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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링스톤즈(The Rolling Stones)의 1960년대 

음악에 나타나는 블루스 전통의 양상들*1)

최 영 진ㆍ정 은 지

[국문초록]

1962년에 결성된 이래 반세기 넘게 활동하며 최장수 록그룹으로 인정받고 있는 

롤링스톤즈는 ‘브리티쉬 인베이전’이란 문화사적으로 기념비적 사건의 주역으

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정통 블루스를 고수했던 롤링스톤즈는 단순히 사운드를 

모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흑인노예 역사의 특수한 경험이 깃든 블루스 전통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백인청년들에게 수혈하여 블루스의 대중화를 선도하였다. 

블루스는 복종과 저항의 경계선상에 있던 흑인노예들이 그들의 시련과 고뇌를 

정신적으로 승화시킨 예술적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 그룹은 블루스 곡들의 소재

와 서사전략, 언어들을 기성세대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억압과 소외의 감정을 느

끼는 백인청년들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은 젊은 대중들의 감

정적 동일시를 이끌어 내며 1960년대를 휩쓸었던 청년문화의 촉매제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롤링스톤즈의 60년대 대표곡들을 통해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문

화의 원형인 블루스가 당대의 백인 청년들에게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수용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중의 창조적 에너지가 창출하는 대중문화의 다양한 

가능성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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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1960년대의 영미권 사회와 대중음악

영미 대중문화사에서 1960년대는 경제성장과 소비문화의 발전 속에서 성장한 전후 

세대가 새로운 사회적 변혁을 시도한 시기이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의문

을 던지는 개인적 행동을 표출하였으며, 각양각색의 새로운 트렌드가 유례없이 사회

에 범람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는 미니스커트와 보브 컷(bob cut)이 제시한 파격적

인 패션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마리화나로 대표되는 젊은이들의 힙스터 문화가 “활기

찬 런던(swinging London)”(Gilbert 3)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미국에서는 국가

의 부와 번영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더욱 보수적으로 굳건해진 정치권의 억압적 태

도가 베트남 전쟁과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대규모 인권운동을 불러일으키며 청년들의 

저항의식에 불을 지폈다. 제도권에 반기를 든 청년들이 자유주의의 성격을 지닌 운동

을 주도하기 시작하였고, 반문화(counter culture)가 청년들의 새로운 문화적 생산과 

소비 활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음악이 있었다. 정치와 

문화적 사건들에 관여한 베이비 붐 세대들은 로큰롤(rock ‘n’ roll)과 포크(folk), 블루

스(blues)와 같이 사회 비판과 저항적 메시지가 담긴 대중음악을 1960년대의 시대정신

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수단으로 삼았고 이로써 대중음악은 단순히 사람들을 춤추고 

웃게 만드는 상업적 소비문화의 개념을 초월하여 사회에 커다란 자극과 활기를 불어

넣었다.

이러한 문화적 현상은 아도르노(Theodor Adorno)가 자신이 살았던 시대에 유

행했던 미국 재즈음악에 대하여 부정적인 비판을 가했던 측면과 대조적인 양상

을 드러낸다. 아도르노는 1947년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공동 집필한 

『계몽의 변증법』(Dialektik der Aufklaerung)에 수록된 「문화산업론」(“Culture 

Industry”)에서 미국 망명시절 동안 목도해 온 미국 대중문화의 획일적인 측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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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였다. 문화산업의 본질이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아도르노는 

자본의 이익에 따라 생산되는 대중문화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소비하게 되는 

개인은 자신의 취향과 자의식을 망각한 채 상품과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몰개성

화를 자초한다고 지적하였다.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상업적인 의도로 제작된 표준화된 대중음악들이 등장하였고, 이들은 개인의 “사회의

식을 마취시키는 이데올로기 효과의 근원”(프리스 73) 이 되었다는 것이 아도르노의 

비판적인 대중문화론의 요지이다. 대중문화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입장은 그가 1941

년에 발표한「대중음악에 대하여」(“On Popular Music”)라는 에세이에서 더욱 견고

해졌다. 아도르노는 당대의 대중음악들이 상업화의 바람 속에서 규격화되어 있음을 

꼬집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수동적 청취’를 조장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대중음악이 

예술의 근간인 인간의 비판의식과 상상력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 환경을 조장하며 대

중을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된 수동적인 존재로 격하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도르노의 논의는 20세기 후반에 들어 영국의 문화연구 학자들에 의해서 대중음

악의 주체적인 수용의 가능성을 옹호하는 새로운 쟁점과 조우하게 되었다. 스튜어트 

홀(Stuart Hall)과 패디 화넬(Paddy Whannel)은 공동 저술한 『대중 예술』(The 

Popular Arts 1964)에서 십대들의 문화가 “진실한 문화와 조작된 문화의 모순적 혼합

물”(스토리 137 재인용) 이라는 견해를 통해 대중문화는 양가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

으며 젊은 대중은 개인적 상황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수용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

한 주장은 격동의 1960년대를 휩쓴 반문화 운동과 히피즘, 반전시위와 같은 진보적인 

미국 청년들의 운동에 대중음악이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것을 동시대에 목격했던 학자

들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후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메시지를 표현

하는 젊은 청자들에 대한 논의로 발전되었다. 록음악의 공동체 기능과 청년문화와의 

상관관계를 사회학적 관점으로 분석한 사이먼 프리스(Simon Frith)1)는 음악산업이 수

동적으로 문화를 향유하도록 대중을 조종하기 보다는 대중이 지닌 능동적인 소비의 

힘에 기민하게 대응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197-9). 또한 영국 팝음악

의 변화를 사회학적으로 연구했던 이아인 챔버스(Iain Chambers)는 대중음악이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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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환경에 놓인 청자들의 의지에 따라 변형될 수 있으며 “개인의 정체성, 상징적 저

항, 여가생활, 그리고 일상에서 드러나는 집단적이며 민주적인 음악적 창의성”을 표현

하는 데에 사용된다고 강조하였다(니거스 59 재인용). 그 대표적인 예로 1969년 “사랑

과 평화의 3일”(3 Days of Peace and Music)이라는 슬로건으로 미국 뉴욕 주에서 열

린 우드스톡 페스티발(Woodstock Festival)을 들 수 있다. 기타리스트 지미 헨드릭스

(Jimmy Hendrix)는 무대에 올라 기타 사운드를 의도적으로 변형시켜 미국의 애국가

인 “별이 빛나는 국기”(The Star-Spangled Banner)를 찢어지는 듯한 굉음의 성난 곡조

로 편곡 연주하였다. 당시 베트남 전쟁의 암울한 참상을 묘사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

로 기록된 이 연주는 페스티발에 참가한 수십만 청년들의 반전사상과 반정부시위에 

불을 지폈다. 록(rock)과 포크가 대항문화로 대표되는 히피 무브먼트(Hippie 

Movement)와 조우한 우드스톡 페스티벌은 음악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명된 새로운 발

견이었다. 

대중음악이 젊은 세대의 새로운 에너지를 전환시켜 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프

리카계 미국인들의 블루스를 자신들이 속한 사회적 맥락 안에서 재해석 하고 미국으

로 역수출했던 1960년대 영국 뮤지션들의 행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음악으로

부터 얻은 영감을 근간으로 하여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기 시작한 젊은 뮤지션들은 영

국 음악의 대규모 미국 대륙 진출현상인 ‘브리티쉬 인베이전’(British Invasion)2)을 디

딤돌로 하여 인종차별의 늪에 빠진 미국 사회에서 저평가되던 흑인들의 블루스를 재

발견하였다. 이들은 4,50년대의 미국 블루스 뮤지션들이 재인식될 수 있었던 ‘블루스 

리바이벌’(Blues Revival)3) 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백인과 흑인 음악 사이의 상호교

류의 물고를 틔웠다. 

롤링스톤즈(The Rolling Stones)는 이러한 세기적 문화교류의 수문장 역할을 했던 

그룹이다. 지난 1962년 런던에서 결성된 이래 보컬인 믹 재거(Mick Jagger)와 리드 기

타리스트 키쓰 리차즈(Keith Richards)로 이루어진 작곡 콤비를 주축으로 50년 넘게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롤링스톤즈는 “예술 대 상업, 반항 대 순응, 인위성 대 진정성 

같은 록 스타덤의 모순”(프리스, 스트로, 스트리트, 152)을 수용하며 대중음악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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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보적인 위상을 구축하였다. 그룹의 정체성을 “런던 출신의 백인들이 모방한 시카고 

블루스”(Allen 143 재인용) 라고 정의한 이들은 비틀즈의 팝적인 멜로디가 시사하는 

대중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음악적 뿌리인 블루스의 전통을 계승하

는 것에 열중하여 블루스의 대중화를 선도하였다. 그들이 미국의 유명 TV 음악 

쇼였던 “Shindig”에 하울링 울프(Howlin’ Wolf)4)를 동반출연 시켜 그가 처음으로 

공중파 방송에서 공연하는 기회를 주선하였던 일은 대중음악사에서 널리 회자

된 일화이다. ‘브리티쉬 인베이전’의 주역이었던 롤링스톤즈가 어느 무명의 블

루스 맨의 음악을 찬양하고 공연을 경청하는 모습은 미국의 백인 청년들에게 흑인음

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Guralnick The New York Times). 롤링스톤즈는 

나아가 흑인 블루스의 내러티브가 지닌 저항의 가치를 당대 주류문화에 반하는 관점

으로 재해석 하였고 이는 청년운동의 의식 형성에 도화선이 되었다. 1968년에 발표한 

“Jumpin’ Jack Flash”가 프랑스의 사회변혁운동인 68혁명과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

에서 일어난 반전시위의 애창곡이 되고 반문화 운동가들이 이 그룹과 정치적 연대를 

구축하고자 했던 일화들은 대중문화예술의 사회적 기능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블루스의 재발견을 기점으로 한 영국과 미국 사이의 이러한 대중음악의 전개 양상

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흑인적 삶과 경험의 산물인 블루스가 대서양 건너 영국의 청

년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브리티쉬 인베이젼의 대표적인 그룹

인 롤링스톤즈가 이러한 전통적인 흑인 블루스의 요소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고 

재해석하였는지를 그들의 60년대 대표곡들을 통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II. 1950년대 유럽 속의 미국음악

2차세계대전 종식 이후 영국의 국영방송 BBC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는 왕실과 정부를 위한 보수적인 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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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히 수행하였다. BBC의 초대 국장 존 리스(John Reith)는 ‘공익을 위한 방송’을 

제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강조하였으며 1946년 BBC의 사장이었던 윌리엄 헤일

리(William Haley)는 방송을 통해 “청중들은 호기심과 기호 그리고 이해의 성장

을 통해 더 나은 상태로 고양되어야 한다”(비케 116)라는 지침으로 ‘방송의 책

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시 물밀듯이 들어오는 상업적

인 미국의 대중문화에 영국의 청년들이 열광하고 그로 인하여 자국의 문화와 

교육적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보수적인 영국 방송계의 불안감으로부터 기인

하였다. “미국인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을 식민화하여 버렸다”(프리스 76-7)는 독

일의 영화감독 빔 벤더스(Wim Wenders)의 회고가 시사하듯 2차세계대전으로 인

해 자국의 대중문화산업이 육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에서 건너온 영화와 음

악들은 종전 후의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난 유럽의 청소년들에게 미국이 지닌 

풍요로움에 대한 환상을 심는 역할을 하였으며, 영국 사회는 10대를 겨냥한 이

러한 미국의 상업적 대중문화가 영국의 문화와 전통을 전복시킬 수 있는 가능

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BBC는 음악이 지닌 오락성을 청중을 순화시키고 

그들의 문화적 교양을 높이는 데에 사용되는 도구로 바라보았으며, 따라서 기성

세대청취자들의 취향에 맞춘 프로그램 구성과 선곡에 중점을 두었다. BBC의 라

디오 DJ들은 저녁 연회에서 입는 재킷을 차려 입고 라디오 방송에 임한다는 풍

문이 돌기도 할 만큼 청소년들에게 BBC는 옛날 방식을 고수하는(old-fashioned) 

라디오 방송국으로 각인되어 있었다(Cushing 217). 

국민들의 교양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에 집

중했던 BBC는 영국 전역의 모든 가정집에서 라디오를 구비하고 있는 환경에 힘입어 

국민의 취향, 여가생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대중문화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였다. 당시 BBC가 준수하고 있던 방송법인 “레코드음악의 시

간”(needle time)은 이러한 영향력의 확대를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이다. 라디오 

방송을 독점하고 있던 BBC는 1930년대 초반부터 음악방송의 스튜디오에서 일

하는 전문 음악가들의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레코드음악이 방송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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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주당 22시간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공익을 우선시한 법적 

제재의 성격을 띠었지만, 그 이면에는 물밀듯이 몰려오는 미국산 대중음악의 확

산을 막고자 하는 의도 또한 숨어있었다. 방송되는 음악의 세 곡 중 한 곡만이 

성악곡일 수 있었기에 BBC 라디오 방송의 선곡표는 1930년대의 스윙(swing) 기

악곡이 중심이 되었으며, EMI (Electric Musical Industries)와 같이 상업적 판매가 

목적인 대형 레코드 회사들은 본 규정에 맞추어 제한된 수량으로 각 장르의 음

반을 매월 발매하였다(비케 117-9).  라디오 드라마와 토론, 코미디 쇼가 대부분

의 방송 시간을 차지하였으며, 라이브 실황 역시 영화음악과 클래식 곡들이 주

로 방송될 뿐이었다. 라디오에서는 크루너(crooner)5)  창법을 사용한 감미로운 

성인 발라드와 스윙(swing), 재즈 콤보(jazz combo)와 가벼운 기악곡들이 주로 방

송되었고 청소년들의 취향은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반면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로큰롤과 리듬 앤 블루스(rhythm & 

blues)가 그 동안 대중음악 차트를 장악했던 크루너와 스윙 곡들을 차트에서 몰아내며 

청소년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다양한 대중음악 장르에 대한 취향을 억압당한 영국

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성인 청취자 중심의 콘텐츠

가 주를 이루던 BBC 라디오 방송을 피해 라디오 주파수를 돌렸고 미군이 유럽 

전역으로 송출하던 영어방송인 AFN (American Forces Network)에서 흘러나오는 

미국의 대중음악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에 대한 사기 증진과 적군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

의 수단으로서 전쟁이 발발하고 있는 유럽에서 자체적인 미군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

었다. 나치 독일의 집중적인 공습으로 방송국 시설이 다수 파괴된 상황에서 종전을 맞

게 되자 미군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뮌헨 그리고 스투트가르트에 십만 와트의 강력

한 전파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라디오 방송국을 새롭게 설립하였고 AFN은 영국을 포

함한 유럽 전역에서 청취할 수 있는 국제적인 방송으로 자리매김하였다(Morley 

127-9). 미국 정부의 지원 하에 운영되고 있던 AFN은 종전 후 국가의 대외적 홍보활

동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전파매체로서 블루스와 재즈, 로큰롤과 같은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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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미국인들의 음악을 대거 방송하였다.『뉴욕 타임즈』는 1955년 11월에 발행

한 기사를 통해 “미국의 비밀 무기가 마이너 키의 블루 노트”이며 재즈 가수 루

이 암스트롱(Louis Armstrong)을 “가장 실질적인 미국의 대사”라고 명명하기도 

하였다(Lussier 102). 프리스가 흑인들의 음악이 강렬한 비트와 정서적인 사운드

로서 육체로 대변되는 “관능성”(40)을 드러내는 음악이라고 정의하였던 것처럼, 

미국 정부는 이들 장르가 내뿜어내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서방세계의 이미지로 

포장하여 공산체제 하에 있는 국가들의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자 하였다. 실제로 

동독(East German) 정부는 자국의 청년들이 미국적인 삶에 동경을 지니는 것을 

우려하며 부기우기(boogie-woogie)와 재즈, 웨스턴 장르의 미국영화, 청바지와 같

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미국의 대중상업문화를 타락하고 퇴폐적인 “문화적 

야만주의”(American cultural barbarism)로 규정하였으며, 1957년 8월에는 문화부 

관계자가 직접 나서서 로큰롤의 전파를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다(Ramet and 

Crnković 58-9). 

냉전시대에 이데올로기적 목적을 품고 있던 AFN의 음악방송은 흥미롭게도 언어의 

제약이 없는 영국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전파되었다. 그들은 베일에 싸여있는 

흑인 뮤지션들이 원초적인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고뇌와 역경을 노래하는 블루스가 

나긋한 목소리의 백인 가수들이 낭만적인 사랑을 노래하는 크루너 송들과는 매우 다

른 음악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존 M. 헬만 주니어는(John M. Hellmann, Jr) 

당시의 영국 십대들이 전통적인 영국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벌어지는 성적 욕구의 억

압,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목표지향주의에 공감하지 못하며 블루스로부터 자신들의 욕

구를 만족시킬만한 표현들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한다(368). 젊은이들은 종전 후 경직된 

사회가 조성한 척박한 문화 환경을 인지하였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음악적 특징을 

‘진정성’, ‘공동체 의식’과 결부시키며 블루스 맨들이 노래를 통해 전달하는 그들의 솔

직한 욕망과 정서, 고달픈 삶의 주제를 낭만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다. 라디오 DJ가 

“워싱턴 D.C. 에서 윌리가 전해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할 때 워싱턴이 마치 다른 행성

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영국의 블루스 싱어 조지 페임(Georgie Fame)의 소회처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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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음악취향이 국영방송국에 의해 제한된 보수적인 사회 속에서 미국 라디오 방송

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음악은 영국의 십대들에게 신비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Goody 19). 한 해 15만 통이 넘는 신청곡과 팬레터들이 

AFN 방송국으로 쏟아지는 가운데, 미국인들과 독일인 청취자들이 보낸 것보다 

두 배가 넘는 많은 양의 편지들이 영국을 발신지로 두고 있었다(Morley 131). 

롤링스톤즈의 리드 싱어 믹 재거 역시 AFN에 열광하던 이들 청소년들 중 한 명이

었다. 그의 유년기 시절 친구였던 피터 홀랜드(Peter Holland)는 자신의 집으로 놀러온 

믹이 항상 AFN에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어 놓았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척 베리

(Chuck Berry)부터 보 디들리(Bo Diddley)에 이르는 미국의 최신 히트곡들을 꿰뚫고 

있었음을 기억한다(Lysaght 6). 미래에 롤링스톤즈가 될 다른 멤버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그들은 고리타분한 기성세대 취향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BBC 대신 AFN으

로 라디오의 주파수를 돌렸고, 컨트리와 재즈, 블루스와 같은 미국의 음악에 귀를 기

울였다. 1958년 영국에 방문한 버디 홀리(Buddy Holly)의 공연을 통해 스피커로만 듣

던 음악의 실체를 직접 파악한 믹 재거는 음반주문을 위해 직접 미국의 레코드 회사

에 편지를 쓸 만큼 열정적으로 블루스와 로큰롤 앨범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런던 교외

에 있는 다트포드 지역의 청소년 클럽에서 미국의 로큰롤 밴드의 노래를 부르며 커버 

공연을 하기도 했던 그는 열혈 보수당원이었던 아버지가 자신이 듣는 음악을 “jungle 

music”이라고 냉소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다(Coleman 140). 

1960년, 다트포드 기차역에서 어릴 적 동네친구였던 키쓰 리차드와 조우하게 된 그 

날도 믹 재거는 시카고 블루스(Chicago blues)의 명가인 체스 레코드(Chess Record)에

서 발매된 레코드 몇 장을 들고 있었다. 그것은 1960년 당시 영국에서는 발매되

지 않았던 척 베리의 신작인 Rockin’ at the Hops와 머디 워터스(Muddy Waters)의 

The Best of Muddy Waters이었다. 아트스쿨에 다니며 미국의 로큰롤 뮤지션 척 

베리의 기타연주에 푹 빠져있던 키쓰 리차드는 이 광경을 목격하였고 용기를 

내어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믹 재거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자신이 학교 친구

인 딕 테일러(Dick Taylor)와 함께 합주를 한다는 것을 알리게 되고 딕 테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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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믹 재거의 친구라는 것이 밝혀지며 두 친구는 자연스럽게 그룹을 결성하

게 되었다. 이처럼 록의 시대를 풍미한 작곡 콤비는 서로가 좋아하는 블루스 레

코드를 알아보는 우연한 만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자국에서 쉽게 찾아 들을 수 

없던 음악을 듣는 친구를 발견한 이들은 빠르게 연대감을 형성하였고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하나의 여가생활로 발전시켰다. 국영방송국에서 방송하

지 않는 미국의 흑인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개인의 음악적 기호를 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 억압이 팽배한 사회에 대한 반항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롤링스톤즈가 ‘투쟁’ 의식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던 블루스를 추종하

며 그것의 내러티브가 지닌 상징적 의미를 본국의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

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III. 흑인 블루스와 롤링스톤즈

주지하다시피 백인들에 의해 강제이주를 당한 후 거칠고 낯선 환경에서 노예생활

을 시작하게 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비참한 정서는 그들의 삶에서 명맥을 이어 온 

블루스에서 폭력과, 섹스, 인생의 고단함의 주제로 잘 드러나 있다. 미국 남부 목화농

장의 노예들이 부르던 노동요와 민요, 흑인 영가 등에 원류를 두고 있는 블루스는 노

예해방 선언 이후 농장제가 와해된 19세기 후반에 완전한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1920년대 미시시피 델타 지역에서 등장한 초기 블루스는 컨트리 블루스 혹은 그 

음악의 발원지인 미시시피 델타 지역의 지명을 따 델타 블루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대다수의 블루스 맨들은 조상들이 노예로서 겪은 집단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불렀던 

노동요들과 비슷한 주제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구술로 전해온 곡을 귀로 익히고 

거기에 자기만의 해석을 더하여 부르는 경우가 많았고 개인적 형태의 노래로서 일상

에서 겪는 괴로움을 한탄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블루스는 비참한 흑인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였다. 남북전쟁이 종료된 후 많은 노예들이 백인 지주의 땅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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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소작농이 되었지만 노예시절과 다름없는 처우는 지속되었다. 백인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제방 공사에 동원되기도 하는 등 착취가 계속되자 집을 떠나 철도나 선박

노동자로 일을 하는 흑인들이 등장하였다(스타, 워터먼, 147-8).  이들의 삶은 미국 역

사의 희생양이 되어버린 흑인들의 비극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표였으며 암울한 생존환

경 속에서 자신과 같이 정처없이 유랑하는 방랑자를 페르소나로 하여 개인의 경험을 

구술하는 블루스 맨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성적욕망, 가난, 폭력, 외로움과 같이 보

편적인 인간사회의 주제를 파편적으로 서술하는 블루스를 통해 고난을 예술적으로 승

화시키는 음유시인이었다. 

이 시기에 델타 블루스를 대표하는 뮤지션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로버트 존슨

(Robert Johnson)의 곡에는 삶의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읊조리는 블루스의 본질

이 잘 드러나 있다. 로버트 존슨은 원통형의 유리로 만들어진 보틀넥(bottleneck)을 손

가락에 끼우고 기타의 지판을 미끄러지듯 연주하는 슬라이드(slide) 주법을 사용하여 

독특한 기타음색을 구현하는데 능했던 연주자였다. 그가 살아생전 단 두 번의 녹음으

로 세상에 알려진 29곡은 그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카고 블루스를 이끈 머디 워터스를 

비롯하여 롤링스톤즈와 에릭 클랩튼(Eric Clapton), 레드 제플린(Led Zepplin) 등 미국 

블루스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 뮤지션들에게 지대한 음악적 영감을 제공하였다. 로버

트 존슨은 단기간에 일취월장해진 연주 실력을 선보여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예술적 

재능을 얻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던 전설적인 블루스 맨으로서, 27살이 되던 해 사

적인 다툼으로 살해되어 요절한 그의 비극적 생애는 그의 명성을 신화화 하는데 일조

하기도 하였다. 

로버트 존슨은 흑인들의 보편적인 삶의 행로였던 농장 일을 등지고 인종차별이 만

연한 남부사회에서 자신의 안위를 책임질 수 없는 떠돌이 블루스 맨이 되기로 결심하

였고 “불안과 은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불온하고 자기 파괴적인 세계관”

으로 충만한 블루스를 선보였다(Schroeder 38 재인용). 대표곡인 “Stones in My 

Passway” (1937)는 장애물과 어둠으로 가득한 길에 놓여진 사내가 도움을 구걸

하며 좌절감을 토로하며, “Hellhound on My Trail” (1937)에서는 죄인들을 지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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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끌고 가는 사냥개를 마주하게 된 고뇌에 찬 한 영혼이 등장한다. 두려움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 갈 길을 재촉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개인적인 광기가 느껴

지는 이 곡에 대해 레온 리트왁(Leon Litwack)은 인종차별의 상징인 짐 크로우

(Jim Crow) 법을 경험한 흑인들의 고통을 표현한 블루스의 ‘원형’이라고 평하였

다(Weisbard 27 재인용). 그의 또 다른 곡 “Cross Road Blues” (1936)은 교차로에

서 히치하이크를 시도하다 행인들에게 거부를 당한 화자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해가 지고 곧 어둠이 자신을 붙잡아 갈 것”(The sun goin’ down, boy. Dark gon’ 

catch me here)이라는 이 곡의 노랫말에서 흑인들에게 적용되었던 야간통행금지

가 암시되어 있다(Pearson, McCullochl 76-7 재인용). 규정을 어기고 홀로 야외를 

거니는 흑인들이 행인들에게 린치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던 남부사회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신에게 “자비를 베푸소서”(Asked the Lord above. Have mercy, now 

save poor Bob) 라는 절박한 기도를 표현하는 이 곡의 또 다른 노랫말은 억압된 

흑인 사회의 실존적 두려움과 긴장감을 잘 반영하고 있다. 

흑인들이 처한 삶의 조건을 은유하여 좌절과 소외가 뒤범벅된 그들의 ‘한’의 정서

를 전달하는 매개체였던 블루스는 새로운 음악을 갈망하며 휴대용 트랜지스터 라디오

의 주파수를 돌리던 영국 청년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백인 중산층들의 사랑과 행복을 

노래하는 팝송들에 익숙해 있던 그들은 삶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블루스에서 현실에 

대한 보다 정직한 세계관을 발견하였다. 다수의 젊은이들이 대중문화를 통제하는 영

국사회의 보수성과 부모세대의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와 

걸맞지 않음에 염증을 느꼈고 그로부터 느낀 억압적인 경험들을 백인 사회로부터 격

리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음악에 내재된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경험과 결부시켰

다. 블루스가 지닌 에너지, 즉 백인사회를 향한 흑인들의 저항적 목소리는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기성세대에 대해 불만을 느꼈던 영국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동일시할 

수 있었던 계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였다. 폴 올리버(Paul Oliver)에 따르면 1960년대

에 미국의 블루스 맨들이 영국의 리듬 앤 블루스 클럽을 순회 공연할 당시 대부분의 

영국 청년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이 연주하는 노래에 열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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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흥겹게 춤을 추었다(Allen 144 재인용). 당시 영국의 청년들에게 이러한 블루스 음

악은 기성세대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간극

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리고 블루스에 내재된 고독과 좌절의 언어들은 자신

들이 속한 사회에 대하여 느끼고 있었던 집단적인 불만의 감정들을 표현하는 일종의 

정신적 해방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갓 성인이 된 믹 재거에게도 블루스는 “이제까지 들어 본 것 중 가장 진정한 

음악”(Coleman 140)이었다. 그가 활동을 하게 된 롤링스톤즈는 흑인의 발성과 유사한 

보컬 스타일은 물론 길게 늘어뜨린 머리, 자유분방한 의상으로 BBC 방송 관계자로부

터 너무 흑인들의 노래 같다는 평가를 듣기 시작했다(Millard 58). 그룹이 본격적으로 

자작곡 작업을 시작한 1965년부터는 블루스의 공통적인 주제들을 자작곡의 테마로 하

여 이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부모 세대의 규율에 지친 백인 청년들에게 탈출구를 제

시하였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비틀즈(Beatles)가 “너의 손을 잡고 싶어”(I wanna hold 

your hand)라든가 “그녀는 너를 사랑해”(She loves you)를 노래할 때 롤링스톤즈는 

“날 거부하던 그 여자는 이제 내 손아귀에 있지”(Under my thumb. The girl who 

once pushed me around)라고 조소하거나 “내 안의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돌려

야만 해”(I have to turn my head until my darkness goes)라는 가사로 음울한 기운을 

내뿜었다. 

1965년에 발표한 “(I Can’t Get No) Satisfaction”은 ‘좌절감’과 ‘소외’라는 블루스

적 모티프가 두드러진 그룹의 대표 곡으로서, 거칠고 반항적인 그룹의 대외적인 면모

에 불을 붙였다. 미국의 음악채널 VH1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록 음악’으로 선정되

며 세대를 아우르는 명곡으로 인정받은 이 곡은 소비사회의 세태에 대한 비판과 성적

함의로 BBC의 심의제도에 걸려 방송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1965년 미국과 영국의 차

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초유의 히트를 기록하였다. 또한 사운드에서 표출된 리듬 앤 

블루스적 요소는 미국 흑인 뮤지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고 60년대 소울(Soul) 

음악계를 풍미했던 오티스 레딩(Otis Redding)과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에 

의해 그 리메이크 버전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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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차를 타고 운전할 때

그 남자가 라디오에 나타나서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내게 말하지

쓸데 없는 정보들에 대해서 말이야

내 상상력에 불을 붙여줄 것 이라더군

만족할 수가 없어! 오 전혀 전혀

헤이 헤이 헤이, 난 그렇게 말하지

만족할 수가, 오 전혀 전혀

When i'm drivin' in my car

And that man comes on the radio

He's tellin' me more and more

About some useless information

Supposed to fire my imagination

I can't get no, oh no no no

Hey hey hey, that's what i say

I can't get no satisfaction

(“(I Can’t Get No) Satisfaction” 일부분)

믹 재거는 이 곡에서 개인의 ‘만족감’을 소비를 통한 물질적 만족과 이성에 의한 

성적 만족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하는 남자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펼치는 화려한 언변 행위들을 자신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

는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냉소적인 화자는 세상 이곳저곳을 돌아다니

며 화려하게 사는 록스타이지만 정작 여성과의 관계는 거절당하고 만다. 끊임없

는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에서 겪는 정신적 방황, 이성과의 육체적 관계가 성사

되지 못한 것에서 오는 성적좌절감을 표현하는 노랫말은 남녀 간의 로맨틱한 

사랑을 다루는 주류 음악에 익숙해 있던 대중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졌다. 기

성세대는 개인의 성적 욕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물질주의적 생활방식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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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곡의 가사를 주류사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젊은이들은 과

학 기술의 발달이 빚어낸 물질적 풍요 속에서 전통적인 가치관의 강요가 빚어

낸 괴리감으로 방황하는 그들의 정신적 공허함을 포착하였다고 믿었고 “(I Can’t Get 

No) Satisfaction”은 청춘들의 주제가가 되었다.

믹 재거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곡에 다수의 젊은 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허울 없는 삶(life without facade)”(Wells 18)을 노래하는 블루스의 

주제의식에 기인한 바가 크다. 존 웰스(John D. Wells)는 삶의 이면을 들추어내며 불

만족을 표현하는 롤링스톤즈의 이 곡이 흑인들의 블루스와 비슷한 맥락으로 청자들의 

감정이입을 이끌어 내고 있음을 밝히며 델타 블루스의 아버지 로버트 존슨과 롤링스

톤즈의 곡들 사이에 공통분모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17-8). 잔인한 현실을 솔직하

게 폭로하는 로버트 존슨의 노래에 담긴 주제의식은 롤링스톤즈가 소비주의 행태와 

개인의 성적 욕망의 민낯을 드러내며 “나는 만족할 수 없어”라고 외치는 것과 일맥상

통한다. 이들 모두 뚜렷한 신념이 없는 삶의 한 가운데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불협

화음을 만들어 내는 개인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블루스에서 영감을 얻은 세속적이고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 롤링스톤즈는 사회비판

적 코멘트와 더불어 마약, 폭력과 섹스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곡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들은 “Mother’s Little Helper” (1966), “Sister Morphine” (1971), “Gimmie 

Shelter” (1969)와 같이 약물 중독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공공연히 드러낸 곡들을 

발표하였고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과 애증관계가 암시된 “Stupid Girl” 

(1966)과 “Under My Thumb” (1966) 같은 곡들로 인하여 성차별주의자라는 비난

을 받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Midnight Rambler” (1969)는 그룹이 사악한 악동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전적으로 기여한 악명 높은 곡이었다. 자신을 “뺑소니치듯 

여성을 범하는 분노에 찬 강간범”(I’m called the hit-and-run raper in anger)이라고 

소개하는 화자가 “네 여인을 네 코 앞에서 가로채고”(I'll steal your mistress from 

under your nose), “목구멍 아래에 칼을 찌를 거거든, 좀 아플거야”(I'll stick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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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fe right down your throat, baby. And it hurts!)라고 내뱉는 가학적인 가사는 노

래를 듣는 모든 이들을 경악시켰다. 그러나 “Midnight Rambler”의 내러티브 수법

이 과거 블루스 맨들의 내러티브 전개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지한다면, 이 

곡이 지닌 사도마조히즘적 요소는 블루스 전통의 영향으로 작동하는 요소로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헬만(Hellmann)은 “Rambler”라는 용어가 흑인들이 모여 사

는 빈민지역에서 상습적인 범죄자, 사회 부적응자, 성적으로 문란한 남성을 지

칭하면서 백인 사회가 흑인들을 보는 시각과 동일하다는 점을 소개한다(372).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위협할 것임을 경고하는 남성화자의 모습은 노골적인 

폭력 묘사를 블루스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고착화시킨 단골 소재였으며 그 표적

은 주로 힘없는 여성이었다. 실제로 수많은 블루스 곡들에서 “Midnight Rambler”

에 못지않게 심리적으로 분노에 차 있는 화자들이 종종 등장한다. 재즈 길럼

(Jazz Gillum)의  “I'm Gonna Take My Rap” (1964)에서는 “내 총알을 그녀의 얼굴

에 쏘아 버리겠어, 그런 다음 묘지를 네 은신처로 만들어 줄테야”(I'm gonna take 

my pistol/ and cock it in my baby's face/ gonna let some graveyard, baby be your 

hiding place) 라는 섬뜩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레로이 카(Leroy Carr)의 

“Shinin' Pistol” (1934)에서 “반짝거리는 총알을 장전한 다음 나의 그녀를 찾을 

때까지 이 동네를 누비고 다닐거야”(I'm going to get me a shiny pistol with a long 

shiny barrel/ I'm going to ramble this town over until I find my girl)라는 사이코패

스적인 협박은 듣는 이의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엉클 스키퍼(Uncle Skipper)의 

“Cutting My ABC” (1967)에서는 바람을 피운 여성에게 자신의 이름의 이니셜을 

그녀의 은밀한 부분에 새길 것이라는 성폭력 행위가 암시된다. 다른 이를 육체

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서 기쁨을 얻는 가학적인 심리는 백인들에게 억압받는 

흑인 남성들이 섹스에 권력관계를 부여하여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을 통해 자신

의 힘을 주장하는 왜곡된 성적판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아야

나 스미스(Ayana Smith)는 폭력과 약물남용, 난잡한 애정관계로 점철된 생활을 

영위하며 엄격한 도덕률로 무장한 사회에 위협적인 요소로 여겨졌던 악인(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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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 man)들이 블루스 맨들의 페르소나로 작용한 사례야 말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겪은 좌절감이 분출된 예술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182). 롤링스톤즈에게 여성혐오

주의자들이라는 오명을 씌웠던 “Midnight Rambler” 역시 그러한 블루스적 경험이 반

영된 곡이다. 

블루스는 흑인 노예들이 느꼈던 생존에 대한 위협과 깊은 회의감을 자양분 삼아 구

전되었기에 투쟁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그것을 계승한 후세의 흑인들은 블루스를 통

해 속박과 착취의 과거를 되뇌지만 고통스러운 기억을 음악이라는 예술로 승화시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앞으로 살아나갈 원동력을 얻었다. 롤링스톤즈가 블루스에 내

재된 카타르시스(catharsis)적인 기능을 당대의 젊은이들이 목말라 하던 가치와 접목시

킬 수 있었던 이유는 흑인들의 시련과 고뇌가 담긴 블루스의 역사와 그 사회적 함의

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진정성’ 덕분이었다. 이처럼 백인우월주의 사회에서 흑인들

이 겪은 시련과 고뇌의 경험이 백인 젊은이들의 분노와 좌절의 집단적인 감정을 증폭

시키는 매개체가 된 배경에는 롤링스톤즈의 명민하고 독창적인 블루스 텍스트의 재해

석이 자리하고 있었다.

IV. 롤링스톤즈의 시그니파잉 전략

롤링스톤즈가 머디 워터스의 노래 제목인 “Rollin’ Stone” (1950)을 차용하여 

그룹의 이름을 ‘The Rolling Stones’로 명명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화이다. 이와 

같이 그룹은 결성 초기부터 자신들의 음악적 뿌리가 미국의 블루스에 있음을 공

공연히 밝혀왔다.

현재 미국에 알려진 여타 영국 밴드들과 롤링스톤즈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점은 우리가 흑인들의 강렬한 리듬 앤 블루스의 영향을 받은 가장 첫 번째 밴드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 백인들의 로큰롤과 같이 그 본질이 희석된 음악을 

차용하지 않았어요. 초기 흑인들의 블루스로부터 바로 우리의 음악을 발전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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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요(Miles 129).

  

그룹은 자신들이 연주하는 음악에 담긴 블루스의 진정성과 정통성을 근거로 롤링

스톤즈를 다른 로큰롤 밴드들과 차별화시키고자 갈망하였다. 블루스가 “모든 저항들 

앞에서도 욕망과 상상의 전능함을 공격적이고 비타협적으로 주장하는 것"(프리스 41 

재인용)이라는 폴 개론(Paul Garon)의 주장처럼, 고된 역경에 뿌리를 둔 블루스의 기

원과 사회에서 무시되었던 흑인들의 하위문화는 ‘진짜’ 블루스를 하려는 이들에게 독

특한 음악적 영감으로서 작용하였다. 그들이 감지한 블루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원초적인 감정이 묘사된 가사의 ‘관능성’이었다. 흑인들의 삶의 경험에서 우러

나오는 감정을 표현한 강렬한 서사성, 그리고 이것을 그들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독특

한 수사법은 블루스를 당대의 여타 음악장르와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었다. 

특히나 관능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노랫말은 공공연하게 꺼내놓아서는 안 되는 금기를 

암시하고 있었기에 청취자의 호기심과 강렬한 인상은 더욱 커졌다. 수많은 블루스 명

곡들이 함의하고 있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 검열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 은어(argot)들

은 1950년대에 유행했던 흑인 음악들이 백인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개인적인 관

능”(41)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는 프리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근

거가 된다. 그렇다면 블루스에 담긴 성적 주제는 어떠한 사회적 함의가 들어있는 것일

까? 

헬만은 남성의 성적 능력을 강조하는 블루스 은어의 탄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

장을 한다. 첫째, 섹스는 일반적으로 여흥과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이 좌절된 집

단들 사이에서 강박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권력관계를 은유적으로 함

축하고 있는 섹스는 억압받는 흑인들이 절실히 의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따라서 블루

스 곡의 남성 화자가 드러내는 자신의 성적능력에 대한 자만심은 개인관계에서 우월

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흑인들의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된다(369-70).  이러

한 경향은 전후 시카고에서 등장한 어반 블루스(urban blues)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하

였다. 1929년 대공황이 미국 전역을 강타하자 다수의 흑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디트로

이트와 시카고 같은 북부 공업도시로 이동하였다. 이들이 도시의 시끄러운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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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하기에 용이한 일렉트릭 기타를 얻게 되면서 그들이 부르는 블루스의 리듬과 노

래 내용 또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남부에서 부르던 컨트리 블루스에 피아노와 베이스, 

드럼 등 다양한 악기가 더해지는 가운데 좀 더 풍부한 사운드와 테크닉이 구현된 이 

시기의 블루스는 어반 블루스 혹은 그것이 유행했던 도시의 이름을 붙여 시카고 블루

스라 불렸다(셔커 160). 

인종차별이 극심한 남부를 벗어나 자유분방한 북부의 도시 생활에 적응하면서 흑

인들은 더 넓은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들은 조국인 미국을 위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지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들이 그에 합당하는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

실에 분노했고 정당한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미국 사

회의 위선적 행태들은 어반 블루스 곡들에서 노골적인 성적지배 관계에 대한 묘사와 

거칠게 자기주장을 하는 화자의 모습으로 우회적으로 투영되었다(Hellmann 370). 시

카고 블루스의 대표적인 뮤지션 머디 워터스의 곡들은 이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블루스에서 되물림 되어온 ‘성적 과시’의 주제는 그의 노래 “Manish 

Boy”(1955)에 반추된 흑인들의 차별의 역사를 인식할 때 온전히 파악될 수 있다. 짐 

크로우 법이 기세등등하던 남부에서는 흑인남성들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음은 물론 

연령에 상관없이 그들을 성인(adult)의 위치에 설 수 없는 ‘덜 자란’ 소년(boy)으로 인

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부를 떠나 북부로 이주하여 인종차별법에서 해방된 흑인 블

루스 맨들은 ‘합법적으로’ 자신의 남성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자신을 “다 자란 성인 

남자”(a full-grown man), “바람둥이”(a rollin' stone), “성적 매력이 가득한 남자”(a 

hoochie-coochie man)라고 단언하는 “Manish Boy”의 화자는 인종차별로 인해 억압된 

흑인남성의 성적 자아를 강하게 표출하는 내러티브를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다(Burnett, The Global Dispatches). 

백인사회에 대한 저항으로서 블루스에 내재된 성적 함의는 부모세대가 강요하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에 적의를 품은 백인 십대들에게 유사한 심리적 매커니즘을 제공

할 수 있었다. 도덕적 금욕을 미덕으로 여겼던 빅토리아 시대와 개척시대의 청교도 인

들로부터 비롯된 프로테스탄트적 윤리관이 기성세대의 생활신조로 여전히 각인되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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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60년대 미국 사회의 상황에서, 내면의 성적 욕망을 공공연히 노래하는 블루스는 

젊은이들에게 억압된 감정을 분출하고 해소하는 대리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롤

링스톤즈의 작곡 콤비인 믹 재거와 키쓰 리차즈 역시 “거침없이 발산되는 자신의 성

적 매력으로 인해 축복과 저주를 모두 부여 받은 가공의 블루스 맨”(Millard 58)에 대

한 이야기에 매혹 당하였고 이러한 어반 블루스에 대한 인상은 그들의 퍼포먼

스에 여과없이 표현되었다. 데뷔 후 머디 워터스의 “I Just Want to Make Love to 

You” (1954)와 “Little Red Rooster” (1961), 그리고 슬림 하포(Slim Harpo)의 “I’m 

a King Bee” (1957) 등을 커버곡으로 하여 발매한 싱글음반으로 빌보드 차트에

서 성공을 거둔 롤링스톤즈는 보 디들리(Bo Diddley), 리틀 리차드(Little Richard)

와 같은 베테랑 블루스 뮤지션들과 영국 투어를 함께 하며 음악적 역량을 키워 

나갔다. 1964년에는 비틀즈의 광풍으로 영국 뮤지션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

이는 미국 대중의 관심에 힘입어 첫 미국 투어를 갖게 되었다. 그룹은 시카고의 

체스레코드를 방문하여 자신들의 우상인 머디 워터스와 척 베리를 만나는 기회

를 얻었고 다음 앨범에 실을 곡들을 녹음하기도 하였다. 1965년부터 그들은 본

격적으로 작곡을 시작하며 그간의 공연 활동과 미국 흑인 뮤지션들과의 음악적 

교류로 습득한 블루스 전통을 자작곡에 투영하였는데, 가사에 담긴 성적 메타포

는 그 표현의 적나라함에 있어서 블루스 고전들을 능가하는 일취월장의 실력을 

보여준다. 슬림 하포가 “I am a King Bee”에서 여성을 유혹하는 남성을 ‘왕벌’에 

비유하여 “우리 같이 달콤한 꿀을 만들자”(Together we can make honey), “날 네 

안으로 들여보내줘”(Let me come inside) 라고 노래하는 가사는 롤링스톤즈가 

1965년에 발표한 “The Spider and the Fly”에서 “내 거미집으로 어서 뛰어 들어

와”(Jump right ahead in my web)라고 유혹하는 ‘거미’와 ‘파리’의 관계로 부활하

였다. 외설적인 풍자가 난무하는 더티 블루스(dirty blues)6)의 단골 소재인 남녀

간의 성교 행위에 대한 암시 역시 롤링스톤즈의 창작곡에서 재기 발랄하게 등

장한다. “Let’s spend the night together” (1967)에서 여성과의 하룻밤을 고대하며 

자신의 충만한 ’힘’을 “감출 수 없다”(I feel so strong that I can't disguise)는 노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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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발기된 남성 성기를 연상시킨다면, “Parachute Woman” (1968)에서는 사정

행위를 암시하는 노골적인 가사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여 노래를 듣는 이들의 불

온한 상상을 자극한다 . 

더티 블루스의 전통에 영향을 받은 롤링스톤즈의 음악 작업은 주류사회의 검

열을 피하기 위해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어구(double entendre), 빈정거림

(innuendo), 속어를 사용한 블루스 맨들의 작사 방식으로 발전되었다. 흑인의 발

성과 억양을 모사하여 기존의 영국 대중음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보컬과 퍼포

먼스를 선보인 믹 재거의 목소리가 블루스 밴드로서의 개성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데에 일조한 것처럼, 블루스 속어들을 차용한 그의 작사 스타일은 롤링스

톤즈의 음악이 ‘흑인성’을 표출할 수 있었던 적절한 수단이었다. 일례로 

“Parachute Woman”과 더불어 롤링스톤즈의 곡에 종종 등장하는 “rider”라는 용어

는 스킵 제임스(Skip James)의 고전 명곡 “Special Rider Blues” (1931)에서처럼 섹

스파트너인 여성을 의미하는 블루스 속어이다. “Bitch” (1971)에서 마구간에서 

교배를 하는 종마와 자신을 동일시하며 “밤새 마구간에 발길질을 해대

는”(Kicking the stall all night)이란 표현은 이미 머디 워터스의 “Long Distance 

Call” (1951)에 등장한 바 있다. 앨범 Let It Bleed에 수록된 “Monkey Man” (1969)

에서는 수많은 블루스 맨들의 사랑을 받아온 속어인 “lemon squeezer”가 등장한

다. 헬만에 따르면 “lemon squeezer”는 흑인 빈민가에서 성기를 상징하는 은어로 

통용된 ‘레몬’으로부터 유래된 속된 관용구인데 , 보 카터(Bo Carter)의 1935년 

발표곡 “Let me roll your lemon”에서도 “이 마을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너의 

레몬을 잘 굴릴 수 있어”(I can roll your lemon better than any man in this town)라

고 자신하며 상대의 ‘레몬’을 밤새도록 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화자가 

등장한다. 보 카터의 곡이 발표된 지 2년 후에 로버트 존슨이 작곡한 “Traveling 

Riverside Blues”에서는 “나를 짜내어 주시오, 그 즙이 나의 다리를 흘러내려갈 

때까지”(Squeeze me, baby, until the juice runs down my leg)라며 레몬즙을 짜는 

것과 성행위 사이의 연상 작용이 은밀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더티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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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스의 전통이 ‘로큰롤’이라는 완곡한 어구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은 롤링스톤즈

가 백인들로 구성된 그룹의 음악에서 ‘흑인성’을 부여하기 위해 블루스의 성적

코드를 적극 차용했다는 점을 잘 설명해 준다.

블루스의 본질에 대한 롤링스톤즈의 ‘진정성’은 노예역사라는 특수한 환경이 빚어

낸 흑인 특유의 수사적 표현 양식인 ‘시그니파잉’(signifying)7)을 가사텍스트에서 구현

하는 시도에서도 빛을 발한다. ‘시그니파잉’은 아프리카의 민담과 신화에서 속임수와 

말장난에 능한 ‘사기꾼’(trickster)을 원형으로 하여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들이 토착어

로 이루어진 대화에서 구사하는 수사학적 체계와 표현을 의미하는 용어”(Gates 44)이

다. 이러한 ‘시그니파잉’의 주체는 “자기비하”와 자화자찬”의 태도를 복합적으로 드러

내며 상대방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한편 겸손한 자세를 취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우회, 암시, 은유적 추론 등에 의해 이중음성적 텍스트를 구현한다”(김주성, 독고현 

449). 진 스미스(Jeanne Smith)는 아프리카 흑인들의 구전 속에 등장하는 사기꾼들의 

‘시그니파잉’ 전략이 일상에서 반복되는 백인과의 강력한 주종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

체성을 표현하면서도 생존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말놀음

에 익숙했던 흑인들에게 널리 사용되었음에 주목하였다(113).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정서와 심리가 반영된 ‘시그니파잉’은 흑인문학 비평가인 

헨리 루이스 게이츠 주니어(Henry Louis Gates Jr.)가 그의 저서 『시그니파잉 몽키』
(The Signifying Monkey, 1988)에서 소개한 아프리카 요루바 설화 속 사기꾼 원숭이

(trickster monkey)의 이야기를 통해 잘 드러난다. 장난꾸러기 신 에수 엘렉바(Esu 

Elegbara)의 일화에 등장하는 사기꾼 원숭이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어구를 사용하

여 자신이 한 말의 표면적 의미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힘이 센 사자를 모욕한다. 원숭

이는 숲 속의 일인자인 사자에게 자신은 오직 코끼리가 한 말을 옮기는 것일 뿐이라

며 사자를 모욕하는 말을 읊어댄다. 원숭이 말에 속아 넘어간 사자는 코끼리와 

혈투를 벌이고 흠씬 두들겨 맞는다. 사자는 자신이 원숭이의 말을 ‘문자 그대로’ 

믿어버린 것을 깨닫고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 들지만 원숭이는 다시 한 번 언변

으로 사자의 체면을 구기며 죽음의 고비를 넘긴다. 말이나 글, 그리고 그것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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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의미간의 관계가 혼선을 일으켜 빚어내는 이러한 아이러니의 효과는 ‘시

그니파잉’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준다(Gates 55). 약자인 원숭이가 세치 혀로 사자

를 농락하며 거친 정글 속에서 삶을 보전해가는 것처럼, 구전 속의 사기꾼들이 

구사하는 이중적인 언어유희는 무력한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흑인들에게 

대리만족의 경험과 카타르시스를 제공하였다. 이처럼 ‘시그니파잉’은 이야기의 

앞뒤 맥락과 그것을 듣는 관객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의미 해석이 가능한 독특

한 유희적 화법의 바탕이 되었으며 수사학적 기지와 유머를 구사하는 흑인 코

미디언들과 블루스 뮤지션들의 창작 욕구를 자극하는 흥미로운 수사적 장치였

다. 사기꾼 원숭이의 이야기는 롤링스톤즈가 리메이크한 수많은 블루스 명곡들

의 원작자인 윌리 딕슨(Willie Dixon)을 통해 1946년 동명의 재즈곡으로 탄생하

였으며, 블루스 기타리스트 조니 오티스(Johnny Otis) 또한 1968년에 발매한 자

신의 밴드 앨범에 블루스 감성으로 해석한 “Signifying Monkey”를 선보였다.

롤링스톤즈가 1968년에 발표했던 “Sympathy for the Devil”의 논쟁적인 가사에

서도 ‘시그니파잉’ 전략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곡이 발표되자마자 언론과 보수적

인 종교단체는 “악마에 대한 동정심”이라는 반기독교적인 타이틀을 문제 삼으

며 롤링스톤즈가 청년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악마의 자식들이라고 강도 높은 비

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Sympathy for the Devil”은 빈정거림이 난무하는 화

자의 독백이 암시하듯 인간이 지난 역사에서 저지른 잔악한 행위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곡이다. 악마의 대리인으로 추정되는 화자는 마치 1인 독백극을 시작

하는 듯한 유희적인 태도로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았던 자신의 

과거를 소개하며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모든 경찰들은 범죄자들이요, 모든 죄인은 성인들이지, 머리가 꼬리

이듯이”(Just as every cop is a criminal, and all the sinners saints, as heads is tails)

라고 의미의 전복을 시도하기도 하고 “당신이 이제 제 이름을 알아챘기를 바라

지만, 당신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벌이는 게임의 본질이지요”(Hope 

you guessed my name, but what's puzzling you is the nature of my game)라고 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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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린다. 전통적인 기독교 사회에서 빨간 뿔을 머리에 단 흉측한 모습으로 묘사

되었던 악마는 “부와 취향을 지닌 사람”(I’m a man of wealth and taste)으로 그려

지며 오히려 인간들인 청자에게 품위를 지켜달라고 충고한다. “인간의 어두운 

면에 대한 노래이지 악마 숭배는 아니다”(Dick and Reisch 241)라는 믹 재거의 

주장에 따르면, “Sympathy for the Devil”은 ‘선’을 쟁취하기 위해 ‘악’을 타도하

지만 반대로 내면에 잠재된 악한 욕망을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에 대해 악

마가 느끼는 연민을 노래한 곡이다. 이러한 화법은 은유와 암시를 통해 대상이 

지닌 관습적 의미를 전복시키려는 ‘시그니파잉’과 유사한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곡에 담긴 비판의 목소리를 강화시키기 위한 충격효과의 의미도 드러내

고 있다. 

1969년에 발표한 음반 Let It Bleed에는 사기꾼 원숭이 서사를 차용한 기발한 

착상이 돋보이는 “Monkey Man”이 등장하였다. 자신이 원숭이 인간임을 주장하

는 1인칭 화자의 시점으로 구성되어있는 이 곡은 표면적으로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대상들이 나열되어 있는 수수께끼 같은 가사 때문에 당시에 유행

했던 약물인 LSD에 의한 환각 체험을 표현하였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그

러나 이 곡이 차용한 블루스 은어와 ‘시그니파잉’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청자들

은 원숭이 남자가 이미 많은 블루스 뮤지션들 혹은 흑인사회의 개인들에게 그

들과 동일시된 대상인 사기꾼 원숭이의 분신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다. 

나는야 보잘 것 없는 조그만한 원숭이

내 친구들은 모두 마약쟁이들이지

진짜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차가운 이탈리아 피자

레몬즙 짜는 기계도 사용할 줄 알지

너도 써 볼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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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우리가 너무 구세주처럼

혹은 조금 지나칠 정도로 악마 같이 보이지 않길 바랄 뿐이야

우리는 블루스를 연주하는 것을 좋아한다구

음, 난 그냥 원숭이 남자일 뿐이지 

I'm a fleabit peanut monkey

All my friends are junkies

That's not really true

I'm a cold Italian pizza

I could use a lemon squeezer

Would you do?

(……)

Well, I hope we're not too messianic

Or a trifle too satanic

We love to play the blues

Well I am just a monkey man

(“Monkey Man” 가사 일부분)

화자는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원숭이에 불과하며 주위의 모든 친구들은 마약쟁이라

고 자기비하적인 포문을 열더니 금세 사실이 아님을 번복하는 태도를 취한다. 화자 본

인이 시덥지 않은 백인 남성을 뜻하는 “cold Italian pizza”이면서도 블루스 은어인 

“lemon squeezer”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블루스를 능숙하게 연주하는 백인 

남성들인 롤링스톤즈의 멤버들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의도는 곡의 말미에서 “우리가 

너무 구세주 같이 혹은 악마 같아 보이지 않기를”이라는 가사에서 더욱 명확해지는데, 

이는 당시 대중에게 비추어진 그룹의 이미지를 정확히 묘사한 대목이다. 이 곡

이 수록된 Let It Bleed 앨범이 발매될 당시 롤링스톤즈 멤버들은 마약중독과 더

불어 여배우들과의 섹스스캔들로 인해 기성세대로부터 난봉꾼으로 지탄을 받고 

있었다.『이브닝 스탠다드』(Evening Standard)지가 “당신의 딸을 롤링스톤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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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게 할 수 있습니까?”(Jackson 210) 라는 기사를 내보낼 만큼 보수매체가 

맹비난을 퍼부었던 그룹의 악동 이미지는 “Sympathy for the Devil”이 악마 옹호

론 시비를 불러 일으키며 정점을 찍었다. 

반면 개인의 관능성과 욕망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거리낌이 없었던 롤링스톤즈

의 삶의 방식과 음악은 1960년대 후반을 관통했던 예술적 자유와 자기표현의 시대정

신과 함께 공명하였다. 반체제 활동의 중심에 있던 진보진영의 인사들은 개인의 정신

적, 육체적 관계의 ‘좌절’과 ‘만족’을 노래한 롤링스톤즈의 곡들로부터 영감을 

얻었고 그들의 음악을 사회변혁의 무대로 끌어들였다(Whiteley 85). 1968년 앨범

Beggars Banquet이 공개되기 전에 싱글로 단독 발매되었던 “Jumpin’ Jack Flash”

는 각종 시위에 단골로 등장하는 선동곡이 되었고 같은 해 런던에 있는 미국 대

사관 앞에서 벌어진 반전 시위의 경험을 다룬 “Street Fighting Man”은 정치적 저

항과 쾌락주의가 반영된 히피즘적 반문화 운동에 영감을 주며 청년들의 저항심

을 자극하였다.  

그러나 롤링스톤즈는 정작 자신들의 음악이 반문화 운동에 연루되는 것에 대

한 거부감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1968년 런던의 언더그라운드 잡지였던『인터
내셔널 타임즈』(International Times)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믹 재거는 영국에서

는 항상 변화는 점차적이고 조용히 진행되었다는 발언으로 미국의 반문화 운동

이 지향하는 혁명적 이상주의에 반기를 들어 보였다. 그는 반문화 운동이 절정

에 이르던 1969년, ‘롤링스톤즈는 미국에서 진행중인 청년운동과 행진, 경찰과

의 대치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는가?’라는 어느 젊은 리포터의 질문에 

“그것에 관여한 당신들을 존경해요 ... 그렇지만 우린 기본적으로 뮤지션이라구

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Burke 287 재인용). 같은 해에 키쓰 리차드는 롤링스

톤즈의 미국 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한다고 생각 안 해요……믹이 
“Street Fighting Man”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도 말이죠. 그 노래는 우리가 길

거리 시위에 참여하고 싶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냥 로큰롤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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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이죠. 기자회견장에 있는 그 젊은이들은 우리가 밴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청년들을 위해 무엇인가 나서주기 바라지요. 정치적인 문제들은 밴드가 가

장 우선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했던 것들이에요(Burke 287 재인용).

믹 재거는 “Street Fighting Man”에서 “힘없는 젊은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

어?”(What can a poor boy do?), “거리에서 투쟁하는 이들이 갈 곳은 없

어”(There’s just no place for a street fighting man)라고 자조하며 급진적인 이상주

의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냈지만 롤링스톤즈를 정치적 동지로 간주했던 반문화 

운동가들은 그 노랫말의 함의를 파악할 수 있는 유연한 태도가 부족했다. 그들

은 가사에 내재된 모호함은 무시한 채 반전시위의 경험을 묘사하는 표면적 의

미에만 집중하여 “Street Fighting Man”을 혁명을 위한 송가로 조명하였고 결과

적으로 이 곡은 반문화 운동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던 미국의 시카고와 버클리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 금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Platoff 257-9).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Monkey Man”은 사람들의 믿음이 빗나갔음을 

지적하는 롤링스톤즈의 반론으로서, 동물의 세계의 강자인 사자를 세치 혀로 농

락했던 사기꾼 원숭이의 전략을 연상시킨다. 저항과 반기, 노골적인 성적 묘사

가 담긴 블루스 언어를 노래하며 기성세대를 조롱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던 

롤링스톤즈는 사기꾼 원숭이를 무척 닮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구세주 같

이 혹은 악마 같아 보이지 않기를. 우리는 블루스 연주를 사랑하지. 나는 단지 

원숭이 인간일 뿐”이라고 외치는 믹 재거의 포효는 과거 블루스 맨들이 일탈적

인 행동들로 인하여 즉홍적이고 규칙 위반의 관능적인 음악 블루스 뮤지션들로 

여겨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롤링스톤즈 역시 “블루스라는 이름 아래에 반항을 

일삼는”(Cooper and Cooper 70) 젊은이들임을 공고히 한다. 노랫말의 표면적 의

미에 집중하여 그들을 여성혐오주의자, 악마의 아이들로 낙인 찍은 기성세대와 

마찬가지로, 롤링스톤즈를 혁명의 아이콘으로 치켜세웠던 반문화 운동가들 역

시 원숭이의 말장난에 농락당한 사자와 다름없었던 것이다. 롤링스톤즈는 악마

도 혁명가도 아니요, 단지 흑인들의 삶의 경험과 전통에 근거한 언어유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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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신들을 둘러싼 사회를 우회적으로 ‘시그니파잉’ 했던 몽키맨들이었다. 이

처럼 롤링스톤즈는 ‘시그니파잉’이라는 흑인들 고유의 수사를 통해 자신들의 메

세지를 표현하였으며, 흑인 블루스 사운드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그 

음악적 근원인 아프리카계 미국 흑인들의 정신을 전유하여 '록'(rock)이라는 새

로운 대중음악의 장을 열었던 것이다.

V. 글을 마치며: 진행형으로서의 대중음악 

지난 20세기에 서구 대중음악사를 강타했던 ‘브리티쉬 인베이전’의 중심에는 본국

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던 미국 흑인들의 블루스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종을 

넘어서는 창조적인 음악적 교류를 선도한 롤링스톤즈가 있었다. 그룹은 블루스의 기

저를 형성하는 사회적 배경과 그 속에 깃든 정신을 간파하여 단순모방을 뛰어 넘는 

독창적인 재해석을 선보였다. 무엇보다도 블루스 전통을 수혈한 개성 있는 가사 텍스

트는 그룹이 1960년대의 청년문화에 끼친 영향력의 핵심이었다. 롤링스톤즈는 속박과 

착취로 얼룩진 흑인들의 블루스가 노래하는 적나라한 삶의 주제들을 기존의 가치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상황에 대입하여 노래하였고 그 결과 상업주의에 대한 냉

소, 현실에 대한 불만족, 정신적 공허함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에서 비롯된 약물남용

과 폭력적인 섹스와 같은 주제들이 대중음악이라는 이름하에 거침없이 미디어에 노출

되며 청년들의 욕망을 대신 분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통 블루스를 계승하고

자 하는 노력은 성적묘사가 가득한 블루스 속어를 적극 차용하는 대범한 시도로 이어

졌고 그룹의 도발적인 가사를 따라 부르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억제되었던 개인의 관

능을 표출시킴으로써 체제에 반항하는 표현 수단이 되었다. 그룹이 흑인들의 수사법

인 ‘시그니파잉’을 가사 텍스트의 서사 전략으로 사용하여 기성사회를 위협하고 청년

들을 선동하는 사회비판적 목소리를 내면서도 블루스 고유의 표현방식이란 구실을 내

세웠던 모습은 백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순응과 저항의 의지를 동시에 품었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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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이중적인 수사법 또한 상기시킨다. 실제로 믹 재거는 지난 2012년 결성 50주

년을 기념하여 베스트 앨범을 발매하며 영국의 유명 저널리스트인 마크 엘렌(Mark 

Ellen)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롤링스톤즈가 분명히 당시 유행했던 감미로운 조미료(사카린)같은 음악들보

다 팝 음반 전반에 더 솔직하게 접근하는 무리의 최전선에 위치해 있었고, 가사

적으로도 더 직설적이고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더 잘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직접적인 면은 블루스에서 단서를 얻었다. 블루스를 아주 많이 들었기 때

문이다(임진모, IZM).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듣게 된 블루스가 전하는 삶의 진실에 매료된 롤링스톤

즈의 멤버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전통 음악을 백인청년들의 정신적 갈증을 공략

하는 대중예술로 발전시켰고 블루스는 시대의 뜨거운 공기와 조우하여 반문화와 같은 

청년 운동의 정신적 동지가 되었다. 롤링스톤즈의 음악적 실천이 청년들이 정치적, 문

화적 활동에 참여하는 구심점이 되었던 사실은 대중음악이 지닌 가능성을 다방면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능동적인 청자의 본질이 인상적으로 드러난 사례이다. 또한 60년대

를 뒤흔들었던 롤링스톤즈의 원색적인 음악은 그들이 흑인 블루스의 정신을 주체적으

로 수용하여 한 시대를 대표하는 대중음악의 장르를 창조해 내었음을 시사한다. 그리

고 그러한 독창적인 장르의 창조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대중들의 적극적이고 능

동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롤링스톤즈 음악은 60년대를 

넘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의미를 생성해내는 진행형의 시그니파잉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1) 스콧 맥킨지(Scott Mckenzie)의 노래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Flowers in Your 
Hair)”의 영감을 받아 1967년 캘리포니아의 버클리로 떠났던 프리스는 반문화의 중심지였
던 그곳에서 청년들의 하위문화가 소비행위로부터 자신의 의미와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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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상업적인 대중음악의 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그의 연구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2) 1960년대 초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영국 출신의 뮤지션들이 미국으로 진출하여 커다란 인
기를 누리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음악 차트를 지배한 현상을 말한다(셔커 222).

3) 블루스를 추종했던 영국의 백인 뮤지션들에 의해서 빅 브룬지(Big Broonzy), 로버트 존슨
(Robert Johnson), 블라인드 레몬 제퍼슨(Blind Lemon Jefferson)과 같은 전설적인 블루
스 맨들의 곡들이 록음악으로 리바이벌되던 유행을 말한다(남무성 146).

4) 머디 워터스와 함께 시카고 블루스의 발전에 기여한 블루스 뮤지션. 본명은 체스터 아서 버
넷(Chester Arthur Burnett)으로 발성이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들린다 하여 ‘울부짖는 늑
대’(howlin’ wolf)라는 예명으로 활동하였다.

5) 마이크를 사용하여 저음의 목소리로 노래하는 창법. 부드럽고 편안한 음색의 남성 저음가수
들은 “낭만적 연애와 중산층 가정에 대한 대중들의 꿈과 욕망을 대리충족 시켜 주는 문화
적 아이콘”(최유준 121) 이었다.

6) 블루스의 하위 장르. 성(sex), 마약(drug)과 같이 사회적으로 금기시 되는 소재들을 풍자가 
뒤섞인 속어, 이중적 의미를 지닌 단어들로 위장하여 부른 블루스 곡들을 지칭한다. 

7) 여기서 말하는 '시그니파잉'은 기호학자인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가 주장한 기표 
(signifier)나 기의(signified)와는 다른 개념으로써, 흑인문학 비평가인 헨리 루이스 게이츠 
주니어(Henry Louis Gates Jr.)의 저서 The Signifying Monkey(1988)에서 소개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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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spects of Blues Attitude Represented in The Rolling 
Stones’ Music of 1960s

Choe Youngjeen (Chung-Ang University)
 Chung Eunji (Chung-Ang University)

“The British Invasion,” a cultural phenomenon that struck the US in the 1960s, 

triggered the blues revival and helped white youth to re-evaluate African-American 

music during a racially discriminatory period. The Rolling Stones was a central force 

for this cultural wave. With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background of the music genre, the group was devoted not only to imitating the 

blues sound but also to reinterpreting its cultural value as a ‘rebellion’ against the 

dominant white society of both UK and US. The transfusion of blues attitudes into 

white youth gave rise to an influential impact on society. Many Anglo-American 

youngsters regarded the blues theme and argots in the songs of Rolling Stones as an 

explicit expression of refusal of traditional values, which ultimately contributed to 

igniting the youth movement at that time. In this context,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the Rolling Stones approached and repackaged the blues out of a social context, 

by analysizing the lyrics and themes of the songs released in the 1960s. In so doing, 

this paper seeks to illustrate that the transatlantic blues, initiated by intellectually 

curious white British youth, is a significant example of popular music truly reflecting 

society, fueled by the genuine potential of the consumer public.

Key Words: blues, rock music, The Rolling Stones, counterculture, sign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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