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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Little Chang, Big City’: 미국 인디 록의 

아시아계 이산 공동체

김필호(성공회 학교 동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1. 이방인의 시선

2. 글로벌 문화경관과 미국의 아시아계 이산 공동체

3. 아시아계 인디 록의 첫 번째 물결(First Wave)

  3.1. 박수영과 한(恨)의 재해석

  3.2. 마이크 박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스카(ska)’

  3.3. 제니 최, 한국 여성 수난사를 노래하다

4. 남아 있는 질문들: 음악적 정체성, 언어, 민족 문화유산

5. 아시아계 인디 록의 두 번째 물결(Second Wave)을 기다리며

미국 사회에서 세 번째로 큰 소수인종 집단이지만 짧은 이민 역사와 다양

한 민족  구성으로 인해 아시아계는 정치, 사회, 문화  역에서 자기 정체

성과 목소리를 확보하는 데 상 으로 뒤떨어진 편이다. 그러나 증하는 

로벌 문화 경 과 더불어 이민 2세  이후부터 나타나는 새로운 아시아계 

이산 공동체의 가능성은 1990년  반부터 인디 록 음악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논문에서는 민속지학  근법을 통해 세 명의 아시아계 음악인 

박수 , 마이크 박, 제니 최의 활동을 추 하고, 그로부터 아시아계 인디 록의 

문화 , 사회  정체성과 지향을 분석한다. 아시아계 인디 록은 음악 스타일, 

그리고 각각의 민족 언어  문화에 한 태도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보이지

만, 미국 내에서 음악인들 간의 연 활동을 추진하고 나아가 아시아 청 들과

의 연계를 확보하려 노력하는 에서 공통성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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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아시아계 미국인, 인디 록, 이산 공동체, 글로벌 문화 경관, 문화적 정체성

1. 이방인의 시선

아시아계 미국인 음악에 한 선구  학술서인 Speak It Louder에서 

자 데보라 웡(Deborah Wong)은 뉴욕시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 

축제의 기억을 술회한다. 거기서 특히 그녀의 주의를 끌었던 것은 티 

클럽(Tea Club)이란 무명 인디 밴드의 노래 가사 한 구 , “나는 이방인

이야!(I’m an alien!)”라는 외침이었다. 아시아계로 구성된 이 밴드에는 

미국인이 아닌 진짜 이방인은 물론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밴드 리

더이자 문제의 가사를 쓴 에드 린(Ed Lin)에 따르면 그가 스스로를 이

방인으로 간주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뉴 지 주에서 

여섯 군데를 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주변에서 아시아계라곤  

혼자여서 늘 괴롭힘을 당하곤 했어요. ‘짱깨(chink)’ 따 의 업신여김

을 받지 않는 날이 없었죠.”1)

‘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식의 인종차별  모욕을 겪는 일은 미국에

서 태어나 자랐건 아니건 간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에게는 일반화된 경

험이고, 따라서 자기 나라에서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느끼는 것도 이

상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만난 

아시아계 음악인들로부터 ‘선조의 땅’에 가게 되었을 때 일종의 편안

함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다. 비록 언어도 서툴고 몇몇 

1) Wong, D., Speak It Louder, New York: Routledge, 2004,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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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들 외에는 별다른 사회  기반이 없는 낯선 곳이지만, 거리를 지

나가는 군 들 틈으로 에 안 띄게 섞여들 수 있는 익명성의 편안함 

같은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미국 사회에 진짜 이방인으로 발을 들여놓은 ‘아시아’ 출신 연구자

의 입장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정체성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흥

미롭고도 어려운 도 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인디 록이라는 음악 

장르가 갖는 특유의 경계성은 이방인과 내부자라는 경직된 구획을 상

당히 이완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청소년기 부분을 미 음악을 

들으며 보냈고, 특히 하기 쉽지 않았던 언더그라운드, 인디음악에 

깊이 빠져들었던 필자와 같은 소  ‘마니아’ 층에게는 이런 음악들이 

이미 문화  정체성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몇몇은 이미 

한국에서부터 이름을 들어본 이 있었던 아시아계 인디음악인들과

의 조우는 단순한 인종 , 민족  동질감을 넘어서는 일종의 연 의식

을 불러일으켰고, 그것이 이 연구의 출발 이 되었다.

1995년의 편집음반 ≪Ear of the Dragon≫을 기 으로 본격 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아시아계 인디 록 운동은 1990년  말부

터 2000년  반까지 그 나름 로 활발하게 개되었다. 이 기간 동

안 필자는 반쯤은 ‘이방인의 시선’으로,  반쯤은 아시아계 미국 

음악인들과 ‘선조의 땅’에 있는 인디 록 청 들 간에 가교 역할로 참

여 찰을 해온 셈이다. 한편으로는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형태

의 이산 공동체(diaspora)의 가능성에 한 희망 인 기 가 여 히 남

아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의 음악과 활동이 인디음악계라는 

좁은 바닥에서도 여 히 소수 의 소수에 머물러 있는 실 한 엄

존한다. 이 은 이런 상황에 놓인 아시아계 인디 록에 한 일종의 

간보고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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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문화경관과 미국의 아시아계 이산 공동체

로벌 이산 공동체에 한 표  이론가로 꼽히는 인도 출신의 

인류학자 아르  아 두라이(Arjun Appadurai)는 로벌 문화의 다섯 

가지 차원 혹은 ‘경 (landscapes)’을 열거한다. 첫 번째는 종족  경

(ethnoscapes)으로, 객, 이민자, 피난민, 외래 노동자 등 다양한 이동

성 인구집단으로 구성된 유동  공동체들을 가리킨다. 두 번째는 기술

 경 (technoscapes)으로, 지리  언어문화  장벽을 고속으로 넘

나드는 로벌 테크놀로지 구성체가 발산하는 기계 , 정보  흐름들

로 구성된다. 세 번째인 융  경 (finanscapes)은 두 번째와 유사하지

만 테크놀로지 구성체와 정보의 흐름 신 로벌 자본의 운동과 화

폐의 흐름이 그 자리를 신한다. 네 번째는 이미지로 철된 서사

(narrative)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  실을 해석하고 자기 자

신뿐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타인들의 ‘삶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미디어 경 (mediascapes)이다. 다섯 번째 이념  경 (ideoscapes)은 

세계 을 구성하는 일련의 정치 , 이데올로기  개념, 용어, 이미지

들인데, 컨  계몽  세계 을 구성하는 요소들로서 자유, 인권, 복

지, 민주주의 등과 같은 것이다.2)

아 두라이는 이 다섯 가지 문화경 들 간의 증하는 균열이 재

의 로벌 문화 흐름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균열

의 역사는 오래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시아계가 미국의 종족  

경 을 바꿔놓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 하와이와 서해안 지역으로 

국  일본의 이민 노동인구가 유입되면서부터이다. 이들이 이른바 

2) Appadurai, A., “Di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in 

M. Featherstone (ed), Global Culture, London: Sage, 1990, pp.29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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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yellow peril)’이라는 인종  편견과 공포, 그리고 뒤따른 일

련의 제도  차별 정책―가장 표 으로는 ‘ 국인 배제’, 더 나아가 ‘아

시아계 배제’를 명시한 20세기 반까지의 이민법과 제2차 세계 기 일본

계 미국인 강제수용―을 통해 처 히 깨달은 것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다인종사회라는 이념  경 이 얼마나 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다.3)

1965년 이민  국 법 개정을 통해 수십여 년간 닫  있었던 이민

의 문호가 다시 열린 이래 아시아계의 비 은 미국 체 인구의 략 

5%에 달하는 성장을 이루었고, 이들이 집 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

와 뉴욕시의 경우는 이미 10% 선을 넘어선 지 오래다.4) 아시아계가 

교육 수 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평균 소득도 주류 백인 사회를 

능가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다는 이른바 ‘모범 소수인종(model 

minority)’의 신화는 이미 1960년  반부터 미국의 미디어 경 에 깊

게 뿌리내려 왔다.5) 그러나 아시아계 황인종으로 한꺼번에 엮이는 다

양한 민족집단들, 특히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등 소수민족 거주지

(ethnic enclaves)의 하층 계  이민자들이 겪어온 차별과 불의의 경험

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은데, 1992년의 로스앤젤 스 폭동은 

‘세계화’의 기치 아래 본격화된 로벌 테크놀로지-TV-미디어 경 을 

통해 한국 가정의 안방까지 그 충격을 고스란히 해주었던 것이다.6)

3) 이민법과 인종차별 정책에 해서는 김연진, ｢이민과 귀화, 그리고 미국의 국가

정체성－아시아계 이민자의 귀화 청원 련 인종  딜 마를 심으로｣, 미국

사연구 제29집, 63～95쪽을 볼 것. 

4) 가장 최근의 추정치는 미 인구통계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고, 2000년 

센서스에 의한 아시아계 미국인과 련된 상세한 자료는 We the People: Asians 

in the United States: Census 2000 Special Reports, U.S. Census Bureau, 2004 참조.

5) ‘모범 소수인종’론에 한 비 은 Le, C. N. 2010. “The Model Minority Image,” 

Asian-Nation: The Landscape of Asian America(http://www.asian-nation.org/model- 

minority.shtml)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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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과 히스패닉이라는 미국 내 양  소수인종 집단과 비교해 볼 

때 아시아계의 상 으로 짧은 이민 역사와 민족 , 언어  다양성은 

통  의미에서의 이산 공동체 개념을 용하기 어렵게 한다. 그 지

만 이민 2세 를 넘어서부터 언어  경계는 말할 것도 없고 민족  

경계 한 느슨해지면서 생기는 동질감  연 감이 존재한다는 ,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문화  부상과 더불어 국경의 의

미를 차 축소시키는 로벌 문화경 의 도래가 머나먼 ‘선조의 땅’

을  다른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켰다는 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

산 공동체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국어’

에 어느 정도 능숙한 교포 은이들이 직장을 찾아 한국으로 ‘역이민’

을 오는 것도, 2005년 가수 비(Rain)의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 공연을 

가득 메운 청 의 다수가 아시아계 던 것도 새로운 이산 공동체의 

단면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계 인디 록 음악인들은 이러한 

공동체 형성의 미시 인 사회  과정 속에서 주목할 만한 능동  행

자(agent) 집단  하나이다.

3. 아시아계 인디 록의 첫 번째 물결(First Wave)

3.1. 박수영과 한(恨)의 재해석

첫 번째로 소개할 아시아계 인디음악인은 1991～2000년까지 시카

6) 로스앤젤 스 폭동이 한국계 이민 사회에 미친 향에 해서는 Abelmann, N. 

& J. Lie, Blue Dreams: Korean Americans and the Los Angeles Riots, Cambridge, USA: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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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기반으로 활동한 밴드 심(Seam)의 리더 박수 이다. 어미니어쳐

(aMiniature)의 기타리스트 존 리(John Lee)와 더불어 미국 인디 록에서 

그 나름 로 명망 있는 한국계 음악인이라는 이유로 국내 음악 문지

에 소개되기도 했던 탓에 박수 에 해서는 미국에 오기 부터 알

고 있었다. 1998년 심의 공연을 처음 보고 나서 한 웹진에 평을 기고

했을 때만 해도 박수 이 한국의 청 과 음악계에 심을 가지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한국 인디 록의 태동기 던 당

시 연례행사로 열렸던 록 페스티벌 ‘소란’의 주최 측에서 박수 을 

함으로써 닿기 시작한 인연의 끈은 1999년 심의 소란 페스티벌 

공연  <배철수의 음악캠 > 라디오 출연, 국내 인디 밴드 델리 

스 이스의 음반 녹음 찬, 그리고 2000년에는 심의 단독 서울 공연

으로 이어졌다.7)

박수 과 심의 다른 멤버들은 한국에 이미 자신들의 팬이 있다는 

사실에 다소간 놀랐던 것으로 보인다. 심과 함께 서울에 온 한국계 

미국인 음악 리스트 벤 김(Ben Kim)의 말을 빌리자면, “한국의 청

들과 밴드들은 심의 공연을 보게 된 데 해 흥분을 감추지 못했는

데, 이는 음악 , 민족 인 교감에 기반을 둔 것이다.”8) 음악 인 교

감은 그 다 치고 민족  교감(ethnic connection)은 어디서 연유하는 것

일까? 유학생으로 미국에 온 양친을 둔 박수 의 경우 자라나면서 집

안에서 한국어를 쓰지 않았고, 뒤늦게 배우기 시작한 말은 여 히 서

툴 다. 그는 가요든 민속음악이든 ‘한국 ’ 음악 통으로 취 되는 

7) ｢미국 인디 씬의 히어로 박수 의 Seam｣, 웨이  1권 6호; ｢ 에게 Seam을 

권한다｣, 웨이  2권 10호.

8) Ben Kim, “Seam in Seoul: Korean American Indie Rockers Meet Their Korean 

Counterparts at the Soran Alternative Pop Festival”, San Francisco Bay Guardian, 

December 8,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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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에 특별한 심을 보이지 않았고, “음악을 만들 때는 보통 다른 사

람들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답으로 인종 , 민족  정체성의 음악

 표 에 한 질문을 일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수 은 미국 사회의 인종문제를 명확하게 의식하고 있었

고, 이 은 뒤늦게나마 그의 음악에도 반 되기 시작했다. 심의 마지

막 정규 음반인 ≪The Pace Is Glacial≫(1998)에 수록된 <Little Chang, 

Big City( 도시의 장씨 꼬마)>와 <Nisei Fight Song(이민 2세 응원가)>

에서는 아시아계와 련된 직 인 언 이 제목에서부터 나타난다. 

박수 의 노래가 부분 그 듯 이 두 곡의 가사 한 그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타오르는” 란 불꽃처럼 “그 힘이 

한 번에 폭발하지 않고 서서히, 차분하게 보폭을 옮기다가 끝내 터진

다”9)는 심의 강렬한 내향  기타 록 사운드는 커다란 감정  달력

을 갖는다. 이런 심의 음악 성향이 한국의 표 인 민족 정서로 일컬

어지는 한(恨)과 어딘가 맞닿아 있다는 단은 박수  자신의 증언을 

통해 보강된다.

비록 미국에서는 상 으로 특권 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나라에서 몇몇 일들에 해서는 매우 쓸한 느낌을 갖고 있습

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포용하는 무자비한 종류의 자본주의에 해서 

말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지만, 20% 이상의 사람

들은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랑스, 일본 혹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 정도의 불평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이 이 한의 원천입

니다.10)

9) ｢음반 리뷰: Seam, ≪Pace Is Glacial≫｣, 웨이  2권 10호.

10) 박수  인터뷰,  앙일보 1999년 10월 26일자(번역은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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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은 이처럼 ‘한’의 감정을 자신이 속한 미국 사회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음악 으로 승화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아시아계 공동

체 운동에 극 으로 앞장서기도 했다. 첫 시도는 아시아계 인디음악

인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그 결실이 바로 아시아계 

인디 록 유의 공동 로젝트인 ≪Ear of the Dragon≫ 앨범  미국 

내 순회공연이었다. 심 외에도 앞서 언 한 존 리의 어미니어쳐, 뒤에 

나올 마이크 박(Mike Park)의 스카 펑크 밴드 스캥킨 피클(Skankin’ 

Pickle)을 비롯, 필리핀계 발루유트(Baluyut)형제가 이끌었던 뉴욕의 버

서스(Versus), 은 나이에 세상을 뜬 하와이 출신 국계 랜스 한(Lance 

Hahn)의 제이 처치(J Church) 등 미국 인디 록에서 잘 알려진 아시아계 

음악인들을 망라한 이 기념비 인 로젝트는 이후 박수 의 행보를 

가리키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 

한 인터뷰에서 “미주 한인사회의 변에는 흥미로운 활동을 하는 

일군의 소집단들이 있다”고 밝혔듯이 박수 은 심의 지역  기반인 

시카고에서 벌어지는 한국계  아시아계 인권-문화운동에도 참여하

기 시작했고, 심의 한국 공연에는 존 리가 기타리스트로 참가함으로써 

베이스 주자 리엄 신(William Shin)까지 4명  3명이 한국계로 이루

어진 라인업을 선보 다. 한국 공연을 끝으로 근 10년간 지속된 심의 

활동을 고 샌 란시스코로 이주하면서 박수 의 아시아계 인디 록

은 새로운 기를 맞게 되었다. 그곳에서 박수 은 ‘코리아 걸(Korea 

Girl)’이란 아시아계 인디 록 밴드를 이끌기도 했던 일본계 음악인 토

빈 모리(Tobin Mori)와 의기투합했고, 베이스에 만계인 체 우(Che 

Chou), 드럼에는 베트남계인 피터 반 응구 (Peter Van Nguyen)을 끌어

들여 최 의 범아시아계(pan-Asian) 인디 록 밴드 이(eE)를 탄생시킨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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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마이크 박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스카(ska)’

이제 무 를 샌 란시스코로 옮기면서 이 연구의 두 번째 주요 인

물인 마이크 박을 소개할 때가 되었다. 1967년생인 박수 과 그보다 

두 해 늦게 태어난 마이크 박은 한국말이 서툰 이민 2세라는 , 펑크 

음악의 향을 받고 성장했다는 , 그리고 이들이 주로 활약했던 

1990년 에 여러 음악  동료들이 얼터 티  록의  성공에 

힘입어 상업  주류 무 로 진출할 때도 인디 록의 순수주의를 고집

했다는  등 여러 가지로 비슷한 면을 보여 다. 그러나 음악 스타일 

면에서 두 박씨는 매우 조 인데, 박수 의 기타 록이 내향 인 감

정의 격동을 표출하는 반면 마이크 박의 스카 펑크는 장르의 특성상 

밝고 명랑할 수밖에 없다.

기후와 자연환경 탓인지는 몰라도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은 미국에

서 자메이카 음악의 향이 강한 곳으로 손꼽히는데, 1980년  이곳

을 휩쓴 스카 리바이벌과 스카-펑크의 결합인 투톤 무 먼트(Two-tone 

Movement)의 음악은 고생 시 을 보내던 마이크를 사로잡았다. 

1988년 그가 고교 시   학 친구들과 만든 밴드 스캥킨 피클은 

‘제3차 스카 리바이벌(Third Wave Ska Revival)’의 선두주자로서, 1990

년  후반 MTV와 매체를 통해 주류 스타로 부상한 서 라임

(Sublime), 노 다우트(No Doubt), 그린 데이(Green Day) 등의 무명시 에

는 음악  동료로서 함께 무 에 서곤 했다. 샌 란시스코의 한 지역 

주간지가 뽑은 1994년의 ‘가장 도양양한 인디 밴드’  하나로 꼽혔

던 스캥킨 피클이 두 해 뒤 경에 이르지 않고 몇 년만 더 활동했더

라면, 노 다우트까지는 아니었더라도 마이티 마이티 보스톤스(Mighty 

Mighty Bosstones) 정도의 주목은 충분히 끌고도 남았으리라는 추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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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가능하다. 그런 ‘성공의 기회’를 놓친 데 해 일말의 후회가 없

는가 하는 질문에 마이크의 답은 단호했다. “아뇨, 그게 다 ‘주류 

인기’로 반짝하기 에 빠져나온 게 다행이죠. 돈이야 더 벌 수 있었

겠지만 더 이상 재미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11)

스캥킨 피클이 해체될 무렵 마이크는 루스 리 밴드(Bruce Lee 

Band), 칭키스(Chinkees) 등의 이름을 붙인 일련의 솔로 로젝트 음반

들을 녹음하기 시작했고, 부모님 집에 딸린 차고를 개조해서 아시안 

맨 코드사(Asian Man Records)를 개업했다. 1990년  후반 미국의 소

 네오 펑크 붐을 타고 알칼라인 트리오(Alkaline Trio)의 히트 음반을 

제작하는 등 아시안 맨은 인디 코드 회사로서는 상당한 성공을 거

두었을 뿐 아니라, 앞서 잠시 언 한 바 있는 코리아 걸이나 다른 아시

아계 밴드들의 음반을 내기도 하고 일본의 스카 펑크 밴드들을 미국 

시장에 소개하는 등 미국과 아시아 펑크 음악계 사이에서 교량 역할

을 톡톡히 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수차례 공연을 가졌던 마이크가 한국에 음악활동

을 하러 돌아온 것은 2001년이 처음이었는데,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과 서울에서 클럽 공연을 하고 이 에 미국에서 발표했던 음반들을 

편집해서 ≪Peace & Unity≫라는 앨범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라디

오, 신문, 잡지 등등 아마 스무 번도 넘게”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

서 정력 인 활동을 펼쳤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표정에는 감출 수 없

는 실망감이 배어났는데, 스카, 게 등 자메이카 음악 시장의 규모 

면에서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한국의 상황은 아무래도 뒤처져 보

11) ｢‘제3차 스카 리바이벌’의 선구자, 99.9%의 인디 맨: 마이크 박과의 인터뷰｣, 

웨이  6권 8호. 이후로 이 에서 따옴표 친 인용은 별다른 언 이 없는 

한 같은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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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인종정치에 해 강한 의견을 갖고 있기로는 박수 이나 마

이크나 마찬가지지만 이 두 사람의 근법은 음악 스타일만큼이나 

조 인 양상을 보인다. 마이크의 경우는 창기부터 인종문제와 정면

으로 부딪쳐 들어갔는데, 컨  로스앤젤 스 폭동 직후 스캥킨 피클

이 내놓은 <아이스 큐 , 한국이 말 한마디만 하자는데(Ice Cube, Korea 

Wants a Word with You)>는 한국계 이민 사회를 비하해서 장을 일

으켰던 래퍼 아이스 큐 의 <블랙 코리아(Black Korea)>에 한 응답

이었다. 한 ‘이소룡 밴드’나 ‘짱깨들’이란 뜻을 지닌 그의 솔로 로

젝트에서는 백인이 다수를 하는 환경에서 아시아계로 자라나

면서 겪었던 차별과 멸시의 고통이 아주 진솔하게 드러난다.

고시  성장기에 난 내가 인기만 인  알았지

근데 진실을 알고 보니 울고 싶을 지경이었어

사람들은 내 좋은 머리를 이용하려고만 했던 거야

내가 군지 어떤 사람인지는 심도 없었지

그래서 난 이 게 말했지

내가 [공부 잘하는] 아시아계라서 내 에 앉을 생각은 말아12) 

마이크의 외향  정치 성향은 스카 펑크 운동의 통 인 흐름에 

부합해서 연례 합동 순회공연을 주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인종차별에 반 하는 스카’를 기 으로 2000～2004년에는 ‘평화의 

호소(Plea for Peace)’라는 반 -반인종차별의 진보  메시지를 띠고 미

12) The Bruce Lee Band, <Don’t Sit Next to Me, Just Because I’m Asian>, ≪The 

B. Lee Band≫, Asian Man Record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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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 일본을 오가며 열린 스카 펑크 밴드들의 순회공연에 마이크는 

직  기타를 메고 나서기도 하고, 같은 이름의 사회사업 재단을 설립

해서 순회공연 수익 을 캘리포니아 지역 청소년 문화시설 설립, 10

 자살 방지 캠페인, 일본 고베 지진 구호 활동, 히로시마 평화 

박물  지원, 북한 식량난 지원 등에 기 을 제공하기도 했다.

박수 의 경우는 그의 음악 스타일에 걸맞게도 에 띄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역 심 사회활동에 을 두었는데, 시카고 아시아

계 화제 등의 문화운동을 벌인 인디 미디어 재단(Foundation of Asian 

American Independent Media)의 창립에 참여한 것이 표 인 이다. 

박수 과 심의 활동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시카고 한인 

공동체에 가정폭력 방지  상담 화서비스를 제공한 자원 사조직 

KAN-WIN을 한 자선공연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로 소개

할 아시아계 음악인을 만나게 된다.

3.3. 제니 최, 한국 여성 수난사를 노래하다

지 까지 살펴본 박 씨 성을 지닌 두 음악인의 경력이 미국 인디 

록계에서 제 나름 로 국 인 명성을 띤 드문 경우에 속하는 반면, 

부분의 아시아계는 인디 에서도 무명의 지방 음악인 신세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  일부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다른 

일부는 도에서 포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일로 어렵게 생계를 꾸리면

서도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며 음악을 계속하는 것은 타오르는 열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2002년 에 처음 만난 제니 최(Jenny Choi)

는 바로 그런 열정을 간직한 음악인이었다. 

클래식 피아노 공으로 석사학 를 받은 음악선생님이었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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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제니는 어린 시 부터 피아노와 첼로를 배웠다고 한다. 그 게 

음악에 을 뜬 그녀는 아직 고등학생이던 만 열다섯 살의 풋풋한 나이

에 기타를 메고 시카고 교외의 형서  커피 을 하면서 어쿠스

틱 싱어송라이터의 길로 들어섰다. 1990년  후반 ‘여성 용’을 표방

한 음악축제 릴리스 페어(Lilith Fair)가 의 주목을 끌면서 여성 가수

들이 팝음악계에서 반 인 상종가를 올리자, 학을 다니면서 고등

학교 시 에 써놓은 노래들로 첫 음반을 낸 뒤 학교 주변에서 음악 

활동을 계속하던 제니에게도 주류 음악산업의 유혹이 다가왔다. 그러

나 본인의 말에 따르면 펑크 록에 무 깊이 빠져 있었던 때인 데다가 

당시 자신의 사운드가 “형편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메이  음반

사의 심을 끌게”13) 된 아이러니를 깨닫고는 유행의 물결에 휩쓸리기

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처럼 인디 펑크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던 시  

그녀는 1998년의 KAN-WIN 후원 자선 공연 무 에서 박수 과 심을 

비롯한 시카고 지역 아시아계 인디음악인들과 교류를 트게 된다. 

학을 마치고 시카고로 돌아온 제니는 백인 남성 3인조 밴드를 

거느리고 2001년을 맞이해 두 번째 앨범을 발표했다. 단아한 피아노 

발라드에서부터 맵시 있는 보사노바와 도 인 걸 펑크(girl punk)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시도하며 자기 고유의 사운드를 

찾으려는 노력이 엿보인 이 음반에서 무엇보다도 귀에 들려오는 호소

력을 지닌 노래는 <거친(Coarse)>이었다.

우리  속 시련은 썹 에 새겨지고

13) ｢제니 이와의 인터뷰: 이 향그런 백합들은 오직 우리의 역사 속에서만 하늘거

리고｣, 웨이  4권 15호. 이후로 이 에서 따옴표 친 인용은 별다른 언 이 

없는 한 같은 인터뷰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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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그런 백합은 우리의 역사에만 하늘거리네

구도 쉬울 거라 말하진 않았어

하지만 우리는 밟아간다네 

시린  속에 스민 삶의 리듬을 따라 

새벽 네 시 이슬진 풀밭을 맨발로 

결코 울진 않아, 항상 목이 마를 뿐14)

무슨 사연이 얽  있을 것만 같은 이 슬  가사는 아니나 다를까 그녀

의 가족, 시카고의 한인 이민 공동체, 더 나아가 민족사에서 여성들이 

겪어온 고 에 한 시 인 표 이었다. 제니의 부모 친지들처럼 경제

인 이유로 이민을 온 이들이 부딪치는 고도의 정신 , 육체  스트

스는 가족 내부에서 종종 여성들에게 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집안에서 “소리 지르고, 물건을 부수는” 남자들과는 달리 “아주 

강인하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여자들을 기리는 송가이고, 가정폭

력에 시달리다 못해 KAN-WIN 핫라인으로 화를 걸어오는 여성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애가이며, 그리고 어린 시  제니에게 할머니가 들

려주었던 일제하 한국 여성들의 수난에 한 만가이기도 하다. 

박수 과 마이크 박과 마찬가지로 제니도 아시아계 음악인들 간의 

연 에 깊은 심을 갖고 있었다. 1990년  후반부터 뜻이 맞는 두서

 여성 싱어송라이터들과 함께 순회공연을 다니곤 했던 제니는 2000

년  들어서면서 이를 확장해서 아시안스 인 록(Asians In Rock: AIR)이

란 합동 순회공연을 기획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앨범부터는 음반사를 

아시안 맨으로 바꾸면서 제니는 마이크 박과 더욱 긴 한 력 계를 

14) Jenny Choi, <Coarse>, ≪Grand & Ashland≫, Ona Record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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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었는데, 2004년의 AIR 공연은 어쿠스틱 싱어송라이터로 스타일을 

바꾼 마이크를 헤드라이 로 내세워 진행되었다. 이처럼 1990년  

반부터 본격화된 아시아계 인디 록 음악인들의 연  활동은 10년의 

세월을 넘기면서 꾸 히 이어져왔다.

4. 남아 있는 질문들: 음악적 정체성, 언어, 민족 문화유산

아시아계 미국 음악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시아계의 정체성’을 

단지 가사 내용만이 아니라 음악  측면에서 짚어내는 것은 여 히 

난제로 남아 있는데, 록 음악의 경우도 다른 장르들과 마찬가지다.15) 

특히 청 의 인종  구성을 고려할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아

시아계 미국 인디 록을 듣는 주요 청 은 아시아계 청소년이라기보다

는 백인이 다수를 하는 학생층이라는 것이다. “힙합이나 스 음

악은 좋아하지만… (미국 내) 다수 한인들은 스카나 펑크 음악은 듣

지 않죠. 백인 음악이니까”라는 마이크 박의 말처럼 아시아계 청 의 

부재는 분명한 것이었다.16) 흑인 문화에서부터 외연을 속도로 확

해서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청소년들을 사로잡은 힙합에 비해, 록 음악

은 아직도 소수인종 집단들에 의해 충분히 유되고 있지 않다.17)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음악 , 사회  정체성과 련된  다른 

15) Lam, J. S. C., “Embracing ‘Asian American Music’ as an Heuristic Device”, Journal 

of Asian American Studies, 2(1), 1999, pp.29～60; Wong, D., Speak It Louder, pp.25

7～274.

16) ｢‘제3차 스카 리바이벌’의 선구자, 99.9%의 인디 맨: 마이크 박과의 인터뷰｣.

17) 아시아계 힙합에 해서는 양재 , ｢힙합과 아시안 아메리칸의 정체성 형성에 

한 소고｣,  음악 5호, 2010, 50～72쪽을 참조.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8(KST)



‘Little Chang, Big City’: 미국 인디 록의 아시아계 이산 공동체_김필호  113

요한 문제는 이들의 민족  문화유산(ethnic cultural heritage), 특히 언어

이다. 한국, 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계 등 민족  경계로 구획되어 

있는 이민 1세 와 달리 2세  이후부터 ‘아시아계’라는 정체성을 유

지시키는 데는 어라는 공통어의 역할이 이다.  각 민족  

하  공동체 내에서 세  간 계와 문화유산의 승 문제도 다 언어

와 직결되어 있다. 이 게 볼 때 아시안 아메리칸 인디 록이 민족  

언어와 문화 통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는 그 음악  정체성을 탐

색하는 데 요한 단서가 되는데, 지 까지의 찰에 의하면 체로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첫 번째 유형은 어 이외의 민족  언어 사용을 피하고 민속음악

의 유산으로부터도 거리를 두는 태도로 나타난다. 컨  민족  통

을 자기 음악에 도입하는 데 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수

은 “ 소리를 집어넣는다든가 다이코(太鼓)를 두드린다든가 하는 일

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한다.  밴드 이(eE)의 리더이자 박수 의 

동료인 토빈 모리는 독특한 민족  는 인종  정체성이 음악에 존

재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해 제 나름의 세련된 로벌 문화 

이론을 개한다. “민족  정체성이란 말이 무얼 의미하는지 묻지 않

을 수 없는데, 과연 그런 게 있기나 한가? 난 확신할 수 없다. TV 로

그램, 화, 음악, 인터넷,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유입/유출 덕택

에 서로 다른 문화들이 뒤섞이면서, 독특한 민족 정체성이란 더 이상 

존재하는 것 같지 않다.”18)

다수의 아시아계 록 음악인들이 어로만 노래하는 반면, 일본계 

2세 음악인 유지 오니키(Yuji Oniki)처럼 2개어 구사능력(bilingualism)을 

18) ｢이이(eE)와의 인터뷰: ‘모범 소수인종’의 로큰롤｣, 웨이  4권 11호.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8(KST)



114  음악 통권 6호(2010년 하반기)

극 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한다. 오니키는 다카미 고

슌의 배틀 로얄(バトル・ロワイアル), 데츠카 오사무의 우주소년 아톰
을 비롯한 유수의 일본 소설과 만화를 역하기도 하고 제이팝(J-Pop)

을 미국에 소개하는 을 쓰기도 하는 등, 일본서 태어나 미국서 자라

난 소  이민 1.5세 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이다. 

이 듯 오니키가 표하는 두 번째 유형은 통 문화에 기 어 민족

 정체성을 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향력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강한 일본의  문화를 통해 나타난다는 이 특징 이다. 그의 

2002년 앨범 ≪Tvi≫는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소재한 자기 집의 

스튜디오에서 벌 녹음된 후 도쿄로 공수되어 실험주의 록 밴드 로

보(Rovo)와 사카나(Sakana) 출신 연주자들의 세션이 입 졌고, 다시 미

국에 돌아와 최종 믹싱과 마스터링을 끝냈다. 이처럼 양의 동서쪽을 

거침없이 자유자재로 오가는 경향은 수록곡인 <Fall>에서 유창한 일

본어와 어를 번갈아가며 노래하는 데서 다시  드러난다. 

마이크 박이 실험한 독특한 혼종은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그는 

어느 날 일본 펑크 밴드의 음악을 듣다 “억양이 마음에 들어서” 알지

도 못하는 일본어로 노래할 생각을 해봤다고 한다. 그래도 한국어는 

어느 정도 아니까 재미삼아 녹음했다가 괜찮게 들려서 루스 리 밴

드와 칭키스 음반에 넣은 것이 <Edumoya(이게뭐야)>, <Onyongha-

sayo(안녕하세요)>, <Pabu Boy(바보 보이)> 등 가사와 제목이 철자법

도 안 맞고 뜻도 제 로 통하지 않는 일련의 ‘망가진 한국어’ 노래들

이다. 그 의도야 진지했든 장난이었든 간에, 마이크의 센스 스카 펑

크는 한국 , 미국 , 자메이카  요소들이 마구 뒤섞인 제3의 음악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세 가지 유형이 보여주는 차이와 조는 단일한 아시아계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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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정체성이 존재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한 방향으로 수렴할 것이

라는 생각을 어렵게 한다.

5. 아시아계 인디 록의 두 번째 물결(Second Wave)을 기다리며

마이크 박과 제니 최는 2006년 ‘하이 서울’ 페스티벌 청으로 한

국에 와서 ‘Korean Diaspora Coming Home’이란 제하에 따로 합동 공

연을 갖기도 했다. 이 무렵 제니는 남편이자 드러머인 필립 스톤(Philip 

Stone)과 2인조 밴드 사나운(Sanawon)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었고, 마이

크는 스카 펑크보다는 싱어송라이터로 스타일의 주종을 바꾸고 있었

다. 박수 의 밴드 이(eE)는 한국에 오지는 않았지만 만 등지에서 

공연을 가졌다. 이들 모두 2000년  반까지 각각 두세 장 앨범을 

내고 틈틈이 무 에도 섰으나 최근에는 30  후반에서 40 에 다다른 

나이 탓인지 활동이 많이 뜸해졌고, 15년  ≪Ear of the Dragon≫에 

동참했던 밴드들도 이제는 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그 다면 이들의 뒤를 잇는 아시아계 록 음악의 새 물결은 과연 

오고 있는 것일까? 아시아계 록 음악 페스티벌이 뉴욕, 워싱턴 DC 

등 도시 학가 주변에서 열린다는 정보를 그동안 몇 번 한 은 

있지만, 거기서 기억에 남을 만큼 꾸 한 활동을 보여주는 밴드나 음

악인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아시아계 공동체의 변에 흐르는 움직임

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필자와 같은 ‘이방인의 시선’으로 포착하기에

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따른다. 

여기서 한 가지 외 인 사례는 뉴욕에 본거지를 둔 한국계 밴드 

카이트 오퍼 이션스(Kite Operations)이다. 한국에서 성장한 드러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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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던 까닭에 한국 사정에도 제 나름 로 밝았던 이들은 한국 인디 

록 청 들에게 직  자기소개를 함으로써 ‘민족 인 교감’을 극

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박수 , 제니 최

와의 교분을 통해 기존에 형성된 아시아계 인디 록 네트워크에도 발

을 들여놓았고, 마이크 박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의 코드사와 웹진 

등을 통해 신진 아시아계 음악인들과 연 를 추구했다. 2007년 세계 

한인 주간 축제로 한국에 와서는 코코어, 불싸조 등과 함께 홍  앞 

인디클럽 무 에 서면서 아시아계 미국 인디 록과 아시아 인디 록 간

에 력을 본격화하기도 했다.19) 비록 단 하나의 사례일 뿐이지만 이

들이 보여주는 역동성은 아시아계 인디 록과 새로운 이산 공동체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 다.

19) ｢카이트 오퍼 이션스: 2007년 한국 투어 다이어리｣, 웨이  10권 3호를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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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ttle Chang, Big City”: Asian Diaspora 

in American Independent Rock 

Kim, Pil Ho(Sungkonghoe University)

Asians constitute the third largest racial minority group in the USA 

next to the Latino and the black community. Due to their relatively short 

immigration history and ethno-linguistic variety, they are yet to find a 

collective voice and identity in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arenas. With 

the advance of increasingly global cultural landscapes, however, the sec-

ond and later generations of Asian immigrants have been showing signs 

of a newly emerging pan-Asian diaspora; Asian-American indie rock 

movement, which marked its beginning in 1995, is one of them. This 

paper is an ethnographic study on three key musicians in the Asian- 

American indie rock movement, Sooyoung Park, Mike Park, and Jenny 

Choi. From their music and social activism, I seek for the clues of cultural 

and social identity of the new Asian diaspora. Despite the diversity of 

musical styles and contrasting attitudes toward ethnic languages and cul-

tures, Asian-American indie rock musicians find their common ground 

in building solidarity among themselves as well as in connecting with 

their ‘ethnic’ audiences in Asia.

Keywords: Asian Americans, independent rock, diaspora, global cultural 

landscapes, music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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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10년 9월 17일에 투고되어 10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10월 3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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