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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번안가요의 근대성과 혼종성* **

백욱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1)

1. 1960년대의 현대사적 위치와 번안가요

2. 번안 가요 분석의 의미와 방법

2.1. 번안가요 분석과 탈식민주의적 관점

2.2. 어떤 번안가요의 가요유전, Blowin’ in the wind

3. 1960년대 번안가요의 근대성과 식민성

4. 이식성에서 글로벌 혼종성에 이르기까지

5. 번안의 주체성과 변위

1960년 는 식민지 시 의 표  가요 장르 던 트로트가 복원되

고, 미국 가요의 향으로 한국 가요의 ‘표  노래틀’이 만들어

지던 시기 다. 한국 가요의 과도기 던 1960년 에는 다른 어떤 시

기보다 번안가요가 많이 만들어졌다. 번안가요는 한국 가요의 표

 양식을 만드는 데 향을 미치면서 1970년  포크송의 개화와 이후 

가요의 변화에도 향을 끼쳤다. 이 논문에서는 번안가요의 ‘과도기

성’과 ‘혼종성’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한국 가요의 ‘근 성’ 형성에 어

  * 이 논문은 2014년 겨울 한국 음악학회 정기학술 회에서 발표한 을 수정 보

완한 것이다.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 학교 교내학술연구지원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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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역할을 하 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1960년  번안가요는 양가  성격

을 지닌다. 번안가요는 외부로부터의 이식되는 완결된 진입물임과 동시

에 번안과정에서 독특한 ‘주체성’이 발 되는 양가성의 장이다. 한국사회

는 식민지 근 를 거쳐 산업화 근 , 로벌 근 를 지나왔다. 그런 과정

에서 식민지 혼종성, 근 화 혼종성, 로벌 혼종성이 생겨났다. 이 논문

에서는 1960년  번안가요라는 노래와 유흥이 어떻게 변모해왔는가를 밝

히고자 한다. 이를 해 1960년  번안가요의 음악  성격과 사회  상

을 ‘근 성’과 ‘혼종성’이라는 틀과 련하여 검토할 것이다.

핵심어: 번안가요, 근대성, 혼종성, 팝송, 포크송, 탈식민주의

1. 1960년대의 현대사적 위치와 번안가요 

1960년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던 노래 에는 번안곡이 상당히 많

다. 당시 미국 팝송을 바탕으로 한국 가요계는 빠른 속도로 새로운 노래

문화를 만들어갔다. 1960년  번안가요는 한국식 표 가요가 자라날 

묘 을 마련해주었으며 연주자, 가수, 작곡가 등을 창조  모방

(mimesis)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 다. 외국 노래의 번안은 식민지 시

부터 찬송가, 동요, 가곡이라는 장르를 통해 이미 폭넓게 자리잡고 

있었다. 1930년 의 식민지 가요가 근 의 표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

로 1960년  한국 번안가요는 산업화 근 의 표상이었다. 1950년  이

후의 가요는 1930년  식민지 가요와는 여러 가지 다른 조건에서 

만들어졌다. 번안가요는 1970년  포크 가요의 도입에도 향을 미치

다가 1970년  말부터 실과 번안의 부끄러움을 마주하면서 차 

어들게 되었다.

1960년  번안가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뿐만 아니라 번안가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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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제국-식민지’의 문화  계가 어떻게 개되었는가를 악하는 

것도 요하다. 그래서 문화 번안을 감당해 낼 번안층이 형성되는 사회

 조건과 번안된 문화를 향수하는 수용자 층의 형성에 한 연구도 

필요하다. 1960년 에 진행된 국민교육 확 를 통해 번안 동요와 서구 

음악이 교육되는 과정, 교회의 확산을 통해 한국  기독교 문화가 만들

어지면서 찬송가 음악이 보 되는 과정, 신식 주택이란 이름으로 주거 

문화 환경이 조성되는 과정, 도시문화 확산, 도시 산층의 맹아 형성 

과정, 라디오를 비롯한  미디어의 보  등의 요인과 함께 번안가요

가 생겨나고 변화하는 과정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런 작업에서 닥치는 어려움은 당 의 자료가 희소하거나 

체계 인 수집과 분류에 따른 기  자료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이

다. 그래서 번안가요의 수집과 아카이 , 물건과 사료와 흔 을 찾아내

는 집요한 고고학(신  외, 2005)이 요구된다. 그리고 원곡의 이식과 

번안 과정에 한 맥락  틀을 복원하는 비교문화  작업(박진수, 

2016), 번안가요의 원곡과 편곡된 악보, 연주, 가창 등의 차이를 분석하

는 음악 내재  연구(원재웅, 2008)1), 번안가요가 생산 유통 분배 소비

되는 당  문화의 토 에 한 분석(천정환, 2014)과 더불어 재의 

에서 기억을 재화하고 재의 역사로 이어주는 해석  평가 작업

이 필요하다. 

번안가요는 한국 가요의 표  스타일에 향을 미친 한편 

 1) 번안가요에 한 세부  실증연구에서는 번안방식에 한 음성학, 음악학  실증

연구를 통해 번안 원곡과 번안곡의 편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변형과 가사와 곡

간의 음성학  계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번안이 이루어질 때 원곡과 도

착어의 가사 사이에 생겨나는 음악 , 음성학  불편함과 문제 에 해서는 황승

경(2015) 참조. “음악 인 박자표에 나오는 강약과 상 없는 조사를 사용하여 의

미 달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번안된 한국어 가사로 비 문가가 

가창을 하는 경우 의미와 감정의 달이 방해받게 되고 곡의 체  박자도 반주

와 달라지는 일이 생기고 있다(황승경, 2015: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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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포크송의 개화(박기 , 2003)에도 향을 끼쳤다. 이 논문에

서는 1960년  번안가요라는 가요의 장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

모해왔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번안가요의 ‘과도기성’과 ‘혼종성’에 주목

하면서 그것이 한국 가요의 ‘근 성’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 는가

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해 번안가요 분석의 의미와 방법에 해 살펴

보고(2장), 이 과정을 통해 ‘(신)제국-(신)식민’의 계가 번안가요에 어

떻게 개되었는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60년  번안가요

의 음악  성격과 사회  상을 ‘근 성’(3장)과 ‘혼종성’(4장)이란 틀과 

련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 로 5장에서는 번안의 주체성이 어떻

게 확보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볼 것이다.

2. 번안 가요 분석의 의미와 방법

2.1. 번안가요 분석과 탈식민주의적 관점

번안가요는 곡을 차용하여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하거나 새로운 가사

를 만들어 원곡에 담아 부르는 방식을 말한다. 과도기 으로 우리말과 

원어를 반반씩 섞어 부르는 혼합 언어 방식의 노래가 등장하기도 하

다. 원어와 어로 기울어진 이 언어 사용은 미군을 상 로 한 1960년

 한국식 가요가 지닌 특징  하나 다. 식민지 시 의 유랑악단은 

한국 정쟁 후 미군 쇼악단으로 이어졌다. 미군을 상으로 하는 쇼악단

(정연주, 2012; 한지수, 2009)은 한때 20만 명에 달했던 미군을 상으로 

미국식 버라이어티쇼를 참조하여 ‘미군 쇼’라는 형식을 만들었다. 미군

을 상으로 한 쇼를 통해 성장한 모창 가수들은 1960년  극장에서 

‘미8군 쇼’라는 이름을 내걸고 한국민을 상으로 무 를 확장하 다. 

이것이 1960년  반 신문 고에 자주 보 던 ‘극장쇼’이다. 



1960년대 번안가요의 근대성과 혼종성 백욱인  99

이후 라디오와 축 보 (주창윤, 2011), 음반시장의 확 에 힘입어 

일제강 기 이래 표 인 가요로 성장한 트로트와 더불어 미국 

팝송 번안노래와 그를 모방한 한국식 팝송이 만들어진다(최지호, 

2005). 1960년 에 들어 미군을 상으로 부르던 원어 노래는 한국어와 

어를 반쯤 섞는 이 언어 노래나 가사를 번역하거나 바꾼 번안 노래

로 바 었다. 주요 객 한 미군에서 한국 으로 바 면서 번안가

요 시장이 만들어졌고 그런 노래는 산업 근 화 시기의 가요문화

의 한 축을 담당하기에 이르 다. 1960년  후반에 학가를 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은 가수들은 미군부 에서 출발한 가수들과 달리 

포크송과 외국 노래 등 다양한 장르로 서양 노래 번안의 폭을 확 하

다(박기 , 2003; 김형찬, 2002). 그러나 그러한 포크 번안 역시 원 노래

의 맥락과 터 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목 에 부합하는 장르 변환이나 

유를 충분하게 해내지 못하 다. 자신의 입장에 서서 스스로의 입으

로 노래를 바꿔 부르는 당사자를 갖지 못했던 1960 식 포크송은 1970

년  후반까지  노래를 만들고 부를 새로운 의 탄생을 기다려야

만 했다.

번안가요는 가사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  언어와 번역이 요한 문

제 역이 된다. 번안가요의 이 언어 문제를 1960년 와 2018년을 경

과하는 선상에서 보면 어떤 함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 노랫말에서 한

혼용과 코드 환은 1960년  반 서구 번안가요의 활성기에 리 

이루어졌다. 1970년  이후 세 가 원어 팝송을 직  수입하여 향유하

게 되면서 번안보다 원곡을 직  하는 향유층이 성장한다. 1990년  

반 이후 상업화된 아이돌 시스템이 등장하고 한류 열풍이 일어나자 

1960년  번안가요와는 반 로 한국 노래에 어 단어나 문장을 혼성

하는 코드 환이 이루어진다. 한성원(2010)은 1992년 서태지의 등장 이

후 K-Pop 노랫말에서 나타나는 ·한 혼용과 코드 환 상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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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임새 기능, 친 감 표 , 운율 기능, 강조 기능, 조화 기능, 욕구 표  

기능 등 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960년 의 번안가요에서 2010년 의 

한 혼 에 이르는 50년간 번안에서 이  언어가 차지하는 상은 이

처럼 변화하 다. 

그동안 번안가요에 들어있는 식민지성의 문제를 잘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는 식민문화가 식민모국 문화와 갖는 혼종성과 시차성을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식민문화가 갖는 혼종성을 그것이 자라나는 토양 속

에서 구체 이고 개별 인 특성을 밝 내기 보다는 그것을 키치로 치

부하거나 그것이 갖는 미숙함을 비 하면서 원본을 쫒아갈 수 없는 번

안이 갖는 재 의 한계로 받아들 다. 식민 모국 문화와 갖는 시차성은 

식민문화를 지속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1960년  문화 시장에서 

원본의 수입은 략 5-10년의 시차를 갖고 국내에 수입되었다. 그 시차

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식민 모국의 문화는 원래와는 맥락을 달리하

여 다른 것으로 변해 있다. 그러나 식민지 문화는 그 시차를 이용하여 

돈을 벌기 때문에 원본과 복제 재 물이 갖는 시차는 식민문화의 제 

조건이었고 어느 정도 불가피하기도 하 다. 그리고 그런 혼종성과 시

차성을 의식 으로 인정하거나 드러낼 수 없었던 도 식민문화의 가

식을 보여주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 과 같은 동시성의 시 에는 시차성을 이용한 식민문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식민문화의 ‘기지 ’(김 민, 1996) 속성이나 ‘보

따리 장사’는 인터넷 시 에 더 이상 그 존재 기반을 가질 수 없다. 여

히 식민 모국 문화에 한 텍스트 독해 능력이 떨어지고 그 문화의 발생 

조건과 존립 근거에 한 맥락  이해가 부족하지만 어도 시차성은 

어느 정도 극복되었고 혼종성 자체가 로벌 문화의 존립 기반이 되는 

시 로 어들었다. 주체  실천에 의해 식민지 문화가 극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정세 때문에 식민문화의 존립 기반이 소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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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것이 주체의 극  실천 없이 이루어지는 지구화 시 의 탈

식민화 효과이다.

최근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일국  차이를 넘어 양국 가요의 생산과 

의미가 공유되는 틀에서 ‘한일 가요’라는 담한 을 제시하는 

연구2)도 등장하 다. 박진수(2016)는 식민지 시   해방 이후 한일 

양국의 한 계와 인력의 상호교류를 시하는 시각에서 제국-식

민지 일체 문화론을 제기한다. 한일 양국의 가요를 번역과 번안을 매개

로 비교 문화  에서 다룬다는 그의 문제제기는 나름 타당하지만 

일국  이 지닌 문제를 비 하면서 ‘한일 가요’라는 단일 범주

로 양국 가요의 공통성을 강조하는 방식은 양국 간의 사회경제 인 차

이와 권력 계, 노래의 생성과 변화에 한 운동  차원, 당사자의 노래

가 갖는 주체성의 문제 등을 등한시하는 문제 을 갖는다. 더구나 이러

한 은 번안가요를 종주국 문화와 일체화된 편입과 동화라는 틀 안

으로 포획하여 의도하지 않게 식민지론을 확장하는 식민지 근 화론의 

폐해와 이어질 험도 안고 있다. 

혼종성의 착종물로서 번안물을 이해할 때 그것은 제도에서 이데올로

기에 이르는 지식덩어리, 그리고 일상생활과 물질  술, 서비스를 

포 하는 구성물이 된다. 번안문화에 한 연구는 사상사에서 일상생

활사와 기술사까지를 아우르는 포  연구의 상이자 식민성과 탈식

민주의론의 구체  근거와 실마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1960

년  번안가요 분석은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를 구체 으로 드러내는 

텍스트가 될 수 있을까? 1960년  가요를 분석하는 작업에는 “아버

 2) 박진수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요약한다. “ ‘한일 가요’  ‘한일근  

가요’라는 용어로 부르기를 제안했다. 둘째, 가요라는 문화 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재의 국경개념을 상 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셋째, 가요의 

가사에서 보이는 언어  상호교섭 상을 문학 ㆍ번역학  측면에서 이해하고 

고찰하는 연구의 요성을 확인했다(박진수, 2016: 25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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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아니라 삼 을 발견하는 조카(김 , 2015)”의 이 필요할 지도 모

른다. 김 은 각 문화 분야에서 삼 을 찾아내고 그들로 하여  죽어 

없어진 아버지와 복권을 요구하는 아버지를 체해야 한다고 조언한

다. 조카의 으로 삼 을 찾아내는 탐색 방식을 번안가요에 용하면 

어떤 함의를 얻을 수 있을까? 잊 진 삼   하나가 1960년  번안가

요라면 거기서 혼종성의 특성을 찾아내고, 통이 끊어지면서 이어지

는 지 을 밝 내는 한편, 서구문화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변용되는

가를 밝 야 할 것이다. 

2.2. 어떤 번안가요의 가요유전, Blowin’ in the wind

원곡과 번안곡을 비교하면서 번안곡 가사에서 일어난 변형을 실증

으로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다. 곡과 가사의 변화를 가요의 발생지와 도

착지를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가요 이행사  연구도 드물다. 번안가요

의 혼성  성격과 당 성을 악하려면 원곡이 제3국으로 달되어 번

안되고 변형되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 문화  의미의 상변화, 곡 구조 

변환, 번안자의 사회정치  치와 의도, 곡의 유통경로와 새로운 당사

자의 등장 등 다양한 차원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한다.

번안 결과물에 한 성격분석과 평가는 원곡에서 출발하여 매개처를 

거쳐 도착지에 도달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노래유 을 밝히는 작업이기

도 하다. 곡과 가사의 음성학  구성과 음악학  구조, 노래를 부르는 

당사자의 변환과 수용자의 사회  성격, 수입경로와 재생산이 이루어

지는 정치경제학  특성에 한 분석 등을 통해 노래유 에 한 연구

가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히 포크송 번안의 경우 이러한 노래유 의 비

교 연구는 요한 치를 차지한다. 이런 번안가요 분석의 사례로  밥 

딜런의 <Blowin’ in the Wind>를 살펴보자. 이 노래가 미국 흑인 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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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류 팝시장으로 편입되는 과정과 그것이 한국으로 건 와 여러 개

의 버 으로 번안되는 과정을 검토하면 번안가요의 변 가 갖는 혼돈

과 역동성을 볼 수 있다. 

밥 딜런이 부른 <Blowin’ in the Wind>는 번안가요를 둘러싼 여러 

개의 겹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곡은 19세기부터 흑인들이 부른 

가 <No more auction block for me>3)를 밥 딜런이 편곡하고 가사를 

부친 곡이다. 밥 딜런 이 에 수많은 흑인 노 들이 이 노래를 당사자의 

입을 통해 불 을 것이다. 폴 롭슨(Paul Robson)이나  오데타 홈스

(Odetta Holmes) 등 유명한 흑인 가수들도 이 노래를 연주회에서 불

다. 밥 딜런 한 데뷔 기 가스라이트 카페에서 <No more auction 

block for me>를 불 다. 그는 어느 날 이 곡을 약간 변형하고 가사를 

붙여 <Blowin’ in the wind>를 만들었다. 밥 딜런은 1963년에 나온 두 

번째 개인 앨범 ｢The Freeweeling Bob Dylan｣에 <Blowin’ in the Wind>4)

를 수록하 다. 1963년 6월 피터 폴 앤 메리가 이 노래를 싱 로 발표하

여 빌보드 차트 2 에 올라갔다. 1963년 7월 26일 뉴 포트 포크 페스티

벌에서 피트 시거, 존 바에즈, 리덤 싱어스, 피터 폴 앤 메리 등 참가

자들이 합창으로 이 노래를 불 다.

“더 이상 나를 경매 에 세우지 마라”는 흑인 가의 둔탁한 규는 

평화와 자유를 노래한 은 포크 가수에 의해 “그 답은 바람에 뒹굴고 

있다”는 지  냉소로 바 다. 이 노래는 다시 피터 폴 앤 메리의 달콤한 

화음으로 변형되어 부드럽고 평안한 속삭임으로 1960년 의 자유주의 

성향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인기를 렸다. 이처럼 번안은 그 노래의 ‘당

 3) No more auction block for me/ No more, no more/ No more auction block for 

me/ Many thousand gone

 4)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they can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 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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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와 주변 환경이 바뀜에 따라 의미와 내용이 달리 유된다. 

한국에서는 미국에서 이 노래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 3년 후 1966년 

7월에 출간된 키보이스의 스 릿 앨범 ｢정든 배는 떠난다｣에 <바람아 

는 아느냐>라는 제목으로 처음 번안되었다. 지명길이 작사한 노래 

가사는 “노을지는 강변에는 조각배 하나/ 내 마음을 달아 띄울까/ 고향 

없는 나그네의 외로움처럼/ 의지할 곳 없는 마음을/ 달을 비껴 부는 바

람 물결이 차도/ 내 마음엔 도가 없네/ 갈잎 흔드는 강변바람아 님의 

숨결 향기롭더냐/ 달이 지는 산마루에 소나무 하나/ 내 마음을 알아주

려나/ 마음 잃은 외기러기의 슬  처럼/”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번안

이라기보다는 원곡의 곡조만을 차용한 것이다. 이 번안가요에는 원곡

이 지닌 가사의 정치성과 사회  맥락이 빠져있다. 

한편 1969년 발매된 ‘트  훠리오’와 ‘펄시스터즈’의 스 릿 앨범에는 

김인배가 편곡하고 조용호가 작사한 <Blowin’ in The Wind>가 수록되

어 있다. “말많고 거칠은 인생길에 내갈 곳은 어드메냐/ 한없이 외로운 

나그네 길 내쉴 곳은 어드메냐/ 얼마나 많은 쟁 속에 사람들은 죽어

가나/  바람 속에 들려오는 희미한 답소리여/” 이 번안곡은 1966년 

키보이스의 번안곡과 달리 원곡의 가사를 번역하고 있지만 본래 의미

의 강력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화음에 묻  사회비  의미가 희석

되었다.

1971년에 발매된 서유석의 ｢아름다운 사람 비야 비야｣에는  <Blowin’ 

in The Wind>가 < 란 많은 세상>이란 제목으로 번안되어 있다. “학교 

앞에 책방은 하나요, 포집은 열이요/ 이것이 우리 학가래요/ 학교 

앞에 책방은 하나요, 양장 은 열이요/ 이거 정말 되겠습니까/ 가르치

는 교수님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아~ 내 친구야 

묻들 말아라/ 도 몰라 나도 몰라요/” 

원곡의 곡조와 리듬을 변경한 이 번안곡은 원곡과는 완 히 다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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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구성되었다. 곡조도 약간 변형되고 가사도 원곡과 다르지만 서유

석의 번안곡에서는 당  사회에 한 세태비평이라는 비  이 

계승되고 있다. 이후 양병집에 의해 <바람만이 아는 답>으로 원곡과 

가사에 충실하게 번안되었다. 한편 1960년  일본의 미국 포크 송 번안

은  한국과는 달리 ‘칸사이 포크’5)를 심으로 시 와 집회를 통해 이루

 5) 1969년 2월 오사카에서 설립된 URC(Underground Recod Club) 일본 독립 코드

사는 시장 매가 아니라 회원제 방식으로 음반을 배포하 다. 1960년  반부터 

오사카를 심으로 활성화된 일본식 포크는 미국의 로테스트송과 포크송을 번

안하면서 반 과 민권의 정치  비 과 항을 실천하 다. URC이 오사카에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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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1968년 ‘게릴라 포크’에서는 번안된 이 노래가 리 불려졌다. 

이처럼 원곡 자체가 과거의 노래를 번안하고, 그것이 다시 언어가 다른 

지역에 이식되어 재번안된 후 여러 차례 번안 과정을 거치고, 새로운 

수용자에게 건 가면 노래 부르는 당사자와 노래가 갖는 사회문화  

의미는 당연히 달라진다. 

3. 1960년대 번안가요의 근대성과 식민성

1960년 는 자본주의  하부토 와 생산 계가 본격 으로 갖추어

지지 않았던 시기로서 문화의 맹아들이 ‘바깥과 로부터’ 뿌려지

고, 그것의 성장을 한 자본주의의 묘 이 깔리던 시 이었다. 그것은 

서구화(미국화), 산업화, 도시화와 근 화라는 이름으로 국가권력에 의

해 주도되었다. 도시문화는 서구  삶의 모방을 통해 실화되었다. ‘서

구 모방’은 이미 식민지 시 에 일본을 거쳐 이 땅에 이식의 흔 을 남

기고 있었다. 1960년 의 ‘근 화’는 일본  ‘식민지 근 ’가 미국식 근

로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는 과정이었다.

식민지 지배는 민족과 땅과 노래와 통을 괴했다. 뒤 이은 쟁은 

다시 번 모든 것을 괴했다. 1960년 에는 되돌아갈 통도 없었고, 

과거에 한 향수가 만들어질 공간  터 과 시간  여유도 없었다. 조

선의 민족·민  통이 단 되고, 식민지 시 를 이끌던 일제의 향

도 쇠퇴하여 뒤로 물러났다. 쟁을 통해 기존의 계 계와 사회  

계가 서 있던 기반도 무 졌다. 그런 시 에는 과거를 수집하는 일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 수집할 과거가 아니라 청산할 과거만 존재한다. 

모든 것을 괴하고 부정해야 했으며 집과 길을 새로 닦고 건설해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블을 심으로 한 반체제 포크를 칸사이 포크라고 부

른다. 



1960년대 번안가요의 근대성과 혼종성 백욱인  107

했다. 그래서 ‘새것에 한 숭배’와 ‘오래된 것에 한 경멸’이 사회 문화 

반에 번져나갔다. 번안가요는 이러한 통 부재의 틈새를 비집고 들

어와서 새로운 문화 장르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혼종성과 근 성

을 혼합하던 번안가요는 과도 인 1960년 의 시  풍경을 만들었

다. 그러나 과도 인 ‘번안의 시 ’는 자생  노래 문화가 자라나면 그

것들에 자리를 물려  수밖에 없다.

‘번안문화’6)가 만들어지던 1960년 는 서구 문학을 번역하고, 서구 

학문과 이론을 번안하여 들여오고, 서구 술을 따라하면서 모방의 기

술과 사회 기반을 다지던 시 다. 그 때는 번안가요를 감싸는 더 큰 

문화  범 에서 ‘번안 문화’가 만들어지던 시 이었다. 1960년 는  조

국의 가난한 실을 ‘흙 속에  바람 속에’서 강한 서구와 약한 한국을 

비교하던 비평가와, ‘놋쇠 요강’에서 통을 찾지만 어쩔 수 없이 ‘엔카

운터誌’ 수집을 은근히 자랑하던 시인의 시 다. 

1960년 에 드러나는 ‘먼 곳에 한 동경’은 실에 한 불만에서 

출발하 다. ‘먼 곳과 새것’에 한 동경은 외래문화 수용의 극  측

면이다. 그것은 실에 한 불만과 반동의 씨앗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 인 차원은 곧바로 ‘지 ’, ‘여기’의 상실이라는 부정  차

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만과 경멸이 먼 곳에 한 동경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실을 외면하는 ‘세계상실’의 문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

되었다. 

 6) 번안 문화 수용사의 역을 확 하자면 이론  차원에서는 유입, 이식, 용, 변형

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한 연구, 그리고 개별 문화 역에서 번안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특성에 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 를 들어 집과 거주 공간의 여러 

변화 형태에 한 연구가 가능하다. 빌라, 맨션, 아 트, 발코니, 테라스 등 집의 

번안 과정과 실내 장식의 번안 문화가 만들어지고 안착되는 과정에 한 연구. 

왕 포 주막집이 카페, 카바 , 살롱, 비스트로, 스홀로 변화해 온 주 의 번안

문화. 가든, 스토랑, 국집, 롯데리아, 일식집으로 이어지는 음식  번안문화 

연구 등. 번안문화에 해서는 백욱인(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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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시  기 근  음악이 찬송가, 군가, 창가의 세 갈래로 이루

어졌듯이 1960년 에도 교회, 군 , 학교가 가요에 미친 향은 크

다. 찬송가는 민요와 가곡과 고 음악 할 것 없이 그럴 듯한 곡들을 

유하여 주를 찬양했다. 찬송가는 교회의 성장을 통해 제도화되었고, 군

가는 5·16 쿠데타와 월남 병을 통해 화되었다. 1960년  군가는 

국민을 만들고 교가, 사가를 비롯하여 조직의 노래를 선도하면서 번창

하 다. 한편 이른바 ‘뽕짝’은 일본식 정서와 식민지 정서가 혼합된 혼

종 문화의 소산으로서 서구 음계와 조성의 동아시아  유이자 타

이었다. 해방 후 일본 엔카 통과 닿아있던 한국 ‘뽕짝’이 지 까지 이

어지는 이유는 그것 나름의 혼종성과 주체성, 진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

이다. 

1960년 가 ‘웅변의 시 ’ 던 이유가 있다. 그 시 은 구 과 문자문

화가 뒤섞이는 환기 다. 문맹률 80%의 식민지 시 에 문자문화가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았다. 근 화를 내건 박정희 정권은 문맹률을 낮추

고 라디오를 보 하는 이  작업을 통해 마을과 소리 공동체의 통합

을 추구하 다(천정환, 2014). 1960년 는 운동장 조회에 일렬로 늘어

선 학동들에게 에서 부터 아래로 명령하는 규율의 목소리가 세

던 시 이다. 번안가요를 심으로 1960년 의 가요를 다시 확인

해 보는 이유는 그것이 단지 지난 시기에 한 노스탤지어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노스탤지어는 소모  감정이다. 그러나 노스탤지어에 이

끌리는 운동은 다음의 상승기가 올 때까지 신념을 지키면서 침체기를 

극복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한 과거는 재에 부재하는 것을 비 하

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놀즈, 2013: 238).” 

1960년 의 근 화는 일차 으로 서구의 모방이었다. 1930년 의 

‘식민지 근 화’와 1960년 의 ‘조국 근 화’는 모방의 상과 폭, 모방 

주체가 처한 사회경제  조건에서 차이가 있다. 식민지 근 든 개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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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근 든 통과의 철 한 단 을 시행하 고, 그것을 자신의 업

으로 삼았다. “근 성의 신화 가운데 하나는 과거와의 철 한 단 이라

는 생각이다. 근 성은 온건하고 민주 이든 명 이고 권 이며 

상처를 남기는 것이든, 종류를 불문하고 항상 창조  괴이다(하비, 

2010: 7).”7) 하지만 번안가요는 ‘창조  괴’가 아니라 서구 문물에 

한 모방을 지향했다. 

번안가요를 통해 만들어지는 식민지 근 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까?  식민지에서도 나름 근 의 요소들이 싹트고 근 의 징후들이 도입

되었다고 그것을 ‘식민지 근 성’이라 부르면 ‘문화 확산론’의 틀을 벗어

나지 못한다. 당 의 사회역사  맥락 속에서 이식과 유의 모순과 갈

등이 나타난다. 그래서 문화에서 식민지 근 성의 일반화를 추구하기

란 어렵다. 야마우치 후미타카(2000: 117)는 “ 어도 1930년  후기까지

는 새로운 외래양식이 유입되거나 재래양식이 ‘ 통’으로서 만들어지거

나 하면서 여러 음악들이 공존한 시기 으며, 그러한 음악들 에서 트

로트 풍의 소  유행가를 선호하는 층이 그것을 능동 으로 ‘선택’하여 

수용하 다고 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결국 트로트 양식에는 

통, 식민, 근 가 다 들어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래서 그는 “트로

트 가요의 일부는 식민지  근 의 표상이었다(야마우치 후미타카, 

2000: 120)”고 평가한다. 식민지 근 성이 발 하는 구조와 형태에 한 

구체  분석이 없다면 그것은 수사에 불과하다. 식민지 근 성은 사회

구조와  정서에 따라 변화한다. 

그 다면 1960년 의 식민지 근 성은 어떻게 발 했고 어떤 구조에

 7) 식민지 근 화와 산업 근 화에 의해 괴된 것은 ‘ 통’이었다. 민족 승과 민

승이 1960년 에 논의되기 시작하고 1970년 에 민족문화와 민 문화에 한 

심이 진보  입장을 변하는 모습은 식민지 근 와 산업화 근 가 가져온 아이

러니 다. 1970년  비  노래의 등장과 민요정신의 부활, 노래운동의 활성화는 

모방에 한 부끄러움과 자기 실에 한 비  성찰에서 출발하 다. 



110   통권 24호 (2019년 하반기)

서 이루어졌을까? 이것을 번안가요를 심으로 한 번안문화를 통해 살

펴보자. “한국어 번역  번안이 근  소설의 모형을 주조한 것(박진 , 

2011: 31)”처럼 1960년 의 번안가요는 서구 음악과 한국 가요의 

만남 속에서 한국 가요의 모형을 만드는 역할을 하 다. 가요에서 ‘모

형’을 구성하는 요소는 선율, 리듬, 가사, 양식, 스타일, 연주, 미디어, 

의상에 이르기까지 등 다양하다. 이러한 모형은 유입된 모든 양식을 뒤

섞어 하나의 수원지나 용 로를 이루고 이후 다양한 장르로 분화해 나

가는  수지 역할을 할 수 있다. 1910년  번안소설이 “한국어 문장으

로 세계문학과 마주하는 가장 인 통로를 마련했듯이(박진 , 

2011: 37)”, 번안가요는 부정 이든 정 이든 그 평가와 무 하게 한

국어로 세계의 음악과 마주하는 인 통로를 제공하 다. 식민지 

근 성과 음악과의 계는 이 이고 모순 이다. 식민지 근 성

의 식민지성과 근 성은 서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강조하

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갈라진다. 근 의 측면에 주목하면 통과 달리 

새로움과 신의 요소가 에 들어오고, 식민지성에 을 두면 그것이 

갖는 근 성과 폭력이 드러난다. 

1960년  미국 가요는 풍요롭고 새로웠다. 그것은 이제까지 없

던 정서를 노래했고  모방해야할 선진의 문물이었고, 따라야할 노래의 

모범이었다. 1960년 의 가요계에서 모방은 부끄러움이 아니었다. 

1960년 는 모방과 번안의 기술이 필요했지 그에 한 반성이 필요한 

때가 아니었다. 번안가요에 한 평가에서 두 가지 시각이 립된다. 

문화제국주의를 비 하는 입장에서는 번안가요를 종속  식민지 문화

의 개 과정으로 악하여 상업화된 문화가 유입되는 것으로 악한

다. 이 경우 식민지 은 문화 개상에 의해 문화를 소비하는 

수동  상으로 설정된다. 반면 이러한 종속  과정을 부정하고 식민

지 내부의 자생력에서 극  의미를 찾는 입장이 있다. 그들은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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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건이 의존 이더라도 창작자와 향수자의 주체성을 존 하며 그

들이 만든 문화의 의미를 인정한다. 문제는 이런 의존성과 독립성이 극

단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다. 의존 이고 독립 인 것이 모순

으로 융합되어 있는 데 그러한 이 성은 특히 번안가요에서 잘 드러난다.

의존성의 문제는 일차 으로 유입의 경로에서 결정된다. 문화 변이 

평등한 주체간의 문화교류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항상 불평등한 흐름

의 방향이 있기 마련이다. 더구나 문화 변의 흐름이 일방 일 때 수용

자 측 문화는 의존성을 띠게 된다. 일본 의존성이 미국에 한 의존성으

로 변화해가는 과정과 유입 경로가 고착화되는 방식에 한 분석이 필

요하다. 이와 더불어 번안가요가 나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수입과 변형의 경로와 방식, 편곡, 가사의 변형, 가수

의 목소리를 통한 개체성의 발  등이 번안가요의 독립성을 해명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4. 이식성에서 글로벌 혼종성에 이르기까지

번안가요에서 문화 변과 음악양식간의 과 수용을 통한 변형을 

무시하거나, 박자, 선율, 가사, 가수, 편곡자, 악단의 구성이 갖는 역동

성과 변동을 무시할 경우 번안가요는 주체성 없는 외래문화 모방의 산

물로 평가된다. 반 로 근 성과 식민성을 서로 섞어 ‘식민지 근 성

(colonial modernism)’의 산물로 평가한다고 번안가요의 상이 드러나

지도 않는다. 문화 역에서는 이식성8)이라는 식민주의의 외부  요인

 8) 이식성은 한국 가요의 숙명  조건이다. “핵심 인 작품 행 의 하나인 

일본이나 구미 음악의 향을 받았다는 측면을 명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식성 혹은 외래  향의 문제를 한국 가요의 정의 의 

하나로 포함시킬지 여부의 한 문제와 연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 미, 

2004: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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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수용자의 주체  유라는 수용사의 차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만날 

수밖에 없다. 번안가요는 해당 정황과 시 에서는 독특한 형태를 드러

내며 특이한 형질로 발 한다. 그것이 갖는 독창성과 고유성에 매료되

면 번안가요의 미학  특성과 상황  특징을 찬양하다가 번안가요가 

지닌 식민성과 이식성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젖어들게 된다. 

야마우치 후미타카(2000)는 일본 가요가 갖는 모방  성격에 

해 다음과 같이 지 한다. “일본의 음악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모방의 음악’이다. 이는 일본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

만 일본인의 견지에서 보면 확실히 일본의 팝 음악사는 좋든 싫든 간에 

‘모방의 역사’이다. 주로 미국과 국 류의 음악을 스타일부터 무엇이든 

철 히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단순한 ‘복

제’(copy)에 지나지 않는 것부터 원작을 능가하는 ‘독창성’(originality)이 

넘치는 것들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나, 재 어느 정도 성숙되었다고 생

각되는 일본 팝 음악의 근본은 역시 미국과 국의 음악임에 틀림없다.”

일본 음악의 서구 음악 모방성를 지 한 야마우치 후미타카

(2000)는 ‘민족음악론’의 본질주의  근이 갖는 편의  해석에 해서

도 다음과 같이 비 한다. “요나 키 음계만큼 왜색성 검사의 편리한 

잣 로 일반화된 토착용어도 드물 것이다. 스스로의 이념 인 성향이

나 음악  취향에 맞게끔, 어떤 경우에는 음계로, 어떤 경우에는 리듬으

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사 내용으로 노래를 평가 비하하는 단 

기 의 애매함과 주 성은 트로트의 평가에서 다시 뚜렷하게 드러난다

(야마우치 후미타카, 2000: 77)”. 

번안가요는 출생 자체가 혼종 이다.9) 외국의 곡에 자국의 가사를 

 9) 이소 은 식민지 시 의 가요가 지닌 장르의 변동성과 장르 간 혼용에 주목한

다. 외부 가요의 향력에 따라 “트로트는 일본 가요의 향이, 신민요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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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하여 곡을 편곡하여 다른 가수가 부르는 방식 자체가 이미 혼종

이다. 이러한 변형 과정에서 장르  혼종성도 발생한다. 원래 포크 장르

에 속하는 노래가 ‘트로트’가 되기도 한다. 편곡과 가창을 거치면서 원

곡이 변형되기 때문이다. 가사를 원어 반, 자국어 반을 섞어 부를 때도 

혼종  흔 이 드러난다. 편곡 과정에서 조를 바꾸고 가수의 특성이 곡

의 분 기를 달리 만들면 향수자도 그것을 원곡과 다른 느낌으로 받아

들인다. 이런 복합  요소가 번안가요의 내재  혼종성을 만든다. 번안

가요에서는 멜로디와 리듬, 가사의 조합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변형될 

수 있다. 곡 형식 내부에서의 변형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조옮

김이나 편곡을 통한 변형이 가능하고 노래하는 방식에서 장식음을 달

거나 리듬 변화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다. 1960년  번안가요가 매력

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서양과 한국의 잡종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미국 본토의 노래나 한국에서 만들어진 노래가 갖는 원

본성과는 다른 독특한 혼종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도치되고 

도된 오리엔탈리즘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것이 1960년  번안가요의 

매력이자 함정이다. 

노래 바깥에서는 번안곡을 편집하고 기획하는 코드업자나 제작 기

획자에 의해서도 선택과 배열의 혼종성이 이루어진다. 여러 가수의 곡

을 발췌하여 하나의 음반을 만들거나 반반씩 스 릿 음반을 만드는 경

우, 해 반의 외국 유행곡을 편집하여 음반을 만들고 그 가운데 곡을 

다시 골라 번안곡 앨범을 만드는 경우에도 혼종성이 생겨난다. 45회  

싱 음반의 시 를 거치지 않은 한국 음반발  과정을 보면 이러한 

충식 앨범이 나왔던 이유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음반 시장이 작고 개별 

가수가 싱 음반을 발매하여 시장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12인

통민요의 향이, 재즈송은 미국 가요의 향이 우세한 음악 장르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이소 , 2012: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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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엘피반 하나에 여러 가수의 노래를 섞어 만들 수밖에 없었던 조건도 

작동하 을 것이다.10) 

1930년 의 식민지 근 에 이어 1960년 의 산업화 근 , 그리고 

2000년  이후의 로벌 근 는 각각 거기에 응하는 식민지 혼종성, 

산업화 혼종성, 로벌 혼종성을 갖는다. 이러한 시 별 혼종성의 특징

과 형태  나라별 사례를 통해 다양한 혼종성의 경과와 문제 을 악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래 장르별 혼종성을 ‘리믹솔로지(건 , 2018)’

의 개념을 활용하여 재의 디지털 문화가 갖는 로벌 혼종성과 연결

하여 설명할 방법을 찾아보자. 

우리에게는 식민지 혼종성에 한 평가의 기 이 없다. 시기가 다른 

비동시  산물의 공존이 과연 혼종의 장 일까. 모든 혼종  문화는 제

도화와 탈제도화의 연속 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후  평가에 취약

하다. 라틴아메리카 비평가들의 이종성과 혼종성에 한 논의를 모방

과 ‘경계공간’에 한 인도 학자들의 논의와 견주어 보고 이것을 다시 

혼성모방과 포스트모더니즘 논의로 확장한 후 디지털 문화와도 연결할 

필요가 있다. 로벌 문화가 왜 혼종성을 갖고 그 혼종성의 성격이 과거 

식민지와 신식민지 혼종성과는 어떻게 다른가도 살펴 야 한다. 식민

지 이식성이 강요된 모방과 이식의 권력 계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해

방 후 신식민지 혼종성은 기울어진 욕망과 모방욕구를 통해 이루어진

다. 로부터 흘러내린 문화의 수용에서 형식과 내용의 혼용과 번역, 

응이 이루어지면서 때로 유의 극  계기도 마련된다. 

로벌 근  시기에는 이 과 다른 정세가 만들어진다. 문화혼종이

라는 일반  조건이 갖추어지고 지역과 지구의 연결성이 이루어지면

10) 1960년 에는 번안곡으로만 한 가수의 음반을 만드는 경우도 많았다. 서로 다른 

가수나 다른 장르의 노래를 한 개 음반 앞뒤로 충하여 반반을 나 는 ‘스 릿’ 

음반도 혼종성의 모양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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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로벌 혼종성의 새로운 지배체제를 갖춘다. 혼종성은 피식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로벌 마 의 역에 포섭된다. 상업화로 무장한 능

동  혼종성이 지역의 모든 잡종과 다양함을 빨아들여 혼종문화를 만

든다. 이종성의 립이 거세된 혼종문화는 지구  규모의 기업이 

벌이는 마 의 수단이자 결과이다. 문화자본은 과거를 흡수하고 다

른 나라 곳곳의 지역문화를 빨아들여 거 한 시장을 만든다.

로벌 혼종성은 식민지 혼종성의 일방  이식과 산업화 혼종성의 

모방과 달리 실시간으로 서로 타자를 모방하고 흡수하고 변형한다. 그

래서 내용이나 형식을 차용하는 수 을 떠나 가 더 잘 표 하는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로벌  혼종성 시 의 승부는 표 에 달려있다. 

표 의 기술이 술의 핵심이 되고 있다.11)  동도서기의 시 를 넘어 

상호혼성의 시 가 된 것이다. 내용과 형식이 각각 실체와 표 을 갖기 

때문에 과거처럼 동서나 고 의 계를 내용과 형식의 패러다임에서 

보면 설명할 것이 없게 된다.

5. 번안의 주체성과 변위

식민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양가성’과 ‘혼종성’이 갖는 극  실행을 

번안가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장르 구분에 따라 단일한 번안가요라

는 집합체를 설정할 수는 있겠으나 번안가요 자체도 시 와 장소, 번안

주체와 수용자, 사회문화  배경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은 과도

 장르나 하  장르에 머문다. 1930년  식민지 시 의 번안가요와 

11) 국악가수이자  퓨  음악 가수인 이희문은 형식  합과 혼성모방을 통해 

로벌 혼종성을 확보한다. 동양과 서양을 섞고, 통과 를 교직하고, 민요와 

랩을 병치하면 로벌 차원의 혼종성이 나온다. 그런 연주방식과 표 은 틈새의 

기이함과 신기로움을 지닌다.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양식의 실 물은 아니다. 혼

종성과 뒤섞기의 번안은 존재론  한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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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의 번안가요, 그리고 2019년의 번안가요는 그것이 놓이는 배

경이 다르기 때문에 번안가요라는 동일한 형태를 갖더라도 다른 의미

를 갖는다.12)

한국 번안가요에 해 바바(Bhabha, 2012)처럼 극 이고 항 인 

의미를 지닌 혼종성과 양가성을 용하여 번안가요가 식민문화에 항

이었다고 말 할 수 없다. 한국 번안가요의 경우 그보다는 원본을 따라

한다는 ‘모방’의 일방 인 권력 계가 작동하거나 단순 수입과 이식이 

차지하는 향력이 크다. 번안가요의 이입 기에는 의상, 창법, 가수구

성, 연주에 이르기까지 가사의 번역 이외에 다른 부분은 부분 원곡의 

충실한 재 이 더 요했다. 1960년  번안가요의 출발이 미8군 공연장

이었고, 그곳에서는 원곡 가수를 흉내 내는 모창 가수의 수 을 넘지 

않았다. 모국어로 국내 을 상으로 부르는 번안가요는 모국어로 

번역된 가사를 달하기 한 새로운 창법과 표 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들이 마주하는 노래의 향수층은 미군과는 다른 사회문화  배경과 

정서를 지닌 새로운 청 이었다. 

그것이 더 발 하여 ‘당사자의 노래’가 될 때 번안은 모방과 단순 번

역을 넘어 ‘ (translation)’된 차이와 개성의 지 를 획득하게 된다. 

‘번안’에 해당하는 역어인 ‘adaptation’은 범 한 문화 상을 포 하

는 용어다. 번안의 핵심은 기존의 틀에 맞추거나 주어진 사회상황과 조

건, 문화  수용의 바탕에 맞게 원작의 스타일을 바꾸는 데 있다. 그래

서 곡, 가사, 리듬, 선율, 연주, 가창의 여러 분야에서 변형이 일어난다. 

그를 통해 번안은 모방을 넘어선다. 노래는 곡과 리듬과 연주와 목소리

와 가수라는 다양체의 혼합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노래가 될 수 있다. 

12) 힙합은 샘 링과 거리음악, 춤, 그리고 야유와 사설, 비트 등 음악과 음악 바깥의 

다양한 요소들이 혼종 으로 결합된 문화생산물이다. 그것이 다시 상업세계와 연

결되면서 새로운 혼종성이 강화되어 문화혼종물이 된다. 이런 면에서 1950년 와 

1960년  한국 가요는 과도  성격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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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가요의 의미는 바로 이런 다양한 조합 가능성에서 나온다. 그것이 

역과 번안의 이차성이라는 태생  한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창조

와 다음 단계로 움직이고 이동하는 생명력을 지니기도 한다. 번안 가요

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성장하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하면서 당  실

에 따라 과도  행로를 겪는다.13) 

번안가요는 원곡을 모방한다. 모방된 원곡은 편곡자와 가수, 악단, 

수용자에 의해 이된다. 이때의 모방이 주체의 의식  이작용을 통

해 복되거나 달라지거나 변형되면서 원곡이 상이 달라지고 그 의

미와 수용의 틀이 변화될 수 있다. 그 변화의 폭과 깊이가 클수록 번안

가요는 단순 용을 넘어 새로운 틀로 확장될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 

더구나 그것이 ‘당사자의 노래‘14)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면 번안가요는 

새로운 창조의 틀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나 ‘틈새공간’, ‘

안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 

번안가요는 원곡을 반복하는 모방인 동시에 노래부르는 주체와 언어

가 바 는 이이다. 번안 자체가 이미 모방과 이의 이종물인 것이다. 

모방과 이 사이에 심각한 립과 모순이 존재할 경우 문화  수평성

의 결과인 ‘혼종성(Hibridas)’보다 권력 계가 작동하는 ‘이종혼형성

(Heterogeneity; 우석균. 2002)’에 더 가까운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

서 개별 인 곡마다  원곡과 번안가요간의 상 환을 살펴보면서 그

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따져볼 필

요가 있다. 혼종  번안가요, 이종혼형  번안가요의 차이를 드러내는 

13) “지속과 변화라는 두 모습이 얽  있는 가운데 확실히 혼란스러운 과도기  모습

을 가지고 있기도 했던 1950년  가요는, 어떤 면에서 그만의 시 격을 구축

한 일면도 있다(이 희, 2007: 100).” 

14) 민요와 포크송의 번안에서 ‘당사자’가 갖는 요성과 ‘당사자의 노래’의 의미에 

해서는 백욱인(2018) 참조. ≪일본춘가고≫ 화에서는  미국의 반 가요와 일본 

민요의 비, 미국 포크송을 일본 자유주의자들이 부를 때 드러나는 엉성한 흉내

내기가 갖는 빈약함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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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인 번안가요 분석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런 분석은 ‘형태(Figure)’

와 배경(Ground)’, 실태와 잠재태에 한 변환을 통해 진행된다. 원곡

이 지닌 형태는 언어의 환을 통해 배경과 면을 확 한다. 그러나 

그 형태는 노래 부르는 창자와 듣는 청자, 그리고 다른 사회문화 환경이

라는 배경에 의해 다시 환된다. 번안주체에 의한 환과 수용주체에 

의한 환을 통해 원곡의 형태는 서서히 원경으로 물러나고 근경이 달

라지며 결국 그것들이 새로운 형태를 만든다. 원곡은 배경이 되고 배경

이 형태가 되는 극  환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런 극  환의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부분 원곡이 지닌 형태의 세 때문에 

단순 모창과 모방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번안가요가 ‘당사자의 노래’로 

확장하는 경우는 배경의 잠재력이 큰 사회문화  조건이 갖추어져 있

고 당사자들의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이다.

번안물이라는 구체 인 생산물은 물질성을 지니며 그것에는 실에

서 움직인 흔 이 묻어있다. 그래서 개별 번안가요에는 식민지성의 ‘지

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당사자들의 개입과 실연을 통해 얼마간 희석

된다. 번안가요에 깃든 식민성의 주체화와 그 과정에서 생겨난 꺼기

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그것에 깃든, 혹은 그것에 비친 얼굴을 부끄러

워 반성하거나(반성론), 아  지워버리거나(청산론), 혹은 그 자체로 받

아들이거나 타고 넘어가는 몇 가지 상이한 방식이 있다. 이처럼 다른 

태도는 식민성에 해 한 사회가 도달한 평가의 수 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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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dernity and the Hybridity of Adaptive Popular Songs 

of Korea in 1960’s

Wook-Inn Paik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the meaning and status of korean 

adaptive popular songs made in 1960’s in Korea. The adaptive songs in 1960’s 

played important role of establishing the seed bed for K-Pop. The adaptive 

songs were a bridge which connected the American style popular songs to 

Korean standard pop dongs. This paper discloses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hybridity and modernity of the adaptive songs in 1960’s. To do this I 

will propose the method of analysis of the adaptive songs and try to do 

it with <Blowin’ in the Wind>. During that period many American popular 

songs were translated to Korean and brodcasted by mass communication media. 

The adaptive songs effected the modernity formation of Korean culture and 

made special hybridity. This paper could suggest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global hybridity of K-Pop including BTS. I will also trace the transformation 

of the song’s meaning while the different singing subjects change. I will disclose 

the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involved subjects of the songs would 

change the meaning of the songs.

Keywords: popular music, appropriation, adaptation, hybridity, moder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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