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무르 베크맘베토프의 r나이트 워지 J • 

세계화 시대의 문화논리 혹은 징후로서의 영화* 

김 수 환 .. 

1. 들어가며 :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r나이트 워치」 

‘러시아 최초의 블록버스터’를 표방하며 지난 2004년 개봉한 영화 「나이트 

워치 (H04H。찌 .a030p ) J 는 주지하다시피 포스트-소비에트 영화사의 분기점이 되 

었다 투자액， 수익， 시각적 특수 효과와 서사 규모 둥 거의 모든 면에서 할리 

우드 영화의 미학적 · 재정적 기준에 부합하는 최초의 러시아 영화로서， 자국 

시장에서 미국영화 「반지의 제왕」을 앞지른 홍행 성적은 큰 화제를 불러 일 

으켰다. 바로 이 영화 이후로 러시아의 대중영화는 이른바 새로운 ‘르네상스’ 

를 맞이 했던바나이트 워치 」 는 말하자면 새로운 세기를 여는 선구자가 되었 

던 것 이다나이트 워치 」 에서 시작된 자국 영화의 홍행 신기록은 아프간 전 

쟁을 다룬 블록버스터 r9중대 (9 pOTa)J (2005)를 거쳐 지난 2006년에 개봉한 

후편 「 데이 워치 (llHeBHoìí .a030p) J 에서 그 절정에 달했다. 2003년에 불과 5퍼 

센트에 불과했던 자국영화 점유율은 l년 만에 15-16퍼센트로 3배 이상 커졌 

고， 1997년에 8백만 달러 에 머물렀던 수익 규모는 2005년엔 370백만 달러로 

성장했다. 겨우 6년 만에 달성한 이런 성장은 사실 가스나 석유 산업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이 한 종류의 것이다1)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 -ALOO15)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1) n. nOHLlype꺼， 5JlOK때CTep : nepeSOLl Ha pyCCK때 - ((KpyrJl뼈 CTOJl)) <<!1K>>// Kinoart.ru. 

2005. No. 12 at htto:f /www.kinoart. ru/mag낌ne/1 2-2oo5/nowLBlockbusterl2_05/(최 

종검색일 2008년 3월29일) . 2001년 이후 러시아 영화산업의 현황에 관해서는 D. 
Dondureyi & N. Venger(2006) Russian Film lndustrγ 2001-21α76， M.: CTCMed.ia. 
httD:f / www.obs.coe.int/oea DubVeurocine/double~film 2006.pdf (최 종 검 색 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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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포스트 소비에트 영화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이끈 「나이트 워치」의 

의미를 단지 상업적 차원에 국한시켜 논의하는 것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못할 

것이다. 블록버스터 영화 「나이트 워치」의 의미는 러시아 영화산업의 분수령 

이 된 최대 홍행작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본질상 상업적 성공의 범위를 넘 

어서는 어떤 것， 말하지면 21세기 러시아의 현재를 보여주는 매우 특정적인 

‘문화적 현상’으로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이 영화의 이례적인 

성공과 그에 관한 각종 담론들은 러시아의 사회 적 의식이 겪은 모종의 변화， 

사회심리학적 차원의 직변을 반영하는 문제적 텍스트로 다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영화 「나이트 워치 」 를 푸딘 시대의 정치 · 문화적 (무)의식에 대한 일종의 

‘징후’로서 읽어보고자 하는 이 글이 기대고 있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그 첫 

번째는 영화라는 상업 매체의 문화적 위상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후기자본 

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상품’이라 할 영화는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현재 

러시아가 처해 있는 ‘역사적 상황’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문화적 형식이 

다. 여기서 역사적 상황이란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 사회가 처해있는 경제 · 

문화적 세계화(globalization)의 조건， 즉 전 지구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로의 급속한 유입의 상행을 말한다. 오늘날 영화는 (러시아를 포함한) 비서구 

권 2 ， 3세계 국가들에서 세계화의 문화적 상황올 가장 명료하게 재현하고 있 

는 매체이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편성과 특수성， 지구성과 지역성이 복잡 

하게 교차하고 있는 가장 문제적인 장소이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불분명한)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 간의 구분이 다소간 사라지는 곳， 

그리고 문화와 경제가 모든 차원에서 서로 교차하는 곳은 이제 영화다. 다른 

모든 매체에 비해 더 많은 가능성 - 비록 그게 보편적 형식은 아닐지라도 -
즉 가장 오래되고 지역적인(loca!l 예 술 전통이 가장 현대적이고 세계적인 

(globa!l 광고 캠페인과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곳 또한 영화 
다，2) 

지역과 세계를 분절하는 모델， 가장 지역적인 것과 가장 세계적인 것을 연 

계시키는 특수한 방식으로서 영화가 갖는 이런 문화적 위상은 특히 ‘블록버스 

터’라는 장르적 자기규정성과 관련해 매우 의미심장하다，3) 

년 3월29일) . 

2) C. Maccabe(992) ,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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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번째 전제는 이른바 ‘대중영화’의 문화적 위상과 관련된 것 이다. 

대중영화는 그것을 만든 사회의 온갖 정념과 무의식이 웅축된 일종의 흔적과 

도 같다. 독일의 영화학자 크라카우어 (S. Kracauer)는 이를 사회적 의식이 만 

들어낸 일종의 ‘판타즈마’ 혹은 ‘집단적 꿈’4)이라 불렀고， 미국의 문화이론가 

프레드릭 제임슨(F. ]ameson)은 이를 아직은 사회 속에 명확하게 고착되지 

못한 기대와 희망들이 남긴 ‘시각적 날인’5)이라 부른 바 있다. 그런데 꿈이 그 

렇듯이， 이 흔적은 흔히 환상적인 이미지의 형태를 띠고 있는바， 명백하기 보 

다는 모호하고 암시적인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그것은 명백한 문화적 ‘상징’ 

들 뒤에서 명멸하고 있는 불분명한 ‘알레고리’와 같은 어떤 것이다，6) 그리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임슨은 영화를 해당 사회의 ‘정치적 무의식’을 해독할 

수 있는 유용한 ‘지도’로서 파악했던 것이다.7) 

‘무의식’의 흔적이기에， 그것을 판독하기 위해서는 드러난 것들(표면) ‘아래’ 

와 드러난 것들 ‘사이’를 원는 세심한 눈이 필요하다. 나아가 만일 정말로 그 

것이 무의식의 평변과 관련된다면 결국 이 영화를 분석한다는 것은 그것을 

낳은 사회의 정신구조를 보여주는 모종의 ‘징후(symptom)’를 판독하는 일과 

다르지 않게 된다. 요컨대 영화 「나이트 워치」라는 ‘문화적 징후’를 통해서 

푸틴 시대 러시아 사회의 정치적 무의식을 읽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영화 

「나이트 워치」는 과연 어떤 점에서 21세기 러시아 사회의 중대한 문화적 정 

3) 블록버스터라는 장르 규정이 갖는 모순적인 이중성은 할리우드 이외의 시공간에서 

그것이 불가피하게 수반할 수밖에 없는 ‘모방’과 ‘번역’의 측면에 있다. 할리우드 블 

록버스터를 자국 식으로 변형시킨 모든 블록버스터는 ‘이중인화의 크로노토프’라는 

복잡하고 모순적인 상황에 직변하게 되며 그런 점에서 ‘안’과 ‘밖’을 공히 문제 삼 

는 이중적 전망을 요구한다. 주로 국내의 역사적 맥락에 집중해 러시아 블록버스 

터의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로 B. Beumers(2oo3:441-454); 이문영 (2007:269-294)이 

있다 한편，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룬 연구로는 김병철(2005) 

을 참조할 수 있다. 

4) S. Kracauer(2004) . 
5) F. jarneson(1992a). 
6) 알레고리 정신은 근본적으로 불연속적이다. 거기에는 어떤 균열과 다종다양성， 꿈의 
의미와 같은 다의성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상정에 의해 나타나는 표상(재현)과 구 

별된다. 제임슨의 이른바 ‘민족적 알레고리론’에 관해서는 F. jarneson(20oo: 
115-136) 참조. 

7) ‘정치적 무의식 (politica1 unconsciousness)’ 과정에 대한 메타포로서의 ‘인식적 지도 
그리기 (cognitive mapping)’ 개념에 관해서는 F. jameson(1 992b:1-5)을 참조. 



216 러시아연구 채 18권 쩨 1호 

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징후가 암시하는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어지 

는 짧은 글에서 답해보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이를 위해 상술한 앞선 두 전제는 서로 별개의 것은 아니지만 일정하게 구 

별되는 측면을 갖고 있다. 만일 전자를 표총 혹은 외부적 의식의 영역에 할당 

한다면， 후자는 심층 혹은 내적 무의식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올 것 

이다. 우리의 논의는 전자에서 출발한다. 

2. 블록버스터: 러시아식 번역 

“최초의 러시아식 블록버스터 “지금 이 곳에서 만든 블록버스터 “지역적 

할리우드 이것들은 영화 r나이트 워치」의 대표적인 광고 슬로건이다. 이 슬 

로건들이 말해주듯나이트 워치」는 소위 ‘따라잡기 (catch-up)’의 모텔에 따 

라 만들어진 전형적 인 로컬 브랜드로 볼 수 있다 제작자들이 밝힌 기본 목표 

는 “러시아 자국 시장에서 할리우드 영화들과 경쟁할 수 있는 대중 상업 영 

화를 만드는 것 말하자면 “헐리우드에 뒤지지 않는 진짜 대작 영화”를 만드 

는 일이었다. 

아무래도 우리 앞에 어떤 과제가 놓여 있었는지를 설영해야만 할 것입니다 

(...) 우린 우리의 시장에서 미국인들을 물리치기를 원했습니다 우린 그것을 해 

냈고， 그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해 낸 것입니다.8) 

이 영화의 기록적인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사회심리학적 모티브가 ‘애 

국주의’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요컨대 그것은 “이건 우리들의 영화다， 

고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곧 우리의 적이다”라는 논리 

에 다름 아니다9 

8) "lI<a:l<lIa HOBOA I<p。뻐 (öecelIa K. 3pHcTa, T. Öe 1< MaM6eToBa, n. nOHnypeJl, JI. KapaxaHa)", 

HCKYCCTBO KHHO (Kinoart.ru.) 2004. No.. 12 at htto:/ / www.kinoart.ru/mallazine/ 
l2-20041now/dozo버412 ( 최 종검 색 일 2008년 3월29일 ). 

9) “그 당시 마침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 중이었고 우리의 애국주의적 감정 
은 무자비하게 짓밟힌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즉 애국주의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그게 죄악이 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다시 말하건대， 그것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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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더 불어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블록버스터라는 이 영화의 

자기규정성괴- 함께 대두되는 모종의 ‘보편성’의 차원이다. 주지하다시피 나 

이트 워치」는 포스트 소비에트 영화사상 최고의 히트 상품일 뿐만 아니라 가 

장 성공적인 대중문화 ‘수출품’이기도 했다 미 국의 영화사 20세기 폭스는 후 

편이 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시리즈 전체의 전 세계 배급권을 사들였고， 한국 

을 포함한 수십 개국에서 개봉했디. 어떤 점에서 보편성을 향한 이런 뚜렷한 

지향은 이 영화의 사회문화적 위상을 가늠하는데 있어， ‘애국주의’ 마케팅의 

상업 적 측면에 비해 훨씬 더 본질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영화 「나이 트 워치」 

를 그것 이전의 러시아 블록버 스터 영화들로부터 구별 짓는 기-장 본질적인 

요인이 바로 그것 에 있기 때문이다. 

가령， 그것은 「형제 」 시리 즈를 만든 빌리바노프(A. 5aJlaBaHOB ) 감독이 나 「시 

떼리아의 이발사」 를 만든 미할코프(H. 써XaJlI< OB ) 감독에게서 벌견되는 전형적 

인 비전으로부터 분명한 거리를 취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영화들은 ‘러 

시아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을 대 립시키고 괴거의 문화 전통을 낭만적으로 

이상화하는 빙식을 통해 권위와 존임이 부재하는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대리 보상하는 양상을 띤다 10) 최소한 영화 「니이 트 워치 」 

가 1990년대를 특정짓는 이와 같은 ‘민족(주의)적 자의식’으로부터 어 느 정도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는 것만은 분명 하다. 

「 나이 트 워치 」 의 제작자들이 겨냥했던 타깃 관객은 영화를 통해 상처받은 

자존심을 위로받기를 원하는 러 시아의 대중도 이른바 ‘러시아적인 것’을 예술 

적으로 소비하길 원하는 국제 페스티벌의 비평가들도 아니었다. 김독 자신의 

리의 전략적 과제에 도 부합하는 것이었죠. ‘러시아 영화’라는 개념을 성공적 인， 최 

고로 성공적인 므랜드로 확증하는 일 바로 그것입 니다. 내게 「나이트 워치 」 의 성 

공이 단지 방송사 1 채널의 광고 캠페인 때문이라고 누군가 내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당신은 자신 

이 바라는 무엇인가를 다른 누군가가 해냈을 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심리 

적 방어기제를 발동해 「나이트 워치 」 에 반대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일 애국주의를 

포함한 관객의 기 대가 없었더라면， 그 어 떤 가능성도 그 어떤 광고 캠페인도 영화 

를 돕지 못했을 겁니다."(K . 3PHCT , 같은 곳) 
10) 이 들 영화에 나타난 민족주의적 플롯에 관해서는 s. Larsen (2003:491-5 11 )을 참조 

하라， “강조된 남성성과 총종 인종주의적인 민족주의 하에서 이 들 영화의 주인공들 

이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은 민족적 힘과 문화적 정체성， 그리고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영화 산업에 대한 창작자의 깊은 불안 심리다. ’'(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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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따르면， 영화가 겨냥한 일차적인 타깃은 “지난 15년간 미 국 영화를 보고 

즐긴 러시아의 관객들”이었다 11) 여기서 이 영화가 상업 영화를 지향했는지 

아니면 아트하우스를 지향했는지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 

한 것은 러시아의 대중이 지난 15년간 수입된 서구(특히， 미 국)의 영상물에 

거의 일방적으로 노출된 채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 그리고 그 사실을 일종의 

‘주어진 조건’으로 인정하고 출발하려는 감독의 태도다. 감독은 원래 이 영화 

가 러시아 관객만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엄밀히 말해 

그것은 서구의 비평가들을 겨냥한 수사에 불과하다(이 수사는 외국 관객과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러시아 관객만의 어떤 본질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러시아 관객이란 누구인가. 여기서 말하는 ‘러시아 관 

객’이란 이미 미국 영화의 장르 문법과 시각적 관습에 익숙해 있는， (나아가 

지금껏 그것을 즐겨온) 러시아의 관객이다 그러니까 오히 려 보다 정확한 진 

단은 러시아의 ‘안’괴 ‘밖’에 공히 존재하는 ‘글로벌 관객 ’을 겨냥했다는 말이 

될 것이다. 현대 러시아의 가장 명민한 상업 영화감독 중 한명인 배크맘베토 

프는 미국 영화의 관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베크맘 

베토프는 미국에서 살고 일한 경험이 있다) 러시아내의 ‘미 국화된 관객’이 무 

엇을 원하는지 또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는 21세기 러시아 

의 영화감독으로서 배크맘베토프가 지니는 중대한 정체성인바， 이 정체성은 

그럴듯한 시각적 볼거리 (특수효과)를 만들 줄 아는 그의 비상한 능력 이상으 

로 본질적이다. 

이렇게 보자면， 영화 「나이트 워치 J를 둘러싼 논의들이 세계화와 관련된 

‘문화적 혼종화kultural hibridization)’ 담론의 매우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로컬 문화의 정체성 형성에 미 

친 글로벌 문화 영향력의 적극적인 인정은 혼종화 담론의 기본 입장이다. 그 

입장에 따르면， 세계화 파정이란 동질회 · 근대화 · 서구화로 요약되는 협소하 

고 평면적인 과정이 아니라 시간 경험의 ‘비동시성’ (즉， 하나의 평면에 전근 

대 ， 근대 ， 후기 근대성 이 복잡하게 공존하는 양상)을 비롯한 각종 혼합 

kreolization)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혼종화 과정’에 다름 아니다 1 2) 이들이 자 

11 ) 1'. Bekmambetov(2006) Director's Commenlarγ in DVD Night Watch, 

Twenties Century Fox Home Entertainment LLC. All rights Reserved. Made in 
Korea 

12) Jan Nederveen Pieterse(995), 45-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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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쓰는 혼합(melange)의 은유와 관련해나이트 워치」에 나타난 몇 가지 비 

주얼 세팅은 대단히 흥미롭다. 그 중 두 가지만 언급해 보기로 하자. 

우선， 영화의 서두에서 주인공 안톤(AHTOH)이 찾아간 주술사 마녀(노파)의 

아파트 부엌 장면이 눈길을 끈다. 그 부엌의 한쪽 벽에는 아마도 각종 잡지에 

서 오려낸 듯한 잡종의 이미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그 중에는 심지어 

미제 초코바 포장지(!)도 섞여 있다)， 노파가 저주의 주술을 행하는 동안 이 

이미지의 벽은 다분히 의도적인 방식으로 여러 차례 비춰진다. 

홍미로운 것은 ‘초국적( transnationaD 혼합 장르의 이미지 콜라주’로 불릴 

만한 이 기이한 벽이 감독이 머릿속에서 생각해 낸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이 

다. 베크맘베토프 감독은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한 노파의 부엌에서 실제로 

이런 벽을 발견했고， 거기 붙은 사진들을 그대로 떼어와 세트장 벽에 붙여놓 

았다. 영화 속에서 이 부엌 벽은 상이한 양식과 이미지들의 혼합(mix)으로 이 

루어진 영화의 스타일， 

나아가 그런 스타일의 

근원지인 1990년대 러 

시아의 문화적 상황 자 

체를 가리키는 인상적 

인 지표Ondex) - 즉 

흔적이자 날인 - 처럼 

보인다. 

한편， 두 번째로 지 

적할 수 있는 것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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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들의 얼굴이다. 그뜰의 얼굴은 직접적으로 시대를 시각화한 경우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감독의 흥미로운 코멘트에 따르면， 가장 어린 세대인 

예고르(Erop)의 역을 맡은 아역배우는 얼굴 생김새의 ‘비러시아적인’ 성격 때 

문에 캐스팅되었다고 한다. 말하자변， 우리는 영화 속에서 세대에 따른 세 가 

지 얼굴 유형을 보게 되는 것인데 즉 「나이트 워치 」 의 수장 역할을 맡은 게 

세르(recep)가 ‘소비에트’의 얼굴을 대변한다연 주인공 안톤은 90년대 ‘페레스 

트로이카’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예고르는 2000년대 ‘포스트-소비에트’의 얼굴 

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감독은 이 세대， 1990년대에 유년기를 보낸 예고르의 세대가 바로 러시아의 

미래이며， 새로운 러시아 영화를 위한 잠재 관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 

게 보자면， “러시아 문화에 대한 도발”이라는 김 독의 자평은 납득할만한 것이 

된다. 이 영화의 광고 클립적 미학을 비판하는 여러 평자는 예고르 세대의 아 

이들을 키운 시각문화의 경험이 다름 아닌 광고와 뮤직비디오 클립이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세대에게 ‘서구적인 것’이 반드시 ‘비러시아적 

인 것’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서구적인 것 휴은 미국적인 것은 이미 이 아 

이들에겐 어느 정도 러시아적인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21세기 러시아 문화 

의 이런 원칙적인 ‘혼종성’을 이해하고 인정할 때만 비로소 우리는 “바로 이 

런 영화가 우리 시대의 아트하우스다"13)라는 감독의 말을 납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재미있는 것은 자국문화의 혼종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이런 입장 

13) T. Bekmambetov{2α)6). r 나이트 워치」가 개봉된 후 일반의 평가는 완전히 모순되 

는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졌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미 국적”이라는 이유 

로， 다른 사람들은 (여 전히) “너무나 러시아적”이라는 이유로 영화를 비판했던 것 

이다 감독은 거의 99퍼센트의 비평가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이는 자신의 

영화가 기존의 그 어떤 틀에 도 맞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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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더욱 밀고나가게 되면 (지역적) ‘특수성의 보편화’라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공식을 만나게 된다는 점이다 영국의 사회학자 로버트슨(R. Robertson)은 세 

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의 상호실현을 강조하기 위해 지구화라는 기존 용어 

를 ‘지구지역화( Glocalization)’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지구지역화는 세계적인 

것이 지역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그 반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일종의 메타포이다. 이에 따르면， 세계화로 인한 변화된 조건 하에 

서 지구적인 것의 미시적 현현인 지역적 사건은 언제나 세계적 지평에서 해 

석되고 평가될 수 있게 되었다 14) 강조할 것은 지역적 특수성의 지구적 보편 

성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이 영화 「나이트 워치 」의 제작자들에게서 분명하게 

감지 된다는 점 이 다. 그들은 영 화에 자주 동장하는 모스크바 (아파트의 ) “더 러 

운 현관(rpjf3HbIA nOllbe311)"의 보편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감독으로서 베크맘베토프가 갖는 커다란 장점은 모스크바의 더러운 현관을 

미학화할 수 있는 그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각적으로는 러시아적이지 

않은 러시아 영화를 만들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상적 현실을 피하려 하는 것 

이지요. (...) 아름답지 못한 일상적 삶의 현실을 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을 트랜디하게( TpeHllOBOIl) 찍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스크 

바 거리를 활보하는 ‘경비대원들’이 어떤 하부문화의 산물이 아니라 현대 대도 

시 문명의 이미지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경비대는 프라하나 뉴 

욕 뿐 아니라 도쿄 거리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다만 그곳에선 게세르의 

역할을 멘쇼프(MeHbßlOB)가 아니라 기타노 다케시가 맡게 되겠지요 15) 

21세기 모스크바의 벤쇼프가 도쿄의 기타노 다케시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 

결국 이런 언급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영화 「나이 트 워치」를 둘러싼 

사회적 의식이 현 단계 러시아 문화의 글로벌 콘텍스트를 분명하게 ‘의식’하 

고 있다는 점이다(요컨대， ‘모스크바의 더러운 계단’은 특수한 것이지만 결코 

유일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그것은 ‘세계화의 트라우마’에 대한 1990년대식 

방어 기제와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거기엔 “트라우마에 따른 자기부정”이나 

“복고적인 향수 취향"16) 대신에 지역적 특수성(‘더러운 현관’)을 할리우드식 

14) R. Robeπson( 1995) ， 25- 44 
15) T. 3PHCT, "lKa:t<lla HOBOIl KpOBH (5ecella K. 3pHcTa, T. 5eKMaMõeToBa, n. nOHllypejf , J1. 

KapaxaHa)", HCKyCCTBO KHHO (Kinoart.ru. ) 2004. No.. 12 at bttD:J /www.kinoart.ru/ 
maQa깅ne/12-2004/now/dozor0412 (최종 검색일 2008년 3월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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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신화의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려， 글로벌 콘텍스트 하에서 재맥락화하려는 

‘적극적인’ 지향이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지향은 이 영화와 더불어 성장 

하고 있는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대중 관객， 즉 글로벌 대중 관객을 향해 조 

준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의식’하고 있따는 것， 의도와 지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그 

에 따르는 실제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식 할리우드’， ‘러 

시아식 블록버스터’라는 야심 찬 기획은， 주지하디시피， 기대했던 것만큼의 글 

로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세계시장용 영화라는 야심 찬 선언에도 불구 

하고， 미국시장에서 「나이트 워치」의 흥행 성적은 기껏해야 아트-하우스 영화 

를 약간 웃도는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런 실패(혹은 최 

소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공)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제까지의 논의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재고해보아야 할 지점， 그러 니까 서 

두에서 밝힌 두 번째 전제로 옮겨가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다. 우리는 블록버 

스터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사회적 ‘의식’의 표충으로부터 대중영화라는 징후 

를 통해 표현되는 사회 적 ‘무의 식 ’의 심층으로 종 더 깊게 내려가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글로별 시장에서 「나이트 워치 」 의 상대적인 실패는 무엇에 기인 

하는가? 그것은 흔히 지적되듯이 플롯의 혼란스러움 혹은 글로벌 마케팅 경 

험의 부족 때문일까? 여기서 제기해볼 수 있는 대안적 추론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을 가로막은 이 보편성의 부족분， 한 평자에 의해 “지 

역적 얼룩(H3bJIH)"이라 명명된 이 부족분17)이란 사실 뒤집어 보면 기록적인 

국내의 성공을 가능케 한 진짜 요인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겉으로 잘 드러나 

지 않는 이 “얼룩”은 성공과 실패 둘 모두의 숨은 원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앞서 살펴본 ‘의도적인’ 지향과는 달리 의식적이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에(즉， 무의식적인 것에 더 가깝기에) 불명확하고 모호할 수 있다. 실 

제로 우리가 ‘징후’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들은 언제나 그와 같은 무의식 

적인 흔적들이다. 무의식적 징후는 언제나 외상적 모순을 감추고자 한 결과인 

바， 그 모순은 (예술적이기 보다는) 사회적인 심층모티브와 훨씬 더 깊게 관 

련되어 있다 (제임슨이 “보이는 것의 날인”이라 불렀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얼룩 영화 「나이트 워 치 J를 단순한 상업영화 이상의 그 무엇으로 만든， 

16) Y. Hashamova(2007), 113. 
17) o. ApOHCOH(2006),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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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다르게 말해， 진짜 제대로 된 상업영화가 될 수 없도록 만든 그 얼룩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3. 지역성의 ‘얼룩’: 소비에트， 자본주의 그리고 정부 

영화 r나이트 워치」에서 그려지는 세계 구조가 할리우드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화적 모델’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할리우드 영화 

의 단순 복사본이 아닌 ‘지금 · 이곳의’ 할리우드 영화를 추구했던 영화 제작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보존코자 했던 것은 다름 아닌 구성의 

‘신화적’ 성격이었다. 

에른스트: 신화， 즉 올바른 구성이 남는 것이지요. 세계의 스케일과 그런 세 

계에 대한 설명의 스케일을 부여해 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할리우드이란 무 

엇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보면적인 신화인 것입 니다. 배우， 장식， 특 

수효과， 기술 -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영화들(r 반지 

의 제왕」 시리 즈물)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어째서이지요? 그것이 소설의 영 

화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톨킨에게서 취한 건 세계의 신화적 형상， 즉 글로 

별한 구성인 것이지요. 그로부터 구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 바로 그런 식， 

즉 구성적인 방식으로 우린 루키아넨코의 소설에 다가갔던 것입니다 18) 

그렇다면 「나이트 워치 」 에서 그려지는 세계 모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 

을 띠고 있을까? 흡사 마니교적인 방식으로 양분된 세계 속에서， 빛과 어둠을 

대표하는 두 힘의 세력이 운명적으로 충돌한다. 이 두 세력은 수 세기 전에 

있었던 치열한 전투 끝에 힘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종의 협약을 맺 

게 되고， 그 이후엔 해당 협약에 따라 각기 상대편의 활동을 감시하기로 결정 

한다. 즉 밤에는 야간 경비대(나이트 워치)가 어 둠의 세력을 감시하고， 낮에는 

주간 경비대(데이 워치)가 빛의 세력을 감시하는 것이다. 이 경비대원들은 평 

범한 인간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 영화에서 지칭되는 바에 따르면 “다른 

자(I1HOìl)"들이다. 보통 사람들과 공존하며 현실의 이면을 담당하는 이 ‘다른 

18) T. 3pHC T, ")j(a ll<lla HOBO f.l KpOBH (5ecella K 3pHcTa, T. 5eKMaM5eTOBa, ll. lloHllypell, Jl. 

KapaxaHa)", μCKyCCTBO KHHO (Kinoa다.ru.) 2004. No.. 12 at rlttp:j / www.kinoart.ru/ 

띠쟁략꾀강12-2004/ now/dozo버412 (최종 검색일 2008년 3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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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갖가지 초자연적 능력을 지니는데， 가령 순간적으로 동물로 변신하는 

가 하면 ‘암흑(CYMpaK)’이라 불리는 현실의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기도 한다. 

한편， 수 세기 동안 유지돼 오던 이런 힘의 균형이 깨어지는 결정적 사건이 

발생한다. 미래에 운명적으로 충돌하게 될 두 명의 ‘위대한 다른 자(BeJUlK째 

HHOil)’가 도래하게 되는 것인데 그 중 빛의 세력에 가담하게 되는 이는 한 평 

범한 ‘여인’이고， 어둠의 세력에 가담하게 되는 이는 한 ‘사내 아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듯이， 바로 그들이 주인공 안톤의 (미래의) 연인이자 아들이다.2 

부 중 1부에 해당하는 「나이트 워치 」 는 안톤의 아들 예고르가 어둠을 선택하 

는 것으로 끝이 나고， 후편 「데이 워치 J (2006)에서는 어둠의 실력자가 된 예 

고르가 안톤의 연인이자 빛의 수호자인 스베틀라나(C seT JlaHa)와 본격적인 대 

결을 벌이는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 

반복하건대， 선과 악， 범인과 초인으로 나쉰 이런 식의 세계 모댈 자체는 

지극히 보편적인 것이다. 가령， 그것은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 포터」와 같은 

글로벌 판타지 장르 영화의 가장 기본적인 문법에 해당한다. 물론 (제작자들 

의 주장하듯이) 지역적 특수성의 뉘앙스 차이를 지적하고자 한다면， 아주 불 

가능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먼저 들 수 있는 차이점은 「나이트 워치 J가 보여주는 판타지의 

‘일상성’이다나이트 워치」에서 환상적인 사건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미지의 

환상 공간이 아니라 ‘일상적 삶의 한복판’에서 펼쳐지고 있다(그리고 판타지의 

이런 일상성은， 당연히 첼리우드 판타지물의 보편적 세팅과 비교했을 때 인물 

을 둘러싼 사건과 환경의 (지역) ‘문화적 함의’를 강화한다). 마치 불가코프(M. 

5YJlraKOs)의 소설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현대판과도 같은 이 환상/현실 공 

간에서 판타지 세계와 대도시 모스크바의 일상적 삶은 너무도 가깝게 밀착해 

있어서， 거의 구분이 불가능할 지경이다 19) 뱀파이어가 유명 대중가수( < 5Jlec 

T.SI뻐e >)로 활동 중인 이 세계에 선， 평범한 손전동과 형광등이 결정적인 무기 

로 사용된다. 모스크바의 익숙한 거리， 지하철， 건물들을 환상적인 사건의 무 

대로 멋지게 바꿔 놓은 감독의 재능은 관객들로 하여금 판타지의 일상성올 

넘어선 ‘일상 그 자체의 환상성’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준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빛과 어둠을 가르는 구분의 상대성이다나이 

19) D. MacFadyen, "Timur Bekmambetov: Night Watch (Nochnoi dozor)(2004) ," 

New Russian Cinema, KinoKultura 2004 at httD:f / www.kinokultura.com/ 
댄인ξ쁘잊H104dozor.html (최종검색일 2008년 3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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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워치」에서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은 할리우드 판타지의 상투적인 공식 

처럼 절대 선과 절대 악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그 둘은 선과 악으로서 

대립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관료주의적인 협상 관계를 맺은 채 공 

존하고 있다. 빛의 세력은 뱀파이어들에게 허가증을 내줄 뿐 아니라 규칙을 

어기는 뱀파이어를 검거하기 위해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하기도 한다.2이 현실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두 슈퍼 파워 간의 이런 관계는 사실 적대라기보 

다는 오히려 정치적 공존에 더욱 가깝다. 강력한 두 힘의 이런 공존 관계로부 

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물론 냉전 시대의 대립 구도다. 서로를 감시하 

면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정치적 균형’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런 플롯상의 설정들을 ‘무의식적 징후’라 부를 수 있을까. 앞 

서 말한 ‘로컬의 얼룩’이 정말로 사회의 심층모티브와 관련된 심리적 ‘흔적’에 

해당한다변， 그 흔적의 장소는 결코 표면적인 스토리의 차원이 될 수 없다. 

보면적 세계 모델에 침투하는 로컬의 얼룩이 은밀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겨 놓고 있는 곳은 플롯의 라인이 아니다. 만일 이 

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지역적인 것 (the locaO은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느 

껴지는 것’이다. 그리고 영화의 경우에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보이는 것’에 

해당한다. 즉 본질적인 관건은 보편적 세계모델의 ‘시각적’ 재현 양상， 그러니 

까 그런 세계모델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시각적 결정’이 내려졌 

는지에 달려 있다. 요컨대， 그것들의 시각적 외양이 로컬 관객에게 무엇을 떠 

올리게 하는가， 보다 정확하게 말해， 그것이 로컬 관객의 무의식의 어떤 평면 

을 건드리고 있는지가 문제인 것이다. 이미 글로별 영화문법에서 하나의 코드 

로 자리 잡은 보편적 세계상이 (로컬 제작자의) 특정한 시각적 결정을 통해서 

지역의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과 접목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와 더불어 반드시 그들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물어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렇다면 빛의 세력인 ‘나이트 워치’는 어떻게 보이는가. 이미 많은 평자들 

이 지적한 대로， 그들은 과거 ‘소비에트’ 시기의 인간들을 닮아 있다. 나이트 

워치 대원들은 브레즈네프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아파트 건물에서 살고， 낡은 

작업복을 입고서 국가 기관용 트럭을 몰고 다닌다. 그들은 KGB를 연상시키 

는 건물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무엇보다 야간 경비대의 수장인 게세르는 소 

20) D. MacFadyen,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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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트 시기 실제로 장관직을 

역임했던 영화배우 멘쇼프가 

연기하고 있다. 그들의 외양 

과 행동 방식이 로컬 관객에 

게 과거 소비에트와 연관된 

기억을 건드리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이런 점에서 가령， 

안톤의 알콜 중독 또한 예사 

롭지 않다. 주지하듯이 (살콜 중독은 가장 확실한 소비에트적 기호 중 하나다). 

그렇다면 어둠의 세력인 ‘데이 워치’는 어떨까. 고급 아파트에 살고， 외제차 

를 몰고 다니는 그들은 분명 “나이트 워치”와는 다른 시대의 사람들처럼 보 

인다. 그들의 마피아적인의 분위기와 스타일리쉬한 외양은 빛의 세력의 특수 

요원적인 분위기，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촌스러웅과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요컨대， 그들은 포스트-소비에 

트의 인간들， 저 유명한 ‘노므 

이 루스키 (New Russian)’들인 

것이다. 

결국， 빛과 어둠의 대결이라 

는 신화적 대립구도 너머에서， 

혹은 그런 대립 구도의 이름 

하에 사실상 관객의 눈앞에 

그려지고 있는 것은 선과 악의 영원한 충돌이 아니다. 그와 같은 대립구도를 

표현하기 위한 시각적 결정은 상이한 이념， 상이한 계급， 무엇보다도 상이한 

시대 간의 충돌과 대립쓸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 

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과거와 현재가 부딪히고 공존하는 어떤 풍경이 된 

다. 

한편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의미심장해지는 것은 영화를 여는 사건 

의 연도다. 주인공 안톤이 자신을 떠난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흑마술을 행하 

는 노파를 찾아가는 영화의 첫 장면은 1 992년의 것이다. 1992년 그 해는 주지 

하다시피， 러시아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진입한 사실상의 첫 해다. 정 

치적 의미에서 ‘단절’의 해가 1991년이라면， 경제적 의미에서는 1992년이 그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영화는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해’， 즉 러시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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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가장 문제적인 바로 그 해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일종의 프롤로그처럼 제시되는 ‘중세의 전투장변’은， 그러므로 역사적 

특수성을 신화적 보편성으로 포장하기 위한 일종의 미-스크에 불과하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해야만 할 것은 이런 사실이 영화 「나이트 워치 」를 과 

거의 익숙한 패턴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리 는 점이디. 즉 우리는 이 영화의 

대립구도를 ‘긍정적 과거’로서의 소비에트와 ‘부정 적 현재’로서의 포스트-소비 

에트로 단순화시켜 이해할 수 없다. 반복하건대， 이 대립 구도는 그렇게 단순 

하고 순진하지 않다. 우선 앞서 말한 대로， 그 둘은 선과 악으로 대 립하는 적 

대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료적 협상의 당사자들에 보다 가깝다. 게다가 더욱 

중요하게는 그 둘 사이에 플롯 상의 중대 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바， 안톤의 

아들 예고르가 바로 그것이다. 예고르는 1992년 바로 그 문제적인 해에 태어 

난 아이다. 정확하게 말해 그는 아버지에 의해 ‘거절된 채’ 태어난 자식인바， 

영화의 서두에서 노파가 제안한 흑마술은 아이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고， 

안톤은 이에 동의했다(비록 안톤은 그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걸 몰랐 

지만). 훗날 어둠을 선택하여 결국은 ‘데이 워치’의 절대강자가 될 예고르는， 

사실상 안톤의 시대가 낳은， 그러나 그 시대가 거 절한 아들인 것이다 

한 평자가 이 영화의 숨겨진 코드를 “빛의 세력이 대변하는 소비에트의 몰 

락과 어 둠의 세력이 대변하는 천박한 자본주의 사이에 모종의 연결고리를 설 

정하려는 것 "21)으로 파악한 것은 틀림없이 이런 맥락에서디. 결국 관객이 받 

게 되는 잔반적인 인상은 둘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이라는 것， (마치 빛괴 어둠 

처럼) 한쪽이 있기에 다른 쪽도 존재하는 관계라는 것이디 물론 이는 대단히 

중요한 통찰이다. 최소한 이 통찰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할리우드 영화의 

이분법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고 중층적이라는 것， 신화적 세팅의 할리우드식 

클리셰와 달리 그것은 결코 이분법적으로 재단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디.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 가령， 그것은 소비에트와 포스트소비에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상호배제적인 것으로 대립시키는 전통적인 이분법에 

대한 반성적인 재성찰에 불과한 것일까. 

나는 영화 「나이트 워치 」에 침투한 지역성의 얼룩을 문제 삼아야할 진짜 

지점， 이 영화를 사회적 무의식의 징후로 읽어야 할 진짜 지점이 바로 여기라 

고 생각한다. 분명 여기에는 전통적 이분법을 비껴가는 현실의 복잡성이라는 

21) M. PblKJlI1H(200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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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이외에 무언가 ’다른 어떤 것 ’이 덧붙여져 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덧붙임’인 바， 주어진 대립의 구도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 ‘유령적’ 성격 때문에 전체 대립구도의 의미를 현저히 다른 것으로 

바꿔놓는 어떤 부가물， 만일 데리다라면 틀림없이 ‘대리보충(supplementarity) ’ 

이란 말로 불렀을 이 부가물이 다름 아닌 얼룩이고 흔적이 다. 이 흔적과 얼룩 

은 언제나 모종의 ‘균열’로부터 발생한다 미세한 어긋남， 기호와 내용， 가시적 

이미지와 그것이 지시하는 시대 사이에 감지하기 어려울 만큼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올 때， 그 어 긋남을 봉합하기 위한 부가물이 동원된다. 이렇게 봉합된 

균열은 그러나 체계 전체를 비꿔놓을 수도 있는 위험한 잠재력을 갖고 있기 

에， 반드시 흔적， 즉 ‘시각적 날인’을 남기게 마련인 것 이다. 이와 관련해 무엇 

보다 먼저 집고 넘어가야할 것은 앞서 지적한 대립구도의 시의성， 2004년의 

러시아 사회에서 그것이 갖는 사회정치적 맥락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푸딘 집권 2기인 2004년의 러시아 사회에서 

소비에트 대 포스트 소비에트，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이 대립구도는 세르 

게이 루키아넨코(S. Lukiane따(Q)가 원작소섣을 출간했던 1998년의 그것과 달 

라졌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소설이 출간되기 불과 2년 전， 1996년에 치 

러진 선거에서 ‘(다시) 꽁산주의냐 아니면 (계속) 자본주의냐’라는 질문은 실 

질적인 정치적 이슈가 펼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 그 시절， 틀림없이 사회 

적 아젠더로 작용할 수 있었을 이 질문은 영화 「나이트 워치」가 개봉된 2004 

년에 그 사회 적 의미를 현저히 상실했다. 게다가 이 글의 전반부에서 밝혔듯 

이， 대중영화로서 「나이트 워치 」 가 갖는 중대한 특성은 그것이 ‘변화된 사회 

적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지 않은가. 이제 더 이상 한결같은 ‘옛 시 

절의 노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 바로 그것 이 문화적 기호로서 「나이트 

워치」가 대변하는 가장 종요한 명제였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1990년대의 그것과는 현격히 달라진 푸 

틴 치하 21세기 러시아의 변화된 대중 의식은 어떻게 해서 이 영화에 그토록 

열렬히 공명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명백한 시대착오는 대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었던 것일까. 

이에 대한 가능한 대답은 하나뿐이다. 무엇인가가 바뀌었다는 것， 심리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모종의 은밀한 치환(displacement)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즉 

이 것이 뜻하는 바는 러시아의 대중 의식이 앞서 말한 익숙한 대립 구도 속에 

서 무언가 ‘다른 어떤 것 ’을 보았다는 것， 그리고 이 다른 것이란 1998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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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이르는 6년여 동안 러시아 사회 안에서 발생한 모종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1998년에서 2004년에 이르는 동안 러시아의 사회적 

의식 속에 새롭게 생겨난 어떤 것，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기존의 대립 구 

도에 새롭게 ‘덧붙여진 ’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말할 필요 

도 없이 그것은 정부일 것이다 푸틴이라는 이름과 함께 21세기 러시아의 사 

회적 의식에 공고히 자리 잡은 새 로운 중심 ， 강력하고 포팔적인 정부권력이 

바로 그것이다. 

표면상 드러나는 관성적 대립이 아니라 그것에 덧씌워진 이 새로운 부가물 

의 관점에서 관객에게 제시되는 시각적 재현의 양상을 되짚어 보았을 때， 앞 

서 말한 ‘치환’의 양상을 추론해 내는 것은 이제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간해서 잘 드러나지 않는 이 은밀한 치환을 통해 전체 대립구도의 성격과 

방향은 전혀 다르게 해석 될 수 있게 된다. 

외견상 소비에트식 과거를 표상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야간 경비대， 과거 소 

비에트의 ‘외투’를 걸친 채 모스크바의 밤거리를 종횡무진 누비고 있는 야간 

경비대는 과연 누구인가? 만일 그들이 더 이상 과거의 Kr5(KGB)가 될 수 없 

다면， 그들은 어떻게 ‘변신’해야만 할까? 모든 시민이 잠든 한 밤중에 어둠의 

세력에 맞서 희생적이고 영웅적인 투쟁을 감행하는 자들， 21세기 러시아의 대 

중 관객이 기꺼이 공감과 지지를 보낼만한 이 ‘음지’의 일꾼들은 물론 정부 

기관원들일 것이다. 푸틴과 함께 되돌아온 그들 이미 과거가 아닌 현재의 사 

람들인 그들은 Kr5라기 보단 차라리 M니C(Emercom: Emergency And CiviI 
Defence State Committee)에 보다 가깝다.껑) 하지만 과거의 Kr5가 오늘날의 

긴급구조대로 바뀌는 이 순간， 혹은 그 둘이 구분하기 어렵게 섞여 버리는 이 

순간(그들은 ‘지금’ 그렇듯이 ‘과거에도’ 항상 어두운 곳에서 남모르게 조국과 

시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은， 단순한 이미지의 착종으로 보아 넘기기엔 

너무도 의미심장한 변화를 체현하고 있지 않은가. 2000년 이후 러시아 사회가 

거쳐 간 중대한 정치적 변화， 흔히 ‘실로비키 (c띠OBHKI'!)의 부활’로 지칭되는 

이 변화는 야간 경비대의 시각적 외양을 동시대 러시아 관객들의 무의식에 

연결하는 본질적인 고리가 된다. 

그렇다면 이 돌아온 영웅들이 맞서 싸우는 적대자， 이 세계를 종말에 빠뜨 

리려는 음모를 진행 중인 어 둠의 세력은 누구일까? 빛의 세력이 더 이상 과 

22) A. IOceB(2006),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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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소비에트의 인간들이 아니듯 그들의 적대자 또한 더 이상 1990년대식 자 

본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엄밀히 말해 오늘날의 러시아 사회에서 자본주의 

(자)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될 수 없다(실로비키들 자신이 시장경제의 수 

혜자들이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이 자본주의화된 러시아에서， 이제 맞서 싸워 

야 할 대상은 자본주의 자체가 아니라 다만 ‘나쁜’ 자본주의인 것이다. 즉 그 

것은 잘못된 자본주의， 옐친 시기에 잘못 생겨난 ‘반국가적’ 자본주의다. 나라 

의 국부를 사유화하려는 자들， 1990년대의 정치권력과 결탁해 엄청난 규모의 

국부를 챙길 수 있었던 새로운 특권 계층， 올리가르히 (OJJHr apXI-I)라는 이름을 

얻는 과두재벌들이 바로 어둠의 세력이다. 국가와 민족의 이름을 걸고， 집권 

2기의 푸틴이 벌인 對올리가르히 전쟁에 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 

라면 ‘올리가르히 = 민중의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라는 이 흥미로운 메타포 
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선과 악을 가르는 신화적 보편 모델에서 과거(소비에트)와 현재(포스트 소 

비에트)가 공존하며 대렵하는 역사의 모델로， 다시 2000년 이후 러시아 사회 

가 거쳐 간 정치적 대렵 구도(올리가르히 對 실로비키)의 모델로 이어지는， 

이런 이미지의 복잡한 착종과 치환의 양상은， 그러나 「나이트 워치 」 라는 문화 

텍스트에 담겨진 의미의 풍요로움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그것 이 

수용되고 이해되는 사회 자체의 이데올로기적 장이 갖는 역설적이고 모순적 

인 상황을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 시대의 화제작이 된 영 

화 「나이트 워치」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상업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정 

치적 무의식이 투영된 흥미로운 문화적 징후로， 앞선 기술력과 검증된 스토리 

가 결합된 대중 예술 텍스트일 뿐만 아니라 해당 시대의 온갖 사회적 정념과 

무의식이 반영된 특별한 문화적 현상으로서 다루어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 

다. 

4. 마치며 r워 ÄI J 시리즈， 징후에서 승인으로 

영화 「나이트 워치 」를 푸틴 시대 러시아 사회의 문화적 무의식을 드러내는 

홍미로운 징후로서 읽어보고자 했던 이 글의 시도는， 사실 영화 정치학에 관 

한 아래와 같은 오래된 제안에 답하는 하나의 실례로서 읽힐 수도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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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슨이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화를 비교학적으로 분석해야만 한다 

는 것이다. 즉 우리는 영화 정치학을 지역의 정치적 맥락과 영화의 전지구적 

맥락에 동시에 위치시켜 놓음으로써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모든 영화는 필연적으로 문화적 힘의 전 지구적 배분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자 

리에 관해 숙고하기 때문이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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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말해 여기서의 시도는 이제야말로 진정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 영 

화가 지역의 정치적 맥락과 영화의 전지구적 맥락에 동시적으로 자리하게 되 

었다는 것， 그래서 제임슨이 제안한 비교학적 분석이 진정으로 필요해졌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는 계기일 수도 있다. 사실 앞서 지적한 착종과 치환의 양 

상은 시리즈의 1부인 「나이트 워치」에서는 다분히 암시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고 말할 수 있다. 요컨대， 그것은 거의 무의식적인 ‘정후’의 양상으로 드러났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그로부터 2년 뒤， 1편의 상업적 성공 

에 힘입어 스펙터클의 규모와 시각적 효과의 완성도를 훨씬 더 강화한 r 데이 

워치 J (2006)에서 이런 이미지의 정치학은 훨씬 더 노골적인 형태로 제시되었 

다. 이미 미국 영화사를 통한전 세계 배급 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제작된 후편 

에서， 이미지의 착종과 치환의 과정은 이미 불명료한 ‘얼룩’이기보다는 오히려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처럼 보인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이데올로기는 더욱 

더 강화된 할리우드식 시각 문법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다 24) 

아무튼 l부의 홍행을 훌쩍 뛰어넘어 포스트소비에트 영화사의 새로운 기록 

을 남긴 「데이 워치」의 사례가 확실하게 증명해준 사실 하나는 이렇다 「나이 

트 워치 J(2004)에서 단지 암시되었을 뿐인 어떤 것은 「데이 워치 J(2006)를 통 

해 결정적으로 확인되었다. 21세기 러시아의 사회적 의식이 이제 1990년대와 

23) C. Maccabe(l992), XV. 강조는 필자. 

24) 이 뿐만 아니라 거기엔 전편「나이트 워치」에는 담겨있지 않았던 ‘제국(주의)’의 주 
제가 덧붙여져 있다 중앙아시아 제국의 건셜자이자 감독 자신의 성이기도 한 영 

웅 티무르(THMYP)의 에피소드로 시작하는 「데이워치」에서 이른바 CIS의 주제는 몹 

시 미묘한 방식으로 다루어진다 구소련의 방대한 문화적 공간， 즉 러시아어를 문 

화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3억 이상의 인구가 뒷받침하는 러시아 영화산업의 물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러시아는 영화의 자체소비가 가능한 소수의 국가 중 하나다) 

제국(주의)의 테마가 갖는 심오한 정치적 의미는 명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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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모종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 공산주의 대 자본주의라는 전 

통적 대립은 이제 정부 권력이라는 새로운 변수 안에서 해체 혹은 변형되었 

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편의 영화를 통해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된 더욱 더 본질적 

인 진실은 어쩌면 따로 있을지 모른다워치」 시리즈는 자신의 성공을 통해 

서 현 단계 러시아 대중 의식의 좌표를 결정적으로 노출시켰다. 즉 그것이 드 

러낸 것은 오늘날 평균적인 의식을 지닌 러시아의 대중이 (r나이트 워치」라 

는 문화적 징후로서 표현된 바 있는) 현 단계 러시아 자본주의의 ‘역설적’ 상 

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의 역설적 상황이란 물론 시 

장 메커니즘의 공고화(고도 자본주의화)가 새로운 권위적 이데올로기의 추구 

(권위주의적 체제)와 나딴히 진행되는， 다분히 모순적인 상황을 뜻한다. 오늘 

날 이 모순적인 상황은 러시아의 평균적 의식에 의해 결정적으로 ‘숭인’되었 

다. 아마도 두 편의 ‘경비대’가 달성한 기록적인 성공에 담긴 진정한 역사적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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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mur Bekmambetov ’s Night Watch: 

Cultura1 Logic in the age of Globa1ization or film as symptom 

Kim , Soo-Hwan 

One of the most important event in cultural life of new-millenium 

Russia was the release of film Night Watch{Nochnoi Da2or](2004J 

directed by Timur Bekmambenov, a real big cinema in terms of budget, 

ticket s외es ， visual wizardry, and epic scope. The film, declaring itself 

Russia ’s first blockbuster, not only has received great public favor (which 

is proved by remarkable box office record) but also arisen exceptionally 

serious interest among the intellectuals. The meaning of this unprecedented 

success hardly can be explained completely just by its commercial context. 

Rather, it reflects some important changes in social consciousness of 

Russian masses in recent 4-5 years, that is, a certain serious 

social-psychological and social-cultural shift. 

In this paper film Night Watch is examined as a symptom of Russian 

political-cultural unconsciousness of Putin ’ s era. The Basic context, 
motivating this analytic reading, is the condition of ’cultural globalization ’ 

under enormous influence of which contemporary post-soviet Russian 

society is also located. Critically analysing this film, we will have chance 

to reconsider (and, furthermore, remodeO the familiar topic of Russian 

national identity in terms of crisis of cultural authority under the influence 

of 'the west' . For us, cinema as typical cultural product in the age of 

post-capitalism, is not only the main media which embodies the logic of 

cultural globalization, but also is thought as a most suitable cultural object 

in order to peep into the collective (un)consciousness of a society itself 

which has made that film. 

Thoroughly investigating the essence of ’heterogeneity' and 

’contradictoriness (paradox) ’ of this film, we will be able to interpret i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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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blematic symptom representing political and cultural unconsciousness 

of Putin ’s era, and at the same time re-appreciate it as an stimulating 

case study for the general topic of cultural globalization; dichotomy 

between the universal and the specific/ the global and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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