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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기 리본’
기억의 상징에서 투쟁의 표징으로
러시아에서는 해마다 5월 9일이면 2차 세계대전 ‘승리의 날’(День Победы)
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들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때 사람 손목이나 가슴에
서 자동차 안테나나 아파트 베란다까지 매달거나 묶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
나 흔히 보이는 것이 검은색 세 줄에 주황색 두 줄로 이뤄진 ‘게오르기 리본’
(Георгиевская ленточка)이다. 이 리본이 전승 기념 국경일 풍경을 장식하는 핵
심 요소로 등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5년 5월 9일 ‘승리의 날’ 60
주년 기념식을 앞두고서였다. 당시 ‘리아 노보스티’ 통신사 기자들이 대조국전
쟁(2차 세계대전)을 ‘기억하고’ 승리를 ‘자랑스러워하자’며 처음 시작한 ‘게오르
기 리본’ 달기 캠페인은 정부기관의 전폭 지원과 언론매체의 집중 조명 속에
러시아 전역으로 확산됐다. 이후 캠페인은 해마다 5월 9일을 전후로 어김없이
되풀이되며 러시아인 모두에게 친숙한 현대의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게오르기 리본’을 나눠주는 행사 요원

‘게오르기 리본’

자동차 로고에 매는 ‘게오르기 리본’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게오르기 리본’ 달기 캠페인은 국제 통신사 ‘러시
아 오늘’(Россия Сегодня)과 학생단체 ‘대학생 공동체’(Студенческая община)의
주관 아래 어느 때보다도 더 다채롭고 풍성하게 진행된다. 5월 9일 ‘승리의
날’을 앞두고 지난 4월 24일 막을 올린 올해 캠페인에서 ‘게오르기 리본’은 10
주년 기념으로 전쟁 영화제와 사진전에도 등장하고, 심지어 우주선을 타고 국
제우주정거장(ISS)까지 비행하기도 한다. 이 기간 일상에서 우주까지 러시아
삶의 전 영역이 온통 ‘게오르기 리본’으로 장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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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기 리본’은 1769년 예카테리나 여제(2세)가 ‘성 게오르기 훈장’(Орден
Святого Георгия)을 제정한 데서 유래했다. 당시 훈장은 현재와 똑같은 검은색
세 줄에 주황색 두 줄이 들어간 특별한 리본으로 장식했다. ‘리아 노보스티’
자료에 따르면 리본에서 검은색은 화약을, 주황색은 불꽃을 상징했다고 한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리본의 두 색깔은 황금색을 배경으로 하는 쌍두 독수리
가 러시아 국가문장에 들어간 때부터 러시아 국가를 표상했다고 한다. 어쨌든
18세기 ‘성 게오르기 훈장’에서 기원한 ‘게오르기 리본’은 1943년 2차 세계대전
중 스탈린에 의해 제정된 ‘영예 훈장’(Орден Славы)의 일부로 다시 등장한다.
이후 ‘영예 훈장’은 1992년 러시아연방 최고회의 간부회에 의해 게오르기 십자
훈장으로 복원되고 복원 지위는 2000년 러시아연방 대통령령으로 승인된다.

‘게오르기 리본’과 성 게오르기 십자 훈장. 등급에 따라 리본 넓이와 훈장 크기가 달라진다 (출처: 리아 노보스티)

18세기에서 유래하여 21세기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오르기 리본’은 과거의
합법적 계승자로서 포스트소비에트 러시아의 역사적 연속성을 시사한다. 동시
에 리본은 러시아 사회를 전쟁 승리의 기억 속에 하나로 묶는 통합의 상징으
로 기능한다. 실제로 ‘게오르기 리본’ 달기 캠페인 웹사이트(http://gl9may.ru)는
행사 목적이 “1941~45년 대조국전쟁의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고” “러시아 사회
를 통합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 또 2012년 ‘여론재단’(ФОМ)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 70%가 리본 달기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게오르기 리본’이 원래의 신성한 아우라를 벗고 소비문화의 일부로 상품
화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지만, 오늘날 러시아에서 공통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이 리본만큼 분명하게 표시해주는 상징 요소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메니큐어 상품의 ‘게오르기 리본’

패션의 일부가 된 ‘게오르기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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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카 병을 장식한 ‘게오르기 리본’

그런데 최근 들어 ‘게오르기 리본’이 기존의 상징적 의미에 또 다른 의미를
덧붙이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지난 3월 21일 러시아의 크림 병합 전후로 도네
츠크 주 등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친러 분리주의 운동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양상 중 하나는 분리주의 운동을 이끌고
있거나 여기에 적극 가담하는 사람 모두가 팔이나 가슴에 ‘게오르기 리본’을
달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게오르기 리본’은 5월 9일 ‘승리의 날’을 중심
으로 대조국전쟁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념하는 행사와 관련해 주로 달았다. 하
지만 이제 리본은 과거의 전쟁을 기억하는 상징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는 표징으로도 쓰이고 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게오르기 리본’이
나치 파시스트들과의 과거 전쟁에 대한 기억의 상징에서 우크라이나 내 파시
스트들과의 현재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상징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가령, 드미트리 기셀료프 ‘러시아 오늘’ 사장은 ‘게오르기 리본’이 러시아 국민
과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의 연대를 강조하는 표징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주 슬라뱐스크 시의 ‘게오르기 리본’을 단 우크라이나 내 친러 우크라이나 내의 ‘게오르기 리본’ 등장을
‘인민시장’ 뱌체슬라프 포노마료프
민경대원
풍자한 욜킨 만평

반대로 우크라이나에서 ‘게오르기 리본’을 바라보는 시선은 절대 곱지 않을
터이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이 리본은 나치 독일에 맞서 함께 싸워 이겼던 전쟁에
대한 기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등 일부 구소련 국가에서는 이제
‘게오르기 리본’을 기억의 상징으로 바라보는 대신 ‘침략자의 표징’으로 받아들
이는 분위기다. 이런 점에서 리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조국전쟁 승리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 공간 안에 하나로 묶어주던 연결선에서 서로 적대하는 피아
의 구분선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게오르기 리본’이 자아와 타자를
가르는 구분선으로 이용되는 상황은 러시아 대외정치에서만 아니라 국내정치에
서도 엿보인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모든 집단을 반
애국주의 세력으로 낙인찍어 내부의 적으로 타자화하려는 일련의 행보에서도 이
리본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오르기 리본’이 ‘다수의 애국적 우리’ 사이에
서 ‘소수의 매국적 그들’을 가려내는 피아의 식별 기호가 되고 있는 셈이다.

* Russia Watch에 개진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러시아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 irs@hufs.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RUSSIA WATCH |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