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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평론

아시아 대중음악학회에 다녀왔습니다:

제3회 인터아시아 대중음악학회 참가기

유주원

1.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학술보다 여행

2. 간략한 대회 회고: 주최, 조직위원, 일정

3. 인상 깊었던 주제: 대단한 일본의 연구, 한국 음악의 인기

4.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하여: 대만에서 책과 음반 구하기

5. 맺음: 저 영어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름 K-POP

1. 어떻게 가게 되었는가?: 학술보다 여행

타이베이에서 열린 학회 덕분에 12년 만에 만에 다녀올 수 있었

다. 어느 귀인께서 아시아 음악학회가 있으니 간단한 계획서를 

써서 보내보라고 하셨다. 내 주제에 무슨 학술 활동인가, 자신이 없었

다. 나는 을 잘 못 쓴다. ‘아시아에서 음악 듣기’가 이번 학회 

주제 는데, 안내문이 로 든 구체 인 주제도 어려워보 다. 다만 

내가 청소년기에 열 했던 홍콩 음악 ‘팬질’에 해서라면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는 홍콩 화와 음악이 인기 있었고, 우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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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음악 통권 10호(2012년 하반기)

크게 향을 주었다. 홍콩 문화가 한국에서 어떠했는지 진지하게 

연구한 작업을 아직 찾지 못하기도 했기에, 가볍게 흘려보내기에는 

아까운 주제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홍콩 문화, 국 음악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것

들로부터 향을 받았고 사랑했다. 훌륭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내게는 소 하다. 그게 사랑이니까.

낯 두껍게 제목을 “The Memory of ‘Chinese’ Pop Music from Other 

Parts of Asia: A Korean Fan’s Experience of Popular Music from Hong 

Kong and Taiwan in the 1980~90s”1)로 정한 뒤 못 이기는 척 신청서

를 보냈다.

2. 간략한 대회 회고: 주최, 조직위원, 일정

 

제3회 인터아시아 음악학회[The 3rd Inter-Asia Popular Music 

Studies Conference; 第三屆亞際通俗音 硏究雙年 ]는 ‘Ways of Listening: 

How do we listening to pop music in/from Asia and how can we talk 

about it?’을 주제로 2012년 7월 13~15일 3일 동안 타이베이 국립

만사범 학(國立台灣師範大學)에서 열렸다[제1회는 2008년 일본 오사카

시립 학(大阪 立大学)에서, 제2회는 홍콩 문 학(中文大學)에서 열렸다

고 한다. 지난 학회에 한 자세한 기록은 홈페이지2)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인터아시아 음악학회, 국립 만사범 학 연구소(國立台

灣師範大學 大眾傳播硏究所), 보인(輔仁) 학 심리학과가 주최·조직하

1) 원래 제목이 간단하고 허술했는데, 귀인이 도움을 주셔서 수정을 하 다.

2) http://interasiap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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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학회 포스터고 국립 만사범 학 사회과학 학

의 조를 받았다. 원고 모집부터 

마무리까지 보인 학 심리학과 허

동홍(何東洪) 교수님, 국립 만사범

학 연구소 차이루인(蔡

如音) 교수님, 국립 정 학(國立中

正大學) 학과  신 연구

소(傳播學系曁電訊傳播硏究所) 졘

오루(簡妙如) 교수님, 홍콩 문 학 

펑잉쳰(馮應謙) 교수님, 일본 동경

술 학(東京藝術大學) 모리 요시타카

(毛利嘉孝) 교수님, 싱가포르 Nanyang Technology University Liew Kai 

Khiun 교수님, 일본 돗쿄(獨協) 학 히라타 유키에(平田由紀) 교수님, 

한국 성공회 학 신  교수님, 미국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이정엽 교수님께서 조직 원으로 수고하셨다. 보인 학과 

국립 만사범 학 연구생이 진행을 도왔다.

이번 학회는 어느 때보다도 성황이었다고 한다. 모두 67명 정도의 

연구자가 A와 B 두 역으로 나뉘어 열심히 토론을 하 다. 재미있게

도 발표자를 국 이 아닌 어디 거주하느냐에 따라 분류하 다.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나도 국에서 건 간 참가자가 되어 있었다. 

만, 홍콩, 일본, 한국 같은 아시아에서 온 분들이 많았다. 미국, 국, 

호주 분들도 계셨는데,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제기된 새로운 이야

기를 더 듣지 못해서 조  아쉬웠다.

토론은 세 사람이 한 조가 되어 한 사람이 20분씩 발표하고 화제를 

꺼내면 청 이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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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은 오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5시에 마쳤는데, 다 같이 

‘지하사회(地下社 )’에 가서 녁을 먹고 공연을 보았다. 지하사회는 

학교 건 편에 숨어 있는 작은 공연장이다. 국립 만사범 학과 그 주

변은 우리나라 홍  근처와 명동처럼 번화하며 먹고 볼거리가 많다[여

기서 잠시 실례를 해야겠다. 이 을 수정하는 도 에 북경의 국 음악 

연구 모임에서 체 메일을 받았다. 허동홍 교수님이 북경에 오셔서 ‘Should 

we stay or should we go? 台北 ｢地下社会｣ live house歇業事件的啓示( 북 라

이  하우스 지하사회의 휴업사건이 주는 메시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신다. 

라이  하우스 지하사회가 지난 7월 15일 잠시 문을 닫았다가 8월 15일 업

을 재개했는데, 이 사건을 가지고 만 인디음악을 둘러싼 문제와 의미를 이

야기할 정이라고 한다. 만에도 인디음악이 있고 갖가지 고민이 있다].

먹고 마시는 가운데 밴드 ‘Dzian(贊)!’이 연주를 시작했다. 만 학생

과 서양 학생이 을 이루었고 기기타, 베이스, 드럼, 보컬이 있는 

3인조 다. 리더로 보이는 웬디(Wendy)의 어머니도 객원출연을 하셔

서 다른 두 멤버와 함께 만 노래 <高山靑(높은 산 푸르구나)>을 공

연하 다. 다음은 ‘Sorry Youth[拍謝 年]’ 순서 다. 이들은 결성 

기에는 주로 인스트루멘탈(instrumental) 록을 연주하다가 큰 깨달음이 

있어 만어로 곡을 쓰기 시작하 다. 만 인 느낌을 시한다. 다

른 곳에서 듣기 힘든 진귀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다.

둘째 날은 9시 반부터 녁 7시까지 학술 활동으로 꽉 채웠다. 

셋째 날은 3시 20분까지 토론하고 3시 40분부터 5시 20분까지 출

회의, 그리고 폐회사로 마무리하 다. 차이루인 교수님과 허동홍 교

수님이 주최자로서 평가보고를 했으며, 펑잉쳰 교수님은 학회지 출

에 해 말 하셨다. 신  교수님이 2년 뒤에 있을 태국 모임과 

련한 계획을 진행하셨다. 이 게 3일간의 일정이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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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상 깊었던 주제: 대단한 일본의 연구, 한국 음악의 인기3)

학회 활동은 재 학회의 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 좋다

고 생각한다. 흥미로운 주제가 많았는데 일본 학자의 발표 내용이 가

장 충격 이었다. 일본 동경 술 학에서 조직해 참가한 듯하 다.

첫째, 일본에서 오래 있었던 미국 연구자가 엔카(演歌)의 발생을 추

했다.4) 우리 경우로 바꾸어본다면 외국인이 트로트에 심을 가지

는 셈이다. 편견이 강한 나는 ‘외국분이라 그런가, 나이도 은 것 같

은데 남의 나라 어른 노래를 공부하네.’라고 생각했다.

태평양 쟁 이후 일본 음악에 나타나는 국가의식(National Identity)

이 주제 다. 발표자는 엔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핵심을 맞춰 

작곡가 고가 마사오(古賀政男)와 핫토리 료이치(服部良一)의 작업을 분

석하 다. 요나 키(Yonanuki) 음계, 가수 유리(Yuri)와 지고에(Jigoe)의 

연주기교는 엔카 형성에 큰 역할을 하 다. 메이지 시  이  통

인 음악 요소는 20세기 내셔  뮤직 장르가 생기는 데 사용되었다. 

1920~1960년 사이에 태어나 자란 엔카는 고정 팬들과 함께 나이 들

어가면서 노스탤지어의 상이 되었다. 그 다면 우리나라의 트로트 

발생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궁 해졌다.

둘째, 모든 발표 에서 가장 인상 이고 감동 이었던 주제는 라

이  노트 연구 다.5) 나는 어를  못해서 제 로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라이  노트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고, 상과 사진 자료를 

3) 내용 정리는 학회 로그램 요약을 참고했습니다. 후기 쓰려고 어 사  찾아 

가며 읽었는데, 틀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목이 핵심을 잘 알려주고, 혹시라

도 이 을 읽는 분들은 어에 문제없으실 테니, 어물쩍 넘기고 맘 놓겠습니다.

4) Deborah Shamoon, “Creating National Identity in Postwar Japanese Popular Music.”

5) Sota Takahashi, “Liner Note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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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발표자의 말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발표자는 일본에서 

발매된 외국 록 음악가 앨범의 라이  노트의 변화를 찰하 다. 비

틀스의 앨범 등 를 많이 들었다. 일본 록 팬은 비틀스에 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았다. 원래 라이  노트는 바이닐 코드(Vinyl Record) 백 

커버에 힌 음악과 음악가에 한 간단한 정보 다. 청취자가 음반을 

사도록 설득하기 함이었다. 1960년  후반 앨범 개념의 록 음반이 

등장한 뒤에는 개념미술(Conceptual Artwork)이 라이  노트를 신

하 다. 이때부터 일본 음반회사는 해외 음악가의 음반을 발매할 때 

북클릿을 추가하기 시작하 다. 음악과 앨범에 한 자세한 해설을 

제공하는 것이 목 이었다. 라이  노트 통은 40년에 이르며 일본 

음악 팬에게 큰 향을 주었다.

일본 학자들은 이 밖에 엑스포 음악,6) 인도네시아 음악,7) 비디오 

게임 음악 신8) 등 심 분야가 넓고 다양하고 독특했다. 우연히 어느 

일본 선생님과 인사를 하 는데, 그분은 20년 동안 인도네시아 음악

을 연구하셨다고 한다. 이런 보일 듯 말 듯 하면서도 섬세한 노력이 

일본 학문의 힘일 것이다. 다양한 음악을 만들고 들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면 음악 연구도 다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굳혔다. 어 든 라이  

노트는 연구는 최고 다.

셋째, 스스로 한류를 날카롭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한국 음악 

련 발표는 호응이 컸고, 외국 연구자의 한국 음악 연구 숫자만 보더

라도 은 편이 아니었다. 그 가운데 티아라의 <Bo Beep Bo Beep>

6) Amane Kasai, “Sound of Post-War Japan: Representation of ‘Japaneseness’ Through 

Music in Osaka Expo ’70.”

7) Kaori Fushiki, “Transfer, appreciation and absorbing Indonesian music in Japanese 

Popular/Fusion Music Scene: A Case Study from the Activities of ‘Terang Bulan’.”

8) Yuri Tsuchiya, “Video Game Music Scene in Japan.”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20:34(KST)



아시아 음악학회에 다녀왔습니다: 제3회 인터아시아 음악학회 참가기_ 유주원  127

을 사례로 분석한 발표가 두 편이나 되었다. 하나는 왕차이화(王彩樺)

의 번안곡을 가지고 만 ‘B-List Entertainer’를 탐색하 고,9) 다른 하

나는 종교 음악에 응용한 경우10) 다. ‘Bo Beep Bo Beep’은 만어 

‘保庇(Bo Bee, 신이 인간을 보호하다)’와 발음이 비슷하다. 자는 이 노

래에서 성스러움과 세속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 이야기하 다.

소녀･여성 가수의 귀여움과 성  매력이 그 게 뜨거운 심사인지 

몰랐다. 어느 만 연구자는 한국 소녀･여성 가수를 귀여움･섹시함으

로 분류한 도표를 만들었다. 질문 시간에 사람들이 그 도표 좀 다시 

보자며 요청했고 애정 어린 의견을 한참 동안 주고받았다. 나는 혼자 

질문에 한 질문을 해보았다. 왜 가수의 육체성을 탐구해야 하는가? 

가수의 섹시함, 귀여움이 그 게 따져볼 가치가 있는가? 술가에 

한 진정한 호감은 무엇인가?

4.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하여: 대만에서 책과 음반 

구하기

 

베이징이나 홍콩에서 만 음반을 구하기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아주 편리하고 쉬운 것도 아니다. 만 음악 자료는 인터넷으로 조

씩 모아오다가 지에서 실물을 직  보니 무척 흥분되고 가슴이 뛰

었다. 바로 이 맛에 음반 쇼핑을 하는 것이다.  거리 모습은 거의 

 9) Vincent chih-Kai Chung, “Ways of Listing, Bo peep Bo peep and B-List Entertainer 

in Taiwan.”

10) Yan-Fang Liou, “The Fusion of Secular and Sacred Elements in the Music of the 

Record Industry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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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인데 공 (公館) 근처의 음반가게는 다 사라졌고 형서 의 음

반매장과 유명 연쇄 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뻔질나게 드나들었

던 장미 코드[玫瑰大眾唱片] 연쇄 ,11) 공  성품서 (誠品書店) 

음반코 , 서문정(西門町) 타워 코드, 고 음반 문 이 안 보 다. 

성품서  직원에게 에 있던 매장, 주변의 음반가게는 어 되었는지 

물었더니 오래 에 문을 닫았다고 하 다.

혹시 만 음반이나 책을 구하고 싶다면 성품서 을 추천한다. 성

품서 은 만의 유명한 연쇄 식 서  겸 문화공간이다. 지 에 따라 

다른데, 도서매장은 부분 밤늦게까지(12시) 문을 열고 음반 부서는 

조  일 (10시) 퇴근한다. 학회 뒤 이틀을 더 머물면서 돈화 (敦化店)

과 신의 (信義店), 공 (公館店)에 다녔다. 돈화 과 신의 에 음반

이 가장 많다고 들었다.

국 련 음악 책을 보니, 서양인이 쓴 원서와 국어 번역본

이 골고루 에 띄었다. 우리가 국 음악에 크게 심이 없을 뿐 국 

안 으로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운 좋게도 

막 서 에 나온 搖滾中國(록 차이나)(孫伊, 秀 資訊科技股份有限公司, 

2012), 粵語歌詞創作談(월어 가사 창작담)(黃志華, 三聯書店(香港)有限公

司, 2003), 香港歌詞八十談(홍콩 노랫말 이야기 80)(黃志華･朱 偉, 匯智

出版有限公司, 2011)을 살 수 있었다. 搖滾中國은 국 록 음악 연구

자 손이의 박사논문을 책으로 엮었으며 국 록 음악 정신사를 썼다. 

외부인이 아닌 국 내부 학자의 으로 국 록 역사를 살펴본다. 

국어 책은 홍콩･ 만의 번체본과 국의 간체본으로 분류되는데, 

간체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번체본만 출 한 듯하 다. 粵語歌詞創

11) http://www.g-music.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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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談과 香港歌詞八十談는 음악 평론가 황즈화(黃志華)의 홍콩 

가요 노랫말 이야기이다. 홍콩은 작사가의 상이 높은 편이다. 황즈

화, 주야오웨이(朱 偉) 교수님의 노랫말 연구가 훌륭하다.

인디음악 음반 몇 장만 사려던 처음 계획과는 달리 만 주류 유행

음악 고 에 호기심이 생겼다. 만 음악평론가 마스팡(馬世芳)이 <台

灣流行音  200 佳 輯: 1975~2005( 만 유행음악 명작 앨범 200: 

1975~2005)>(陶曉淸･馬世芳･葉雲平, 中華音 人交流協 劃製作, 2009)

에서 만 유행음악 고 을 선정하고 해설하 다. 앞에서 목록에 

실린 곡들을 보니 카드를 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밖에 오 코드[五大音 , Five Music] 연쇄 ,12) 가가 코드[佳

佳唱片, Chia Chia Record] 연쇄 13)도 규모가 크다고 들었다. 서문정의 

오 코드, 지하철 북역[臺北車站] 내의 가가 코드에 가보았다. 

만이라는 것만 제외한다면 가게 안은 음반가게의 형 인 모습이었

던 것 같다. 서양 고 음악과 음악, 만 음악, 한국 음악, 일본 

음악이 각각 자리를 잡고 있었고, 손님은 구경하고 직원은 안내를 해 

주었다. 그런데 가게에 갈 때마다 이 음반이 원 인지, 어느 음악가의 

CD가 나왔는지 등 한국 음악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한국 음악을 많이 듣는다는 것이겠다. 나는 국 인디음악에 심이 

있어서 그쪽을 살펴보았다. 음악 종류가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낙심할 

정도는 아니었다. 만 헤비메탈 섬령악단(閃靈 團)과 풍화일려(風和

日麗)의 코드 몇 장, 만 인디음악 모음집, 국 록 만  CD 등을 

골랐다. 음반 하나 가격은 300~500 만달러 정도 했으니 우리나라와 

비슷한 듯하다.

12) http://www.5music.com.tw/CDList-C.asp?cdno=432415678524.

13) http://www.ccr.com.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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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 저 영어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름 K-POP

놈이 처음 화려한 학회라는 곳에 참석하여 민망한 일이 많았다. 

실수는 부끄러우니 묻어둔다. 나는 결코 ‘홍  음악’ 하는 여자가 되

지는 못할 것이다. 안 되니까 음악 주변에 손을 댔는데, 훌륭한 학자들

의 발표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학문도 어쩌면 재미있는 일일지도 모르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삭막하고 딱딱한 학술 모임이 아니라 마음 맞

는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합숙 훈련이었다고나 할까. 이게 다 음악 

때문이다.

아쉬운 이 있다면 언어 때문에 힘들었다. 어가 거의 공식 언어

는데, 어 사용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어를 

쓰고 모두 어가 가능하다고 믿는 치 다. 공부 못하는 것이 자랑

은 아니나, 나처럼 어에  흥미가 없고 지구에 어가 존재한다

는 사실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하

는 작은 바람을 가져본다. 한국 학자는 한국 노래를 K-POP으로 불

다. K-POP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으며 합당한 이름인가? 내 질문에 

군가는 어로 쓰는 것이 세계화라고 했다. 이것은 유주원이라는 

이름을 두고 ‘미스 유’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름이 잘못 다면 바로잡아 그 로 알려주면 된다. 자발 으로 미스 

유가 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좀 더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다. 무식한 감상이라면 정말 죄송하

다.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는 음악 입문서를 펼치면 등장하는 몸, 

공간, 성별, 음악과 정치처럼 익숙한 주제 던 것 같다. 서양의 개념을 

가지고 이쪽의 음악 상황을 해석한다는 느낌과 함께 학문 곳곳에 아

직 서양의 향이 남아 있다는 편견을 갖게 되었다. 실이 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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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니 같은 내용을 반복 토론하는 것인지, 원래 음악 연구란 그

런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내가 까막 인 것인지, 다른 어

떤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고 보니 노랫말에 한 논문이 

없었다.

살다보니 학회에서 로를 다 받았다. 나는 참 재미있는 공부를 해

왔던 것이었다. 앞으로 나는 두고두고 이 경험을 떠올릴 것이다. ‘박순

희’ 님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 국 음악을 향한 빠심에 더욱 불을 

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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