가독점자본에 의해 그 제작과 배급， 

상영이 결정되었다. 당시 소련에 안정적으로 구조화되었던 극장들의 ‘메가 네 

트워크’ - 즉 4500개의 도시 영화관 15만개 이상의 시골영화클럽과 이동식 

극장이 국가에 의해 조직 지원 운영되는 방식 - 는 국가주도형 소련 영화 

의 블록버스터적인 양적 기반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6) 

영화산업의 정책적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당시 실제 소련대중을 매혹하며 

그들의 발걸음을 극장으로 이끈 것도 실험적 작가영화가 아닌， 알렉산드로프 

(r. AJleKCaHl1POB) , 랴자노프(3. P.lI 3aHoB) , 가이 다이 (π ra따aii) 등 대 표적 인 소 

련 홍행감독들이 만든 대중영화들이었다. 1930년대 대중의 가장 큰 사랑을 받 

은 영 화는 〈즐거 운 아이 들(BeCeJlble pe6.lITa)> , <볼가， 볼가(BoJlra -BOJlra)> , 

〈서커스(UHpK)>와 같은 알렉산드로프의 뮤지컬 코미디였다. 한편 1956년 발표 

된 랴자노프의 〈카니 발의 밤(KapHaBaJlbHa.ll 

’ HO'lb)>은 당시 5천만 명의 관객을 극장으 

로 불러 모았고， 소련 코믹영화의 거장인 

가이 다이 의 〈카프카즈의 포로(KaBKa3CKa.ll 

nJleHHHua)>는 1967년 개봉 당시 7천만의 

관객을 동원하였다. 1980년 8천7백6십만의 

관객을 모으며 1917년부터 1991년 사이 소 

련영화 흥행 탑의 영예를 차지한 <20세기 

의 해적들(nHpaTbI XX seKa)> 역시 소련선 

원과 현대판 해적인 아편밀수업자의 한 판 

승부를 이국적 배경(외국의 섬과 배) 속에 

다룬 코믹모험물이었다. 영화가 모든 대중 

예술장르 중 가장 높은 인기를 누렸던 

1960-70년대 소련영화는 보통 5천만 이상 

의 관객을 동원하였고， 1969년 관객동원 2 

천만 명 이상의 흥행작은 40여 편에 달하 
그림 1. 소련시기 전체 박스오피스 l위를 

자랑하는 <20세기 해적들〉의 개봉 당시 

포스터. (출처 www.kino.uz) 였다. 정말로 당시는 “1500만 명 이하의 관 

PyccKaJl KyJ1bTypa Ha nopore HOBoro BeKa. Sapporo: SRC, pp. 130-133 참조. 

6) 소련 시기 극장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D. Dondureyi & N. Venger(2006) Russian 
Film Industrγ 2001-2006. MOC I< Ba: CTC Media, p.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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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을 모윤 영화는 실패로 간주되던 시절이었다."7) TV의 전국씩 보급으로 영 

화관객이 줄어들기 시작한 브레즈네프 시끼에도 연간 관람객 수가 40억 명 

가량을 꽃쩍 넘어섰으며， 1970년 소련 시민 한명 당 평균 극장방문횟수는 연 

간 무려 22회였다.8) 

이런 사정이라면 서구의 어떤 블록버스터도 (일국(一國)의 차원에서는) 대 

중적 인기， 관람객 수， 배급력 등 양적 규모에 있어 ‘위대한 영폐-제국’ 소련의 

대중영화들과 감히 겨룰 수 없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앞서 전까했듯이 서구 

블록버스터와 달리 소련 대중영화의 흥행이 상업적 이윤을 목포L 로 하지 않았 

다는 점뿐이다. 그러나 수익성을 대신한 소련 대중영화의 이념성 역시 서구 

블록버스터와 일정부분 연관된다. 소련의 대중영화들과 그것이 기반한 국가의 

영화정책 자체가 사회주의 이념의 유지 또는 그러한 이념적 구조로 인해 발 

생한 긴장과 갈등의 집단적 완화와 보상기제로 작용했듯이， 서 피의 블록버스 

터 역시 장르적 규범의 관례성 속에 사회적 규범의 안정성과 학립된 경계를 

확증하는 보수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소련 블록버스터’리-는 개념의 은 

유적 사용-을 허락하는 양자의 유사성은 다양한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이렇게 블록버스터라는 용어는 소련 아트하우스 계열의 실험덴화， 작가영화 

와 달리 그동안 학적 연구에서 홀대를 받아온 소련영화의 메인')"트림을 역사 

적으로 재평가하는 개념적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것이 199Jl년 자본주의로의 체제전환 이후 대략 17여년의 짧은 쉐월동안 러시 

아 영화산업이 경험한 극적인 추락과 부활꾀 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는 키워 

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첫째로 소련 이후 러시아 ‘성화는 블록버 

스터가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자본주의 산업구조에 제도적으로 편입되었고， 둘 

째로 자본주의 러시아 영화의 부침(浮沈)이 블록버스터가 전제하는 양적인 규 

7) 고리키 영화스튜디오 대표를 역임했던 영화인 리브네프(C. lhIBHeB)의 언급{S. 뎌rsen(l앉띤) 

"In Search of an Audience: The New Russian Cinema of Reconciliation," Consuming 
Russia Colorado: Westview Press, p. 193). 

8) 소련영화산업의 구조， 홍행영화， 그 관람객 수나 홍행지표 등에 대한 :'1 자세한 사항 
은 B. Beumers(1999) "Cinemarket, or the Russian Film in 'Missioη Impossible' ," 
Europe-Asia Studies. Vol. 51, No. 5, Jul., p. 871; Beumers(200Ol, pp. 441-452; 
Beumers(2005), pp. 71-78; 5. 10. COpo t lKllH(oTBeT.pen.l(2005) "CHCTeMH뼈 k패3HC I<HHeMa
Torpa빼H，" 3BOJUOUHJl KyJTbTypHOf1 aeJ/TeJTbHOCTIf H HOBOM CTOJTeTIfIf: COUι1 ，7bHO-3KOHOMH

qeCKHe acneKTU KY.π'bTypHOH no.까fTHKH (TOM 1: Qqep l<H I<YAbTYPHOß *씨HH pocc싸I Ha 
pyõe*e IBe I<OB). CC. 230-234; Larsen(1999), p. 193; HHCH(200 l), cc. 119-1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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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즉 대중성의 문제에 그 본질을 두었기 때문이며， 세 번째로 다시 이 양적 

기준은 영화와 관객， 작품과 대중의 소통이라는 질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 

이다. 이 논문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소련 블록버스터’라는 새로운 개념을 

가능케 하는 소련 영화산업의 특성이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모하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현대 러시아의 달라진 문화정 

체성의 한 국변을 조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체르누하(qepHyxa)， 어두운 과거의 어두운 미래 ...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개혁과 개방， 뒤이은 소련의 붕괴는 ‘위대한 영화 

제국’의 몰락이자， ‘슈퍼대중’이라 불리던 소련관객층의 해체로 결과 지워졌다. 

페레스트로이카 초기， 즉 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누구 

도 예상하지 못했다. 

개혁을 통해 얻어진 표현과 창작의 자유， 검열법의 폐지는 소련시기 이념적 

이유로 상영되지 못한 채 영화고문서보관소에 방치되었던 영화의 상영을 허락 

하였다.9) 미할코프 콘찰롭스키 (A. MHXankOB-KoHqanOBCkHH)의 <아샤의 행복， 또 

는 사랑했으나 결혼을 못한 아샤 클랴치나의 사연(ACHHO CqaCTbe , μnH HCTOpml 

ACH Kn$l qHHOH, KOTOpa $l Æo6Hna lla H He BbIIIWa 3 aMY>l<) > (1 966) 이 나 무라토바 

(K. MypaToBa)의 〈짧은 만남(KopoTKHe BCTpeqH)>(1SBl)과 〈긴 이 별(llonrHe nφBOIlbI) > 

(1971), 게르만(A. repMaH)의 〈내 친구 이반 랍신 (MOH llPyr HBaH naBlliHH)>(1984) 

등의 금지영화들이 상영되기 시작한 것은 1986년에서 1988사이로， 그 수가 

200여 편에 달했다. 

다른 한편 당대감독들에 의해 그간 금기시되던 소재들， 즉 정치， 폭력과 섹 

스， 알콜중독과 마약， 거지와 부랑아 등의 정치사회적 터부들이 영화에서 직 

접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다. 스탈린 독재와 숙청을 정면으로 다룬 아불라 

제 (T. A6ynalllKe) 감독의 〈참회 (IToKa$lHHe )>(1986)나 프로쉬 킨 (A .ITPOlliKHH)의 <53 

년의 차가운 여름(X0n011HOe neTO 댐-ro rOlla)> (1988), 황폐한 일상과 80여 초간 

삽입된 남녀주인공의 정사 장면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피출(B. ITHQynb)의 

〈리틀 베라(ManeHbKa$l Bepa)> (1988), 마약문제를 다룬 누그마노프(P. HyrMaHoB)의 

9) ‘폴차(nOJJKa 선반이라는 뜻)’는 이런 금지영화들을 가리키는 소련영화계의 대표적인 

은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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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I1r JIa)> (1988), 매춘 문제를 다룬 토도롭스키 (n. TOIlOPOBC K째)의 <인터 

걸(I1HTepileBOtlKa) > (1989)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영화 띤텔리들은 이러한 자유를 열렬히 환영하였고， 관객들 또한， 적어도 

개혁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영화 속에 새롭게 서술되는 과거와 펀재의 충격적 

인 진실찰 기꺼이 받아들였다. 해금영화들익 대중적 인기는 당사 문학영역에 

서 일어났던 반체제문학의 출판 붐에 유비펠 수 있다. 또한 당 1꾀감독들 영화 

의 인기도 이에 못지 않았다. 예를 들어 <53년의 차가운 여름〉은 개봉당시 

4180만 병，<리틀 베라>는 5490만 명，<인터걸>은 4130만의 관객을 모았 

다.10) 이전 시기 소련 메인스트림 대중영화의 흥행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 

이지만， 적어도 이 시기까지는 대략 10년 후인 1995년 러시아의 영화티켓판매 

율이 시민 한 명당 한 장이 채 못 되어 유럽에서 꼴찌를 차지끼게 되리라고 

러시아인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즉 옐친 집권 초기 이미 

절정에 달한 러시아 영화의 위기와 추락의 깊이를 감안하면， 80년대 중후반 

위와 같은· 화제작의 존재는 이행기 사회 특유의 전환기적 예외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썼다. 

80년대 초까지 극장수입만으로 제작비 환수가 충분히 가능했고 극장매표소 

에 늘어선 줄이 일상의 풍경이었다면 1994년과 1996년 상영영따의 극장 당 

평균 관객 수는 각각 26.9영 115.8명 좌석점유율은 1 .4%10.0591 보 떨어진다. 

1970년대 일인당 연간 20회 이상에 달했던 극장방문수는 19901건 8회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1997년 0.5회， 1998년 0.3회로 추락한다. 1985틴까지만 해도 

150편의 소련 영화 중 40여 편이 일년 5백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다면， 

1994년엔 50만 명을 동원한 영화조차 한편도 없었다. 1990년대 간;반부터 국가 

의 영화제작지원은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브레즈네프 시기 15만개 이상에 

달했던 극장 수는 1990년대 말 1만6천개 정도로 줄어들었다. 19:파년 이래 소 

련영화가 연간 제작편수 120-150 사이를 유지해왔다면， 1996년이는 미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수입된 영화플 포함하여 러시아에서 개봉된 모든 영화 수를 다 

합쳐도 1Ei5편에 불과하였다. 극장의 헐리우드 영화 점유율은 갇수록 높아져 

1994년 모스크바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의 73%가 미국영화， 15% 가 유럽영화 

이며， 러시아 영화는 단 8%에 불과하였다. 이런 현상은 90년대 말까지 이어 

져 러시아영화의 극장점유율은 5-7%, 러시아 영화의 박스오피스 비율은 전체 

10) 1980년대 중후반 소련 영화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Beumers(1999 ,', pp. 877-879; 
COp04KIIH(200S), c. 2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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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8%에 불과하였다11) 이런 정도와 규모의 변화라면 정말 카타스트로파의 

수준으로， “영화는 죽었다!(KμHO 깨epJIO !)"라는 탄식이 나올만하다. 

‘소련 블록버스터’라는 형용모순의 간극을 메워버릴 정도로 거대했던 소련 

영화산업이 왜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졌는가. 첫 번째 원인은 국가주도체제에 

서 시장경쟁구도로 전환한 영화산업 시스템 자체의 변화， 이 변화에 대한 적 

응을 차단한 러시아의 기형적 경제구조에 있다. 당시 러시아 영화는 더 이상 

국가의 지원은 없으나，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도 불가능한(또는 불 

펼요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놓이게 된다. 영화산업이 마피아가 벌어들인 검은 

자금의 돈세탁에 이용되면서 이미 80년대 말부터 가시화된 영화산업의 위기 

에도 불구하고 1990년 영화 제작편수가 300편으로 소련 시절의 두 배나 늘어 

난 것이 그 일례이다 12) 

한편 배급의 차원에서 러시아 영화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은 것이 1980년대 

말 시작되어 90년대 초반 급속도로 발전한 불법비디오 시장이다. 1993년 러시 

아에서는 단 1편의 독자적인 비디오 영화도 찍히지 않았다. 또 1994년과 1995 

년 정식으로 비디오 발매 허가를 받은 것은 각각 단 1편에 불과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비디오 시장에는 수천 편의 비디오가 거래되었다. 불법비디오 시 

장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모스크바 끈교의 고르부슈카(rOp6YIllKa) 주말시장에 

서 구할 수 없는 영화는 없었다. 불법 비디오 시장은 특히 1995년부터 매우 

1l) 1~년대 러시아 영화산업의 위기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B. ApCeHbeS(2001) "KHHO 
POCCHμ-99/2000: nOCJIe TparellHH ," PycCKaJI KyJIbTypa Ha nopore HOBoro BeKa. 

Sa따XJro: SRC, CC. 119-120; ll. lloH매peil(2003) "9O-e: 써HO CH째￡띠 밍쩌 llPyroil cTpaHhI," 

깨6epaJIbHble pelþopMbl H KyJIbTypa. 06ul. pell. ll. B. llparYHcK뼈， MOCKsa: orn, CC. 98-101; 
Larsen(l999), pp. 192-193; L따sen(2003) "Nationa1 Identity, Cultura1 Authority and 
Post-Soviet Blockbuster: Nikita Mikhalkov and Aleksei Ba1abanov," Slavic Review. 

Vol. 62, No. 3 Autumn, p. 491: Beumers(1999), pp. 879, 잃3-885; Beumers(2005), 
pp. 72-75; COPOt{ KHH(2005) , c. 240 참조. 

12) 당시 마피아는 검은 돈을 영화제작에 투자하면서， 계약서에 실제 투자액의 몇 배의 
액수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하였다 대신 감독들은 그들에게 원금상환이 

나 이윤제공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1993년 정도까지 이어지다가 범법과 탈세규제에 의해 차단된다. 그 후 제작편수는 

수직강하한다. 돈세탁에 대해서는 Beumers(1999), p. 878 참조. 참고로 러시아 영화 
의 연간 제작편수는 1990년 300편， 1991년 213펀， 1992년 172편， 1993년 152편이었 

다가， 1994년 68편， 1995년 46편， 1996년 28편， 1997년 38편， 1998년 40편. 1999년 31 
편으로 급격 히 감소된다(Larsen(1999) ， p. 192; Larsen(2003), p. 49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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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되어， 당시 러시아에 존재했던 2000여개의 국영， 민영， 케이블 티비 채널 

에서조차 방영하는 영화의 80%가 불법 복사된 필름이었다. 1990년대 불법비 

디오로 인한 국고손실은 영화에 할당된 국가 일년 예산보다도 많았다고 한 

다 13) 영짝산업이 부활한 2000년대에조차 “퍼시아 영화산업 발걷.에 가장 근본 

적인 문제는 불법복제와의 투쟁 "14)이라고 꽁언될 정도로 심각힌 해적판 비디 

오가 사회적 문제로 처음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시기이다.15) 

문제는 불법자금으로 인한 제작수의 증가 불법비디오로 인깐 가격인하와 

접근가능성의 증가에도 대중이 러시아 영화를 외변했다는 사섣이다. 관객은 

물론 극장이나， 불법비디오 제작자가 타켓으로 한 것도 주로 헐 j우드나 유럽 

영화들이었다. 

이 지점에서부터 갓 태어난 신생 자본주의 러시아에서 영화싸 영화예술인 

의 사회적 역할과 임무에 대한 질문이 시작된다. 억눌렸던 표현익 자유에 포 

화되 고， 원금상환의 필요성 이 없는 검 은 돈에 포위 된 당시 영 화감독들은 관객 

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예술을 하였다. 특히 소 1션시기 특수성 

으로 인하여 해빙기 이후 반체제 영화작품이 누렸던 신비스런 -샌위와 명성은 

90년대 영화인에게 비판적이고 실험적인 영화시학을 하나의 전벤으로 받아들 

이게 하였다. 포스트-소비에트 영화 인텔리둡에게 관객의 취향을 고려하며 이 

윤을 지형하는 자본주의 문화는 경멸의 대상이었다. 또한 그들은 소련 문화정 

책에 각인되어왔던 예술가의 사회적 책무， 츄 대중에게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 

는 새로운 인간형，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공해야 할 의굉-도 던져버렸 

다. 현실찰 아름다운 동화로 유인하거나 윤색하는 일도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의 엠무는 삶의 문제에 긍정적 답이나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변형 

되고 뒤틀린 온갖 형식으로 존재하는 우리 영혼을 발가벗기는 것 "16)이라는 

13) 90년대 불법비디오 시장의 규모는 연간 약 6억 달러， 이로 인한 국카의 세금손실은 
2억5천만 달러， 영화산업의 이윤상의 손실은 5억 달러로 추정된다. 참고로 90년대 

초중반 러시아 일년 영화예산은 1000만-1500딴 달러 정도였다. 이미 1991년 미국영 

화인협 회 회장인 잭 발렌티(J. V머enti)가 불법복제에 항의하여 17호 모스크바영화 

제 보이콧 운동을 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Beumers(1999) ， pp. 887-888 참조). 

14) lloHllypelí(2003) , c. 114. 

15) 불법비디오 시장과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COPOt[KHH(2α)5)， CC. 237 잃:3; 뼈rsenWI꺼)， 

p. 192; Beumers(1999), pp. 887-888 참조. 

16) 러시아 감독 투마예바(J1. TYMaeBa)의 언급(J. Knox-Voina(1997) "Eventhing Will Be 

OK A New Trend in Russian Film," Russ때1 Review. Vol. 56, No. :: Apr. p.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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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독의 선언처럼， 모든 금기에서 해방된 90년대 영화인들은 마피아， 창녀， 

거지와 부랑아， 알콜 중독자들과 가난한 연금생활자들이 배회하는 황폐한 러 

시아의 현실， 그런 현실을 야기한 과거를 폭로하는 일에 전념한다. 이렇게 80 

년대 말과 90년대 초 러시아의 황폐한 현실， “이 냉혹한 현실을 배경으로 그 

것을 유일한 공간으로 사용한 문학， 영화， 시각예술， 음악”을 통칭하여 체르누 

하라고 한다 17) 

체르누하의 메시지는 고보루힌 (c. fOBOPYXHH)의 대표적인 작품명처럼 〈그렇 

게 살면 안 된다(TaK *HTb HeAb3~)>(1990)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 그들은 침묵하였다. 90년대 러시아 영화는 어두운 과거 

와 그만큼 어두운 현재로 가득한 장면들로 채워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충격과 

분노에도 지친 사람들， 영화보다 더 영화스러운 일상에 고단한 러시아 시민들 

은 이런 영화들을 외변했다. 도처에 즐비한 체르누하가 폭로하는 어두운 진실 

속엔 사실 이상의 어떤 미래도， 희망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90년대 영화 

의 위기는 “걸작을 만든 게 아니라 ... 자신을 혼자로 만들었을 뿐"18)인 영화인 

의 고립의 결과이자， 더 광범위하게는 새로운 변화에 제 구설을 하지 못했던 

러시아 인텔리의 집단적 위기의 한 뚜렷한 사례이다. 

3. ‘착한 영화(lloõpoe KHHO)’의 등장과 부활의 조짐들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의 박스오피스조차 2-3백만 불을 넘지 못하고 러시아 

영화는 10만의 관객동원조차 힘들어진 1995-96년， 러시아 영화산업이 바닥을 

치던 바로 그 즈음， 한편으로논 영화보호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정책 

수립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영화인 스스로의 뼈아픈 각성을 통해 위기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1994년 “러시아 영화부문의 보호정책 실현을 위한 일급조치 (0 nepBOO lJe 

peαlli~ Mepax no peaAH3a따rnnφTeK띠10HHCTCKO잉 nOAHTHKH Pφ B o6nacTH OTe lJeCTBeHHOfi 

KHHeMaTorpa!þ씨)"， 1995년 “영화상영의 보존과 발전， 시민에 대한 영화 서비스 수 

준 재고와 관련한 조치 (0 Mepax no coxpaHeHH때 H pa3BHTH~ npOKaTa 빼J1bMOB H 

17) 체르누하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는 Beumers(2005). pp. 78-79: lloHt1ypelí(2003), 
CC. 98-101 참조. 

18) 돈두레이의 언급(Larsen(1999). p. 198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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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BbIllleHlilO ypOBHji KHH006cJIY~<HBaHHji HaCeJIeHHji)"와 같은 법 률꽉 제 정 하였고， 

이는 1996년 7월 8월 사이 두마를 통과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131i게 된다. 이 

법이 작판할 경우 영화와 관련된 산업은 소득세 감면， VAT 1면서11， 토지세와 

임대료를 포함한 지대 변제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영화보호법의 핵 

심은 면세조치를 통해 영화산업에 사적 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었다. 한편 국가는 1999년， 1996년의 두 배인 3천만 달러， 즉 연방 예산의 

0.2%를 영화산업지원에 할당한다. 문제는 영화보호법과 관련한 민·형법， 세법 

상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실제적인 적용이 1999년에 와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산업의 위기에 대한 공감과 

이를 극꽉하기 위한 방안들이 정부 차원에서 시도되었다는 사힐은 2000년대 

가시화될 러시아 영화산업 부활의 청신호로 작용하였다. 1998년 디폴트에도 

다른 산엽분야에 비해 영화산업이 상대적뜨로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재활의 

길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제도적 장치들 덕분이다. 

영화인 내부의 반성과 변화의 시도도 이와 때를 같이한다. 경-미로운 것은 

영화인들꾀 각성이 한편으로는 자본주의 ‘산업’으로서의 영화에 t:H 한 강조， 다 

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사업적 측면을 초월하는 ‘사명’으로서의 t~ 1 시아 영화에 

대한 강조라는 대조적인 두 방향에서 출발하면서도 상호 보완 속에 러시아 

영화의 부활을 주도해나갔다는 사실이다. 

전자의 경우 가장 강력한 목소리는 돈두레이 (ll. lloHilype다)로부테 나왔다. 그 

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이자 러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저널인 

『영화예술 (HCKYCCTBO KHHO)~ 의 편집장이자 고스키노의 위원이없으며， 영화산 

업관련 정보분석회사인 ‘더블-디 (llYBJIb-ll) ’익 사장이기도 하다. 그는 러시아 

영화가 위기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영화인들이 자신의 일꽉 잠재적 소 

비의 차원에서 서비스 분야의 다른 상품처럼 생각할 때에만 까능하다”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그는 러시아 영화인들이 “관객， 극장， 투자， 굉고， 시장조사 

와 같은 것을 문화적 삶의 상업화로 경멸하고” 마뜩치 않아 하는r 경향을 한 

탄하였다.때) 그의 이런 주장에 공감한 것은 무엇보다 젊은 영화감독들이었다. 

19) 영화보호법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Dondureyi(2αXJ) ， pp. 5, 20-29; =:OPO'lKHH(2α)5)， 

C c. 233--236 참조. 

20) 순서 대 로 n. nOHLlypelí(1996) "p꾀HOK BMeCTO coõeca," HCKyCCTBO KHHO. No. 10, c. 33; 
nOHLIYPe~[(l995) Ha nyTb K P뻐Kχ POCCHHCKoe KHHo. 뼈cKsa: 뼈te바， c. 1잃. 냐rsen(l999)， 

p. 195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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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영화는 관객을 향해야 한다. 항상 부족하기 마련인 국가원조분과에 거 

지처럼 목을 매는 산업이 아니라， 관객의 사랑과 그 보답 메카니즘에 기초해 꽃 

피는 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 미래 러시아 영화를 위한 지원의 가장 기본적이 

고 자연스런 형 식은 바로 관객의 사랑이 다"21)와 같은 자각이 그들 사이 에 공명 

을 얻는다. 그 변화를 반영한 작품들， 즉 체르누하의 어두운 장악 속에서 대중 

들이 원하는 희망과 웃음을 주는 유머러스하고 낙천적인 예외들이 대중 앞에 

몸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대중의 취향을 고려한 최초의 90년대 감독’이라 일컬어지 

는 아스트라한(ll. ACTpaXaH)의 〈모든 것은 잘 될 거 야(Bce 6YlleT xopoIllo)>(1995), 

로고쥬킨(A. PorQ)!<KlIH)의 〈러 시 아 사냥의 민족적 특성 (Oco6eHHOC띠 HaI.1HOHaJIbHoß 

OXOTbl) > (1995), 셀랴노프의 <슬픔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BpeM~ neqaJIH e띠e 

He npHIIlJIO) > (1995) , 수리코바(A. CYPHKoBa)의 <모스크바의 휴일(MOCKOBCKHe KaHH

KYJlbI) > (1995)과 같이 제목만으로도 희망적인 이 ‘착한 영화’22)들은 평단과 관객 

모두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23) 

아직까지 위와 같은 사례가 감독의 개인적 각성과 시도의 결과였다면， 1996 

년 소치에서 열린 키노타부르 모스크바 오픈 영화 페스티발24)은 이러한 경향 

의 집단적 흐름이 조직된 행사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영화제 기자회견에서 

리 브네 프， 호티 넨코(B. XOTHHeHKo) , 토도롭스키 (B. TOllOPOBCKI써) 등 당대 3대 

메이저 영화스튜디오 중 하나인 고리키 영화스튜디오 출신 감독들을 중심으 

로 한 러시아 대표 영화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 저예산영화 프로젝트 

21) 1~년 영화제작인 동맹 총회에서 젊은 제작자 연합이 한 호소다(벼rsen(l됐)， p. 197). 

22) 이 용어는 1~년 소치 키노타부르 기자회견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체르누하와 
같이 자기파괴적이고 어두운 영화가 아니라， 관객에게 빛과 희망， 즐거움을 주고 웃음과 

긍정적 인물을 제시하는 새로운 영화 유형을 일걷는다(Knox-Voina.W1!m， p. 'Æ7 참조). 

23) 로고쥬킨의 위 작품은 같은 해 열린 소치 영화제 러시아 경쟁부문에서 그랑프라를 받 
았고， 러시아판 〈로마의 휴일〉이라 할 수 있는 수리코바의 위 작품은 당시로서는 기 

록적인 관객 수인 75만 명(박스오피스는 26만 달러)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하였다. 

이 작품은 1995년 극장개봉으로 제작비를 환수할 수 있었던 단 두 펀의 영화 중 하 

나였다. 수리코바의 작품만이 아니라 착한 영화로 거론된 거의 대부분의 영화가 흥행 

에도 성공하였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Larsen(1999), pp. 2()()-204 참조. 

24) Kinotavr Open Russian Filrn Festival. 25년 전통의 러시아의 대표적인 국내영화제이며， 
1991년부터 소치에서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와 함께 매년 열린다. 키노타부르 외 권위있는 

국내영화제로는 <니카 아카데미>， <영화예술과 학문의 국가아카데미어워즈〉가 있다.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국제&국내영화제에 대해서는 Dondureyi(2αX3)， pp. 88-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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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표한다. 이들은 독립 제작회사들 간의 협력을 통해 1997녔까지 제작비 

20만 불 이하의 저예산영화 10여 편을 제작할 것이며， 재정적 뜨로 자립적인 

이 영화프로젝트의 성공이 러시아 영화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갓임을 선언하 

였다.25)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떠벌이는 것이 아니라， 때중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26)가 이 프로젝트의 컨셉을 함팍한다. 이 프 

로젝트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1997년 키노타부르 최우수삭품상과 최우 

수연기상， 같은 해 시카고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 토리노 국제캔화제 그랑프 

리 등을 핍 쓸며 러 시 아 영 화산업 부활의 신화탄이 된 발라바노프내. IiaJla6aHOB) 

감독의 〈형제 (6paT)>다. 이 작품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첫째 .~i~ 아트하우스 

계열 감독이 자신의 예술적 취향 대신 관객이 바라는 장르영화(측 갱스터 액 

션영화)로 전향했다는 점 두 번째로는 폭력과 범죄로 얼룩진 당때 현실을 반 

영하면서도 그 속에서 러시아 젊은이들의 “우리 시대의 영웅(repOH HamerO 

BpeMeHU)", 즉 포스트-소비에트적인 ‘긍정적 주인공(positive hero)’의 새로운 

인물형을 창조했다는 점 27) 이를 통해 러시아 대중을 다시 러시아 영화에 

주목하고 열광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1997년부터 러시아 엮화가 산업이 

25) 독립 제작회사의 저예산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러시아 영회 제작 시스랩의 

획기적 변화와 관련된다. 소련 시기 고스키노 아래 존재했던 거대 스괴一디오(모스필름 

(MoCiþHJlbM), 렌필름(J1eH빼JJbM) ， 고리키 영화 스튜디오)가 이 시기 착펀 단위의 보다 

전문화된 독립제작회사로 분화되거나， 사적 자본에 의한 새 제작회사가 생겨나게 된 

다. 대표적인 영화제작회사로는 모스필름의 전 회장이었던 도스탈(B. lloCTaJJ)이 세운 

돔필름(lloM-iþHJJbM) ， 셀랴노프의 에스티비 (CTB) ， 미할코프의 트리테(Tri까~)， 피그말리온 

(C. 내삐삐)， 시네막스(P. 5opHceBHt.{), 슬로보 스튜디오(E 꺼l1YPO ) ， 탑 라인 (c. rp뼈KOB) 등 

이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Beumers(2005), pp. 74-댄; Beumers(2003) , pp. 452-4많 참조. 

26) 젤랴노프(C. CeJlJlHoB)의 말. 그는 자본주의 영짝산엽에 가장 성공적으파 적웅한 케이 

스로 꼽히는 페테르부르그 영화회사 CTB의 사장이자，<형제〉의 제직자이기도 하다. 

저예산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L. 만uner(1997) "Kino!:avr 1996: An 
End and a New Beginning," Russian Revieuι Vol. 56, No. 2, Apl" pp. 297-298; 
Beumers(2oo3), pp. 195-196 참조. 

27) <형제>의 주인공 바그로프릎 맡았던 보드로프 (C. 50t1POB)는 이 영화 :'1후 최고의 아 

이돌 스타로 떠오른다. 이후 발라바노프의 〈형제 2>(2α)())， <전쟁 (B。짜1a)>(2002)에도 

출연한 그는 영화의 인기에 힘입어 티비 프로그램의 진행자로도 활약냈다. 또 2001년 

자신이 감독한 영화 〈자매뜰(CeCTpbI)>로 러시아 데뷔영화상을 받을 깎도로 다재다능 

하였다. 그러나 때2년 9월 20일 자신의 두 번째 영화인 〈연락병 (CBJl3HOl)>이 크랭크인 

되던 날 북카프카즈의 한 산악에서 빙하에 깔려 요절하였다 영화 <형세>와 보드로프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arsen(2003), pp. 504-511; Beumers (2005) , pp. ~::l-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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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예술형식으로 다시 둥장했다"28)라는 단언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영 

화이다. 

산업으로서의 영화의 부활， 이것을 가능 

케 하는 대중에 대한 고려와 애정이 주로 

새로운 세대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공감을 

얻어갔다면， 새로운 국가정체성 형성에 있 

어 러시아 영화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물 

음을 제기함으로써 그 부활을 주도한 사람 

은 기성세대 대표감독이라 할 수 있는 미 

할코프(H. MHXaJlKOB )29)다. 그는 <태양에 지 

친 사람들(YTOMJIeHHble COJlHl\eM)>이 라는 작 
그림 2. <형 제 - 1 >의 포스터 

(출처 www.qiq.ru l 품으로， 러시아 영화가 바닥을 치던 1994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1995년엔 아차데미 최우수 외국영화상을 수상하였 

다. 홍미로운 것은 외국 심사위원을 사로잡은 그 작품의 러시아적인 특성 (pyc 

CKOCTb)이 그가 호소한 러시아 영화 부활의 전략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러시 

아만의 가치， 러시아적인 고유성으로 새로운 국가정체성의 내용을 채워야 하 

며 영화는 바로 이 러시아적인 가치와 러시아적인 영웅을 보여줌으로써， 국가 

신화 창조에 기여해야 한다는 다분히 소비에트적인 그의 영화철학30)은 자신 

의 영화를 통해 대중을 러시아의 과거와 화해시켰다. 

〈태양에 지친 사람틀〉에서 미할코프 자신이 연기한 스탈린 시기 관료 코토 

프 대령은 매우 긍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이는 스탈린 시기에 대한 혹독한 비 

28) Beumers(2005), p. 79. 

29) 그는 1998년부터 러시아연방 영화인연맹 (CO~3 KHHeMaTorpa빼CT08 Pφ)의 의장을 역 

임하고 있으며， 2000년대 블록버스터의 산실인 영화스튜디오 트리테의 사장이자， 영 

화계 베테랑을 주로 후원하는 문화재단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또 1995년 이후로 모 

스크바 국제영화제의 종신위원장올 맡고 있다. 체르노미르딘 총리 시절에는 정당 

“우리 집 (Haw 110M)"의 2인자이기도 하였다. 2000년 러시아인이 꼽은 ‘러시아 영화산 

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위에 오르기도 할 정도로 현대 러시아 영화계에서 

그가 점한 업지는 매우 크며 ， 여기에 비판적인 인사들도 많다. 그에 대해서는 

Larsen(2003), pp. 492 돼4; Beumers(999), pp. 874-876, 893 참조 

30) 1998년 크렘린에서 열린 영화인연뱅 4차 대회 연설에서 그는 “과거 소련을 묶어주 

었고， 현재 미국을 단결시키는 애국적 정신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러시아 영화 

가 국가적 영웅의 신화를 창조해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Beumers0999) ， p.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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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주활 이루던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해석이다. 지워버리끄 싶은 과거로 

서의 스탈린 시기마저 충직성， 정직함과 남성성의 근원으로 긍정꾀면서， 미래를 

위한 가치들， 신화 창조의 모범들이 과거로부터 길어 올려진다. 광고비 200만 

달러， 제깎비 4천3백만 달러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갚 제작된 그의 

차기 작 < 시 베 리 아의 이 발사(CM6MpCK때 UMPIOJIbHMK)>(l999)는 이 보 다 더 거 슬러 

올라간 과거， 즉 스펙터클하게 복원된 19세기 제정 러시아에서 러사아의 정체성 

(남성적 흉기， 집단에의 충성， 애국심과 명예 둥)을 찾고 있다. 

문제는 산업으로서의， 또는 사명으로서의 러시아 영화를 강조함으로써 그 부 

활을 주도한 두 흐름 모두가 다분히 민족주의적인 내용을， 너무斗 헐리우드적 

인 블록버스터 형식과 결합시켰다는 점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기묘한 결합 

에 대중들이 반응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0년에 개봉된 〈형 깨 2>는 미국 

액션영화꾀 장르문법에 여전히 충실하면서도 아예 무대를 미국으로 옮겨 노골 

적인 반미(反美)를 실행한다.<시베리아의 이발사> 역시 민족주，'1 적 이미지와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역사멜로 블록버스터의 형식을 추하고 있다.31) 

특히 후지-는 외국배우가 주연으로 캐스팅되고 대사의 70%가 영 ι| 로 이루어졌 

으며， 광고와 프로모션 방식까지 헐리우드 마케팅의 방식에 철저히 따랐다.32)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산업으로서이든， 사명꾀.로서이든 러 

31) <시베리아의 이발사>의 포스터 카피인 “그눈 러시아인이다， 이것은 많은 것을 설 
명해준다(OH pyCCK~깨， 3TO MHOrO 06b5l CHJ!eT)"나 <형제 2>의 유명한 때사， 즉 “너희 

는 갱뜰이냐?"라고 묻는 미국인 앞에서 주인공들이 “우리는 갱이 아니야. 우리는 

러시아인이야(MbI He 6aHIlHTμ， MbI pyccKHe)"라고 대답하는 장변은 ‘러사아 정체성’에 
대한 해답이 두 영화에 본질적임을 시사해준다. 

32) 영화의 모스크바 시사회는 1999년 체르노미르던， 프리마코프 등의 f- 력정치인이 참 
석한 가운데 최신식 프로젝션 와이드 스크린에 즐비 시스템으로 크럼련에서 이루어 

졌다. 영화 상영 전 붉은 광장에서 성대한 불꽃놀이가 벌어졌고， 영 혀와 관련된 상 

품(<카데트(Cadet)>라는 향수 다비도프 사(社)의 〈시베리아 이발사> 담배， 에르메 

스의 〈시베리아 이발사〉 스카프 100장 등)이 한정 출시되었다. 현써 러시아의 대 

표적 보드가 브랜드가 된 <러시아의 모범 (PYCCKHlí CTaHllapT)>도 펀 래 이 영화의 

출시를 기념하여 만들어진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Larsen(2003), p. 499 참조}. 이후 
이러한 헐리우드적인 마케팅 방식은 러시아 블록버스터의 모범이 뀐다. 2000년 개 

봉된 〈형제 2> 역시 이러한 홍보방식을 띠랐다(나우틸루스 폼필 ;:q 우스， 챔피라， 

Bi-2 등 유행 대중음악의 삽입과 OST 발매， 발라바노프 감독이 촬망한 Bi-2의 뮤 
직비디오를 M-TV에서 시사회 2달 전부터 계속 방영케 한 것， 영화 공식 웹사이트 

오푼， 염 화 줄거 리 에 기 반한 비 디 오 게 임 판매 등: Larsen(2003), p. E:~O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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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 영화가 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멀어진 대중의 관심을 되돌리는 데 

있었고， 이를 위해서 이 시대 대중이 영화라는 장르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를 파악해야만 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글로별한 문화문법에 이미 적응된 대 

중들의 세련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에 

대한 노스탤지어의 형태로 변복한， 새로운 러시아에 대한 갈망을 해소해주는 

내용이어야 했다. 90년대 말부터 러시아 영화의 부활을 견인한 ‘민족주의 블 

록버스터’， 즉 국가신화(또는 국민적 영웅) 창조의 호소를 담은 글로벌한 형 

식. 매우 기묘한 결합인 듯이 여겨지나 이것이야말로 저 헐리우드로부터 발원 

한 블록버스터의 태생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던가. 다가올 2000년대 푸틴 식 

(式) 통치 스타일과 이념의 인기는 이미 영화계의 지각변동으로부터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 

4. 러시아 영화산업의 부활과 블록버스터의 폭발 

착한 영화의 선전과 러시아식 블록버스터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 러시아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상황은 부활을 단정짓기엔 

아직 취 약하였다. 물론 <시 베 리 아의 이 발사>가 1999년과 2000년 러 시 아 박스 

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고，33) 러시아 박스오피스 총액이 매년 두 배 이상 증가 

하기 시작한 것도 1999년부터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러시아 극장의 레파토리 

대다수를 잠식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헐리우드 영화였다. 와이드 스크린이나 

돌비 시스템 등 현대식 설비를 갖춘 극장 수도 1998년엔 아직 17개에 불과하 

였다. 푸틴의 불평처럼 “2002년 현대적 섣비를 갖춘 극장 수가 2배가 되었지 

만， 배급영화의 2%만이 러시아 영화"34)인 실정이었다. 1998년 한 여론조사기 

관이 실시한 “왜 러시아인들은 극장에 가지 않는가?"라는 주제의 설문에서 

33) 실제 저예산 독립영화 프로젝트로 제작된 〈형제〉는 극장개봉이 아니라 비디오로 
먼저 배급되었다 또 〈시베리아의 이발사〉가 2년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이 영화가 러시아에서 벌어들인 돈은 단지 2백6십 

만 달러에 불과했다. 제작비 4천3백만 달러가 든 영화는 사실 지난 10년간 러시아 

의 모든 영화가 벌어들인 수입보다 더 많은 액수의 적자를 보았다(Lasen(2003) ， 

p. 498 잠조). 

34) 푸틴의 언급(Larsen(2003) ， p.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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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도 러시아인의 92%가 극장에 전혀 가지 않거나， 일년에 한번 이하로 

방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35) 일목요연한 개관을 위해 1999년부따 2006년까지 

러시아 영화의 제작편수， 박스오피스 총액， 현대식 상영관 수를 표로 정리하 

면 아래와 같다. 

I표 1] 1999년 -2006년까지 러시아 영화산업 관련 수치(박스오피스 단위: mil. $)36) 

표를 통해 주목되는 변화는 2002년부터 려시아 영화의 연간 A 작편수가 60 

여 편으로 안정되고， 박스오피스가 1999년에 비해 거의 10배나 찬-가했다는 점 

이다. 따라서 2002년은 러시아 영화에 있어 어떤 분기점이 될만하다. 그러나 

중요한 시-설은 2002년에 나타난 러시아 영화산업의 양적인 성징페 있어 실칠 

적인 수혜자는 러시아가 아닌 헐리우드 영화라는 점이다. 푸틴의 불만처럼 실 

제 2002년 러시아 극장 개봉 레파토리의 85-87%를 차지한 것은 미국이며， 박 

스오피스 탑20에 오른 러시아 영화는 단 1편에 불과했다. 엄청니 게 늘어난 박 

스오피스 총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러시아 영화의 박스오피스 젠유율은 2003 

년까지도 전체의 4%(극장 레파토리 점유율은 9.l%)에 불과하댔고， 같은 해 

백만 불 이상의 흥행을 이룬 러시아 영화는 <부메르(EYMep)>O쉰0만 달러)와 

35) 1998년 4월 2일 러시아 여론조사재단(tfJOM)이 15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의 결과이다. 참고로 극장에 가지 않는 이유는 1) 티비(또는 비 q오)에서 해주 

는 영화 레파토리로 충분해서 (28%) ， 2) 바빠서 (27%) ， 3) 극장이 없어서 (20%) ， 4) 볼 

영화가 없어서(14%) ， 5) 표가 비싸서(11%) 등이었다(복수응답)(A. ne~'poBa ， "nO 'leMY 
poccwme He XOW! T B I< HHO?" 설문조사 참조). 

36) 표는 Dondureyi(2006), p. 7, 11; Larsen(2003) , p. 491; lloH,!l)'pe l! (200:l), c. 92로부터 

얻은 수치를 종합해 만든 것임. 산업으로서의 영화에 대한 늦은 인식 단로 인하여 위 

의 표와 같은 산업관련 지표들의 집계와 통계는 2000년대에조차 개‘j 적 또는 비공 

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자료에 따라 약간의 수치상의 펄일치가 존재 

하기도 한다. 2006년의 자화는 htto://www 얄ι다잭와 htto:llwww.kl쁘따쁘잭m에 
발표된 러시아 영화산업저널 「영화산업의 현채 (KHHoðH3Hec cero대51).i 의 자료를 이 

용하였읍(htto://www.era-tv.ru/eraline/getnews.aso?SID=9488， 검 색 일 2007년 11월 

8일， 박m://www.kinodrive.com/news/comrnent~피따띠펴Q， 검색일 20(1'i’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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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킬러 2(AHTHKHnnep-2)>(270만 달러) 단 두 편 뿐이다，37) 

아래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자리 대에 머물던 이 수치들이 요동치 

기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다. 러시아 영화의 레파토리 점유율이 20%대로， 

박스오피스 비율은 전체의 1/4 수준으로까지 성장하게 된다. 그 성장의 물적 

토대를 이룬 것은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대적 설비를 갖춘 상영관 

의 수가 폭발적 증가이 다. 2004년과 2005년 사이 상영 관의 수는 무려 두 배로 

늘어났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2000년대 초반 상영관의 증가가 주로 모스크바 

나 페테르부르그와 같은 메가폴리스에 한정된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면， 2004 

년에서 2005년 사이 극장인프라의 증가는 전(全) 러시아적 규모의 증가를 반 

영한 것이라는 점이다.38) “러시아 영화가 극장상영만으로 상업성을 가지게 된 

것은 2004-2005년에 와서이다"39)라는 주장은 이러한 객관적 상황에 기반한다. 

[표 낌 극장상영 총영화수와 박스오피스 총액에서 나라별 영화가 차지하는 비율(단위: %)때) 

2004 (레파토리 / 박스오피스) 

47.9 / 80.7 
17.6 / 12.2 

2005 (레파토리 / 박스오피스) 

43.1 / 58.3 
18.7 / 27.5 

러시아 영화에 대한 대중즐의 의식을 보여주는 설문조사도 2004년에서 

2005년 사이 이루어진 러시아 영화의 진정한 부활을 확인해준다.2005년 설문 

37) 이상의 통계는 Beurners(Lill)), p. 71; Larsen(2003), p. 491; Dondureyi(2αXJ) ， pp. 7, 00-61, 
111; IloHJlYPell (2003) , c. ffi 참조 

38) 2000년대 초 러시아 극장 전체 수에서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그 극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다면， 현재는 두 수도를 제외한 전(全) 러시아 극장 수가 두 수도 

의 극장 총수를 넘어서게 되었다. 또 과거 소련시기 도시 극장이 주로 800석 이상의 

규모를 가진 단일상영관 형식이었다면， 90년대 말에서 2CXX)년대 초 미니플렉스(4-6개의 

상영관을 가진 극장)로， 그 이후는 쇼핑볼 내의 멸티플렉스(8-127~의 상영관)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다른 나라처럼 주요 배급사와 극장 네트워크가 통합되는 

방식이 대세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 주요 배급회사인 카로 필름(Karo Film), 포율라 키노 
(Fonnula Kino) 둥이 자신의 멀티플렉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지어진 모스크바 최 

대 멸티플렉스의 운영자도 ‘제작-배급-상영 복합체’라 할 수 있는 시네마파르크(CHHeMa

napK)이다. 러시아 극장 네트워크와 그 변화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Dondureyi (2000), 
pp. 64-67, 70-85, 111; Beurners(l땐)， pp. 쨌-887; Beurners(2005), pp. 75-76 참조 

39) DondureyiC2애6) ， p. 83. 

40) DondureyiC20oo), pp. 60-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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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영화가 비상하고 있다”는 문항에 성-답자의 54% 

가 동의했으며， “최근 4-5년간 제작된 러시아 영화를 본 적이 $‘느냐”는 질문 

에는 무려 웅답자의 8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또 “외국텅화와 러시아 

영화 중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63%가 “파시아 영화를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1998년 극장에 가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92%였던 데 

비해， 2005년 조사에서 그 비율은 62%로 떨어졌다.41) 

무엇보다 고무적인 현상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연속으로 러시아 영 

화가 헐리우드 영화를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와 관람객 수 l위월 차지했다는 

점이다. 이 기념비 적 인 작품들은 90년대 후반 부활의 기반을 L 진 ‘민족주의 

블록버스테’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04년 헐리우드 블 

록버스터 <반지의 제왕-왕 

의 귀환>， <트로이 〉를 제치 

고 1600만 불의 흥행기록을 

세움으로써 “러시아 영화의 귀 

환을 얄리는 상정이 되었다."42) 

고 평가꾀는 베크맘베토프 

(T. 5eKMaMõeToB)의 <나이트워 

치 (HOYHOH n03op)>의 경우활 

보자. 이 작품은 기존 러시 

아 블록버스터에 크게 결여 

되 어 있던 기 술적 측면， 즉 그립 3. <나이트워치 >(2004-오른쪽)와 〈데이워치 >(2(XXì)의 
특수효과와 컴퓨터그래픽 기 포스터 .(출처 www.cult-cinema .. ru) 

술을 거의 헐리우드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90년대 말 러시아 

블록버스터와 차별화된다. 그러나 2000년대 반지의 제왕 시리즈나 해리 포터 

41) 물론 이-직도 극장에 안가는 사람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 만， 10년도 안 i 는 사이 30% 
의 감소는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상의 설문조사 결과는 φ01.1에서 2α)5년 6 
월 30일 각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래 4츰류의 설문조사결과를 텐석한 것이다， 

"COBpeMeHHoe pOCCI깨c l<oe 1< I-IHO ", "Bl<ycbI pOCC I!μc l<oro I<I!H03pI!TeJUl", "HHTeHCI!BHOCTb 

I<I!HOnpOCMOTpa", "KI!HOnpI!CTpaCTI!Jl I! I!HTepeC 1< I<I!HO" 참조 

42) 러시아 제 1채널 ORT의 총감독인 에른스트(K. 3pHCT)의 언급. 그는 <나이트워치〉를 

통해 러시아 영화가 현재에 대해 말해주는 바람직한 예술형식으로시 뿐만 아니라 

집단적 소통의 수단으로 복귀하였고， 무엇보다 이 소통의 공간이 극장이었다는 점 

에 주목하였다. 러시아 격주 연예주간지인 ArþHD1a, 2007년 7월 29일 ， I\o. 13, p.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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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열풍에서 보여지는 글로벌한 판타지 블록버스터 형식에 충실하면서도， 

러시아 이교중세를 배경으로 러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교직하는 내용을 통해 

‘슬라브 판타지’라는 새로운 블록버스터 유형， 즉 러시아화된 판타지 블록버스 

터를 만들어냈다. 이런 점에서 이 영화도 기존의 민족주의 블록버스터의 주류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900만 불의 흥행으로 

일 년 만에 <나이트워치>의 기록을 갱신한 2005년 상반기 히트작 <터키 캠빗 

(TypeUK써 raM611T )>은 미할코프의 제작사가 후원하고， 아쿠닌(5. AKYHI1H)의 역 

사소설을 원작으로 한 역사추리 블록버스터였다. 제작에 미할코프가 깊이 개입 

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이 영화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2005년 중반 개 

봉되어 3천만 불이 넘는 수입으로 역대 최고액의 2배를 최단기간 갱신한 본다 

르축(φ. 50HllaptIYK)의 <9중대 (9-pOTa)> 역시 아프간전쟁을 배경으로 한 전쟁블 

록버스터이다. 2006년 3200만 불의 흥행으로 헐리우드 대작 〈카리브해의 해적 

2>, <다빈치 코드>， <킹콩〉을 제압한 〈데이워치 (llHeBHoH l1030p)>는 2004년 

〈나이트워치〉의 속편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설병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43) 

5. 결론: 러시아 영화의 미래와 TV의 함수관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 영화산업의 부활을 위한 노력은 90년대 후 

반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러시아식 블록버스터의 선 

전과 관객의 귀환， 제작과 배급의 자본주의적 시스템의 확립， 극장인프라의 구 

축은 2010년경 러시아 영화산업의 총수입이 8억5천만 9억 달러를 상회할 것이라 

는 전망을 낳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기대와 달리 2007년 야심차게 

개봉한 블록버스터， 즉 <패러그라프 78(Oaparpa!þ 78)>, <볼코다프(BOJlKOllaB) >, 

<검을 든 사람(MetIeHOceu)> 모두 흥행에서 참패하였다. 세 작품 모두 액션이나 

43) 각각의 영화의 홍행기록에 대해서는 ll. Ko뻐(2005) ’ CBeTJlbIe CHJJ비 Hac 3J106HO rHeTyT ," 

HerrpHKOCHOBeHHMH 3arraι No. 1(39)(httD://malwzines.russ.nνnz/2005/1써o15-pr.html， 

검 색 일: 2007년 5월 15일)， pp. 1-7; E. npOXopOBa H A. npoxopoB(2005) "ll>!<aHHK φaH3HeB ， 

ηα뼈해 「에때T，" Kind\ultum l\b. 1αhtto‘//www.kin따버tura.com/review잉nθ-airambit.htnll， 

검 색 일:2007년 5월 15일)， pp. 1-4; D. Sec때er(2006) "f，벼or Bondarchuk: Company9," 

KHHOKyJlbTypa, No.l2(1Yww.kinok띠tura.com/2α16/Rr-comoanv91 shtm1, 검 색 일: 2007년 

11월 8일); Beumers(2ω5) ， p. 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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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 판타지 류의 블록버스터라는 점에서 이전 홍행작과 내용이냐 형식에 있 

어 큰 차띠를 보이지 않는데도 말이다. 다음에 주목해보자. 

“이것은(2007년 블록버스터의 홍행참패 필자) 조금도 놀라울 것씨 없다. 우 

리의 산업은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다. 많은 것이 영화제작자들이 TV와 얼 

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약 TV 보스들의 마음에 든다면， 

그 러시아 블록버스터는 엄청난 탄력을 받븐 셈이고."그 영화는 2 챈만 불 이 

상의 ;흥행을 얻게 된다. 최근 1년 반 동안 TV의 개입 없이 이 겪 계를 넘은 

영 화는 한편도 없다 μ) 

90년대 러시아 영화산업 부활의 포문을 열었던 돈두레이가 2007년 다시 입을 

열었다. 리시아 영화의 미래를 전망하는 이 논문의 결론이 TV와 관련될 수밖 

에 없는 껏도 이와 맥락을 함께 한다. 러시아 영화의 운명이 TV싸 이렇게 밀 

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략 세 자지 차원에서 분석힐 수 있다. 

첫째 이유는 소련 시기로부터 발원한 러시아 TV의 특성에 기민한다. 사회주 

의 방송 뜩유의 공영성과 비오락성으로 인하여 소련 시절 TV 프~~i~ 그램 편성에 

서 영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1970년대 소련에 TV 보급률이 높아 

지면서 영화관람객 수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도 소련 국영TV에서 예술영화나 

고전， 극장에서 흥행한 영화틀음 수차례 방솜해주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 표 영 화스튜디 오들은 극장용 영 화와 함께 TV용 영 화(TeJJ 때I:IJlbM)를 자 

체 제작하였다. 또 이미 60년대부터 소련식 따비 드라마가 제작， R!「송되었는데， 

이것을 일걷는 개념도 “여러 시리즈로 이루어진 영화(MHorOCepl:I짜blH rþHJlbM)"였 

다. 물론 당시 소련대중이 극장용 영화와 티 tl] 영화 또는 티비 시리즈를 구분 

하기는 했으나， 똑같이 국영으로 운영되는 비슷한 제작소에서 만들어진 그것 

들은 수준이나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다. 우리와 달리 러시아인들에게 

영화와 TV의 상판성이 매우 높은 것은 이렇게 고유한 역사적 맥꽉이 있다.4.5) 

이러한 이유로 영화가 죽음을 맞이한 시기 러시아에서 그 기능을 자연스럽 

게 대신한 것이 TV였다. 예를 들어 1994년 TV 방송시간의 평 il' 1/3을 영화 

가 차지하였고， 2003년 러시아 전역을 커버하는 6대 중심 채널46)의 프라임타 

44) lt l1oHllypeA(2007) A뼈ma. 2007년 7월 29일 No.J3, p. 64 

45) 소련 시기 TV와 TV시리즈에 대해서는 E. Prokhorova(2003) "Can the Meeting 
Place Be Changed? Crime and Identity Disc:ourse in Russian Television Series 
of the 1990s," Slavic Review. Vol. 62, No. 3, Fal!, pp. 514-5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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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2/3이 영화로 채워졌다. 당시 러시아 시민이 TV 영화감상에 소비한 시 

간은 연간 250-300시간으로 이는 노동시간 전체의 1/6에 해당하는 엄청난 시 

간이다.47) 중요한 것은 당시 대중을 브라운관 앞으로 끌어모은 영화가 자국의 

최신 영화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러시아인들은 어두운 현실로부터 다른 공간， 

또는 다른 시간으로 도망쳤다. 그들을 사로잡은 것은 “부자들도 (사랑에) 우 

는” 미국이나 남미의 풍요롭고 이국적인 멜로이거나， 평화롭고 낙천적인 소련 

영화였다.얘) 낮 시간에 시범적으로 편성된 소련영화(또는 티비시리즈)의 높은 

시청률에 영감을 얻은 TV 제작자들이 직접 TV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고， 

1999년 초 OPT에 서 방송된 <부서 진 가로둥의 거 리 >가 시 청 률 50%의 공전 

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러시아에 티비영화의 붐이 일게 된다 49) 2002년부터 

2003년 러시아 TV에서 러시아(소련) 영화(시리즈 포함)가 차지한 비율은 전 

체 시간의 43.1%/48.1%였고， 프라임타임의 경우 그 비율은 48.4%/53.6%로 더 

높아진다.50) 결국 러시아 극장이 헐리우드 영화로 채워진 시기， 러시아 TV는 

러시아와 소련의 그것으로 채워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TV는 영화산업보다 

한발 앞서 진화하면서 그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영화산업 

의 부활을 이끈 ‘민족주의 블록버스터’의 내용과 형식 자체가 TV 시청률을 

통해 검증된 대중의 요구-즉 소련영화의 인기가 대변하는 러시아적 가치와 

서구적 장르문법의 대중성-에 기반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것이 러시아 영 

46) 이 는 OPT, PTP, KyJlbTypa, HTB, TB-6, TB-UeHTp를 엘 컴 는다. 

47) lloHLlypeA(2003) , CC. 101-104; Beumers(1999), pp. 888-891 참조 

48) 199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끈 티비시리즈는 미국의 〈산타 바바라>， <선셋 비 

치의 사랑과 비밀>， 브라질 드라마인 <노예 이사우라>， 멕시코 드라마인 <부자들 

도 운다〉 등이 있다. 한편 티비에서 방송되는 장편영화의 반 이상은 가이다이나 랴 

자노프 풍의 소련영화 또는 〈만남의 장소를 바꾸면 안되요(MeCTO BCTpe~H H3MeHHTb 

HeJlb3Jl)>나 <봄의 17번의 순간들(17 MrHOBeHH낀 BeCHbI)>같은 70년대 소련 TV시 리 

즈였다. 90년대 러시아 TV시리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H. nOJlY3xToBa(2001) 

"llOXOLlHoe MblJlO," HCKYCCTBO KHHO, No. 4, CC. 1-10; Prokhorova(2003), pp. 515-524; 

A. UHTOBCKHA(2004) "TeJleBH3HOHHble CepHaJlbI: Ha CTbIKe 6H3Heca H 3M0I1HH," PaKypCbl, 

B에n. 5, MOCKBa: rOCYLlapcTBeHHblA HHCTHTYT HCKYCCTB03HaHHJl, CC. 278-288. 

49) 1999년 티비 인기시리즈 탑에 오른 러시아 시리즈가 30%편에 불과했다변， 2002년 

엔 그중 70%를 차지하게 된다. 특히 범죄， 액션， 탐정영화가 주도적인 장르였다 

(Beumers(2003), p.447 참조). 

50) Dondureyi(2006),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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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미 래가 TV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화보호법의 발효 이후 증가한 개인 투자의 

주된 주체가 TV 자본이었다는 점이다.51) 러시아 주요 채널은 자체 시리즈 제 

작에 제한되지 않고 극장용 영화에 직접 푸자를 시작한다. 실체 2004년 이후 

흥행대작인 <나이트워치>， <터키 캠빗>， <데이워치> 등이 모두 러시아 제 1 

채널인 OPT의 투자와 적극적인 홍보의 결과물이다. 90년대 영화닫-자에 적극적 

이었던 OPT, HTB 등이 베레좁스키 (5. 5epe)j(당 BCKHìí)나 구신스키 갚은 러시아판 

독점재벌익 소유였다면， 2000년대 푸틴에 띠르러 올리가르히들0:)‘ 정리되면서 

이들의 소유권도 박탈되었고， 현재 이 채널들에 대한 정부의 (성향력은 매우 

높다. 2000년대 들어 나타난 TV의 이 런 제도적 변화를， 2001년 영화보호법의 

소멸 이후 줄어든 개인투자를 보충하기 위해 정부 투자가 획기 죄으로 늘어났 

다는 점과 함께 고려한다면52)， 현재 러시아 영화산업의 TV 의촌도는 정부 의 

존도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단지 재정적 의존도에만 있지 않다 재정적 의존 

은 필연적으로 이념적 순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2004년 러시아 영화의 부 

활 이후， 아니 그 부활의 조짐에서부터 명백했던 러시아 블록버 쓰터들의 민족 

주의적 경향， 그 예술 형식의 이념적 보수성과 푸틴 체제 사이의 유사성 등을 

단순한 우연이나， 또는 역사적 펼연으로 정땅화할 수 있을까? 이제 막 걸음을 

떼기 시직한 러시아 영화의 미래는 우연이든， 필연이든， 이에 대한 영화예술의 

성찰과 빈-성이 다시 시작될 때에만 가능할 것이다. 러시아 영화끽 과거와 현 

재에 그러했듯이 그 미래를 위해서도 다시 딴번 문제는 블록버스퍼인 것이다. 

51) 예를 들어 러시아 최초의 민영방송사인 HTB의 소유주였던 올리가→료히 구신스키 
(B .rycuHCKUlí)는 1995년 그룹 내 ‘엔테베 프포핏(HTB-npo빼T)’이라는 제작사를 세워 

영화에 직접투자를 시작했고(그 결과물이 1997년 화제작 중 하나인 〈뜨둑(Bop)>이다)， 

1996년엔 아예 ‘키노모스트(KHHOMOCT)’라는 영화제작사를 포함한 p1::] 어 훌딩그룹 

‘미디어 모스트’를 설립하여 14편의 영화제작에 착수했다. 구신스키가 제작지원한 영 

화떤수는 당시 러시아에서 제작기획된 영화 총수의 3/4에 달했다고 쉰다(Hucu(2001) ， 

CC. 120-121 참조). 

52) 2αm년대 들어 민영 영화제작사의 규모가 확대되었지만， 그럼에도 휠-구하고 러시아 
영화산업의 젖줄은 압도적으로 정부예산이다 2002년 영화제작에 지원꾀던 정부보조금 

이 3천딩백만 달러였다면 2005년에는 그 배인 7천3백만 달러로 늘어났디 제작 뿐만 아 

니라 영화산업 전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2005년 1억 1130만 달러였다(Dondureyi(2α)6)， 

pp. 7-8, 22-2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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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1lMe 

nepeMeHH B COBpeMeHHO한 pOCCH찌CKOÜ KHHOHH~yCTpHH 

H ÔJIOKÔaCTep 

JIH, MYH-EH 

naHHa~ CTaTb~ nOCB~띠eHa paCCMOTpeHH~ H3MeHeHHfi B KHHOHHnyCTPHH B 

nOCT-COBeTCKofi POCCHH B CB~3H C nOH~THeM 6nOK6aCTepa. 

B BBODHOfi qaCTH paCCMaTpHBaeTC~ COBeTCKa~ KHHOHHnyCTpH~. B CymHOCTI’, 
nO~THe ’6noK6aCTep’ TeCHO CB~3aHO C 3KOHOMHqeCKOfi nOrHKOfi KanHTanHCTHqeCKOfi 

MaCCOBofi KynbTypbI. Ho eCnH 뻐 3aMeHHM 3neMeHT nony~pHocTH H KaCCOBOCTH 

6nOK6aCTepa 3neMeHTOM paCnpOCTpaHeHHOCTH HaeOnOrHqHOCTH qepe3 KHHO, K 

COBeTCKofi KHHOHHnyCTpHH MeT때OpHqeCKH MO:I<HO npHMeHHTb nO~THe 6noK6aCTepa. 

Bce 3TO nOaTBep~aa~T ~aHphl ~HnbMOB ， KOTOphle nOnb30BanHCb OrpOMHOfi 

nony~pHocTb~， pa3Mep ~HHaHCOBO다 noaaep~KH ODHHM peCypCOM(rocyaapcTBOM), a TaK 

~e Mera-CeTb KHHOTeaTpOB B COBeTCKOe Bpe~ . 

B rnaBHOfi qaCTH npOCne~HBa~TC~ H3MeHeHH~ KHHOHHnyCTpHH B nOCT-COBeTCKOfi 

POCCHH. B nepHOl1 nepeCTpofiKH H BO Bpe~ pe~OpM Cepel1HHbI 1980-x - KOHL\a 

1990-x rOaOB B pyccKofi KHHOC~epe rOcnoaCTByeT ~aHp， TaK Ha3bIBaeMbrn "qep매xa". 

3THM onpeae~eTC~ xyao~ecTBeHHOe Bb~~eHHe ， KOTOpOe HenOCpel1CTBeHHO OTp~aeT 

HMeHHO MPaqH~ COBpeMeHH~ peanbHOCTb, ee 6ecnepCneKTHBHOCTb H COL\HanbHble 

np06ne뻐I. B Haqane nepeXODHOrO nepHOl1a l1aHHhlfi ~aHp nonb3yeTc~ 찌060Bb~ Cpel1H 

~aefi. Ho KOr.lla nO.ll06HOe 6eCKOHeqHOe pa30qapoBaHHe npollαwaeTC~ 6e3 HaMeKa Ha 

peIIIeHHe HnH 6e3 nepCneKTI’BbI, J뻐때 nOCTeneHHO Tep~~T HHTepC K OTeqeCTBeHHOMY 

KHHO H OTXO~T OT HerO. 

TaKa~ cHTyau~ MeH~eTC~ C KOHua 1990-x rOaOB, C ODHofi CTOpOHbI, yCHnHeM 

KHHOMaTorpa~HCTOB ， C .IlPyrofi CTOpOHbI, H3MeHeH~MH rOCYl1apCTBeHHO낀 KHHOnOnHTHKH. 

B 3TOM npouecce 3aHOBO pO.llHnC~ pyCCKHfi 6noK6aCTep, 3apa6aTbIBa~IIU!fi 60nee 

l1eC~TH MHnflHOHOB .Il0nflapOB μ nOnb3~lli，1써C~ OrpOMHO낀 nony~pHoCTb~. nO.ll06Hble 

빼nb뻐1， B COl1ep~aTenbHOM nnaHe 06Hap~HBa~T HaL\HOHanHCTHqeCKHe aCneK TbI, a B 



294 러시아연구 제 17권 제2호 

!þopMaJJbHOM nJJaHe peaJJH3YIOTC5I ÕJJOKÕaCTepOM. 

B 3aK.mOqeH짜f paCCMaTpHBaeTC5I õYllYIUee BO .3pO*JleHHOrO COBpeMeHHOrO PYCCKOrO 

KHHO He TOJJbKO KaK )j(aHpa HCKYCCTBa, HO H KaK HHayCTpHH. 3TO TeCIIO CB5I3aHO C。

CHCTeMoìí COBpeMeHHOrO poccHìícKOrO TeJJeBH2leHH5I. B KaqeCTBe n~lHqHHbl MOll<HO 

CKa3aTh, 'lTO CerO,lllUlllllUl51 poCCHìíCKasI KHHOHHayCTpH51 CHJlhHO 3aBHCHT ηT TeJJeBlf.lleHH5I 

He TOJlhKO Ha !þ뻐aHCOBOM ypoBHe, HO H Ha xY~O)j(eCTBeHHOM H co~e야aTeJlbHOM ypoBH5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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