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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비전 2016’과
우승 곡 ｢1944｣를 둘러싼 논란
정영주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연구교수

올해 61회를 맞은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우크라
이나 국적의 가수 겸 배우 자말라(본명 수사나 알리미브
나 자말라디노바)가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곡명은 ｢1944
｣다. 자말라는 스탈린 시대에 강제이주를 겪어야 했던 크
림 타타르인들의 애환을 노래한 동시에, 2014년 러시아의
크림 합병으로 인해 다시금 반복되는 가혹한 역사도 함
께 노래했다고 한다.
｢1944｣는 영어와 크림 타타르어가 섞인 곡이다. 영어
로 된 아래 가사를 보면 이방인들이 와서 집을 빼앗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대한 분노, 빼앗긴 집과 평
화, 유년기에 대한 한탄이 담겨 있다.
When strangers are coming / They come to your house /
They kill you all / And say / We’re not guilty / Not guilty
Where is your mind? / Humanity cries / You think you
are gods / But everyone dies / Don’t swallow my soul / Our
souls
* 후렴 Yasligima toyalmadim (I couldn’t spend my youth
there) / Men bu yerde yasalmadim (Because you took away my
peace) / Yasligima toyalmadim (I couldn’t spend my youth
there) / Men bu yerde yasalmadim (Because you took away my
peace)
We could build a future / Where people are free / To live
and love / The happiest time
Where is your heart? / Humanity rise / You think you are
gods / But everyone dies / Don’t swallow my soul / Our souls
* 후렴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는 자말라 (사진 출처: flacaratv.md)

스탈린은 크림 타타르인들이 나치에 부역했다는 이유
를 들어 이들을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키도록
명령했다. 그러자 1944년 5월 18일 아침부터 20일 오후 4
시까지 일사불란하게 강제이주 작전이 전개됐다. 적어도
18만 명이 강제로 이주당했는데, 그중 20~40%가 이주 도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랄 등으로 이주당해 살아남은 이들이 1980
년대 말 크림 반도로 돌아와 자치체를 이루며 산 것이
20년 남짓이다.
｢1944｣는 자말라의 증조모가 산 삶을 모티프로 삼은
곡이지만, 자말라 본인도 1944년의 강제이주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 그녀는 크림 타타르인 아버지와 아르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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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출생지는 키르기스스

러시아 측에서 제기되었다. 스탈린에 빗대지만, 오늘날의

탄이다. 출생 후 곧 부모를 따라 코사크의 고향 자포로지

러시아를 비판하는 곡이라는 것이다. 유로비전은 정치적

예로 옮겨 가서 1980년대 말 10살이 채 되기 전에 크림

프로파간다를 금지하고 있다. 2009년에 조지아의 참가곡

반도로 이주했다. 유년기의 기억이 2010년 영화 ｢코사크

｢We Don’t Wanna Put In｣이 거절당한 사례나 2015년에

들은 어떻게...｣에 출연하는 데 일조했을지도 모르겠다.

아르메니아의

자말라는 2014년부터 크림 반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

Genocide)가 ｢Face the Shadow｣로 제목을 바꾸어야 했던

만, 부모님과 친지들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한다.

사례와 비교해 보면, ｢1944｣는 매우 직접적이며 노골적이

참가곡

｢Don’t

Deny｣(the

Armenian

자말라는 유로비전 대회를 준비하면서 영화 ｢쉰들러

다. 그러나 러시아인 상당수는 이 곡을 같은 고통을 겪어

리스트｣의 OST를 반복해서 들었다고 한다. 유대인들이

야 했던 공통의 역사, 스탈린 시대의 강제이주에 관한 집

겪은 홀로코스트를 다른 민족들이 겪은 제노사이드와 비

단기억의 형상화로 받아들인 듯하다. 그리고 그 결과가

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여기는 이들이나 스탈린의

시청자 투표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한다.

폭정이 부득이한 것이었다고 여기는 이들은 크게 불편함

크림 자치공화국 부총리는 이 곡을 오늘날의 문제로

을 느끼겠지만, 어쨌거나 대회에 임하는 자말라의 마음가

해석한다. 그는 러시아령 크림에서 크림 타타르를 추방하

짐은 그만큼 비장했던 것 같다.

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주장하며 이 곡과

자말라의 우승 곡은 몇 가지 쟁점을 낳았다. 먼저 올

유로비전을 비판했다. 크림 타타르인들이 유럽연합(EU)과

해부터 심사위원단 평점 외에 시청자 전화 투표도 집계

국제연합(UN) 앞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유럽의회가 크

하는 것으로 바뀐 유로비전의 심사 방식이 문제가 됐다.

림 타타르인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심사위원단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호주 국적의 임다미

며 러시아를 비난하는 마당에 그것이 정말로 오해인지에

씨가 전화 투표에서 2위로 밀렸고, 자말라가 우승자로 부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수 있지만, ｢1944｣가 정치색

상했다. 그로 인해 심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각

이 짙고, 그로 인해 광범위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이어지

에서 일어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러시아와 우

고 있다는 사실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크림 타타

크라이나 양국 간에 불편한 기류가 오가고 있지만, 양국

르인 대다수는 러시아의 크림 합병을 반대했고, 지금도

시청자들이 전화 투표로 상대국 가수에게 가장 높은 점

반대하고 있다.

수를 주었다는 것이다. 한편, 참가곡이 전년도 9월 1일
이전에 상업적으로 배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자말
라가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작년 5월에 자말
라가 유튜브에 메들리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1944｣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로비전
측은 문제 제기 시점까지 해당 동영상의 구독 횟수가 수
백 회도 되지 않아 자말라가 그로 인해 불공정한 이득을
거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해당 곡의 정치
성 여부이다. 곡 자체도 정치색이 짙지만, 그것을 우승
곡으로 뽑은 상황도 대단히 정치적이라는 주장이 특히

러시아를 규탄하는 크림 타타르인들 (사진 출처: uatoday.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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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유로비전 2016을 주제로 고려대학교 노어노문

다른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4년

학과 김진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김

4월 스탈린 시기에 억압받은 크림 반도의 불가리아인, 그

진규 교수님은 자말라의 노래가 비단 크림 타타르인에

리스인, 크림 타타르인, 독일인을 복권하도록 지시한 바

국한되지 않고 강제이주를 겪은 다른 민족들도 이 노래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015년 11월 국회

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은 페이스북

에서 크림 타타르인의 강제이주를 종족학살(Genocide)로

(facebook) 게시 글을 소개해 주셨다. “많은 고려인과 달

인정하고 5월 18일을 크림 타타르인 제노사이드 희생자

리, 크림 타타르인들은 자민족의 억압받은 기억을 숭고하

추모의 날로 지정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을 잃은 이후에

게 여긴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했는지, 이를 어떻게 다

야, 그것도 어쩌면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

뤄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큰소리

제이주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

로 말하고, 노래로 구현한다!”(발레리 최(Valery Choi))

그렇지만 2016년 2월 우크라이나 국회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우크라이나 내 유대인 홀로코스트 역시 크림 타타
르인에 대한 종족학살과 같은 선상에 놓음으로써, 우크라
이나 정부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을 질 준
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줬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며 앞
으로의 행보를 주시해야 함은 분명하다. 이에 자극을 받
아 러시아에서도 강제이주와 홀로도모르(스탈린 시기 3차
례에 걸쳐 최소 1천만 명을 아사시킨 참변)를 종족학살로
인정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한
욕심일까. 문제 제기는 크림 타타르인의 노래 한 곡에서
시작됐지만, 고려인과 다른 민족들도 응당 거둬야 할 결

발레리 최의 페이스북 게시 글

실로 한풀이할 날이 오기를 바란다.
김진규 교수님은 한 개인의 견해이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에는 조심스럽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곡의 함의와 파
장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셨다. 강제이
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사죄나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
기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 제기와 공론화가 여전히 시의
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크
림 타타르인이라는 틀 안에서만 이 문제를 보고 있던 필
자에게는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귀중한 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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