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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평론

제3회 아시아 대중음악학회를 다녀와서:

K-Pop 열풍에서 ‘만들어진 신화’ 엔카까지

장유정(단국 학교 교양기 교육원)

‘실체가 없다’ 내지는 ‘실체를 모른다’는 말은 여러 감정을 이끌어

낸다. 실체가 없는 것에는 소문이 무성하기 마련인데, 때로 이것들은 

엄청난 환상을 불러일으키거나 공포의 상이 되기도 한다. 원인은 

모르지만 빠른 속도로 퍼지는 바이러스를 떠올려보라! 때로 우리는 

실체가 없는 것에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아 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면

서 상상의 집을 키워가다 심지어 그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라 믿어버리

기도 한다.

제3회 아시아 음악학회(Inter-Asia Popular Music Studies Conference)

가 타이베이 국립 만사범 학(NTNU)에서 7월 13일부터 7월 15일까

지 있었다. 오스트 일리아, 국, 홍콩, 일본 등 10개국(거주지 기 )에

서 6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 아침 9시 30분부터 녁 7시까지 발표를 

하고 열띤 토론을 벌 다. 개인 으로는 2010년 홍콩에서 열린 제2회 

학회에 이어 두 번째로 참가하는 아시아 음악학회 다. 2년 과 

비교해서 달라진 은 크게 두 가지 다.

첫째, 참여한 학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자비로 참가하는 것

이기도 하려니와  세계 으로 음악 연구 자체가 비주류 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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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지라 에는 참가 신청만 하면 모두 학회에 참가할 수 있었

다. 하지만 이번에는 신청자가 많아서 일부는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한다. 둘째, K-pop에 한 발표가 거의 반을 차지했다는 이다. 

재작년 홍콩 학회 때도 타이의 학자가 2PM에 한 발표를 했던 기

억이 난다. 하지만 이번에는 거의 반의 학자가 K-pop을 언 하

으니, 재 아시아 음악 에서 K-pop이 세임을 실감할 수 있

었다.

많은 발표 에서도 내 심을 끈 것은 싱가포르 국립 학교의 데

보라(Deborah SHAMOON)가 발표한 ｢ 후 일본 음악 속 국가 정체

성의 창조(Creating National Identity in Postwar Japanese Popular Music)｣

다. 발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일본의 엔카가 애 부터 통 인 음

악이 아니라는 , 1920년  기와 1930년  일본 음악은 재즈

와 여타 서양 음악 장르를 받아들여 특별한 일본 소리를 창조했다는 

것, 그리하여 유행가(流行歌, ryūkōka)와 가요곡(歌謠曲, kayōkyoku)이라 

불리던 노래가 1960년 에 엔카로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국가 정체성을 정립하기 해 의도 으로 엔카를 통으로 

만들었다. 작품에서 요나 키 음계, 5-7-5 운율, 그리고 특정한 보컬 

테크닉을 사용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메이지 시  이 의 음악  

양식과 직 으로 련 있는 통 인 요소라기보다는 국가  음악 

장르를 창조해내기 해 발명된 것이라고 한다. 음악 자체가 통 음

악 형식과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 엔카의 주 청 이 나이 

들어가면서 그들은 엔카를 통해 과거 ‘순수했던’ 일본에 한 향수에 

집 한다는 것이었다. 

이 발표를 들으면서 1945년 이 에 나온 노래  왜 ‘엔카’를 갈래

명으로 사용한 노래가 없는지에 해서도 알게 되었다. 엔카가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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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한 음악이었다면 유행가나 가요곡 신 ‘엔카’를 장르명으로 

사용했을 테고, 우리나라의 ‘트로트’도 트로트 신 엔카라 불렸을 

것이다. 하지만 1945년 이 에 발매된 가요  ‘엔카’를 갈래명

으로 사용하고 있는 곡은 거의 없다. 최근 일본에서 발간된 와지마 

유스 (輪島裕介)의 만들어진 ‘일본의 마음’ 신화－‘엔카’를 둘러싼 

후 음악사(創られた ‘日本の心’ 神話－‘演歌’をめぐる戰後大衆音

史)(光文社新書, 2012)도 만들어진 신화인 ‘엔카’에 해 다루고 있다

고 한다. 

그 다면 우리나라에서 1960년 부터 1990년 까지 이어진 트로

트의 왜색 논쟁은 어  보면 소모 인 것이었는지 모른다. 엔카 자체

가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므로 트로트의 왜색 논쟁은 그 제부터 성

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트로트의 왜색 

논쟁은 ‘엔카’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만들려했던 일본의 논리를 받아

들여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거나 오히려 그들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노릇마  했다고도 할 수 있다.

국립 만 학 음악학연구소에 있는 야마우치 후미타카(山內文登) 

교수의 말에 따르면, 소  일본의 좌 가 처음에 엔카의 비속성 등을 

들어서 엔카를 비 했고, 이어서 신좌 가 다시 엔카를 토속 인 서민

의 노래로 의미 부여를 했다고 한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학계에서 이루어진 음악 연구는 노래운동을 

하는 의식 있는 지식인층에 의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때 음악 

연구는 음악 자체에 한 연구라기보다는 ‘운동가요’에 의미를 

부여하기 한 한 방편이었다. 그 때문에 음악은 ‘운동가요’의 

척 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1984년에 발간된 무크지 노래 1의 표지에  있는 ‘진실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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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거짓의 노래’라는 표 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당시 노래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운동가요’가 진실의 노래라면 ‘ 가요’는 거짓의 

노래 다. 그리고 가요가 거짓의 노래가 되기 해서는 창기 

가요의 근원부터 문제를 삼을 필요가 있었다. 가요가 이식된 

것이고, 그것이 일제 식민지 왜색의 상징이라면 가요는 그 정체성

에서부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이후에

도 아주 오랫동안 받아들여졌다. 물론 1980년  이루어진 가요에 

한 논의는 그 시기에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도 

가요를 무조건 거짓의 노래로 보고 트로트를 왜색의 상징으로만 

간주하지는 않는다. 

일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트로트를 통 인 장르로 만들어

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어도 ‘왜색’이라는 것으로 트로트를 좋아

하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는 말자. 트로트의 ‘왜색’은 트

로트가 일본에서 유입되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리

고 이는 록이나 포크, 그 밖의 수많은 장르들이 서양에서 건 왔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까지 실체도 없는 것에 매달려 소모 인 논쟁으

로 시간을 낭비했는지도 모른다. 개인 으로 오래 부터 트로트의 왜

색 논쟁에 해 유감을 표명해왔다. 일본의 엔카가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의 트로트에서 왜색을 문제 삼으려면 엔카와 엔카

에 향을  서양 음악, 그리고 우리나라 음악을 거시 이고도 미시

으로 살펴 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것이다. 20세기 반기 우리나라 

음악은  세계 인 음악의 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물론 트로트를 상으로 벌여온 수많은 논쟁들이 그  소모 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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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한 논쟁을 통해 우리는 당 의 음악에 

해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실체 

없는 논쟁에 매몰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를 더 이상 범해서

는 안 된다. 이번 데보라의 발표는 나름 로 진척시켜온 그간의 논의

를 확인하고 내 주장과 주의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에 개인 으로 

요한 발표 다.

우리는 내 취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취향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을 넘어서 그 취향을 잘못된 것이나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곤 한다. 

트로트에 한 편견과 오해도 다른 사람의 취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 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왜색’이나 ‘이식’은 식민지의 

앙 이 해소되지 않은 우리 민족이 가장 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기

도 했다. 이 부분을 건드리면 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실체가 없는 것이라

면 우리가 그것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

루이 암스트롱의 말처럼 ‘ 요한 것은 장르가 아니라 음악 자체’가 

아니겠는가! 마음으로 트로트에 끌리면서 머리로 트로트를 어내지 

말고 트로트를 좋아하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지도 말자. 좋으면 좋은 

로 싫으면 싫은 로 인정하고 즐기자. 노래에서 때로 의미를 찾기

도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음악은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의 잣 로 평가할 것이 아니다. 불 듯 

내 마음에 스며든 음악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기 이 아니겠는가! 트

로트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번 아시아 음악학회는 K-pop의 ‘실체 있음’과 엔카의 ‘실체 

없음’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요한 학회 다. 비록 비주류 학문인 

음악을 연구하는 각국의 비주류 학자들이 모 으나, 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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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에 한 사랑을 품고 있기에 즐겁고 신나는 학회 다. 2년 후 방

콕에서 있을 제4회 아시아 음악학회가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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