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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노래전통

김

우

진

(동양음악연구소장)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린 시절에 익힌 습관이 노년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습관이라 함은 행동 양식(behavioral event)이
고, 이러한 행동 양식은 반복성을 띄고,1) 감성적인 면이 강합니다. 보통 다혈질이라거나 침착
한 성격이라 표현하는 것도 이러한 행동 양식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음식이나, 좋
아하는 생상, 좋아하는 스타일 등도 행동 양식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행동 양식은 학습을
통해서 습득되기 보다는 타고 나는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거나
‘사람은 변하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제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를 싫어하기도 합니다. 요즈음처럼 빨
리 변화하는 시대에는 빨리 적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익숙한 집이 좋고, 익숙한 길이 편
하고, 손에 익은 기계가 편합니다. 이와 같이 변화에 적응이 느린 것은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도 있지만, 행동 양식을 바꾸기 싫어하는 면도 있는 것입니다.2)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며 성장하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살아갑니다. 배움
이 축척되어 한 사람이 대학자가 되기도 하고, 위대한 정치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변하는 것(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기술은 배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지만, 감성적인 면, 행동양식 등은 쉽게 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에서 잘 변하지 않는다는 감성적인 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좋아 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노는 것에 관심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개인의 감성적인 면과 취향 등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모여 이루는 집
단의 취향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개인의 취향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음악적으로
어떤 특징을 이룰 때 우리는 그것을 토리라 부릅니다. 개인과 집단이 이러하다면, 민족의 음
악적 취향도 변하지 않는 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요즘 기업체에서 인재 채용을 할 때, 이와 같은 행동 양식을 검증하는 방법(BEI, behavioral event
interview)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이것을 관습 또는 타성에 젖었다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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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이라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달리 규정되겠지만, 분명히 대중에 해당하는 집단이 있었을
것이고, 대중이 좋아하는 음악적 취향도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성행했던 잡가나 선소리
계통의 노래나, 20세기 초에 유행한 신민요, 그 후에 등장한 왜색가요, 20세기 후반을 장식한
팝송 · 컨트리 송 · 발라드 · 랩 등에는 대중이 공유할 수 있는 음악적 취향이 숨어 있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동남아를 비롯하여 유럽에 까지 번지고 있는 K-pop에는 흑인 음악
적인 요소가 주류를 이룬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한민족이 공유해 오고, 공유할 수 있는 감성
적인 면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를 <대중의 노래 전통>이라 정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대중들이 즐겨온 변하지 않는 감성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음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고,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발표될 6편의 논문을 통해 한국의 대중들
이 사랑해 온 노래의 전통이 조금이라도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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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민요와 신민요

권

도

희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머리말
신민요는 개항 전후 혹은 갑오년 무렵 이후로 만들어진 민요의 범칭으로서, 민요 앞에 붙은
접두어 “신”은 암묵적으로 근대를 나타내며 “구”는 전근대를 상징한다. 그런데 1930년대 이후
부터 신민요는 특정한 노래 범주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조선의 음반
시장은 급속도록 팽창했는데 이를 도모했던 주체들 즉 음반회사와 각종 대중매체는 여러 유행
음악들 가운데 특정 갈래를 신민요로 한정하기 시작했다. 또, 당시 음반을 향유하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대중들 역시 신민요를 특별한 범주로 받아들였다. 결과적으로 1930년대 이후 신민
요라는 용어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암묵적 합의 하에 대중가요 가운데 특정 갈래를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민요는 근대의 민요로서가 아니라 당시 그것을 향유하는
문화에 적합하도록 전용(appropriation)되었다. 그러나 신민요의 전용은 그것의 산업적 의도
와 폭발적 인기가 맞물리면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신민요의 전용은 1920년대 이
후 성장했던 민족주의에 대한 자각과 실천과 무관하지 않았다.1) 1차 대전 혹은 3·1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에는 민족주의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당시 조선인에게 민족주의란 민족문화를 통
해 조선의 독자성을 확인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을 기약하거나 독립 후 국민국가의 건설을 준비
할 수 있는 이념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문예계에서는 민족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민요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개항 이후 민요는 역사의 주체로 부상한 절대다수의 민중이 공
적 공간에서 부르는 노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민족주의 이념이 성장하면서 민요의 정체는
여기에 머무를 수만은 없었다. 민요는 민족문화를 상징하는 산물이 되어야했다. 실제로 조선
의 지식인들은 3.1운동 이후 민요를 조선민족을 호출하는 문화적 부호로 인식하고 그 점을 사
회적·정치적 의제로 설정해갔다.2)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영향은 빠르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민요의 민족문화로서의 자질을 당대 지식인과 절대다수의 군중이 공감하도록 한 계기
는 산업적 산물이었던 신민요가 등장한 이후부터였다.
1) 최영한,「조선민요론」『동광』33호, 1932년 5월호, 86-7쪽.
2) 권도희,「근대기 상업민요와 대중음악」『동양음악』(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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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 발매된 유성기 음반의 매수는 약 6,000매 이상으로 추정되는
데, 이 중 신민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내외였다. 1934년 전후로 신민요가 독립적 갈래
를 구성했고 또 1940년대 이후로 유성기음반 신보의 발매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상
기하면, 신민요 음반의 발매 숫자는 그것의 영향력을 가늠케 해준다. 그러나 신민요의 양적
성장만으로 신민요의 성장이 민족주의 이념과의 공진(共振)의 결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점에서 신민요의 민족적 성격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함이 알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신민요는 일종의 문화상품으로 탄생한 것이다. 따라서 신민요는 처음부터 민족주의 이념을 실
천하기 시도된 행위의 결과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민요가 민족문화의 구성에
끼친 영향력을 간과할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인들은 신민요를 일반 유행가와는 다
른 것, 즉 조선을 상징하는 노래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신민요라는 산업적 산물이
갖고 있는 민족문화로서의 자질과 기여 그리고 한계를 검토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
다. 이에 본고에서는 신민요의 양식적 특질과 그것의 사회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검토
함으로써 당시 신민요의 민족문화로서의 속성이 인정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최근 신민요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신민요의 음반서지, 음악과 노랫말, 예술가와 제작
자, 그리고 신민요의 세계관 등이 밝혀졌다.3) 이소영에 의해 신민요의 음악 양식 연구가 상당
히 진척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신민요의 음악양식에 대한 문화사적 해석이 필요함을 잘 보여준
바 있다. 나아가 최근 필자는 신민요가 신구新舊 예술양식을 의도적으로 절충시킨 산업적 산
물로서 조선의 영토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환기시킴으로써 잡가로 분류된 민요(잡가민요)와 차
별되는 사회문화적·정치적 기여를 했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4) 그런데 이상의 연구들은 신
민요의 양식과 그것의 해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놓기는 했지만, 신민요의 양식적 가능성
을 모두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까지 신민요는 전통적인 민요의 선법성(modality), 장단체
계 및 창법 상의 관례 그리고 서양의 장·단조 조성성(major-minor tonality) 및 리듬을 활용
함으로써 여타 가요 갈래와 구별되는 양식적 특징을 갖고 있는 범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신민요의 음악 양식과 그것에 대한 해석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간 신민요의 양식적 원천으로서 서도민요는 충분히 거론되지 못했고, 신민요 창법에 대한 논
의도 적극적이지 못했으며, 정남희의 신민요는 양식적 차원에서 함께 거론조차 되지 못하는
등, 현재의 연구만으로는 신민요의 양식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민요의 양식적 원천을 보다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신민요의 양식적 표현의 가능성
이 현재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점을 서술하려한다. 본고에서는 서도민요와 관련된 신민요의
음구조와 창법을 분석해 봄으로써 신민요의 양식적 가능성과 그 실천의 폭이 현재 알려져 있
3) 송방송,「한국근대음악사의 한 양상-유성기음반의 신민요를 중심으로」『음악학』제9집(한국음악학회,
2002);「신민요 가수의 음악사회사적 조명-권번출신의 여가수를 중심으로」『낭만음악』통권 제55호(낭만
음악사, 2002); 이진원,「신민요 연구(I)」『한국음반학』제7호(한국고음반연구회, 1997);「신민요 연구(II)」
『한국음반학』제14호(한국고음반연구회, 2004); 장유정,「1930년대 기생의 음악활동 일고찰」『민족문화
논총』제30호(영남대학교, 2004); 이소영,「일제강점기 신민요의 혼종적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
위논문, 2007); 송선형,「신민요의 전통음악적 구현에 대한 조명- 오케레코드 발매 신민요를 중심으
로」『한국음악연구』제56집(한국국악학회, 2014); 권도희,「근대기 상업민요와 대중음악」『동양음악』(서울
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14).
4) 권도희, 앞 글, 그런데, 이소영 신민요에 대한 문화사적 해석을 시도하면서 이를 혼종문화의 소산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소영, 앞 글 참조) 그러나 필자는 신민요라는 단일 양식을 문화 혼종의 결과로 해
석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신민요에 등장하는 현상 즉, 당대 향유되었던 여러 음악 양식
들이 섞이는 현상을 절충(eclecticism)으로 이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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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정교했음을 기술하게 될 것이다.
신민요의 음악 양식에 관한 논의에서 그간 서도민요가 적극적으로 거론되지 못했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서도민요 연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충분치 않았기 때
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도민요에 속하는 악곡을 분석할 때 연구자들마다 세부
적인 견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토론은 한산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수심가토리(“레-미-솔-라-도”)에 “솔”이 중요하게 사용될 경우 이를 경토리로 판단하거
나 혹은 경서도 민요로 뭉뚱그리는 상황이 왕왕 있었고, 또 반수심가토리에서 반드시 생략되
어야하는 음이 있는지 여부가 진지하게 논의된 적은 없었다. 이러한 점 등등은 서도민요를 신
민요의 원천으로 보려는 노력을 차단하게 했던 점이 없지 않다. 신민요 양식 연구에 큰 성과
를 보였던 이소영 역시 신민요 분석에서 수심가 토리를 주목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것을 신민
요의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 원천으로 이해지는 않았다. 대체로 서도민요와 연구 관례
와 비슷한 이유로 신민요에 보이는 수심가토리를 경토리와 연계시키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
나 이소영은 신민요에 보이는 서도민요적 원천들을 토리라는 관례적 정형과 무관한 별도의 음
구조로 보기도 했고 아예 관련 악곡을 분석에서 누락키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인 이
유는 서도민요의 양식적으로 변별되는 특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대한 관심의 집중을
유도하는 선행연구가 충분치 못했음에 기인한다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유성기 음반에
녹음된 신민요 가운데 CD로 복각된 100 여 곡 남짓의 신민요 악곡을 대상으로, 신민요에 구
현된 서도민요의 음악적 관례를 분석하도록 할 것이다.5) 이를 위해 서도민요의 음구조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정리·비평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민요의 음악적 관례 즉, 음구조는 물론이고 창
법과 형식 등을 검토함으로써 서도민요가 신민요의 원천으로 기여한 것이 무엇이고 그 한계와
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신민요의 양식과 그 사회문화적·정치적 의
미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간략하게 거론해보기로 할 것이다.

1. 서도민요의 음구조와 창법
현재 서도민요의 음악적 관례에 서술하기 위해서는 서도민요의 음원 및 악보 등을 참고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서도민요 및 신민요와 관련된 여러 악보와 음원을 상호 일관성 있
는 시각으로 비교하고 또 선행연구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노래 선법 상의 최저음을 고려하고
시김새와 창법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악보(채보악보)를 정리해야한다. 서도지역의 민요에서만
발견되는 선법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법 상의 구성음과 가창시의 변화음을 구별
할 수 있는 기술법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 민요의 미분음들이 오선악보에 표기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음구조적 분석을 위해 일정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음을 지시할 때에
는 선행연구에서 서도민요의 분석에 자주 활용했던 5음 음계 선법틀(“레-미-솔-라-도” 혹은
“라-도-레-미-솔”6)) 안에서 서술하도록 할 것이다. 즉, 선법 상의 첫 음을 제1음 혹은 기음으
5)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1925~1945)> 서울: 신나라레코드, 1992; <유성기로 듣던 불멸의 명가수> 서
울: 신나라레코드, 1996; <30년대 신민요> 서울: 신나라레코드, 1995.
6) “라-도-레-미-솔”은 “레-파-솔-라-도”로 말할 수 있지만, 선행연구와의 소통을 위해 양자의 기음을
구별하기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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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두 번째 음을 제2음, 세 번째 음을 제3음, 네 번째 음을 제4음, 다섯 번째 음을 제5음으
로 지칭하도록 할 것이다. 기음은 선법 상의 최하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창 실천 중에

등장

하는 최하음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선법과 무관하게 특정음을 지시할 때에는
보례 악보에 기보된 음들 음고로 지시할 것이다. 또, 악보 상에서 기록되지 못한 창법에 대해
거론함으로서 수심가토리권의 음악적 관례를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음악적 관
례 상 서도민요와 타지역과 민요와의 변별적 지점들에 대해 그간 혼란스러웠던 점들을 검토·
재론해보고, 그 가운데 신민요 분석에서 주목되는 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 것이다.

1-1. 수심가 토리 구성음 중 제3음과 교차음
서도민요의 음구조에 대한 관심은 민요에 대한 음악적 연구 초기부터 시도되었다. 그러나
정교하고 체계적인 분석 모형이 제시된 것은 1990년대 이후였다.7) 이보형은 “경서도 소리 음
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구성음만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두 토리, 즉, 경토리
와 수심가토리를 음의 기능과 구성음 간의 음정 차로써 갈라냈다. 나아가 각의 토리의 하위
유형을 두 단계에 걸쳐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구성음에서 친연성을 보였던 경서토리의 범주는
경토리와 수심가토리 그리고 2차경토리로 구분되었다. 2차경토리를 제외한 경토리와 수심가토
리는 각각 “진”과 “반”이라는 대립적 유형으로 나누어졌다. 그 결과 진경토리와 반경토리, 진
수심가토리와 반수심가토리의 네 가지 유형이 정리되었고, 각각의 유형은 종지음의 위치에 따
라 다시 두 개 최하위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래서 경서토리 분석 모형의 최하위 유형으로는
모두 여덟 가지 음구조도가 배치되었다. 한편, 경토리와 수심가 토리와 동항에 배치되어 있었
던 ‘2차경토리’는 경토리나 수심가토리처럼 “진”과 “반”의 대립적 구조로 구분짓지는 않고 경
서토리 분석 모형의 최하위 층에 제9형의 음구조 유형으로 배치시켰다.8) 이러한 이보형의 제
안은 후속연구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졌지만 제9형의 경서토리유형은 분석에 잘 활용되지 않았
다.
이보형에 의하면 경토리 모델과 수심가 토리의 구성음의 차이는 제5음에 있다. 수심가토리
의 제5음은 경토리보다 같거나 높다. 이보형은 진경토리를 “레-미-솔-라-시·도”로, 진수심가
토리를 “레-미-솔-라-도”로 기록하며, 또 반경토리는 “레-미·파-솔-라-시·도”로 반수심가토리
는 “레-미·파-솔-라-도”로 구분한다. 따라서 양자의 구성음에서의 차이는 미미함을 알 수 있
다. 한편, 이보형은 양자의 구성음의 기능(종지, 요성, 중요음, 퇴성)은 크게 다르며, 종지음은
최하위 유형을 구분할 만큼 중요한 음의 기능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후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보형이 제시한 수심가 토리의 최하위 유형, 즉 종지음에 따른 세부 유형을 민요 분석
시 음구조의 변별적 요인으로 이해하고 활용하지는 않았다. 김영운은 민요의 종지음이 특정되
는 점을 주목하고, 이를 민요의 음구조적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했다. 여러 연
구자들 역시 이보형의 경서도토리 최하위 유형을 민요의 구조분석에 활용하지는 않았다. 이보
7) 한만영,「태백산맥이동지방의 민요선법연구」『예술논문집』 12집(1973); 윤양석,「서도민요 수심가 가락의
이디엄」『숙대논문집』14집(1974); 이보형,「경서토리권의 무가·민요」『나운영박사회갑기념 음악학논총』
(서울: 세광출판사, 1982);『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서울: 문화재연구소, 1992); 임미선,
「황해도민요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89).
8) 이보형은 추가로 2차경토리에 속하는 두 개의 음구조를 더 소개했지만 경서토리와는 연관짓지는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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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모형 중 최하위 유형에서 거론되는 종지음은 가창자에 따라 임의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
고 음악적 관례를 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보형은 진수심가토리와 반수심가토리를 구분하면서 전자는 서도지역 전역에 발견되
는 음구조, 후자는 경기북부 혹은 황해도 민요에서 발견되는 음구조임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는 지역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서도민요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했기 때문에 이
후 연구도 영향을 주었다. 김영운은 서도민요의 음구조를 수심가토리와 난봉가 토리로 구별했
는데, 후자의 경우 이보형의 반수심가토리와 유사하지만 제3음이 생략되거나 약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보형의 유형과 약간 차이가 있다.9) 즉, 김영운은 “레(제1음)-미(제2음)-솔(제3음)-라
(제4음)-도(제5음)”의 구성음으로 되어 있고 “레”로 종지하며 “레”나 “라”에 요성이 강하면 수
심가토리(진수심가토리)로, “라(제1음)-도(제2음)-레(제3음)-미(제4음)-솔(제5음)”(혹은 “레(제1
음)-파(혹은 미, 제2음)-솔(제3음)-라(제4음)-도(제5음)”의 구성음)로 되어 있고 “라”로 종지하
는데 “미”를 떨되 “레”(제3음)가 미약하면 난봉가 토리로 이해하고 이를 황해도지역의 민요의
음현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10) 실제로 황해도 지역 민요 <풍구타령>에는 이와 같은 음구조가
그대로 구현된다.11)
손인애는 유성기 음반에 남아있는 여러 <난봉가>의 자료들을12) 검토하고 그것의

음구조를

진수심가토리와 반수심가토리로 구별했다. 그런데 여기서 반수심가토리로 분석된 노래들의 음
구조는 김영운이 제시한 이른바 난봉가 토리의 음구조로 확인된다. 그러나 <난봉가>의 경우를
제외하면 반수심가 토리로 구분되는 노래들 가운데 항상 제3음이 생략되는 것은 아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인숙은13) 평안남도 평원에서 불리는 평안남도 <후리질소리>의 구성음은 “레미↑(혹은 파)-솔-라-도”인데 제2음의 높이가 진수심가의 그것보다 높아 “파”에 가깝다는 점
에서 반수심가토리로 판단한다. 단, 김인숙은 <후리질소리>에 잇대어 부르는 <자진소리>가 진
수심가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쉽게 비교하도록 다음 <악보 1>과 같이 채보했다. 그
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채보된 악보에서 등장하는 제3음(“솔”) 즉, 반수심가토리의 제3음
(이를 진수심가토리의 맥락에서 기보했을 때도 제3음)이다.
이보형의 연구를 제외하면 반수심가토리의 제3음의 등장은 파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악보 1>에서는 제3음(“솔”)이 선명하고 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음(“라”)에 요
성하고 제1음(“레”)으로 종지함으로써 서도 소리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김인숙은

반수심

가토리(혹은 난봉가토리)에서 등장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제3음(“솔”, 난봉가 토리식의 설명으
로는 “레”)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노래의 음구조를 반수심가토리로 판단했지만, 최종적으로
경서도토리로 즉, 서도토리보다 한 층위 위의 유형으로 이해했다. 현재 발견된 대부분의 서도

9) 김영운,「한국민요선법의 특징-기존연구성과의 재해석을 중심으로」『한국음악연구』 28집(2000);「20세기
민요 변화의 한 양상-개성난봉가의 경우를 중심으로」『한국민요학』15집(2004).
10) 김영운,『국악개론』(서울: 음악세계, 2015) 44쪽. 그런데 같은 책 48쪽에 의하면, “이러한 토리 역시
서도토리와 경토리의 접경지역인 경기도 북서부 지방에 보이는데 개성지방의 민요 <개성난봉가> (혹
은 <박연폭포>)가 이 토리이며 평안도 지방 향토민요 중에도 이러한 토리로 구성된 토리가 많다”고
기술하기도 했다.
11) 임미선, 앞 글. (『민족음악학』 (재간행), 84쪽)
12) 손인애, ｢서도민요 사설난봉가 연구｣『한국민요학』16집(2005); ｢서도민요 개타령연구｣『한국음반학』15
호 (2005); ｢서도민요 긴난봉가에 대한 사적고찰-사당패 동풍가와 관련성을 중심으로｣『한국민요학』23
호(2008).
13) 김인숙,「서도 <메나리>에 관한 음악적 고찰」『한국민요학』23집(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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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가운데 반수심가토리로 된 노래들의 비율은 거칠게나마 진수김가토리로 된 노래보다 적
은 것이 사실이며, 더욱이 반수심가토리에서 제3음(“솔”, 난봉가 토리식의 설명으로는 “레”)의
등장도 흔치는 않다. 그러나 아래의 <악보 1>같은 음구조된 노래에서 제3음의 등장이 서도소
리에 대한 판정 대신 경서토리 판정을 유보할 문제인지는 재고해볼 문제로 보인다.
<악보 1> 메나리-후리질소리

<수심가>는 서도의 대표적인 민요이지만 20세기부터 잡가로 분류되면서 서도는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좌창 및 입창 모두로 널리 불렸던 노래였다. 서도지역 민요의 음구조적 전형을 결
정할 때 <수심가>가 주목되었는데, 이 때 주목한 <수심가>는 분단 이후 남한에서 불리는 것
으로 이보형의 유형에 의하면 진수심가토리 유형에 속한다. 최근 서도잡가를 분석한 이성초에
의하면 <엮음수심가>에는 모두 제3음(“솔”)이 등장하지만 <긴수심가>에는 등장하는 것도 있
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음을 보여주었다.14) 백모란, 이영산홍, 김주호, 김칠성 등이 부른 <긴
수심가>의 경우는 제3음(“솔”)이 등장하지 않거나 중요치 않게 사용되지만,

장학선, 표연월,

조기탁, 한경심, 김정연, 오복녀 등이 부른 노래에서는 노랫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3음(
“솔”)이 중요한 음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서도 잡가 중 <초한가>, <배따라기>, <영변가> 등에
서 창자와 관계없이 제3음(“솔”)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과는 비교되는 일이다. <수심가>의
향유 지역이 넓어지면서 음구조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다음
14) 이성초,「서도잡가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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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2>와 같이 <수심가>(<엮음수심가>)에 제3음이 선명하게 등장함을 알 수 있다.
<악보 2> 수심가

이상에서처럼 서도 민요는 알려진 바와 같이 그 음구조 유형이 무엇이든 간에 제1음과 제4
음은 5도간격의 골격음을 형성하고, 또 음계의 중간에 있는 제4음을 떨고 제1음으로 종지한
다. 또, 반수심가토리의 경우 이른바 난봉가 토리로 한정지을 수 있는 노래를 제외하면, 진수
심가토리든 반수심가토리든 간에 이상과 같은 서도민요의 기반 위에 제3음도 중요음이 된다.
이 점에서 제3음이 중요하게 사용된다고 해서 그 노래가 경토리로 판별되는 것은 성급하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구성음만으로 토리를 결정한다면 경서토리는 언제나 구별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나아가 다른 지역에서 발견되지 않는 서도민요의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
위에서 흔치는 않지만 제3음의 활용 역시 서도민요 중에서 발견되는 음현상임이 확인된 이상
그와 같은 음구조를 갖고 있는 민요를 경토리로 판단할 논리도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제3음이 중요음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악보 2>와 같이 제1음과 제4음의 골격과 제1음의 종
지 그리고 제4음의 요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경토리로 판별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심지어
가창 시 제3음에 요성이 올 때 그 방향이 제4음으로 향한다 할지라도(제3음의 지향이 제4음
을 향하고 있다할지라도) 위 <악보 2>와 같이 제3음이 사용되기만 한다면 그 음의 중요도는
낮게 평가될 수 없다.
한편, 경서도 토리를 5음계로 선법 모형을 정리하고자 할 때, 각 구성음들은 특정한 한 개
의 음으로 한정지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이보형은 두 음으로 표기한
바 있다. 예를들면 진경토리의 제5음(“레-미-솔-라-시·도”)과 반경토리의 제2음과 제5음(“레미·파-솔-라-시·도”) 그리고 반수심가토리(“레-미·파-솔-라-도”)의 제2음 등이 그것이다. 이
음들은 실제 연주에서 특정음으로 한정되기 어렵지만 기능적으로는 하나로 이해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교차음이라고 할 것이다. 위에 보이는 교차음들 중 반경토리와 반수심가토리의 제2
음은 “진”이냐 “반”이냐를 구별하는 관건이다. 이에 비해 진경토리 제5음은 선율전개의 상·하
행 여부에 따라 교차적으로 선택되는 음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와 “도”의 사이음
이기도 하여 선율 전개의 상하행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진경토리의 제5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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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현상은 제4음과의 관계될 때 더욱 주목된다. 왜냐하면 양자의 관계는 수심가토리의
그것들(제4음과 제5음) 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일찍부터 보고되어 왔고, 그 중 임미선은 진경토리의 제4음과 제5음 그리고 진수심가토
리의 제4음과 5음을 비교하여 그 음악적 의미를 분석한 바 있다. 임미선은 “경기민요의 음구
조에서 제5음 mi는 다소 유동적이어서 간혹 fa에 가까운 음고가 되기도 하여 re↔mi의 음정
이 장2도보다 넓게 나타나기도 하고, 서도민요의 La↔do의 음정은 단3도 음정보다 좁아서 re
↔mi음정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을 때가 많다”고 하여15) 양자의 음고를 기계적로 측정해본
결과 “1910년대부터 현자에 이르는 동안 경기의 re↔mi, 서도의 La↔do 음정은 장2도와 단3
도 사이가 되는 250cent 내외를 줄곧 유지하고 있으므로 두 지역의 선율구조의 차이는 출현
음 중 제4, 5음의 음정으로 변별하기 어렵다. 두 지역의 선율구조의 차이는 이러한 음정 차이
보다 선율의 골격과 시김새에서 좀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경기민요는 sol↔do의 4도가 선
율의 골격을 이루고, 서도민요는 Re↔La의 5도가 선율의 골격을 이루고 있으며 서도민요는
중간음

La를 요성하는 특징이 있다”16)고 한 바 있다.

이는 곧 구성음과 음진행 관례에서

친연성을 보이는 두 토리에서 제5음(교차음)은 양자를 구별하는데 것이 음악적으로 의미가 없
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진수심가 토리의 제4음과 제5음 사이의 간격 차가 경서토리라
는 범주 안에서 경토리와 서도토리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진경
토리 교차음 제5음과 진수심가토리의 제5음의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수심가토리와 반경토리는 5도간의 선율 골격과 중간음의 요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고, 반수심가토리의 교차음 중 제2음만이 서도토리를 진수심가토리와 반수심가토리로 구별
하는 요건이 된다 할 수 있다.
이상에서처럼 수심가토리에서 제5음은 경서토리의 공통음으로 제4음과의 관계를 살펴보았
을 때 경토리와 수심가토리 간의 변별에 기여하는 바 없다. 그러나 제3음(진수심가토리의
“솔”)은 이보형이 비중음(weighted tone)로 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심가>의
음현상을 살펴보면 중요한 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수심가>에서 제3음(“솔”)이 등장하는
원인이 지역에 기반한 음악 양식 간의 충돌이었건, 아니면 처음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유형이
었건 간에, 늦어도 1930년대 무렵부터 현재까지 발견되는 <수심가>의 사례 중 절반 이상에
제3음(“솔”)이 등장하고 있고 또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평가되어야한다. 이
에 비해 반수심가토리의 제3음은 드물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보형이 제시한 바와 같이 비중음
은 아니지만 탈락된 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음은 황해도지역의 특정 민요 혹은 난
봉가 토리에서만 생략되거나 약화되는 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2. 서도메나리의 멜리스마에 나타나는 굴곡음형
분단 이후 민요연구는 현장 조사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남한 지역의 민요에 집
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분단이전의 산물인 신민요가 당대 사회에서 어떤 음악적
원천들을 어떻게 끌어들이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분단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넘어설

15) 임미선,「경기민요와 서도민요」『한국음악연구』 29집, 206쪽.
16) 임미선, 앞 글,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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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민요(음악)권 지도는 분단후 이북 출신 실향민의 제보 및 이
북 출신 가수들의 음악을 고려했지만 남한 민요의 현장과 연장선 위에 있다. 따라서 현재의
민요(음악)권 지도는 음악 구조적 현실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이북지역을 균형감 있게 다뤘다
고 말하기도 어렵다. 다행히 지난 10여년 전부터 MBC 라디오의 최상일 PD에 의해 1970년대
이후 녹음된 이북 지역의 민요가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실제 이북지역의 민요에 접근할 수 있
게 되었고,17) 또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다량의 북한 민요집이 남한에 소개됨으로써 현재는
분단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북한 민요에 대해 시야 넓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
한 민요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본고의 주제와 관련하여, 현재 공개
된 북한 민요 가운데 경토리로 된 민요가 다수인 이유는 해명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최근 연구를 통해 수심가토리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는 평안도지역에서 수심가토리로 된 민
요 외에도 경토리, 그리고 메나리토리의 민요 등이 혼재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18)이상의
상황을 통해 서도민요의 음악적 관례가 <수심가>와 같이 알려진 노래의 가능성을 넘어 설 것
이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해졌다.
나아가 김인숙은19) ‘메나리’라는 음악 현상이 태백산맥 동부지역의 기층음악에 보이는 특별
한 현상으로만 한정지을 수 없고 가능성이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즉, 20세기
전반부터 최근까지의 알려진 남북의 음악 자료와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서도민요 <긴아리> 계
통에 속하는 노래들 가운데 메나리로 볼 수 있는 노래들을 “서도메나리”라는 범주로 설명하였
다. 현재 민요에 대한 음악 연구의 관례에 따르면, 메나리란 메나리토리로 된 음악을 말한
다.20) 그러나 김인숙은 “서도메나리”라는 개념을 통해 메나리토리로 부르는 메나리와 상당히
닮았지만, 경서토리로된 메나리를 제시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평안도와 황해도 등, 서도지역의 메나리를 검토하고 해당 노래들의 음구조를 경서토리
라고 구별했는데 그 이유는 “서도메나리”는 수심가토리의 주요 특징 즉, 5도간 골격을 갖추고
있고 종지는 “레”이며 “라”를 떨지만 경토리에서 중요한 음인 제3음(“솔”)이 등장하기 때문이
었다. 위의 항에서 충분히 거론한 바와 같이, 서도민요에서 제3음(“솔”)은 수심가 토리로 된
노래에서 발견되는 음이었다. 따라서 그 음이 서도메나리만의 특징은 아니다. 이 점에서 서도
메나리에 대해서는 김인숙이 제시한바와 같이 경서토리라는

판정보다는 서도토리 즉 수심가

토리로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김인숙의 연구를 통해 서도메나리에서는 수
심가토리의 제3음(“솔”)이 중요하게 사용되었음은 주목될만한 점이라 할 것이다.
둘째, 김인숙은 서도메나리는 정해진 장단 없이 부르며 노랫말의 한 음절을 길게 늘여 부르
는데, 동일음을 길게 늘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멜리스마, 즉 일자다음(一字多音)을 수
반하기도 한다고 했다.(<악보 1>과 <악보 3> 참조) 이러한 현상은 동부 민요에서도 흔히 보이
는 것으로 멜리스마를 구성하는 음들은 잔리듬으로 연결된 굴곡있는 선율형을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이하 굴곡음형) 그런데 “서도메나리”의 굴곡음형을 구성하는 음들 중에는 다음 <악
보 3>과 같이 동부민요에서도 보이는 “솔”이 확인된다.

17)
18)
19)
20)

권도희,「북한의 민요연구사개관」『동양음악』 29호(2007).
김정희,「평안도 민요의 음조직연구」『한국음악사학보』33집(2004).
김인숙, 앞 글.
이보형,「메나리토리 무가·민요권의 음악문화」『한국문화인류학』15집(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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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서도메나리-달구지모는 소리

<악보 3>에는 멜리스마로로 전개되는 여러 패턴의 굴곡음형을 보여준다. 노랫말 “구”에 붙
은 멜리스마는 길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는 동부지역 메나리에서 등장하는 멜리스마의 굴곡음
형과 매우 근사한 듯 보인다. 그러나 양자는 요성에서 차이가 난다. 또 <악보 3>의 “아”에 이
하에 붙어있는 굴곡음형 역시 동부지역과 그것과 유사한 듯보인다. 그러나

선율의 상·하행시

의 지향점이나 종지에서 동부지역의 굴곡음형과의 차이를 보인다. 굴곡음형은 이것을 구성하
는 개별음보다는 이를 구성하는 음군의 움직임이 음악적으로 더 중요하다. 실제로 <악보 3>에
서는 굴곡음형의 화려한 움직임이 중요한데, 그 움직임의 양태는 동부민요와 같다. 그러나 굴
곡음형의 종결과 연계된 요성을 보면 “서도메나리”의 굴곡음형은 동부민요와 구별된다. 따라
서 <악보 3>의 굴곡음형에 등장하는 “솔”은 수심가 토리의 제3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서도
메나리의 경우 다른 서도 민요와 달리 굴곡음형 속에 선법 내에 내재하는 제3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 음은 동부 민요의 “솔”(제2음)도 경토리의
“솔”(제3음)로 해석할 수 없다. 즉, 이 음은 수심가토리로 되어 있는 서도의 긴아리계 노래,
즉 “서도메나리”의 멜리스마를 구성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하는 본질적은 구성음이라고 할 것이
다.
김인숙은 “서도메나리”의 특징으로 정리한 것들 중 주목되는 세 번째 사항은 가창 시 고음
부에 가성을 사용한다고 한 점이다. <악보 3>에 ▼로 표시된 것이 그것이다. 이는 동부지역
민요의 메나리에서 진성으로 고음부의 멜리스마를 소리내는 것과 구별되는 가창 관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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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그간 이북 현장의 자료와 해방 전 유성기 음반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서도지역
을 상징하는 음구조가 서도토리라 할만하다는 점은 재차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
심가토리의 특징은 현재 <수심가>와 <난봉가류>의 노래에서 보이는 특징들의 합으로만 설명
되어서는 부족하고 <긴아리>나 제3음의 해석에 있어서 보다 넓은 가능성을 포괄한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실제로 진수심가 토리로된 민요들 중에는 제3음(“솔”)이 알려진 것보다 중요하게
사용되고, 또 관례적으로 창법을 따라 부르는 서도의 굴곡음형은 주변의 음들의 기능(종지음,
요성)과 교차되면서 서도지역의 특성을 드러내며, 독특한 창법으로 고음을 내기도 한다는 점
은 신민요와 관련해서 주목된다 할 것이다.

2. 신민요에 활용된 서도민요의 음악 양식적 정형과 변화
신민요는 알려진 바와 같이 민요의 음악 관례가 서양음악의 그것과 절충하여 만들어진 것이
다. 양식적 절충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양자의 정형(定形)이 병렬적으로 교차하기도 하지만 쌍
방의 양식에 영향을 받아 그 정형이 변화되기도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신민요에서 관철되는
서도민요의 음악적 관례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음구조와 창법 그리고 음악 형식 등을 분
석해볼 것이고, 다음으로 신민요라는 갈래가 만족스럽게 구성되기 위해 서도민요의 음악적 관
례가 어떻게 변화·확장되며 민요적 음악 관례를 벗어나는지 창법과 발성법 등을 분석함으로써
제시해보도록 할 것이다.

2-1. 신민요에서 확인되는 서도민요의 선법적 원천
신민요라는 갈래는 음악구조적 특징만으로 한정되지는 않는다.21)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신민
요는 향토 민요의 음구조적 관례를 정교하게 구현한 가창부 그리고 서양의 장단조 조성 및 리
듬을 기반으로 구성된 반주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신민요의 양식적 특징은 일찍부터 주목된
바 있었고22) 이소영에 의해 상당 부분 가지런하게 정리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민요의 양
식적 원천으로서 서도민요의 독립적인 위상이 거론된 적은 없었다. 이소영은 <포곡새천지>와
<관서천리>에 대한 해설에서, 이 두 곡의 종지음과 요성 그리고 5도간의 골격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수심가토리와의 관련성을 주목하고는 있지만, 전자는 단조적 선법성을 갖는 오음음계
로 후자는 신반경토리에 속하면서 전통적인 반수심가토리를 활용한 노래로 이해했다.23) 그러
나 가창부를 반주부와 별도로 놓고 창법에 주목하여 채보의 방식을 바꾸어 보면, 이 두 곡의
곡태는 서도민요, 즉 수심가토리와 직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음 <악보 4>에 보이는 <포곡
새천지>의 경우 전형적인 반수심가토리의 진행을 보여준다. 이소영은 <악보 4>에 등장하는
“솔”을 반주부의 화성과 함께 고려함으로써 이 노래가 반경토리에 속하면서 반수심가토리가
섞여 있는 것으로, 즉 부분적으로 반수심가토리가 활용된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
21) 권도희, 앞 글.
22) 권도희, 「20세기 초 서울음악계의 성격과 조선대중음악의 형성에 관한 연구」『서울학연구』 제22호(서
울학연구소, 2004).
23) 이소영, 앞 글, 105-6쪽, 1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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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악보 4>에 등장하는 “솔”은 그 기능 및 여타음과의 관계로 보았을 때 반수심가 토리의
제3음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악보 4>을 보면, 제4음을 떨고 제1음으로 종지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포곡새천지>는 제3음이 생략되지 않은(난봉가 토리가 아닌) 전형적인 반수심가토
리라고 할 수 있다.
<악보 4> 포곡새천지

<악보 4>의 <포곡새천지>보다 3년 전에 발표된 <초로인생>(1938)에도 반수심가토리의 음구
조와 시김새 그리고 창법이 드러난다. 다음 <악보 5>는 <초로인생>의 일부이다.

<악보 5>의

제1음과 제4음의 관계나 제2음의 활용을 살펴보면 반수심가 토리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악보 5>에는 반수심가토리의 제3음(악보 상에서 “솔”)이 <악보 4>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중요하게 사용되었다.
<악보 5> 초로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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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요에는 반수심가토리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진수심가토리도 보인다. 다음 <악보 6>의
<미녀도>는 종지와 요성 그리고 선율의 골격에서 진수심가토리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 단,
<악보 6>에는 진수심가토리의 선법상의 기음 즉, 제1음보다 낮은음이 보이고(기음보다 4도 아
래음으로 악보 상의 "a") 그 음에 요성도 붙어있어서 반수심가토리로 의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악곡의 전체의 선율 진행을 살펴보면, 5도간 골격을 확인할 수 있고, 요성의 위
치 역시 진수심가토리의 그것이므로, 이 노래에 원천이 된 노래의 음구조는 진수심가토리임을
알 수 있다. <악보 6>에도 <악보 5>에 보이는 “솔”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주변음과 시김새의
맥락을 고려하면 진수심가토리에서 적잖이 등장하는 제3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노래
역시 구성음만으로 경토리로 해석할 수는 없다.
<악보 6> 미녀도

<미녀도>와 비슷한 현상이 <악보 7>의 <첩첩청산>에도 나타난다. 다음 <악보 7>의 제10마
디에서는 최저음(악보 상의 a)과 5도 관계에 있는 음(e')을 요성하고, 제11마디에는 최저음(a)
과 5도 관계에 있는(e')은 골격을 이루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제10마디의 요성은 최저음
(a)과 4도 관계의 음(d')을 e' 방향으로 요성하는 것이고, 제11마디에 보이는 e'는

충분한 시

가로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요성이 붙어 있지 않다. 즉, a'와 e의 관계는 5도라는음정 간격을
유지하지만 서도민요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지는 5도 간 골격음 중 윗음을 요성하지 않는다. 오
히려 제4마디, 제12마디 등을 살펴보면, e'는 d'로의 지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곡 전
체에서 a'를 일관성 있게 떨고 있다는 점에서 <악보 7>의 d'는 진수심가토리의 제1음, e'는
진수심가토리의 제2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제1음과 제2음은 하행선율로 긴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악보 7>에도 “솔”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악보 6>과 비교하여 매우 약화되어 있
다.
이상과 같이 신민요 악곡의 가창부를 반주부와 떼 놓고 그 창법에 유의하여 음구조를 살펴
보면, 수심가토리의 자원들이 신민요 고스란히 구현됨을 알 수 있다. 신민요에 진수심가토리
가 활용될 경우 제3음은 약화되기도 하도 강화되기도 하지만, 반수심가토리에는 제3음이 항상
중요음으로 사용된다는 점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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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7> 첩첩청산

따라서 서도민요의 음구조적 관례가 신민요에 관철되는한, 서도민요의 음악적 원천을 활용
한 신민요는 서도계 신민요라고 분류할 수 있다. 앞에 제시한 악곡 외에도 이러한 구조로 된
신민요 악곡으로는 <물레방아>, <스리스리 봄바람> 등이 있다.

2-2. 서도계 신민요의 가창 실천에서 서도민요의 양식적 정형과 변화
민속음악이나 대중음악에서 창법은 음구조보다 우선하는 가창 실천(performance practice)
의 핵심 내용으로 평가된다.24) 실제로 서도계 신민요는 음구조적 차원을 넘어선 지점, 즉 창
법 차원에서 민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 점에서 감각적 차원에서 청각을
자극하는 서도민요의 창법 역시 신민요라는 갈래의 음악 양식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이해
할 수 있다. 창법의 중요성은 다음 <악보 8>의 <관서천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서천리>
는 앞서 a-b-d'-e'-g'(혹은 레-미-솔-라-도)25)의 구성음으로 되어 있고 5도 간 골격음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제2음에서 제1음으로 하행진행하고 제1음으로 종지하는 진수심가토리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가창 시에는 제3음을 약화시켜 부르고 제1음(a)과 제4음(e')간의 5도 관계를 <악
보 6>이나 <악보 7>만큼 강하게 소리내지는 않으며 제4음의 요성도 굵지는 않기 때문에 진수
심가토리의 음구조적 얼개는 가창 실천에서는 살짝 감춰진다. 이는 곧 <관서천리>의 가창 실
천은 음구조적 얼개보다 곡의 인상이나 느낌을 결정하는 우선적 조적임을 보여준다.
가창 실천에 대한 음악 분석적 접근은 관례화된 기호나 기보법에 기대는 바가 적기 때문에
그간 음구조적 분석보다 소홀히 다뤄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악보 8>의 경우를 보면 악
곡의 특별한 정조를 만들어낼 때 가창실천이 곡의 정취를 만드는데 있어서 얼마나 직접적인지
를 보여준다. 이는 역으로 가창실천이야말로 서도민요의 정취를 드러내기 유리한 중요한 전략
24) Shepherd, John, 1991, Music and Social Text, Cambridge: Polity Press. pp. 90-1; Frith,
Simon, Towards an Aesthetic of Popular Music, in Richard Leppert and Susan McClary
(eds) Music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 145-146.
25) <악보 8>에 조성부호로 # 하나를 붙여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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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신민요 분석에 있어서도 가창실천의 분석이 요긴하다는 것
은 말할 나위가 없다. <관서천리>의 경우 진수심가토리의 이디엄은 가창실천에 의해 살짝 감
춰졌지만, 서도민요의 다른 가창 관례를 따름으로써 서도가요적 청취를 놓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악보 8>의 <관서천리>에서 ▼표시된 부분 즉, “두메산골…”에서 “메”, “낙엽지니”에서
“엽”, “소식이”에서 “이”, “옛날에”에서 “에”에서는 가성이 사용된다. 고음이 멜리스마에 선행
할 경우 가성을 사용하는 창법은 앞서 <악보 3>과 같은 서도의 향토민요 “서도메나리”에서도
확인되는 현상이다. <악보 8>에서 가성이 등장하는 부분은 이후 전개되는 굴곡음형과 이어지
면서 특별한 서도적 정조를 만들어낸다.
<악보 8> 관서천리

나아가 <관서천리> 외에도 여러 신민요에서도 굴곡음형이 발견되는데, 굴곡음형을 포함하고
있는 신민요는 “서도메나리”적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예를들면, <미녀도>의 제32마디부터는
박절적으로 전개되던 노래가 비박절적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일자다음의 멜리스마가 배치되는
데, 멜리스마는 굴곡음형으로 되어 있다. <악보 9>의 세 번째 단(제32마디)에 보이는 굴곡음
형은 서도지역의 향토민요인 <악보 1> 혹은 <악보 3>의 끝에 두 단 혹은 마지막단의 음진행
과 비교했을 때 음형의 패턴 및 음의 지향 그리고 종지 등에 있어서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음
을 알 수있다. 따라서 양자의 굴곡음형은 같은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악보 8>이나 <악보 9>와 같은 서도계 신민요에 등장하는 굴곡음형은 “서도메나리”의
그것과 비교하여 굴곡의 세밀함과 화려함이 덜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가창 효과 및 기능은 같
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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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9> 미녀도의 굴곡음형

신민요의 굴곡음형은 <미녀도>에서처럼 비박절적 구조 안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 <악
보 10>의 <첩첩청산>의 제26마디~제30마디처럼 8/9박자(세마치 장단)의 맥락 안에서 등장하
기도 한다. 그런데 다음 <악보 10>의 굴곡음형은 <악보 9>와는 다른 패턴을 보여준다. <악보
9>의 경우는 굴곡음형이 종지음(제1음)과 연속함으로써 금방 수심가토리임을 파악할 수 있지
만, <악보 10>은 고음에서 시작한 굴곡음형이 박절 단위로 구분된 상태로 요성음(a)과 연결된
다. 따라서 a까지의 진행만을 살펴보면 이 악곡이 수심가토리로 되어있음이 금세 파악되지 못
한다. 그러나 <첩첩청산>의 굴곡음형이 박절적 맥락에서 등장하지만 여러 마디를 통합하여 한
악구를 형성한다는 점, 또 음형을 구성하는 특정음에 늘임표가 붙어 있다는 점 등은 “서도메
나리”와 통하는 창법상의 유사성 혹은 형식적 동질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악보 10> 첩첩청산-굴곡음형

그런데, <악보 10>의 첫 두 단을 보면, 박절적 엑센트 때문에 굴곡음형은 a로 향하는 것 같
아서, 메나리토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악보 10>의 굴곡음형을 김인숙이
제시한 황해도 지역 감내기류(달구지모는 소리, <악보 11>)를 비교해보면, 신민요 <첩첩청산>
의 굴곡음형의 음악적 효과는 서도민요의 그것과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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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1> 황해도 감내기 중 멜리스마의 굴곡음형

위의 <악보 11>의 첫 단의 굴곡음형은 고음에서 a로 일단락 지어진다는 점에서 일견 메나
리토리의 굴곡음형 같아 보인다. 그러나 연속되는 음의 진행을 살펴보면 굴곡음형은 a를 거쳐
최종적으로 d로 향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악보 10>의 굴곡음형도 “어디가리”의 가사 “어”
는 일차적으로 a로 이행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노랫말의 종결 “리”에 따라 d로 향함을 알 수
있다. 굴곡음형에 등장하는 늘임표, 음들의 지향과 같은 가창 실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
가면 <악보 10>의 굴곡음형은 “서도메나리”의 진행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악보 10> 혹은 <악보 11>에서 서도메나리의 굴곡음형이 특정 음역에서 메나리토리
처럼 보인 이유는 구성음의문제라고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악보 10>과 <악보 12>를 비교해
서보면 수심가토리 및 메나리토리에서 등장하는 굴곡음형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악
보 12>는 신민요 <날다려가소>(1939)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굴곡음형은 마치 위의 <악보 10>
이나 <악보 11> 와 비슷하게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악보 12>의 굴곡음형의 지
향은 <악보 10>이나 <악보 11>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악보 12>의 굴곡음형은 메나
리토리의 요성과 종지음을 귀결되지만, <악보 9>~<악보 11>에 보이는 굴곡음형은 서도민요의
요성과 골격음 그리고 종지 등으로의 지향을 보여준다.26)
<악보 12> 날다려가소의 멜리스마에 등장하는 굴곡음형

굴곡음형은 그 자체로 역동성을 보여주는 패턴이다. 즉, 굴곡음형은 전개되는 도중에는 등
장하는 5음음계 순차진행의 연속일 뿐이어서 불안정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안정음과 이어지거나 단락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떤 음구조적 배경 위에 구현되고
있는지 구별해내기 쉽지는 않다. <악보 13>의 <꽃을잡고>에서는 요성으로 연결되는 굴곡음형
26) <꿈꾸는 녹야>는 수심가토리와 메나리토리의 멜리스마가 급격하게 대립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서 <날
다려가소>의 구조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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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등장하는데, 악구의 종결 및 주변음들의 기능을 살피지 않으면 이 부분만으로는이것이 5음
음계 장조를 조성을 기반으로 한 굴곡음형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악보 13> 꽃을잡고의 멜리스마

위의 <악보 13>의 <꽃을 잡고>는 음구조적으로 민요와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박
적절 맥락 안에 멜리스마가 배치된다는 점, 특정음에 대한 지속이 선명한 점, 지속음 이후에
멜리스마적 굴곡음형이 배치된다는 점 등등은 “서도메나리”와 완전히 무관하다고도 할 수 없
다. 나아가 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평양 기생 출신 가수 선우일선였다는 다는 점은 가창실천
차원에서 이 노래가 서도적 표현과 거리가 멀다고만은 할 수 없게 한다.
서도계 신민요에서 등장하는 굴곡음형은 연속된 여러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되지 않고
음형만이 미시적으로 관찰된다면 그것의 음구조적 배경이 메나리토리인지 경토리인지 수심가
토리인지 심지어 장단조화성을 기반으로 한 5음음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굴곡음형은
그 음형을 구성하는 낱낱의 음들 보다는 개별음들로 구성된 음형 혹은 음덩어리로써 음악적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그것의 음구조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형의 지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위의 <악보 9>와 <악보 10>의 굴곡음형은 서도민요의 종지와 요성과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서도메나리”적 창법이 신민요에 구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서도메나리”의
음구조적 요건들을 창법으로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거나 심지어 잘 갖추지 못했다고 하더라
도 서도메나리에서 허용되는 관례적 창법과 음악형식을 구현한다면 서도계 신민요 혹은 관련
악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굴곡음형의 음구조 외에 그 효과나 창법 그리고 형식 등에서
서도의 향토민요의 굴곡음형과 같다면 관련 악곡은 서도계 신민요와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
다. 이는 서도계 신민요가 서도민요의 정형 외에도 양식적 포괄할 수 있는 폭이 매우 넓다는
점을 보여준다.

2-3. 서도계 신민요 발성과 도시적 표현력의 양식적 원천
서도계 신민요는 수심가토리의 제1음과 제4음으로 골격음을 삼고 제4음을 반드시 요성하며
제1음으로 종지하거나, 이러한 구조를 전제로 창법상의 관례나 음악형식을 통제하여 서도적
정조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상의 요건들은 가창자의 의도에 따라 서도민요적
정조를 강화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 약화시키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서도적 표현법이 강화
되거나 약화되는 것은 가창자 개인의 역량에 달린 것이기도 하지만, 상당부분은 서도민요의
가창 관례를 넘어서 존재하는 음악 환경과 여타 음악적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신민요의 시대적·양식적 과제는 서도계 신민요를 향토민요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있었기 때
문이었다. 이하에서는 서도계 신민요가 음악 수사(musical rhetoric)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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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요라는 범주를 넘어서는 상황과 방법들을 정리할 것이다.
향토민요 외에 신민요의 양식적 기반으로 알려진 것은 서양의 장단조 조성 및 박절적 리듬
등이다. 신민요의 가창부와 반주부는 음악적 효과가 다른데 이 이유는 반주부에서 상대적으로
양악의 음악 규범들을 더 많이 수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창부라 하더라도 양악의 규범과
전혀 무관하게 구현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신민요는 민요의 음악 관례와 양악의 규범이라는
낯선 요소와 균형을 맞추어야했기 때문이다. 비록 신민요의 가창부에서는 양악적 규범이 관철
되는 비중이 반주부에 비해 크지는 않았지만, 마치 반주부의 음구조가 장단조 조성을 기반으
로했음에도 불구하고 악곡의 선법성(modality)이 드러났었던 것처럼,27) 가창부에서도 이에 상
응하는 음악적 변화가 일어났다. 신민요에서는 민요보다 음역을 넓게 사용하는데, 이 때 그
음역 안에서 음의 기능의 조정이 일어났다. 민요의 선법성이 해체되지 않는 한에서 장단조 조
성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음기능 상의 조정이 일어난 것이다. 예를들면, <관서천리>의 경
우 서도민요의 기음인 제1음의 옥타브 윗음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때 이 음에는 조성
성을 구현하기에 유리한 음기능을 추가했다. 물론 나머지 음들은 서도민요의 음구조적 일관성
을 고수한다. 비슷한 현상이 <미녀도> 혹은 <첩첩청산>의 제11마디 그리고 <포곡새천지> 제4
마디, 제8마디, 제12마디, 제14마디 등에, 또 <초로인생>의 제11마디 등에서 확인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신민요에서는 서도민요의 기음보다 낮음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가
창부의 선법성을 해체하지 않으면서도 조성성을 보강한 사례가 발견된다. 물론, 기음보다 낮
은음이 보조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수심가>(<악보 2>) 등 여러 서도민요에서 확인된다. 그러
나 신민요에서는 이 음이 보조음으로 기능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성성을 강화하는 음으로서의
부가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가창과 반주가 충돌하지 않도록 의도적인 조정이 필요했
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 외에도 화성적 구조를 강화하지 않을 경우 서도민요의 음악적 관례
를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도 보인다. <미녀도>에서는 서도민요의 제4음에 붙는 요성의
음악적 집중도를 낮추거나, 가창에서 제4음을 입타령 악구에 활용함으로써 해당 음의 관례적
창법에서 벗어난다. 이상의 사례들은 민요적 원천이 신민요의 음악 양식을 뒷받함에도 불구하
고 감각적으로 그 구조를 인지하지 못하게하는 방법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서도민요의
음악적 관례를 약화시키거나 거기에 양악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 외에도 신민요가 향토민요적
감성을 넘어서는 다른 방법이 있음이 주목된다.
앞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도계 신민요는 서도민요의 창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
러나 서도계 신민요의 창법은 민요 창법만을 활용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서도계 신민요는 서
도민요를 넘어선 창법상의 확장이 있었다. 이는 신민요와 민요 간의 갈래를 구별하는 결정적
차이를 만들어냈다. 특히, 신민요와 민요 간의 발성 상의 차이는 신민요의 개성을 창출하는데
있어서 크게 기여했으므로 주목된다. 신민요의 발성은 민요나 잡가의 창법과는 다르다. 대체
로 맑고 가늘게 떠는 음색을 발성의 기초로 삼는다. 물론, 노래를 부르는 가수에 따라 신민요
발성은 이와 다를 때도 있다. 예를들면, 미스코리아(모란봉)의 음색은 다른 신민요 가수와 비
교하여 매우 강렬하다. 그녀가 부른 <포곡새천지>는 민요보다는 무가나 잡가에 가까운 질감의
발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스코리아는 전문적 민속악적 가창 훈련을 받은 밀도 있는 질감의
소리로서 다소 거친듯하면서도 강렬한 음색이 낸다. 그러나 그녀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민요

27) 이소영 앞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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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들의 발성법은 맑은 소리 혹은 청아한 목소리를 기본으로 한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러한 음색을 추구했던 문화는 가곡 등을 즐겼던 도시적 풍류방으로 압
축된다. 적어도 신민요 발성의 문화적 배경은 민요와 거리가 멀다. 따라서 신민요의 음구조적
원천은 향토 민요였지만, 그 발성법의 원천이 도시적 가요였다는 점은 해명이 요구된다. 신민
요 가수는 대부분 특별한 발성법을 쓴다는 점은 발성법이 개인차가 아니라 음악적 규범과 관
련되어 있음을 의심케 한다. 이보형은 서도민요에서 제5음은 퇴성한다고 한 바 있다.28) 신민
요 <관서천리>에서 이 음은 퇴성한다. 그러나 신민요에서는 이 음 외에도 여러 음에 퇴성이
붙는다. 신민요의 퇴성은 제5음 외에도 제4음(<초로인생>, <관서천리>) 및 제2음에도 등장한
다.(<관서천리>, <첩첩청산>) 퇴성이 붙으면 선율전개가 매끄럽고, 가창의 맵시가 살아나며,
기교적으로도 세련되 보인다.(악보에 “⌒” 표시) 그런데 신민요에는 퇴성만 확인되는 것이 아
니라 추성도 등장한다. 비록 흔하지는 않지만, <미녀도>나 <첩첩청산> 등에서는 추성이 확인
된다. (악보에서 “ ̆” 표시). 추성과 퇴성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가창 갈래는 민요보다는 가곡
등과 같은 풍류방의 노래들이다. 나아가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신민요의 선율 전개에서 가곡
을 연상케하는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관서천리>의 종지부는 마치 가곡의 우조와 비슷한 선
율진행과 창법을 보여준다. 추성과 퇴성 그리고 가곡의 우조와 같은 진행법 등과 앞서 거론한
신민요의 발성법과 호응한다. 따라서 신민요의 원천으로서 향토 민요나 양악 외에 더 다른
것, 즉, 도시적 풍류방의 창법이 추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신민요의 가창문화와 풍류방의 향유 문화는 서로 다르다. 풍류방을 배경
으로 발달한 도시 가요는 신민요와 동시대적으로 향유되었던 노래 중 하나였지만, 신민요와
비교했을 때 그 수용자는 한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민요에서 도시가요의 발성
법, 추성과 퇴성, 가곡적 진행이 활용된 것은 신민요라는 갈래가 사실상 기생 가수의 독점적
영역이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29) 왜냐하면 도시가요를 향유했던 문화 공간에서 주
역을 맡았던 것이 기생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기생 가수를 지탱하고 있는 문화적 배경은 민요
의 그것과는 달랐다. 기생의 존재 방식과 활동 양상은 근대이후로 만들어진 제도와 사회와 관
련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포용했던 가창 레퍼토리와 그것의 양식은 대부분 근대 이전부터 있
었던 풍류방의 도시 가요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따라서, 가늘고 얇게 소리내거나 혹은 맑고
고운 음색 등과 같은 도시가요의 유산을 수용하여 신민요적 질감을 창출했던 점은 신민요의
도시적 속성을 강화했다 할 것이다. 신민요의 도시적 발성법은 신민요가 민요와 다른 기능을
갖도록 했고, 민요의 향유 문화와 거리를 두게 했으며, 도시적 감성의 대중음악으로 받아들도
록 하는 양식적 기반이 되었다. 이제까지는 신민요가 민요와 양악 간의 절충이 있었다고만 알
려져 있었지만, 이상과 같이 창법에 천착함으로써 신민요에서는 민요와 도시 가요와의 절충도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28) 이보형, 앞 글.
29) 장유정,「1930년대 기생의 음악활동 일고찰」『민족문화논총』제30호, (경산 : 영남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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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현재 목록에 보이는 600 여곡의 신민요 가운데 가창, 작곡, 작사가 분리된 악곡으로 실제
음악을 확인할 수 있는 악곡은 100 여곡 남짓이다. 이 곡들 중 서도계 신민요는 이 글에서
거론된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글에서 거론된 악곡 외에도 음구조와 창법
등에서 서도민요의 음악적 관례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악곡이 더 있기는 하지만, 현재 발견된
음원들 가운데 서도민요의 음악적 관례를 충실히 수용한 신민요는 이 글에서 대부분 거론되었
다. 그 결과 서도계 신민요의 음구조는 경토리계 신민요와 구성음에서 유사하지만, 음의 기능
과 시김새, 노래의 형식, 그리고 창법 등에서 구별됨을 알 수 있었다.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지
만 서도계 신민요는 서도민요가 신민요의 창조적 역량을 뒷받침했던 독립적인 원천이었음을
증명한다고 할 것이다. 이제 서도계 신민요가 확인됨으로써 신민요는 각 지역의 민요 양식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수용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신민요라는 산물이
산업적 필요에 사업상 접근하기 손쉬운 민요를 우연히 활용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전조선의 노
래를 대상으로 의도적인 양식적 절충을 시도한 결과물이었음을 이해하게한다.
신민요는 이질적인 문화적 배경 속에 발달한 음악 양식간의 절충을 통해 구성되었다. 향토
민요에서 신민요로 갈래가 변화가 하면서 다양한 절충이 일어났다. 그런데 알려진 바대로 선
법성과 장단조-조성성 간의 절충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민속적 창법과 도시적 창법간의 절
충도 일어났다. 이처럼 신민요 양식이 포괄하는 영역이 광범위하고 그 실현 과정이 체계적인
점은 당시 급작스럽게 팽창하는 음악산업계의 노력의 결과로 이해하기 어렵고, 신민요의 생산
배경, 즉, 산업적 목적 이상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민요의 양식과 그 사회
문화적 의미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도록 견인한 배경에는 도시적 대중문화가 있었다. 신민요가
등장하기 전까지 도시의 대중문화에서 민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잡가(혹은 잡가민요)를 통
해 해소되었다. 잡가(혹은 잡가민요)의 도시가요로서의 기능은 향토적 민요양식을 통해 도시
속에 민속적 정체를 구체화하는 기능을 사회문화적·정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잡
가 이후 탄생한 신생 갈래로서 잡가와 민요 양식을 공유했던 신민요는 잡가와 같은 기능을 수
행할 수는 없었다.
또, 1920년대 이후 민족주의가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긴요한 이념으로 부상하면서
민속적 주체라는 한정된 대상이 아니라 전조선을 포괄할 수 있는 근대적 주체가 민족문화를
구성해야했다. 이에 기생으로 상징되는 도시적 주체는 민속적 양식을 도시적 양식으로 재해석
했고, 작곡가 및 작사가는 당시 제시되었던 민족주의 노선과 배치되지 않는 절충적 예술양식
과 세계관을 정교하게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신민요는 지역민요를 전조선을 노래하는 양식으
로, 민속적 양식을 도시적 양식으로, 혹은 전근대의 음악유산을 도시적 향유의 대상으로 전환
시켰다. 그 결과 신민요는 민족문화를 호출하는 특별한 문화적 부호로 기능하할 수 있게 되었
다. 바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신민요가 음악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적 목족을 넘어서 당시
의 사회문화적·정치적 과제, 즉, 근대적 민족문화를 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
다.
신민요의 절충적 양식, 즉 어느 특정 양식에 치우지지 않는 양식은 당시 사회 구성원 간의
편차가 조정된 양식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신민요는 민속적 세계는 물론이고 도시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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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대의 세계가 표명되는 양식으로 이해되었고, 조선문화에 대한 민족적 호출에 응대할
수 있는 갈래가 되었다. 이처럼 신민요가 민족문화 구성에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주목
되지 이유는 우선, 식민지 조선이라는 조건 속에서 민족문화를 구성하는데 발생하는 비장미가
신민요에 결여되어 있었고, 또 산업적 주체에 의해 신민요의 통속성이 통제되었으며, 이러한
점들에 대한 당대 엘리트의 지식인들의 비난 때문이라고 이해된다.30) 그러나 본고를 통해 신
민요에 대한 평가는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권도희, 2004,「20세기 초 서울음악계의 성격과 조선대중음악의 형성에 관한 연구」『서울학연
구』 제22호.
, 2007,「북한의 민요연구사개관」『동양음악』 29호.
, 2014,「근대기 상업민요와 대중음악」『동양음악』(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김영운, 2000,「한국민요선법의 특징 -기존 연구성과의 재해석을 중심으로」『한국음악연구』28
집.
, 2004, 「20세기 민요 변화의 한 양상-개성난봉가의 경우를 중심으로」『한국민요학』15
집.
, 2015,『국악개론』, 서울: 음악세계, 2015.
김인숙, 2008,「서도 <메나리>에 관한 음악적 고찰」『한국민요학』23집.
김정희, 2004,「평안도 민요의 음조직연구」『한국음악사학보』33집.
손인애, 2005, ｢서도민요 사설난봉가 연구｣ 『한국민요학』16집.
, 2005, ｢서도민요 개타령연구｣ 『한국음반학』 15호 (2005)
, 2008, ｢서도민요 긴난봉가에 대한 사적고찰-사당패 동풍가와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
국민요학』 23호.
송방송, 2002,「한국근대음악사의 한 양상-유성기음반의 신민요를 중심으로」『음악학』제9집(한
국음악학회)
, 2002,「신민요 가수의 음악사회사적 조명-권번출신의 여가수를 중심으로」『낭만음악』통
권 제55호(낭만음악사)
송선형, 2014,「신민요의 전통음악적 구현에 대한 조명- 오케레코드 발매 신민요를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제56집(한국국악학회)
윤양석, 1974,「서도민요 수심가 가락의 이디엄」 『숙대논문집』 14집
이보형, 1982,「경서토리권의 무가·민요」 『나운영박사회갑기념 음악학논총』 (서울: 세광출판사).
, 1983,「메나리토리 무가·민요권의 음악문화」 『한국문화인류학』15집.
, 1992,『경서토리 음구조 유형에 관한 연구』(서울: 문화재연구소)
이성초, 2015,「서도잡가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소영, 2007,「일제강점기 신민요의 혼종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30) 권도희, 앞 글.

- 30 -

권도희_서도민요와 신민요

이진원, 1997,「신민요 연구(I)」,『한국음반학』제7호(한국고음반연구회)
, 2004,「신민요 연구(II)」『한국음반학』제14호(한국고음반연구회)
임미선, 1989,「황해도 민요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 2001,「경기민요와 서도민요」『한국음악연구』 29집.
장유정, 2004,「1930년대 기생의 음악활동 일고찰」『민족문화논총』제30호(영남대학교)
최영한, 1932,「조선민요론」『동광』33호(1932년 5월호).
한만영, 1973,「태백산맥이동지방의 민요선법연구」 『예술논문집』12집.
Shepherd, John, 1991, Music and Social Text, Cambridge: Polity Press.
Frith, Simon, 1987, Towards an Aesthetic of Popular Music, in Richard Leppert and
Susan McClary (eds) Music and Soc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음반)
<유성기로 듣던 가요사(1925~1945)> 서울: 신나라레코드, 1992.
<유성기로 듣던 불멸의 명가수> 서울: 신나라레코드, 1996.
<30년대 신민요> 서울: 신나라레코드, 1995.

- 31 -

[논평]

“서도민요와 신민요”에 대한 논평

임 미 선(단국대학교)

권도희 선생님의 발표문은 그간 신민요가 경토리와 메나리토리로 이루어진 민요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는 그간의 견해와 달리 “신민요의 음악적 양식의 원천”으로 서도민요가 중요하게
수용되었음을 부각시킨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서도민요가 신민요의 음악 양식으로 수용된 점을 논의하게 위해서 먼저 출현음의 측면에서
경토리(또는 메니리토리)와 유사한 속성을 띤 서도민요의 존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서 서도민요에 출현하는 제3음(sol)을 주목하는 한편, 서도민요 고유의 창법과 시김새 등의 특
징을 아울러 거론함으로써 그간 간과되었던 신민요에 수용된 서도민요의 속성을 재조명한 시
각이 매우 신선합니다. 또한 서도민요의 속성을 띤 신민요를 자칫 경토리의 음구조로 파악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을 경계한 지적은 매우 증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제기되는 개인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신민요를 논함에 있어 그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신민요의 다양한 속성상 명료
한 개념 정의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발표자가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연관
된 개념과 범주는 제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 그간의 연구에서 신민요의 양식적 원천으로서 서도민요가 충분히 거론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남희의 신민요가 양식적 차원에서 함께 거론조차 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본문에서 정남희의 신민요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남희의 신민요가 양식적
차원에서 왜 논의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신민요라는 갈래는 ∼ 향토민요의 음구조적 관례를 정교하게 구현한 가창부 그리고 서
양의 장단조 조성 및 리듬을 기반으로 구성된 반주부로 나뉜다.”고 한 설명에서 가창부는 외
래 음악의 혼종성은 없고, 기악반주에만 그것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줍니다. “신민요
에서 확인되는 서도민요의 선법적 원천”은 이처럼 서도민요 고유의 특징이 그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4. 본 논평자는 황해도 민요로 석사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해도 실향민을 대상으로 수
차례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황해도 실향민들에게 민요를 청하면 그들이 거의 예외 없이
산염불을 불렀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석사논문에서 황해도 민요는 산염불과 같은 진수심가
토리가 지배적이지만, 수심가토리와 다른 형태의 향토민요도 존재하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황해도민요의 대표성이 산염불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관
점에서 볼 때, re-la의 5도 골격과 la에 들어가는 요성은 서도민요의 매우 핵심적 특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행연구와 발표자가 주목하는 re-la 사이에 출현하는 sol음은 re, la,
do’에 상응하는 만큼의 비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께서는 출현음의 빈도에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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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서도민요를 경기민요에 상응하는 5음 음계로 보는 것(선법과 무관하게)이 타당하다고 여기
는 지에 대한 의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이는 골격음과 비주요음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와 연관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5. 발표문에 제시된 <악보 2>에서 첫 단에 출현하는 sol음은 그 이후에 출현하지 않습니다.
음원의 창자가 과연 그 sol을 이후에 출현하는 la와의 구별을 인식하고 부르는 것인지 의문입
니다. <악보 2>에 출현하는 sol은 la보다 낮게 불린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는지요? 논평자가
과거에 경기민요와 서도민요를 비교하는 연구에서 음고 측정을 하는 가운데, 창부타령의 첫
부분에 출현하는 sol-la-do’의 sol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강세가 붙으면 음
이 올라가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음고의 차이는 있지만, <악보 2>에 출현
하는 sol은 la로의 지향성을 띤 것으로 보입니다. 채보자의 주관이 개입된 결과이기는 하지만,
그 음을 la↓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악보 2>의 예시는 발표자의 논지 전개에
서 크게 유용하지 않다고 여겨져 다른 예시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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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는 아시아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 현상으로, 서구나 일본 중
심의 글로벌한 보편적 문화 흐름에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조한혜정
2003:ⅴ).

한류와 K-pop이라는 용어가 그 의미와 의도와 무관하게 우리의 일상용어로 자리 잡은 지
이제 10년이 훌쩍 지났다. 20세기 후반 경제위기를 겪은 후 우리 정부에서는 대중문화를 한
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류
현상은 국가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았다. 기존의 아시아 대중문
화를 주도하였던 일본과 홍콩이 각각 장기화된 불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아시아 시장
진출이 주춤하면서 아시아에서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이 현상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류와 K-pop은 2000년대 이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계화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현상이
자 관용어이고, 그 의미는 글로벌과 로컬이라는 세계화의 역동 속에서 그 변화를 담아내면서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류 담론 분석을 토대로 세계화와 글로컬라이제이션,
탈식민과 신식민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와 담론적 논증을 재구성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한류
와 K-pop은 ‘문화현상’인 동시에 ‘담론적 구성물(dialogics)’로서 서로 다른 생각과 관점, 가
치, 경험들의 충돌과 화합의 과정으로 다루어진다. 이를 위해서 먼저 2000년대 이후 아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대중음악을 지칭하는 한류가 K-pop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된 과정에서
한국음악, 한국문화의 의미가 어떻게 담론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K-pop과
한류에 함의된 한국, 아시아, 일본, 서구와의 관계를 ‘내부’와 ‘외부’의 시점에서, 그리고 공시
적, 통시적 관점에서 들여다봄으로써 글로벌과 로컬의 역동 속에서 한류에 내재된 양가적인
(ambivalent) 특성과 의미를 탐색할 것이다.1)

1) 이 글에서 언급되는 ‘내부’와 ‘외부’는 있는 그대로 ‘한국 안에서의 관점’과 ‘한국 밖에서의 관점’을 뜻
한다. 서구와 비서구, 글로벌과 로컬의 관계에 함의된 ‘자아’와 ‘타자’ 혹은 ‘중심’과 ‘주변’ 등의 의미
로 한국 내부와 외부의 관점이나 입장 차를 다루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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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류에서 K-pop으로: 한류의 기원과 그 의미의 변화
한류는 일본,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각 국에서 우리 대중문화를 지칭하는 말이고, K-pop은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사랑받는 우리 대중음악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한류와
K-pop은 2000년대 이후 아시아에서 우리 대중문화와 이와 관련된 유형, 무형의 산출물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한류는 2000년 2월 H.O.T의 중국 공연에 대해 “한류가 중국을 강타했다”
고 보도한 중국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신조어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규수(2011)는 실제로 한
류의 기원이나 의미는 당초 미디어의 보도와 달리 일본식 표현에서 출발하였고, 1990년대 후
반 우리 대중음악을 지칭하는 중국어 번역어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한류의 언어적,
지역적 기원을 제시하면서 한류가 일본식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한류의 정체성과 그 현상
에 적합한 우리말 이름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한류의 적합한 명칭 찾기를 요청하는 이유는 단
순히 일본의 어법이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한류가 세계화 시대 지역에서의
새로운 문화 현상과 흐름을 대변하고 있고 세계화 속의 지역화의 특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문
화현상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일본, 대만, 홍콩의 대중문화의 아시아 시장 진출과는 분명히 차
별화 되어야 할 필요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2)
한류(韓流)가 일본식 표현에서 유래했다는 보는 근거는 1980년대 일본에서 홍콩영화의 유행
을 홍콩류(항류, 港流)로, 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아시아 시장 진출을 일본 스스로
일류(日流)로 지칭한 데 있다. 여기서 ‘류(流)’는 ‘무엇 무엇과 같은 스타일, 양식’의 의미를 갖
는다. 그러므로 한류는 ‘한국식’ 대중음악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이어서 일본식 어법인 한류
는 1999년 문화관광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문화관광부는 한국 대중음악 홍보 차원에
서 CD를 제작, 아시아 각 국에 배포하였고, 이 홍보용 CD의 중국어 타이틀이 ‘Song from
Korea, 한류(韓流)’였다. 따라서 ‘한류’는 우리 대중음악을 아시아 지역에 알리기 위한 정부의
기획과 연관성을 갖는다(김병욱, 2005). 이 당시 중국판 CD의 제목인 한류(韓流)는 ‘한류(寒
流)’3)에서 비롯된 것으로 ‘寒流’는 당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영어의 ‘cool’ 즉,
‘새롭고 멋진”이라는 뜻이었다. 여기서 한류(韓流)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롭고 멋지다’
를 의미하는 ‘한(寒)’이 우리말 한(韓)과 동음이의어라는 점에 착안해 한국대중음악에 ‘멋지면
서 새로운’ 즉, ‘진보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채택된 명칭이고 우리 정부의 대
중문화 육성정책의 소산물인 것이다. 한류라는 말이 갖는 상호텍스트성, 다의성, 애매한 기원
은 2000년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우리 대중음악을 특징짓는 주요한 특징이 된다. 그런
점에서 한류의 기원을 일본으로 단정하고 한류의 기원(순수성, 정체성)을 의심하기에는 이미
이 말은 “국경을 넘는, 이른바 월경적 실천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이다(신현

2) 한류가 일본식 어법에서 시작되었기는 하나 1998년 《사랑이 뭐길래》같은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자
대만에서는 한국 대중문화를 ‘하일한류(夏日韓流)’로, 중국에서는 ‘일진한류(一陣韓流)’로 표현하였다.
3) 미디어플러스는 1997년 1월부터 중국에서 한국가요를 소개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서울음악실>을 중
국어로 제작․방송하였고 1999년 문화관광부가 기획한 우리 대중음악 홍보CD 중국판을 기획했다. 당
시 유행어이던 중국어 寒流를 한국을 의미하는 韓流가 된 것은 베이징 대학의 한 교수의 의견이 반
영된 결과이다. 한국대중음악을 지칭하는 용어가 한류에서 착안된 이후 ‘한류’라는 말은 <서울음악
실>이라는 중국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베이징, 상하이 등지로 퍼져나갔다. 또한 1999년 가을 홍보
용 CD ‘한류’가 중국 전역에 배포되면서 중국에서는 한국의 대중음악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류를 사
용하였다(김병욱,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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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2005:8).4) H.O.T의 공연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가 한류라는 말의 최초의 시작은 아닐
수 있으나 적어도 우리 대중문화의 힘과 확장 가능성을 목격한 한류의 첫 걸음이었음은 분명
해 보인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아시아 각지의 한류에 대한 관심과 취향에 적잖은 차이가 생겨나면서
한류는 현지화 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호하는 ‘가요’와 아시아 청중이 요구
하는 ‘한류 가요’가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이 무렵 부쩍 늘어난 K-pop이란 용
어의 등장은 단순히 한류에 대한 국가 시책의 변화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 한류의 의미와 역
할, 범위가 달라졌음을 시사한다. K-pop이 한류와 연관성을 갖고 음악의 특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 전부터 K-pop이라는 용어는 통용되고 있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K-pop은 한
국 대중음악 중 ‘특정’ 음악, 해외에서 한국대중음악이라고 인식하는 특정 유형, 특정 가수들
의 음악이라는 ‘좁은’ 의미이다. 따라서 K-pop이라는 말은 한국 대중음악 전체를 지칭하는
‘넓은’ 의미와 한류 현상과 관련해서 해외에 보급되고 주목받는 특정한 한국 대중음악이라는
‘좁은’ 의미로 구분된다. 현재 K-pop의 정체성과 상품성은 한국의 음악 산업계 혹은 한류를
브랜드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과 상관이 있지만 이 용어 역시 일본식 영어어법과 관련이 있
다. 일본 음악 산업계에서 만든 일본대중음악을 통칭하는 영어식 표현인 J-pop이 정착되면서
해외에서는 한국대중음악을 한국(Korea)의 앞글자인 K와 대중음악의 약자인 팝(pop)을 혼용
하여 한국대중음악을 K-pop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의 K-pop이 한국대중음악의 번역어였던 것과 달리 2000년대 후
반의 K-pop은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한류와의 관련성을 명시하게 된다. 좁은 의미의 K-pop은
해외에서의 시장성과 상품성을 부각시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수출 지향적 특성을 갖
고 있으며, 이 말에는 내수용이 아니라 수출용 음악, 즉 “한국이 아닌 나라들을 위해 한국에
서 만들어진 대중음악”(신현준, 2013:31)이라는 특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정부와 음악 산업
혹은 기획사의 의지 또한 담겨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진’을 강조하는 K-pop은 아이러
니하게도 그 의도와 무관하게 한국의 지역성과 고유성을 내세우기 보다는 애매모호한 기원을
갖는 글로벌의 시공간에서 생산된 ‘무국적(non-national)’5) 문화임을 표방하면서 “초국적인
교잡의 산물이자 더 많은 교잡을 낳는 기계의 상징적 기호의 역할에 보다 더 집중하고 있다
(신현준, 2009:370).

II. 한류의 양가성: 담론적 구성물로서의 한류
이 부분의 논의는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근대 한국이 제국주의와 민족
주의의 작용 속에서 경험했던 근대사와의 연장선에서 한류 담론을 분석한다. 뒷부분에서는 세
4) 2000년대 이래 해외 대형 레코드매장이나 국제 저널리즘에서 한국 대중음악을 K-pop이라고 호칭하
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다. K-pop을 ‘타자’가 호명한 것이자 국경을 넘는, 이른바 월경적 실천의 산물
이라고 서술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이다(신현준, 2005; 2013).
5) ‘무국적(non-national)’은 한류나 케이팝의 문화적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초국적
(transnational)’(Hannerz, 1996)은 국가, 지역, 개인 혹은 문화가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흐름을
보여주는 현상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현재 미디어와 아카데미의 한류 담론에서 쓰이
는 ‘초국적’은 ‘무국적’과 구분되지 않은 채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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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와 글로컬라이제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한류와 서구, 일본, 아시아의 모더니티 간의 상호
작용과 복잡한 역동 속에서 한류 담론을 분석한다.

(1) 한류에서의 ‘한국적인 것’: 무국적의 추상성과 초국적 현상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은 문화적 연대와 문화적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한다. 그
래서 근대 국가 확립 당시 많은 나라들이 문화적 동질성을 토대로 국가 구성원들에게 국가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불어 넣었다(Anderson, 1983; Elias, 1982). 그리고 문화는 민족주
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확산시키는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왜냐하면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은 그 문화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방어감이 되기 때문이다. 메이지 유신 당시 서
구어법의 축일대제일창가는 천황제 중심의 강력한 민족주의 형성에 기여하였다(유영민, 2012).
한류 또한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게 하고 한류의 생산 주체가 우리라는
인식을 강화함으로 한국, 그리고 한류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한류의 ‘주체’라고 자신하는 우리는 한류 이후 과거와 달리 전통문화나 서구문화가
아니라 한국의 대중문화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인식하고 한류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표현한다. 그런데 한국의 대중문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인식되게 된 계기가 전적으로
내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한 내부의 관심이 가시화되고 공인된 데
는 아시아의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응, 한류 현상이 분명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
다.
한류라는 말의 기원을 2000년 H.O.T.의 중국 공연과 연계시킨 언론의 보도는 한국 대중문
화에 대한 내부의 관심과 자부심이 외부의 관심과 무관하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한류가 중
국을 강타”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는 우리 대중문화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대단하다는 사실
을 확인시켜준 계기였다. 그리고 아시아(외부)의 눈에 비친 한류(한국 대중음악)의 파급력은
한국 내부에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켰다. 한국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열풍을 일
으키고 있는 현상을 ‘중국의 언론에서 한국[대중]문화의 유행을 견제하는 표현으로 먼저 만들
어서 사용했다’라는 한류 신화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때로 이 신화에서 자부심을 넘어 자만심
을 내비치는 것은 한류가 한국대중문화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음의 방증이 된다(장규수,
2011).
한류 초기 미디어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한류 현상을 대수롭지 않게 그리고
금방 사그라질 불꽃이라는 듯이 한류를 대했다(조한혜정, 2003).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한류에
대한 무관심과 무심함과 달리 한류는 대중문화를 바라보고 대하는 한국 내부의 태도와 인식을
변화시켰고, 대중문화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류는 한국문화라는 개념과 문화에서의 '한국적인 것'에 대한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외부에서는 한류나 K-pop에서 한국문화로서의 정체성과 진정성이 무엇인지 반론을 제
기하지만(Joo, 2011; Lie, 2012) 정작 우리의 한류 담론에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가 거의 부재한 이유는 한국문화, 한국적인 것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한류를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듯이 무심하게 대하지만, 한류의 동인과 주체
라는 사실에 그리고 그 문화(상품)가 생산되는 시공간의 일부라는 사실에 은근한 자부심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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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런데 내부에서 한류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라고 인식하기까지 미디어가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이동연, 2006). 미디어는 한류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을 전달하고 한류 현상을 보
도하는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한류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개입하였다. 2000년대 초반 우리
의 피부에 직접 와 닿지 않던 한류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는 타자의 눈에 비친 한국 대중문화
의 우월성과 탁월함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한류를 지원하고 지속화하는 국가 정책에 대
한 무언의 지지와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한국의 영토 밖에서 일어나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아시아의 관심과 요구를 우리가 직접 가서 보고 듣기 전에 미디어가 그 상황을 먼저 전달해주
었고,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한류에 대한 이미지를 학습하게 되었고 미디어는 ‘우리’의 한류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류 초기 아시아 진출의 성공요인에 대한 미디어의 분석은 우리가 한류의 어떤 부분에 자
부심을 갖는지, 눈길을 보내는지를 보여준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한국 문화의 전통과 근대성
을 접목한 근대적 정체성 확립, 근대와 전통의 공존, 근대(식민, 탈식민)의 극복, 압축적인 근
대화를 통한 정치, 경제적인 안정,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서구와 일본문화를 아시아가 공감할
수 있는 한국적이면서 아시아적인 표현과 감성으로 토착화, 일본 제국주의 역사와 관련된 아
시아 내 반일감정과 아시아의 ‘주변국’이라는 위협적이지 않은 위치(조한혜정, 2003) 등이 미
디어가 분석한 한류의 성공요인이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한류 신화―외부에서 한류의 문화
적 우수성과 그 파급력에 자국 문화의 종속성을 두려워한다―는 한국대중문화와 한국을 외부
에서 어떻게 인식하기를 바라는지 말해준다.
한류 자체의 특성, 즉 우리의 역사적 경험(식민과 탈식민, 압축적 근대화 등)과 사회ž문화적
환경(전통과 근대의 조화)이 한류의 형성배경이라는 생각은 한류가 ‘한국’의 문화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조한혜정, 2003). 한류가 아시아 청중을 사로잡은 이유는 한류의 한국적인 것, 한
국문화의 우수성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한류는 내부적으로는 한국문화에 대한 자
부심을 갖게 하였다. 그런데 한류 현상이 도래하게 된 계기에 대한 외부의 분석은 이와 같지
않다. 외부에서는 ‘한국’ 문화이기 때문에 한류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하종원·양
은경, 2002; 신윤환, 2006). Sung(2010)은 대만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붐이 미디어에서 분석
한 것과 같이 한국 드라마가 갖는 ‘한국적인’ 속성, 한류 고유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지 않는
다. 일본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홍콩 반환에 따른 홍콩의 심리적 불안감 같은 외부요인이
아시아 대중문화의 주도권 이양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경기 불황에 시
달렸던 대만에서 한국 드라마를 수입하게 된 계기는 첫째, 일본 드라마와 내용과 분위기가 비
슷한 대체 상품이었기 때문이고, 둘째, 일본과 홍콩 드라마에 비해 낮은 단가로 수입이 가능
했기 때문이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한류 초기 “민족 자부심과 우수성 논의로 이어지는 ‘한류 열풍’에 대한 비약적 해
석”(조한혜정, 2003:15)으로 비판받았던 문화 식민지 세대의 미디어 한류 담론은 2000년대 후
반 한류를 탈영토화하고 추상화하는 ‘초국적’ 담론과 맞물리면서 한국문화에서의 ‘한국적’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소프트 파워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는 국가
브랜드 위원회(2009-2013)를 창설하고 “벌거벗은 상업주의(naked commercialism)”(Lie,
2012:61)라는 비난에도 ‘대한민국’ 자체를 브랜드화하는 작업에 매진했고, 한류와 K-pop을
한국의 문화와 산업의 대표자로 간주하였다(Lie, 2012). ‘대한민국’의 브랜드화와 브랜드 고유
의 이미지 구축 과정에서 한류는 재해석되고 재맥락되었고, ‘K’라는 접두어를 갖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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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의 대표상품이 된다. 해외에서 잘 팔리는 한국대중음악은 ‘K-pop’이 되고, 한국문화체
험과 문화상품의 다수에 브랜드화된 대한민국의 ‘K’라는 접두어가 붙게 된다.6) ‘K’는 문화상
품, 관광상품 뿐 아니라 한국, 한류와 관련된 체험에까지 확장되게 된다. 그리고 이 무렵 미디
어에서 K-pop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쓰게 되었고 K-pop은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고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소유하고 소비하고
자 하는 누군가가 좋아하는 상품이 된다. 그래서

K-pop은 “해외로 ‘수출’되는 음악,” 즉 “한

국이 아닌 나라들을 위해 한국에서 만들어진 대중음악(made in Korea for non-Korean)”의
의미를 갖게 된다(신현준 2013:31).
이후 한류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과거 한류 혹은 한국대중음악의 영어번역어였던
‘Korean popular music’의 약어 ‘K-pop’은 ‘한국’의 특징이 분명한 한국의 문화를 지향했
다. 그런데 국가브랜드의 대표상품이 된 지금 2010년대의 ‘한류’와 ‘K-pop’은 한국적인 것의
의미를 다르게 본다. K로 대표되는 한류는 코스모폴리탄,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난 감각적인
감성과 표현, 그리고 음악적 이디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한국의 지역적, 문화적 고유성을 약
화시킨 ‘추상적인 K’를 표방한다. 한국이 속한 지역, 공간의 의미와 특성을 약화시킬 뿐 아니
라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연계성 또한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한국대중문화를 ‘한국적’으로 만드는 것은 본질주의적 혹은 전통에 기
반한 ‘순수한’ 한국성은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과의 조화와 협상에 의해 만들어진 ‘무국적의
추상성’이 지금 한류에서의 ‘한국적인 것’에 가까워보인다. 그런 점에서 과거 한류가 내부적으
로 ‘한국’의 대중문화, 대중음악, 즉, 민족과 국가를 강조한 민족주의적 속성을 지키고자 했다
면 지금의 한류는 탈시간, 탈공간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한국적인 것’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있
고, 한류와 K-pop에서의 '한국적인 것'은 초국적인 현상을 주도하는 무국적인 것으로 대체되
고 있다. 그런데 무국적인 것이 서구중심의 근대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공간의 개념, 역사
의 횡포를 극복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류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것은 아니[나]” 아시아가 각자 다른 입장
을 취할 수 있는 “식민주의, 냉전, 권위주의 등의 기억과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는
신현준(2009:369)의 말을 조금 변형하자면, 역사적 망각[은 ‘초국적’] 취향의 자유로 [정당화된
다]”에 가까워보인다. 정부와 정부,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적인 갈등과 미묘한 입장 차이 그리
고 역사관은 아시아와 한류와의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에서의 교훈을 망각하
거나 은폐하면서까지 한류가 ‘무국적'이라는 글로벌의 감성과 이념으로 '시공간의 재배치'나 '
탈역사’를 표피적인 기법이나 전략으로 수용한다면 한류가 '한국적인 것'이라 말하는 특유의
무국적성 자체는 아시아와 한국의 역사를 망각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

6)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패션을 ‘K-beauty’로, 한국에서의 경험할 수 있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
에서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관광을 ‘K-experience’로 지칭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2015년 8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 2기, 문화융성 방향과 추진계획’에서는 경북궁 일대 부지를 전통문화
등 ‘한국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허브 공간, 가칭 ‘K-Experience’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http://sports.donga.com/3/all/20150818/73114517/2 (최종검색일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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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족주의의 양면성
최근 한류 담론에서는 한류의 일방향적 편향성을 자문화 중심주의, 민족주의와 관련시키는
논의들이 늘어나고 있다(김성수, 2010; Joo, 2011). 대개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국 문화 전통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과 집착 때문에 타문화를 배척하거나 극단적인 우월감 혹은 반대로 극단적
인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자문화 중심주의를 지칭할 때는 우
월감, 이기심, 배타성, 그리고 그 상대어로 열등감, 피해의식이라는 표현이 늘 함께 따라온다.
그런데 한류담론에서 제기되는 자문화 중심주의는 한국 대중문화의 형식이나 내용의 우수성에
대한 자기애, 옹호, 방어, 집착을 경계하고 있지 않다(김현미, 2005; 이동후, 2004 참조). 한류
담론에서 자문화 중심주의 비판은 주로 문화산업의 구조와 기획력, 시장경제와 자본의 원리를
앞세운 혹독한 시장의 원리와 자국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손승혜, 2009;
장원호 외, 2013). 문화로서의 한류가 아니라 상품으로서의 한류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이
태도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극단적인 이기심, “악한(evil)” 민족주의와의 타협처럼 보인다(유
영민, 2012).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람보를 좋아하던 한국의 청소년들을 “신식민주의의 후계자
(offsprings of neo-colonialism)”라고 비난했었다(Joo, 2011:498). 그런데 지금은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한류 드라마나 K-pop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자국 청소년들을 “그런” 눈으로
보고 있고, 자국 대중문화와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을 문화적, 정치적 압박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문화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 문화 개방에 분노하던 한국이 아시아 시장에서
의 불균형적인 수용과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한류의 해외 진출을 정당화하고 자국의 이익을 취
하고 이를 문화적 우수성으로 치환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자기중심적이고 모순적이다(Joo,
2011).7)
한류의 문화적, 상품적 가치에 대한 내부의 자부심은 최근의 특히 동아시아의 일본과 중국
에서 한류를 거부하는 혐한류(嫌韓流),8) 한류래습(韓流來襲)9)에서 관찰할 수 있다. 혐한류, 한
류래습에 대한 국내 미디어의 보도를 접하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현상을 일본이나 중국이 장
기간 누렸던 그들의 문화적 기득권과 이로 인해 부가된 경제적 이익, 정치적인 관계에서의 이
해타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환원시킨다. 즉, 한류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 정치, 경제가

7) 2005년 11월 장동건이 <Time Asia>의 커버였다. 실제로 장동건은 한국판의 커버였고, 중국을 비롯
한 다른 아시아 전역에는 중국 농구 선수 야오밍이 커버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한국 미디어는 장동건
이 한국판이라고 보도하지 않고 마치 아시아판 전체의 커버인 것처럼 보도했다(Joo, 2011:500). 또한
관련자는 사전인터뷰에서 “한국배우가 타임지의 커버로 등장한 것은 처음이고, 이는 장동건이 한국
최고의
배우로
인정받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http://www.kbsworld.co.kr/entertainment_news/news_view.html?No=1247&page=136 (최종검
색일 2015.8.29)
8) 《만화 혐한류》(マンガ嫌韓流)는 일본 작가인 야마노 샤린(山野車輪)의 만화책이다. 2005년 7월 26일
신유샤(晋遊舍)에서 출판했다. 독도, 한일 병합, 역사교과서 문제 등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주로 한국을 비난하는 관점으로 그려졌다. 출처: 한국 위키피디아(검색어: 만화 혐한
류)https://ko.wikipedia.org/wiki/%EB%A7%8C%ED%99%94_%ED%98%90%ED%95%9C%EB%A5
%98 (최종검색일 2015.8.28)
9) ‘한류래습’은 ‘한류의 습격’이란 뜻이다. 2001년 대만의 힙합그룹 앰씨 핫도그가 <한류래습>이라는 곡
을 발표하여 당시 대만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CLON과 H.O.T.를 좋아하던 팬들을 조롱했던 것과 같
은 맥락으로 대만과 중국에서 한류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는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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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내부적인 문제와 약점 때문이라 치부한다. 특히 일본은 한류에 대한 반감을 이용해 그들
내부의 결속력과 우경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받아들인다.
그러나 시장의 원리에만 치중하는 한류가 왜 공격받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외면한다. 아
시아를 한류를 위한 ‘시장,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소비자’로 물화하는 그 자체를 문제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한류가 아시아 내에 또 다른 중심과 주변을 재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류의 지속성과 확대를 당연시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현재 한류 담론에서는
아시아와 한국 간의 균형이나 글로컬 문화의 활성,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대한 의지 보다 아
시아를 객체화, 물화하는 시각만 마주하게 된다. 일본의 ‘오리엔탈 오리엔탈리즘’이 한류와 전
혀 무관하다고 보고 한류의 민족주의나 자문화중심주의에는 그저 로컬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
악하고 이를 표피적인 차원에서 수용하여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면 된다
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한류는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결속력을 다지는 문화의 기능을 담당하
지만 한류가 자본과 시장의 팽창 원리를 그대로 따른다면 외부적으로는 타자의 주체성을 자본
의 논리와 힘으로 억압하는 후기자본주의와 결합된 '악한' 민족주의를 발아할거라는 생각이나
반성은 없다.
한류의 여러 가지 모습은 안팎이 다른 민족주의의 얼굴과 닮아있다. 외부적으로 아시아를
물화하는 폭력성을 띠면서 내부적으로 한류를 방어하는 미디어와 정부 시책은 “현대판 야누
스” 즉, “둘 이상의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얼굴들이 뒤엉켜있는” 민족주의의 얼굴에 가깝다
(Nairn, 1997:73). 한류에는 민족주의의 제각각의 모습들이 복잡하게 뒤섞여있다. 그래서 때
로 한류에 대한 외부의 반감과 비판, 한류에 대한 저항과 거부가 한류에 잠재된 문제에서 기
인한다는 반성보다 외부에 대한 방어로 한류를 더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하는 힘으로 변하기도
한다. 즉, 외부와의 경계를 (내부의) 우리가 먼저 쌓은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우리 문화에 종
속되거나 편입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벽을 쌓고 경계를 짓는 것이라 받아들인다. 이제 미
디어에서, 정부에서 조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한류를 유지하고 지속해야 한다고 스스로 생각한
다. 왜냐하면, 한류에는 외부를 향하는 민족주의의 다른 얼굴, 폭력성이 없다는 믿음과, 한류
는 서구를 의식하지 않는 아시아 대중문화의 경험과 감성이 혼종된 아시아의 글로컬 문화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류의 의도와 기원에 대한 우리의 순수한 믿음과
자부심은 우리가 경계하는 민족주의의 다른 면도 마주하고 있다.
2013년 ‘WAPOP’이라는 한국과 영어를 뒤섞어 놓은 용어가 새로 등장하였다. 'World Asia
pop'과 'Wow(와우) pop'의 합성어인 WAPOP은 한류나 K-pop처럼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
다. WAPOP에는 한국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은 없고, 그나마 '와우'가 '대단하다, 엄청나
다'라는 의미의 의성어이나 이 역시 한국어 의성어는 아니다. '세계적인 아시아의 팝'을 '한류,
K-pop'의 대체어로 쓰고자 한데는 한국 스스로 아시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의심하게 한다. 그런데 이 말의 낯선 어감 탓인지 아니면 적나라하게 드러낸 숨기고
싶은 속마음 탓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말은 WAPOP과 직접 관련된 특정기업의 행사에서만
쓰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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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에서의 한류: 로컬과 글로컬
세계화는 민족, 미디어, 이미지, 기술, 자본, 그리고 이념들의 변화무쌍한 움직임을 유발하
여 문화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도록 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장소에 실재하도록 하고 있다.
미디어와 인터넷은 한 국가의 문화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경험
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었고, 후기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그 문화와 함께 재현되는 다양한
상품들과 문화콘텐츠를 손쉽게 구입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장을 열어 놓았다. 동시에 동일한 문
화(실체)라도 그것이 수용되는 지역에 따라 제각기 다른 문화적 의미와 끊임없는 혼종을 만들
어냄으로써 전 지구적으로 이동하는 글로벌 대중문화 상품 앞에서 건재할 수 있는 지역적 정
체성을 전망하게 했다(Appadurai, 1990). 그리고 오늘날 문화는 끊임없이 탈공간과 탈영토화
를 반복하면서 중심의 문화를 지역화하고 지역의 문화가 중심으로 이동하는 글로벌과 로컬의
복잡한 역동과 지역에서의 활발한 초국적인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김성혜, 2012).
글로벌 중심의 세계화에 대한 지역의 반응 중 하나는 글로벌 문화를 지역 고유의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한류는 글로벌의 지역화, 지역에서의 토착화를 가리키는 글로컬라이제이션
이다. 그러나 글로컬라이제이션과 한류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고 매우 복잡 미묘하다. 글
로벌과 한류의 관계, 그리고 로컬(아시아)과 한류의 관계에서 한류는 매우 모순적이며 애매모
호한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과 한국, 일본과 아시아의 관계까지 더해지면 한
류와 아시아의 관계는 더욱 복잡해진다.
한류 이전에도 일본이나 홍콩의 대중문화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았
다. 일본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대중음악, 그리고 홍콩 느와르, 코믹 액션, 무협물, 환타지 사
극은

아시아

청중들을

사로잡았다.

Ching(2000:280-282)이나

이와부치[Iwabuchi](2002;

2003:100-101)는 근대 이후 형성된 아시아 각국의 중산층의 소비주의와 미디어, 전자, 통신
기술의 발달 덕분에 아시아 지역에서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연대가 형성되었다고 말
한다. 이 관점을 따른다면, 아시아 지역주의는 상업적인 소비문화와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지
역적인

공통성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조성된

것으로,

근대의

산물이

된다(이와부치,

2003:99-100).
이와부치(2003:90)는 1980년대 이후 일본 대중문화의 동아시아 시장 점유에 대해 미디어와
대중문화에 의해 주도된 아시아 문화 연대를 서구 대중문화의 모방형이 아니라 아시아적 정서
와 자본 이동에 의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문화 전유와 “혼종주의(hybridism)”10) 실천의 한 유
형으로 간주한다. 특히, 일본 문화의 ‘본질적인 혼종주의’가 일본 미디어 산업과 국가의 공모
에 의한 담론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는 ‘아시아―일본―서구의 3각 구도’(2002:7)를 바탕
으로 일본이 자발적으로 외래문화와 자국문화를 혼성, 토착화함으로써 서구와 아시아 사이의
매개자, 번역자의 위치에 섰음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 대중문화는 미국 대중문화를 무국적화
10) 탈식민주의에서는 문화는 본질적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고 혼종적인 것이라 본다. 그래서 서구와 비
서구를 구별하고 서구와 비서구 사이의 문화적 위계를 설정하고 교묘하게 정당화하는 문화본질주의를
비판한다(Bhabha, 1994; Pieterse, 1995 참조). 이와부치는 일본문화가 자국문화와 외래문화의 ‘혼
종’을 일본 고유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전유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탈식민주의의 ‘혼
종성(hybridity)’과 구별하기 위해 일본의 외래문화의 토착화, 혼종화를 일본 문화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을 ‘혼종주의(hybridism)’로 호명하고 이를 유동적 문화 본질주의라고 비판한다(이와부치,
2004: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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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보편성을 갖고 아시아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본다(Tsunoyman, 1995 이와부치,
2003 p. 106 재인용). 여기서 일본은 아시아와 자신이 동등하다고 인식하지 않으며, 아시아
전체를 일본의 ‘주변’으로 간주하는 ‘오리엔탈 오리엔탈리즘’의 속성을 감추고 있다. 그런 점
에서 이 구도에서 아시아와 일본의 문화 흐름은 위계적이고 일방향적이다. 반면, 서양과 일본
의 관계는 종속관계도 아니고 쌍방향적이다.
로컬과 글로벌 사이에서 한류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Cho(2011)와 Ryoo(2009)는
Iwabuchi(2002)의 3각 구도를 차용한다. 그런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류를 ‘아시아―한국―서
구’가 아니라 ‘아시아―한국―일본’의 3각 구도 안에서 설명한다. 물론 이 구도에서 일본, 한
국, 아시아의 관계는 위계를 나타내거나 일방향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보이지 않는 위계
와 일방향성은 없지 않다. 한류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 진출을 위해 장기간의 계
획과 준비를 하고 일본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 공을 들였던 것은 이들이 주장하는 3각 구도
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지지해준다. 보아나 동방신기가 ‘한국팬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
은,’ ‘한국적이지 않은’ 다소 강하고 과한 창법, 지나치게 작위적이어서 괴기스러운 퍼포먼스,
춤과 동작, 스타일(의상, 헤어스타일, 화장, 표정 등)로 일본 진출을 시도한 것은 한류가 그리
고 아시아가 제각각 다른 이유에서 일본을 어떤 식으로든지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
서 조한혜정(2003)은 한류의 중간에 낀(in-between) 애매모호한 위치는 다른 아시아 이웃 국
가들과 한류 간의 연결을 용이하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아시아 연대 형성에 도움을 준다고
말한다. 한류가 일본과 달리 아시아의 ‘주변’의 문화이고 서구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자국문화
전통을 보존해왔다는 점에서 한류의 일본 진출은 아시아 내 문화 헤게모니가 중심에서 주변으
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아이러니하지만 서구의 대리인 일본이 한류를 인정한다
는 의미도 된다. 그래서 한류의 일본 진출이 ‘한류의 서구 진출 가능성 타진의 최종 시험대’
(신윤한 외, 2006) 혹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K-pop이기에 한류가 동아시아를 넘어 아
시아 전체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표현은 일본과 한국, 아시아 간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역동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기서 일본은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와 서구의 경계, 중심에 가까운 위치
에 있음이 다시금 확인된다.
그런데 현재의 한류가 글로벌(서구), 일본, 로컬(아시아)의 사이에서도 여전히 일본과의 관계
를 의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요구된다. 현재 한류는 탈영토화되면서 아시아와
의 시공간적 근접성보다는 서구도, 일본도 아닌 새로운 글로벌 감성을 만들어내는 탈주변, 탈
아시아적 문화를 표방한다. 현재 한류는 아시아 각 나라에서 더욱 더 제각각의 방식으로 해석
되고 각기 다른 이유로 주목을 받는다. 일본에서는 멜로드라마가, 중국에서는 K-pop과 아이
돌 그룹이, 대만과 홍콩에서는 사극이 가장 주목을 받는 한류 장르로 알려져 있다. 동아시아
에서 <대장금>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국내 미디어는 <대장금>이 유교사상의 기반인 충과
효를 담고 있고 동아시아가 유교 문화권이라는 과거부터 이어진 문화적 유사성(김창남, 2010),
문화근접성(Staubhaar, 1991)을 그 성공요인일 것이라 진단하였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에서
<대장금>을 수용한 이유를 깊이 들여다 본 결과, 동일한 실체에 대한 해석과 이해는 동일하지
않았다(Kim, 2009:746-747). 먼저 중국과 홍콩에서는 ‘유교적 가치와 유교 문화를 따르는 주
인공의 인내와 인간미(humanity)’를,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남성중심 사회에서 약자였던 여
성의 유교문화 관습과 전통에 대한 도전’을 성공요인이라 보았다. 유교적 가치와 덕목(충, 효,
인, 의), 제도(남성중심의 가부장제)가 이 드라마를 이끄는 중요한 요인임에는 분명하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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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실제 중국과 한국에서 생각하는 유교사회의 주류문화나 핵심가치는 같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늘날 그것들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 또한 같지 않았다.
아시아의 다양한 감성과 경험(일본, 홍콩, 대만, 한국 등)들이 한류 안에 새롭게 재구성, 재
해석되면서 아시아 각 지역이 한류를 토대로 지역의 감성을 각자 새롭게 형성하는 것이 한류
의 힘이고 이를 글로컬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의 감성은 서로 닮거나 동질성을 띠지 않으
며, 한류에 대한 모방과 패러디도 지역마다 다르다. 여기서의 아시아는 시공간적으로 제각각
이지만 공시적인 공간이며 불규칙적지만 동시적인 시간이다(Cho, 2011).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서구와 자국의 문화 뿐 아니라 대중문화에 함의된 아시아 다른 나
라(일본, 홍콩, 한국 등)들의 이미 혼종화 된 문화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점
에서 아시아에서 소통되는 한류는 서구의 모더니티가 아니라 아시아의 혼종화된 모더니티를
지역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자기화, 토착화 하는 과정이고 현장이다. 서구는 아시아 대중문
화 속에서 탈구(displacement)되고 한류 또한 아시아의 각 지역에서 탈구된다. 그리고 그 탈
구의 과정에서 탈구된 서구 문화는 이미 혼종화 된 아시아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탈구되고 혼
종되면서 새로운 의미로 변형된다. 한류는 ‘한국’을, 그리고 ‘아시아’를 표상하는 기표이지만
그 의미를 만들어내고 합성하는 것, 상호텍스트적으로 서로 차용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은 결국 지역의 몫이다.
<대장금>의 예가 보여주듯이 지역에서 한류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같지 않다. 그리
고 해석의 차이와 간극은 한류를 대하는 동아시아 각 국 문화의 잠재된 역사와 문화에서의 차
별성, 고유성, 독특성에 기반을 둔다. 한류를 생산하지 않지만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고 능동
적으로 재해석하고 재맥락화하는 로컬은 그런 의미에서 '하위문화적'이다. 주류(여기서는 '한
류'를 의미)를 모방하고 주류를 소비하지만 주류에 편입되지도 종속되지 않는 각자 자기들만
의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고 자기들끼리만 소통한다는 점에서.

(4) 한류와 서구: 한류와 서구의 탈구(displacement)
한류는 아시아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전지구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한류에는 근대
이후 아시아와 서구가 서로를 바라보던 복잡 미묘한 시선이 교차하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래서 한류는 서구가 보는 아시아를, 그리고 아시아가 인식하는 서구가 충돌하고 협상하
는 교차로가 된다. 그러나 한류 안에 서구가 혼재되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아시아에
서 서구의 이분법적인 관점은 통하지 않는다. 한류는 아시아(로컬)가 여전히 글로벌(중심)을
지향한다고 믿는 서구의 선입견, 편견이 극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 아니라 극복되
는 현장이기도 하다. 한류는 분명히 미국문화와 비슷하지만 ‘아시아적인 것’이 분명한 무엇인
가를 불러일으키는 특성을 갖는다(Cho Han, 2005). ‘그것은’ 한류에 내재된 속성이기도 하지
만 한류에 숨겨진 ‘그것을’ 찾아내서 듣고 즐기는 것은 전적으로 청자의 해석에 의해 이루어
진다.
한류가 아시아에서 주목받고 미국 진출을 시도할 때 소위 팝의 본 고장 미국에서는 K-pop
을 미국팝의 “짝퉁”이라고 평가하였다(신현준, 2013:59). 가수 비의 경우 Usher나 Justin
Timberlake의 아시아 버전이라는 평도 받았고, 미국 팝과 ‘다른’ 아시아적인 혹은 한국 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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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성과 독창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도 받았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한류가 단순히 미국
대중문화의 헤게모니를 반복해서 인정하고 승인하는 현상이라고 치부하거나 미국화에서 자유
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이동연, 2006). 이와 같은 평가는 K-pop이 여전히 미국팝에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주기보다 다양한 변인들과 그로 인해 초래된 다방향의 문화적 흐름을 보
여준다. 한류에서의 서구는 이미 지역적인 취향 안에 이식된 글로벌 문화, 즉, 더 이상 서구가
아닌 탈영토화된 서구일 뿐이다. 한국에서의 미국대중문화의 계속되는 영향력은 글로벌한 요
소가 이미 한국 대중문화의 한 속성으로 수용되어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Joo, 2011:501-502).
그런 면에서 K-pop은 James L. Watson(2004:168)의 말처럼 “비서구의 경쟁자들에게 글로벌
의 영감을 줌으로 미국 대중문화산업이 스스로를 소멸시키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
는 증거가 된다. 아니면 화려한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청중의 열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
도하는 K-pop은 그저 “대중음악의 역사에서 매력적이지만 안전한 요소만 조합한 인공물”(신
현준, 2013:60) 즉, 팝음악의 인기 있는 요소들의 합성과 나열일 수도 있다.
대개 K-pop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갖는 다양한 멤버들이 한 그룹을 구성한다. 아이돌 그룹의
멤버들은 각자 독립적으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이들은 한 그룹을 이루었을 때 하나의 완전체가
된다. K-pop의 음악도 아이돌 그룹의 구성과 비슷하여 음악 역시 각기 다른 별개의 요소들이
대단한 기획력과 조직력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멤버들은 국적을 알 수 없는 헤어스타일, 화장,
패션, 스타일로 K-pop의 'K'가 보다 무국적이고 특정 시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추상적인 K임
을 표방한다. 쉽게 귀에 들어오는 멜로디 라인의 후크, 미국식의 강한 비트를 유화시킨 힙합
과 랩, 아시아 청소년의 정서와 일상을 담은 가사는 지나치게 서구적이지도 않고 일본식도,
한국식도 아닌 다소 추상적인 특징을 갖는다. “키치한 것들, 훌륭한 가창, 매력적 신체, 멋진
의상, 최면적 움직임과 춤(군무) [등과 같은] 매력적 속성이 위협적이지 않고 쾌적한 패키
지”(Lie, 2012:356) 속에 들어 있는 ‘짝퉁’스러운 특징은 K-pop의 보편적 호소력으로 활용된
다. 그리고 강하고 중독적인 비트의 반복과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가사는 자의적 해석이 가능
한 상호텍스트적인 단어나 재미있는 의성어로 구성되어 한국어를 모르는 이들도 쉽게 그 소리
를 따라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한다.11)
특히 텍스트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않고도 듣고 따라하면서 즐길 수 있는 K-pop의 중독
성은 소위 ‘떼창’12)과 포인트 안무와 같이 청중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아니 반드시
참여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퍼포먼스의 요소를 갖고 있다. 떼창을 가능케 하는 중독성 강한 후
크 선율과 무의미한 가사들(영어, 한국어 등)은 때로 원작자가 아니라 무대와 청중에 의해 새
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K-pop이 그저 담론적 구성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 현장이 될 가
능성을 찾게 되는 이유이다. K-pop의 떼창이 갖는 힘은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전혀 알지 못
11) 가장 대표적인 예로 소녀시대의 <Gee>(2009)는 “지지지지/베이이 베이비”라는 가사는 한국말로 새
들의 ”지지배배“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전 세계 팝음악에서 의미 없이 사용되는 ‘베이비(baby)’로
들릴 수도 있다. 청자가 듣고 싶은 대로, 혹은 귀에 들리는 대로 들어도 <Gee>를 즐기거나 포인트
안무를 따라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12)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떼창’은 ‘큰 무리의 구성원들이 같은 노래를 동시에 부르는 것’으로 목적
이나 행동을 같이 하는 무리를 뜻하는 ‘떼’와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자 ‘창(唱)’의 합성어이다. 최
근 국내 가수 뿐 아니라 해외 가수들의 내한 공연에서 청중들의 떼창이 화제가 되면서 떼창은 이제
한국 콘서트 문화의 한 요소, 유행이 되고 있다. 영어로는 sing-along, community singing, group
singing으로번역된다.<출처:http://dic.naver.com/search.nhn?query=%EB%96%BC%EC%B
0%BD+%EB%9C%BB&ie=utf8> (최종 검색일 201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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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애국가를 부를 때처럼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노래 가사가 아무리 진부하고 곡조가 아무리 평범해도 같은 노래를 함께 부르는 동일한 시공
간의 경험은 “상상의 공동체”가 실현되는 경험이기 때문이다(Anderson, 1983:145). 즉, 의미
없는 기표는 퍼포먼스 중심의 K-pop에 의해 상호텍스특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 점에서
K-pop은 포토제닉(photogenic), 비디오제닉(videogenic)한 팝음악의 최신 버전인 동시에 국
가와 지역, 문화의 차이를 넘는 초국적인 현장을 연출하는 퍼포먼스이자 제의가 된다. 내용이
없는 형식에, 혹은 무국적의 취향에 제각각의 의미를 더하는 해석이 결국 한류의 글로컬로서
의 가능성이고 “화려하면서도 부실하고, 찬란하면서도 엉성한” 탈주변, 탈아시아적 혼종성이
되는 것이다(신현준, 2009:370). 그리고 그 떼창과 군무의 주인이 무대와 청중 모두라는 점은
한류의 초국적 열망이 아시아에서의 헤게모니 구축이 아니라 “사회적 이벤트”로서 사회적 공
간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문화를 의미하는 것이란 기대를 포기하지 못하게 한다.

맺으면서
미디어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연예 등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한류를 다룬다. 그런데 실제
우리들의 일상 대화에서 한류는 담론화되지 않고 미디어 담론만이 반복 재생될 뿐이다. 한류
가 한국의 모더니티를 탈영토화, 재맥락화하면서 무국적의 속성을 지향하면서 초국적 현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 그리고 그 대중문화의 주체인 우
리가 한국 밖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조명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단순히 아시아 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대중문화의 유행 현상을 일컫는 말이나 현상 그 자체가
아니다. 민족주의, 신식민주의, 탈식민주의의 논의에서 한류가 자유롭지 않은 것은 오늘날 우
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근대와 제국주의 이후의 포스트콜리니얼한 역사이기 때문이다. 한류가
문화산업의 치밀한 기획과 거대 조직, 거대 자본화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한류 초기의 기대가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지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거리두

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한류담론과 한류현상의 양가성은 한류가 한국에서 지역으
로, 지역에서 더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중심과 주변을 해체하는 탈근대, 탈식민 프로젝트로
나아갈지 아니면 주변을 타자화, 물화함으로써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길로 들어설지 예측
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류에는 전 지구가 겪는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겪는
모순과 양가성이 공존하고 있고, 한류는 비서구 문화의 모더니티 간의 역동적 상호 작용이 치
열하게 일어나는 문화 현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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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류 담론의 정치성, 정체성, 그리고 가능성

김 수 진(경주대학교)

김성혜의 글은 한류를 바라보는 한국 사회 내부와 외부의 시각을 민족주의, 세계화, 글로컬
라이제이션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한류 현상과 담론이 민족주의, 신식민주의, 탈식민주의에서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장한다. 본문의 첫 부분(‘한류에서 K-pop으로: 한류의 기원과
그 의미의 변화’)은 한류라는 용어의 기원과 한류 K-pop의 용어가 2000년대 들어 그 의미가
달라져온 것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 대중음악을 뜻하던 K-pop이 지역성과 고
유성이 아닌 무국적성을 전략적으로 표방하고 있음을 역설한다. 여기서 그는 특별히 무국적임
을 전략적으로 드러내는 한류 현상과 담론의 최근 경향에 주목하면서 이를 이어 본문의 두 번
째 부분에서 양가성의 관점으로 해석한다. 본문의 두 번째 부분(‘한류의 양가성: 담론적 구성
물로서의 한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한류에서의 ‘한국적인 것’: 무국적
의 추상성과 초국적 현상’과 ‘민족주의의 양면성’)은 민족주의의 이중적인 모습이 한류 담론을
구성해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두 번째 부분(‘아시아에서의 한류: 로컬과 글로컬’과 ‘한류와 서
구: 한류와 서구의 탈구’)은 이를 토대로 전지구화의 흐름 속에서 한류가 글로컬라이제이션으
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잘 만들어진 패키지로 또 다른 헤게모
니의 구축인지를 재고해보는 기회를 연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의 한류 관련 논의들이 한류 현상과 담론의 일부만을 부각해서 부분적으
로 다뤘던 것에서 더 나아가 모순과 양가성을 통로로 다양한 논의들을 종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다. “탈식민, 탈근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한류 담론이 또 다
른 자본주의의 상품으로 “타자화와 물화”의 결과를 나을지 상반된 관점 사이를 오가면서 알
수 없는 “위험한 교차로” (Lipsitz 1994)에 놓인 상황을 다각적 논의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13쪽).1)
더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6쪽 마지막 문단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제시되었으면 좋겠다. 신현준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 문장 “한류가 '한국적인 것'이라 말하는 특유의 무국적성 자체는 아시아와 한국의 역
사를 망각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
면 좋겠다.
2. 8쪽에 WAPOP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이 더 자세하게 확장된 논의로 전개
된다면 전체의 논의가 더 설득력 있게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3. 13쪽을 보면, “즉, 의미 없는 기표는 퍼포먼스 중심의 K-pop에 의해 상호텍스특적인 의
1) Lipsitz, George. 1994. Dangerous Crossroads: Popular Music, Postmodernism and the
Poetics of Place. New York: Ver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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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갖게 된다. 그런 점에서 K-pop은 포토제닉(photogenic), 비디오제닉(videogenic)한 팝
음악의 최신 버전인 동시에 국가와 지역, 문화의 차이를 넘는 초국적인 현장을 연출하는 퍼포
먼스이자 제의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의미 없는 기표 또한 글로컬라이제이션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지, 있다면 그 사례가 궁금하다.
4. 용어의 적절성을 떠나 상품으로서의 한류와 관련된 담론들은 한국 정부가 시행해왔던 정
책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며 이것은 비단 이명박 정부의 정책 이후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본
다. 또한 이것은 한국 사회가 문화를 어떻게 개념화 하고 있는지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5.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위의 질문/제안 사항과는 다르게 폭넓게 접근하는 것이다.
world music의 마케팅 전략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과 비판적 시각들이 있는데 이것이 한류
혹은 K-pop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무국적성’을 전략으로 내세운 것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궁금하다.
위에 제기된 다섯 가지는 이 글을 토대로 확장 가능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혹
은 이 논문 내용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독립된 논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점들을
제외하고 글의 전체적 논지를 두고 보았을 때, 이 글은 음악문화 연구에서 간과하기 쉬운 담
론의 정치성을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별히 과거의 한류가 민
족 국가를 강조하던 것에서 달라져 “한류를 탈영토화하고 추상화하는 ‘초국적’ 담론과 맞물리
면서 한국문화에서의 ‘한국적’의 의미와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5쪽)는 그의
통찰력 있는 견해는 향후의 음악문화 연구 관점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전지
구화 혹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혹은 국가의 (문화) 정체성을 해석하는 작업에 변
화된 시각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지 한류 현상과 담론에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음악문화를 연구하는데 고려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부
분이다. 한류 담론과 현상을 발판 삼아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세계화 시대에 문화 현상과
문화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읽은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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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

1. 머리말
1970년대와 80년대의 국악대중화에 대한 자료조사를 해보니 필자의 작업과 작품이 주를 이
루고 있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필자의 다양한 작업을 기술하려하니 자칫 두려움이 앞
선다. 지난 70년대를 회고하면 현재 국악의 대중화는 양적으로 많이 팽창하였고 다양한 연주
와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다. 전국에 퓨젼 국악팀이 300여개가 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악의 대중화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기 그지없다. 현재의 국악대중화는 음악적 내용에 관
계없이 오늘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실 이런 현상에 대한 학술토론회도 열렸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필자가 해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글은 필자의 국악대중화작업과 그 작품에 대한일종의 회고이다. 각 시대의 음악들은 그
시대의 산물이다. 그런데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급변한 것은 정치적 사건만이 아니라 우
리의 문화적 경향도 변화를 맞고 있었다. 일례로 70년대 흑백T.V에서 80년의 컬러T.V의 전환
은 방송의 힘이 커지는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국악계도 국악의 발전을 시키기
위한 방책이 없이 공연들이 양적으로 팽창되었다. 모든 분야가 지나간 시대를 정리할 틈도 없
이 우리의 정서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리게 되었다.
필자는 70년대 작업을 “국악보급”이라는 차원에서 되돌아보고 80년대 작업을 “국악대중화”
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자한다.

2. 70년대 문화현상
가. 국악계 현황
1970년대 초부터 70년대 말까지 국악의 대중성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단 국립국악원이 지금과 같은 독립적인 공간에 있지 않았고 장충동 국립극장에 더부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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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때였다. 당연히 국악공연이나 활동의 공간은 다양할 수도 없고, 넓을 수도 없었다. 주로
국립국악원 공연은 소극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립국악원이 자체 기획하는 공연 레퍼토리도
전통음악 위주의 매년 거의 비슷한 공연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75년 가을, 우리 전통음악과 춤이 유럽 등지의 해외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공연은 유럽 평론가들로부터 대단한 예술적 평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우리
나라 안에서도 전통음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며, 좀 더 가까이 대중에게 접근 할 수 있
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관심 밖으로 그야말로
외화내빈(外華内貧)이 따로 없었다.
다만, 전통음악 외에 신국악이라 해서 창작 작품이 여럿 나온 것이 그나마 창작음악의 기틀
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60년대 신국악 작품들의 현상공모를 통해 서울대 국악과 출신 김용진의 작품과 국립국악원
출신 이강덕 선생의 작품이 수상작이 되었다. 63년부터 69년까지 신작들의 내용을 보면 서양
음악작곡자들의 작품과 국악 전공자들의 작품들이 발표되었고, 74년과 75년도에도 신국악 작
품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신작과 새로운 기법 즉, 작곡을 전공한 학생의
새로운 기법의 작곡 등 두 가지 방향의 작품 성향이 이때 형성되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현상은 국악 창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악 창작에 활기를 주는 듯 했으나, 실
제 국악계 내부에서는 창작음악에 대한 반응이 미미했다. 오히려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
들의 작품들에 대한 생경함에 대한 비판들이 거셌다. 왜냐하면 국악기가 갖고 있는 음정표현
의 한계, 표현법 등의 한계와 지휘에 의한 음악공연에 익숙하지 못한 점 등과 무엇보다 국악
전통이 갖고 있는 표현 정서 등과 맞지 않는 부분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
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국립국악원에서는 전통음악을 재창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국악계 현황은 국내의 일반대중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되질 못했다. 여전히 [국악의
보급]이라는 구호는 국립국악원의 과제였다. 국립 국악원에서 하는 일반인에게 악기를 가르치
는 강습회와 공영방송 라디오에서 1시간정도 다루는 국악프로그램이 국악 보급을 위한 행보의
전부였으니, 국악의 대중화는 매우 힘든 여건이었다.
60년대를 거쳐 70년대에 들어서도 국악의 대중보급은 구체적 실제가 없었다.

나. 1970년대초의 문화적 현상 - 청년문화
1970년대 초 새로운 사회적 문화현상은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로 대변(代辯)되는 소위 ‘청
년문화’의 출현이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청년문화’ 현상은 기성문화에 대항하는
성격을 지니며 새로운 바람이 되었다. 그러나 ‘청년문화’가 가지는 부정적 단면도 있었다. 외
래문화를 수용함에 있어 비판 없는 수용과 소비지향적인 부분이 그것이었다. 특히 미국 문화
의 무분별한 수용이 부정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응하는 모임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 크리스쳔아카데미의 ‘대화’모임에서 “시인과 작곡가”의 만남을 통한 좋은 노래만들기 모임
이 대표적인 예이다. 필자도 참여하게 되어 가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생각과 시선은 또 다른 반향을 만들었고, 대학생이 중심이 된 전통문화 찾기 운동에
단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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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초에 ‘우리 것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서울대 문리대에 탈춤반이 만들어지면서, 70
년대 중후반까지 전국의 대학에 점차 탈춤반이 만들어졌다. 이후 농악반과 74년 연세대의 국
악반이 만들어지며 활기를 띄었다. 대학을 중심을 그 품을 키워간 우리 것 찾기 운동은 70년
대를 거쳐 80년대까지 이어졌고, 전국의 대학에서는 탈춤 및 농악, 민요 배우기 등이 매우 성
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 민족문화예술에 대한 탐구와 아울러 문화 운동으로서의 저항성은
국악전공자들이나 연희 전공자들과는 관계없이 대학의 한 문화로 자리 매김 되어져 지금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필자는 음대에 입학했지만, 내면에 침전되어 있던 인문학적인 기질상 문리대의 탈춤과 국악
반의 공연을 결합하여 합께 작업 하곤 했다. 그 즈음 만났던 이들이 후에 문화운동 1세대라
일컬어지는 김민기, 임진택, 채희완 등이었다. 대학시절 10년 선배였던 김지하의 모든 면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 폭넓은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지식, 사회
현실에 대한 통찰력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용기가 필자의 예술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구축하
는데 큰 자극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개인적으로 문화계의 거장 소설가 황석영, 박경리
선생, 종교계에선 법정 스님과의 교류를 통해 필자의 예술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
적으로는 행운이었다. 그렇게 필자는 문화운동 1세대로서 우리 것 찾기 운동에 음악으로서 기
여하였다.
또한, 자생적으로 일어난 우리 것 찾기 운동은 대학생만의 문화 운동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문화예술계, 특히 연극계에서 우리 탈춤이나 판소리 등을 연극 속에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 이
루어지고 있었다.
필자는 대학생 때부터 연극 음악을 하면서 연극계의 우리 것 찾기의 현장 속에 있었다. 종
합예술인 연극은 다양한 경험을 가능케 했다. 연극 내용을 이해하며 상황에 맞는 음악을 만들
거나 또는 전통음악 중에 연극 내용과 맞는 것을 실재 연주하기도 하면서, 현장 중심의 조그
만 곡들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분야를 넘나드는 활동은 필자를 대금 연주자에서 작곡으로 전향하게 만들어 준 계기
가 되었다. 이후 ‘한네의 승천’,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어이’, ‘물도리동’, ‘산국’ 등의 연극 음
악과 무용음악 ‘가객’ 등 많은 음악 작곡을 통해 우리 음악의 예술적 보급에 매진하였다.

3. 70년대 국악 보급화 작업
가. 연극음악 작업
필자가 연극과 만나게 된 계기는 서울음대 연극반 공연에 대금 연주자로 참가 하면서부터이
다. 그 당시 연극은 오영진 작, 오태석 연출의 ‘맹진사댁 경사’였는데, 이때의 인연으로 자연
스럽게 오태석 선생의 모노드라마 ‘이식수술’의 음악을 맡게 되면서 연극음악을 시작하게 되
었다.
그리고 당시 드라마센터에서 공연한 유치진 선생의 창작극 ‘마의태자’를 관람하며, 우리 민
족혼의 표현으로 사용한 탈춤이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을 보고 필자는 더욱 연극

- 55 -

2015 동양음악연구소 정기 학술회의

에 심취하게 되었다.
73년 오태석 작, 유덕형 연출의 ‘초분’ 음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극의 표현방식, 인물의
감정, 미세한 극적감정표현 등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파고들었고, 짧은 음악이
지만 극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은 음악적 성숙을 이끌어냈다.
또한 녹음된 음악이 아닌 생음악으로 연극 공연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대화하는 소리와 감정
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연극이론 등을 습득하면서 세밀하게 소리를
다루는 법을 알게 되었다.
74년에는 ‘태’라는 작품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을 땐, 판소리를 극중에 도입하는 시도를 하
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효과음 등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작업은 감각적인 소리에 대한 지식
과 기능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나. 뮤지컬 작업
75년 필자는 두 가지 큰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는 75년 초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시인과
작곡가의 만남을 통한 노래 만들기였고, 다른 하나는 뮤지컬을 작곡하게 된 것이다.
명동 예술극장이 장충동 국립극장으로 이전하기 전 마지막 공연 작품인 오영진 작, 손진책
연출의 ‘한네의 승천’의 작곡을 맡게 되었다. 이 작품은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를 제의적
형식으로 한 여인의 숙명적인 이야기를 풀은 작품으로 무려 19곡의 노래가 작곡되어졌다.
당시 ‘예그린’의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의 제작자였던 극장장이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생생
하다. 이 작품의 노래 중 ‘사랑가’와 김성녀가 부른 ‘한네의 이별’은 82년에 음반 출시 가되었
고 후에 KBS에서 명명한 ‘국악가요’ 의 효시가되었다. 이 음악을 작곡할 당시 필자는 출연자
들의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작업을 했는데, 사람이 가진 감정의 기운과 소리가 만들어내는
표현의 근간이 되는 기운의 조화를 ‘악학궤범’의 ‘오성도설’에서 찾았다. 특히 가사의 내용에
서 음악적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하였다.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

사랑하고 헤어짐도 물거품이네
그대의 아픔 그대의 괴로움
내 눈속에 부딪쳐 피눈물 되네
기나긴 세월 당신과 함께
무지개빛 사랑으로 살고 싶었네
아_아 아_아
차거운 저 먼곳으로 당신을 두고 가네

2절

만나고 헤어짐도 허망하여라
그대의 아픔 그대의 괴로움
내 가슴에 부딪쳐 눈물 이어라
지나간 세월 당신을 만나
더 높은 사랑으로 살고 싶었네
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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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거운 저 먼곳으로 당신을 두고 가네
<악보 1> 한네의 이별

‘어디로 갈꺼나’의 탄생
이 곡은 이장호 감독의 영화 ‘어둠의 자식들’ 주제곡으로 알려졌지만, 원래 76년 극단 민예
극장의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작품의 주제곡으로 작곡 되었다. 극중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의
죽음에 목 놓아 부르는 노래였다. 가사와 곡의 어울림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암울한 시대적
현상에도 맞아 떨어져 80년대 민중가요로 많이 불렸다.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절

어디로 갈꺼나 어디로 갈꺼나
내님을 찾아서 어디로 갈꺼나
이 강을 건너도 내 쉴 곳은 아니오
저산을 넘어도 머물 곳은 없어라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내님은 어디에 어디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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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어디로 갈꺼나 어디로 갈꺼나
내님을 찾아서 어디로 갈꺼나
흰 구름 따라 내일은 어디로
달빛을 쫓아 내님따라 간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내님은 어디에 어디에 있을까

<악보2> 어디로 갈거나

위의 노래들 작곡함에 있어 필자는 가사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다. 가사의 내용 전달에 있
어 자칫 멜로디가 침해한다면 그것은 조화롭지 못한 곡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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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칙은 우리 전통 음악적 정서의 되살림이 곡속에 스며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한네의 이별’ 같은 곡은 꺽는 목의 표현법을 가미하였고, ‘어디로 갈꺼나’ 같은 경
우 중모리 장단 개념의 마무리로 작곡 되었다.
이와 같이 70년대부터 중반까지 필자의 작업은 연극과 협업을 통한 노래와 음악작업이 이
루어졌다.

다. 78년 작곡발표회 <동요>
연극음악을 통해 노래 만들고, 연극적인 스토리텔링에 익숙해지면서 필자는 70년대 작곡가
들의 작품들이 예술적 작품성과와는 관계없이 일반대중에게 가까이 접할 수 없음을 경험을 통
해 인지하였다.
그런 연유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고(故) 이오덕 선생의 동시집 ‘개구리 소리’를
중심으로 작곡된 국악동요와 무용음악 ‘가객’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국악동요는 교육적으로 도
움이 될 수 있는 곡을 선정하여 후일 국악동요의 시초가 되었다.
당시 발표되었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부 동요]
자장가 (최인훈 시) // 자장가Ⅱ (허규 시) // 송아지 (김상욱 시)
휘파람 (윤석중 시) // 목련(최계락 시)

// 해바라기 얼굴 (윤동주 시)

애사당 (장소희 시) // 개구리 소리 (이오덕 시)
노래 : 박현숙 외 2명
반주 : 대금 권철수, 피리 곽해규, 해금 정창영, 장고 사재성, 양금 이재명
(위의 동요 중 ‘개구리 소리’와 ‘누나의 얼굴’(해바라기 얼굴)등은 중고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표 1> 동요 ‘개구리 소리’와 ‘누나의 얼굴’ 가사
[개구리 소리]

[누나의 얼굴]

1.

1.

거웃 거웃 숲속에 퍼런 못자리 물속에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도랑물 옆 긴둑따라 포플러 신작로따라

해가 금방 뜨면 일터에 간다.

울어라 개구리야

해바라기 얼굴은 누나의 얼굴
얼굴을 부비며 일터에 간다.

2.
학교에서 뛰놀다가 늦게 왔다고 꾸증듣고

2.

저녁먹다 엎드려 잠든내동생 꿈속에서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울어라 개구리야

해가 한참지면 집으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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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바라기 얼굴은 누나의 얼굴

바라보는 밤하늘별 눈물에 어려 빛나고

얼굴이 숙어들어 집으로 온다

돈벌러간 아버지 소식이 궁금해
울어라 개구리야
4.
외딴집 빨간 불빛 풀빛 들판에서
도랑물 옆 긴둑따라 포플러 신작로 따라
울어라 개구리야
5.
읍내장에 나물 팔고 돌아오는 어머니
빈 광주리 가득히 네 노래 담고 오신다
울어라 개구리야

[2부 시나위]
무용음악 [가객(歌客)]
1장

포고(布告)

2장

추방

3장

불면

4장

종사

5장

상여

시나위의 경우 기존의 시나위 같은 합주 성격이 아닌 장단의 틀을 바꾸어 시나위의 원래 모
습인 즉흥성을 최대한 살려 연주하였다.
장단의 내용은 경기도당굿장단과 부정놀이 장단, 늦은 타령 장단의 변주를 섞어 시나위 연
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곡 발표회가 끝나고 처음으로 동요와 시나위를 지구레코드사에서 79년에 발매하였다. 많
은 사람들이 ‘삼포가는 길’ 음반이 필자의 첫 음반으로 알고 있지만, 이 음반은 82년에 출시
되었던 음반이다. 첫 음반이 나온 79년 당시 국악음반 발매는 창작국악으로서는 파격적인 제
작이었다. 대중음악이 아닌 창작국악음반이었기에 쟈켓 디자인에서 보듯이 정간보 활용에 대
한 필자의 고민을 엿 볼 수 있다. 한자 율명 대신 한글의 모음자음으로 활용하는 방법과가로
로 보는 법 등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였다.
시나위연주가 담겨 있음을 내포하고

그리고 그 내용은 순수 국악기로 반주한 동요와

있다.1)

1) 79년 발매된 앨범에 수록된 고(故) 성경린 前 국립국악원장의 추천사
김영동, 현재의 국악고등학고, 당시는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제11기 전공은 대금이었다. 학
생 때 특별히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놀라운 음악성으로 동기의 대금자비에서 그 누구
에게 뒤떨어지는 실력이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전통이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는
것이지만, 자고로 보면 대금자비는 체격이 크고 대신 말 수는 적은 편인 사람이 많았다. 김영동도 그 범
주에 벗어나는 위인은 아닌 듯이 나는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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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김영동국악작곡집> ‘어디로갈거나’, ‘삼포가는길’

4. 80년대 국악대중음악 작업
70년을 전후로 청년 문화라 칭해지는 문화 현상을 대표하는 음악은 포크와 록이었다. 그 이
전의 60년대에 유행하던 트로트나 미국식 스탠더드 팝송을 가져와 번안해 부르는 노래와는
다른 ‘사랑해’ ‘꽃반지 끼고’, 김민기의 ‘아침이슬’ 등의 곡들이 발표되면서 대중음악의 흐름은

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 수월히 합격하고 그곳에서도 대금을 전공하였다. 대학에서 실기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는 나로서는 짐작할 길이 없다. 다만 한범수 강사에게 대금산조를 더 익힌 것 같은데
한 선생도 저으기 그의 장래를 촉망하는 눈치여서 김영동의 대금은 정악과 산조를 능히 효통하는 가 싶
었다.
서울대 음악 국악 정기연주회에서의 대금 독주는 벌써 기성을 비예하는 패기와 공성과 개성이 번득이
고 있었고, 전년엔가 국립국악원이 마련한 ‘전통음악 산조의 밤’에서 그의 대금 독주는 김영동의 이름과
예술을 짙게 부각시킨 보람의 무대였다.
그러나 김영동은 그런 소성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녹녹한 악인(樂人)이 아닌 것을 나는 거년 12월에 가
진 그의 작곡 발표회에서 놀라도록 실감하고 당목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일찍이 한국 연극영화상 음악부
분 수상자인 것에 상도하고 그의 또 다른 일면의 재능과 노력을 감탄한 것이었다.
그의 처음 갖는 작곡 발표회는 기본 국악개념의 파괴를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단순한 전위
성향적 돌파구로 마련 된 것이 절대 아니었다. 그가 국악으로서는 최초의 시도랄 동요 작곡, 그것은 바
로 우리들의 어린 세대로 하여금 그 본래의 정서와 생활음악으로서의 시대적 역할을 소박하게 조명한 그
의 음악학도로의 무거운 사명감에서였는지 모른다.
현존하는 전통음악의 이해 및 보급과 한국음악의 생활화를 위한 작업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
는 무엇보다 가장 보편적 보급수단으로 연극, 영화음악 또는 대중매체를 통한 보급을 그 중 지름길로 여
기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예술적이라는 막연한 순수함을 배제한 직접적인 대중예술로서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여, 그의 이제까지의 작곡의 도정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
연극음악 한네의 승천,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어이. 물도리동, 산국 그 밖에도 무용음악 가객 등 실로
수가 없다.
이제 김영동이 그간에 작곡한 제지한 독창적 음악을 모아 한 장 레코드로 출반되는 일에 내 크게 환
희하여 몇 마디 축하와 더불어 삼가 권장의 글로 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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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며 대중음악의 흐름은 달라졌다. 80년대, 이
때의 대중음악은 조용필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의 히트곡 ‘창밖의 여자’, ‘못찾겠
다 꾀꼬리’ 등은 매일같이 방송에서 흘러나오며 비슷한 형식의 가요가 속속 발표되었다.
변하는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70년대 주류였던 포크는 서서히 저물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청년의 저항정신이 살아있는 70년대 청년문화는 80년대에선 다른 의미의 청년 문화를 보여주
었다. 저항적 요소의 노래들이 대학의 ‘노래패’ 속에서 반정부 성격의 작업으로 드러나기 시작
했고, 80년대 후반에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란 합창단 성격의 모임이 만들어져 음반과 자
체 공연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일반 대중을 이끈 사람은 조용필이었
다.
필자는 조용필과도 작업을 한 적이 있다. 농악의 동살풀이 장단에 조용필 그룹인 ‘위대한
탄생’ 연주자들의 즉흥연주를 유도하는 연주 작업이었는데, 이러한 작업의 목적은 우리국악을
대중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80년대 대중의 최고 스타가 우리 국
악을 공부하고 그것을 자신의 음악에 녹아 내길 바랐던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중 음악계 뿐 아니라, 무용계와 방송․영화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문화진흥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무용제’를 신설하여 81년부터 시행하였는데, 작품상, 안무
상, 음악상 등의 시상제도를 두어 무용 부흥을 꾀하였다. 무용제의 출품작들은 창작 작품이어
야 했다. 그러다보니 무용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한국 무용은 더욱 우리 음악을 필요로 하게 되
었다.
방송계에서는 81년 흑백텔레비전에서 컬러텔레비전으로 바뀌면서 변화를 맞이했다. 방송 프
로그램의 내용도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KBS의 [TV문학관]이라는 프로그램은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드라마였다. 우리 문학 작품들이 영상으로 표현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맞는 음악이 창작되어야 했다.
영화계도 마찬가지였다. 해외영화제 출품을 준비하는 시류가 조성이 되기 시작했는데, 해외
영화 제 출품을 위해 우리문학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당시 영화관계자들
의 말을 빌자면 우리나라 영화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음악이었다. 더구나 해외 영화제 출품
을 위한 영화들은 소재와 맞는 우리국악의 정서가 담긴 음악이 필요했다. 필자는 이미 78년에
고(故) 하길종 감독과 ‘한네의 승천’ 영화음악을 한 경험이 있고, 임권택 감독의 81년도 반공
영화 ‘짝코’ 라는 영화의 음악을 작곡한 적이 있었다.
이렇듯 시대는 다양한 음악과 특히 국악 창작곡에 목말라 하였지만, 국악계는 70년대와 마
찬가지로 대한민국 작곡상 작품들이 국악전통공연과 국립국악원 서울 시립 국악관현악단 정기
연주회 등의 통상적으로 개최될 뿐 여전히 국악의 대중보급의 문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직 전통을 고수하고 예술지향적 사고를 견지하는 국악계에서 필자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
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작곡가로 인정하기 싫은 분위기가 국악작곡계에서 있었다.
이에 필자는 81년 대한민국 작곡상에 “매굿”이라는 작품을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
으며, 그 후 83년에 관현악 “단군신화”를 작곡하였다. 특히 매굿은 전통음악 분류상 관악합주
곡 악기 편제에 구음과 합창을 악기개념으로 편성하였고 극악관현악에서 음정 때문에 사용하
지 않던 태평소를 사용하므로서 그 후 다른 작곡가들도 태평소를 작품에 사용하는 경향이 생
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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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V 드라마 음악 - [삼포 가는 길]
1981년 컬러텔레비전 시대와 함께 제작되기 시작한 ‘KBS TV문학관’의 두 번째 작품인 황
석영 원작, 김홍종 연출의 ‘삼포 가는 길’ 음악 작곡을 맡게 되었다.
필자는 영상에서 주인공 3인이 삼포까지 가는 길의 주제 음악을 만들며, 우리 악기와 서양
악기와의 접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우리 악기의 음색만으로 영상과 어떻게 조화
시키느냐가 급선무였다. 단순한 접목이 아닌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끌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었다.
국악작곡 등에서 잘 쓰지 않는 양금, 그리고 대금, 기타 3가지 악기로 주인공 3인의 음색으
로 생각하고, 그들이 눈밭을 걸어가는 장면, 회상 장면 등에 맞추어 작곡하였다.
방영 이후 음악에 대해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특히 서양악기인 기타와의 접목이 만들어 낸
곡의 아름다움은 이후 작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후 한국적 소재의 드라마에 국악 창작
음악이 사용되는 초석이 된 음악이었다.
그 외 여러 TV 드라마 음악작업을 하였고, 82년에 ‘삼포가는길’은 음반에 수록되었다.

나. 영화음악
70년대 초중반의 연극음악 작업은 필자에게 엄청난 예술적 자양분이 되었다. 연극 대본의
이해, 대사에 따른 배우들의 감정 변화, 극적 장면에 대한 이해 등은 음악 외적인 예술적 경
험이었다. 이러한 자양분은 필자의 작곡 세계를 구성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고 종
합무대의 작업을 통한 경험은 다른 음악인들 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이렇듯 연극 음악 작업이 초석이었다면 영화 음악 작업은 더 넓은 영역으로 가는 새로운 예
술 장르였다.
연극 대본과 달리 영화 시나리오는 장면의 길이와 호흡에서 큰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무대예술인 연극과 달리 영화는 장면 장면이 연결 되어 하나의 스퀀스를 만들기에
장면의 흐름과 동시에 인물의 묘사방법이 연극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 뿐 인가, 카메라 워크
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랐다. 연극과 다른 점은 시나리오와 희곡의 차이에서 오는 호흡, 감정
등의 연속성의 부분이다..
앞서 언급하였 듯이 78년 ‘한네의 승천’으로 영화음악 작업의 경험이 있었고, 83년 하명중
감독의 ‘땡볕’의 영화음악 작업은 필자에게 행운을 안겨준 작품이었다. ‘땡볕’은 김유정의 소
설 ‘소나기’를 각색한 작품으로 베를린 국제 영화제 본선까지 올라갔으며, 영화와 음악의 조화
가 가장 좋은 작품에 수여하는 벨기에 영화제에서는 그랑프리를 수상한 작품이었다.
이 영화에서 필자는 민요 후렴조의 구음합창과 정가 풍의 여성 구음을 민요 형식처럼 메기
고 받는 형식을 취했다. 타이틀에서 웅장한 느낌과 작품 속의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의 아픔을
상징하는 여주인공의 아픔을 동시에 표현하는 효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주효했다. 이
러한 노력은 벨기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작품이기에 필자에게 더욱 뜻 깊은 영화였
다.
그 이후, 임권택, 이장호, 배창호 감독 등의 영화 음악을 하였고, 임권택 감독의 ‘취화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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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영화 음악 작품이 되었다.
<표 2> 영화음악 작품 목록

년도
1978년
1979년
1982년
1983년
1985년
1989년

작품
‘한네의 승천’
‘짝코’
‘꼬방동네 사람들’
‘땡볕’
‘낙월도’
‘구로 아리랑’

감독
하길종
임권택
배창호
하명중
하명중
박종원

다. 무용음악
81년 한국문화예술 진흥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무용제’를 개최하면서 시상제도를 두었음을
언급한바 있다. 그때 필자는 80년 서울시립무용단 문일지 안무의 ‘땅굿’ 무용곡을 작곡한 경
험으이 있었기에 무용가들에게 음악 위촉을 많이 받았고, 제1회 대한민국 무용제에서 고(故)
정재만 의 작품 ‘춤소리’의 음악을 맡았고, 이 음악으로 무용제 음악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80년대 무용계의 작품 경향은 국립무용단, 서울시립무용단 등의 무용극이 성행하여, 일반
무용단들도 극적인 구조의 무용을 선호하게 되어 음악의 도움이 절실한 때이었다.. 이러한 시
류는 필자에게 다양하고 많은 작품을 요구하였다. 80년대 당시 대가들의 무용음악은 거의 작
곡하였다 해도 과장이 아니었다.
무용음악은 스토리텔링 뿐 아니라 무용수의 움직임까지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전체적
으로 무용의 극적 구성에서 음악의 방향이 설정 되어야 하며, 움직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좀 더 무용 음악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무용음악 작품
고(故) 홍정희 선생의 발레 ‘장생도’
육완순 선생의 현대 무용 ‘한두레’
김매자 선생의 한국 무용 작품이 있으며,
81년도에 발표한 음반수록곡 ‘어디로 갈꺼나’, ‘삼포가는 길’ 등은 무용과 졸업발표회의
단골 음악 리스트가 되었다.

라. 음반출시
81년 그동안 드라마음악,또는 연극음악으로 발표되었던 노래, 연주음악을 모아 음반작업을
하였다. 다만 70년대 연극음악 작업시에는 국악기로만 노래 반주를 하거나 연주를 하던것에서
서양악기인 기타,피아노등과 국악기가 반주하는 형태로 녹음을 하였다. 그러니까 좀 더 대중
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취해진 방법이었다. 단지 국악멜로디에 익숙하지 않았던 서양악기 연
주자들의 당황하던 모습에서 그 동안 얼만큼 국악과 서양음악이 괴리되었는지 짐작 할 수 있

- 64 -

김영동_1970ㆍ80년대 국악대중화

었다. 또한 “어디로갈거나” 노래를 가수에게 시켜 보았으나 우리민요의 흘리는소리의 맛을 내
지를 못하였다. 그리하여 본의 아니게 필자가 노래하게 되어 언론에 가수로 데뷔 한것 처럼
보도되는 일도 있었다. 어쨌든 이음반이 성공하므로서 상업음반으로서의 국악대중음악이 세상
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로 “먼길”이라는 음반이 출시되면

서 대중음악으로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음반 출반에는 대중적인 것만이아니라 관현악 작품인
“매굿, 단군신화”, “김영동 대금독주곡집”등 창작작품이나 전통음악연주 음반도 출시하였는데
음반이란 음악가의 작업에 대한 기록이라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기에 많은 수의 음반을 만들
수 있었다.
80년대 중반 85년 창립된 ‘슬기둥’ 멤버였던 민의식, 강호중이 찾아와 슬기둥 창단을 하려
하니 음반출시 도움을 청했다.
결국 ‘어디로 갈꺼나’, ‘삼포가는 길’ 음반이 반응이 좋아던 필자의 도움으로 88년에

‘김영

동 슬기둥 노래집’이 발매 되었다. 슬기둥은 90년대 후반까지 그들의 레퍼토리를 확대해 나가
면서 국악 대중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림 2> <김영동 국악작곡집>, <김영동 작곡집>, <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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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새로운 음악 장르 - 명상음악
필자는 1984년부터 88년까지 독일에서 유학을 하였는데, 중간 중간 방학을 이용해 귀국하
여 영화 음악과 음반 작업등을 지속하였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티베트 승려들의 음악이 주목
을 받았을 때였고, 동방(일본과 중국) 명상음악이 독일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낯선 세계에서 우리 음악이 아닌 서양의 음악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그 곳의 새로운 문화
를 경험하고 귀국한 88년 7월, 한국은 서울올림픽에 온 나라가 정신이 없던 때였다.
하지만 그런 소란이 귀에 들리지 않을 만큼 필자는 새로운 음악을 개척해야 한다는 심적 압
박을 받고 있었다.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으며 평소 존경하던 법정 스님이 계시던 송광사로
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저녁 예불 시간이었다.
법당 앞마당에서 불교사물(법고, 운판, 목어, 범종)과 함께 스님들의 예불 소리의 잔잔히 퍼
졌다. 순간 필자는 산사의 주변 환경과 평화롭게 조화되는 소리에 그 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
율을 체험하게 되었다. 혼돈을 뚫고 나오는 빛줄기를 본 것 같은 전율이었다. 그 감동은 다음
날 새벽예불에 이르러 하나의 실체가 되었다.
새벽예불은 대웅전 앞마당에서 감상하게 되었다. 산속의 각 암자에서 들려오는 목탁소리,
바람소리, 벌레소리 등과 어우러진 예불 소리는 그야말로 불교용어로 대화엄의 소리였다. 서
양음악의 출발인 그레고리안 성가와는 또 다르면서도 우월한 우리 불교 예불만의 장엄하면서
도 단순한 숭고가 그곳에 있었다.
이 예불소리를 현장 녹음하여 스튜디오에서 대금과 소금, 신디사이저를 입혀 ‘선(選)’이라는
제목으로 88년 11월에 출시가 되었다. 이 음반은 매우 반응이 뜨거웠던 기억이 있다.
이 같이 80년대 후반까지 필자의 생각은 국악의 보급이라는 60년대 국립국악원이 ‘국악의
보급’이라는 과제를 지켜왔던 것이다.
<그림 3> 명상음악 음반 <The Buddist Meditation Music> <김영동의 명상음악 禪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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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는말
이상과 같이 필자의 7,80년대 국악대중화 작업에 대해 기술하여 보았다. 그 당시의 국악발
전의 문제나 현재 국악발전의 문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다. 현재의 국악
계는 공연의 양적인 팽창에 비해 음악계에 비젼과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악창작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좋은 제안들이 많았으나, 한 세대전의 외국인의
시각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한국의 서양음악계에 대한
도 적용되는 것

이야기이지만 국악계에

같아 인용하고자 한다.

과거에 한국의 예술가들이 한국과 한국예술에 대해 너무나도 과소평가 했다. 한국은 사상,감
정,음성,형상,인간관계에 있어 풍부한 유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무시당
하고 있으며, 또한 무사려(無思慮)한 모방과 서투른 수작 때문에 말살되어 가고 있다.2)

2) 박대인, Edward W. Poitras, ‘한국예술의 가능성 탐구’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창간호, 1969, 36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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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970・80년대 국악대중화” 논평문

전 지 영(음악평론가,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1970-80년대 국악대중화는 김영동 선생님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
하는 사실일 겁니다. 발표문은 선생님께서 직접 당시의 작업과 작품들을 회고하고 정리하신
것으로, 1970년대는 ‘국악보급’, 1980년대는 ‘국악대중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논의하셨습
니다. 그리고 현재 국악계는 양적으로는 팽창되었으나 내용적 발전과 관련한 이슈와 비전이
빈약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정리하신 1970-80년대 국악대중화 작업 과
정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주제 넘는 일로 사료되며, 아울러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지적
역시 지극히 타당한 지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선구적 작업을 하셨던 ‘국악대중
화’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어떤 지향을 갖기에 지금도 여전히 국악계의 커다란 과제로
남아있는지 새삼스러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에 국악대중화와 관련된 제 나름의 ‘과도하고
도 무모한’ 몇 가지 논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논평을 삼고자 합니다. 논평을 빙자한 주장인
탓에 다소 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자 합니다.
(이하 편의상 존칭 생략하고 서술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악대중화와 관련된 논설들을 보면 대부분 ‘국악을 어떠한 방향으로 대중화
해보겠다’는 방향제시보다는 ‘국악을 대중화해야한다’는 당위가 주를 이룬다. 즉, 어떤 구체적
이고 실제적인 논의보다는 당위적ㆍ선언적 차원의 구호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국악대중화와 관련된 논의는 이미 1950년대부터 존재했다.
“대한국악원에서는 동원 소속 국악인 전원이 출연하여 <향토민요대전>을 금월 2월 20일
부터 동 26일까지 시립극장에서 개최하리라 한다. 사변이후 처음 보는 동(同) 민요대전은 우
리 민요가 국악 부면(部面)에 있어 창극과 함께 중요한 부면(部面)임을 밝히는 동시에 널리
보급되지 않은 면을 개척하고 극적요소를 내포시켜 국악발전과 대중화를 꾀하는데 그 목표
를 둔 것이라 한다.1)”
“지난해 4293년 3월에 인가를 얻고 5월에 개교한 국악예술학교는 시내 종로구 관훈동에
아담한 삼층 건물을 마련하고 학생을 가르쳐온 지 10개월밖에 안된다 그러나 국악을 체계
있게 교수하는 특수예술학교로서 주목된다............우리나라의 현 교육과정으로 보아서 양악
은 초등학교로 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민족의 고유
음악인 국악은 단지 개인적인 구전심수로 그 명맥을 유지해온 형편이었다. 이러한 불투명한
1) “향토민요대전 오늘부터 대한국악원 전원출연”(『동아일보』, 1957.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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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개혁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국악을 후세에 전하여 민족고유문화를 전승
함으로써 조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참된 국악예술가를 양성하고 나아가서는 국악의 대중
화를 꾀해서 그야말로 국민의 음악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악예술학교의 목적일 것이
다..........2)”

1950-60년대 국악대중화는 일회성 선언이 아니라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었는데, 강
조의 주체는 대한국악원, 국악협회, 국악예술학교 등이었다. 소위 창악계 내지 민속악계의 당
시 시대적 과업은 국악대중화에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3). 그들은 전쟁 후 피폐
한 사회에서 예술의 물적ㆍ경제적 토대가 극도로 척박해진 상황에 직면해있었으며, 생존과 예
술적 활로의 차원에서 대중화의 욕망은 그들에게 매우 절실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연스
럽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대중화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경제적 위기
와 인멸 위기에 처한 자신들의 삶과 예능을 살리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도 했다. 이 때 대중
화는 현실적으로 판소리와 산조로 대표되는 음악들을 대중들에게 많이 알리고 보급하는 차원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국악 현대화는 창악계 인사들보다는 국립국악원과 서울대학
교 국악과를 중심으로 형성된 담론이었다.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과 엘리트적 자의식이 강했던
이들이었기에 생존이나 물적 토대의 문제가 아니라 낡은 것을 쇄신하고 새롭게 건설하는 차원
의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당시 현대화 논의는 평균율 도입과 악기 개량의 문제가 핵심이었으
며,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당위의 문제로 간주되었다4).
그렇다면 1970년대 이후 김영동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악대중화는 그 개념과 지향
에 있어서 1950-60년대 창악계에서 주창했던 국악대중화와 사뭇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음악을 많이 알리고 공연을 많이 함으로써 전공자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인정
투쟁’ 차원이 아니라 국악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는 차원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보다 엄밀히 따지자면, 1970년대만 해도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풍성한
향토민요와 굿의 현장들이 살아있던 시기이다. 1970년대 초반부터 조동일 선생님이 진행하셨
던 향토민요 음원은 지금도 중요한 연구 자료로 남아있으며, 당시에는 서울에서도 함경도 망
묵이굿이 연행되던 시절이었고 수많은 민속현장의 전설적인 명인들이 생존해있었던 시절이었
다. 그런 시대에 전통음악을 보급하고 대중화한다는 논리는 결국 국악 전반(민속현장의 음악
까지 포괄하는)의 보급과 대중화가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은 전공자들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예
술음악을 대중에게 전파하겠다는 논리일 수밖에 없다. 창악계의 국악대중화와 김영동 선생님
이후의 국악대중화의 공통점은 여기에 있으며, 이는 일종의 계몽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 양
자의 가장 큰 차이는 창작을 통한 새로운 양식의 창출을 매개로 하는지 아닌지에 있다고 할

2) “국악학교를 찾아서”(『경향신문』, 1961. 3. 11.)
3) 국악예술학교 초대 교장을 역임했던 박헌봉은 “국악운동 반세기”(<월간 문화재> 제2권 제6호,
1972.6.)에서 국악예술학교와 관련하여 “교과과정도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일반과목에서부터 창악,
무용, 시조, 농악에 이르기까지 20여 과목을 가르치고 있어 교육내용도 풍부하고 꽤 충실한 편이다.
그 동안 구미(歐美) 각처에서 열린 국제예술대회에 우수한 학생을 참가시켜 우리 국악을 세계무대에
자랑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발표회를 가짐으로서 국악의 보급과 대
중화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자부한다.”라고 하여 국악예술학교 활동을 주로 대중화의 관점에서 평가하
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 전지영, “1950-60년대 국악대중화ㆍ현대화 담론”, 『한국음악사학보』 제53집, 한국음악사학회, 2014,
345-3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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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런데 창작을 통한 새로운 음악양식의 창출은 1960년대부터 국립국악원을 중심으로 논의
되던 국악현대화의 맥락과 닿아있다. 다만 김영동 선생님을 변곡점으로 하여 기존 현대화 논
의에 대중의 개념을 포섭시킨 것이 발표문에서 서술된 국악대중화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창작’을 통한 ‘계몽’적 대중화에 해당한다. 국악대중화라는 용어에 내재해있는
‘창작’과 ‘계몽’이라는 이중 코드는 우리에게 새로운 논의를 강제한다. 그것은 ‘어떤 창작이 바
른 창작이며, 어떤 계몽적 사고가 올바른 계몽적 사고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그런데 이 때 창
작은 전통음악을 생산하는 시스템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적 작곡
시스템 안에서의 전통적 요소 활용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때 계몽은 솔직하게 언급하자면
‘서울대학교 국악과’라는 고등교육체제가 낳은 엘리트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엘
리트적 관점에서, 전통음악 재생산 시스템이 아닌 서구적 작곡시스템을 토대로, (민요나 무가
를 비롯한 기층음악 담당자들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제도권 음악인들에 의해 시도된 것
이 국악대중화라면, 이는 적어도 살아있는 전통음악의 현장ㆍ텃밭이 지금보다 훨씬 풍성하던
시대에 살아있는 기층음악(민요, 무가, 풍물굿 등)의 현장을 타자화시키는 것이 될 개연성이
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생산 공간인 텃밭을 서구적 시스템에 의해 재편하고자 하는 ‘근대
주의’의 논리가 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국악대중화와 관련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왜’ 대중화를 해야 하며 ‘어떤’ 대중화
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이어야 한다. ‘대중화 해야 한다’는 당위 차원에서의 논의는 무의
미할뿐더러, ‘타자화’와 ‘근대주의’의 연장에 불과한 논의가 될 수 있다.
먼저, 국악대중화를 왜 해야하는가?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서구적 창작을 통해 노력을 해야 하는 역설은, 우리의 현대사가 외래의 것에 의해 잠식
당해온 역사였고 서구의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시 해온 역사였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말하자면 20세기 전반과 중반에 ‘조선음악’을 담당했던 이들이 게으르거나 시대를
따르지 못해서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적ㆍ역사적 조건에 의해 생겨난 문제라는 말
이다. 따라서 국악의 대중화는 국악 전공자들의 내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ㆍ역사의 문제일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는 전공자들의 노력에 의해서는 풀릴 수 없는 문제이며, 사회가 변화
해야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무리하게 전공자들이 대중화의 의욕을
앞세우다보면 조성음악 체제에 전통의 요소 몇 가지 장식하는 차원에서 상품화의 가능성을 모
색하는 경향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국악이 전공자만의 것이 아니라 민족의 것이라면, 국악대중화 논의는 단순한 당위적
시도 차원을 넘어서서 ‘가치적 모색’의 차원으로 진입하게 된다. 즉 ‘어떤 대중화’가 바람직한
가라는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상품화 논리에 충실한 작품이 대중화
인지, 재즈나 힙합 같은 음악의 논리에 국악적 요소 개입해서 오리엔탈리즘을 자극하는 작품
이 대중화인지, 아니면 생활공간 속에서 실천적으로 연행될 수 있는 음악활동을 지향하는 것
이 대중화인지 분명한 가치지향을 동반한 국악대중화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국악대중화는 작품중심의 논리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이다. 전공자의 작품에 대한 소비자로 대중을 설정하고 대중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
적으로 상품시장의 논리에 충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대중화’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특정 작품을 많이 소비하고 특정 음반을 많이 구매하는지가 아니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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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공간과 일상의 욕망 속에서 음악이 실천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이는 작품 논리가 아니라
사회 운동의 논리에 근접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체제의 변화와 미디어 정책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현대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두 요소인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사회변화야 말로 국악대중화의 중장기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치지향
적 국악대중화는 작곡가의 작품을 통해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ㆍ국가적 정책차원에서
다루어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국악대중화의 당위보다도 ‘왜’, 그리고 ‘어떤’의 질문을 하게 될 때 기존 국악대중화 방향에
대한 반성적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특히 2000년대 이후 과도한 상품화 지향에 대
해) 국악대중화는 당위보다 실천의 문제이며, 이 때 실천은 작품적 논리가 아니라 정책적ㆍ사
회운동적 논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오해해서 안될 점은, 국악대중화의 사명감을 갖고 작품활동을 하는 음악가가 폄하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음악가가 어떤 음악을 지향하고 어떤 사명감을 갖는지는 자유이
며, 누구도 특정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비난할 수 없다. 오히려 분명한 자기색깔을 갖고 작품
활동을 하는 음악가는 타의모범이 될 만하며, 다만 ‘국악대중화’라는 말을 언급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왜’와 ‘어떤’이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자기논리
가 없다면 그것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와 ‘어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할 때 결국 정책적 실천의 전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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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흔적들
(구한말~1980년대)
국악과 대중음악의 상호 교류 음반사

노

재

명

(국악음반박물관 관장)

1. 동서 악기의 만남과 국악의 현대화 흐름
음악은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중에 하나로 발전해 왔다. 각 나라마다
각양각색의 관습이나 가치관, 자연환경이 있듯이 각 나라마다 고유한 음악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1877년에 에디슨이 유성기를 발명한 이래 음반과 방송시설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서
양음악이 전세계로 확산되었고 팝송의 세계적인 유행은 인종과 생활방식, 사고방식을 초월해
서 음악문화의 이질감을 해소시켰다. 그 결과 ‘음악은 세계 만인 공통어'라는 말을 낳게 했고
오랜 세월 동안 무수히 발생한 세계 각지의 다양한 음악들이 소멸하거나 쇠퇴하여 오늘날 획
일화된 음악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조류 속에서 많은 음악인들은 서양음악 위주의 단
순함에서 탈피하고자 많은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외 음악인 가운데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인도의 라비 샹카와 나이지리아의 바바툰데 올라
툰지, 인도음악을 록에 도입한 비틀즈와 롤링 스톤즈, 인도음악을 재즈에 도입한 존 콜트레인,
남아프리카의 말라티니 마호텔라퀸스와 협연한 폴 사이먼, 세네갈의 은두르와 합작한 피터 가
브리엘, 일본의 전통악기를 재즈에 도입한 허비 만, 중국음악을 신디사이저로 연주한 반젤리
스, 김덕수패 사물놀이와 합주한 재즈 그룹 레드 선을 꼽을 수 있다.
인도음악과 아프리카의 토속리듬을 서양음악에 도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간혹 한국, 중국,
일본 등의 민속음악을 서양음악에 도입한 경우도 있다. 현재 아프리카 토속리듬이 가미된 일
명 ‘아프로팝'은 세계적으로 그 인기가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동서
음악의 접목을 시도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우리나라에 외래 음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는 1880년대이다. 1882년 10월,
청국에 의해 우리나라에 서양식 군악대가 설치되었다. 그 후로는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일본, 러시아가 이 땅에서 정치적 우위권을 가질 때마다 서양식 군제 개편과 훈련, 서양
식 군악대의 양성을 각기 달리했다. 한편 1883년 5월부터 이은돌 등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서양식 군악대가 조직되었다. 서양식 군악대를 시작으로 이 땅에는 강대국들의 강렬한 침략욕
구와 맞물린 외래 음악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1885년과 1886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설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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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학당, 이화학당과 같은 서양식 학교에서 서양식으로 작곡된 교가와 찬송가가 불리워지면
서 이 땅에 양악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같은 해 8월에 제1차 한일협약과 함께 고문정치
를 시작한다. 이 때부터 일본은 이 땅의 기존 음악을 강압으로 약체화시키고 공립학교를 통해
그들의 쇼오카(唱歌)를 주입시켜 이 땅의 민족정서를 없애려 했다.
1906년, 공립학교에 창가가 교과목으로 개설됐고 1910년에는 일본 전래의 노래들을 가사만
번역하여 실은 『보통교육 창가집 제일집』(학부편찬, 한국정부인쇄국 인쇄)라는 교과서를 제작
하고 이것을 이 땅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주입시켜 이 땅에 일본의 정서가 깊히 뿌리내리게
하였다. 이 교과서에는 <학도가>, <학문가>, <권학가>, <운동가>와 같은 곡이 실렸고 신학문
을 추구하는 학생들에게 널리 애창되었는데 특히 <학도가>와 <권학가>는 1913년에 기독교청
년회원이 日蓄朝鮮소리盤에 취입했을 정도로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노래였다.(Nipponophone
6217 學徒歌及勸學歌 基督敎靑年會員)
이런 노래들은 당시 강대국의 침략 표적이 되고 있던 이 땅에서 신식교육을 받은 의식있는
젊은이들이 계몽하는 뜻에서 즐겨 불렀다. 1896∼1897년 『독립신문』을 보면 배재학당 등 신
학교 학생들이 그와 비슷한 내용의 노래들을 지어 불렀다는 기록이 많이 있다. 당시 이런 노
래들은 부르는 사람에 따라 한국 민요식, 서양식, 일본식 창법으로 불리워졌다. 즉, 우리 전래
민요에 익숙한 이들은 민요식 창법으로, 서양 음악교육을 받은 이들은 서양식 창법으로, 일본
음악이 들어와 유행한 후 일본 음악에 익숙해진 이들은 일본식 창법으로 불렀던 것이다.
일본의 한국문화 말살 정책은 치밀하게 전개되었고, 결국 일제시대 말기에 가서는 일본 엔
카(演歌)식의 뽕짝과 일본 신파극의 번안 주제가가 크게 유행되고 이 땅의 정서로 정착되어
갔다. 결국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양악과 일본음악은 국악과는 물과 기름처럼 이분된 상태로
민족음악의 정립에 큰 장애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야금산조 명인 한수동이 바이올린산조를 연주했고, 이화여
전 음악과 교수였던 안기영은 1931년 5월 『동광』 제21호 66∼67쪽에 ‘朝鮮民謠와 그 樂譜化
'라는 글을 통해 구전민요를 악보로 체계화시키고 피아노 반주의 합창곡으로 편곡하는 방법론
을 제시했다. 당시 안기영이 제시한 민족음악론은 일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나 당시의 음악
풍토를 감안할 때 그의 선구자적인 음악관은 놀라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김순남은 국악
에 배어있는 고유한 한국 정서를 토대로 해서 <산유화>와 같은 작품들을 발표하는 천재성을
보였다.
그리고 일제 때 양금 연주자 홍재유, 단소 연주자 김상기, 바이올린 연주자 홍난파가 정악
합주 음반을 내기도 했다.(일츅죠션소리반 K648-A·B) 또 일제 때 김갑자의 가야금병창과 김
갑순의 바이올린 협연 음반이 취입되었다. 일제 때 라디오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국악기와 양
악기의 협연이 많이 방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실례로 1931년 11월 28일자 『매일신보』를
보면 최수성(崔壽成)의 단소, 윤태병(尹泰炳)의 양금, 김진자(金鎭字)의 바이올린 협연으로 <영
산회상>, <이팔청춘가>가 라디오 방송된 바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음악인들이 국악기와 양악
기 협연을 시도한 바 있다.
한국에서 타국 음악과 전통음악의 접목 녹음이 시도된 것은 국내에 판매용 음반이 처음 발
매된 1907년 이후가 된다. 1910년대에 일본 음반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
한 이후 일본 노래가 음반을 통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영향으로 일본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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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해서 우리 민요 창법으로 부른 창가가 유행했다.
왕가가 몰락하면서 판소리는 현대식 극장에서 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연되었고 일부 명창
들은 중극의 경극을 본떠 판소리를 창극이라는 새로운 공연 양식으로 각색하기도 했다. 또 한
문투의 판소리가 서민에게 제대로 공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간파한 일부 명창들은 신선한
내용과 쉬운 사설로 새롭게 짠 창작 판소리를 내놓기도 했는데 정정렬의 숙영낭자전과 배비장
전, 박동실의 열사가, 전일도의 구운몽, 임방울의 신제 춘향가와 신제 흥보가, 김연수의 장끼
전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개화기 때 기악인들은 판소리 등 민속악에서 좋은 가락들을 골라
모아 산조라는 독특한 기악 독주 형태를 창출시켜 가야금산조, 거문고산조, 대금산조, 퉁소산
조 등을 탄생시켰다.
근래에 들어 국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악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이 마
음 같이 국악에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음악인들이 보다 쉽게 국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악과 양악을 접목시키고, 쉬운 노랫말을 지어서 국악의 선율 위에 얹
어 부르기도 하고 양악기로 국악을 연주하는 등 다각도로 국악의 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국악, 양악을 초월해서 여러 장르의 음악인들이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근래에 국악의 발전 방향을 넓히
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악이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되고 여러 형태로 사
용되고 있다. 이렇듯 국악의 사용 범위를 넓히면서 국악을 염두에 두고 시도된 모든 음악이
근대 창작 국악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2. 국악과 대중음악의 상호 교류 음반사
창작국악은 그 창작 과정으로 볼 때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국악어법을 토대로 해
서 새로 창작된 경우, 기존의 국악이 연주방법에 있어 다르게 편곡되어 연주된 경우, 국악과
양악이 섞여 작곡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국악어법을 토대로 해서 새로 창작된 대표적인 근대 국악으로는 산조, 신작 판소리, 신민요
를 꼽을 수 있다.
기존의 국악이 연주방법에 있어 다르게 편곡되어 연주된 경우는 다시 세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다. 국악기 편성을 달리해서 기존의 국악을 연주한 경우, 양악기로 연주한 경우, 국악기와
양악기로 합주한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농악에서 꽹과리, 장고, 징, 북 하나씩만 가져다 편성
한 사물놀이가 첫번째의 경우에 해당되고 한수동의 바이올린산조가 두번째의 경우에 해당된
다. 그리고 김석출 등의 국악인과 사이토오데쯔 등의 일본 재즈 연주자들이 연주한 <살풀이
구음>이 세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국악어법과 양악어법이 섞여 작곡된 경우로는 황병기의 <미궁>, 김영동의 <아마존>과 같은
작품을 들 수 있다.
근대 창작국악을 이끌어 나간 이들 중 그 활동이 돋보이는 개척자로는 국악 분야에서는 산
조를 처음 짜낸 김창조, 창작 판소리의 대가 정정렬을 꼽을 수 있고 양악 분야에서는 김순남
과 안기영을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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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이후로는 김희조, 이해식, 김기수, 이강덕, 이성천, 김용진, 김달성, 황병기, 백병동, 이
건용, 장덕산, 정대석, 황의종, 백대웅, 전인평, 채치성, 이병욱, 조광재, 김진희, 김영동, 박범
훈 등의 음악가들이 활발한 창작 활동을 했다. 이들의 작품은 주로 국악어법과 양악어법이 섞
여 작곡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의 작품세계를 표현하기에 걸맞는 연주단이 많이 생겨났
는데 국립국악원 연주단,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KBS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국
립국악관현악단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연주단은 모두 서양의 관현악단 형태로 편성된 것
이다.
국립국악원에 의해 1962년부터 1968년까지 치루어진 ‘신국악 작품 공모'는 창작국악 작곡
가들의 등용문이었다. 그리고 1991년부터 치루어진 한, 중, 일 민족음악 연주회는 한국전통음
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무대였다. 한편 어울림, 슬기둥 등 실내국악연주단의 활
동과 사물놀이패의 국악 대중화 노력도 요즘 두드러진다.
대중음악인 가운데는 신중현, 송창식, 김태곤, 강태환, 이동기, 길옥윤, 정태춘, 최구희, 이
중산, 김도균, 김수철 등이 국악을 염두에 둔 창작음악을 선보인 바 있다.
신중현은 1970년대에 국악과 록을 접목시키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그 대표작으로는
<마부타령>, <나도 몰래>, <미인>, <산아 강아>, <너만 보면>, <내>, <큰 새>, <전기기타산
조>가 있다.(노재명, 『신중현과 아름다운 강산』 1994년)
1994년 『신중현과 아름다운 강산』 서적이 출판된 이후 한국적 대중음악에 대한 재조명, 연
구, 자료 수집 붐이 일어나고 청계천, 회현동 등의 중고 음반시장이 팝송에서 한국 음악 음반
중심으로 판도가 뒤바뀌었다.
김도향은 1971년 <벽오동> 음반(신진레코드 SJ-2-7130, 1LP) 발표를 비롯해서 근래에 이
르기까지 국악과 대중음악의 접목을 시도한 다수의 작품들을 발표했다.
송창식은 1980년대 중반부터 대중가요를 우리네 민요 창법으로 불렀고 노래와 함께 가야
금, 꽹과리 등 국악 연주도 직접 들려주었다. 송창식의 발성은 마치 판소리의 덜렁제와도 같
이 시원하고 씩씩한 느낌을 주며, 우리네 정서와 맞아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했다.(대표작: 참
새의 하루, 한국음반 200300, 1LP, 1986년)
김태곤은 국악기를 직접 개량하고 국악기와 인도 악기의 협연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민요 창법을 바탕으로 한 신민요를 작곡하여 여러 장의 음반에 발표한 바 있다.(대표작: 김태
곤 창작곡집 4324, 킹레코드 KTG-011, 1LP, 1991년)
프리재즈 색소폰 연주자 강태환은 동해안 별신굿 인간문화재이자 태평소 연주자인 김석출과
즉흥 연주를 한 ‘도깨비'라는 음반(JVC VICG-8025, 1CD)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재즈 색
소폰 연주자 이동기는 1970년 무렵에 우리 민요를 편곡해서 그의 악단과 함께 음반을 낸 바
있다.(킹레코드 KL-7029, 1LP)
타악기 연주자 유복성과 색소폰 연주자 길옥윤은 1989년에 대금 연주자 이생강과 협연한
바 있다.(오아시스레코드 ORC-1043, 1CD) 그리고 정태춘은 중모리 등 민속악 장단을 써서
대중가요를 작곡하고 민요 창법으로 노래한 음반을 여러 장 발표한 바 있다.(대표작: 92년 장
마 종로에서, 삶의 문화 ㅅㅁ06-1, 1LP, 1993년)
기타 연주자 최구희는 그룹 괴짜들 시절부터 우리 고유의 민속악을 바탕으로 한 음악작품을
발표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너랑 나랑>, <단의 노래>,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가 있다.(괴
짜들: 서라벌레코오드사 SRB-0187, 1LP, 1986년. 최구희 독집: 동아기획 VIP-20080, 1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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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최구희는 전기기타 연주법에 있어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농현 효과음,
가야금과 같은 음을 내는 등 한국적인 연주를 선보였다.
기타 연주자 이중산은 우리네 민속악 가락을 전기기타에 얹어 사물놀이패 짝쇠와 함께 김호
식이 작곡한 <사물배경>을 연주한 바 있다.(전인권 자유, EMI EKLD-0005, 1CD, 1991년) 헤
비메틀 기타 연주자 김도균은 1990년 무렵에 한국 민요를 전기기타로 연주한 음반을 내기도
했다.(희지레코드, 1LP)
김수철은 영화 서편제, 태백산맥의 음악과 ‘황천길’과 같은 음반에 국악과 양악을 섞은 음악
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김수철은 김덕수의 장고 반주에 맞춰 <전기기타산조>를 발표한 바 있
다.(1993.4.8. KBS-FM 국악무대 제31회 공연)
박성연과 재즈 앳 더 야누스(Jazz At The Janus)는 1985년에 민요 <밀양아리랑>을 재즈로
편곡하여 연주한 음반을 발표한 바 있고(지구레코드 JCDS-0298, 1CD) 여러 재즈 공연에서
민요를 재즈로 편곡하여 연주한 바 있다.
김시라가 기획한 ‘품바’ 음반(대성음반 DAS-0249, 1LP, 1985년)에는 전통적인 국악을 새로
편곡하거나 가사를 달리하여 녹음한 곡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생강의 대금 연주, 임진환의
단소 연주, 신민요 등을 담고 있다. ‘품바’ 음반은 국악 음반을 구하기가 가장 어려웠던 1980
년대 중반에 출반되어 국악에 입문한 젊은층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박재천은 대금과 사물을 양악기와 섞어 연주하기도 하고 한국적인 창법으로 노래한 ‘사주팔
자’라는 음반을 발표한 바 있다.(서울음반 SPDR-261, 1LP, 1991년) 그리고 김병덕은 1994년
에 단소, 항아리 연주로 한국적인 맛을 낸 프리 재즈 성향의 음반을 발표한 바 있다.(시완레코
드 SRMKC-0001, 1CD)
장사익은 충청도 상여소리를 토대로 한 가요 <하늘 가는 길> 등 국악 맛을 가미한 가요를
음반에 발표한 바 있다.(예원레코드 YWKC-0013, 1CD, 1995년) 장사익의 음반에는 타악기
연주자 김규형(명창 김연수 아들)이 참여했다.
농악 가락이 랩과 비슷한 면이 있다는 점을 감지한 그룹 디제이 덕(DJ Doc)은 TV방송에
출연하여 사물놀이 장고 가락에 맞춰 랩을 들려준 바 있다. 그리고 판소리와 랩을 접목시켜
부르는

박선미의

‘랩창’(대성음반

DIC-1016,

1CD,

1994년),

그룹

한국사람(나이세스

SCS-096, 1CD, 1994년), 그룹 6각수의 ‘판랩’(1995년)도 주목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근래에는 국악음반박물관 기획으로 ‘판소리와 그리스 음악의 만남 - 렘베티카 더늠’이라는
음반이 발표되기도 하였다.(지구레코드 제작 JCDS-0810, 1CD, 2009년)
일제 식민지, 남북 분단을 거치면서 한국의 민족음악은 소멸하거나 쇠퇴했다. 1907∼1945
년 미국과 일본의 직배음반 시대를 거치면서 대중의 음악 취향이 국악에서 외국 음악으로 바
뀌었다. 유행가(일본식 가요) 음반 한 장쯤은 사서 들어야 신식 사람이고 멋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외국 음악을 흥얼거리면 돈 있고 교양 있어 보이게 했다.
광복 후에도 우리 전통문화를 우리 스스로 천시하는 사회 풍조는 지속되었고, 우리 전통음
악가들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숨어 살아야 했다. 허나 원로 뽕짝 가수들은 여전히 방송에
출연하여 일본식 가요 뽕짝을 우리의 전통가요라는 이름으로 보존하고 사랑하자는 구호를 외
친다. 사회자도, 시청자도 전통을 지켜온 데 대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추억의 뽕짝
이 흘러나오면 수많은 방청객이 눈물을 글썽인다.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으로 구 조선총독
부 건물을 철거되면서 일제 때 대표적인 친일가요이자 일본식 가요였던 <감격 시대>가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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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졌다. 광복 50년이 지난 지금도 친일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니, 어찌보면
우리 음악을 몰아낸 왜색가요의 안방 차지는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겐 ‘상류층의 교양 음악=서양의 클래식'이라는 등식까지 생겨났고 오늘
도 전국의 노래방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이제 일본과 서양 음악의 지배에서 벗어나 한국
의 독자적인 민족음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양음악에 대해 서양의 그들 만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전통음악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 바흐와 송만갑, 어느 쪽 하나 충실
한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바흐의 마태수난곡을 모르는 사람은 정신 세계가 빈약하다”고 말
하는 책(중학교용 음악 참고서, 한국능력개발사, 1981년)보다 송만갑의 판소리에 관한 지침서
가 더 절실하다.
오늘날 서구 문화가 지구를 온통 지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우리가 양복을 입고 있다고
정신까지 정복당할 것인가? 이탈리아에 카루소가 있다면 우리에겐 명창 이동백이 있다. 미국
에 지미 헨드릭스가 있다면 우리에겐 신중현이 있다. 우리 모두 잊혀져 가는 자존심과 자긍심
을 되살리고 소중히 간직해야겠다. 자신의 것을 먼저 확실히 알고 남의 좋은 점을 수용하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 어설프게 남을 흉내내기 보다는 차라리 자기다운 멋을 갖는 편이 낫
지 않은가.
개화기 때에는 낯선 문화에 대한 호기심에서 양악을 국악에 수용했다. 비교적 국악 입장에
서 바라본 양악을 우리에게 맞게 걸러서 수용했다. 개화기에는 대부분의 음악인이 지녔던 음
악 바탕이 국악이었기 때문에 양악의 한국적 수용이 가능했다.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음악
인이 국악보다 양악에 익숙해 있다. 요즘 성장하고 있는 젊은 국악인들도 국악보다 양악에 귀
가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여기는 분명 한국인데, 모든 매체에서 한국 음악보다 외국 음악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음악가나 감상자나 국악보다 양악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
음악 풍토가 이러하니 한국적인 음악, 진정한 의미의 국악과 양악의 접목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요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국악의 현대화 작업, 동서 음악의 접
목은 대부분이 양악에 뿌리를 두고 국악을 수용한 작품이 대부분이다.

3. 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대표작 음반 (매체별·연대순)
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대표작 음반을 부가 설명과 함께 매체별, 연대순으로 여기 정리해
본다.
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음반 전체 목록은 노재명 편저 『20세기 국악 100년 자료집(7) 신
작국악 음반 사전』(경기 양평:국악음반박물관, 2005년)에 소개한 바 있다.
여기에서 국악이라 함은 한국 전통음악, 대중음악은 근현대 한국에서 유행한 외래음악을 의
미한다.
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음반은 국악 음반 수집 연구자나 대중음악 음반 수집 연구자 대부
분에게 약간 소외되어 온 감이 있다.
대개 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신작국악이 1970~1980년대부터 본격 시작된 것으로 잘못 인
식되어 있는데 여기 제시되어 있는 실증 음반자료로 보면 그 역사가 1세기 정도 되었고 오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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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매우 광범위하게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시대별로 국악과 대중음악의 만
남이 마치 처음 시도되는 것처럼 보도, 소개되는 것은 음반을 더 팔고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
적인 홍보에서 비롯된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수 천년 전부터 이 땅에 태평소, 해금, 양금, 범패 등 외래음악이 많이 유입되었고 기존의
향토음악과 상호 융복합, 색다른 교류 시도들은 줄곧 있어 왔다. 여기에서는 구한말~1980년대
음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흔적 가운데 굵직한 사건 자료들을 모아본
것이다. 이 기간 국악이 외래음악과 접촉하면서 변화되는 양상을 강하게 느낄 수 있고 국악인
들이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생존하고자 하는 치열한 몸부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자료들
이다.
구한말 새로운 문물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당시 대다수 한국인들은 새로운 작곡을 철절히
자국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지었다. 이후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본 음악과 서양 음악의
강력한 유입으로 점차 국악과 양악이 섞이고 일제 말기로 가면서 일본 음악과 양악 중심으로
음악 시장이 완연히 변모되고 거기에 국악이 초라하게 수용되는 과정이 음반 역사에 잘 들어
있다.
국악인과 현대 대중음악인은 서로 상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두 분야의 상당수 음악
인들간에 상호 영향 관계가 있다. 대중가요 작곡가 박시춘은 부친이 국악과 관련된 일을 하였
고 대중가요 가수 김세레나·바니걸스·민해경·국보자매·양수경은 국악예고 출신이며 가수 김추
자는 어려서 한국 전통춤을 학습했고 가수 심수봉·윤항기·윤복희·김정호·조관우는 국악 명가문
출신이다.
김세레나는 한국 민요를 현대화하고 대중적으로 널리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김정호의
경우 국악을 기반으로 한 가요곡을 지어 불러 음악성을 인정받고 대중적으로도 널리 사랑을
받았는데 김정호는 <님> 같은 대중가요 작곡시 판소리 명창 신영희 등과 의논하고 영향을 받
았다.(2012.7.17.13:00~18:00.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한양아파트 신영희 명창 자택 증언)
바니걸스는 박범훈 작편곡의 민요를 노래한 음반(오아시스레코오드社 OL-1552, 1LP, 1973
년)을 선보였고 국보자매는 ‘신여성 국악’이라는 음반(임춘앵추모위원회·임현재 기획, 오아시스
레코드사 제작 ORC-1816, 1CD, 2004년)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음반으로는 기록되지 못했지만 타악 명인 김덕수는 유년 시절 어린 아이들로만 구성된
악단에서 지금의 가수 혜은이와 함께 호흡을 맞추었는데 혜은이가 노래할 때 드럼을 치며 상
모를 돌려 큰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2006.3.7.17:00~3.8.01:00.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어룡
마을 느티나무음식점에서 김덕수 증언)
그리고 패티김, 조용필, 김수희, 임지훈, 박강성, 그룹 ‘거북이’의 금비 같은 가수들은 판소
리를 익혀 독특한 발성과 호소력으로 음악성과 대중성을 확보했고 장사익 역시 오랫동안 태평
소, 민요 등 국악을 익히고 대중음악에 접목시켜 오늘날 국민가수의 반열에 올랐다.

1) 유성기음반(SP)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유성기음반(SP) 관리번호 MIMC-0972(1998.5.26 복사본)
미국에 보존되어 있는 1896년 한국음악 음반자료(한국인이 취입한 최초의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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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음반:미국 국회도서관 소장 자료. 녹음:1896년 7월 24일 원통형 레코드(비상품-학술
목적 기록용 음반).
인디언 음악 연구가 엘리스 플랫처 여사 조사·녹음 자료.(노재명 “정가 음반사” 『제9회 한국
음반 전시회·학술대회-안내 인쇄물』 서울:한국고음반연구회, 1998.9.29. 6쪽)
1998년에 국악음반박물관 노재명이 이 1896년 한국인 최초의 녹음들을 복사 입수하여 서적
과 자료전시회 등을 통해 소개한 이후 널리 알려졌고 2007년과 2009년에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원들의 노력으로 이 녹음들이 모두 컴팩트디스크로 복각 제작되었다.
3.민요조 애국가(노래:안정식) 4.민요조 애국가(노래:안정식)
* <애국가>라는 이름의 곡을 한국 민요조, 육자배기토리로 불렀는데 이는 한국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신곡 중 최초의 녹음이라 할 수 있다. 구한말 신작 대중음악의 한 흐름을 알 수
있는 자료이기에 본 목록에 포함하였다. 전통음악과 새로 창작된 음악이 세대간, 음악간 차이
가 별로 없던 시절 국악이 바로 대중음악이었던 당대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증 녹음이다.
<애국가>라는 중요한 곡명이 실수 또는 아무렇게나 우연히 갖다 붙여진 것이고 아니고 머나
먼 타국에서 한국의 자존심을 걸고 지어 불렀던 것이라 보여진다. 외래어도 순우리말로 바꿔
말하였던 당시에는 이렇게 새로운 곡 역시 거의 다 한국의 토종 음악어법으로 지었다 하겠다.
○ MISP-0576
일츅죠션소리판 K547-A 新流行歌 枯木歌시드른방초 金山月 都月色 長鼓李桂月
일츅죠션소리판 K547-B 新流行歌 戀之鳥이풍진셰상을 金山月 都月色 長鼓李桂月
* 1925년 녹음.
○ MIDAT-0153
일츅죠션소리반 K648-A 朝鮮正樂 殘到道理(自一節至四節) 硏樂會會員 洋琴洪載裕 短簫金
相騏 바이올린洪蘭坡
일츅죠션소리반 K648-B 朝鮮正樂 殘到道理(自四節至六節) 硏樂會會員 洋琴洪載裕 短簫金
相騏 바이올린洪蘭坡
* 1925년 녹음.
○ MISP-1434
Columbia 40005-A(20561) 映畵劇 長恨夢(三) 徐月影 卜惠淑 說明金永煥 노래金香蘭 短
簫金桂善 伴奏朝鮮劇場管絃樂團
Columbia 40005-B(20562) 映畵劇 長恨夢(四) 徐月影 卜惠淑 說明金永煥 노래金香蘭 短簫
金桂善 伴奏朝鮮劇場管絃樂團
* 1928년 녹음.
○ MISP-0033
Columbia 40065-A(20764) 映畵劇 沈淸傳(上) 金永煥 卜惠淑 朴綠珠 콜럼비아管絃樂團
Columbia 40065-B(20765) 映畵劇 沈淸傳(下) 金永煥 卜惠淑 朴綠珠 콜럼비아管絃樂團
* 박록주(창) 김영환(설명·심봉사 대사) 복혜숙(심청 대사) 영화극 ‘심청전’ 수록. 1929년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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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MISP-0049, MISP-0050
Columbia 40146-A(21333) 劇 春香傳(一) 金永煥 李애리스 尹赫 朴綠珠
Columbia 40146-B(21334) 劇 春香傳(二) 金永煥 李애리스 尹赫 朴綠珠
* 박록주(창) 김영환(설명/호방·춘향모 대사) 이애리수(춘향·향단 대사) 윤혁(이도령·변사또
대사) 영화극 ‘춘향전’ 수록. 1930년 녹음.
○ MICD-6056
Victor 49279-A 노래 羽樂우락(上) 高蓮玉·郭慶玉 短簫李炳祐 (기타-·첼로入)
Victor 49279-B 노래 羽樂우락(下) 高蓮玉·郭慶玉 短簫李炳祐 (기타-·첼로入)
* 1932년 녹음.
○ MISP-2585
Chieron 113-A 新民謠 도라지打鈴 獨唱金仙草 伴奏시에론管絃樂團
Chieron 113-B 新民謠 蔚山큰아기 金月新作曲 李孤帆作詩 獨唱金仙草 伴奏시에론管絃樂
團
* 김선초의 대표적인 신민요. 한국 민요를 기반으로 작편곡한 노래, 양악기 관현악 반주.
1933년 녹음.
○ MISP-2053, MISP-2350
Okeh K.1614-A 悲史劇 樂浪公主와麻衣太子(月精橋篇)(一) 申不出·成光顯·申一仙·金彰培
Okeh K.1614-B 悲史劇 樂浪公主와麻衣太子(月精橋篇)(二) 申不出·成光顯·申一仙·金彰培
* 비사극 ‘낙랑공주와 마의태자’ 판소리 명창 유성준 창 수록. 1933년 녹음.
○ MISP-1773
Okeh Record 1696(K1264) 民謠 新아리랑

高福壽 江南香 李蘭影 伴奏오케-管絃團

Okeh Record 1696(K1265) 民謠 도라지打鈴 高福壽 江南香 李蘭影 伴奏오케-管絃團
* 대중가수 고복수·강남향·이난영 민요 <신아리랑>, <도라지타령> 수록. 1933년 녹음.
○ MISP-0224
Okeh 20053(K1393) 하와이안끼타-獨奏 요핑게조핑게·압강물흘너흘너·방아타령 朴是春編曲
金海松 伴奏끼타-朴是春
Okeh 20053(K1394) 하와이안끼타-獨奏 노들江邊·양산도 朴是春編曲 金海松 伴奏끼타-朴
是春
* 박시춘: “남포는 내 선친 박원거의 아호다. 우리집 사랑채를 찾는 한량 중에는 지체 높은
분이 적지 않았다. 국창 송만갑을 비롯하여 이동백, 이화중선, 김창룡 등 창으로는 당대 정상
을 누렸던 분들이 끊이질 않았다. 아버님은 5백섬지기 지주였다. 그는 가무를 가르쳐 기생을
양성하는 권번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가 아홉 살이던 해다. 아버님은 끝내 타계하셨다. 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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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창과 이름있는 기생 수백명이 박씨 상가에 운집했다. 몇 년 전에 아버님에 관한 반가운 소
식을 들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요를 채집하고 그 뿌리를 캐던 KBS 민요 채집반이 전해준
소식이다. 확실한 고증은 없으나 <밀양아리랑>의 작사 작곡자가 다름 아닌 선친 박남포라는
설이 현지에서는 널리 퍼져있더라고 했다. 나는 요즘 유년 시절이 그리워지면 <밀양아리랑>을
흥얼거린다. 환경은 나를 일찍 음악에 눈 뜨게 해주었다. 소리며 장단을 맞추는 소고, 가야금
등이 싫지 않았다.”(1978년 『한국일보』 작곡가 박시춘 '나의 이력서' 총 40회 연재 기사 중
제1~2회)
○ MISP-1927~1928
Chieron 501-A 春香傳全集(第一編) 南原의春色(上) 金正文 申錦紅 助演沈影·南宮仙
Chieron 501-B 春香傳全集(第一編) 南原의春色(下) 金正文 申錦紅 助演沈影·南宮仙
* 김정문·신금홍(창) 심영·남궁선(연극 대사) 신태준(반주) 창극 ‘춘향전’ 수록. 1934년 녹음.
○ MISP-2485
Columbia 40561(21948) 伽倻琴·바이올린二重奏 닐늬리야 金甲子 바이올린金甲順
Columbia 40561(21958) 伽倻琴並唱 密陽아리랑 金甲子
* 김갑자(가야금병창)·김갑순(바이올린) 경기민요 <닐니리야> 수록. 1934년 녹음.
1933·1934년 김갑자(가야금)·김갑순(바이올린)의 이중주 녹음은 지금 들어보면 세련된 맛은
없지만 한국 정서가 물씬 풍기는 신국악이다. 양악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국악기와 만나 우
리네 정서를 연주하고 있다. 이 음반에는 우리 선조의 손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양악기 소리가
들어있다. 한수동이 바이올린산조를 연주하듯, 인도에서 바이올린을 땅바닥에 놓고 라가를 연
주하듯, 이탈리아에서 칸초네를 바탕으로 록을 연주하듯, 프랑스에서 샹송을 바탕으로 록을
연주하듯 김갑순이 김갑자의 가야금병창에 한국적인 바이올린 연주를 입혔다. 김갑순은 바이
올린을 마치 해금 연주하듯이 시김새까지 넣어가며 연주한다. 김갑순은 바이올린 연주자지만
국악 정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에 남 흉내가 아닌 자기다운 연주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갑자의 가야금병창과 김갑순의 바이올린 협연은 양악기를 우리답게 비판 수용한 좋은 사례
이다. 이런 점에서 이 음반은 요즘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창작국악의 좋은 표본이 되
리라 본다.
○ MISP-2436
Polydor 19148-A(7300BF) 新民謠 迎春賦 (李孤帆作詞·金冕均作曲) 鮮于一扇 伴奏포리도루調和樂團
Polydor 19148-B(7319BF) 新民謠 느리개타령 (李孤帆作詞·金冕均作曲) 鮮于一扇 伴奏포리
도-루調和樂團
* 선우일선 신민요, 국악기·양악기 혼합 반주 수록. 1934년 녹음. 음반에 명시된 調和樂,
鮮洋樂, 韓洋樂 반주는 국악기·양악기 혼합 반주로서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대중의 기호
에 맞추기 위해 시도한 국악과 대중음악 만남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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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P-1795
Regal C325(1KR300) 新民謠 어허야나루라오 (金洛千作詩·金基邦編曲) 張一朶紅 鮮洋樂伴
奏
Regal C325(2KR307) 新民謠 봄노리타령 (金洛千作詩·劉一編曲) 張一朶紅 鮮洋樂伴奏
* 장일타홍 신민요 <어허야 나루라오>, <봄놀이타령>(반주:국악기·양악기 혼합) 수록. 1934
년 녹음.
○ MISP-2410
Columbia A163-A(22116) 民謠 勸農歌 朝鮮金融組合特製(金素雲作詞·李鍾泰作曲) 蔡奎燁
伴奏日本콜럼비아管絃樂團
Columbia A163-B(22165) 民謠 勸農歌 朝鮮金融組合特製(金素雲作詞·李鍾泰作曲) 姜弘植
(助唱趙錦子·金仙草) 鮮洋樂伴奏
* 국악기·양악기 혼합 반주 신민요 수록. 1934년 녹음.
○ MISP-1026
Victor 49342-A 流行歌 애닯은편지 韓晶東作詩 全壽麟作曲
孫錦紅 伴奏日本빅타-管絃樂團 觱篥高載德
Victor 49342-B 流行歌 人生은三十부터 金八蓮作詩 羅○雲作曲
李一男 孫錦紅 伴奏日本빅타-管絃樂團
* 손금홍 대중가요 <애달픈 편지>(피리:고재덕) 수록. 1934년 녹음.
○ MISP-0906
Kirin C.176-A(K302)

古代悲劇 秋風感別曲(一)
李素然·石金星·梁白明·姜石齊·柳長安·崔承伊 唱金南洙

Kirin C.176-B(K303)

古代悲劇 秋風感別曲(二)
李素然·石金星·梁白明·姜石齊·柳長安·崔承伊 唱金南洙

* 1934년 녹음.
○ MISP-2064
Columbia 40675(1 22321) 기타-·尺八四重奏 사발가 콜럼비아기타-尺八四重奏團
Columbia 40675(2 27546) 기타-·尺八四重奏 悲戀의夜曲 콜럼비아기타-尺八四重奏團
* 1935년 녹음.
○ MISP-0260
Taihei C8136-A(K564) 劇 배따랙이(朴英鎬作)(上) 朴世鳴 申銀鳳
Taihei C8136-B(K565) 劇 배따랙이(朴英鎬作)(下) 朴世鳴 申銀鳳
* 박세명·신은봉 연극 ‘배따라기’. 민요, 국악기 반주 수록. 1935년 녹음.
○ MISP-1448, MISP-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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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hei C8604(K1105)

三國誌 新版孔明歌(上) 金茶人構成
金秋月 台詞朴世鳴 피리高載德 伴奏太平管絃樂團

Taihei C8604(K1106)

三國誌 新版孔明歌(下) 金茶人構成
金秋月 台詞朴世鳴 피리高載德 伴奏太平管絃樂團

* 1935년 녹음.
○ MISP-2025
Okeh 1818(K87) 하모니카二重奏 蒙古式結婚舞踊 朝鮮口琴協會 金坡園 宋一亢
Okeh 1818(K124) 하모니카二重奏 양산도

朝鮮口琴協會 金坡園 宋一亢

* 1935년 녹음.
○ MISP-1365
Okeh Record 31125(K1974) 新民謠 新作아리랑 趙鳴岩作詞 徐永德編曲 李花子 伴奏오케
-管絃樂團
Okeh Record 31125(K1975) 新民謠 新作도라지 趙鳴岩作詞 徐永德編曲 李花子 伴奏오케
-管絃樂團
* 1936년 녹음.
○ MISP-1298
Okeh Record 12050(K532) 絃樂二重奏 放我打鈴 바이올린코-넷文湖月 하와이안끼타-金海
松
Okeh Record 12050(K572) 絃樂二重奏 他鄕·木浦의눈물 와코데온孫牧人 끼타-伴奏金海松
* 1937년 녹음.
○ MIDAT-0067(SP15~16)
Victor KJ-1257(KRE353) 西道俗謠 배뱅이굿(一) 金宗朝編 金宗朝
Victor KJ-1257(KRE354) 西道俗謠 배뱅이굿(二) 金宗朝編 金宗朝
* 김종조 배뱅이굿 초입 아니리에 연극 신파조 대사 분위기 수록. 1938년 3월 18일 녹음.
○ MISP-2229
Nitto 5475-A 吹奏樂 陸軍戶山學校軍樂隊編曲 朝鮮民謠集 (舊二八靑春·兩山道·新二八靑
春) 陸軍戶山學校軍樂隊
Nitto 5475-B 軍歌 (국악과 무관) 陸軍戶山學校軍樂隊
* 일본육군호산학교 군악대 합주. 한국 민요 <이팔청춘>, <양산도> 수록. 1930년대 녹음.
○ MISP-1964
Taihei GC-3023(K-279) 不朽의名劇 春香傳(一) 春岡朴勝喜先生脚色
土月會俳優總出演 唱付·朝鮮名唱網羅
Taihei GC-3023(K-280) 不朽의名劇 春香傳(二) 春岡朴勝喜先生脚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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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月會俳優總出演 唱付·朝鮮名唱網羅
* 미상의 남자·여류 명창(창) 토월회 배우들(연극 대사) 연극 ‘춘향전’ 수록. 1940년 녹음.
○ MISP-1770
조선레코드(조선·국립레코드제작소·평양) ᄀ-40130(534)
가요 어부의노래 작사-조령출 작곡-김진명 노래-김완우 피아노-백운복
조선레코드(조선·국립레코드제작소·평양) ᄀ-40159(535)
가요 청진포배노래 노래-김완우 피아노-백운복 (가격:160원)
* 서도소리 명창 김진명 작곡 <어부의 노래>(작사:조령출, 노래:김완우, 피아노:백운복) 수
록. 1950년대 녹음.
○ MISP-1752
조선레코-드(조선·문화선전성국립레코-드제작소·평양) ᄀ-65985(58036)
관현악 돈돌라리 편곡-김정룡 연주-방송관현악단
조선레코-드(조선·문화선전성국립레코-드제작소·평양) ᄀ-65986(58035)
관현악 후라리 편곡-김정룡 연주-방송관현악단 (가격:160원)
* 1950년대 녹음.
○ MISP-2074
Teichiku C-3119(C2041) 流行歌 トラジ
Teichiku C-3119(C2042) 流行歌 アリラン
* 일본 가수 츠즈코 스가와라(Tsuzuko Sugawara) 노래 <도라지>, <아리랑> 수록. 1950년
대 녹음.
○ MISP-2601
Domido D-134A(D104A) 歌謠曲(스로도록트) 葉錢十五兩 作曲韓福男·作詩千峰 노래韓福男
伴奏도미도管絃樂團
Domido D-134B(D104B) 歌謠曲(도록트) 오동동打鈴 作曲韓福男·作詩野人草 노래黃貞子 伴
奏도미도管絃樂團
* 황정자 대중가요 <오동동타령>의 간주: 이병우 피리 독주. 1955년 녹음.
○ MISP-0300
Sinsin S369-A(363) 漫談(民謠) 遊覽風景 노래李殷官 台詞張笑八·趙白史 伴奏新新國樂團
Sinsin S370-B(364) 漫談(民謠) 遊覽風景 노래李殷官 台詞張笑八·趙白史 伴奏新新國樂團
* 1950년대 녹음.
○ MISP-0689
Sinsin S-632 HLKA「連續放送劇」主題歌 張禧嬪 李瑞求作詞 全吾承作編曲 노래黃琴心 伴
奏新蓄管絃樂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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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sin S-633 宮中秘話 金水暎作詞 全吾承作編曲 노래白鳥 伴奏新蓄管絃樂團
* 황금심 대중가요 <장희빈>의 반주: 이병우 피리와 성명 미상의 연주자들 양악기 합주.
1959년 녹음.
○ MISP-2519
Midopa M-3011 民謠 天安三巨里 編曲李淨伯 하와이안키-타李淨伯 키타李祥信 뻬-스韓鍾
官 트람金景坤
Midopa M-3012 輕音樂 (스로-도롯도) 아로하오에 編曲李淨伯 하와이안키-타-타李祥信 뻬
-스韓鍾官 트람金景坤
* ‘키-타-타’는 기타의 오류. 한국 민요 양악기 합주 수록. 1950년대 녹음.

2) 7인치 장시간음반(LP)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7인치 장시간음반(LP) 관리번호 MI10LP-0061
Die Koreanischen Volkslieder und Hymnen Vol.1 Gajagum Sanzo
Angeboten von der Vereinigung in Korea. M·M RECORD 국악 해외 소개용 비매품 제
조, 음반번호 없음(7인치 1LP), 1960년대 후반 녹음 제작.
Seite 2) 3.ein koreanisches Volkslied

Komponist: Herr Yong Huan Kim, Solist:

Herr Byongu Ri(→ 신작국악:이병우 피리+서양 관현악 합주)
○ MI10LP-0271~0272
세계 민요 걸작집(1) Maspress 시리즈
일본 도쿄 有信堂 JASRAC-7151(7인치 쪽판 2LP), 1960년대 녹음 제작. 코카서스 지역 전
통춤 사진, 장세정 흑백사진, 수록곡 가사 등이 실려있는 총 20쪽짜리 일본어 인쇄물 내장.
[2번째 음반 1-2] 3.아리랑(장세정 노래)

3) 10인치 장시간음반(LP)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0인치 장시간음반(LP) 관리번호 MI10LP-0154
Golden Sax
쎅스폰의 一人者 李鳳祚와 그의 樂團
新世紀레코오드株式會社 SLM-80104(10인치 1LP), 1963년 녹음 제작. 앞표지에 이봉조 사
진 수록, 뒷표지에는 이봉조에 대한 글(집필자 미상)과 1962년 12월 이봉조와 그의 악단 시민
회관 공연 사진이 실려있음.
SIDE-1) 1.新羅의 달밤 2.아리랑 3.봉선화 4.夜來香
SIDE-2) 1.테니스 월쓰 2.베사메무쵸 3.魅惑의 월쓰 4.오! 나의 太陽
○ MI10LP-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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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day in Korea
PARK CHOON SUK AND HIS ORCHESTRA
OASIS RECORD CO.,LTD. OL-10378(1LP), 1960년대 초반 녹음 제작.
SIDE-1)

1.Arirang(slow

rumba)

2.Chu

Nyu

Chong

Kak(polka)

3.Bang

Ah

Taryung(tsngo) 4.Mong Keum Po Taryung rock)
SIDE-2) 1.Yang San Do(cha cha) 2.No Deul Kang Byun(mambo) 3.Neung Soo Bu
Deul(Med waltz) 4.Kyung Bok Koong Taryung(swing)
○ MI10LP-0159, MI10LP-0160
羅音波 輕音樂 第一集 반주:ASIA POP ENSEMBLE
Arrange & Conduct by La Um Pa
亞細亞레코-드 AL13(10인치 1LP), 1960년대 녹음 제작. 앞표지에 라음파 사진 수록. 녹음
기술 담당:최성락.
SIDE-1) 5.아리랑(도돔바) SIDE-2) 5.노들강변(투위스트)

4) 12인치 장시간음반(LP)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12인치 장시간음반(LP) 관리번호 MI12LP-1043
히키-申 키타-멜로듸 輕音樂 選曲集
푸른 하늘 銀河水 / 히키-申 키타 트위스트
도미도레코-드會社 LD-156(1LP), 1959년 제작. ‘히키-申’은 1950년대 후반 신중현의 미8
군 활동 시절 이름이다. 본 음반은 1950년대 후반 미8군 쇼무대의 음악문화를 확인할 수 있
는 귀한 자료이다. 신중현 기타 연주곡집, 신중현의 데뷔음반. 신중현 <히키신 기타 트위스
트> 작곡. 신중현의 증언에 의하면 장충동 최성락 자택 개인녹음실에서 미군 휴대용 수동녹음
기로 녹음됐다 한다.(녹음기술 담당:최성락) 본 음반에서 더블베이스/드럼/색소폰 연주는 당시
미8군에서 활동하던 연주자들이 맡았다고 한다.(신중현 증언)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앞면) 2.아리랑
뒷면) 2.密陽아리랑
○ MI12LP-1991
낫킹콜(NAT KING COLE) 韓國에 오다
힛트레코-드公社 HL-1002(1LP), 1960년대 초반 제작. 앞표지에 낫킹콜 사진 수록. 뒷표지
에 수록곡 영문 가사가 실려있음.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낫킹콜 노래, 기악반주
자들 성명 미상.
Side 1) 1.아리랑
○ MI12LP-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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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주제가 정동대감(나화랑 작곡 1집, 노래:이미자)
지구레코오드공사 LM-120071(1LP), 1964년 녹음 제작. 이병우 피리 연주 수록. 뒷표지에
나화랑 흑백사진과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녹음기술 담당:최성락. 기악반주자들 성명 미상.
SIDE 1) 1.영화 '정동대감' 주제가
2.살구나무집 처녀
3.진달래고개 사연
4.이별의 설음
5.아가씨선장
6.행복이 보입니다
SIDE 2) 1.항구부루-스
2.심술쟁이 초립동이
3.금단의 꽃
4.모래알 같은 사연
5.청석골 서방님
6.모녀의 가는 길
○ MI12LP-2613
KOREAN FOLK SONGS VOL.2(노래:정씨스터즈) HOLIDAY in KOREA
편곡·지휘:정민섭, 반주:아시아팝스앙상블.
亞細亞레코-드 AL.NO.65(1LP), 1960년대 녹음 제작. 앞표지에 정씨스터즈 칼라사진 수록.
뒷표지에는 정민섭 흑백사진과 수록곡 국·영문 가사가 실려있음. 녹음기술 담당:최성락.
SIDE-1) 1.옹헤야 2.강강수월래 3.꼭두각시 4.아리랑꼴망태 5.한강수타령 6.아주까리동백
SIDE-2) 1.파랑새 2.오돌또기 3.모심기노래 4.풍년가 5.뽕 따러 가세 6.능수버들
○ MI12LP-1036
보칼 No.1 키보이스 특선 2집
유니버어살레코오드社 K-APPLE가20(1LP), 1960년대 녹음 제작. 앞·뒷표지에 그룹 ‘키보이
스’ 사진 수록. 뒷표지에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 1) 3.뱃노래(UL 1968)(키보이스 작시·편곡·노래)
○ MI12LP-1037
조영남 히트 걸작선 제1집
민요와 추억의 노래 편(황우루 기획 작품집)
新世紀레코오드株式會社 가12287(1LP), 1960년대 녹음 제작. 노래:조영남, 기악반주자들:성
명 미상, 합창:희돌즈, 녹음기사:최성락. 앞표지에 조영남, 뒷표지에는 황우루 사진 수록.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 2) 1.신고산타령(3:24)(황우루 편곡)(SL 1000) 2.정선아리랑(3:59)(황우루 편곡)(SL
1110) 3.모심기 노래(3:15)(정민섭 편곡)(SL 2471) 5.신옹헤야(2:15)(정민섭 편곡)(SL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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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12LP-2644
백영호 작곡집 - ‘평양기생’ 영화주제가
지구레코오드공사 LM-120129(1LP), 1966년 제작. 뒷표지에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 1) 1.‘평양기생’ 영화주제가(작시:남국인, 작곡:백영호, 노래:이미자, 전주:이병우 피리
독주)
○ MI12LP-0799
高峰山 作曲 第七集
第一回 公報部 主催 "무궁화大賞" 施賞에서 製作大賞과 4個 部門 受賞
地球레코-드會社 LM-120183(1LP), 1967년 녹음 제작. 앞표지에 가수 이미자, 남진 사진
수록. 뒷표지에는 대중음악 작곡가 고봉산 사진과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녹음기술 담당:최
성락. 뒷면의 5번 이은관 녹음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대중가수들의 노래이다.
SIDE 2) 5.늴리리 튀스트(고봉산 作詞 作曲, 李殷官 노래)
○ MI12LP-2651
배호 - 안개낀 장충단공원 / 박가연 - 신사임당
아세아레코-드 AL-132(1LP), 1967년 제작. 앞표지 상단 좌측부터 시계 방향으로 배호, 박
가연, 신행일, 김복자 칼라사진 수록. 뒷표지에 배상태 흑백사진과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기악반주자들 성명 미상. 녹음기술 담당:최성락.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 2) 2.영월의 애가(3:27)(작사:최치수, 작곡:배상태, 노래:배호, 전주:이병우 피리 독주)
○ MI12LP-1394
이동기 편곡 경음악 제1집(이동기와 그 악단)
앨토 색소폰:이동기, 드럼:김인성, 베이스:김영국, 기타:김찬성, 피아노:최재구.
킹레코드 KL-7022(1LP), 1960년대 후반 녹음 제작. 녹음기술 담당:이청. 뒷표지에 이동기
와 그 악단 멤버들의 독사진 수록.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 2) 1.뱃노래 2.아리랑 3.신오돌독 4.도라지 5.한강수타령 6.군밤타령
○ MI12LP-2642
최정자 힛트 앨범 NO.1
아세아레코드사 AL-164(1LP), 1969년 8월 10일 제작. 앞표지에 최정자 칼라사진 수록. 뒷
표지에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반주:아세아관현악단.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 1) 1.초가삼간(황우루 작사 작곡, 최정자 노래, 이병우 피리 반주)
○ MI12LP-1393, MI12LP-1601
國樂으로 엮어본 스테레오 輕音樂
지휘:유대봉, 연주:유대봉(가야금 연주자) 일행.
成音製作所 DG가-26(1LP), 1970년 스테레오 녹음 제작. 녹음기술 담당:이청. 뒷표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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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유대봉과 그의 소녀 제자 사진 수록.
SIDE 1) 1.대지의 항구(2:20)
2.목포의 눈물(3:45)
3.홍도야 울지 마라(2:30)
4.황성 옛터(3:20)
5.꽃마차(2:45)
6.대한팔경(2:20)
SIDE 2) 1.아리랑 낭낭(1:45)
2.짝사랑(3:40)
3.타향살이(2:00)
4.바다의 교향시(2:10)
5.사막의 한
6.해조곡(3:40)
○ MI12LP-1106~1108(초판~삼판) MI12LP-1109(사판)
김추자 스테레오 힛트 앨범 NO.2
빗속을 거닐며 / 님은 먼 곳에
유니버어살레코오드社 KST-4(1LP) 1970.11.10 초판 제작, 1971.1.11 재판 제작, 1971.2.1
삼판 제작, 1975.4.2 사판 제작. 킹레코드사 기획 판매. 신중현 <메모만 남기고>와 <님은 먼
곳에> 작사 작곡 편곡, 그룹 ‘퀘션스’ 반주. 녹음기술 담당:이청. 초판~삼판은 4면 표지이고
사판은 2면 표지로 제작되었다.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앞면) 4.오봉산타령(안길웅 편곡 기획, 김추자 노래)
* 김추자: 어려서 한국 전통춤 학습.
○ MI12LP-1445~1446
워너 밀러(Werner Muller) 한국 공연 실황
유니버어살레코오드社 K-APPLE-7137(2LP), 1971년 녹음, 1971년 2월 19일 제작. 더블 자
켓 안쪽면에 이종환의 글 수록. 앞표지에 워너 밀러 공연 장면 사진이 실려있음. 아래 곡 이
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 1) 1.풍년가 2.밀양아리랑
○ MI12LP-1025
Blue Bells 1972
成音製作所 SEL-100007, SL-1001(1LP), 1972년 스테레오 녹음 제작. 기획:전우음악실. 그
룹 ‘블루 벨스’ 노래·연주. 앞표지에 그룹 ‘블루 벨스’ 단체 사진 수록. 뒷표지에 수록곡 가사
가 실려있음.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A면) 3.각설이타령
○ MI12LP-2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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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올 고고 댄스 파티(연주:김인배와 그의 고고 보이스, 편곡:김인배)
대도레코오드사 STLK-7164(1LP), 1972년 제작. 앞표지에 김인배 일행 칼라사진 수록. 뒷
표지에 춤 동작 해설이 실려있음. 녹음기술 담당:장종호.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B면) 1.뱃노래(2:40)
○ MI12LP-1027
김용만 민요 걸작집
新世界레코드社 製作 가12420(1LP), 1970년대 초~중반 스테레오 녹음 제작. 노래:김용만,
기악반주자들:성명 미상, 녹음기술 담당:최성낙. 뒷표지에 가사 수록.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 1) 1.노래가락(SL 659) 2.남원산성-새타령(SL 651) 3.정선아리랑(SL 655) 4.뱃노래
(SL 654) 5.신고산타령(SL 652) 6.사발가(SL 656)
SIDE 2) 1.한오백년(SL 661) 3.경복궁타령(SL 657) 4.아리랑-도라지(SL 660) 5.닐니리야
(SL 653)
○ MI12LP-1002
김세레나 힛트쏭 NO.1(서울의 휴일)
아세아레코오드社 ALS-306(1LP), 녹음시기 미상, 1973년 1월 30일 제작. 앞표지에 김세레
나 사진 수록. 뒷표지에 김세레나 약력과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노래:김세레나, 반주:아세
아레코오드한양합주단, 녹음기술 담당:최성락.
SIDE-1) 1.아리랑(2:38)(AAL 359) 2.천안삼거리(2:47)(AAL 360) 3.밀양아리랑(2:26)(AAL
366) 4.도라지(3:46)(AAL 365) 5.닐니리타령(2:50)(AAL 3958) 6.풍년가(2:25)(AAL 344)
SIDE-2) 1.갑돌이와 갑순이(3:50)(AAL 1527)(김종유 편곡) 2.새타령(3:26)(AAL 1867)(이철
혁 편곡) 3.한강수타령(2:05)(AAL 339) 4.태평가(2:00)(AAL 367) 5.진도아리랑(2:02)(AAL
4042) 6.노들강변(3:23)(AAL 363)
* 김세레나: 국악예고 출신.
○ MI12LP-2645
도롯도 반세기 제4집 - 눈물의 흘러간 멜로듸
대금·하모니카·사미센·베이스·클라리넷·기타 등 합주.
국제기획/아세아레코드사 AL-IN-0021(1LP), 1973년 10월 1일 제작. 녹음기술 담당:최성
락.
취입자들 성명 미상. 뒷표지에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SIDE 1) 1.인생은 나그네길
2.이별의 부산정거장
3.삼천포 아가씨
4.서귀포 70리
5.럭키 서울
6.굳세어라 금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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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2) 1.이정표 없는 거리
2.방랑 삼천리
3.왕서방 연서
4.물새 우는 강언덕
5.항구마다 괄세드라
6.갈매기 우는 항구
○ MI12LP-1374
바니걸스(그 사람 데려다 주오/임)
오아시스레코오드社 OL-1552(1LP), 1973년 스테레오 녹음, 1975년 4월 17일 제작. 앞표지
에 바니걸스 사진, 뒷표지에는 박범훈·바니걸스 사진과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바니걸스 노
래, 기악반주자들 성명 미상.
Side 1) 1.그 사람 데려다 주오(3:03)(박건호 작사, 김영광 작곡)
2.엄마에게 물어 볼까요(2:20)(박건호 작사, 정주희 작곡)
3.외로웠기에(2:56)(김영광 작사 작곡)
4.그대를 보내고(2:48)(이영호 역사, 복기호 편곡)
5.사랑의 등불(3:20)(이영호 작사, 박송향 작곡)
6.끝없는 사랑의 노래(2:41)(이영호 역사, 복기호 편곡)
Side 2) 1.임(2:34)(작사자 미상, 박범훈 편곡)
2.방아타령(2:04)(작사자 미상, 박범훈 편곡)
3.복사꽃 연정(1:47)(작사·작곡자 미상, 박범훈 편곡)
4.새마을 풍년(2:33)(박범훈 작사 작곡)
5.개타령(1:45)(작사·작곡자 미상, 박범훈 편곡)
6.신봄노래(1:51)(작사·작곡자 미상, 박범훈 편곡)
* 자매 가수 '바니 걸스': 국악예고 출신.
○ MI12LP-0725
오아시스 민요 시리즈-安香連 民謠傑作選集 반주:오아시스전속경음악단
오아시스레코오드社 OL-1647(1LP), 1975년 STEREO 녹음, 1975년 2월 28일 제작. 앞표지
에 안향련 사진 수록, 뒷표지에는 수록곡 사설이 실려있다. 뒷면 3~4번 곡은 북반주의 판소리
이며 이 녹음의 고수 성명은 미상이다.
SIDE 1) 1.경사났네(2:48)(작사:임일남 작곡:박충남 편곡:박범훈)(OL 7297) 2.야월삼경
(3:21)(작사:미상 작곡:미상 편곡:박범훈)(OL 7288) 3.까투리타령(2:11)(편곡:박범훈)(OL 3153)
4.울지 마라 가야금(3:28)(작사:박두환 작곡:박충남 편곡:박범훈)(OL 2845) 5.방아타령(2:04)(작
사:미상 작곡:미상 편곡:박범훈)(OL 6651) 6.개타령(1:45)(작사:미상 작곡:미상 편곡:박범훈)(OL
6660) 7.뱃노래(1:49)(작사:미상 작곡:미상 편곡:박범훈)(OL 4358)
SIDE 2) 1.단오놀이(3:00)(작사:미상 작곡:미상 편곡:박범훈)(OL 7309)

2.들국화(2:58)(작사:

미상 작곡:김소희 편곡:박범훈)(OL 7285) 3.방아타령(심청전 중)(4:07) 4.부녀 상봉(심청전
중)(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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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12LP-2641
남진의 각시와 신랑 / 아직도
지구레코드공사 JLS-1201013(1LP), 1975년 8월 5일 스테레오 제작. 앞·뒷표지에 남진 칼라
사진 수록. 뒷표지에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반주:지구전속관현악단.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 1) 1.각시와 신랑(김주명 작사, 원희명 작곡, 남진 노래, 박범훈 피리 반주)
○ MI12LP-1398
이생강 대금 퉁소 총결산 제1집(불효자는 웁니다)
연주:이생강과 아세아경음악단.
아세아레코드社 ALS-436(1LP), 1976년 스테레오 녹음, 1976년 4월 30일 제작. 앞표지에
이생강 사진 수록, 뒷표지에는 임경주 사진과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SIDE 1) 1.불효자는 웁니다(2:46)(이재호 작곡) 2.나그네 설움(3:02)(이재호 작곡) 3.남원의
애수(3:19)(김화영 작곡) 4.신라의 달밤(3:26)(박시춘 작곡) 5.고향초(2:38)(박시춘 작곡) 6.백마
야 우지 마라(2:59)(전오승 작곡)
SIDE 2) 1.아리랑 낭랑(2:35)(김교성 작곡) 2.아내의 노래(3:19)(손목인 작곡) 3.개나리 처녀
(3:12)(김화영 작곡) 4.선창(3:04)(이봉룡 작곡) 5.타향살이(2:58)(손목인 작곡) 6.임 계신 전선
(3:00)(박시춘 작곡)
○ MI12LP-1039
민요의 향연(한국 민요 선집)
서라벌레코오드사, 제품번호 없음(1LP), 1977년 스테레오 녹음, 1977년 8월 1일 제작. 편
곡·지휘:김희조·김기웅. 뒷표지에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기악반주자들 성명 미상.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A) 1.진도아리랑(민요, 이미자 노래) 2.옹헤야(민요, 최희준 노래) 3.방아타령(민요, 김
세레나 노래) 4.뱃노래(민요, 금과 은 노래) 5.몽금포타령(민요, 하춘화 노래) 6.양산도(민요,
최백호 노래)
SIDE-B) 3.풍년가(민요, 이미자 노래) 5.갑돌이와 갑순이(민요, 김세레나 노래)
○ MI12LP-1024
건전가요 모음 제4집(한국방송공사 창립 5주년 기념)
편곡:김강섭·서봉석, 지휘:김강섭, 연주:KBS경음악단.
오아시스레코오드社 OL-2044(1LP), 1978년 녹음, 1978년 4월 10일 제작. 뒷표지에 곡목
해설이 실려있음.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 1) 2.양산도(2:54)(7803-1277)(민요, 편곡:김강섭)
SIDE 2) 4.밀양아리랑(2:03)(7803-1284)(민요, 편곡:서봉석)
○ MI12LP-2650(뒷표지에 Jenny, Jörgen 친필 사인 있음)
Jenny and Jörgen - A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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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nny:Drums/Percussion/Vocals
Jörgen:Organ/Strings/Synthesizer/Fender piano/Grand piano acoustic/Vocals
스웨덴 E.MANN 제작 EM-LP-1020(1LP), 1978년 스테레오 제작. 스웨덴 거주 한국 여성
Jenny, 스웨덴 남성 Jörgen이 함께 노래한 음반. 한국 민요 <아리랑> 등 수록. 앞표지 왼쪽
부터 차례로 Jenny, Jörgen 칼라사진 수록. 뒷표지 왼쪽부터 차례로 Jenny, Jörgen 칼라사진
수록.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 A) 1. ARIRANG(3:16)(Korean Folk Song)
○ MI12LP-1038
풍선(이광조·엄인호·이정선)
대한음반제작소 ORG-9074(1LP), 1978년 녹음, 1979년 1월 5일 제작. 기획:서판석. 앞·뒷
표지에 그룹 ‘풍선’ 사진 수록. 뒷표지에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
악과 무관.
SIDE 2) 4.통영 개타령(구전민요, 이정선 편곡)
○ MI12LP-2643
이명우 - 창 내고자 / 사랑가
서라벌레코오드사 SLK-1046(1LP), 1979년 1월 5일 제작. 뒷표지에 이명우 칼라사진과 수
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노래:이명우.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 1) 3.가시리(구전 고려가요/이스라엘 민요) 5.신고산타령(한국 구전민요)
○ MI12LP-1023
노고지리가 부른 우리 민요
서라벌레코오드사 SR-0143(1LP), 1979년 스테레오 녹음, 1979년 2월 15일 제작. 그룹 ‘노
고지리’ 노래·연주. 뒷표지에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A) 1.성주풀이 2.군밤타령-옹헤야 3.한오백년-뱃노래 4.아리랑-도라지-노들강변 5.갑
돌이와 갑순이 6.진도아리랑
SIDE-B) 1.새야 새야 2.신고산타령-쾌지나 칭칭나네 3.경복궁타령-닐니리야 4.새타령 5.밀
양아리랑-제주도타령-몽금포타령 6.천안삼거리
○ MI12LP-1429~1430
1979년 제2회 TBC 젊은이의 가요제(그랑프리:탑돌이)
지구레코드 JLS-1201498(2LP), 1979년 스테레오 녹음(실황), 1979년 9월 5일 제작. 녹음기
사:이태경. 앞표지에 한승기 일행의 <탑돌이> 공연 장면 수록. 더블 자켓에 출연자들 사진, 수
록곡 가사 등이 실려있음.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RECORD-1(SIDE 1) 1.탑돌이(한승기 작사 노래, 조연구 작곡, 최우수상 수상, 앵콜곡, 피
리·통기타 반주)(7908-6286)
RECORD-1(SIDE 2) 4.탑돌이(한승기 작사 노래, 조연구 작곡, 최우수상 수상, 피리·통기타
반주)(7908-6286)

- 94 -

노재명_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흔적들

○ MI12LP-0160~0161
폴모리아 전집(5) 아리랑
le salon de PAUL MAURIAT - Arirang
同和出版公社 발매 9199-362~363(2LP 박스물), 1979년 녹음. 필립스 레코드 판권 수입 라
이선스 제작, (주)성음 음반 제조. 1980년 8월 25일 라이선스 초판 발매. 12쪽짜리 해설서(글:
김원구 외) 내장.
Record 1 Side-1) 1.아리랑(3:06) 폴모리아 그랜드 오케스트라 연주
○ MI12LP-2601
김연자 노래 꽃다발
힛트레코드사 OL-0048(1LP), 1980년 12월 20일 제작. 노래:김연자. 앞표지에 김연자 칼라
사진 수록. 뒷표지에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SIDE 1) 16.새타령 17.창부타령 18.성주풀이 19.군밤타령
SIDE 2) 15.뱃노래
○ MI12LP-1360
김태곤 - 바람 속에 님의 숨결이
작사·작곡·편곡·연주·글·표지 도안·노래:마고·김태곤과 외돌괴, 연주:이유신·오치수·김용년·이
수용·김정택·배수연·이세환.
한국음반(주) H.C-200098(1LP), 1981년 녹음 제작. 녹음기사:정용원, 도움:박찬수 외. 뒷표
지에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앞면) 1.들국화 2.아야 우지 마라 3.바람과 나무 4.바람도 나와 함께 5.오봉산타령 6.휘날리
는 태극기
뒷면) 1.합장(1부) 2.합장(2부) 3.바람 4.내 어릴 때의 기타 친구 ‘철’ 5.정선 그리고 강원도
아리랑 6.쾌지나 칭칭나네
○ MI12LP-1932
조용필 4집(노래:조용필)
반주:조용필과 위대한 탄생(기타:곽경욱, 베이스기타:김택환, 드럼:이건태, 오르간 & 키보드:
김청신, 기타 독주:조용필)
지구레코드 JLS-1201706(1LP), 1982년 녹음, 1982년 5월 17일 제작. 조용필 사진과 수록
곡 가사가 실려있는 총 2쪽짜리 인쇄물 내장. 앞·뒷표지에 조용필 사진 수록. 기획:임석호, 레
코딩 & 리믹싱:이태경, 마스터링:장인석, 디자인:최성규, 사진 촬영:허종태. 아래 노래 이외의
곡은 국악이 아닌 대중음악.
SIDE B) 5.민요 메들리(1981년 해운대 비취 페스티발 실황) 새타령-남원산성-성주풀이-진
도아리랑
○ MI12LP-1013
강병철과 삼태기 메들리(세계 최초로 104곡 수록 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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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벌레코오드사 SBK-0015(1LP), 1982년 녹음, 1984년 12월 10일 제작. 앞표지에 강병철
과 삼태기 사진 수록. 뒷표지에는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강병철과 삼태기 노래. 아래 곡 이
외의 노래는 대중가요.
Side A) 1.삼태기 메들리 97곡(21:21)(강원도아리랑-신고산타령-가시리-정선아리랑-뱃노래아리랑-진도아리랑-군밤타령-한오백년 외 수록)
Side B) 2.장기타령(2:10)(전래민요) 5.개고리타령(2:51)(경기민요, 강병철 채보)
○ MI12LP-1873
LAURIE ANDERSON - MISTER HEARTBREAK
노래:Laurie Anderson, 연주:박상원(가야금) 외.
WB RECORDS(USA) 250771(1LP), 1984년 녹음 제작.
SIDE 1) 1.SHARKEY'S DAY 2.LANGUE D'AMOUR 3.GRAVITY'S ANGEL
SIDE 2) 1.KOKOKU 2.EXCELLENT BIRDS 3.BLUE LAGOON 4.SHARKEY'S NIGHT
○ MI12LP-1241
뮤직파워 메들리 / 신중현 작편곡집
힛트곡 메들리 / 아름다운 강산
서라벌레코오드사 SBK-0033(1LP) 1984.12.10 제작. 킹레코드사 기획 판매. 해산됐다가 재
결성된 그룹 ‘뮤직파워’ 후기 멤버들의 음반. 신중현 <힛트곡 메들리>와 <아름다운 강산> 작
사 작곡 편곡. 신중현 <흘러간 노래 메들리>와 <팝송 메들리> 편곡. 본 음반의 모든 메들리
녹음은 김문숙과 박점미가 불렀고 <아름다운 강산>은 신중현의 노래와 당시 신중현이 살고
있던 방배동 동네 아이들의 합창으로 녹음되었다. Lead Guitar:신중현, Bass:이수용/이남이,
Guitar:최구희/김광석, Moog:김형권/김용년, Drum:원치욱/배수연, 녹음기술 담당:정용원. 아
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앞면) 2.흘러간 노래 메들리(7:50)(신중현 편곡) 쾌지나 칭칭
○ MI12LP-1362
노래를 찾는 사람들(1)
노래:김광석·김보성·김상연·김병준·노승종·문승현·박미선·설문원·이창학·임정현·장효정·정재영·
조경옥·어린이들, 베이스 기타:조원익, 드럼:안기승, 기타·만도린:노승종·문승현, 건반:김광민,
하모니카:김광석, 대금:김영동, 피리:김광복, 북:장종민.
(주)서울음반 SPDR-074(1LP), 1984년 랩스튜디오 녹음, 1987년 5월 31일 제작. 뒷표지에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음. 기획:JH프로그램.
앞면) 1.갈 수 없는 고향(한돌 작사 작곡, 박미선 노래)(4:50)
2.바람 씽씽(한동헌 작사 작곡, 여자들 남자들 노래)(3:05)
3.산하(김병준 작사 작곡 노래)(3:36)
4.내 눈길 닿는 곳 어디나(김창남 작사, 문승헌 작곡, 조경옥 노래)(3:46)
5.그루터기(한동헌 작사 작곡, 남자들 노래)(3:35)
뒷면) 1.일요일이 다가는 소리(김기수 작사 작곡, 설문원 노래)(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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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작시, 변규백 작곡, 어린이들 노래)(3:44)
3.기도(김소월 작시, 문승현 작곡, 박미선 노래)(3:50)
4.바다여 바다여(이봉신 작시, 조경옥 작곡 노래)(4:23)
5.너와 내가(조영남 노래, 건전가요:본 작품집과 무관한 음악, 본 음반 제작 당시 가요 정화
운동의 여파로 어떤 음반이든 정부에서 지정한 이같은 건전가요를 무조건 한곡씩 수록하여 만
들어야 했음)
○ MI12LP-1022
金東振 韓國精神音樂 新唱樂集-Korean Spiritual Music(Sin Chang Ak) by Kim Dong
Jin
주식회사 대성음반 DAS-0350(1LP), 1986년 녹음, 1986년 2월 25일 제작. 作曲·編曲·지휘·
노래:金東振, 기악반주자들:성명 미상. 뒷표지에 가사와 김동진의 글 “新唱樂에 대하여” 수록.
<광한루>는 춘향가 중 기산영수 대목을 편곡한 것임.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관.
1面) 1.긴농부가(4:39)(古詞)(8602-971) 2.자진농부가(4:08)(古詞)(8602-970) 3.광한루(춘향전
中)(3:40)(古詞)(8602-965) 4.적성의 아침날(춘향전 中)(3:24)(古詞)(8602-966) 5.사랑가(춘향전
中)(5:16)(古詞)(8602-967)
2面) 2.인당수 뱃노래(심청전 中)(5:10)(古詞)(8602-968) 3.새타령(4:40)(古詞)(8602-969)(피
아노:김신화) 4.죽지사(3:50)(8602-972)
○ MI12LP-1380
송창식 '87(참새의 하루)
바이올린:김동석 외, 키보드·MOOG:이호준·변성용, 전기베이스:조원익·신현권, 전기기타:최이
철·최춘호, 노래·꽹과리·징·가야금·포크 기타·편곡:송창식, 드럼:유영수·김희연, 신디사이저:조동
진, 대금:황규일, 피리:황규남.
한국음반(주) HC-200300(1LP), 1986년 서울 한국음반 녹음실 녹음, 1986년 11월 제작. 앞·
뒷표지에 송창식 사진 수록. 녹음기사:윤원준, 사진 촬영:허종태, 기획:박승인.
SIDE 1) 1.참새의 하루(4:05) 2.선운사(4:01) 3.담배가게 아가씨(4:22) 4.비 오네(3:55) 5.님
이여(2:59)
SIDE 2) 1.침묵을 듣는 이여(3:09) 2.거진 거진(3:36) 3.윤동주의 십자가(4:03) 4.무제
(1)(4:56) 5.나라사랑 이웃사랑(2:40)(건전가요:본 작품집과 무관한 음악)
○ MI12LP-1328
김민기 작편곡 노래일기·노래극
노래:김성민·조경옥·오세인·임정희·이미영·박미선·박미경·조영남·김광석·신현중·이종환·윤정현·
신지원·김민기,

연주:조원익·안기승·김광민·이영재·허성욱·김광복·장종민·박준호·방승환·이정근·

김민기.
(주)서울음반 SPER-056(1LP), 1987년 녹음 제작. 가사지(김민기 글 수록) 별첨 내장. 연주
자 중에서 김광복·장종민·박준호·방승환 등이 국악인이다.
앞쪽) 노래일기 ‘엄마, 우리 엄마’(10:54) 2.노래극 ‘개똥이’ 중에서 서곡(0:43)-착한 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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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1:36)-한울님의 생일날(1:10)-밥 나온다/땀 흘려 거둔 음식(4:50)
뒤쪽) 1.노래극 ‘개똥이’ 중에서 새벽(2:21)-바퀴할멈의 노래(0:56)-꾸러기 행진곡(0:30)-나
비야 문 좀 열어(0:52)-미운 내 얼굴(2:30)-시냇물의 노래(1:09) 2.날개만 있다면: 자장가
(1:25)-별님, 달님(3:24)-한울님의 생일날(0:41)
○ MI12LP-1617
정태춘·박은옥 戊辰 새 노래
노래:정태춘·박은옥·이무하, 편곡:유지연, 일부 편곡/북·꽹과리·기타 연주:정태춘, 그 외 반주
자들 성명 미상.
삶의 문화 기획 제작, 한국음반(주) 제조 HC-200395(1LP), 1988년 녹음, 1988년 4월 30일
제작. 뒷표지에 정태춘 글 수록. 도움:권재은, 녹음기사:윤원준, 앞표지 그림:안창홍. 수록곡
가사가 실려있는 총 2쪽짜리 인쇄물 별첨 내장.
앞면) 1.실향가(6:03)(정태춘 작사 작곡 노래)
2.이 사람은(2:59)(정태춘 작사 작곡 노래)
3.고향집 가세(5:38)(정태춘 작사 작곡 노래)
4.아가야 가자(3:07)(정태춘 작사 작곡 노래)
5.우리의 소원은 통일(건전가요)(정태춘·이무하 노래)
뒷면) 1.우리가 추억이라 말하는(4:25)(박은옥 작사 작곡 노래)
2.한밤중의 한 시간(4:07)(정태춘 작사 작곡, 박은옥 노래)
3.사랑하는 이에게(2)(3:42)(정태춘 작사 작곡, 박은옥 노래)
4.그의 노래는(3:50)(정태춘 작사 작곡 노래)
5.얘기(2)(5:12)(정태춘 작사 작곡 노래)
○ MI12LP-2508
오세은 - 남사당
베이스:이수용, 드럼:배수연, 기타:김광석/오세은, 키보드:김명곤, 색소폰:강성용, 보컬:오세
은/한영애/이보임.
서라벌레코드 SKJY-90008(1LP), 1988년 8월 8일 제작. 기획:오세은.
앞면) 1.시조(2:30) 2.강강술래(9:26) 3.진도아리랑(3:11) 4.아리랑 불루스(2:36)
뒷면) 1.타령(3)(5:13) 2.한오백년(4:32) 3.타령(2)(2:32) 4.타령(1)(4:51)
○ MI12LP-1326
김도균 - Center of the Universe
프로듀서·작편곡·전기기타:김도균.
서라벌레코오드사 SRB-0224(1LP), 1988년 서울 돈암레코딩스튜디오 녹음, 1988년 9월 1일
제작. 앞·뒷표지에 김도균 사진 수록. 가사지 별첨 내장. 녹음기사:정용원, 표지 일러스트레이
션:김경식, 사진 촬영:스튜디오 K. 김도균 외 연주자 미상. 아래 곡 이외의 음악은 국악과 무
관.
Side A(19:05) 1.쾌지나 칭칭나네 1988(8809-8380) 3.아리랑(8809-8309) 5.밀양아리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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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타령(꽃과 나비)(8809-8379)
○ MI12LP-0474
RED SUN·SAMUL NORI(레드썬·사물놀이)
사물놀이: 김덕수(장고), 이광수(꽹과리), 최종실(북), 강민석(징)
레드썬: Wolfgang Puschinig(Alto Saxophone), Linda Sharrock(Voice), Jamaaladeen
Tacuma(Electric Bass), Uli Scherer(Piano)
(주)성음 841222-1, SEL-RG1453(1LP), 1989년 제작. 이는 1989년 4월 3~4일 오스트리아
AMADEO(폴리그램)에서 녹음, 제작된 음반을 라이선스로 수입하여 재발매한 것이다. 뒷표지
에 레드썬·사물놀이 구성원들 사진 수록. 레드썬·사물놀이 구성원들의 사진과 약력, 해설
(글:Harry

Lachner)이

실린

총

4쪽짜리

인쇄물

별첨

내장.

공윤위

심의번

3.MORE

THAN

TIME(PU-CHONG)

(SCHE

호:8910-L7137~L7146, 문공부 허가번호:89-869.
SIDE

ONE)

1.SPIRIT

WARRIORS(PUSCHNIG/SHARROCK)(4:35)

EVER(TRAD./PUSCHNIG/SHARROCK)(9:34)

5.PLACES

IN

RER/CHOI/TACUMA/KANG)(2:21
SIDE

TWO)

1.GOLDEN

BIRD(PUSCHNIG/SHARROCK/TRAD.)(10:15)

3.NO

SECRETS(TRAD./SAMUL NORI/PUSCHNIG)(10:13)

5) 카세트테입(MC)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카세트테입(MC) 관리번호 MIMC-0346
록 그룹 ‘신중현과 뮤직파워’ 1980년대 초반 TV방송 녹음
노래:신중현·박인수·박점미 외.
앞면) 궁초댕기, 신고산타령, 도라지타령, 밀양아리랑, 어랑타령, 이야홍타령, 장타령, 천안
삼거리, 흥타령, 도라지타령 외.
뒷면) 천안삼거리, 방아타령, 산염불, 자진염불, 흥타령 외.

6) 비디오테입(VHS)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비디오테입(VHS) 관리번호 MIVHS-0710
영화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초판)
비젼비디오프로덕션

제작(1VHS),

문공부

등록번호

제118호,

공윤심의필

심의번

호:8907-V220, 1980년대 중반 촬영, 1987년 작품 공식 발표, 1989년 8월 21일 본 비디오
제작, 90분 수록, 연소자 관람불가.
무속인 특별출연:우옥주 외(내림굿 수록), 국악가요 노래:김명곤·모보경, 판소리:최승희의 창
으로 추정됨, 대금 등 국악기를 쓴 배경음악(신작국악):연주자·작곡자 미상. 제작사:판영화㈜,
출연:이보희 김명곤 고설봉 추석양 유순 권순철 김대환 이은영 김선애 임귀련 권용운 임용규
조선묵 노인령 최경아 원미선 박용수 김세창 오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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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제작자:이장호, 원작·주제가 작곡:이제하, 음악 담당:이종구, 기획:이명원/이은수, 촬영:
박승배, 조명:김강일, 편집:현동춘, 미술:신철/왕숙영, 음향:김병수/양대호, 조감독:유혁주/신영
희, 스틸:윤진호, 현상:세방현상소, 색보정:한광동, 마케팅(홍보):장미옥, 연출부:원조왕/이규환/
하흥, 제작부:최병철/김차곤, 촬영팀:조동관/김현수/우승룡/유재형, 특수촬영:윤종두, 조명팀:
박현원/김영규/염효상, 기타스탭:오승환/김옥순/이재경/김세창.

7) 컴팩트디스크(CD)
○ 국악음반박물관 소장 컴팩트디스크(CD) 관리번호 MICD-0629
민속악과 째즈
색소폰:길옥윤, 봉고:유복성, 대금:이생강, 장고:이성진.
오아시스레코드사 ORC-1043(1CD), 1989년 녹음 제작. 총 51분 41초 수록. 앞표지 왼쪽부
터 차례로 길옥윤(색소폰)과 이생강(대금)의 연주 장면 사진 수록.
1.대금과 봉고(25:36)(8601-G5) 2.사물과 색소폰(24:17)(8601-G5)
○ MICD-1846
가요 속의 피리 가락
피리:박범훈, 가야금·아쟁·해금·철가야금:백인영, 꽹과리·장고:장덕화, 징·대금:정철수, 아코디
언:정주희, 기타:이유신, 베이스:이수용, 드럼:유영수.
(주)신라음반 SUC-1793(1CD), 1979년 녹음, 2000년 제작. 총 47분 20초 수록. 수록곡 가
사 등이 실려있는 총 4쪽짜리 인쇄물 내장.
1.처녀 농군(이철혁 작곡) 2.갈대의 순정(오민우 작곡) 3.돌아와요 부산항에(황선우 작곡) 4.
잘있어요(김영광 작곡) 5.연화(김학송 작곡) 6.꽃길(정주희 작곡) 7.창부타령(민요) 8.사랑은 눈
물의 씨앗(김영광 작곡) 9.엽서 한장(마상원 작곡) 10.무정한 그사람(송운선 작곡) 11.방울새
(정주희 작곡) 12.강촌에 살고 싶네(김학송 작곡) 13.내 곁에 있어주(김영광 작곡) 14.돌아올
수 있다면(이현진 작곡) 15.날 오라네(민요) 16.서산 갯마을(김학송 작곡)

4. 명창 고음원·대중음악 자료·실크로드 음악에서 찾아보는 판소리의
나아갈 길
특정 음악 분야의 자료를 많이 다루고 들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관련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
다. 자료가 중요한 시대인데 여러 음악 자료 중에서도 음악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음반이
분석, 연구 대상으로 제일 적합하다고 하겠다.
지나온 한국 음악 역사, 음반과 같은 실증 자료를 필자가 수집, 관찰하고 이를 복각하여 새
매체의 음반으로 제작하고 사라진 음악들을 음원을 통해서 복원 공연을 기획하고 연구하며 느
낀 점과 생각들을 여기 정리하여 본고의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과거 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흔적 기록들이 미래 한국 음악의 밑거름으로 승화되길 기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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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음이다. 국악의 여러 장르 가운데 특히 한국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세계 무형문화유산 걸
작인 판소리 분야의 시대성과 생존 전략에 대해 본고를 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았
으면 하는 마음이다.
필자가 운영하는 국악음반박물관이라는 명칭에서 국악은 나라 음악을 의미한다. 그래서 통
상 전통음악을 의미하는 국악뿐 아니라 한국대중음악, 세계 각국 민속음악까지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 연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핵심에 두고 모으고 연구, 관리하는 분야는 한국전통
음악이다. 그러한 연관성으로 전성기 명창 고음원·대중음악 자료·실크로드 음악에서 찾아보는
판소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판소리에서 중요하게 부각된 내용은 소외계층의 열악한 삶이다. 언론이 못본 척하는 것, 지
배계층이 억누르고 외면하는 것을 그 옛날 명창들은 외쳤다. 마이크, 스피커가 없었으니 산에
서 목소리를 연마해 증폭시켜서 통성으로 목놓아 소리쳤다. 권력자의 부정부패(춘향가), 시각
장애·인신 매매(심청가), 전쟁의 희생양 민중(적벽가), 속여서 빼앗으려는 신체 장기(수궁가),
매값 금전 거래·서민의 가난(흥보가) 등.
왕 앞에서도 당당히 호령조로 부른 판소리 명창의 기개, 그리고 무능한 탐관오리를 꾸짖는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귀담아 듣고 소리광대에게 벼슬까지 내린 최고권력자의 겸허함과 포용
력. 이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판소리 문화가 지닌 가장 돋보이는 점이다.
기계 의존, 공해로 사람 몸 감각이 1세기만에 50% 이상 줄었다. 산조, 판소리는 녹음기 등
장 후 자유분방한 즉흥성을 잃었다. 향후 기계를 활용한 국악 공연이 늘어날 것이다. 부채 발
림 대신 스위치 누르면 펴지는 제비 날개, 와이어를 이용한 공중비행, 추임새 기계 등.
정통 완창 판소리의 전승도 중요하고 더불어 판소리 분야에 앞으로 짧고 다양한 새로운 소
리들이 많이 작곡되고 널리 불려져야 하겠다. 또 판소리 활성화, 시대성 반영, 대중화를 위해
국악뿐 아니라 대중음악, 세계민속음악에 대한 관심과 연구, 응용도 필요하다.
새 이야기, 긴 소리 창작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역사와 음반 등의 실증 자료가 말해 주는 교
훈상으로 보면 국악, 대중음악, 실크로드 음악 등 국내외 기존의 명곡을 편곡한 짧은 노래, 쉬
운 가사의 단가를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
권삼득, 고수관 등의 초기 명창들도 당시 기존의 명곡들을 응용하여 작편곡하고 판소리화
한 것이 대부분이다. 근현대 대중음악 분야에서 신중현의 경우 어려운 말이 아닌 흔하고 쉬운
단어를 가지고 독창적인 아름다운 음악 언어로 표현하여 음악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대중음
악 작곡가로 꼽힌다.
판소리에서는 득음이 일단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옛 소리를 열심히 되풀이하여 득음
한 후라면 다양한 성음 구사, 변화무쌍한 발성과 즉흥 작편곡이 자연스레 가능해지고 새로운
이야기에 관한 신작도 훌륭한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서양 클래식, 팝송의 창작 방식은 작곡자가 한 곡씩 새로 악보에 기록하며 만들어내는 음악
이다. 반면에 판소리의 경우는 명창들이 악보에 기록하지 않고 구전심수로 제자에게 전하고
완전히 정형화된 곡이 아니라 상황과 기분,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같은 곡을 얼마든지 여러 가
지로 변화무쌍하게 즉흥 작편곡을 해서 부르는 데 묘미가 있다.
이동백 명창이 <새타령>을 세 번, 송만갑 명창이 <진국명산>을 세 번 녹음하였는데 같은
사람이 같은 곡을 불렀는데도 모두 완연히 다르게 취입되었고 어느 하나 모자람 없이 모두 최
고 수준의 예술성이 담겨있다. 이처럼 예측불허, 뜻밖의 신선한 걸작을 만날 수 있다는 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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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바로 판소리 분야의 뛰어난 창작성, 독특함, 멋스러운 위대함이라 하겠다.
작곡자와 가수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1인이 작편곡과 노래를 겸하고 있어서 현장성과 즉흥
성, 새로운 창작물의 빠른 전달과 호소력이 여타 서양 성악보다 뛰어나다. 반주 또한 오케스
트라, 밴드 형식처럼 많은 악사가 동원되지 않고 북 반주자 한 사람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는 공연장 이동시, 무대 세팅시 간편하게 동행하고 속히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된다.
그리고 많은 악기로 반주되는 것보다 단촐한 타악기 하나로만 반주되기 때문에 성악 자체에
훨씬 몰입이 잘 된다.
그래서 득음 단계에 이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득음을 하게 되면 그 명창은 따로 악기
를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어디에서든 소리판을 수월하게 열 수 있고 작곡자한테 따로 악보를
받지 않아도 판소리의 어떤 곡이든 즉흥적으로 자유분방하고 다양하게 소리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 멀리까지 관중의 귀에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통성을 발휘할 수 있기에 어떤 성악 예술
보다 표현의 자유로움, 다양성을 부르는 이나 듣는 이 모두 만끽할 수가 있다.
옛 판소리 대가들은 일생 3분짜리 한 곡도 별도로 이름 붙여 발표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기존의 곡 하나라도 누구보다 월등히 잘 부르는 자신만의 개성이 충만한 자신의 대표곡이 중
요했다. 임방울 하면 <쑥대머리>가 바로 연상되듯이. 여러 명창들의 대표곡들이 모이고 수 백
년 여러 사람이 다듬어 지금의 긴 판소리로 완성되었다고 하겠다.
철저히 예술성에 치중한 고차원적인 판소리도 중요하나 대중의 관점에서 호기심을 불러 일
으킬 만한 요소들을 국악, 대중음악, 한국과 관련있는 실크로드 음악 명곡에서 찾아내 초기
명창들처럼 판소리화 하고 대중화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06년 대중음악 그룹 ‘거북이’의 <사계> 공연 사례를 보면 3분 30초 정도에 국·영어 가사,
청순 발라드, 샤우트 속사포 랩, 현란한 춤, 넓고 화려한 무대와 조명, 관중의 뜨거운 박수 호
응과 추임새 등 지루할 틈 없이 몇 초 간격으로 참신한 소재들이 융단 폭격되다시피 한다. 판
소리로 보면 자유분방한 호걸제, 고풍스러운 중고제, 기세등등한 헤비메틀 같은 동편제, 서정
적인 발라드 같은 서편제가 다 동원된 것이다.
판소리의 경우도 구한말부터 한 면에 3분 담기는 유성기음반이 보급되고 일제 때 판소리
눈대목이 라디오에서 짧게 방송되면서 3~6분 정도짜리 곡들이 성행했다. 그래서 완창 판소리
가 한때 소멸되는 위기에 처하는 부작용까지 있기도 했다.
과거 라디오나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장시간 접하던 삶의 방식이 오늘날 대다수 사람들이 바
쁘고 신경 쓸 일이 많은 스마트폰 시대로 바뀌면서 대중은 뉴스의 베스트 댓글에서 핵심만 확
인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래서 장시간 소요되는 완창 판소리도 문화 보존과 전승에서 중대하지만 이러한 시대 흐름
에 맞는 판소리 단가 개발 또한 중요하다 하겠다. 득음의 전제 조건 하에서 판소리 공연 양식
구성의 변화도 다양하게 시도되어야 하겠다. 판소리가 현대식 무대만이 아닌 대중의 일상 속
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다채로운 접근도 많이 개척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분야든 한 우물을 파야 한다고 하지만 1미터 지름 그대로 지구 반대편까지 한 구멍을
시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깊게 팔수록 땅 표면의 구멍 원형 지름은 넓어질 수밖
에 없다. 판소리를 대중화, 세계화 하기 위해선 불가피하게 대중음악, 한국과 관련이 깊은 실
크로드 음악 등 관련 분야를 넓게 연구, 응용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실크로드 민속음악 조사 기록, 연구시 현대 조명의 무대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스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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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안의 음악이 아닌 일상 삶 속에서 구현되는 생동감 있는 음악 현장 모습을 담으려고 노
력했다. 가정집, 음식점, 거리 등에서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저 음악이 좋아 자연스
레 흥얼거리고 마음에서 은연중 솟아 나온 음악들에 집중하였다. 낭만, 풍류가 흘러 넘치는
실크로드 지역의 풍요로운 감성을 동영상에 담았다. 돈 거래에 의한 음악 연주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대화하는 교감의 모습들을 기록하였다. 실생활에서 다소 멀어진 한국 전통음악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대중과 소통하고 일상의 풍류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실
크로드 지역 일상의 음악 문화 속에서 힌트를 얻고자 하였다.
자원은 부족하고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 이제 드넓은 세상으로 많이 나
가 활발하게 활동해야 된다고 본다. 특히 한류 중에서 아직 가장 안알려졌지만 세계 문화계에
서 앞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국악은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성기 명창 고음원, 오늘날의 한국 대중음악, 실크로드 민속음악의 비교 연구와 상호 응용
을 통해 향후 판소리가 나아갈 길을 새롭게 모색해 볼 수 있다. 국적, 음악 장르 소속을 벗어
나 마음과 귀를 열고 서로 관련이 있으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실크로드 민속음악 기록화 작업에서 가장 부럽고 감명 깊었던 점은 고유의 전래음악을 일상
에서 남녀노소가 서로 이질감 없이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통음악이 현대음악으
로 자연스레 이어지고 재창조되고 대중에게 새로 만들어진 민족음악 또한 유행되고 공감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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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과 대중음악의 만남 흔적들
(구한말-1980년대)”에 대한 논평 및 질의

이 진 원(한국예술종합학교)

본 발표문은 1880년대부터 10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외래 음악과 전통음악의 만남
과 관련된 간략한 사적 검토를 비롯하여, 그와 관련된 음향 자료, 그리고 덧붙여 기고자가 판
소리의 생존 전략을 대중음악 등과의 만남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제안까지 담아내고 있다.
따라서 본 발표문은 앞으로 국악과 대중음악과의 융합과 관련된 연구에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
하여 해당 분야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발표로 몇 가지 함께 고민해야할 부분이 보인다. 이러한 점으로는 먼저 창작 음악에 대
한 분류를 들 수 있다. 본문에서 창작 국악을 국악어법을 토대로 창작한 경우, 기존의 국악을
연주방법에 있어 다르게 편곡되어 연주하는 경우, 국악과 양악이 섞여 작곡된 경우가 있다고
했다. 헌데 창작 국악의 분류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무엇이 창작 국악인지 학자 마다 다른 견
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창작 국악이라고 하는 일부 곡들은 한국인이 만들고, 한국인
이 연주하지만 그 음악 양식이 외래 음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창작 국악이
라고 해야 할 지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국악 분야에서의 대중음악과의 접목에 대한 것이다. 대중가요 작곡 및 가수들이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국악과의 접목에 대한 정리는 본 발표문의 미적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대중가요에 대한 전통음악의 수용 부분은 이러한 정리를 통해 앞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전통음악계에 속해있는 작곡 및 연주자들의
대중음악적 접근에 대해서는 본 발표문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완벽한 정리를 위해서라
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 2007년 경기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 판굿으로 <전통
음악과 대중음악의 만남과 소통, 그리고 난장>이 개최되었는데, 이영미, 윤중강, 이소영, 장유
정, 김병오, 박애경, 김태균 등이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발표문이 더 보충되었으면 좋을 듯하다.
세번째는 제시된 음향 자료에 대한 것이다. 8쪽 목록에 제시된 <시드른방초>나 <이풍진세
상을>을 넣은 것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이 경우는 외래 음악을 권번의 기녀가 가창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더 많은 음반들을 넣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이병우의
경우 기타와 첼로와 함께 단소로 많은 전통음악을 연주하였다. 여기에 제시된 음반 외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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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음반 자료가 있으니 추가하였으면 한다. 바람이 있다면 1980년대 이후의 만남 상황도
계속적인 연구를 진행하였으면 한다.
마지막으로는 판소리 외에 기타 국악 분야에서 대중음악의 만남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좋을
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4장 ‘명창 고음원·대중음악 자료·실크로드 음악에서 찾아보는
판소리의 나아갈 길’에서 제시한 판소리 이외에 기타 장르에서의 모색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

- 106 -

K-Pop의 정체성 창출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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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봉

재

(동아대학교)

Ⅰ. 서론

K-Pop은 세계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문화 상품 역할을 하고 있다. K-Pop은 젊은이들의 관
심과 가치를 수용하고 그들의 욕구와 끼를 발산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대중음악
의 최종 목표는 대중의 관심을 표현하고 반영하여 인기를 얻는 것이다.
대중문화 비평가들은 “시장을 지배하는 자가 의미를 지배한다.”고 주장한다.1) 기업의 상업
적 이해관계는 예술성과 상업화의 결합에서 지배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대중음악 사업에서
‘효율성 있는 이윤 획득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거나 청중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
존의 수요와 청중의 만족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 추구는 음악의 문화적 중요
성을 결정하지 않는다.2) 그러므로 K-Pop의 정체성이나 문화적 의미에 관한 창출을 기업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는 K-Pop에서 문화적 의미가 담긴 정체성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연구
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한다.
대중음악은 그 음악의 질에 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대중의 사랑을 받아 왔다. 그것
은 대중음악이 대중이 추구하는 보편적 정서인 ‘오락’(재미)과 ‘쾌락(’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며 ‘청년 문화의 중심 활동’3)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팝의 한 형태인 K-Pop 댄스뮤직은 세계 젊은이들에게 거부감 없이 수용되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로 인한 독창성의 결여가 K-Pop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했다는 비난도
함께 받는다.4)

1) 사이먼 프리스, 권영성․ 김공수 역,『록 음악의 사회학: 사운드의 힘』, (한나래, 1996), 95쪽.
2) 대중음악 사업의 기본 규칙이 ‘음악을 구매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사이먼 프리
스, 같은 책, 98-100쪽.
3) 사이먼 프리스, 같은 책, 258쪽.
4) Cho Hae-Joang, "Reading the 'Korean Wave' as a Sign of Global Shift", (Korean journal,
winter 2005),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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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요소가 국가 이미지 구성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볼 때, K-Pop이 세계적 보편성뿐만
아니라 독창적인 음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체성의 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중음악으
로써 독창성 또는 정체성을 가진 대표적인 혼종 음악의 혼합 사례와 인기 요인을 살펴보고
K-Pop에 한국의 혼종 정체성을 담을 방안을 제시해 본다.

Ⅱ. 혼종성과 정체성의 예시: 아프리카
아프리카 본토에서 발전한 새로운 음악 형태는 서구 음악을 경험하고서 아프리카로 다시 돌
아온 해방된 노예들과 그 이전에 있었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토착 음악과 혼합된 것이다.
아프리카의 토착 음악이 서구화되면서 복합 리듬계의 중요성은 약화되었다.
아프리카의 대중음악(월드뮤직)은 비록 서구화로 복합(다중) 리듬의 기능이 약화 되었으나
북의 리듬은 여전히 인간의 원시적 본능을 일깨운다. 이것이 지구촌 도시인에게 향수를 불러
일으켜 호소력을 높이는 것이며, 유럽의 여러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그들의 전통음악에 현대
적 감성을 혼합하여 유럽 음반 시장을 장악한 아프리카 대중음악은 한국 전통음악의 대중화에
참고할 만하다.5)
매뉴얼(P. Manuel)은 이 과정을 ‘서구 음악의 아프리카화가 아니라 아프리카 음악의 서구
화’로 간주하면서 “그 점에서, 타악기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멋진 미학이 만연한다”.6)
라고 말한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록의 요소는 무분별하게 수입되지는 않았으며, 아프리카의 대중음악은
미국 록(팝) 음악의 아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비록 혼종 음악이지만, 이처럼 자국만의 독
특한 개성을 살린 아프리카의 대중음악에 애청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전통적인 아프리카 음악은 복잡한 다중리듬과 층으로 된 당김음이 특징이다. 서구인의 청각
으로 아프리카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의 결과는 종종 “혼미 또는 방향감각 상실”7)로 나타난
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청각으로 신명 나는 우리의 전통음악인 <사물놀이>를 들을 때도 같
은 느낌일 것이다.
아프리카 대중음악의 성공은 서구음악 요소의 광범위한 결합을 제외하고, 그 첫 번째가 리
듬의 단순화에 있었다. 이에 대해 매뉴얼은 “피진어(pidgin languages)8)의 형성 과정과 유사
한 그것은 조어(parent languages)9)의 요소가 혼합되는 과정에서 단순화된 것”10)과 같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합할 때, 혼합되기 어려운 요소들이 자연히 탈락하거나
5) 아프리카의 전통음악은 구조(다중 리듬)와 형식(점진적 가속의 틀, 긴장과 이완, 음양의 조화, 등) 그
리고 연주 방법(타악기) 및 선율 생성 방법(리듬 기준) 등은 사물놀이와 거의 흡사하다.
6) P. Manuel, Popular Musics of the Non-Western World: An Introductory Survey, (N/Y:
Oxford University Press, Inc. 1990), 88쪽.
7) M. Hart, Drumming at the Edge of Magic, (New York: Harpercollins Publishers, 1990), 197
쪽.
8) 어떤 언어의, 특히 영어・포르투갈어・네덜란드어의, 제한된 어휘들이 토착 언어 어휘들과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순한 형태의 혼성어.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필요에 의해서 형성되었
다.
9) 조상의 언어(祖語).
10) P. Manuel, 같은 책,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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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어 사용하기 쉽게 단순화되는 것을 말한다.

1. 신-전통음악: 크판로고(Kpanlogo)11)
가나의 하이라이프(Highlife)12)는 아프리카 전통음악의 리듬과 선율적 요소를 단순화한 음악
적 피진(pidgin)이다. 하이라이프의 하위 장르인 크판로고의 경우는 로큰롤(Rock & Roll)을
통해 젊은이들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창출해낸 결과이다. 옛 방식의 음악을 좋아하
지 않았던 젊은이들은 스스로 새로운 유형의 음악을 창조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했다 해도, 그것은 분명히 옛 형태들을 개조한 것이었다.13)*
그것은 로큰롤이 가(Gha) 부족 젊은이들을 열광시켰으며, 로큰롤의 댄스 스텝은 곧 그들에
의해 크판로고 춤과 혼합되어 세계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신-전통음악’이라 불리는 크판로
고는 전통음악과 대중음악을 넘나드는 형태이며, ‘혼종 음악’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새 생
활로 진입하는 방법인 현대화의 한 형태였다.
이런 새로운 문화적 표현 형식(크판로고)의 발명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가 부족 젊은이
들 역시 로큰롤 댄스클럽의 열광적인 팬이었다.14)* 크판로고는 가나의 젊은이들이 상업적 의
도와는 관계없이 단지 유행에 따른 그들의 반응 방식을 보여준 것으로 서구의 영향을 현명하
게 받아들여 그들 스스로 자국의 정체성을 창출해낸 결과이다.
[악보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층 구조를 이룬 크판로고의 리듬은 두 개의 금속성 악기와
세 개의 북으로 구성된다. 설명해 보면, 타임라인(Ngongo/bell)은 선율과 춤을 유도하며 음악
의 핵심 역할을 한다. 딸랑이(Axatse/rattle)는 주술적인 느낌으로 일정한 리듬 패턴을 연주한
다. 제1북(Apentemma)은 규칙적인 엇박자를 연주하고 나머지 두 북(Lolomi & Kpanlogo)은
서로 다른 정박자 리듬을 지속해서 연주한다. 제2북(Lolomi)은

크판로고 연주를 이끄는 중심

적인 리듬 패턴을 명백히 드러낸다. 제3북 크판로고는 정박자 리듬을 연주하면서 또 다른 북
(lead drumer)의 즉흥 연주에 리듬의 변화로 응답한다.
11) 서구에도 잘 알려진 크판로고 춤은 크판로고 음악에 맞춰 춤추기 때문에 음악이 특히 중요하다. 크
판로고와 로큰롤 발동작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크판로고 춤은 소위 ‘골반 움직임’과 곡예 동작을 더
한 것으로 단시일에 인기를 얻었으며 ‘신-전통’이라는 신조어를 가진 음악으로 전통음악에 식상한 젊
은 도시 가나인들을 고취했다. 크판로고가 젊은이들을 결속시킨 이유는 ‘취향의 공유’로서 이 음악과
춤이 그들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S. Rentink, "Kpanlogo: Conplict,
Identity Crisis, and Enjoyment in a Ga Drun Dance", University of Amsterdam,
Department of Musicology, fieldwork in Ghana: Jun 2001- July 2003, 10, 67쪽.
12) 하이라이프는 식민기간 서아프리카에 유럽 문화변용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혼종 음악이다. 하이
라이프는 서구와 토착 음악의 두 요소를 전통음악체계로 나타내는 지속성을 유기적인 새 스타일로 통
합하는 혼합주의 형태이다. 이봉재, “아프리카 음악의 원천과 혼종성”, 『음악과 문화』, 제25호, 2011,
189쪽.
13) S. Rentink, 같은 글, 24쪽. * 크판로고는 아프로 쿠바 음악의 영향을 받아 클라베 리듬을 바탕으로
선율을 생성하고 그 리듬에 맞춰 춤춘다. 화성은 서구식 화성으로 진행되며, 가사는 영어와 피진어
또는 토착어를 번갈아 사용한다. 현대화된 리듬은 처음에는 2/4박자였으나, 세계화된 이후 4/4박자를
사용한다. K. Zabana, Kpanlogo: African Drun Music, Afram Publications (Ghana) Ltd. 1997,
악보 참조.
14) S. Rentink, 같은 글, 10쪽. 로큰롤은 춤에 있어서 세대 간의 차이를 의미했다. 춤추기는 젊은이들
사이에 보편적 기술이었으며 특별한 호소력을 지녔다. 그 당시 로큰롤은 가나 젊은이들의 오락을 지
배했으며, 그들의 사회생활은 춤추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젊은이들은 대부분 문화와 관련된 음
악보다 모든 팝 음악에 더 관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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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크판로고15)의 다중리듬

2. 크판로고의 선율과 춤
[악보 2] 타임라인(Ngongo)

아프리카의 전통 리듬은 다중리듬이며, 그 북의 비트(beat)는 춤출 수 있는 리듬을 제공한
다. 춤은 무의식적이고 자발적이며, ‘몸으로 느끼는 희열’은 묘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카타르
시스(chatarsis)가 있다. 타임라인에서 엇박자를 강조하는 봄보는 아프리카 스타일의 독특한
몸동작과 선율을 유도한다. 춤은 오락성을 띤 대중문화에서 10대 문화의 주된 구성체16)이며
애호가를 양산하는 주요소이다. 그리고 음악과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창조물이다.
[악보 2]를 설명해 보면, 2/4박자 타임라인은 쿠바의 3-2 손 클라베의 옛 형태이다. 클라베
의 핵심17)은 봄보(bombo)와 폰체(ponche)의 기능에 있다. 이 두 기능으로 선율과 춤이 유도
된다. [악보 2]의 첫 번째 마디(three side) 선율은 긴장을 유도하는 봄보(엇박자)와 이완을 유
도하는 폰체(정박자)에 정확히 맞추고 있다. 두 번째 마디(two side)로 오면서 두 번의 정박자
가 긴장을 완전히 이완시키는 두 마디 속 긴장과 이완의 연속된 대립 구도에 선율을 맞추고
있다. 크판로고 춤은 리듬의 정박자에 발(step)을 맞추고 엇박자에 체중을 싣는 동작에서 그들
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구전 전통문화를 가진 아프리카의 전통리듬은 마디의 개념이 희박하며 복합 박자와 다중리

15) 크판로고 북은 제례의식과 오락음악에 사용되는 중간 북으로 분류한다.
16) 사이먼 프리스, 같은 책, 274쪽.
17) 각주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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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을 사용하고, 리듬을 바탕으로 선율을 생성한다. 또, 악보 대신 구음(口音)을 사용하는 등,
여러 면에서 신명 나는 한국의 전통 리듬과 매우 유사하다.18) 젊은이들에 의해 탄생한 댄스뮤
직인 크판로고의 사례처럼, K-Pop에서 ‘한국의 신-전통음악’이 창조되기를 기대한다.

Ⅲ. 전통음악의 대중화: 월드뮤직과 K-Pop
현대적 감각을 지닌 대부분 젊은이는 전통음악을 구시대적인 것으로 보며 별다른 관심을 보
이지 않는다.19) 더욱이 한국 전통음악의 주요 요소인 ‘장단(리듬)’20)은 너무 복잡하여 일반 대
중은 이해하기 어렵다. 대중은 음악을 즐길 뿐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21) 대중의 이러한 성
향 때문에 전통음악의 대중화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음악과 서구음악의 혼합을 시도한 한국의 월드뮤직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
낸다. “한국음악 샘플이 대다수 미국풍의 팝 음악이며, 퓨전국악이란 음반에도 탱고나 재즈,
보사노바 같은 음악들이 리메이크되어 있다.”22)라는 등의 해외 전문가들의 비판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전통음악에 관련한 연구들23)은 전통음악의 세계화, 또는 대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원
론적인 주장을 할 뿐, 기술적인 부분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적절한 예를 제시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18) 금속성 악기와 북의 조화, 긴장과 이완, 악기(소리)의 암수 구별, 등 여러 면에서 <사물놀이>와 유사
하다. 각주 5) 참조.
19) P. Manuel, 같은 책, 91쪽.
20) 10/8(머리 장단), 11/8(변형 장단), 12/8(마당 삼채) 등 이런 장단들의 특성을 살리고 단순화하기 위
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12/8(자진모리), 6/8, 5/8(길군악 7채) 등은 4/4박자로
단순화하여 대중음악, 퓨전 국악 등에 적용하기 쉽다.
21) 살사의 다국적 운동의 일환으로 라틴인의 전 민족음악을 공급하는 시도로서 청중에게 클라베 박수를
유도한 것은 정말로 자발적이거나, 거의 참여적이 아니므로 이런 운동은 계속되지 못했다. 또, 그 청
중들이 남미에서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카리브 해 음악에 익숙하지 못함이 분명할 때 이러한 노력
은 성공할 수 없다. R. A. Fernandez. From Afro-Cuban Rhythms to Latin Jazz,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17쪽.
22) 인터넷 한국일보, “한국음악, 월드뮤직으로 성공하려면”, 2010. 3. 25, 4쪽 재인용.
23) 김혜련은 전통의 생명력이란 일상의 활용으로부터 생긴다. 종교적 편견을 완화하고 우리의 문화유산
으로서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제
시하였다. “영산재의 대중화 및 세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동국대학교, 2013); 김은주
는 한국의 전통예술은 다른 장르에 비해 저변이 약하고 수요가 적기 때문에 민족 문화의 세계화를 위
한 준비로서 전통예술 전용 공연장이 필요하며 월드뮤직, 세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 음악, 우리
문화로서의 전통예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통예술 전용 공연장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 소형 전용 공연장을 중심으로”, 예술전문사과정(한국예술종합학교, 2011); 박
지현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금’ 지도 시 여러 장르의 연주곡을 통해 음악에 대한 시야를 넓혀야
국악을 대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초등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국악 대중화를 위한
소금 지도 곡 연구”, 석사학위논문(중앙대학교, 2014); 서주희는 전통음악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방송
의 중요성을 고찰하여 한국방송에서 전통음악 프로그램이 개선해야 할 방안을 연구하고자 했다. “방
송의 전통음악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연구: 전통음악 프로그램 제작자와 전통음악 관련 종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2011); 정용관은 우리의 전통 무형문화에 대한 경시 풍
조가 여전하다. 디지털 전통음악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유통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에
대한 적극적 발굴, 관련 인적 자원 개발 및 국악 디지털 보관소의 설립 등 제반 여건 강화를 토대로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화를 추구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전통음악 중심”, 석사학위논문(숭실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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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대중화에 대한 하나의 견해로서 어떤 이유로든 “인기 없는 음악은 대중의 의식에 들
어가지 못한다(S. Frith).”24), “월드뮤직은 대중음악으로서 재포장되고 상품화된 전통음악이다
(P. Vohlman).”25)라는 주장은 의미가 깊다.
평가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상 전통음악이 대중화된 적은 없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전통음악을 대중음악화한 ‘월드뮤직’일 것이다. 대중적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해석은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것26)을 의미한다.
K-Pop에서 세계인의 호응을 받는 다양한 독창성과 한국의 정체성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장
르를 세분화하고, 세분된 모든 음악에 기존의 팝 지향적인 방법27), 월드뮤직화하는 방법28) 그
리고 연주자들의 기량과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연주 지향적인 접근 방법29) 등 해당 음악의
특성에 맞게 다각적으로 응용 ․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음악과 타 장르의 적절한
혼합, 전통음악의 일부 요소를 대중음악화하고 장르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관련된 학
문적 고찰과 전문적인 현장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1. 전통리듬의 서구화(단순화)30): <사물놀이>
한국 전통음악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사물놀이>는 다층 구조를 이룬 4개의 리듬과 다양한
박자들(5/8, 6/8, 10/8, 12/8, 4/4 박자 등)로 구성된다. 사물놀이는 이런 리듬과 박자들로
전개되는 점진적 가속의 틀과 긴장과 이완의 원리 그리고 음양 조화의 원리31)로 흥겨운 음악
을 생산한다.
이런 음악에 적용된 복합리듬을 현대화하고 단순화하는 작업은 정체성과 대중성을 함께 창
출해 내기 위함이다. <사물놀이>에 적용된 다양한 박자들의 특성과 서구 악기와의 조화는 먼
저 이론을 체계화하고 그것을 실제 연주로 확인하는 끊임없는 시도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
다.
아래에 제시된 방법은 <사물놀이>의 모든 박자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론으로써 ‘길
군악 7채’를 예로 든 이유는 ‘길군악 7채’에 적용된 리듬들(5/8, 6/8박자)이 4/4박자와 호환
하기 쉽고 설명하기도 쉽지만, 무엇보다도 리듬의 형태가 댄스뮤직과 퓨전 국악 등으로 대중
화하기 쉽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32)
24)
25)
26)
27)

S. Frith, 권영성·김공수 옮김, 『록 음악의 사회학: 사운드의 힘』, (한나래, 1995), 95쪽.
P. V. Bohlman, World Mus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서문 4쪽.
이봉재,『아프로 쿠바 음악』, (예솔, 2012), 84쪽 재인용.
송고나 모잠비크 처럼 현대화한 전통 리듬을 팝 형식에 빌리는 것으로 전통음악이 가미된 월드뮤직
과는 차이가 있다.
28) 월드뮤직은 대중음악 스타일로서 낯설어서는 안 되는 반면, 그것은 전통적이며, 공동으로 연주된 노
래와 문화로 구성하는 춤과 음악이다. P. Manuel, 같은 책, 89쪽 참조.
29) 일레트로닉스와 라틴 음악 등은 댄스뮤직으로써 연주 위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쿠바는 일
반 대중의 취향을 고려하여 댄스뮤직을 감상 음악과 연주 음악으로 분리하여 발전시키고 있다. 이봉
재, 같은 책, 308쪽 참조.
30) Ⅲ-1은 이봉재, “K-Pop 댄스뮤직의 정체성을 위한 연구”, 『음․ 악․ 학』27호 (2014)에서 본 연구자의
글 일부를 인용했음을 밝힌다.
31) 김두익, 『풍물굿 연구』(지식산업사, 2010), 137쪽.
32) ‘길군악 7채’에 적용된 리듬들은 4/4 박자로의 전환과 호환뿐만 아니라 장식음이 없는 리듬 패턴이
서구식 리듬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서구식 리듬과 쉽게 혼합할 수 있다. 12/8 박자에 적용된
마당 삼채나 빠른 삼채 또는 느린 삼채와 길군악 신호 장단 등에 적용된 장식음들의 오묘한 뉘앙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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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악보 3]은 복합 리듬을 나타내는 <사물놀이> 길군악 7채 악보 일부이다.
[악보 3] 길군악 7채33)

혼종화의 과정에서 복잡하고 서로 호환되기 어려운 부분은 자연히 탈락되거나 제거하여 단
순화하는 것처럼, 사물놀이에 적용되는 다양한 박자 중에서 박자를 일부 생략하거나 추가하
면, 6/8, 4/4 또는 2/4 박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박자들은 4/4 박자로 전환하거나 호환할
수 있다. 또, 리듬의 변화를 최소화하거나 최대화할 수도 있다.
박자를 추가 또는 전환하여 4/4박자로 만들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아래 [악
보 4]의 4/4 박자(A)에 표시된 ∨는 추가한 박자를 표시한 것이며 6/8 박자(B)는 직접 4/4박
자로 전환한 예이다.
[악보 4] 박자의 전환과 호환

사물놀이에서 금속성 악기(징과 꽹과리)와 드럼(북과 장구)으로 구성된 다중리듬을 단순화하
기 위해서는 단일 리듬으로 전환해야 한다. [악보 4]에서 5/8 박자(A)와 6/8 박자(B)의 윗줄
부분, 즉 꽹과리와 드럼은 4/4 박자의 윗줄 부분에서는 금속성 악기(cymbals)와 북의 강세
(beat)로 조합한다. 아래 줄(징)은 심벌즈와 킥 드럼으로 조합한다. 이때 호환되기 어려운 부
분이나 복잡한 부분을 제거하거나, [악보 4]의 A처럼 박자가 부족한 경우 추가하는 것은 필수
대중음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통 리듬을 현대화한 대표적인 리듬들(송고, 보사노바 등)처럼 전통
리듬의 핵심요소(예: 클라베의 봄보)와 서구의 보통 박자(common time, 4/4)를 결합하여 단순화하
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3) 김두익, 같은 책, 133쪽 악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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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아래 [악보 5]는 첫 번째 마디(5/8 박자)인 다중리듬 A에 박자를 추가(∨)하여 단일 리듬
B(4/4 박자)로 전환한 예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악보 5] A의 첫 번째 박자, 징은 [악보 5] B에서는 킥 드럼과 심벌로, 꽹과리, 북, 장구가
모두 결합된 2~3번 박자 중 두 번째 박자는 강세(비트)로 나타낸다. 세 번째 박자는 강세가
약한 심벌과 킥 드럼으로 결합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구식 4/4 박자 리듬 형태의 일부를 도입
하여 단일 리듬으로 구성한 예이다.
[악보 5] 복합 리듬의 단일화

[악보 5] B의 리듬은 실험적이며 설명을 위한 본보기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예는 외국 음
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래에 제시된 음악은 자국의 전통리듬을 응용하여 서구 악기로 단
일화하고 4/4 박자를 바탕으로 선율을 생성한다. 이런 변화의 목적은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자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중남미, 특히 쿠바 음악의 전통 리듬은 12/8 또는 6/8 박자에서 박자가 제거되어 2/4 박자
로 변화하고 다시 4/4 박자가 되었다. 박자를 제거한 쿠바 전통 리듬 클라베(Clave)34)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6] 6/8 박자 (3-2) 손(Son) 클라베 리듬의 변화

34) 쿠바 대중음악의 기본 개념인 손 클라베(3-2)는 3음절로 된 첫 번째 마디를 쓰리 사이드(three
side), 2음절로 된 두 번째 마디를 투 사이드(two side)라고 한다. (3-2) 클라베는 쓰리 사이드의 두
번째 엇박자인 ‘봄보’(bombo)가 강조되면서 긴장감이 조성하고 세 번째 정박자인 '폰체'(ponche)가
긴장을 완화한다. 그리고 다음 마디의 투 사이드로 오면서 두 번의 정박자가 긴장을 이완시키는 두
마디 속 긴장과 이완의 연속된 대립 구도를 하고 있다. 이 리듬에 의해 선율이 생성되고 음악이 진행
되며, 춤 동작이 유도된다.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룸바 클라베는 쓰리 사이드인 폰체가 ‘엇박자’로 된
것 외는 기능이 모두 손 클라베와 같다. 이처럼 쿠바 음악에서 클라베는 대중음악에 적용하는 손 클
라베와 전통음악에 적용하는 룸바 클라베 두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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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6]의 B는 6/8 클라베 리듬의 첫 마디와 둘째 마디의 마지막 박자를 제거한 것이다.
A 리듬에 있는 ∨ 표시는 음이 제거될 부분을 표시한 것이며, 아래 B 리듬은 제거된 후의 악
보이다. ∨ 부분은 바로 앞 박자의 강세 때문에 강세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생략되었다.
[악보 7] 2/4 박자 (3-2) 손 클라베

6/8 박자에서 생략된 박자가 재차 수정되면서 2/4 박자로 변하게 되었다.
[악보 8] 4/4 박자 (3-2) 손 클라베

클라베 리듬은 2/4 박자에서 오늘날 4/4 박자로 표기가 변화되었다.35) 클라베 리듬은 다양
한 복합 리듬과 함께 연주된다. 그중에서 송고(Songo) 리듬과 모잠비크(Mozambique)36)는 전
통음악에 사용되는 룸바 클라베37)와 복합 리듬을 응용한 서구식 단일 리듬(드럼 세트)으로 개
발하여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38)
송고 리듬의 탄생 과정을 살펴보면, 전통리듬(와완코(Guaguancó), 모잠비크(mozambique)
등)39)의 앞 또는 뒤의 강세(accent)에 의해 상대적으로 약화된 부분을 모두 제거한 후, 금속
성 악기(timbales, bongo bell)는 드럼 세트의 심벌즈로 대체하고 클라베의 봄보(bombo) 음
과 북의 주요 부분(강세와 연결음)만으로 송고 리듬을 창조했다.
이 같은 방법은 사물놀이의 복합 리듬을 단순화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아래 [악보 9] A는
쿠바 전통 타악기로 구성된 송고의 복합 리듬이며 B는 서구식으로 단순화한 송고의 기본 리
듬을 차례로 기보한 것이다.
[악보 9] B는 클라베의 변형이다. (2-3) 룸바 클라베 리듬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전통적으

35) 오늘날 4/4박자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재즈나 인기 있는 대중음악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 4/4박
자는 기보하기 싶고 또 읽기 싶기 때문이다. R. Mauleon, Salsa Guidebook for Piano &
Ensemble, (Sher Music Co. 1993), 52쪽.
36) 모잠비크는 아프로 쿠바와 아프리카 전통 리듬(Abakwa, Yoruba, Congo 등)을 혼합한 현대식 단일
리듬이며, 페드로 이즈쿠에르도(P. Iaquierdo)에 의해 개발되었다. M. Berry & J. Gianni, The
Drummer' s Bible (Tucson, Seesharp, 2004), 19쪽.
37) 룸바 클라베와 손 클라베의 차이는 3음절(쓰리 사이드) 마디의 마지막 박자가 엇박자로 된 것이다
([악보 9] 참조).
38) 송고 리듬은 펑크, 록 같은 서구 음악의 영향과 모잠비크와 와완코에서 유래된 쿠바 전통리듬인 맘
보와 룸바의 혼합으로 이루어졌다. 이 리듬은 쿠바의 타악기 주자, 호세 “창귀토” 퀸타나(J.
“Changuito” Quintana)에 의해 드럼 세트로 개발되었다. J. Castellano, Drummers Collective
(New York: Carl Fisher, 2002), 27쪽.
39) 와완코는 룸바의 3가지(얌부, 와완코, 콜룸비아)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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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첫 번째 마디의 정박자로 긴장을 이완하고 두 번째 마디는 엇박자(bombo)로 긴장을 유
도해야 함에도, 첫 번째 마디의 두 번째 강세(beat)로 정박자를 강조할 뿐 나머지 부분은 모
두 엇박자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엇박자의 강조는 송고 음악을 더욱 강력한 댄스뮤직으로 변
모시켰다.

[악보 9] 송고의 다중리듬 A와 단일 리듬 B40)*

송고는 전통 리듬이 아니다. 전통 리듬의 형식을 응용한 현대식 리듬이다. 그럼에도, 송고는
여전히 전통 리듬, 클라베의 영향을 받는다. 클라베는 선율 생성과 춤, 그리고 각 악기의 리듬
패턴과 악곡 연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쿠바 음악의 근간이며, 정체성을 대변한다.41)
사물놀이의 리듬 또한, 한국 음악의 정체성을 대변한다. 한국 음악이 세계인들에게 음악적
으로, 문화적으로 낯설지 않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전통 리듬의 현대화와 단일 리듬으로 전환
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체성을 가진 한국 전통 리듬을 대중음악에서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음
악을 기대하는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게 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Ⅲ장에 제시된 기술적인 요소들은 적용 방법에 따라 음악의 장르나 스타일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한국 전통음악의 리듬은 K-Pop에서 정체성을 창출할 개성 있는 음악 콘텐츠로 활용
가치가 높은 중요한 음악 재료이다. 따라서 K-Pop에서 정체성 있는 음악콘텐츠의 생산은 기
술적 요소의 개발과 함께 개발된 기술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창의적 발상에 달려 있다.

2. 서구화된 전통리듬의 적용
<사물놀이>의 리듬은 서구의 리듬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구의 리듬은 주로 4/4박자를

40) J. Castellano, 같은 책, 27쪽 악보 참조. * 클라베는 (3-2)를 (2-3)으로 순서를 바꾸기도 한다. 이
것을 리버스 클라베(reverse clave)라고 하며, 역순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41) 이봉재, 같은 책, 149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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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하고 2의 배수(2분 박)로 박자를 분할하는 2배수 음표(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등)를
사용한다. 속도(tempo)는 인간의 심장 박동(이하 심박)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한국의 장단
은 한 호흡(한숨)을 일정 박으로 하는 3분 박을 기본으로 하며”42) 수시로 변화하는 박자와 장
식음이 달린 복합리듬을 사용하기도 한다.
2분 박과 심박을 기준으로 하는 음악적 율동(선율, 리듬 그리고 춤)은 보편적이고 직선적(합
리적)이라면, 3분 박과 호흡을 기준으로 하는 음악적 율동은 독특하며 곡선적(비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리듬은 춤 동작과 선율을 결정하는 주요소이며, 리듬의 형태에 따라 춤 동작과 음악의 분위
기(장르)는 달라진다. 따라서 서구 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의 적절한 조화로 세계인을 매료시킬
독창적인 음악의 핵심은 리듬에 있다.
[악보 10]43)*

[악보 11]44)*

42) 송세영, “호홉과 움직임에 의한 사물놀이 삼도 풍물 분석 연구”, 춘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5, 27쪽.
43) J. Castellano, 같은 책, 27, 29쪽 악보 참조. * [악보 10]에 보이는 송고와 모잠비크의 리듬 형태는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도 송고는 라틴음악에서 강력한 댄스뮤직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모잠비크는 좀
더 부드럽고 경쾌한 팝음악에도 나타난다. 여기서 베이스는 풍성한 사운드를 만드는 역할뿐만 아니라
킥 드럼의 울림음(open tone)을 보완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참고 곡 Los Van
Van <Me Mantengo(songo)>, Simon & Garfunkel <Late in the evening(mozambique)> 등.
44) J. Castellano, 같은 책, 43, 46쪽 악보 참조. * 삼바는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의 고된 삶을 다룬 카니
발 댄스 뮤직이다. 반면, 삼바의 전통 리듬과 미국 재즈의 선율적 화성 구조를 혼합한 보사노바는 좀
더 느리고, 더 이완된 속도로 연주하는 감상 음악이다. 보사노바는 1950년대 3명의 초기 브라질 드럼
셋 연주자(Edison Machado, Milton Banana, Dom Um Romao)들이 리듬 연주 방식을 확립했다.
현대화된 삼바리듬과 그 리듬을 응용한 보사노바 리듬의 유일한 차이는 보사노바의 둘째 마디 첫 번
째 박자(cross-stick)를 제거한 것이다. 이처럼 음악에서 작은 차이가 수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1963년, “The Girl from Ipanema"("Garota de Ipanama")가 그 당시 대표 히트곡이다. 비니시우스
데 모라에스(Vinicius de Moraes)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A. C. Jobim) 작곡. M. Berry & J.
Gianni, 같은 책,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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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2]45)
자진모리 기본 가락 1, 2

휘모리 기본 가락

K-Pop에서 ‘팝 지향적인 접근 방법’은 단일 리듬으로 서구화한 리듬을 송고나 모잠비크,
또는 보사노바처럼 팝 형식에 리듬만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통음악이 가미된 월드뮤직
과는 다르다. 이런 리듬을 팝 형식에 적용하는 것은 대중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음악을 선
보이는 것이며, 나아가 현대화한 전통 리듬들(송고, 보사노바 등)처럼 세계 대중음악의 한 장
르로 남기 위함이다.
‘월드뮤직화’하는 방법은 서구화한 전통리듬과 화성을 전통음악의 일부 요소와 혼합하여 대
중음악으로 재창조한 ‘문화로 구성된 음악’을 말한다. 월드뮤직의 음악과 춤은 자국 문화의 독
창성과 정체성을 대변한다. 서구 음악과 한국 전통음악의 적절한 조화로 세계인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독창적인 한국 월드뮤직이 되기 위해서는 리듬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
다.
리듬 연구에서 춤에 관한 언급은 이차적이지만 중요하다. 이러한 두 요소의 연관성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46) 그러나 리듬은 춤동작에 관
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뿐, 춤은 전문가들에 의해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해야 할 것이다.
연주(기악) 음악은 감상 음악과 댄스뮤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동시에 연주자들의 기량
과 음악의 기술적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다.47)
전통음악의 일부 관련자들은 전통음악의 대중화에 대해 진정성을 언급하거나 질의 저하를
우려하기도 한다. 연행의 발전과정에서 ‘변화’는 사실상 불가피하다. 더 넓고 다양한 범위에서

45) [악보 12]는 사물놀이에서 12/8 박자 ‘자진모리의 기본 가락’과 휘모리의 기본 가락을 원형패턴 그
대로 모방하여 4/4박자와 단일 리듬으로 재구성한 예이다. 자진모리는 요란(분주)한 소리를 내기 때
문에 음악의 절정 또는 전주나 후주에 적용하기 좋다. 그러나 팝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송고나 보사노
바처럼 음악적 피진(pidgin)을 거쳐야 한다. 또, ‘휘모리’나 ‘별달거리’ 등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
호환성이 있어 서구의 펑크 등 여러 음악(리듬)들과 혼합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46) 엄격히 전문적 의미에서 비트는 음악의 가장 기초적인 리듬적 맥박이다. 댄서의 발동작은 드럼 비트
(beat)에 맞춘다. 리듬은 움직임의 모든 것, 자발적으로 스텝(step)을 비트에 맞춰 움직일 때 춤은 발
생한다. <강남스타일>의 ‘말춤’이 강남스타일의 음악(리듬)에 맞춰 춤추듯이, 새로운 리듬과 비트가 창
출된다면,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과 춤이 탄생할 것이다. 이봉재, “K-Pop의 춤에 관한 소고: 강남스타
일을 생각하며”, 『대중음악』 통권 10호, 2012, 79쪽.
47) 각주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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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력 있는 음악적 표현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더 진보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변화
되어야 한다. 발전을 위한 시도는 오늘의 변화가 내일의 진정한 전통을 만든다는 데 있다.48)

Ⅳ. 결론 및 제언
K-Pop 댄스뮤직은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호소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젊은이들은 자발적
이고 능동적인 음악의 소비자로서 분명한 선택과 적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결속시키는
것은 ‘취향의 공유’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Pop 댄스뮤직은 이런 강점을 이용하
여 세계 젊은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또한, K-Pop은 다양한 개념(Ⅲ장 참조)으로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애호가들
을 확보하는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 K-Pop이 대중의 의식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
의 의식을 이끄는 진정한 세계화의 주역49)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한 음악가들
의 창의적인 음악 재료의 선택과 혼합형(hybrid) 음악의 최대 장점을 살리는 현명한 문화의
통합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K-Pop은 한국을 대변하는 독창적인 음악을 창출해야 한다.
K-Pop이 개성을 분명히 드러내는 독창성과 한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음악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은 한 시대를 풍미하는 문화현상을 넘어 독창적인 음악 장르로써 세계 대중음악들과
경쟁하며 문화적 역량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K-Pop이 세계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문화적 산물이 될 때 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체성의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리듬의 창조는 쉬울 수는 있지만, 대중화하기는 어렵다. 상업화를 위한 음악이 아니
라, 단지 자신의 음악적 영감을 표현하고 즐기기 위해 아프리카계 음악가들(특히 쿠바)은 지금
도 수많은 리듬을 창조해 내고 있다.50) 그런데도 그중에서 오랜 세월을 거쳐 현재 대중화된
리듬은 극소수(살사, 송고, 차차차, 등)에 불과하다.
복합적인 다중리듬을 가진 아프리카계 전통음악들이 오랜 기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을
극복하고 단지 오락을 위한 서구식 대중음악으로 재창조되어 세계화된 것처럼, K-Pop이 일시
적 유행이 아닌 세계적인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남기 위해서는 한국의 정체성을 가진 독창적
인 리듬을 창조해 내야 한다.
정체성이나 음악적 의미에 관한 창출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외
국의 사례처럼, 음악인들의 창의적인 사고와 개발된 음악 재료를 이용하여 스스로 창조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대중음악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 전통리듬(사물놀이)의 서구화(단순
화)’에 관한 연구 작업을 시작할 것을 동양음악 연구소에 제안한다.
48) 이봉재, “아프로 쿠바 음악의 문화적 의미와 악곡 구성 원리에 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9, 396쪽.
49) 아프로 쿠바 음악의 하위 장르인 ‘송고’는 살사 음악의 변형이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애호가를 확보
한 살사 음악이 엇박자가 더 추가되어 더욱 강력한 댄스뮤직으로 진화했을 때, 팬들은 그 음악으로
춤추기 힘들어했다. 그러나 현재는 살사 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애호가들을 더 많이 확보하며 새로운
장르(송고)를 개척했다. 이봉재, 같은 책, 62쪽 참조.
50)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의 음악가들은 월급쟁이이다. 그들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 때문에
제각기 다른 직업(구두닦이, 집배원, 등)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가들의 열정은 ‘클라베 리
듬’을 기초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리듬과 음악을 창조해 내고 있다. R. A. Fernandez, 같은 책, 8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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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봉재의 <K-Pop의 정체성 창출을 위한 연구:
사물놀이 리듬의 서구화를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서 정 환(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전통음악의 대중화에 관련한 논의는 연구자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흥미로운 화두임에 틀
림없다. 일반적으로 전통 리듬의 서구화에 대한 방법론은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위험
한 지점들을 내포하고 있기에 논평자는 이 매력적인 주제를 저자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흥미롭
게 바라보았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논평자는 이 글의 주제인 “사물놀이 리듬의 서구화”에 대한 논의를
재설정하는 과정은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사물놀이 리듬을 과연 서구화해야 하는가?
그것이 주는 가치는 무엇인가? 등의 물음이 그것이다. 사실 케이팝에서 우리 것에 대한 문화
적 의미가 담긴 정체성 창출을 생각한다면 사물놀이 리듬의 경우 서구화 하지 않고 날것 그대
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아닌가. 이는 실제사례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예
를 들어 대중음악과 국악의 크로스오버 사례에서 리듬은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하는 선에서 소
극적으로 시도된다. 이런 이유로 이 글의 가장 큰 약점은 대중음악에서 국악과 협업된 그 수
많은 시도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크판로고 등의 아프로쿠반 리듬을 예로 들어 전통음악의 경우와 비교하는 시도자
체는 의미 있는 것이지만 본격적인 논의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아프리카음악의 경
우를 우리 것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는 저자가 언급하듯이 사물놀이 리듬은
서구의 리듬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설명에서도 드러난다. 이러한 이유로 케이팝의 정체성
창출이라는 다소 거창한 논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논평자는 앞서 언급했듯
이 이 글이 그동안 케이팝에서 시도된 다양한 예들을 제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케
이팝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범위의 문제가 있으나 전통음악 특히 사물놀이의
리듬과 관련해서는 90년대 중후반부터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시도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시도
는 퓨전국악, 크로스오버 등으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놀이 리듬의 서구화”라는 아젠다에 대한 부담은 저자가 제시한 예시들에서도 나타난
다. 특히 이는 3장의 저자가 제시한 예시들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7페이지에 예로
든 길군악 7채의 경우, 저자는 너무 부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7채를 이렇게 부분만 뽑아서
제시하는 경우는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악보 5] 복합 리듬의 단일화로 제시한 예는 7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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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보다는 엇모리(5/8)로 봐야한다. 엇모리는 악보로 표현된 리듬이고 7채는 복합리듬이기
때문에 이 예는 무리가 있다.
<악보 9>의 송고 다중리듬의 예시 역시 이전의 논의와 연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바로 이
전에서 언급한 길군악 전통음악에서 5/8박을 4/4박으로 변형하는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예
로 들었기 때문이다. 송고 다중리듬은 저자가 언급했듯이 전통 리듬이 아니며 또한 4/4 박자
로 서구화 리듬으로 변화하기 쉬운 박이다. 그런 이유로 전통음악에서 5/8박을 4/4박으로 변
화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로 길군악 7채와 송고다중리듬
의 예는 각각 별도의 장으로 논의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논의를 좀 더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 나름의 첨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
다. 전통리듬의 서구화와 관련하여 언급한 7채의 예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짧은 부분만 변경
하는 것보다는 리듬 전체를 변경해야 설득력이 생긴다고 본다. 하지만 7채는 워낙 복합적인
박자이기 때문에, 단순화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따를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7개보다는 차
라리 10박구조(4+6)의 6채를 예로 드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까. 6채는 7채의 주요 부분을 잘라
서 만든 리듬이기 때문에, 복합박의 단위가 짧기 때문이다.
송고 다중리듬을 반드시 예로 들어야 한다면, 그 앞이나 뒤에 또 다른 설득력이 있는 국악
리듬을 등장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는 논평자가 앞서 언급했듯이 송고 다중
리듬의 경우, 4/4박으로 구성되어있으니, 사물놀이에서 4/4박으로 되어있는 휘모리 등을 등장
시켜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부분 코멘트
1. p.6의 '4개의 리듬과 다양한 박자들'이라는 문장은 매우 모호하다. 이 표현은 '4개의 악
기와 다양한 박자들로 구성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사물놀이의 경
우, 1978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구성이고 이후 다양한 지역의 리듬을 활용하게 되는데 , 웃다
리풍물, 좌도, 우도 등 여러 종류가 있어서 각 풍물마다 다른 리듬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2. p.7의 길군악 7채 악보라 기보하신 악보는 7채의 한 리듬 전체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앞에 5박이 더 존재하고, 3번째 마디와 4번째 마디 사이에 5박이 또 존재하며, 뒤에 5박이 또
존재한다. 이 악보로는 7채의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3. 그런 이유로 [악보 4]에서 박자의 전환과 호환으로 예를 들으신 것은 7채의 너무 작은
부분을 구성한 것이기에, 7채의 박자를 전환했다고 보기 어렵다.
4. p.8의 [악보 5] 리듬의 단일화로 작성한 악보의 경우, 4/4박이 아닌 5/4박 구성으로 보
인다. 단순한 기보일수록 명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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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50년대 ‘트로트’의 확장
장조화(長調化)의 도입과 변용

이

준

희

(성공회대학교)

1. 확장과 변질의 궤적
이른바 ‘트로트’는 한 세기에 이르는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가장 수명이 긴 장르이다. 늦
어도 1930년대 중반에는 형식의 전형이 확립되었고, 이후 여러 단계의 확장과 변질을 거쳐
지금도 나름의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한때 ‘트로트’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던 신민요가 1970
년대 들어 주요 장르로서 역할을 거의 상실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줄잡아도 80년은 충분한
‘트로트’의 역사적 전개는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20~30년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대중음악 형식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은 1930년대 ‘트로
트’의 전형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제4·7음이 배제된 라-시-도-미-파 단조 5음계, 약간 빠
르고 정제된 느낌을 주는 2박자 리듬, ‘신파’적 경향이 강한 정서, 그리고 단정하고 낭랑하면
서도 기교적인 잔가락을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가창 등이다. 오늘날까지 널리 불리고 있는 <목
포의 눈물>, <애수의 소야곡> 같은 작품은 1930년대 ‘트로트’의 전형을 잘 보여 주는 예이다.
아직 ‘트로트’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전형적인 ‘트로트’는 ‘이름 없는 실
체’로서 1930년대 대중음악의 대세를 매우 빠르게 장악했다. 그리고 1940년 전후한 시기에는
‘트로트’의 첫 번째 확장이 가시화되었다. 제4·7음이 배제된 단조 5음계가 여전히 더 많기는
했지만, 제4·7음이 배제된 도-레-미-솔-라 장조 5음계 작품이 대폭 늘어났고, 점8분 음표나
16분 음표의 사용이 늘어나 보다 율동감이 느껴지는 리듬 패턴을 구사하는 경우도 증가했다.
거기에 더해 ‘신파’의 과도한 비극성 대신 유랑이나 향수 등의 소재로 낭만성을 강조하는 경
향도 늘어났다. ‘장조 트로트’로 명명되기도 하는 ‘트로트’의 이러한 확장 형식은 1940년에
<나그네 설움> 같은 대표작을 낳았고, 1950년대까지 계속 영역을 넓혀 소재 면에서 토착성을
띠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트로트’의 두 번째 확장은 1960년대에 전개되었다. 1960년을 전후한 시기 한국 대중음악은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를 맞게 되었고, 이른바 ‘팝’ 스타일이 또 하나의 주류 장르로 정착
하면서 ‘트로트’의 독주도 끝나게 되었다. ‘트로트’의 두 번째 확장은 ‘팝’의 부상으로 인한 주
도권 상실로 촉발된 측면이 있고, 거기에 더해 당대 일본 대중음악으로부터의 영향도 배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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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했다. 두 번째 확장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으니, 느리고 정돈된 느낌의 2박자 또는 4
박자의 증가, 단조와 장조를 막론한 제4·7음 배제의 소폭 완화, 가창의 다양화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964년에 발표되어 그때까지의 음반 판매 기록을 경신한 <동백 아가씨>는 바로
두 번째 확장기가 시작될 무렵의 ‘트로트’를 대변하는 곡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트로트’의 변화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60년대까
지의 변화는 1930년대에 형성된 ‘트로트’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중층적인 모
습을 보인 것이었기에 확장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변화는 당초 ‘이름
없는 실체’였던 ‘트로트’를 ‘실체 없는 이름’으로 바꾸어 놓을 만큼 그 본질을 흔들어 놓았으
므로 변질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유효하다. 우선 이른바 ‘트로트 고고’라는 이름으로 기존
‘트로트’의 리듬이 크게 바뀌어, 정제되고 안정된 느낌의 2박자 대신 강약의 편차가 크고 음표
를 잘게 나누어 빠르게 연주하는 4박자가 증가했다. 이는 196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록 계
열 대중음악의 일부가 ‘트로트’와 접합하면서 생긴 현상인데, 이 시기 ‘트로트’의 변화를 주도
한 인적 자원이 ‘트로트’ 외부에 근거를 두고 있었던 것도 종래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또,
1980년대 초반 메들리 열풍과 1980년대 후반 일시적인 ‘트로트’의 인기는 전면적인 정서적
경량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대체로 안정적이고 진지하고 심각한 음악이었던 ‘트로트’는
소모적인 유흥용 음악, 유치하고 경박한 정서, 문화자본 축적 정도가 낮은 중장년의 장르로
이미지가 빠르게 바뀌어 갔다. 1980년대 ‘트로트’에 대해 ‘해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
평가는 그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등장한 노래방 문화와 서태지로 인
해 촉발된 세대별 대중음악 시장의 분열은 그러한 ‘트로트’의 변질된 모습을 더욱 강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2. ‘장조 트로트’의 도입, 도추모노(道中物)
오랜 시간에 걸친 ‘트로트’의 다양한 변화 과정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몇 가지 중요한
국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시기가 앞서는 것이 1940년 전후의 장조화(長調化)이다. 장조
화가 이후 1950년대까지의 ‘트로트’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는 점은 상식적인
선에서도 대부분 동의할 수 있는 바이며, 문제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
음과 같은 몇 가지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단순하게 생각해서 1930년대 중반 이래 대중
음악의 대세를 장악한 ‘트로트’가 지나치게 단조 5음계 일색이다 보니 그에 대한 반발로 장조
화가 한편 자연스럽게 전개되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 1940년을 전후
한 시기, 즉 일본이 이른바 ‘기원 2600년’을 맞아 전시체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고 나선 그
무렵에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단조 5음계 중심 ‘트로트’의 과도한 애상성을 줄이려는
정치적 의도의 결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전시체제 하에서 보다 건전한 ‘총후’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했던 권력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점이다. 이러한 해
석은 모두 나름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트로트’의 장조화라는 현상이 어떤 단일한 요인만으로
유도된 단순한 변화는 아니므로 각각 어느 정도씩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에
서 거론하지 않은 또 다른 배경,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직접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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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니, 바로 ‘도추모노(道中物)’이다.
일본 대중음악 용어인 도추모노는 달리 ‘마타타비모노(股旅物)’라 쓰기도 하며, 한국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줄여 사용하거나 일본식 표현을 바꾸어 ‘나그네조(調)’라 하기도 한다. 일
본 대중음악사 논저에서 설명하는 도추모노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시기적으로는
1930년대 중반 이후로 유행이 가시화되었고, 가사 내용이 떠돌이 인생, 특히 야쿠자의 삶과
정서를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떠도는 인생을 묘사한 가사 중 상당수는 실제 야쿠자가
주인공인 영화의 주제가이기도 했고, 쇼지 타로(東海林太郞)나 우에하라 빈(上原敏) 같은 특정
가수들이 도추모노 유행에 특히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설명으로 보면 도추모노의 특
징이 곡조보다는 가사에서 더 분명하게 포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제 일본 도추모노
대표작들을 들어 보면 곡 스타일이 나름 다양한 것을 알 수 있기도 하다. 조성으로 보아도 단
조와 장조를 모두 들을 수 있으며, 일본식 신민요 스타일로 분류되는 곡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트’의 장조화에 도추모노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
는 이유는 도추모노 중 장조 대표곡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음악적 특징이 앞서 제시한 ‘장
조 트로트’의 특징, 즉 제4·7음이 배제된 장조 5음계, 점8분 음표나 16분 음표의 사용으로 율
동감이 느껴지는 리듬 패턴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일본 도추모노 히트곡과 한국
‘장조 트로트’ 히트곡 사이에는 뚜렷한 모방(때로는 표절) 양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쇼지 타로
의 <다비카사 도추(旅笠道中)>와 <삼각산 손님>, 우에하라 빈의 <쓰마고이 도추(妻戀道中)>와
<나그네 설움>, <우라마치 진세이(裏町人生)>와 <천리정처>, 그리고 이후 1950년대에 걸쳐 있
기는 하지만 <간타로 쓰키요우타(勘太郎月夜唄)>와 <구원의 정화>, <아사타로 쓰키요(浅太郎
月夜)>와 <방랑시인 김삿갓>의 유사성은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한국 대중음악이 일본 대중음악의 전면적인 영향을 직접 받을 수밖에 없었던 1930~40년대
에는, 나아가 광복 이후 공식적인 교류가 끊긴 시기에도, 일본 대중음악의 주요 유행 경향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한국 대중음악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선택적이었기
때문에, 예컨대 1930년대 초중반 일본에서 크게 유행했던 ‘온도(音頭)’ 같은 것은 한국 대중음
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미국 대중음악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일본식으로 많이 변
형된 이른바 ‘와세이(和製) 블루스’는 비교적 신속한 수용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도추모노 또
한 선택적 수용에 의해 ‘트로트’의 장조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일본식
신민요풍 도추모노가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한 것은 역시 일본 신민요의 한 갈래라 할 수 있
는 온도가 한국 대중음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다른 요인들도 간접적인 작용을 했겠지만, 결국 1940년 무렵 ‘트로트’의 장조화
가 크게 부각된 것은 일본 대중음악 유행 사조가 시차를 두고 선택적으로 수용되었던 당대 한
국 대중음악의 전개 과정 중 도추모노의 일부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장조 트로트’ 소재의 토착적 변용
당초 제4·7음이 배제된 단조 5음계가 압도적이었던 ‘트로트’에서 제4·7음이 배제된 장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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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계의 비중이 확대되는 데에 일본 도추모노의 영향이 중요하기는 했지만, 음악적인 면과는
달리 가사의 정서 면에서는 도추모노가 한국 대중에게 그대로 수용될 수가 없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 도추모노 가사에서는 야쿠자의 인정과 의리 같은 것이 핵심적인 요소인데, 일
본 특유의 야쿠자 문화가 한국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아무래도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일
본 영화의 주요 장르인 ‘잔바라(ちゃんばら)’, 즉 사무라이들의 칼싸움이 필수인 활극 영화가
1930~40년대 한국 영화 관객들에게 일본에서와 같은 반응을 얻지 못했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1930년대 일본 도추모노에서는 역사적 실존 또는 문예작품 속의 인물, 주로 야쿠자가 가사
에 직접 언급되면서 서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음악적으로 분명 관련이
있는 1940년 전후 한국의 ‘장조 트로트’에는 가사에 그런 내용이 거의 없다. 구체적인 이야기
보다는 유랑이나 향수에 관한 추상적인 서정이 주를 이루며, 때로 지명을 등장시켜 약간의 구
체성을 더하는 정도였다. 대중가요 자체가 서사보다는 서정에 주력하는, 특히 사적인 감정의
표현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도추모노의 서사성이 ‘장조 트로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
한 이유는 대중가요의 그런 일반적 특성이 작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1950년대 ‘장조 트로트’ 작품들을 놓고 보면 도추모노의 서사성이 그렇게 간단히
방기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는 사례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앞서 잠시 거론한 바 있는 <방
랑시인 김삿갓>은 그 대표적인 작품이다. 1955년에 발표된 이 곡은,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50년대 최고의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작품들 중 하나로 꼽히고,
노래를 부른 가수가 2년 뒤 실시된 인기투표에서 2위에 선정되기 했을 만큼 큰 히트를 기록
했다. 2년 앞서 일본에서 발표된 도추모노 <아사타로 쓰키요>를 표절했다는 판정으로 불명예
를 안기도 했지만, 한국 대중에게 매우 친숙한 김삿갓 이야기를 내세워 일본 도추모노의 성공
적인 한국식 변용을 보여주었다. 야쿠자 아사타로의 이야기는 제거되고 유사한 도추모노 멜로
디에 방랑시인 김삿갓의 이야기가 얹힌 것이다.
1950년대 한국 대중음악의 독특한 유행 경향으로 통상 거론되어 온 것으로 전쟁 관련 소재
의 사실적 신파, 과시적인 이국 취향, 맘보를 위시한 라틴음악, 영화주제가의 장르화 등을 꼽
을 수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유행한 경향이 ‘고사(故事) 가요’이다. 역사적 실존 인물이나 실
재하지는 않았더라도 이야기를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인물을 내세운 고사 가요는, 종래 그 형
성 원인이나 특징에 대해 전문적으로 논구된 바가 없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사극 드라마나
영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일부는 또 1950년대 중반 이후 큰 인기를 큰 주·월간 대중잡지
의 야담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고사 가요가 유행을 타게 된 대중음악적 맥락은 역시
1940년 전후 이래 도추모노의 영향, 그 소재나 정서의 토착적 변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1950년대 ‘트로트’ 역시 전반적으로는 단조 5음계가 우세했으나, 고사 가요
에서는 장조 5음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것도 우연의 결과로 치부할 수는 없다.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 첫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주류 장르인 ‘트로트’는 기본적으로 5음
계, 그 중에서도 제4·7음이 배제된 단조 5음계가 음악적 핵심을 이루었다. 그러면서도
1940~50년대에는 장조 5음계의 비중이 높아져 중요한 1차적인 확장이 이루어졌다. ‘트로트’의
형성 자체가 이미 일본 대중음악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이었지만, 장조화 확장 또한 일본 도
추모노의 영향을 받아 구체화되었다. 다만 도추모노의 수용에는 당연히 한국 대중의 선택이
개입되었으므로, 그것이 1950년대에는 고사 가요라는 변형으로 유행을 이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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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트로트 확장에 대한 몇 가지 질문

이 소 영(서남대학교)

이 글은

한국 트로트의 확장과 변질을 개괄하면서 특별히 장조화 확장에 일본 도추모노의

영향을 받은 것과

한국 대중의 선택적 적용 과정에서 1950년대 고사 가요 유행 역시 도추모

노의 영향으로 한국적으로 변형된 것임을 밝힌 글입니다.
이 글은 기존 트로트에 대한 담론이 항상 왜색이냐 아니냐의 이분법적 잣대 속에서 이에 대
한 음악적 근거로 미야코부시 음계(왜색)와 초기 수용에서 3박자 리듬(자생) 등, 몇가지 전형
적인 음악 요소로만 트로트와 일본 엔까의 영향관계를 침소봉대하는 기존 논점에서 벗어나 구
체적인 장르(도추모노)의 영향과 장르의 영향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도 수용자의 적극적 선택
의 관점에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고사가요의 유행)를 밝혔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논의라 생각
됩니다.

즉 일본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선법이나 리듬 등

재료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특정 장르나 곡에서 구체적인 영향관계를 찾아 제시하고 있으며
수용자의 주체적 측면이 부각된 선택적 수용이라는 관점 속에 일본 도추모노 영향을 재해석하
고 있기 때문에 ‘지배와 선택’ 이라고 하는, 논리적으로 공존하기 어려우나 현실에서는 실재하
는 구체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본 관점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이해를 위하여 몇가지 질문으로 논평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느리고 정돈된 느낌의 2박자 또는 4박자의 증가, 단조와 장조를 막론한 제4·7음 배제의
소폭 완화, 가창의 다양화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964년에 발표되어 그때까지의 음반 판
매 기록을 경신한 <동백 아가씨>는 바로 두 번째 확장기가 시작될 무렵의 ‘트로트’를 대변하
는 곡이다.”
트로트의 2차 확장(1960년대)을 언급한 것인데 그 특징으로 표현된 내용이 모두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①“느리고 정돈된 느낌의 2박자 또는 4박자 증가”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지? 구체
적인 템포나 리듬으로 제시할 수는 없는지? ② 또 그 이전 트로트는 느리고 정돈된 느낌의 2
박자나 4박자가 아니었다는 것인지?
또 필자는 트로트가 일본 대중가요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장조화 역시 구체적으로 일본
대중가요의 하나인 도추모노의 영향이라고 하면서 굳이 “요나누끼 장,단음계‘라고 하지 않고
제 4.7.음 배제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리가 블루스 음계라 할때 이미 흑인음악 블루
스 장르가 갖는 음계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블루스 음계를 3,6음이 가변적인 혹은 플
랫되는 이런식으로 풀어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누끼 장, 단음계라는 말을 사용 하지

않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유는 이 이름 자체가 일본의 영향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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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면서 그런 가치 평가를 배제하기 위해 좀더 ’중립적‘인 4,7음 배제 음계 이런 용어를 사
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쓴이의 논지를 보면 한국 트로트 기원 및 유행에 있어 이미 일본
의 영향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음계 이름을 이렇게 풀어 말하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불
편하게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고견은?
2) “장조화 확장 또한 일본 도추모노의 영향을 받아 구체화되었다. 다만 도추모노의 수용에
는 당연히 한국 대중의 선택이 개입되었으므로, 그것이 1950년대에는 고사 가요라는 변형으로
유행을 이루기도 했다”.
글쓴이는 1950년대 한국에서 고사가요의 유행이 40년대의 일본 도추모노 영향하에서 이루
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0년대 트로트의 장조화에 이어 50년대 고사가요 소재 역시 도
추모노의 영향속에 나온 한국적 변형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 비약은 아닌지요? 물론 그 이유에
대해 “고사 가요가 유행을 타게 된 대중음악적 맥락은 역시 1940년 전후 이래 도추모노의 영
향, 그 소재나 정서의 토착적 변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50년대 ‘트로
트’ 역시 전반적으로는 단조 5음계가 우세했으나, 고사 가요에서는 장조 5음계가 절대 다수를
차지했던 것도 우연의 결과로 치부할 수는 없다. ” 라고 하면서 장조 5음계를 그 예로 들고
있는데 당시 트로트는 이미 장조 5음계 혹은 단조 5음계로 이분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사
가요를 40년대에 영향 받은 도추모노에서 그 기원을 찾는 게 크게 설득력있게 다가 오지 않
습니다. 고사 가요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도추모노의 텍스트와 악보나 감상을 통해 청각
적, 시각적 비교 분석이 제시된다면 좀 더 납득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3) “대중가요 자체가 서사보다는 서정에 주력하는, 특히 사적인 감정의 표현에 주력하는 경
향이 있으므로, 도추모노의 서사성이 ‘장조 트로트’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대중가요
의 그런 일반적 특성이 작용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위에서 글쓴이는 일본의 도추모노는 서사성이 강한 장르라 하였습니다.
가 도추모노의 서사성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를

한국 장조 트로트

“대중가요의 일반적 특성”때문으로 보았는

데 일본 대중가요에는 서사성이 먹히는데 한국 대중가요에서는 서사성 보다 서정성이 더 주효
한 것은 대중가요의 일반적 특성이라기 보다 ‘한국’대중가요의 특성으로 보고 그 이유를 분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나아가 일본 도추모노 히트곡과 한국 ‘장조 트로트’ 히트곡 사이에는 뚜렷한 모방(때로는
표절) 양상이 확인되기도 한다. 쇼지 타로의 <다비카사 도추(旅笠道中)>와 <삼각산 손님>, 우
에하라 빈의 <쓰마고이 도추(妻戀道中)>와 <나그네 설움>, <우라마치 진세이(裏町人生)>와
<천리정처>, 그리고 이후 1950년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간타로 쓰키요우타(勘太郎月夜
唄)>와 <구원의 정화>, <아사타로 쓰키요(浅太郎月夜)>와 <방랑시인 김삿갓>의 유사성은 알려
져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위에서 말한 예들 중
있겠는지?

악보 제시나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감상으로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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