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선율시로서의 로크 뽀에지야 

이 대 우. 

1. 로크 뽀에지야의 성립 

오늘날 시와 음악의 간격은 멀게 느껴진다. 끊임없이 창작되는 가요를 들으 

면서도 우리는 그 현상이 시와 음악이라는 서로 다른 두 장르가 혼합된 제3 

의 장르 정도로 치부해 버린다. 물론 음악은 소리를， 시는 언어화된 음성을 

재료로 만들어지는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운율법이 적용되기 이 

전 시대 혹은 인쇄되기 이전 상태의 시는 소리의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음악적 형태를 갖는다. 이는 시와 음악이 별개의 장르로 결합하는 것 

이 아니라 본래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예술임을 의미한다. 원시종합예 

술으로부터 시와 음악이 분리되는 현상에 대하여 A. H. 베셀롭스끼는 동작과 

연주가 수반되는 원무 XOPOBOLl에서 독창가수， 즉 선창자가 분리되어 직업가수 

로 변신하게 되고 그 결과 문학적 요소가 강화됨으로써 시가 형성된다1)고 설 

명한다. 

이러한 본래적 출발에도 불구하고 고전주의 시대 이래로 시란 단지 운율시 

를 의미하게 되었다. 그것은 말의 음성적 자질을 일정하게 결정하고 재배치하 

는 운율법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며， 그 결과 선율시HaneBHhle C깨xH2l는 주 

변으로 빌려나고 말았다. 하지만 선율시의 전통은 시대에 따라 로망스， 발라 

드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하면서 꾸준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운율시의 위 

세에 눌리던 선율시는 1960-70년대의 창작노래시 aBTOpCKaJl neCHJI와 1980-90 

년대 로크 뽀에지야 pOK-n033HJI 형식으로 다시 본격적으로 등장했고 이번에 

는 소비에트 후반기의 가장 중요한 시문학 현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HPMYHCKHII H. A., BBetleHHe B MeTpHKχ TeopHJI CTHXa. M., 1924, CT. 17. 
2) 여기서 선율시란 시인 자신이 창작하고 노래하는 음유시는 물론 민요， 가요 등 집 
단창작품까지도 포함한 노래시 전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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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문학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서정적 가사와 멜로디를 바탕으로 한 창작 

노래시는 심미주의에 심취한 시인들이나 아카데미즘에 매몰된 문학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후루시효프 시대에 등장한 

오꾸드좌바， 브이소츠끼， 갈리치 등의 창작노래시인들이 두드러지게 활약한 

결과였다. 하지만 창작노래시는 소비에트 시대 동안에 비공식문학의 영역에 

머물렀으며(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공식문화와 비공식문화의 

경계가 사라진 빼레스뜨로이까 시대 이후에야 비로소 출판과 음반취입의 자 

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장발의 낯선 젊은이들이 청바지 차림으로 전자 

기타와 드럼을 연주하며 괴성을 지르는 로크 뽀에지야의 경우는 다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강렬하고 요란한 비트 음악에 기초한 로크 뽀에지야를 문학 영역 

에서 평가하고 논의한다는 일은 자체가 언어예술의 수호자로 자처해온 문학 

가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다. 로크 뽀에지야를 문학 영역으로 수용하는 것 

은 가장 개방적인 문학가들 사이에서도 결코 쉽지 않았다. 보수적인 문학가들 

은 로크 뽀에지야가 갖는 대중문화적 특성과 장르적 불투명성을 비판하며 문 

학적 수용을 거부했다)) 하지만 〈아끄바륨> 그룹의 리드 싱어 보리스 그레벤 

쉬꼬프가 자신이 발표한 앨범의 노랫말을 악보를 생략한 채 단행본으로 출판 

했을 때4) 로크의 장르적 성격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고 말았다. 로크 뽀에지 

야의 텍스트 속에는 뛰어난 서정성과 절제된 언어， 완벽한 시적 형상이 구비 

되어 있음이 판명된 것이다. 

다른 한편 로크 뽀에지야의 대중적 성격이 문학계에서 비판되었다면， 이 비 

판에는 로크 시인들에 대한 편견과 질투가 숨겨져 있다. 로크 뽀에지야는 복 

제를 예술적 과제로 삼고 있는 대중음악과는 달리 대중성을 추구하지도 않았 

지만 거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대중음악이 대중올 최대한 포용하려는 인식 

위에서 작품을 쓰기 때문에 ‘무엇이 대중의 취향에 맞올 것인가’를 최우선적 

으로 고려한다면， 로크 뽀에지야는 로크 시인 자신들만의 예술 세계를 추구한 

다. 이는 다른 유형의 서정시와 마찬가지로 로크 뽀에지야가 개인 정서 발현 

의 한 현상임을 보여준다.5) 개방과 변화를 요구하는 동시대 젊은이들이 로크 

3) t.ta때meBa r. H. , O'lepKH pyccKoll n033HH 1980-x r0I10B, t.t., 1996, CT. 113 참조. 
4) 그레벤쉬꼬프는 〈장인 보의 작업 lIeJ10 MaCTepa 80>(991), <보리스 그레벤쉬꼬프 

와 아끄바륨의 가사모음집 <14> nOJ1HblJt C60PHHK TeKCTOB neceH AKyBapHyMa H 8r 

>(993)을 출판했다. 
5) 3Hl.lHKJ10neI1HJI 11M l1eTell. T. 9. PyccKa.ll J1HTepnypa. 4. 2. XX B. 11 r JlaB. pe.1l. t.t.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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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들에게 보내는 열렬한 지지와 성원은 오히려 시와 음악을 접목시키는 실 

험 작업 속에 시대정신을 반영한 결과로 여겨진다. 즉， 대중들의 시적 욕구가 

대중음악， 놀이문화， 말장난 둥 현대문화 속에 산재되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현대시의 탈대중적 성격을 로크 뽀에지야가 극복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로크 시인틀의 실험정신은 비판되어야 할 것이 아 

니라 오히려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분이다. 

로크 뽀에지야는 서구문화에 폐쇄적이던 소비에트 사회의 기계적 사회 메 

커니즘에 반대하여 사회적 결속을 꾀하려는 세계적 조류의 청년 문화 현상으 

로 나타난다. 미국에서 박해받던 흑인문화의 한 표현 수단으로 동장한 로큰롤 

이라는 서방세계의 히피 문화가 소비에트 러시아에 침투하여 사회주의 정권 

과 질서를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로크 시인들은 탈스탈린주의를 기치로 표 

현의 자유를 주장하고 사회의 내부적 모순을 지적하면서도 적절히 비판의 수 

위를 조절함으로써 순기능적 역할을 했던 60년대의 창작노래시인들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성과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아버지 세대의 이념과 

대립하면서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했던 것이다. 사회주의 정권과 기성세대 

에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단지 비티칸의 첩자이거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존재해서는 안되는 쓸모없는 실업자 집단이었다. 

80년대 사회주의 질서의 긴장이 완화되는 시기에도 정부는 그들의 대중적 

인기에 긴장했고 그들이 젊은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면 집중시킬수록 그들의 

활동에 제약을 가했다. 분명히 서구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은 젊은이들의 반문 

화운동은 소비에트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이러한 문화적 충격은 낭만주 

의가 유입되는 과정과 비교될 수 있다. “(로크 음악으로 대표되는 히피 문화 

의 유입은) 시적 에너지가 충만하고 러시아 사회생활에서 비극과 영광이 교 

차하던 조건 아래서 바이런과 서구의 여러 낭만주의자들의 창작적 개혁시가 

유입되던 19세기 초반과 유사했다. 낭만주의 이념들이 농노제가 엄존하며 시 

민적 자유가 부재한 독특한 토양의 러시아에 도래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문화 

의 상호작용은 러시아 시의 황금시대의 출발점이 되었다."6) 이 진술처럼 개성 

과 자유를 외쳤던 신문화운동으로서의 서구 낭만주의는 엄격한 봉건군주시대 

에 결코 순탄하고 자연스럽게 유입되지 못했으며 그 사회문화적 충격 역시 

AKceHOBa.-M., 1999. CT. 473 참조 
6) Ma뻐meBa r. H., D'IepKH pycCKoR n033HH 1980-x r0J10B, M., 1996, CT.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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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로크 문화가 폐쇄된 소비에트 사회에 준 충격보다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낭만주의가 새로운 문화시대를 열었듯이， 로크 문화도 두려움의 대상 

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 영역을 더욱 확대시키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로크 뽀에지야가 문학 영역에 수용될 수 있는 중요한 현재적 기준 

은 어디에 있는가? 또 로크 뽀에지야의 범주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물론 음 

악과 시의 역사적 상관성을 고려할 때 이 두 장르에 명확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표적인 로크 시인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KHHO> 

그룹의 빅또르 초이는 시와 음악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하기 좋은가 하는 질문에 대해 “나도 정확히 모르겠다. 분명한 사실은 텍스트 

와 음악이 하나라는 사실이다. 대체로 나는 시가 아니라 노래를 쓰고 있다"7) 

라고 말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회피한다. 

하지만 음악과 시라는 두 장르는 현실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음악과 달리 시는 그 리듬적 음악적 특성에 덧붙여 의미 체계라는 또다른 특 

성을 지니는 것이다. 결국 “시와 음악이 만나는 곳은 소리라는 장소이고 시와 

음악이 헤어지는 곳은 의미라는 장소"8)라는 전제가 성 립한다면 음악과 텍스 

트 사이의 관계는 의미， 즉 텍스트의 문학성 여부를 통해 결정될 수 있을 것 

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가요는 음악과 텍스트의 관계에서 음악이 텍스트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그러나 음악과 텍스트 사이의 일반적 관계 속에서 가요가 

시문학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텍스트를 음악보다 우월한 위치에 두어야만 

한다. 의미의 세계를 떠날 때 시든 가요든 음소적 세계와 음운적 구조만이 남 

기 때문이다. 이는 시가 텍스트라는 의미 세계를 기초로 성 립되고 있음을 의 

미하며， 의미의 세계를 떠나서는 시가 성 립될 수 없음을 뜻한다. 실제로 우리 

는 현대 가요의 많은 텍스트들 속에서 의미가 파괴되거나 파면적으로 전달됨 

으로써 비의미 혹은 초의미 세계로서의 음악을 지향하는 경우를 흔히 만나게 

된다. 이때 가요에서 악보를 제거한 텍스트가 뛰어난 문학성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시문학으로 평가받지는 못한다. 로크 뽀에지야는 현재의 

무수한 가요 장르와 가수들 사이에서 이같은 텍스트의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선별되었으며， 또한 수많은 로크 그룹들 내에서도 텍스트 완성도에 따라 다시 

선별되었다. 

7) M. 4011 H A. PblBHH, BHTOp l.{oR, neTepõypr, 1997, CT. 222. 
8) 서우석말과 음악 그리고 그 숨결J ， 서울， 1997,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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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의 일반적 경향과는 달리 마까레비치 (Ma뻐Ha BpeMeHH)는 음악과 텍스트 

의 상관관계를 역전시켜서 로크 뽀에지야에서 최초로 텍스트를 음악보다 우 

선적 우월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9) 로크 음악이 요란한 사운드 중심의 음악 

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전향적인 태도이며 러시아 로크가 서구 로크 

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의 전후세대가 기성세대의 폭력 

적 억압에 대한 감정적 표현 수단으로 로크 음악을 선택했다면 사회주의 침 

체기의 재능있는 젊은이들은 이성적(물론 반항적이긴 하지만) 표현 수단으로 

로크 음악을 선택했고 이 음악의 주변으로 집결했다. 바로 이런 텍스트 중심 

의 로크 음악적 전통이 뒤이어 등장하는 그리벤쉬꼬프(AKBapIOM) ， 빅또르 초이 

(KHHO), 웹츄끄(llllT ) 등의 후배 로크 가수들에게 이어졌으며 오늘날 로크 뽀에 

지야를 성립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2. 로크 뽀에지야의 지형 

소비에트 러시아 청년 세대의 자기정체성을 찾아가려는 노력으로 출발한 반 

문화운동으로서의 로크 뽀에지야는 볼혜비키 혁명전 러시아 문학의 전통과 현 

대문학의 다양한 사조를 수용하며 매우 복잡한 특징을 드러낸다. 이런 특정들 

을 처음으로 다루면서 로가효바10) 는 러시아 로크 뽀에지야의 텍스트 속에서 

20세기 시와 산문의 미학적 변형， 즉 신신화주의， 카니발화， 그로테스크， 상호 

텍스트성， 전통적 작법의 파괴를 분석함으로써 그것을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학적 현상으로도 접근해야 할 필연성을 제기한다. 또한 로크 

뽀에지야에 나타나는 푸시낀， 고골， 도스또엠스끼 둥 고전적 작가들， 벨르이， 

블록 둥 상정주의자들， 여러 오베리우 작가들의 창작적 유산과 메타-리얼리즘， 

개념주의 등의 현대시의 여러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로크 뽀에지야의 문학적 

미학적 의의를 규명했다. 이것을 근거로 그녀는 러시아 로크 뽀에지야의 기원 

을 서구 현대 문화현상와 러시아적 전통 속에서 찾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로크 뽀에지야는 오랜 러시아 선율시의 전통을 이으면서 창작노래시와 몇 

9) 훗날 마까레비치는 이러한 텍스트 중심적 태도로 로크 음유시인 tíapll poK(hard 

rock과 동일한 음을 갖는다)이란 별칭을 얻는다， 3HUHKJ/OneI1HJI 1V1J1 l1eTeR. T. 9. Pyc

CKajj J1HTepaTypa. 4. 2. XX B. / r JlaB. pell. M. ll. AKceHOBa. M., 1999, CT. 476 참조. 
10) llora'!eBa T., PyCCKßJI poK-n03JHJI 1970-1990-x rOI1OB B COUHOKyJ/bTypHOM KOHTeKCTe, 

KaHllHllaTCKajj llHCCepTal\Hjj Mry, 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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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특징적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첫째， 두 장르는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중운동의 성격을 띤다. 창작노래시나 로크 뽀에지야 모두 

사회의 변화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무감각해진 대중을 적극 계몽하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창작노래시가 공식문학과의 

대립적인 입장에서 개인적 세계와 정신생활을 사회적 담론으로 끌어내면서 

사회주의 내부의 모순을 진지하고 합리적으로 비판하여 통제사회의 불만으로 

가득 찬 대중올 위로했다면 로크 뽀에지야는 바로 그런 기성세대의 세계관과 

사회적 가치에 무제한적으로 반항한다. 로크 시인들의 반항심 이면에는 소비 

에트 사회가 〈자신들〉의 사회가 아닌，<그들〉 즉 속물에 지나지 않는 지배 

계층의 사회라는 인식， 젊은 자신들은 현실 속에서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인식 

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두 장르의 시인들은 시의 공연적 특성을 부활시키고 최대한 활용했 

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이념과 목표에 반 

하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적 상황에서 선율시인들은 연주를 동반한 거 

리 공연을 통해 쉽게 검열을 피하면서도(사회 분위기는 어느 정도 이완되어 

있었고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만 없다연 출판되거나 취입되지 않은 노래는 물 

적증거를 남기지 않게 된다) 대중들과 직접 호흡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이 

쉽게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것은 창작노래시의 경우 60년대 초 녹음기 

의 보급， 로크 뽀에지야의 경우 다양한 전파매체의 발전이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창작노래시인이 로망스와 발라드라는 전통적인 리듬으 

로 대중들의 일상과 정신세계에 접근하려고 했다면 로크 시인들은 전자악기 

시대의 세계이념과 사상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며 이질적인 서구의 로크 음 

악을 홉수했고 신낭만주의자의 모습으로 경직된 내부문화에 충격을 주려고 

했다. 로크 시인들의 이같은 과격성은 오꾸드좌바， 갈리치， 마뜨베예바， 브이 

소츠끼 등으로 대표되는 창작노래시가 빼레스뜨로이까 이후 공식문화에 쉽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완전히 해체되기 전까지 사회적 이단으로 남 

게 했다 11) 

80년대에 들어서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비록 반(半)공식적이긴 하나 전국적 

인 문화 현상으로 부각되면서 창작노래시의 위치를 대체한 로크 뽀에지야는 

기원적으로 창작노래시의 영향을 받아왔다.70년대의 러시아 젊은이들은 낮에 

11) 이대우러시아 로크-뽀에지야J，시와반시 J ， 8권 3호(29) ， 서울， 1999, 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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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꾸드좌바나 브이소츠끼 둥의 아버지 세대의 창작노래시를 연구하면서도 

밤에는 서구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비틀즈와 롤링 스톤즈의 로크 음악에 열 

광했던 것이다. 창작노래시와 로크 뽀에지야의 이런 관계는 현대러시아 선율 

시의 3가지 계보를 형성시킨다.12) 

오꾸드좌바를 연구하고 모방하여 그의 계통을 이어간 로크 그룹은 <Ma뻐Ha 

BpeMeHH>이며， <BOCKpeCeHHe> , <KaRHHOB MOCT> , <4H* H Ko> 동의 그룹이 그 

뒤를 잇는다. 

브이 소츠끼 는 그룹 〈따r>와 <llK>, 로크 시 인 CyKa1.JeB와 5alllRa1.J eB에 게 영 

향을 주며 , 그 계 보는 그룹 <4a빼>， <KaRHHOB MOCT> , <3ByKH My> , <rpa*naH

CKa.sI 060pOHa> , <Hory CBeRO!> , <BOnRH BinOBR.sICOBa> , <OKeaH ERb3b1>, 로크 

시 인 JJ.sI nHC Tpy6e l.lKOA 등으로 연결된다. 

베르젠스끼는 그룹 <AKBapHYM>과 로:;> 시인 AyKUblOH에게 영향을 주며 <AK

BapHyM>은 <300napK> , <KHHO> , <ARHCa> , <My뻐때 TPORRb> , <Ea꺼K 5oP306> , 

<3eMblHpa> , <Mallla H MenBenH> , <5H-2> , <Araca KPHCTH> , <HORb> , <TaH l.lbl 

MHHYC> , <5pa6o> 등 수많은 그룹의 창작적 토대에 영향을 준다. 그러나 이 계 

보에 포함시킬 수 없는 수많은 그룹들도 존재한다. 

위에 언급했듯이 서로 다른 계보를 갖는 로크 그룹들은 창작적 특성과 주 

제， 철학적 종교적 지향에 따라 다시 세 가지 조류로 나눌 수 있다 13) 바쉴라 

체프의 창작으로 대표되는 첫 번째 조류의 로크-뽀에지야는 민요， 가요， 영웅 

서사시 등 민중구전작품의 형상과 예술방법， 민중신화에 주목하면서 러시아 

현대생활의 문제를 그 속에 투영시키는 것이다. 이 유형의 로크 뽀에지야는 전 

통문화와 로크 음악을 접속시키면서 러시아 인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 

<따r> ， <KHHO>를 비롯한 대부분의 로크 그룹들이 여기에 속하는 두 번째 

조류의 로크-뽀에지야는 종교는 없으나 신을 믿고 싶은 현대인들의 의식세계 

를 표현하기 위해 기독교의 생활의식을 예술적으로 변형시키고 현대화시키면 

서 추락한 삶의 극복， 비폭력， 사랑 등의 주제를 다룬다. 

<AKBapHYM>의 그레벤쉬꼬프에 의해 주도되는 세 번째 조류의 로크-뽀에지 

야는 일상을 철학적으로 통찰하고 기독교에 대한 세계적 이해， 20세기 서구문 

화에 강한 영향을 미친 불교 교리， 외국의 다양한 로크 문화 동을 적극적으로 

12) 정확한 계통은 )((P. ArþH8J4, M. , 8-21 MaJl 2000. NO.9 (29), CC. 7-8. 참조할 것. 
13) MaJlblmesa, r. H. , O'lepKH pyccKolI n033HH 1980-x ronOB, M. , 1996, CT.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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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하면서 독창적인 예술세계 속에서 열린 사고의 가능성을 전파한다. 이 유 

형의 로크 뽀에지야는 러시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며 로크 뽀에지야의 문학 

적 정착에 크게 기여한다. 

3. 보리스 그레벤쉬꼬프의 로크 뽀에지야 

5r, 506, rpe6eHb, rpe6eHwoK 등으로 불리는 그레벤쉬꼬프0953-)는 70년대 

부터 로크 뽀에지야를 창작하기 시작했으며， 거의 20년 동안 러시아에서 정상 

의 인기를 누려온 로크 그룹 〈아끄바륨〉을 이끌었다. 그는 마까레비치보다 

약간 뒤늦게 로크 뽀에지야에 참여했으나， 전자 기타를 먼저 활용하고 속어， 

은어， 현학적 시어 등 현대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창작노래시에 대한 모방적 

한계를 가장 먼저 극복해냈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로크 시인의 선구자로 평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그의 창작적 재능은 가장 많은 러시아 로크 그룹에 영향을 

줄만큼 뛰어난 것이었다. 

초기 텍스트에서부터 그레벤쉬꼬프는 사회주의 이념 속에서 침체된 러시아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며 기성세대에 대한 도전적인 자세를 취했다 14) 

그의 70년대 텍스트 속에는 당연히 들어가야 할 사회적 주제가 나타나지 않 

았으며， 오히려 판에 박은 듯 비슷하게 양산되는 당대의 문학적 주제에 독설 

을 내뱉었다. 그는 삶 속에 신비도 모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발전된 사회주 

의’의 교리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수수께끼， 동시， 숫자놀이를 연상시키는 비 

현실적인 텍스트 형식을 선택했고， 혁명과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의 새 

로운 의식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적대적이기까지 한 기성세대에 대해 공개 

적으로 도전했다. 

내 말을 들어보시오， 

당신들의 귀에는 돼지라도 들어 있는 거요. 

당신들은 이해하지 못하오， 어째서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나 꽃 한 송이가 있고 

14) <어항〉이란 의미의 그룹의 명칭 〈아끄바륨 AKsapHyl.t>도 억압된 사회주의 사회에 

서 살 수 없는 젊은이들만의 공간을 가리킨다.80년대에 둥장한 그룹 〈조오빠르끄 

300napK>도 이와 유사한 의도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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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래가 있지만 

어째서 꽃이 모래 속에 묻혀있는지 

죽을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 거요. 

BhI CJ1퍼mHTe MeHJI, 

B ymax y BaC CBHHbJl, 
BhI He nOI!MeTe, LIJ1J1 '1ero 

nOIO BaM 3TO JI; 

Ho eCTb UBeTOK , 
H eCTb neCOK , 

A lIJ1J1 '1ero UBeTOK B neCKe, 
BaM He nOHJlTb LIO rpOÕOBhIX LIOCOK , 

(5J1103 CBHHbH B y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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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사회적 규범에 머물고 싶지 않은 반항심이 표현된 이 시는 그레벤 

쉬꼬프 자신의 혹은 동시대 젊은이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회적 이탈감을 직접 

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획일화된 의식에 빠져서 유연하게 사고할 줄 모르며， 

꽃과 자연의 아름다운 세계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아버 

지 세대에 던지는 〈당신들의 귀에는 돼지라도 들어 있는 거요 B ylllax y BaC 

CBHHbJl>라는 메시지에는 비판을 넘어 조롱과 조소가 담겨있다. 그에게 꽃 한 

송이로 형상화된 개인의 삶은 누구에게도 권리를 양보할 수 없는 또다른 새 

로운 세계였고，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였다. 이처럼 주 

위의 모든 사람들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면적 감정이 폭발하는 대로 거침없이 

발산해 버리는 그의 태도는 경직된 당시 사회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음은 

물론이다. 

낯선 사회의 낯선 존재로 살면서도 일상의 굴레 속에 갇혀있는 그레벤쉬꼬 

프의 서정적 주인공 <51>는 그 반복적 표현을 통해 자아의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인식과 표현방법은 같은 세대， 같은 사회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로크 시인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차용되었다. 

나는 어제 새 영화를 보았지. 

나는 예전처럼 그렇게 영화관을 나섰어. 

나는 지하철의 편안함을 잘 알지， 

진동의 법칙을 알 땐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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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책 몇 권을 읽었어 

나는 인쇄된 단어의 즐거웅을 알고 있거든 . 

~ BH~en Bqepa HOBWA ~HnbM. 

~ Bμmen H3 3ana TaKHM *e, KaK paHbme 

~ 3Ha~ Y~T BarOHOB MeTpO 

Kor~a H3BeCTHW 3aKOHW ~BH*eHb~. 

” 껴 ql’Tan HeCKOnbKO KHHr, 
~ 3Ha~ pa~OCTb neqaTaHOrO CnOBa ... 

(BpeM~ nYHW) 

여기서 <.!I>는 사회에서 고립된 존재로서의 자아이다. 그 자아는 자신과 공 

감하는 동시대의 많은 젊은이들인 <MbI>의 일부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신의 

무의식이기도 한 <T1Ö에게 깨뜨리고 싶은 일상을 끝없이 이야기한다(ThI -

MOß COH / ThI CBeTJ1ee BCeX / KTO CHHTC.!I MHe / COH MOHX CHOB... (T잉 - MOß 

CBeT) 혹은 ThI - KOpOJ1b nOnC03HaHb.!l, ThI B때eWb TO, 맨ro HeT (KOPOJ1b nOn

C03HaHb.!l)). <.!I>와 대화하는 <TbI> 혹은 〈뻐〉로 표현되는 동류의식의 내변에 

는 <OHH>라는 대칭적 존재가 전제된다. 이때 <OHH>는 <51> 또는 <TbI>와 영 
원히 화합할 수 없는 <그들 세계의 존재>이며， <OH>의 집합적 존재의 의미 

를 갖게된다. 강렬한 자아의식을 갖는 서정적 주인공의 묘사는 다른 로크 시 

인들의 작품 속에서도 가장 빈번히 등장한다. (B MOeM nOMe He BHnHO CTeHbI. / 

B MOeM HeÕe He BH~HO nyHbI. / 51 CJ1en, HO .!I BHlk)' TeÕ.!l. / 51 r J1yx , HO .!I CJ1b1JDy 

TeÕ.!l. / 51 He cnJlIO , HO .!I 뻐*y CH버. / 311eCb HeT MOeß BHHhI. / 꺼 HeM, HO ThI C뻐

뻐Wb MeH.!I. / Ii 3THM MbI CHJ1bHμ(llOll<nb M .!I HaC) - B. 니0때) 

그레벤쉬꼬프의 작품들 속에서 7，80년대에 걸쳐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반복 

되는 모티브 중 하나가 거울 혹은 유리다. 그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거울의 

모티브는 빠스쩨르나끄가 거울을 통해 창작적 방법과 세계인식의 길을 발견 

했듯이 삶과 시간의 신비를 다양하게 들여다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아， 금새 이 밤이 저물었다. 

우리 집은 이미 우리 집이 아닌 것 같다. 

보아라， 저들에게 둥불이 비추는 것을， 저들은 유리창 넘어 벽면에서 

저희들의 삶을 즐기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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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낭송하는 저 소년에게서 

나를 발견할 것 같다. 

저 애는 이 밥을 놓치지 않으려 화살을 움쳐쥐었고 

손에서는 피가 흘러내리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유리거울 저편의 

한갓 놀이에 지나지 않는 것 같구나. 

이곳에 새벽이 찾아들어도 우리는 아무 것도 잃지 않았다. 

오늘은 바로 어제였던 그 날이기에. 

Ax, TOJlb J<O ð He J<OHtlaJJaCb 3Ta HOtlb 

MHe J<~eTC~ ， NoA DON y*e He J10N 

CNOTPH, J< a J< HN CBeTJlO -- OHH Hrpa~T B *H3Hb CBO~ 

Ha CTeHJ<e 3a CTeJ<J10N, 

MHe J< a*eTC~ ， ~ y3Ha~ ceð~ 

B TON NaJlbtlHJ<e , ‘mTa~DleN CTHXH 

OH CTpeJlJ<H c*aJl pyJ<oA, tlToð He J<OHtlaJlaCb 3Ta HOtlb, 
H J< pOBb TetleT C pyJ< H, 

Ho J< a*eTC~ ， tlTO 3TO J1Hmb Hrpa 

C ToA CTOpoH비 3epJ< aJlbHOrO CTe J<J1a 

A 3DeCb paCCBeT, HO nOTep~J1H HHtler。

CerODH~ TOT *e DeHb, tlTO ð뻐 Btlepa, 

(C T얘 CTOpOH~ 3epKaJlbHOrO CTeKJ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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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울의 모티브를 사용한 그의 작품 속에서는 소외된 삶에 대한 철학적 통 

찰이 돋보인다. 거울은 사물의 형상을 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을 투사시키 

지는 않는 법이다. 따라서 서정적 주인공에 해당하는 그레벤쉬꼬프는 자기 집 

이면서도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밖에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다른 현실에 갇힌 

존재가 된다. 반면에 거울 이편에 있는 실제의 <~>와 유리창 너머 벽면 거울 

에 비친 〈시를 읽는 소년에게서 B TOM Ma.nb 1H!l< e , tlHTalOw.eM CTHXH> 동일인이 

면서도 이질적인 또다른 모습을 발견한다. 거울은 사물의 형상을 비춰주지만 

반대로 투사하여 실체를 감추기 때문이다. 

선율시의 일반적인 특정이 그렇듯 이 시에서는 동일한 구문의 병렬과 반복 

(<MHe l<all<e TC$I> 구문이 시행마다 등장한다)이 나타나면서도 언어적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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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벤쉬꼬프가 음악적 선율올 전통시의 운율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로크 시인 자신이 연주하는 빠른 비트 

의 멜로디가 낭송을 전제로 한 운율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시인이 부르는 목 

소리가 순수 문학적 소리 효과를 대체하고 있으므로15) 그 음악 효과 속에서 

의미의 세계는 무한히 확장된다. 따라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미 혹은 이미 

지는 텍스트 속에서 더욱 부각되고 의미 층위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것 

이다. 

그레벤쉬꼬프는 종교적 주제를 자주 다룬다. 그러나 그의 로크 뽀에지야는 

단지 주제적 수용에 머물지 않고 성서의 구조적 상징적 특징까지 받아들인다. 

성경의 독특한 텍스트 구조， 간결한 문체， 격언적 내용， 비유， 비유를 통한 현 

실 이해라는 성서시학이 간결하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로크-뽀에 

지야의 형식으로 가장 적합했으며 이러한 면이 그의 예술적 취향과도 일치했 

던 것이다. 이런 실험적 형식은 다른 주제로 이동하고 결합하면서도 그 역할 

을 멈추지 않았다. 90년대에 틀어서 7，80년대의 낡은 주제를 버리고 새로운 

주제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이제까 

지 거울과 유리를 통해서 낯선 사랑을 보내던 조국의 주제였다. 

구정물 밑에서 교회종이 올리고 

고대의 벽 아래에서 눈먼 닭이 나온다 

첫 날개짓으로 내 죄를 용서해다오 

내 죄를 용서해다오， 그런데 넌 어째 침묵하는 거냐? 

A H3-nOA TeMHOA BOAμ ÕblOT KOJlOKOJla, 
H3-noA ApeBHeA CTeHN -- OCJlenHTeJlbHNA 4H*. 

OTnycTH MHe rpeXH nepBNM B3MaXOM KP뻐a; 

OTnycTH MHe rpeXH -- Hy n04eMY TN MOJl4Hmb? 

(5YPJlaK) 

이 시는 오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철저히 파괴된 조국을 모습 

을 노래하고 있다.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조국이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15) KapnoB B. A. napTH3aH nOJlHoA JJYHN (3aMeTKH 0 n033뻐 5. rpHõeH뻐KOBa) ν PyCCKa 

JI c.nOBeCHOCTb. 1995, No.4. CT.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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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철저한 종교적 참회가 펼요하고 참회를 통해 종교적 구원을 받아야 한 

다는 사실을 시인은 알고 있다. 시의 제목이 의미하듯(배 끄는 사람 EYPJlaK),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그레벤쉬꼬프는 어느덧 정신적으로 한층 성숙해있었고， 

소비에트 시대의 이단아는 조국이란 난파한 배를 끄는 책임있는 일꾼으로 변 

신해 있었다. 

창작 초기의 자아추구란 주제를 넘어서 조국의 테마를 다루기 시작할 때 

그레벤쉬꼬프는 미학적으로도 한층 발전하여 독창적 창작세계를 형성했다. 음 

악세계에서도 그는 민요나 오케스트라에 등장하는 악기를 자신의 로크 뽀에 

지야에 적용시키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민중가요에서 주로 사용되던 병렬 

법의 활용을 통해 더욱 텍스트 문체를 간결화를 이룬다. 이 단계에 이르러 그 

레벤쉬꼬프는 완벽한 시인의 면연을 갖추었고 모방이 불가능한 독창적 음악 

가로 발돋움했다. 

4. 결론 

꼬즐로프는 이탈리아의 오페라， 프랑스의 발레， 독일의 심포니 음악， 오스트 

리아의 오페레타， 미국의 재즈를 예로 들면서 문화의 이입과 정착과정을 거쳐 

로크 음악이 러시아의 대표적 예술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조심스레 점치고 있 

다16) 실제로 러시아 로크 음악은 이미 독창적인 로크 뽀에지야의 영역올 이 

루고 있다. 우리는 로크 시인들의 낡은 것올 버리고 새것을 경험하려는 패기 

와 노력， 장르를 넘나드는 그들의 미학적 탐구정신을 평가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된다. 그들의 예술혼이야말로 바로 시정신인 동시에 현대시가 안고 있는 딜 

레마를 해결할 방법을 로크 뽀에지야가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로크 뽀에지야는 비록 음악적으로는 서구의 로크 음악을 차용 

하고 있지만 미학적으로는 선율시의 전통을 잇는 가장 전형적인 동시에 현대 

적인 러시아적 현상이 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소비에트 시대에 비공식문화 

영역에 머물렀고 우리들의 편견 속에서는 값싼 대중문화로 치부되던 로크 뽀 

에지야가 1990년 후반에 들면서 사회문화학 영역， 문학 그리고 언어학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제는 로크 뽀에지야의 장르적 

성격을 거론할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 하지만 로크 시인들의 활동에 비해 

로크 뽀에지야에 대한 연구는 이제 첫 걸음을 내딛고 있다. 

16) K03 J10B A .. POK - HCTOKH H pa3BHTHe. t.l •• 1998. CC. 15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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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ок-поэзия как напевная 

Ли Дэ у 

Возникновение рок-поэзии является процессом, отражающим изменение об

щеставенного создания русской моложеди, оказавшей влияние западной кон

тркултурности и рок-музыки. Недавно в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и начинается изу

чать этот интержанр музыки и литературы,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не совсем ре

шены проблемы его определения Жанра. А если напевными стихими признать 

авторскую песню 1960-70-х голов, тоже мочь бы рок-поэзию 1980-90-х годов. 

Тексты рок-поэзии, примерно, у Бориса Гребеншкова, показывают свое оправ

дание с литературными анализами.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чать, что рок-поэт испо

льзует как традиционные стихотворные размеры и системы рифмовок, чтобы 

решать дилеммы современной поэзии, имеющие мало читателей. И причем, ин

тересно посмотреть, осваивается и переосмысливается ли рок-поэзия в Рос

с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