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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스탈린이 통치하던 러시아의 1930년대의 사랑을 테마로 한 노
래 1) 와 전쟁기간 <1941 년 -1945년)의 사랑을 테마로 한 노래에 대한 비교이
다. 우선 30년대 노래의 성격과 전쟁기간 동안의 노래의 성격을 약술하고

사랑을 테마로 한 노래들이 두 시기에 각기 전체 노래속에서 어떠한 위상
을 가졌는가를 언급한 다음 사랑을 테마로 한 노래들 중에서 매우 널리 알

려져 있는 것들， 그중에서도 서정적 화자가 남성인 경우를 몇 개 골라 비
교하여， 30년대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유포수단으로 가장 널리 쓰이던 노래

장르， 그중에서도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전쟁기간동안 겪은 변화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당시 노래장르 전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한
다. 노래는 원래 시와 곡이 함께 이루어져

있는 장르여서 시 텍스트만이

아니라 곡에 따라 반응도 무척 다를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노래시 텍스트

만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였다.

2.
노래는 스탈린시대에 가장 중요한 공식적 문학으로서 장려되었다. 도대
체가 스탈린 시대에는 문학이 사회적인 의사소통의 특수 기능을 담당하도
록 되었었다. 사회의 구성원은 무엇보다도 문학을 통하여 현실을 파악하고

진리를 포착하는 것을 배워야 했다. 문학은 사회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법
률보다도 과학적 인식보다도

* 고려대학교

역사적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기능을 가졌던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여기서 노래는 뻐CCOBIlJl

necHJI 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틀에게 불려지도록 만들

어진 노래로서 민요와 달리 직업적인 시인과 작곡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래로 보통
정의되던 노래를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스탈린시대의 산물로서 현재는 꺼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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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당시 문학정책의 목표는 삶의 모든 영역을 문학을 통하여 완전히

정치화하려는 것이었고 문학은 현존하는 사회질서
화하는데 종사해야했다. 이미 1920년대 후반부터

즉 스탈린체제를 정당
이러한 작업은 진행되었

고 이에 대한 강한 비판을 우리는 뿔라또노프가 자기 소설의 인물들을 형

상화하는 시선에서 읽을 수 있다. “국가의 거주자”의 서술적 화자나 “그라
도프 시”의 주인공은 이미 이러한 규범적 사고로 의식이 완전히 굳어버린
인물들인 것이다.

노래는 특히 이러한 문화정책의 목표에 알맞았다. 그것은 노래가 평이하
고 명확한 의미를 담을 수 있어 단일한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게 하는데
합했으며， 어휘적으로나 통사적으로， 또 형식적인 면에

적

있어서 그 구조가

매우 단순하여 대중 속으로 쉽게 파고 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노래를
하게 되면 텍스트의 내용에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텍스트의 내용

과 노래하는 사람 자신의 생각의 일치가 용이해지므로 주어진 텍스트의 내
용에 상응하는 정치적 행동을 유발시키는데 유리하였다. 게다가 노래는 언
제 어디서나 불려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완전한

정치화라는 문학정책의 목표에도 합당하였다 .2)
불가꼬프의 『거장과 마르가리따』에서 연극위원회 사무실 직원들이 집단
최변에 걸린 것처럼 합창하는 모습 스스로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수 없이

저절로 합창하게 되는 기괴스러운 모습은 바로 이러한 정책과 현상에 대한
신랄한 풍사로 여겨진다.
특히 스탈린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민요와 함께 노래가 장려된 것은 궁극
적으로 스탈린 체제가 의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산업사회 이전의 사회， 합

리성에 기초하지 않은 사회를 지향하였다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뿐만 아
니라 역설적이게도 노래는 사람들에게 혁명가나 데모노래를 연상시킴으로
하여 사회 전체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탈린체제
가 혁명의 합법적인 계승자라는 인상을 주는 효과도 가질 수 있었다 3)

2) 이러한 노래의 특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W. Hinderer: Versuch über den Begriff und
die 까leorie politischer Lyrik, in: Gesdúchte der politischen Lyrik in Deutscfúand,
hrsg. v. W.Hinderer, Stuttgart 1978, S.27f; }I. ry.!lo뻐H1<O B: (}t[epKH HCTOpHH pyccKOi1
JlHTepa τ:ypHOi1 neCHH 18-19BB. BopoHe:IC 1972, c.l 50ff; 11. 1Ie6e.l\HHC I<째 o N Il CCOBOlí
neCHe , B HIl JDlT epllTypHOM nOCTY , 1931 ,9, c.35.
3) Oska Negt: Marxismus als Legitimationswissenschaft. 2ur Genese der
stalinistischen Phi losophie, in: Kontroversen über dialektischen und mechanischen

1930년대와 전쟁기간의 사랑노래 비교

59

당시 사회적 의사소통수단이 노래를 유포하기에 매우 적당하였다는 사실

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노래들은 주로 라디오， 신문， 영화，
노래책，

잡지들을 통하여 유포되었었다 .4)

이러한 이유들로 하여 30년대 중반부터 민중성과 소련 민속의 강조와 함

께 노래는 당시 문학정책의 주요 관심사였다. 여러가지 경연대회， 또 좋은
노래의 작사자와 작곡가에 대한 시상， 합창단의 증가와 확충이 행정적으로

강력히 뒷받침되었으며 문학비평적 담론에서도 작사자나 노래에 대해 커다

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실제로 노래는 공식적으로 서
정시의 주도적인 장르가 되었다. 당시 여러 문학잡지의 비평이나 공고문을
통하여 주어진 주제는 국토방위， 사회주의 건설의 열정， 시민전쟁에 대한
회고， 스탈린 통치하의 새로운 사회의 현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조국과 그
건설자， 레닌과 스탈린의 지혜로운 사상， 스탈린 헌법， 붉은 군대 등이었다.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침이 발표되었었는데 그것은 대중속으로 쉽게
파고 들수 있도록 평이하고 이야기 구성이 있어야 하며， 짧고， 연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주제와 형식을 가진 노래들이 수B
없이 만들어졌는데 노래가사의 대표적 작가들은
lleB-KYMa\{) , 이사꼬프스끼

레베제프-꾸마치 (B. lI eõe

(M. I1caKoBcKHα) ， 골로드늬 (M. rOJlOllH뻐) , 돌마또프

스끼 (E. DOJIMaTOBCKHii) , 수르꼬프 (A. CYPKOB) 들이었다. 30년대 노래는 주제
별로 볼때 대개 여섯가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5)

첫째 그룹은

스탈린， 모스크바， 당， 군대를 테마로 한 것이고

둘째 그룹은 소련 사람들의 삶과 노동에 관한 것이며
셋째 그룹은 방위와 전쟁 체험，
넷째 그룹은 시민전쟁，

다섯째 그룹은사랑.
여섯째 그룹으로는 그 이외의 것들을 테마로 한 것들을 한데 묶을 수 있
다.

Materalismus, hrsg. V, Oeborin, Abram und Bucharin, Machail. Frankfurt am Main
1969, S.99f. 참조. 1935 년도 7-8월호 음악잡지 COBeTC l< lUI wy3μ1<4 에서 이에 대한 예를
볼수 있다.

4) 당시 음악잡지나 신문을 보면 잘 알수 있다. 예를 들어 위의 잡지， 115-121 쪽에서도
이에 대한 예를 볼수 있다.

5)

이러한 분륙는 전챙기간의 노래의 분류와 마찬가지로 당시 유포되어 있는 노래들을 노
래책이나 신문， 잡지에서 수집하여 분류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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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룹부터 네째 그룹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요약할 수 였다:

- 우리 소련 사람들은 레닌이 기초하고 시민전쟁을 통하여 쟁취했으며
스탈린이 이끄는 아름다운 조국 소련에서 행복하게 살고 일한다네.

- 우리는 적이 우리를 공격하면 이러한 조국을 위하여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싸워 이기겠네.

이러한 도식은 소련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 선택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련 사회를 영웅적

이상적 사회로 묘사하고 이로써 소련 사람들이 소련

현실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유도하는데 지침이 되었다. 말하자면 개개인에

게 확신과 행위의 동기화의 정언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도식은 모든 사람에게 향해져 사회구성원들 속으로 파고들어 사람들
은 스스로 자기 의견을 가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함께 살아가며 사회에 공헌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럼으로
써 개개인이|게

있어 사회통합으로의 정향이 용이하게 되었고 때로는 이를

통하여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사회의 모든 그룹의 의
사소통을 쉽게 하며 사회 전체의 연대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6) 소련지

도부는 소련 사람들의 행위에 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위와 같은 문학
적 모텔을 창조하고 적극적으로 유포시키려고 하였다. 당시 노래의 언어에

문학적인 성격과 저널리즘적인 성격이 멜 수 없이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텍스트는 완전히 당이 원하는 사회적 규범을 따르고
있었고 실제로 노래의 언어는 당시 사회주의

건설과 ‘소련 애국주의’라는

정통성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는 정치적 언어이기도 했다.
사량을 테마로 하는 노래들은 위의 노래들과 조금 성격을 달리했다. 그

러나 사량을 테마로 하는 노래들도 사랑이 독자적인 것으로서 다루어지기
보다는 애국적 의무나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찬 주인공의 성격의 부차적
인 특정으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랑은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소련

인의 행복한 삶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했고 종종 소련의 삶의 닥관주의와
연결되어

6)

이러한

익었다.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무와 사랑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도 드러나지

P. Berger: Díe

Wírklíchkeít. Frankfurt am Main 1969,

gesellsch함líche

Konstruktíon der

llOf.에 잘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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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사랑의 상실을 노래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사량은 폭발적이거나 삶
을 변혁시키는 커다란 힘， 그에 동반하는 환희와 고통과는 거리가 멀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과 자신에게 충실할 계기를 주는 실존적인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었다. 사랑은 말하자면 면안한 자기만족이나 기껏해야 에로

틱한 것이었다. 이로써 이 그룹의 노래들은 위 도식의 사고모형에 모순되
기보다는 위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적인 차

원의 감정을 노래하는 정도였다.

3.
그러나 전쟁과 함께 노래는 성격을 달리했다. 노래는 전쟁동안 진정한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 되었다. 노래는 창작의 측면이나 수용의 측면에서
볼 때 전쟁문학 및 전쟁시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전쟁이전과 달리
사람들은 정말 노래를 사랑했다. 노래는 전선에서 가장 소중한， 어디나 따
라다니는 병사들의 동반자였다. 노래 없이는 나라 전체에서 승리에 꼭 필

요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말할만큼 사람들은 노래를 즐겨

불렀다. 전선에서 노래는 그야말로 굉장한 인기를 누렸으며 시인들과 작곡
가들은 열심히 노래를 만들었다. 그중에는 병사들의 주문에 의한 것들도
많았다. 레닌그라드 봉쇄당시 방공호에서， 배갑판에서， 병원에서， 전투 기지

에서， 전선의 참호안에서， 적에게 빼앗긴 지역에서， 빨치산 군대에서 노래
가 불려졌다.7) 이러한 현상은 매우 놀라운데 그 이유는 전쟁기간 동안 전
선에 노래가 유포될 수 있는 수단인 라디오도 별로 없었고， 노래책의 출판

도 제한되었으며 음반이나 영화제작도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

의 원인으로서 이 기간에 시문학 전체가 발달하게 된 일반적인 원인과 함
께 노래 장르에만 해당되는 특수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우선 시문
학전체가 강화된 요인으로， 전쟁이라는 실제로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극한
상황에서 인간은 오히려 슬픔과 공포와 고독을 절실하게 느끼고 이를 솔직
하게 표현쉰케 되었으며 조국과 조국의 문화가 절멸의 위기에 봉착하여 그

이전에 체제를 증오하고 내적 이민의 상태에 있던 시인들도 모두 조국에
대한 애정을 노래하게 된 상황을 들 수 있다. 특히 시장르가 발달한 것은
이 장르가 체험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객관화의 거리가 필요한 소설에 비해

7)

당시 문학잡지들 어디서나 이러한 기사 및 보고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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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감정을 순간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또한 1934년 이후에도 항상
소련의 시단은 19세기적 전통 뿐만 아니라 마야꼬프스끼적인 전통을 이어

와 정부의 규제가 약화되면 시문학이 명실공히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마
련하고 있었다.
노래가 발달한 특수원인을 꼽자면:
첫째， 전쟁기간동안 노래는 병사들의 감정표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
다. 유약한 남성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또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전장에서 병사는 종종 원래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숨기고 유머러스하고 영
웅적인 노래를 부르는 경향이 있었다. 즉 자신의 두려움을 잊고 자신의 행

위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래를 하였다. 또 정반대로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노래를 통해 표현하기도 했다. 이는 전쟁이라는 무거운 중압감의
실존적인 상황속에서 솔직하게 자기를 느낄 수 있는 통로이기도 했다.
둘째， 노래는 30년대부터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지로 인하여 상당

히 대중속으로 파고 들어 있었다. 특히 전쟁기간에 라디오와 같은 전달수
단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노래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도 하

여 정치적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은 물론 수용과 창작의 관계가 마치 민
요의 그것과 비슷하게 되었다. 민요처럼 발생과 유포의 관계가 종적인 전
달관계가 아니라 횡적인 전달관계를 나타내었던 것이다.

셋째， 전쟁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래는 정부가 지지하는 장르이기도 하였
다. 전쟁기간 동안 노래는 병사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 헛되이 죽지 않

음， 전투의 영웅성과 정의 등의 생각을 불어넣는 기능을 부여받았다. 전쟁
이 발발하자 곧 합창단들이

전선으로 가서 기존의 노래나 새로 만들어진

노래를 불렀다. 전쟁이 터진 이후 며칠 동안 100여 곡이 작독되었고 3주
이내에 모스크바에서만 200콕 이상이 새로 만들어졌으며， 1943년까지 수천
곡이 만들어졌고 3,720 개의 예술부대가， 45， 000명의 예술인들이 전선에 나
와 있었다.8) 또 이러한 수많은 합창단의 공연이 전쟁이전과는 달리 대중들
에게

진정으로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공식적

이데올로기와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이 근접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위와 같은 상황은 노래를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좀더 좋은 텍스
트，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진실한 작품을 쓰게 하였다. 좋은 작품

의 진정한 인기는 거꾸로 정부를 당황하게 하는 적도 종종 있었다.

8)

H. Ky3 빠꿔 eB: :KaHpH pyccKoi1 1IHTep l1. TypH BoeHHblX

,

J1eT

M.l ~2， c .l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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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하여 전쟁기간에는 테마적인 측면에서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매우 다
양하고 질적으로도 우수한 감동적인 노래들이 많이 나타났다. 공식적인 입

장에서 씌어지고 추상적인 어휘들을 구사하는 찬가나 전투적인 노래들도
있었으나 전장의 일상에 관한 사실적인 노래들이나 친밀한 사랑의 감정을
다루는 노래들이 많이 만들어져 유행하였다. 전쟁노래는 주제별로 여닮 가
지 그룹으로 대별할 수 었다.

1) 국가， 조국， 군대， 모스크바

2)

영웅적인 도시， 고향도시

3) 투쟁적， 선동적 군가
4) 영웅， 정웅적 투쟁
5) 전장의 일상
6) 사랑
7) 승리， 귀향
8) 기타
연대별로 보면 전쟁 초기에는 선동적인 군가나 출정의 이별가가 많이 만

들어졌고 1941-1942년 겨울에는 전선의 일상과 사랑을 테마로 한 노래들，
특히 전쟁이전의 노래와 확연히 구별되는 이러한 테마를 가진 대부분의 노

래들이 이때 만들어졌다. 1943년부터는 다시 영웅적인 노래나 유머러스한
노래들， 승리의 확신에 대한 노래나 찬가들이 만들어졌다. 전쟁노래 전체를

살펴보면 좀더 강화된 감정， 벨랑꼴리， 심지어 비관주의까지 나타난다. 문
체적인 측면에서도 대상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세부묘사， 친밀한 감정적인
어휘들을 만날 수 있다.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강화

된 증거인데 이는 문학정책이 전쟁상황에 처한 개개인의 내변의 요구에 부
응해야 하는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때 사이
비 민속이 아닌 진정한 민요적 요소가 많이 나타나며 민요의 주 특정인 풍
자적 해학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주요 작사가로는

이사꼬프스끼， 돌마또프스끼， 수르꼬프， 추르낀 (A. 4YPKHH) 등을 꼽을수 있

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는 전쟁이전에 활동했던 시인틀이 이전과
전혀 성격이 다른 노래를 짓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기간 동안에는 양적으로 훨씬 많은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사랑 노래들이 많이
사랑의 테마가 주관적이며

만들어졌다.

친밀하여 사회주의 리열리즘의 원칙에 따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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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배척받던 30년대와는 달리

전쟁기간에는

사랑을 테마로 한 시들이 발달하였고 또 허용되었던 것이다. 물론 계속 친

밀성이

결여된 노래들이

만들어지긴 했으나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규범적

사고모형에서 벗어나는 노래들이 매우 많았다. 이런 노래들에는 절망과， 고
통과 불안이 토로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어조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강하게 물들어 있으며 그들을 갈라놓는 전쟁이라는 상황은 증
오되었다. 전쟁이라는 잔혹한 현실과 사랑하는 심정의 거려감， 그것에서 유
래하는 고꽁이 토로되었는데 이는 특히 전선의 병사가 서정적 화자인 경우

에 많았다. 전쟁기간에 사회주의 리열리즘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난 이러한

노래들이 특히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주목할 가치가 있는 현상이다.

4. 노래시 비교
이제 사랑을 테마로 한 노래들 중에서 서정적 화자가 남성인 것들 중 30

년대에 널리 알려진 것 네 편， 전쟁기간에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은 것
네 편， 모두 여닮 편을 소개하여 이 노래시들에서 사랑의 테마가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이러한 노래들이 서로 어떻게 상이한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30년대의 노래 네 편， 이어서 전쟁기간의 노래 네 편을 차례로
소개하겠다.9)

1) 레베제프-꾸마치 :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B.

}]er~lleB-KyMa 'l: KaK xopomo

Ka l<

Ha CBeTe lI<HTb!

XOpO mH X,

뻐oro ~eByme l<

Ka l< 뻐oro .na CJ<OB bIX 뻐ëH!
Ho

nHm b O~O

YHOC~

H3

바
H‘HX TpeBO
여:l<H T

nO l< oR H COH ,

Kor ~a BJ1I0 6J1ëH.

RID60Bb
Kor~a

9)

He'l a~HHO Harp~HeT ，

eë COBCeW He

~ëmb ，

이 노래들의 출처와 각종 노래책 속의 수록 여부 및 그 문학비평적 수용에 대해서는
졸저 COH 4e: HCCJle~OBaHH~ COBeTC I<O꺼 nec뻐， CeyJl, 1992를 참조하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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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qep Cp43y CT4HeT

k4~

YllH BHTe Jlb HO XOpO I1,
H ThI nOël1 b:
- Cepnue , Te6e He XOqeTCR nOkOR!
Cepnue , k4k XOp0 l1 0 H4 CBeTe

엄ITb!

Cep,lll.‘cl , k4k XOp0I10 , qTO ThI T4kOe!
CnocH6o , cepnue , qTO Tμ ywee l1 b Ta k

2)

JI0 6H Tb!lO l

돌마또프스끼 : 미소 E , lloJIMaToBcK째: YJ뻐 6Ka
MhI B.ztB OëN poC .IIH,
MhI C To60ß npol1.IIH,
MhI B.ztB OëN npO I1.llH

Bce nyTH ,
ThI He XwypbCR
Moß

B~yr ，

JI0 6‘lNhIß ~yr ，

Moß XOpO I1 HH

~yr ，

He rpyCTH ,
Yl뻐6뻐Cb，

346Y.llb,

“

Ec .IIH B që -HH6y.llb,
Ec .IIH B qëN-HH6y.llb
BHHO Il!1 T,
no6e빼N

nO poce ,

H o6 H.!1h1 BCe ,
H neq4.IIH BCe
YJleTRT
Yl뻐하IY J1 4C b

P4CUBe .IIH

ThI

-

UBeTμ，

10) 얼마나 아름다운 처녀들이 많은지/ 얼마나 사랑스런 이름들이 많은지!/ 그러나 사랑

을 하게 되멘 단 하나의 이름만이 나를 설레게 하여/ 평안도 잠도 빼앗아가네ν 사랑

은 전혀 예기치 않았을 때/ 우연히 다가들어/ 매일 저녁이 당장/ 믿지 못할 만큼 좋아
지고/ 너는 노래하리 :ν -심장이여， 너는 고요를 원치 않는구나!/ 심장이여， 세상에 사

는 것은 얼마나 좋으냐!/ 심장이여， 네가 그렇다는 것은 얼마나 좋으냐!/ 심장이여， 고
맙다， 너는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으니! (1 9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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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1I>I 6HYlIac b

ThI,

KaK TOr‘,1la ...
Oyrb Halll '1I! CT I! npnl

,

He paCCTaTbC .5! HaN,
He paCCTaTbC .5! HaN
HI!KOr ,1l a.

PaC I.lBella CTpaHa ,
H Kpyro

“

BeCHa ,

H KpyroN BeCHa
ml!pOU;
H ,1lp y3 b .5! nOëT ,

H

lI er l< O

nJThIB yT ,

Ha,1l To6oA n.11I>I ByT
0611aKa .1J)

첫번째 노래 <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

는 자신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 노래 <미소>는 연인에게 변치 않는 사랑
에 대해 맹세하는 것이다. 두 편 모두에서 서정적 화자는 사랑을 삶에 대

한 찬양 및 노래와 연결한다. 사랑은 서정적 화자에게 있어서 기쁨의 원천
이고 삶의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이다.<세상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에서는 사랑에 빠진 청년인 서정적 화자가 자신이 사랑 때문에 설레이지만
심장이 살아 있고 사랑할 수 있어서 살아있는 것을 고마와 한다. 삶에 대

한 밝은 긍정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미소>의 경우에도 사랑과 낙관주의가 연결되어

있는데 서정적 화자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녀가 화내지 말고 미소짓기를 바라며 그녀의 미소로

온 세상이 다 꽃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병행하여
나라 전체가 봄처럼 피어나고 모두가 즐겁게 노래한다는 발언이다.

11) 우리는 둘이 자라/ 그대와 나/ 우리는 둘이서/ 모든 길을 지나왔어./ 갑자기 찌푸리지

말아/ 내 사랑하는 사람아/ 내 좋은 사람아/ 슬퍼말아.ν 미소지어， 잊어줘/ 내가/ 무

슨 잘못을 했거든/ 혹 무슨 잘못을 했거든./ 이슬내린 풀길따라 달리멘 모든 모욕이/
모든 슬픔이/ 사라질거야.// 그대가 미소지으면/ 꽃들이 피어녔었지，/ 그때처럼 그대/
미소지었지 .../ 우리의 길은 깨끗하고 곧바르지/ 우리는 헤어지지 않아/ 우리는 헤어지

지 않으리，/ 영원히ν 나라가 꽃피고/ 온통 봄이네/ 온통 봄이/ 널리 퍼졌네;/ 친구들
이 노래화고/ 그러고 가벼이 흘러가네/ 그대 머리 위를 흘러가네/ 구름이. (19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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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노래만을 보면 젊은이들의 티없이 밝고 맑은 희망찬 쾌활한 마음
만을 노래깐 듯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가 위에서

말했듯이 공식적

이데올로기의 도식적인 사고의 틀안에서 기능하도록 고안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는 없다. 당시 가장 널리 퍼져

있었던 레베제프-꾸마치의

수많은 노래들의 부자연스럽게 급조된 낙관주의를 생각하면 이러한 순진한
사랑노래들도 삶 전체를 온전히 파악하지 않게 하려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까지 여겨진다. 말하자면 매일 매일이 희망차고， 사랑하는 마음도

티없이 밝기만 하고， 모두들 희망에 부풀어 삶에 대한 아무런 고뇌없이 순

진한 어린애처럼 살아가는 인간들만 소련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또
이러한 인간상만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3)

추르낀: 내 갈색 말
Molí

A, 4ypKliH: MOH KOHb 6ynaH뼈

J< OHb 6yJla뻐때，

C)(a t lH c J<ope때 nO JlllH olí ,
Ka3aq J< a

*ß ëT ,

MO JlOßa~

OJ< HO JT J< pblTO ,
CHJl bHelí yßapb J< or메TOI‘:
Ka3aq J< a HaC BCTpeTHT y BOpoT ,

KOH~

TpOn OlO

CBe ßY ~

마MHCT bIM

4T06

BOßOnO lO,

J<

CeHOM

Ha J< Opω110 ，

J< OHb ]뼈삐뻐:lí

CπYtCHJI HeyTo빠삐。

B pa 6tlT e , B noxoße H B 6010 ,

BolíHa
BeCb

Harp~HeT

J< palí

H oT06b강T

-

CTeHOIO BCTaHeT
JII0 60lí

yßap ,

51 B Henoro ßY
Oolí ßY B orOHb H B BOßY,
TOBapH~， Beßb ~ e~ë He cTap ,

YC bI no6pe lO

-

COBceM nOMOJlOß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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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빠뼈뼈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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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IlY60N

TpRXHY R qëpH bIN qy60N
Ka3aqb~ ca 6nm HaTOqy

3a Hamy .110110

,

,

,

3a CqaCTbe H 3a B0 1lO
nOtl 3HaNeHeN COBeTOB nOCkaqy.

A

60~ 3akO~HN -

C BO~O~ HaBek nOkO~HN，
nonb강TCR neCHR no XO nNaN,

H R t10nHHO~
Ckaq)

k CBOe~ 1I0 6HNO때，

MIOI etleN ,

Nμ etleN no

t10NaN.

l\aëmb .110 t10wy ,
l\ a .110 potIHoro l\oHY rpyCTHT ka3aqKa y BOpOT.

51

NOnO~

l\ a 3BOHKO

pac~e~。

B 30B~ BHmHëB뼈 뻐n없 poT .l 2l

12) 내 갈색 말아，/ 더빨리 들판따라 내달아라/ 젊은 까자끄 여인이 기다리니/ 창문을 열
어놓고/ 말발굽 더 세게 구르고/ 까자끄 여인이 문에 나와 우리를 맞을테니 j 일하고

행군하고 전투하는데/ 사랑하는 말이/ 지치지 않고 달리라고/ 숲길따라 말을 몰아/ 물

가로 데려가서/ 향그러운 풀을 먹이리.!/ 전쟁이 다가오면/ 온 나라가 방벽으로 일어
서/ 어떤 공격이라도 막아내리.! 난 꽃은 날에도/ 불속으로 물속으로 뛰어들리/ 동지
여， 나 아직 늙지 않았네 .ν 수염을 자르고/ 완전히 젊어져서/ 전쟁의 함성을 울리리 :j
“에헤이， 말을 따라/ 동지여， 적들을 몰아내자/ 자유와 조국을 위해 - 전투로 나가
자 1"ν 낡우 오막살이 뒤에서/ 검은 머리를 흔들며/ 나 까자끄 칼을 갈아/ 우리의 운

명과/ 행복과 자유를 위하여/ 소련의 깃발 아래 달려가리 .ν 전투를 마치고/ 전쟁을
영원히 끝내면/ 언덕마다 노래가 흘러 넘치리/ 그러면 나 골짜기 따라/ 내 애인에게

달려가리/ 우리는 모두 각자 집으로 집으로 j/ 집에 닿으면/ 고향의 돈강에 이르면/
까자끄 여인이 문가에서 슬퍼하고 있으리 J 나 젊은 처녀에게/ 유혹하는 앵두빛 사랑

스런 입술에/ 소리내어 입맞추리 .093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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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리즈즈끼: 푸른 솔

.51. raJlHUK때 CHHHH n Jl aTOqeK

C뻐 eHbK IDl CKpOIffi뼈 nJI11TO 'l eK

fi llJlll.ß

ony뼈HHbIX nJIe 'l.

Ty rOBOpH .ß ll

'1 TO

He 3116ynemb

RllCKOB bIX, pllnOCTH bIX BCTpe'l.
nOp。꺼 HO'lHO잉

MIOI

pllynpo ll(ιIHCb

C T060lí ...

HeT 6o.ß뻐 e HO 'l eKl
fne TY , n .ßll TO'l eK ,
싸U뼈， :((e.ßllHHYH , po뻐olí?

n。‘뻐10，

KllK B

nllNJIT뻐ií

Be 'l ep

fi llJlll .ß n .ßll TO'l eK TBOií C

nJI e 'l.

KllK npOBO:((ll.ßll H 06e ll(ll.ß ll
C뻐Hlí

n .ßllTO'l eK C6epe'l b.
뻐oií

H nycTb CO
HeT cerO nH.sI
3HlllO, C

J빼6Hwolí，

.ßI0 60BblO

TY K

po nH oií ,
H31‘O.ßOBbl。

ro .ny 60때.

np.sl'l emb n .ß llTO 'l eK

fiHCbWll TBOH nO .ny'lIl.sl,
CJ빼Y .SI

ro .ßoc

빼 BO꺼.

H we *AY CTpo 'l eK CHHHH
CHOBll BCTllëT npenO
H

'1 11CTO

B

nJI11TO 'l eK

Iffi olí.

60꺼

npoBO:((lleT weH .sI 0 6.nHK TBOlí ,
4YSCTBYIO , p .sl noW C
TY nOCTO.sl HHO CO

.ßI0 6.s11뻐w

B3r.ß.sInOW

뻐0때.

CkO .ß bKO 311BeTHhIX n .ßllTO 'l KOB
HOCHW B mHHe .ß.sIX C c060ií!
He:tCHye pe 'lH neBH'IbH n .ß e 'l H
nO뻐뻐

B CTpllne

6o eBolí.

311 HHX , pO nHbIX,
:Ke.ßll뻐bIX， .ß106HNYX

TllKHX ,

CTpo 'IH T ny .ßeWëT 'I HK 311

CH바뻐 nJI11 TO 'l eK

4TO 뻐.ß Hll n .ß e 'lIl X nOpOrHX!13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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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노래 두 편은 서정적 화자가 병사로서 애인으로부터 멸리 떨어져 그
녀를 그리워하는 노래이다. 사랑의

감정은 고향에

대한 사랑이나 에로스

(육적인 애정)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있다. 그는 애인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
녀가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상상하고 그녀가 그에게 정절을 지키며

기다릴

것을 확신하며 곧 만나리라고 다짐하기도 한다.<내 갈색 말>에서는 애인

에 대한 그리움이 표현되기는 했지만 주요 내용은 오히려 용감하고 성실한
기마병으로서의 자세와 철저한 전쟁에 대한 준비태세， 또 승리에 대한 확
선이다. 여인의 모습은 전혀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았고 그녀와 떨어져
있는 괴로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마지막 부분 “앵두빛 입술에 소리내

어 입맞추리”에 와서

애인에 대한 감정이 어쩌면 에로틱한 것에 국한된다

는 생각마서 들게 한다.<푸른 숍>에서도 에로틱한 암시가 매우 강하다.
서정적 화자인 병사는 출정하기 전날 애인과의 마지막 만남을 회상한다.
그녀에 대한 기억으로 이제 전쟁에서 용감히 싸우는 힘을 얻는 병사의 심

정이 잘 드러나 있다. 어휘는 매우 친밀한 애정행위를 암시한다. 아마도 강
한 포옹때문에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는 숍

이를 침대에서 베갯머리에

두고 가까이 하는 애인의 행동 등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마지막 두 연에

이르러 서정적 화자가 복수로 되면서 사랑이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것이 아
니라 집단적이고 공리적으로 여겨지는 느낌이 들게 된다. 이는 병사들에게

출정하기 전 사랑의 행위와 기다리겠다는 약속의 기억을 남기겠다는 생각

을， 처녀들에게는 이에 상응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지침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부자연스러운 일이라고나 할까. 그런데

이

노래가 전쟁기간 매우 즐겨 불려졌다는 사실이 이상한 만큼 전쟁이라는 상

13)

푸른 수수한 숍이/ 처진 어깨에서 미끄러졌네/ 그대는 말했네， 사랑의 기쁜 만남들을/

잊지 않상노라고J 그 밤에 난 그대와 작별했네 .J 더 이상 우리의 밤들은 없을 것이었
네/ 그대， 숍/ 사랑스러운， 그리운， 나의 분신，/ 그 숍은 어디에 있소?// 잊지 못할 그

밤에/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린 푸른 숍/ 나를 배웅하며 푸른 숍을/ 간직하겠다고 했
었지.! 오늘 나와 함께 그대， 내 분신은 없지만/ 나 아네， 그대가 베개 밑에/ 푸른 숍을

감추는 걸‘// 그대의 편지들을 받고/ 나 그대의 목소리 생생히 듣네/ 편지의 행간에
푸른 숍이/ 다시 내 눈앞에 살아나네 J 그대의 모습은 자주/ 전투에서 나를 따라다녔
네/ 내 곁에 사랑하는 시선으로/ 항상 그대가 함께 하는 것 같았네 .ν 우리는 얼마나
많은 비밀의 숍들을/ 외투 밑에 간직하고 있는가?/ 사랑스런 말， 처녀의 어깨를/ 전투

의 고통 속에서 기억하네.! 우리의 분신， 그리운，/ 사랑하는 그네들을 위해，/ 소중한 어
깨 위에 놓여 있던/ 푸른 숍을 위해 기관총을 쓴다네. (1 939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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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이 인간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른다.

5) 아가또프: 깜깜한 밤
Të뻐llJI

HO 'l b , TO .llbI< O nyJIH CBHCT .sI T no CTe nH,

B

Të뻐YIO

H

Y lIeTC I< OH

B npoBO lI aX , TyC I<J10 3 Bë3 뻐 Nepl1a lO T.

ry뻐T

TO Jl b I< O BeTep

JJ0 6HNa .sl, 3H뻐

HO 'l b , TI>I

I< poBaT I< H

KaK

j(

JlID 6JIID rny6따Iy

Ka I<

.SI

XO 'l y

TëNH뼈

“

B. Ar aT OB: Të뻐 a.ll HO 'l b

I<

TaHI< ON

TBOHX

Tμ

He CnHmb ,
c Jl e3y YTHpaellb.

J1aC I< OBμx

r Jl a3 ,

HHN npR<<aTC .sI Ce H'l aC ry6aNH!

HO 'l b pa3 1Ie Jlj( eT ,

Tpe60빼 a.sl， 'l ëpHa .sl

JlID 6HNa .sl,

HaC ,

CTenb npo Jl er J1 a Ne:lCtlY 뻐뻐.

BeplO B Te5.s1 B 1I0por YlO nonpyry 101010 ,
3Ta Bepa OT nyJIH
PanOCTHO NHe ,
3HalO,

.SI

BCTpeT때 b

“e

H.sl T흩뻐。10

C

JJ0 60BblO

CwepTb He cTpamHa , C
BOT H CeH'l aC Ha lIO
TI>I NeH .sI

~ëmb

HO 'lblO

Xp뻐 HJla ...

CnO I< oeH B CNepTe JlbHON 6010 ,

He잉

뻐010

NeH.sI,

'l TO

He pa3

MI>I

OHa

6 co

뻐O꺼

HH

띠앤뻐10Cb.

BCTpe'l aJIHCb B CTenH.

I< pyx<H TC .sI.

H y lIeTC I<OH KpOBaT I< H He Cn Hm b ,

H n03Towy 3HalO CO 뻐OH HH 'l erO He Cny'l HTC .sI !1 4}

이 시에서 서정적 화자인 전선의 병사의 어조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고통스러운 그리움으로 배어

있다. 사랑하는 여인의 두 눈에 지금 입맞추

고 싶다는 서정적 화자의 바램은 강열하고 정열적인 인상을 주나 전쟁이라

14) 깜깜한 밤， 들판엔 총알들만이 획획거리고/ 바람만이 전선줄에 서걱이고， 별들은 회미
하게 깜빡이오./ 깜깜한 밤에， 사랑하는 당신은 잠 못 이루고/ 아이의 머리맡에 몰래

눈물 훔치고 있겠지 .ν 나 얼마나 당신의 사랑스러운 깊숙한 눈길을 사랑했는지?/ 나
얼마나 그 두 눈에 지금 입맞추고 싶은지!/ 깜깜한 밤이 우리를 갈라놓는구려， 내 여

인아.1 불안하고 검은 틀판이 우리들 사이에 놓여 있구려 ν 내 소중한 연인아， 나 당
신을 믿소./ 이 믿음이 깜깜한 밤에 총알로부터 나를 지켜주었소 .../ 내 마음 기쁘고，

나 죽음의 전장에서 마읍 면하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신이 나를 사랑으로 맞
을 것을 알기에 .ν 죽음은 무섭지 않소， 여러 번 들판에서 죽음을 만났었쇠 지금도 죽
음이 내 머리 위에 떠돌고 있소./ 당신은 날 기다리며 아이의 머리맡에서 잠 못 이루
오/ 그래서 나 알아요: 내게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걸! (19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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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에

대비되어 몹시

그려졌다. 전선에

비극적으로 느껴진다. 전선은 매우 사실적으로

대한 묘사는 소련

병사들의

영웅적

행위를 보여주려는

것과는 거리가 멸게 전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절망한 주인공이 도대체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 그의 사랑하는 여언을 볼 수 있을지 에 대해 절망적으

로 생각하는 배경으로 기능한다. 중심단어인 <깜깜한 밤>이 서정적 진술
이 진행됨에 따라 의미적으로 발전하고 복잡해지는 양상을 살펴보면: 첫번

째 연에서 <깜깜한 밤>은 서정적 화자가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는 시간
을 말하지만， 두번째 연에서는 <깜깜한 밤>이 사랑하는 여인을 갈라놓는
상황을 지칭하고， 세번째 연에서는 이 말이 서정적 주인공이 어쩔수 없이
죽음의 위험에 드러나 있는 전쟁이라는 상황과 동일시 되었다. 이로서 전
쟁은 서정적 주인공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는 비극과 절망

의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서정적 화자는 그녀를 그리워하며 그녀가
그를 기다리고 그가 어떤 상태로 돌아가든지 맞아줄 것을 희망한다. 그는
그녀에

대한 믿음만이 그를 죽음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미신처럼

믿는다.

믿으려는 의지만이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의 유일한 지지자이다. 그의 절망

이 강한 만큼 여인에 대한 그의 그리움도 절절하다. 전쟁은 그에게서 연인
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기쁨을 앗아갔고 그는 이제 살아돌아갈 확신도 없으
며

건강하게 살아돌아갈 자신은 더더욱 없다. 죽음 한가운데서 그녀가 자

기를 기다려 줄 것을 희망하는 방법밖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전쟁은 그에게 있어서 연인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

또 죽음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과 동일한 깜깜한 절망의 상황이다. 이는
당시 매우 유명한 시 <나를 기다려주오>(이 시도 물론 노래로도 유명하지
만) 처럼 전쟁이 신성한 의무이고

애국심의 발로이고 영웅적 행위의 실현

장이며 전장의 죽음은 영광되다는 것을 부르짖는 시들과는 매우 성격을 달

리한다. 이 노래가 널리 불려졌으나 노래가 태동한 당시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1명자들로 부터 대부분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
가 공식적인 문화방향으로 볼 때 매우 당혹스러운 성격의 것이었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6)

수르꼬프; 참호 속에서 A. CYPKOB: B 3eMJUl HKe
nbeTC~

Ha

B

TeCHO~

nOJleHb~X

neqypKe OrOHb ,

CNO Jl a , KaK CJle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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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eT 빠le B 3e MJIJl HI< e r ll. p OHb
npo y1lY 61< y TBOIO ß r Jlll 311..
nφ

Te6 J1

뻐e

menT II.JIß

B 6enocHe *HLIX nO nJI X
51

X애y ， '1 T06μ

l< yCTLI
no~ MoC I< BO때.

c nLlm anll. TLI ,

KII.I< Toc l<yeT NOH ronoc
TLI CeH 'III. C
Me:lC.llY

~lI.ne I< O-~ane I<O ，

뻐MH

llo Te6J1

짜’ BOH.

CHer ll. ß CHer ll..

뻐 e ~O때Tß

“

A ~O C epTß -

He ner l< O,

'1 eT L!pe

mll. r ll..

nOH , r ll.pNOHß I<II., BbIO re HII. 3nO ,
311.nnyTII. Bmee C'III. CTbe 30BM.

MHe B

XOnO~OH

3eMJIJl HI< e TennO

OT Noe때 Her ll. C ‘INO때 nro6Bß.15l

7.

구세프: 노래를 하면 B. fyceB: Korlla neCHIO nOëmb
CO~II.Ty

HII.

~pOHTe

TJI*eno 6e3 nro6MNOH.

TLI m"'lH NHe nO'lIl.m.e , nHm ß , He TpeBO*b.
llLInll.삐 r nO* lI.pLl B CTe nH He~NO때，
Ho CT II. HOBHTCJI ner "l e , I< Or l\a neCHIO nOë Dl b.

AneH II., An eH II., ~opor ll.J1 no~pyr ll.，

“

llane l< o OT eHJI T퍼- ß B ro~ He .lIOH~ëmb.
npeC I< BepH II.J1 mTy l<1I. ne 'lll.nb ~II. pll. 3nyl<lI.,
Ho CT II. HOBßTCJI ner'le ,

1<0r~1I. necl뻐

noëmb.

51 3H II.IO, AneH II., TLI NeHJI He 31I. 6L1nll. ,

15) 조그만 난로 속에 장작불이 톡톡거리고/ 나무결에 맺힌 송진은 영긴 눈물같소/ 참호
속에 병사의 아코디온은/ 당신의 미소와 눈에 대해 노래하고.ν 모스크바 근교 흰눈덮
힌 벌판 전쟁터의/ 가지들도 당신에 대해 속삭였었소/ 나 당신이 당선을 그리워하는/

내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바라오ν 당신은 지금 멀리도 멀리도 있구려/ 우리 사이엔

눈， 눈， 끝없는 눈/ 당신에게 이르는 길은 험난하지만/ 죽음은 바로 네 발자욱 가까이
에 있다오.// 아코디온아， 노래해다오， 이 눈바람 거슬러/ 길잃은 행복을 불러다오/ 이
차가운 참호속이 훈훈하네/ 내 꺼질줄 모르는 사랑으로 하여. (1 94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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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3HaKONOH Ka nH TKH

no-npe빼 ewy :t<.ll ëllb.

o hIT b NO t<eT , He CKOpo BePHYCb JI K
Ho C1 ..LHOBHTCJI

.1Ier 'l e

,

‘INOH,

JI0 6

Korlla neC HlO noëllb ,l6)

위 노래시 두 편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는 서정적 화자의

고통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는 멀리 전선에서 연인에 대한 뜨거
운 사량을 고백하며 그녀가 그의 사랑을 알아줄 것을 희망한다. 전쟁상황
은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참호 속에서>에는 눈이

끝없이

덮여있고 눈보라치는 전선， 차가운 참호 속에서 조그만 난로를 피우며 아
코디온을 켜며 죽음을 잠시 피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눈앞에 그릴듯이 사실
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시에서는 전쟁이 비록 증오되지는 않았지만 눈

보라로 상징되어

있고 행복을 길앓게 한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참호속

의 송진은 바로 엉겨붙은 눈물같기만 하고 죽음은 바로 가까이에 항상 도
사리고 있는 전선의 고통스러운 생활이 은폐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
선의 삶의 의미를 아내가 기다려 주리라는 희망에서 찾지 않는다. 그는 자

기 자신의 사랑의 감정에 충실함으로써 고통을 극복하려 한다. 그녀에 대

한 기억만이 유일한 위안이다.
이 노래는 병사들에게 너무 진솔하고 용감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이 시
의 변이형들을 살펴보면 승리에
수 있다. 특히

대한 확신이나 의무감이 가미된 것을 볼

“길잃은 행복”이라는 구절은 명론에서도 문제가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청자들에게도 너무 비관적으로 여겨졌던 것 같다. 이 시에 대한
한 익명의 답변의 시에는
Tw HanpaCHO TocKyellb , pOllH OH
3an .JJY TaBllee C'l aCTbe 30BH!
oeH CNe.1l ee Bpara nOll Mo CKBOH ,
CBoë C'l aCTbe B 6010 c6epe t<ëllb. l7)

16) 전선에 있는 병사에게는 얘인 없인 어려워요J 그러니 내게 더 자주 펀지 써줘요， 써줘
요， 불안하게 하지 말아요/ 황폐한 초원에 여기 저기 온통 불바다여도/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jj 알레나， 알레나， 소중한 연인아/ 당신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소， 일년 안엔

못만날만큼/ 슬픔과 이별이 지긋지긋하게 싫다해도/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존 나아져요.ν 나 알아요， 알레나， 당신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걸/ 그 울타리

밑에서 예전처럼 기다린다는 걸/ 나 사랑하는 당신에게 혹 쉬 돌아갈 수 없다해도/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1없3년)

1930년대와 전쟁기간의 사랑노래 비교

75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는 평론가들로부터 매우 유행한 노
래로 언급되었으나 아가또프의 <깜깜한 밤>처럼 비판받지는 않았는데， 그

것은 이 노래가 1941-1942년 겨울 소련으로서는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나
타난 때문이기도 하고 전쟁의 상황을 용감하게 스스로 자기의 사랑과 삶의

굳건한 자세로 견뎌가겠다는 병사의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라고도 여겨진
다.<노래를 하면>에서 서정적 화자는 연인과 떨어져 있는 어려움과 그녀

에게서 면지가 오지 않는 것을 슬퍼한다. 그는 편지를 좀더 자주 써줄 것
을 청하면서 전선에서 애인의 면지가 오리라는 희망이 없으면 정말 견디기
어렵다고 고백한다. 전쟁의 상황은 직시되었고 승리에 대한 아무런 전망도

없다. 여기 저기 불바다의 전선에서 살아돌아갈지도 의문이다. 그저 애인이
자기를 정숙하게 기다려 줄 것을 바랄뿐인

서정적 화자를

위로해 주는

것은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희망을 간직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는 노래의 기
능이 텍스트 속에 드러나 있다는 변에서 홍미롭다. 서정적 화자는 절망을

비춰주는 것이 노래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갚펴본 바와 같이 이 노래 두 편은 아가또프의 “깜깜한 밤”과는
조금 달리 서정적 화자가 스스로 자신의 사랑의 감정을 보듬고 전쟁의 어
려움 속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8) 돌마또프스끼 : 우연의 왈츠 E.
HO 'l b KOpoTK8
CWIT 06 .n8K8
H .n e엄ITY

lloJIMa TOBCK때

C.nyqaRH뼈

BaJIbC

,

,

“eHJI

H8 .nIl，110빠i

He3H8KOW8 J1 B8m8 pyK8.
nOc .n e TpeBor
CIllI T ropo .nOK.
~ yC lll>lll1a.n we.nom뻐 B a.nbC8

H C~.n8 3ar .nJI Hyn Ha '1 8COK.

XOTb JI C B aNß nO 'lTH He 3H8KOW

“

.n8~~KO OTC~.n8 woß

.no

“,

17) 당신은 쓸데없이 슬퍼하며/ 길잃은 행복을 부르고 있소， 형제여/ 모스크바 근교에서
적을 더 용감히/ 물리치고 전쟁의

행복을 지키시오. (끼

φO.nX.l1Op， 1967 년， 민요모읍집 중 제 145 번)

1l0NaHOBCKHß 의 COBeTcxH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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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Y.lITO

Kal<

6μ

CHOBa

B03ne .lIOMa pO .lIH oro.
B 3TOM 3ane nycToM
M!.i TaHuyeM B.lIB흩 M ，

Ta l< Cl< a :IGlT e

뻐e

CaM He 3HalO 0

cnoBo ,

q강M.

I< p y.t< HTb ,

5Y.lI eM

[1 eTb H .lIPY뼈 Tb.

51 COBceM TaHueBaTb
H npomy Bac

MeH~

pa3yqHnc~

H3BHHHTb.

YTpO 30BëT
CHOBa B nOXO .lI.
[10 I< H.lIa~

Bam ManeHb l< HA ropo .lI,

51 npoH .lIY MHMO Ba mH X BOpoT.

XOTb

~

C BaMH nOqTH He 3Ha l< OM

“

.lI ane l< o OTCIO.lIa MOH .lIOM,

51

I< a l<

6Y.lITO 6~ CHOBa

B03ne .lIOMa pO .lIH oro.
B 3TOM 3ane nycToN
M!.i TaHuyeM B.lIBëM ,

Ta l< Cl< a *H Te MHe cnoBo ,
CaM He 3HalO 0 qëM .l 8l

이 노래는 서정적 화자가 전선 어느 소도시에서 모르는 여자를 만나 스

쳐가는 사랑을 경험하는 내용이다. 비록 집에서 멸리 떨어져 있으나 지나
가는 사랑에서 위안을 얻는 젊은 군인의 심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랑

18) 밤은 짧고/ 구름은 잠들고/ 내 손 위 에는/ 알 수 없는 당신의 팔이 놓여 있소./ 불안한
하루가 지나고/ 이제 소도시는 잠들었소/ 나 왈츠의 멜로디를 듣고/ 이리로 한시간쯤
들렀다오.ν 나 당신을 거의 모르지만/ 내 집은 이곳에서 멀리 있지만/ 나 마치 내 집/

가까이 온 것 같소./ 이 빈 홀에서/ 우리 단둘이 춤추오/ 내게 뭔가 이야기 해주오/ 나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으니 .ν 춤추며 돌고/ 노래하며 사귀어$ 춤추는 법
완전히 잊어버린 것/ 용서하기 바라오/ 아침이 부르면 나/ 다시 출정해야하오./ 당신

의 작은 도시를 떠나/ 당신집 문앞을 지나.ν 나 당신을 거의 모르지만/ 내 집은 이곳
에서 멸리 있지만/ 나 마치 내 집/ 가까이 온 것 같소，/ 이 빈 홀에서/ 우리 단둘이 춤
추오/ 내게 뭔가 이야기 해주오/ 나 무슨 말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으니. (19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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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시 매우 많았을 거라고 여겨지는데도 이 노래는 이러한 것을 표현한
드문 경우였고， 매우 널리 불려졌으나 펑론에서는 한결같이<1959년까지의

평론에서 그러하였고 그 뒤로는 언급되지

않았으나 노래책에는 한결같이

게재되어 있다) 부정적으로 병가되었다. 전선에서의 용감한 투쟁에는 고향
에서의 정절이 선행되어야 했고 또한 병사의 정절도 마찬가지로 기대되는
것이 당시의 규범적 사고였기 때문이리라.

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이전의 사랑노래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닥

관주의적인 태도로 가득 차 있다면 전챙기간의 사랑노래의 서정적 화자는
전선의 병사로서 절망해 었다. 30년대의 노래에서 사랑이 주인공의 성격화
의 보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즉 애국심이나 조국에 대

한 의무， 노동에 대한 성실한 태도 등의 다른 특정들을 주성격으로 하는

주인공의 사적 영역에 대한 표현의 수단일 뿐이었다면， 전쟁기간의 노래에
서는 사랑이 인간의 개인적인 감정적인 영역의 문제로 취급되었다. 30년대
의 노래에서는 전선의 병사가 승리의 확신에 차 있는 경우가 많았고 승리

에 대한 확신과 사랑에 대한 믿읍이 연결되어 나타나지만 전쟁기간의 노래
에서는 종종 사회적 규범 및 의무와 사랑 사이에 갈등이 나타났다. 두 시
기에 공통적인 점은 사랑하는 여자가 정절을 지키며 사랑하는 남자를 기다
리는 것을 상정하거나 희망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 이후 남녀 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윤리를 부정했던 아방가르드적인 태도가 스탈린 시대에
와서 다시 복고적인 경향을 띠게 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러나 전쟁이라는 죽음의 상황에서 미신처럼 연인이 정절을 지키며 자신을
기다리기를 눈멸게 믿고 그것으로 죽음을 극복해 보려는 심정의 발로인 경
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1930 년대의 노래시

장르에서

다른 테마 그룹의 스테레오타입의 노래들과

이데올로기설파의 목적을 가진
조금 다르게 서정적 주인공의

사적인 영역을 다루었던 사랑노래는 전쟁기간에 와서 매우 커다란 변화를
겪어 주인공의 절망과 비관주의

그리고 전선의 리열리즘을 진솔하게 표현

했으며 또 이러한 노래들이 가장 널리 사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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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Советские песни по

теме любви

30-ых и 40-ых годов

Че СОН

в

сталинское

жанр

литературы.

своеобразная
население

которОЙ четко

живут

при

поощрялся

С"алине

социальной

было

УЧИ1"ЬСЯ

как

на

при

ЗО-ЫХ

годов

40-ых

возлагаяась

ПОМОЩИ

литературы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ь.

со своими при знаками.

и

официальный

литературу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стигать

важнейший

подходила песня

видна

такllЯ

схема

для

этой

мьшления,

в

выражается, чт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талина советские ЛЮДИ,

членами
и

песни

Вообще

ДО.llЖНО

песнях

ЯВЛЯЯСЬ

жанр

функция

цели особенно

В

время

советского

ИДУJ"

на

общества,

священную

прилежно

войну,

работают,

сражаясь

на

счастливо

ней

с

полнЬDd

само поже рт в О в аllием.

Это

должно

было

быть

неким

деЙСТ8Иiельности

и

военного

отчасти

периода

отноroсния,
также

к

то

есть

образу

меланхолии

и

душе

в

как

оно

понимало,

объяснительной

действий

характерны

подчЕ!ркивание

ситуации политическое
так

БИДОН

пессимизму.

в

более

чувств,

руководство
что

сове,ски:х

такой

Перед

интенсивные

ситуации

к

лицом
было

к

людей.

тенденция

вынуждено

модели

советской
для

песни

человеческие

субъективности,
серьЕ!зной

допустить

литература

военной

эти

должна

а

черты,

отвечать

человека.

отличие

от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частной

сфере,

рассматривалась
людей.

довоенных

как

в

JDoбовных

неотъемлемая

военный

любовь

как

часть

период
вопрос

в

песнях,

в

которых

счастливого

любовных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любовь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еснях

более

эмоциональной

в

чётко
сферы

1930년대와 전쟁기간의 사랑노래 비교

Ilepell BO Ìt HO Ìt

JII0 6>Im.Hα

qaCTO

nO JlOH

lI< H3HeHHOíO

BO BpeM>I BO ÌtHbl qaCTO HaxOllHTC >I B OTqa >I HHH. B
íOllOB

JII0 60Bb

íepO >I, 06pa3
eíO

qaCTO
KOTOpOíO

OTHOmeHHeM

HCnO Jl b30BaJl aCb

llJ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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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H짜i3 Ma ，
JII0 60B HbIX

1l0nO JlH eHH>I

HO

neCH >I X

’

1l0 Jl íy

,

K TpyllY

30-bJ)(

XapaKTepHCTHKH

BCeílla OnpelleJl}l eTC >I llPyn MH qepT aMH , a

K naTpHOTHqeCKOMY

JII0 6>I마i Ìt

H T.

ll.

B

HMeHHO
neCH >I X

BoeHHOíO nepHOlla qaCTO 뻐 B aJO T KOHφJlH KT~ Me ll<llY 06m. eCTBeHH뻐H HOpM aM H H
JII0 60Bb l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