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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특별기고

두 개의 다른 시간 속 딥퍼플: 

대중화를 자본화의 방식으로 누리기

곽승찬

딥퍼 은 1968년 1집 ｢Shades of Deep Purple｣을 내놓으며 데뷔했다. 

싱  ≪Hush≫는 빌보드에서 즉각 인 반응을 얻었고, 평단도 앨범에 

호의 이었다. 50년이 지난 2017년, 그들은 정규 20집 ｢Infinite｣를 내

놓았다. 여 히 호평을 받았고, 새삼스럽지만, 단독 월드투어를 치

다.

무엇보다 놀라운 은 20집의 딥퍼 이 1집은 물론이고 ｢Machine 

Head｣(1972), ｢Stormbringer｣(1974), ｢Perfect Strangers｣(1984), 심지어 

｢Bananas｣(2003)의 딥퍼 과도 다르게 들린다는 것이다. 딥퍼 은 어

떻게 50년을 살아남았을까? 동기와 후배들의 은 일 감치 멈춰버

린 왕년의 이야기가 되었다. 멈추지 않았다면 변신으로 망하거나 반복

으로 박제되었다. 그러나 딥퍼 은 어제를 오늘의 방식으로 림으로

써 끝내 살아남았을 뿐더러 두 개의 다른 시간들을 동시에 품은 이질

인 존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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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간들은 변곡 을 둔 채 다른 방식으로 흐르는 것이다. 미술

비평가 임근 에 따르면, 짧게는 1919년부터 1968년까지의 50년, 길

게는 1890년 부터 1979년까지의 90년은 모더니즘의 시간이었다. 포

스트모더니즘의 시 는 그 이후로 2008년까지다. 그와 비슷하게, 건

축사가 네스 램튼은 1890년 를 모더니즘의 잠복기로 설정하고 

1960년 까지 나아가며, 포스트모던 건축은 1990년 에 어들며 힘

을 잃었다고 지 한다.

시각문화 심의 헤게모니를 동력 삼아 흘러간 모더니즘-시간의 정

체를 복기해보자. 세상과 구분되는 내가 있다는 신념, 시 에 걸맞은 

형식을 발견하려는 욕구, 새로운 세상의 지형을 통제할 수 있다는 희

망. 산업화의 물결을 때로는 거스르고 때로는 유 하며, ‘아방가르드’

의 깃발을 내걸고 나아간 자들의 때 다. 100년의 이야기인 만큼 지역

과 내용에 따라 걸음걸이는 다종다양했다. 때로 부딪혔고 때로 무 했

다. 그러나 의의 모더니즘은 결국 ‘내가 만든 양식’으로 ‘내 에 

비친 세상’을 바꾸려는 숙명론에 공동으로 기 하고 있었다.

모던한 ‘나’는 세상을 바꾸지 못했다. 그 지만 그것은 항/이론으

로서의 자의식을 갖춘 포스트모더니즘 시각운동이 아니라, 모더니즘 

고 문화의 타자에 불과했던 방 - 문화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

었다. 1930년 가 되자 의 기수들은 정치권력에 짓밟히거나 이용

당하기 시작했다. 이어 제2차 세계 을 지나며 세계는 풍선처럼 얇

게 부풀려졌다. 미술사가 메리 앤 스타니스제 스키가 빗  로, “몬

드리안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세계의 보편 인 상징이 되었다”. 

-매체에 실린 -제품을 한 빨갛고 하얀 - 고가 매

체가 믿었던 국제성의 꿈을 체했다. -미술, -매체, -정

치, -과학, -음악 등 모든 것이 ‘ 화’의 옷을 입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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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퍼 은 ‘ 화의 시간’을 철 하게 렸다. 데뷔 이후 8년 안에 

10장의 정규앨범을 냈으며, 여기에는 ｢In Rock｣(1970), ｢Fireball｣(1971), 

｢Machine Head｣의 트로이카가 포함되어 있었다. 세 장의 앨범은 모두 

국 차트 1 를 기록하는 등 유럽을 휩쓸었고, ≪Machine Head≫, 

≪Burn≫(1974)은 빌보드에서도 탑10에 들었다. 공연은 연일 만석이었

고, 기타키드들은 ≪Highway Star≫의 솔로를 커버하기 해 열을 올

렸다. 멀리 일본에서의 라이 는 설이 되어버렸다. 산층은 

술 집단에 향을 받기에는 무 커졌는데, 화된 음악이 빈자리를 

담 마크할 수 있었다. 딥퍼 은 ‘록’이라 이름 붙여진 그 황 기의 

주역이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뉘앙스를 바꿔보자. 모든 것은 화의 ‘옷을 

입었다’. 모더니즘의 꿈은 실패했지만, 유령은 미신처럼 남아 화

의 얄 한 꺼풀을 빵빵하게 채우고 있었다. 언뜻 세기 와 완 히 

달라 보 지만, 바  건 껍데기일 뿐, 알맹이에는 모더니즘의 버릇이 

유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은 록밴드를 모던의 술가처럼 취

했다. 록밴드는 ‘운명이 지하여 하나로 뭉친 천재들’이었다. 각자

의 스토리와 개성은 알 수 없는 힘으로 융화되어 밴드의 체 불가한 

아우라를 형성할 터 다. ‘내가 만든 음악’ 같은 걸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건 이미 자명했는데도, 과 음악가는 그 사실에 심이 

없어 보 다. 실패한 꿈의 역이라도 되고 싶었던 걸까. 록밴드는 

 똘똘 뭉친 반항아 집단처럼 굴었고, 반항아이고 싶은 사람들의 

변자로 몸부림쳤다. 

음악평론가 사이먼 이놀즈는 팝의 역사를 돌아보며, “ 음악은 

패션과 술이라는, 근본 으로 상충하는 두 가치  사이에 존재한

다”라고 평가한다. 으로 동의한다. 음악사에는 패션처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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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것을 패스티시(pastiche)하는 순간이 많았다. 그러나 그건 오늘에 

와서야 돌아보는 통찰이다. 1960년  말에서 1970년  는― 램록

이라는 ‘첫 번째 트로’를 맞았을지라도―음악의 ‘ 술’ 측면이 신 되

던 때 다. 그런데 딥퍼 은 무언가 달랐다. 그들은 당  ‘ 술가’들

의 기본 옵션이던 ‘똘똘 뭉친 명가’ 기믹을 장착하고 있지 않았다. 

겉으로는 5인조의 오서독스(orthodox)한 구성이었지만, 동시  폐쇄

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공백기(1976~1984) 이 의 8년간 보컬은 두 

번, 기타리스트는 한 번, 베이시스트는 두 번 바 는 등 멤버 구성이 

4기까지 이르 다. 지 까지 모든 앨범에 참여한 건 이언 페이스 한 

명뿐이고, 앨범 코딩에 참여한 멤버만 12명에 달한다. 흔히 딥퍼

의 정신  지주로 여겨지는 리치 블랙모어는 을 떠난 지가 어언 20

년이 되었다.  내 불화설은 연간 행사 다. 확실히, 딥퍼 은 록밴드 

성공신화의 필수요소를 결여하고 있었다. 그럼 체 어떻게 화의 

시간을 린 걸까?

인보우의 표 인 컴필 이션 앨범인 ｢The Very Best of 

Rainbow｣(1997)의 속지에는 사은품으로 ‘Roots and Branches of 

Rainbow’라는 이름의 계보도가 포함되어 있다. 흡사 세 왕가의 족

보를 보는 듯한 ‘가지들’은 딥퍼  1~4기와 인보우 1~8기를 포함

한 31개의 밴드를 망라한 멤버 구성을 좇고 있는데, 어느 멤버가 어디

로 갔는지를 좇다 보면 머리가 아  지경이다. 를 들어 돈 에어리는 

코지 웰의 해머와 게리 무어의 콜로세움 II를 거쳐 인보우 5기에 

합류하고, 2002년부터 딥퍼  8기로 활동하고 있다. 코지 웰은 리치

블랙모어가 딥퍼 을 떠나 결성한 인보우에 가입해 2~5기를 함께

했다. 인보우로 주목받은 조 린 터 는 역으로 딥퍼  5기에 합류한

다. 이러한 딥퍼 - 인보우의 슈퍼-개방성은 동료들에게까지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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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이언 길런과 로니 제임스 디오는 블랙사바스에서 노래를 불

고, 딥퍼 의 데이비드 커버데일은 화이트 스네이크, 인보우의 그래

험 보넷은 알카트라즈-임펠리테리의 커리어를 이어갔다. 딥퍼 - 인

보우라는 이름만 있고, 내용물은 끝없이 바 는 것이다.

사실상 밴드의 ‘ 거시’만 있고 근거 삼을 ‘물리  실체’는 없는 상

황에서, 재미는 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그 자체에 있게 된다. 

이 베이시스트가 기로 가서,  사람들이 같이 스테이지에 있는 사

건을 즐기게 된다는 말이다. 딥퍼 의 팬덤은 그런 재미를 좇으며 유

지되었고, 경향이 인보우를 거쳐 심화되고 나면 앨범 사은품으로 

계보도를 주는 수 에 이르게 된다.

비슷한 풍경이 있다.  스포츠와  패션이 그 다. 매년 이

시장 팬들의 심사는 가 어느 클럽으로 갈 것인지로 향한다. 세계 

각국의 클럽이 암막 속의 사투를 벌인다. 다음 시즌이 되면 완 히 

새로운 이 출범한다. 이를테면 국 리미어리그의 리버풀FC를 보

자. 의 득 왕인 모하메드 살라는 두 시즌 까지 이탈리아의 AS로

마에서 뛰었다. 이번 시즌에는 AS로마의 골키퍼 던 알리송 베커도 

합류했다. 과거의 에이스 필리페 쿠티뉴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이

한 지 오래다. 바르셀로나에는 왕년의 리버풀을 책임졌던 루이스 

수아 즈도 있다. 패션도 매한가지다. 칼럼니스트 박세진은 최근 패션

의 재미를 아  ‘사람의 이동’으로 한정한다. 어떤 디자이 가 어느 

랜드를 맡는지 그 자체가 패션보다 재미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라. 뎀나 즈바살리아의 발 시아가는 크리스토발 발 시아

가와 아무 상 이 없고, 올리비에 루스테잉의 발망은 피에르 발망을 

기억하지 못하며, 리카르도 티시의 지방시를 보면 베르 드 지방시는 

울음을 터뜨릴 지도 모른다. 이번 시즌의 리버풀FC는 유니폼만 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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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일 뿐 불과 2, 3년 의 과 아무 상 이 없다. 딥퍼 - 인보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거시에는 그것을 증명할 물리 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스포츠와  패션은 화를 뒤이은 ‘자본화’의 시간을 

리는 표 인 업계다. 1990년  들어 ‘자본화’는 본격 으로 모든 

것을 잡아먹기 시작했다. 산층의 몰락으로 의 자리를 소비자가 

차지했다. 소비취향과 선택이 모조리 거 자본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

하자, 아방가르드의 버릇은 비로소 죽어 모든 이의 비웃음거리가 되었

다. 그런데 자본을 제외한 근거들이 사라지자,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의

지할 상이 필요했다. 창업자, 원년멤버, 지역주민, 풍토와 같은 물리

 실체 없이 거시 자체를 만들기에 몰두하는 업계가 생겼다. 연고

지의 풍토와 아무 상 없는 동의 거부들이 소유한 스포츠클럽들이 

그 고, 창업자의 가문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자체가 드문 패션하

우스들이 그 다. 자본은 거시가 필요할 뿐 물리  실체는 거추장스

러워했다.

결국, 딥퍼 - 인보우가 1960년  말부터 구사한 략은 다음 시

간의 논리 다. 밴드의 성기부터 주요멤버의 탈퇴를 거듭하며 물리

 실체를 없앴고, 마침내 존 로드도 리치 블랙모어도 없는 딥퍼 의 

거시는 이름에만 남게 되었다. 그에 따라 팬덤은 밴드의 유동성/개

방성 자체에서 재미를 찾는 매우 인 형태로 유지되었다. 화

의 시간을 자본화의 시간처럼 보낸 것이다. 물론, 딥퍼 은 거 자본

이 아니다. 일부러 물리  실체를 포기한 것이 아닐 터, 의도된 자본화 

략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오늘을 견하는 방식으로 어제를 

렸다는 사실은 딥퍼 을 매우 이질 인 존재로 만든다.

딥퍼  의 반세기를 함께한 년의 올드록 팬들은 ‘ 드제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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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딥퍼 - ’의 경쟁을 추억하곤 한다. 소수의 ‘블랙사바스- ’

를 제외하면 그 시  사내아이들이란 모조리 ‘젭’과 ‘퍼 ’로 양분되

었다는 것이다. 경쟁은 지 까지 이어져, 그들의 라이벌리는 ‘비틀즈 

 롤링스톤즈’, ‘오아시스  블러’, ‘메탈리카  메가데스’와 더불

어 록 커뮤니티를 달구는 식상하지만 표 인 떡밥이 되었다. 제 린

- 는 끈 하고 고상한 취향, 딥퍼 - 는 빠르고 마 인 취향이라

는, 오해에 가까운 념을 재생산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두 밴드에는 내용물보다 그릇에 더 본질

인 차이가 있다. 드제 린은 하나의 닫힌 밴드지만, 딥퍼 은 그

랬던 이 없다. 존 본햄이 죽었을 때, 제 린은 해체로써 수호해야 

할 완결성이 있었다. 27년만의 첫 재결합에서 제이슨 본햄이 드럼을 

쳐야했던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딥퍼 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한 

이언 페이스가 죽는다고 한들, 딥퍼 이 해체해야 할까? 그 지 않다. 

딥퍼 에겐 오히려 새로운 드러머를 입함으로써 지켜야 할 개방성

의 거시가 있을 터다. 그것이 딥퍼 이 힘을 얻는 방식이다.

“You keep on moving / Far away far away / Everyday wheels are turning 

/ And the cry still returning.” 딥퍼 의 정규 10집 ｢Come Taste The 

Band｣(1975)에서 싱 컷트된 <You Keep On Moving>의 구 이다. 나

는 오늘 이 곡의 함의를 곱씹어본다. ‘매일 돌아가며’, ‘계속 나아간 

당신’은, 내용물을 돌려 끼우며 오늘에 이른 밴드 스스로를 칭한 게 

아닐까? ｢Come Taste The Band｣가 공백기 이 에 리치블랙모어가 참

여하지 않은 유일한 앨범이라는 사실을 떠올려보라. “그래서?[≪Now 

What?!≫(2014)]” 그래서, 그들은 그 게 “  멀리로” 나아가, 물리  

실체가 없는 거시의 원[≪Infinite≫(2017)]한 지속으로 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울음은, 아직도 돌아오고 있다(Thecryisstillretu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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