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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무주공산(無主空山)*의 시대: 대마초 파동 이후 

트로트 고고의 유행31)

김수경(이화여  강사)

1. 들어가는 말

2. 1970년대 말의 상황과 트로트 고고의 등장

  2.1. 대마초 파동의 충격

  2.2. 정통 트로트의 퇴조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히트

  2.3. 록 밴드의 활약

  2.4. 두각을 나타낸 트로트 고고 가수들

3. 트로트 고고의 특성

  3.1. 록과 트로트의 음악적 결합

  3.2. 노랫말의 상투성과 그 의미

  3.3.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결집, 폭넓은 호응

4. 트로트 고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음악적 평가의 문제

이 은 1976~1979년 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던 이른바 ‘트로트 고고’를 

다루어보고자 기획되었다. 가요사에서는 이 시기 트로트 고고의 유행을 

마  동 이후 조된 상으로 악하여 지극히 평가 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근거로, 음악 으로 볼 때 정통 록에서는 한참 멀고 그 다고 

정통 트로트의 범주에 넣기에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노랫말은 이  시 의 

포크뮤직에 비해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상투 이기만 한 이 지 된다. 이

*  ‘무주공산’이라는 말은 이 미의 한국 가요사에서 따온 것이다. ‘ 은 스

타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1970년  후반은 이 다 할 만한 새로운 스타가 없는 

무주공산이었다.’ 이 미, 한국 가요사, 시공사, 1998,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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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트로트 고고, 트로트, 록, 록 밴드, 그룹사운드, 포크뮤직, 대마초 파동,

최헌, 김훈, 조용필, 윤수일, 조경수, 최병걸, 안치행, 상투성

다 할 형가수도 없고 포크의 시 와 조용필의 시  사이를 잠시 메웠던, 

음악사 인 ‘낀 세 ’라는 탓도 크다. 그러나 필자는 이 시기의 트로트 고고 

열풍이 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트로트의 외연  확장( 를 들어 트로트와 

발라드의 결합 는 트로트와 스뮤직의 결합 같은) 면에서 시발 이라고 

할 수 있고, 청년세 와 기성세 라는 세  간의 격차를 허물고 통합된 팬층

을 확보했다는 에서 음악사 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은 

이와 같은 의의를 증명하기 해, 트로트 고고 음악을 담당했던 가수와 그 

노래들을 집 으로 분석함은 물론, 당시의 사회  상황과 음악 내부의 

변화, 의 기호 등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탐색했다.

1. 들어가는 말

가요계의 르네상스로 불렸던 1970년  반은 새로운 장르의 노래

들이 출 하게 되면서 수많은 곡들이 창작되었고 그만큼 가요 발

의 가능성이 한껏 열려 있던 시 이라고 평가된다. 그  가장 특징

인 변화는 학가를 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포크뮤직의 움직임

이다. 송창식, 양희은, 윤형주를 비롯한 수많은 포크 계열 가수들이 

당  은이들의 우상으로 군림했으며, 김민기와 빼어난 가창력을 지

닌 양희은이 결합해서 만든 <아침이슬>(1971)은 곧 포크송의 고 이 

되었다. 포크가 가요계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자, 이 까지 성인 

심이었던 가요수용층은 20  는 10 까지 하향하는 경향을 보이

기 시작한다. 이러한 포크 열풍의 한편에서는 신 을 심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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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밴드가 은이들의 인기를 끌었고, 남진․나훈아의 벽체계를 

심으로 트로트 역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요계의 르네상스는 미처 꽃도 피우기도 에 꺾여

버렸다. 1975년 이른바 마  동으로 청년문화라 불리던 포크는 

음악계에서 한순간에 사라졌던 것이다. 숱한 가수들이 어쩔 수 

없이 가요계에서 퇴장했고, 그 공백을 메운 것이 송 의 <해뜰날> 

최헌의 <오동잎> 같은 변형된 트로트 다. <동백아가씨>와 같은 정통 

트로트는 왜색과 속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단죄되었기에, 에게 

익숙한 트로트의 정서를 향유하면서도 연주는 록 으로 편곡된 노래

들이 포크와 록의 자리를 신했다.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 

장계 의 <나의 20년>, 함 아의 <안개 속의 두 그림자>,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같은 스타일의 변형된 트로트를 흔히 ‘트로트 

고고’라고 부른다. ‘트로트 고고’의 유행은 마  동 직후인 1976

년부터 슈퍼스타 조용필이 탄생하는 1980년  까지 계속되었다. 

이 은 1976년부터 1979년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트로트 고고’를 

다루어보고자 하는 목 으로 마련되었다. 가요사에서 ‘트로트 고

고’는 록세 의 투항(이 미),1) 트로트와 록의 어정쩡한 결합(김찬호),2) 

트로트의 왕정복고/잠깐의 부활(신 ),3) 하향평 화(박윤우)4) 등 부

정 으로 평가되어온 것이 일반 이다. 정통 록에서는 한참 멀고 그

다고 정통 트로트의 범주에 넣기도 애매한, 그  공백의 시기를 잠깐 

메웠던 임시  방편 정도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

1) 이 미, 흥남부두의 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황 가지, 2002, 247쪽.

2) 박찬호, 한국가요사 2 1945-1980, 이 희 엮음, 미지북스, 2009, 613쪽.

3) 신 , 한국팝의 고고학 1970, 한길아트, 2005, 235쪽.

4) 김창남․이 미․박윤우․김해식, 노래 1: 진실의 노래와 거짓의 노래, 실천

문학사, 1984, 1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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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닭이 있다. 음악 자체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고, 노래는 트로트  

성격이 강한데 주로 활동한 가수는 록 밴드(당시 명칭으로는 그룹사운드)

출신이 많다. 노랫말은 포크에 비하면 아무런 메시지도 없이 상투 이

기만 하고, 이 다 할 형 가수도 없다. 더욱이 우리 가요계에 창조  

기를 마련했던 포크의 시 와, 가요계 유의 형 가수인 조용필의 

시  사이에 놓인 음악사  ‘낀 세 ’라는 이유도 크다. 이들은 과연 

시 가 낳은 기형아에 불과한가, 이들이 가요사에서 차지하는 의

미는 슈퍼스타 조용필 등장 이 의 공백을 메운 것뿐인가. 개인 으로 

음악을 가장 왕성하게 소비했던 시기에 이들의 노래들을 했던 필자

로서는 이들의 음악에 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고자 이 

을 기획했다. 

2. 1970년대 말의 상황과 트로트 고고의 등장

1970년  우리 사회는 한국 쟁 이후 구조변동의 폭과 깊이가 컸

다. 정치권력이 추진했던 근 화 로젝트는 산업과 경제구조를 재편

했고 농 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로 인해 도시화는 속도로 진행되었

다. 유신 이후 노동과 자본 간의 갈등은 심해졌고 정치권은 공  역

은 물론, 일상 인 삶의 역까지 억압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경제 성장은 소비를 확 시키면서 문화 역의 확장을 가

져왔다. 은 세 를 심으로 항  정신을 담은 청년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 무엇보다 큰 변화 다. 학생들을 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가 발 함과 동시에, 정권에 한 비 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그들에 한 감시 역시 심해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퇴폐 인 문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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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별한 외래문화를 추방하고자 하는 조치를 지속 으로 내리면서 청

년문화의 상징  스타일이었던 장발, 미니스커트, 포크 음악, 팝송 등

을 규제했다. 특히 가요에 한 통제와 억압은 유난했는데, 당시의 상

황과 ‘트로트 고고’가 출 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2.1. 대마초 파동의 충격

마  동이 일어나기 한 해 인 1974년 5월, 국가안 과 공공

질서 수호를 한 통령 긴 조치 9호가 선포되었다. 이에 기 해 

문화공보부는 6월 ‘향락 지속 풍조의 규제 상과 그 내용’을 제시하

면서 가요에 해서는 ‘공연물  가요 정화 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술문화윤리 원회는 1968년 이후 7년간 음반으로 

발매된 가요 모두를 3차에 걸쳐 재심해 모두 222곡에 지 처분

을 내렸다. 당시 지곡의 선정 기 을 살펴보면 ①국가 안보와 국민 

총화에 악 향을 주는 것, ②외래 풍조를 무분별하게 도입, 모방한 

것, ③패배, 자학, 비탄 인 것, ④선정 퇴폐 인 것 등이다. 이에 따

라 <거짓말이야>, <철새>, <기러기 아빠>, <부정한 밤배>, <미인>, 

<한 잔의 추억>, <그건 >, <나그네 주막> 등의 노래의 보   방송

이 지되었다.5) 지곡의 상은 가요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팝송에

까지 향을 미쳤다. 

이어 1975년, 이른바 마  동을 맞게 된다. 마 는 1960년  

말, 한국을 드나들던 미국인들에 의해 한국에 처음 상륙했다고 한다. 

주한 미군기지 주변으로부터 퍼져나간 마 는 어느덧 연 인들 사

5) 최경식, ｢ 음악 1976년｣, 문 연감, 5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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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만연했고, 연 인들은 주로 야간 업소 무  뒤에서 마 를 

피웠다. 연 계에서 시작된 마 는  일반 사회로 확산했고 학

생과 재수생, 고등학생까지 확산되었다.6) 1975년 11월 검찰이 일제 

단속에 나섰고, 그 결과 이장희, 윤형주, 이종용, 신 , 김추자, 조용

필 등 당시를 주름잡던 수많은 가수가 구속되어 출연정지 처분을 받

게 된다.

마  사건이 당시 가요계에 미친 장은 매우 컸다. 1970년  

반에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성기를 렸던 많은 가수들이 이 사건으

로 인해 일시에 공식 인 무 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가요계는 

황폐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7) 

2.2. 정통 트로트의 변모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히트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로 발된 가요계의 왜색시비는 정통 트로

트의 인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미자는 물론이거니와 그녀에게 곡을 

써  작곡가 백 호와 한산도는 왜색 작곡가로 낙인이  한동안 

창작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 다.8) 가요계 상황이 이 다보니 트로트 

신곡 수가 일시 으로 어들 수밖에 없었다. 재도약을 모색하던 트로

트는 남진과 나훈아가 경쟁하면서 겨우 살아나기 시작했고, 문주란과 

6) 이 미는 당시 유신정권이 청년문화를 없애버릴 확실한 수단으로 등장한 것이 

마  단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발,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면서 경범죄로 

잡아들이던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이 미, 흥남부두의 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181쪽.

7) 박찬호, 한국가요사 2 1945~1980, 596쪽.

8) 선성원, ｢한일 계 개선과 트로트의 부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가

요, 암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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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미 같은 새로운 얼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칸 네의 향을 받

은 이른바 스탠더드 팝 계열의 노래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이다. 패티김, 최양숙, 정미조, 정훈희, 문정선 등이 부른 곡들은 

기존 의 정통 트로트와는 사뭇 다른 분 기로9) 1970년  반 가요

계에서 한 몫을 차지했다. 여기에 청년문화의 두로 포크 음악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정통 트로트는 가요계의 주무 에서 리게 된 상황

이었다.

그런데 1976년, 사실은 1972년에 이미 발표된 바 있었던10) 조용필

의 <돌아와요 부산항에>(황선우 작사 작곡, 1976)가 폭발 인 인기를 얻

으면서 트로트는 제2의 황 기를 맞이하게 된다. 더욱이 1975년 마

 사건으로 포크와 록이 토화되었을 때,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그 틈새를 메운 구세주 같은 존재 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트로

트의 형  4분의 2박자를 4분의 4박자로 바꾸고 반주를 자기타가 

주도하며 고고리듬으로 편곡하는 등 새로운 형식을 보여 으로써 트

로트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조용필 자신은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빛을 보자마자 곧 과거에 

손을 댔던 마  때문에 상당 기간  앞에 모습을 나타낼 수 없었

지만, 이 노래가 담긴 앨범은 가요사상 최 로 100만 장이 매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후 여러 록 밴드의 가수들이 자신의 밴드와 함께 

는 독립해서 트로트를 부르게 된 계기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9) 지 은 이러한 부류의 노래들을 ‘올드패션’의 노래라는 의미에서 모두 트로트로 

취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트로트와 이들의 노래는 크게 다르며, 따라서 

패티김과 정미조 등은 트로트와는 다른 계열로 보는 것이 옳다.

10)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1976년 발표되어 큰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 1972년 

처음 작사된 노랫말을 개사한 것이다. 박찬호, 한국가요사 2 1945~1980, 

599~6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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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록 밴드의 활약

1960년 부터 시작된 국내 록 밴드의 계보는 1970년 에 들어 더

욱 확장되었는데, 최헌이  성격이 강했던 ‘히화이 ’에 합류하

면서 ‘히식스’로 이름을 바꾸었고, ‘트리퍼스’는 <나를 두고 아리랑>

의 김훈이 당시 유행하던 ‘블러드, 스웨트 앤드 티어스’, ‘시카고’ 등

의 그룹편성을 본떠 만든 그룹이었다. 유상 과 장계 의 ‘템페스트’, 

손학래, 김기표 등이 속해 있던 ‘호랑나비’, <그리운 건 >의 ‘데블

스’, <나는 못난이>의 ‘딕훼 리’, <달무리>의 ‘ 사운드’, <호수에 잠

긴 달>의 ‘세부엉’ 등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조용필도 ‘김트리오’를 

거쳐 ‘조용필과 그림자’라는 밴드에서 활동했다. 

1960년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록 밴드 즉 그룹사운드 붐은 고고

클럽의 유행에 힘입어 1970년 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72년 유신

이 선포되면서 군사정부는 록음악을 퇴폐로 몰았고, 1975년에는 마

동이 일어나 상당수의 가수와 연주자가 구속되는 사태에까지 이

르 다. 이때 학생들 심의 아마추어 인 캠퍼스 밴드와 <돌아와

요 부산항에>의 성공에 힘입어 하나둘씩 등장한 록 밴드 출신 가수가 

솔로로 나서면서 이 공백을 메우게 된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들을 발굴해서 솔로 가수로 데뷔시킨 안치행의 힘

을 무시할 수 없다. <돌아와요 부산항에>11)와 <오동잎>으로 성공을 

한 안치행은 1977년 킹 로덕션에서 독립12)한 뒤, 1978년 6월 이춘

11) 안치행은 축구인 이회택의 부탁으로 조용필 음반취입에 여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1972년에 이미 발표된 이 있던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개사하고 편곡해서, 이 노래를 히트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용우․신효

동․송창훈,「 사운드에서 코리안 사운드로: 안치행 인터뷰｣, 신  외 지

음, 한국팝의 고고학 1970,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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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서연식 등과 함께 코드 제작회사 설립을 추진13)해 안타 로덕

션을 세웠다. 안치행의 손에서 최헌은 조용필의 등장 이 까지 최고의 

인기를 리게 되고, 윤수일도 무명을 벗어나 인기가수로 거듭나게 

된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1970년  

후반에는 록 밴드 출신 가수가 거 등장했다. 트리퍼스 출신으로 <나

를 두고 아리랑>(김 신 작사/작곡, 1977)을 부른 김훈, 히식스의 리드 

싱어 던 최헌의 <오동잎>(안치행 작사/작곡 1977) 혼 아로 구성된 ‘골

든 그 입스’에서 활동했던 윤수일의 <사랑만은 않겠어요>(안치행 작

사/작곡), 템페스트 출신으로 <잊게 해주오>(김 순 작사/ 김  작곡, 

1974)를 부른 장계 , ‘양키즈’의 리더 고 <안개속의 두 그림자>(함

아 작사/작곡, 1978)를 부른 함 아, <돌려  수 없나요>( 우 작사/ 장욱

조 작곡, 1978)의 조경수, ‘라스트 찬스’ 출신으로 <안녕>을 부른 김태

화 등이 모두 록 밴드 출신이다. 

2.4. 두각을 나타낸 트로트 고고 가수들

이 게 지곡과 마  동으로 얼룩진 1970년  후반 가요계는 

진공상태14)라고 부를 정도로 뚜렷한 형가수가 없었다. 인기 정에 

섰던 여러 가수들이 한꺼번에 활동을 못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동

에 직  연루되지 않은 이들도 이런 런 이유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

이지 못했으므로,15) 이 시기에는 가요계를 주도하며 한 시 를 표

12) 동아일보 1977년 8월 13일 ｢흩어지는 킹 로덕션 사단｣.

13) 경향신문 1978년 6월 8일.

14) 박찬호, 한국가요사 2 1945~1980, 6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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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형 스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두각을 나타낸 것은 단연 최헌이다. 그는 1970년 히식스의 멤

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뒤 솔로 가수로 독립해 처음 발표한 <오동잎>

이 크게 히트했다. <오동잎>은 1977년 당시 <돌아와요 부산항에> 다

음가는 매실 을 기록했고, 이후 발표한 <앵두>, <순아>, <구름나그

네>, <가을비 우산속에>가 연속 히트했다.16) 1978년 MBC 10 가수 

가요제에서 최고가수상을 수상했고, 트로트 고고의 범주 안에 놓인 

가수 가운데 윤수일과 더불어 가장 오래 인기를 유지했다.

혼  가수로 잘 알려진 윤수일도 신 이 막후에서 활동했던 골든 

그 입스에서 노래하다가 안치행에게 발탁되었다. <사랑만은 않겠어

요>가 크게 히트했고 <갈 >, <유랑자> 등도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1980년 에 들어서서는 다시 윤수일 밴드를 결성해서 <제2의 고향>, 

<아 트>, <아름다워> 등을 히트시키며 트로트 고고에서 벗어났다.

김훈 역시 1970년  부터 인기를 모아온 그룹사운드 트리퍼스 

출신이다. 그의 <나를 두고 아리랑>은 트로트 고고 유행의 상징  

조 역할을 했다. 최병걸은 <정성조와 메신 스>에서 보컬을 담당하다

가 솔로로 데뷔해 자작곡 <난 정말 몰랐었네>17)가 크게 히트했고 <그 

사람>, <축제> 등도 인기를 끌었으며,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등 특히 

은 층에게 인기가 있었다. 최병걸과 함께 ‘메신 스’에 있었던 조경수

15) 남진과 나훈아는 사양길에 있었던 데다 결혼스캔들이 터졌고, 마 의 그물망

에서 벗어난 송창식도 비군 훈련에 불참한 것이 발각되어 한동안 방송출연이 

지되었다.

16) 신  외, 한국 팝의 고고학 1970, 183쪽. 그의 첫 히트곡을 부분 <오동잎>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밴드 시 에 부른 <당신은 몰라>도 1975년 상반기 

베스트 텐에 들었다.

17) 이 노래는 일본의 가요를 표 했다는 정을 받아 발매 지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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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아니야>, <행복이란>, <돌려  수 없나요> 등이 히트했고, <YMCA>

와 같은 번안가요도 불 다. 최헌, 윤수일과 달리 이 세 사람의 인기는 

그리 길지 못했다. 김훈은 <나를 두고 아리랑> 외에는 별다른 히트곡

이 없었고, 최병걸은 요 했으며 조경수는 도박사건과 사업실패, 이혼

의 시련을 겪으며 1982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기 때문이다.18)

3. 트로트 고고의 특징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오동잎>이 한창 히트하던 1977년 당시 

｢알다가도 모를 복고조 가요의 인기｣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실린 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 두 곡(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와 최헌의 <오동잎>)이 지닌 

공통 을 살펴보면, 첫째, 30~40년  복고풍 선율에  고고 율동

을 붙인 단순한 편곡, 둘째, 가사의 무의미성( 자는 인천항이라도 좋고, 

후자는 가랑잎이라도 상 이 없는 것이다) 셋째, 두 가수의 창법인데 

이른바 그룹사운드에서 익힌 솜씨와 은 감각으로 이를테면 이미자나 

나훈아라면 더 처량하게 불 거나 더욱 늘어지게 굴렸을 그런 가락을 

18) 밴드 출신은 아니지만, 1975년 데뷔해, 1980년  조용필에 이은 ‘제2인자’ 던 

록의 첫 히트곡도 트로트풍의 <애심>이다. 한 학가요제를 통해 데뷔한 

뒤 인기를 끌었던 심수 의 <그때 그 사람> 역시 트로트풍이었다. 이 게 당시 

가요는 서로 다른 장르의 노래이면서 트로트풍을 띠고 있는 경우가 흔히 발견

된다. 일반 으로 좁은 의미의 ‘트로트 고고’라고 하면, 1976년에서 1980년 

사이에 활동했던 록 밴드 출신의 가수와 그들이 불 던 트로트풍의 노래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최근 방송가에서는 이 시기에 활동했던 최백호나 김태곤, 

혜은이, 이은하 등을 통틀어 트로트 고고 가수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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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잘 억제해서 물기 있는 곡조를 물기 없는 표 으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어 효과를 거뒀다고나 할까 ( 략) 오늘의 우리 은 

왜 이 게들 두 노래를 좋아하고 있을까, 사고의 상실, 감각의 확 , 창

조성의 황폐,  소외감, 좌 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끝으로 좀 더 정 으로 이 두 노래의 히트성을 이야기하자면, 

구나가 쉽게 욀 수 있고 쉽게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라는 이다.19)

반  평가는 이 게 매우 비 이지만,20) 당시 큰 인기를 끌었

던 두 노래와 트로트 고고 반의 노래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잘 

요약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트로트 고고의 특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록과 트로트의 음악적 결합

트로트 고고의 특징으로 가장 먼  지 할 수 있는 것은, ‘트로트 

고고’라는 말처럼 이 노래들이 ‘트로트’이면서 ‘트로트’가 아니고, 

‘록’ 이기는 하지만 ‘록’이 아니라는 데 있다.21) 형 가수들이 사라

19) 최경식, ｢ 속의 인기가요: 알다가도 모를 복고조 가요의 인기｣, 동아일

보 1977년 4월 22일.

20) 이 기사를 비롯해서 당시의 기사들에서는 공통 으로 트로트 고고 게열 노래들

에 한 강한 비 을 엿볼 수 있다. 이는 트로트 고고를 바라보는 최근의 가

요사 연구자들의 비 보다 그 강도가 심하다고 하겠다. ‘서정  가사와 아름다

운 멜로디, 청년세 의 정신까지 담고 있던 포크가 사라진 자리에 등장한 새로

운 노래가 고작 이런 것이었다니’라는 당  지식인들의 실망감을 엿볼 수 있다. 

이 의 ‘사고의 상실, 감각의 확 , 창조성의 황폐,  소외감, 좌 감’이란 

구 이 이러한 의식을 잘 보여 다.

21) 손민정, 트로트의 정치학, 음악세계 2009, 130~131쪽. 고고란 원래 1970년 

후반 워싱턴 D.C. 지역에서 유래한 펑크의 일종으로 싱코페이션과 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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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난 자리에서, 당시 록만으로는 더는 살아남기 힘들었던 가수들은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히트에 힘입어 록 스타일의 거친 질감을 지닌 

목소리로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했다. 애 하거나 구수한 트로트 선율

을 내건 노래들이었지만 가수들의 부분은 밴드, 당시의 표 으로는 

그룹사운드 출신이었다. 최헌, 김훈, 윤수일, 조경수 같은 이들은 모두 

비틀스 이후 서구 로큰롤의 향을 받아 밴드를 결성한 인물들로 애

에 트로트와는 별 상 이 없던 이들이었다. 강렬한 록 사운드를 동

경해 밴드생활을 해온 이른바 로커들이 어 하여 트로트곡을 불 단 

말인가. 그런데도 그들에게 의 인기를 안겨  노래들은 한결같이 

트로트풍의 노래들이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당시의 시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트로트의 편에서 보면, <동백아가씨>로 비롯된 왜색 시비 때문

에 정통 트로트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었다. 그 다고 에게 가장 

친숙한 트로트를 완 히 포기할 수는 없었다. 록 밴드의 편에서도 가

혹한 형벌이나 다름없는 유신정부의 마  동과 가요규제의 태풍

을 피해 갈 방법이 필요했다. 제 로 질러야 하고 날카로운 노랫말을 

생명으로 하는 것이 밴드의 진정한 이미지이지만 당시 사회 분 기에

서 감히 놓고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룹사운드의 생존법은 

험하지 않으면서 친화 인 트로트를 하는 것이었다. 트로트 고

고라는 변형된 스타일은 바로 이런 사회  배경에서 싹튼 것이라고 

볼 수 있다.22) 

강렬하게 사용하는 비트로, 엄 히 말하자면 록의 8비트와는 정반 로 볼 수도 

있다 로큰롤이 리듬앤드블루스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의 독립된 장르가 될 

수 있었던 결정 인 계기가 바로 셔 이나 싱코페이션을 사용하지 않은, 균등

하게 음이 쪼개지는 8비트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고고 리듬은 로큰롤의 8비트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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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의 입장에서 보면, 서툰 신인보다는 가창력을 

인정받은 록 밴드 출신 가수들의 목소리에 더욱 친근감을 느끼는 것

이 당연하다. 록 밴드 출신 가수들은 이미 밴드활동을 하면서 가창력

을 검증받은 사람들이다. 트로트 고고가 유행했던 당시 은이들이 

주로 들었던 팝송을 살펴 도 이들이 인기가 돌연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975~1979년 당시 당시 인기를 끌었던 팝송은 ‘ABBA’, ‘카

펜터스’, 엘튼 존 정도를 제외한다면 ‘퀸’, ‘이 스’, ‘비지스’, ‘시카

고’, ‘스콜피온스’, ‘스모키’, ‘캔사스’ 등 거의 록 밴드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끌었던 노래들은 정통 인 하드록 계열의 노래

라기보다는 서정 인 선율의 잔잔한 발라드풍의 노래들이다. <Hotel 

California>, <I Can’t Tell You Why>(1977) <The Sad Cafe>(1979)(이상 

이 스), <Still Loving You>, <If You Leave Me Now>(1976)(시카고), 

<Always Somewhere>(1979)(스콜피온스), <What Can I Do>(1976), <Living 

Next Door To Alice>(1977)(스모키), <Dust in the Wind>(1977)(캔사스) 

등 록 밴드들의 잔잔한 노래들을 선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징으로 

지 되고 있다.23) 국 그룹 ‘주다스 리스트’의 <Before the Dawn>

의 를 보면 더욱 그 다. 이들은 1969년 결성되었고 가죽 퍼와 쇠

사슬 등 공격  이미지와 속성 록음악을 결합해서 이른바 ‘헤비메

탈의 교과서’를 만들었다고 평가되는데, 1978년에 발표한 메탈 발라드 

<Before the Dawn>은 당시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특이하게 우리

나라에서 엄청난 인기를 렸다. 주다스 리스트라고 하면 우리나라

22) 그러나 이들의 다수는 다시 밴드로 돌아갔다. 조용필은 백업 밴드 ‘ 한 

탄생’을 만들어 기어코 원래의 록으로 돌아갔고, 윤수일도 1980년 에 들어서

면서 <제2의 고향>과 함께 윤수일밴드로 거듭났다. 최헌도 ‘검은나비’와 ‘불나

비’를 다시 결성했다. 

23) 김기덕,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베스트 100, 삼호ET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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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선 바로 이 곡을 떠올릴 정도24)가 되었으니, 록 스타일로 부르는 

잔잔하고 서정 인 노래에 한 선호는 그것이 가요이든 팝송이든 동

일했다고 볼 수 있겠다. 

새로운 할 말을 만들어낼 수 없는 정치  억압기에 트로트로 양식

 퇴행이 이루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 그 방식 로의 트로트에는 들이 이미 싫증을 내고 있는 

상태 기에, 새롭게 나타난 상은 록 밴드 출신들이 트로트 가수로 

변신하는 것이었다. 그 게 해서 일 트릭 기타와 드럼이 주도하는 

록 스타일 연주에 트로트  선율과 쿵작거리는 리듬을 결합한 새로운 

양식의 음악, 즉 트로트 고고를 만들어낸 것이다.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로부터 발된 이러한 트로트 연주 행은 1980년  반에 

이르기까지 트로트의 주도 인 편곡 연주 행으로 자리 잡게 된다.25)

24) 2008년 9월 이들에 내한했을 때,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 사실을 

언 하자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 다고 한다(연합뉴스 2008년 9월 11일 17

시 07분).

25) 우리나라에서는 8비트의 드럼 반주에 맞추어 연주하는 것을 고고라고 하며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음에 악센트를 넣어서 록의 백비트 느낌을 덧붙인다. 

를 들어 4박의 노래를 부를 때 ‘하나-둘-셋-넷’  하나와 셋에 강세를 두게 

된다. 록에서는 이 네 박을 8비트로 쪼개어 ‘하나-둘-셋-넷-다섯-여섯-일곱-여

덟’로 연주하며 이  세 번째와 일곱 번째 비트에 강세를 두게 되고 이를 

박으로 환산하면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 강세를 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드럼 연주를 따라가 보면 균등하게 나 어서 연주하고 

있는 8비트와 백비트를 뚜렷이 느낄 수 있다. 고고 리듬에 얹어진 트로트, 다시 

말해서 록 음악과 트로트의 결합인 것이다. 은이의 리듬이었던 록 리듬을 

결합시킨 이 노래는 트로트의 음악  가능성을 넓 주었다. 최헌의 <오동잎>, 

함 아의 <내게도 사랑이>를 들어보면 일반 인 록의 템포보다 느리게 연주되

고는 있지만 기본 인 리듬 패턴은 록의 8비트를 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민정, 트로트의 정치학, 130~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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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랫말의 상투성과 그 의미

트로트 고고가 비난받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노랫말에 

특징이 없고 상투 이라는 이다. 당시의 평가를 좀 더 살펴본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사회를 거울처럼 반 해야 하

는 가요는  변화를 모르고 있다’, ‘ 가요가 은이에게 미치는 

향이 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질 나쁜 가요가 미치는 향은 자

못 크다. 요즘처럼 과거지향 이고 식민지 시 에나 유행한 노래에 

담겨 있던 이별 슬픔 사랑 허무 따 의 두리만 계속된다면 은이

들에게 꿈과 삶의 의미를 불러일으키지 못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하

고 있다. 그 로 ‘황선우가 작사한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망국의 

한을 노래하던 1930년  가요를 그 로 닮아 시 착오  폐쇄성, 단

순화된 감상주의가 역겨울 정도이고, 안치행이 작사한 <오동잎>은 앞

뒤 맥락조차 닿지 않는다’26)고 할 정도이다. 

이러한 상 역시 당시의 시 상황과 떼어놓고 볼 수는 없을 것이

다. 1974년 긴 조치 이래 가요는 지나친 선정 퇴폐도, 지나친 왜색도, 

무분별한 외국 풍조 모방도 할 수 없었다. 단기 은 모호하고 포

이었지만 실제도 그 상이 된 노래는 포크, 록, 정통 트로트 다. 

록이 추구하는 자유와 항정신은 물론, 포크가 지향하는 이상세계나 

순수함을 드러내서도 안 되고 트로트가 흔히 노래하던 비탄 이나 패

26) 1970년  말 당시의 에는 이와 같이 음악과 더불어 가사의 요성을 논한 

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이해성, ｢아직도 괴로운 사랑｣ 뿌리깊은 나무 1978

년 7월호, 159~160쪽. “ 부분의 노래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생긴 이별, 슬픔, 후회, 방황을 다루고 있다”; 양일동, ｢멍청한 시인이 많다｣ 

뿌리깊은 나무 1979년 3월호, 160쪽. “ 부분의 작사가들이 직설 인 표 을 

즐겨 쓰고 시어를 무 안이하게 선택해 신선감을 잃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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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인 느낌을 주어서도 안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와 공안의 그

물을 피해 가며 만들 수 있는 노래란 그  스스로를 기표화하지 않는, 

색깔 없는 노래를 만드는 것뿐이었다. 

그러다보니 한편에서는 < 하고 해뜰날>처럼 지나칠 정도의 희망

 메시지를 충격요법으로 표 하는 노래가 나오게 되고(  인기를 끌

게 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크게 문제될 만한 요소가 없는 내용의 친숙

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비슷비슷한 노래들을 양산하게 된다.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마음을 

흘러가는 구름은 아니겠지요

믿어도 되나요 당신의 동자

구름속의 태양은 아니겠지요

사랑한단 그 말 무 정다워

원히 잊지를 못해 

철없이 믿어버린 당신의 그 입술

떨어지는 앵두는 아니겠지요

   <앵두>(안치행 작사/작곡)

이 게도 사랑이 괴로운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은 만나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  그 추억이  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않겠어요

   <사랑만은 않겠어요>(안치행 작사/작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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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로 걸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아쉬움인가

가슴에 이 가슴에 심어  그 사랑이

그다지도 깊을 은 난 정말 몰랐었네

아— 아— 진정 난 몰랐었네

   <난 정말 몰랐었네>(김 순 작사/ 최병걸 작곡)

그러나 이 가운데 안치행의 노래들은 그 나름 로의 특징이 엿보이

는데, 통 인 요소를 염두에 두고 노래를 만들었다는 이다. 물론 

형  직설이나 상투성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잘 알려진 민요의 내용

을 재배치하면서 민요  후렴을 가져오거나(<나를 두고 아리랑>) 고

시가에서 흔히 나타나듯 자연물을 통해 심상을 표 하려고 했다는(<오

동잎>, <앵두>) 이다.

오동잎 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가을밤에

그 어디서 들려오나

귀뚜라미 우는 소리

고요하게 흐르는 밤에 막을

어이해서 만은 싫다고 울어 나

그 마음 서러우면 가을바람 따라서

의 마음 멀리멀리 띄워 보내주려무나.

   <오동잎>(안치행 작사/작곡)

그냥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밤’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오동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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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잎 두 잎 떨어지는 가을 밤’이라고 한 데서 어쩐지 통  시의 

세계가 연상된다. 오동잎은 다른 잎보다 매우 커서 낙엽 질 때 소리

도 크게 나고, 비가 올 때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유난히 크다고 

한다. 그 기에 외로운 사람에게 비 내리는 날의 오동잎은 서러운 빗

소리를 더욱 크게 들리게 하고, 세월 가는 것이 싫은 사람에게 오동잎 

지는 소리는 세월의 무상한 흐름을 더욱 슬 게 느끼게 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두보는 넓은 오동잎을 종이 삼아 시를 썼다고도 했다. 이

게 옛 선조들은 오동잎을 시 작품의 소재로 자주 이용하곤 했다.27) 

한 푸른 벽오동은 황이 유일하게 앉는 나무라고 해서 안마당에 

벽오동을 심었고, 딸을 낳았을 때 오동나무를 두어 그루 담 에 심어 

딸이 자라 시집갈 때가 되면 베어서 장롱을 만들어 주려 했다는 이야

기 등, 다른 나무보다 오동나무와 오동잎은 통 인 소재로서 가지

고 있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 인터뷰에서 ‘나는 음악에 한국  

통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이28) 있는 것을 보면 

노랫말을 창작하면서도 통  요소를 고려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29)

27) 멀리는 두보, 우리나라의 이달, 유희경, 조지훈의 ｢승무｣,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방정환의 ｢귀뚜라미소리｣, 신경림의 ｢농무｣ 등 오동잎이 소재로 등장

한 시는 무수히 많다.

28) 신  외, 한국 팝의 고고학 1970, 257쪽.

29) 각주 19번에서 인용한 최경식의 은 ‘오동잎이든 가랑잎이든 상 이 없는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오동잎’은 ‘오동잎’이어야만 한다. 에서 설명

한 ‘ 통 인 요소에 한 고려’라는 을 배제하더라도, 오동잎의 도입부에서 

낮은 음의 ‘오’로부터 높은 음의 ‘동’으로 느닷없이 도약하며 생동감 있게 발음

될 수밖에 없는 ‘동’이라는 소리는, ‘가랑잎’으로는 도 히 실 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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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74년~1981년까지 MBC 10  가수30) 명단

년도 10  가수 명단 최고인기가수(노래)

1974
남: 김세환 남진 송창식 윤항기 이

여: 김상희, 김세 나, 문주란, 이미자, 하춘화

하춘화

(이수미: 내곁에 있어주)

1975
남: 김세환, 남진, 박상규, 송창식, 윤항기

여: 옥희, 이미자, 이수미, 정미조, 하춘화
송창식(왜불러)

1976
남: 박상규, 송 , 김훈, 송창식, 과은

여: 조미미, 정미조, 김인순, 김상희, 하춘화
송 (해뜰날)

1977
남: 김만수, 김훈, 송 , 이수만, 과은

여: 김인순, 이은하, 이미자, 하춘화, 혜은이
혜은이(당신만을 사랑해)

1978
남: 송 , 윤수일, 조경수, 최병걸, 최헌

여: 이미자, 이은하, , 정종숙, 혜은이
최헌(오동잎)

1979
남: 송창식, 윤수일, 조경수, 록, 최헌

여: 심수 , 양희은, 이은하, 정종숙, 혜은이
혜은이(제3한강교)

1980
남: 조용필, 송창식, 윤수일, 최헌, 록

여: 혜은이, 숙, 이은하, 윤시내, 박경애
조용필(창밖의 여자)

1981
남: 김만수, 윤수일, 록, 조용필, 함 아

여: 윤시내, 이은하, 이정희, 숙, 혜은이
조용필(고추잠자리)

3.3.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의 결합, 폭넓은 호응

이 게 음악의 측면에서나 노랫말의 측면에서나 딱히 내세울 것이 

없던 ‘트로트 고고’지만 당시에 폭발 인 인기를 끌었고, 서울과 지방, 

청년(포크)과 성인(트로트)의 경계를 넘어 국 으로 히트를 기록한 

은 사실이다. 당시 각 방송국의 인기가수, 인기가요 순 를 살펴보

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 로 MBC 10 가수 명단

을 살펴보자.

30) 여러 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MBC 10  가수는 엽서투표와 설문조사 80%, 

가요계에 미친 공헌 20%로 선정된다고 알려져 있다. 설문은 학력 직업 연령별

로 1,000장의 설문지를 작성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경향신문 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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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동 직후인 1976년부터 김훈, 송 이 등장하기 시작하

고, 1978년에는 남자 가수상을 받은 다섯 명(송 , 윤수일, 조경수, 최

병걸, 최헌) 모두가 트로트 고고의 범주 안에 드는 가수들이다. 이들의 

인기는 1979년을 거쳐 1981년까지 지속되지만, 1982년부터 명백한 

하향세에 어들게 된다. 

바로 몇 년 만 해도 가요 수용이 트로트와 포크로 날카롭게 

분리되어 세  간의 격한 거리가 있던 것이 일시 이나마 해소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룬 시기31)라는 데에 트로트 고고의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 가운데는 은이들, 특히 학생들이 이들의 

노래를 철 하게 외면했다32)고 보기도 하는데, 음반 매의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나 지 이나 은 층이라는 을 고려하면 <돌아와

요 부산항에>나 <오동잎>의 매고는 기성세 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숫자라고 본다. <오동잎>과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가사를 강도 

높게 비 했던 당시의 에서도 이 노래들이 ‘ 학가에서 높은 인기

를 얻고 있다’고 제하고33) 있는 것을 보면, 은 층에서 기성세 에 

12월 13일자).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트로트 고고가  

연령층에 거쳐 고르게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1) 개인 인 이야기지만, 고등학교 1학년 음악시간(1977년) 가창시험 곡목을 자유

롭게 선택해도 좋다는 선생님의 말에 반 아이들  두 명이 최헌의 <오동잎>을, 

두 명이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불 다. 한 친구는 ‘늘 <비내리는 고모령>만 

부르던 아버지가 최병걸의 <진정 난 몰랐었네>가 좋다고 가사를 써달라고 하셨

다’고도 했다. 그만큼 당시의 ‘트로트 고고’는 세 를 막론해 수용되었다. 

32) 신  외, 한국 팝의 고고학 1970, 249쪽. “1970년  반 신 과 송창식

을 좋아했고 70년  후반 산울림과 활주로를 좋아한 사람들에게 이런 곡들은 

‘ 오의 상’ 이상이 아닐 것이다. 이유는 작품의 장르와 질을 논하기에 앞서 

이런 작품들이 ‘당시 생각 있는 은이들이 실에서 경험하던 것’과는 동떨어

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음악을 좋아한 수용자, 특히 은 수용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TV나 라디오에서 흘러나올 때 들으면 싫지 않고 

야외 축을 들고 나가서 함께 춤추기에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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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폭넓은 인기를 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이 게 트

로트 고고를 통해 잠시나마 청년문화와 기성문화가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그 혼종의 성격 때문이다. 트로트가 분명하지만 록

인 요소와 반주를 동반해 은이들도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

기에 트로트를 좋아하는 기성세 와 록을 즐겨 듣는 은 세 의 기

호에 모두 합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트로트 고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음악적 평가의 문제

제목으로 삼았던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는 말처럼, 1970년  후

반은 문학사 서술에서 별다른 가치가 부여되지 않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을 쓰게 된 이유는 다분히 개인 인 데 있지만,34) 

마  동 이후 등장한 트로트 고고의 유행 상이 조된 노래라는 

폄하의 시각에서 벗어나 ‘트로트 외연의 확장’과 ‘세  간 합’이라

는 측면에서 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을 밝히고자 했다. 이

를 해 당시의 시  상황, 문화 내부의 변화 등의 외  조건, 

33) 최경식, ｢꿈이 없는 꿈노래｣, 뿌리깊은나무 1977년 6월호, 166~167쪽.

34) 내가 음악을 가장 왕성하게, 자발 으로 듣게 되기 시작한 시기와 이들 ‘트로트 

고고’의 시기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내게 김민기나 양희은, 송창식이 안겨  

청아한 포크뮤직 세계와 메시지도 감동 이었지만,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게 

되는 최헌, 최병걸, 윤수일의 노래도 좋았다. 아직 학에 입학하기 , 발라드

라기보다는 트로트에 가까운 록의 <애심>도 자주 들었다. 1980년  이후 

은 팬층에 보답이라도 하듯 스타 록으로 완벽하게 변모했지만, 기의 

그의 모습은 힘을 빼고 발라드인 듯 트로트인 듯 같지 않게, 조용히 부르곤 

했었다. 이러한 생각은 자연스럽게 과연 당시의 사람들이 포크만 좋아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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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밴드 출신 가수들의 특징  음악  혼종성, 가사의 상투성 등의 

내  본질을 고찰하고 분석해 가능한 한 다각도로 당 를 조명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특히 음악 인 측면에서 트로트와 록의 결합이라는 

분석이 정교하지 못했던 ( 를 들어 1970년   록 밴드와 1970년  

말 록 밴드의 차이, 트로트와 스탠더드 팝의 구분)은 앞으로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트로트 고고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음악사  의의를 

좀 더 구체 으로 제시하면서 을 맺고자 한다. 그 첫 번째는 의 

기호에 한 부분이다. 본문에서 지 했던 로 트로트 고고에 한 

당시의 지나치다 싶은 비난은 이  시  포크뮤직에 한 기 와 미

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당시 마  동으로 인한 

포크뮤직의 갑작스런 퇴조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은 언제나 

새로운 것, 지 과는 다른 어떤 것을 원하게 마련이다. 조용필은 한 

인터뷰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트로트곡이지만 고고리듬으로 

편곡해 인 감각을 가미시켰어요. 포크송에 싫증 난 팬들이 트로

트에 향수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하구요’35)라고 말한 

바 있다. 포크에 싫증까지는 나지 않았더라도 포크 아닌 음악에 한 

요구는 분명 존재했을 것이고, 그러한 요구와 트로트에 한 향수가 

‘트로트 고고’라는 양식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흔히 트로트 고고가 ‘잠깐 동안의 화합’이라고 폄하되지

만, 음악  기호에서 세  간의 일치를 이루었다는 ‘사건’은 우리 

음악사를 통해 무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386세 라 일컫는 우

리 세 를 심으로 그 이 과 이후의 음악은 무도 확연한 변화를 

35) 조용필 인터뷰, 음악세계 1986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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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트로트, 포크와 민 가요를 듣는 세 와 스뮤직과 랩, 힙합

을 즐기는 세 .  다른 두 세 가 한 집에서 살면서 늘 TV 가요

로그램을 가지고 싸우게 되고 서로의 기호를 비웃을 수밖에 없는 지

경이다. 트로트 고고는 음악 으로 짝퉁 는 기형이라고 비난받기 

일쑤이나 당시로서는 새로운 시도 고, 노랫말은 특별한 이나 매력

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  보편 인 정서를 펼쳐놓을 따름이지만, 양쪽 

세  모두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 트로트 고고가 갖는 특징 

가운데 ‘폭넓은  호응’ 는 ‘세  간의 통합  지지’라는 은 

재의 평가와 달리 새롭게 부각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당시의 가수들이 갖는 특징이 당 에는 물론 후 에도 

커다란 향을 미쳤다는 이다. 록 밴드 출신의 가수들이 독립해서 

트로트를 불 다는 사실 때문에 이들은 변 , 퇴행으로 평가되기 일쑤

이다. 그러나 1980년 의 가황으로 거듭나게 된 조용필도 결국은 이 

테두리에서 나온 것이다. 한 트로트 고고가 이후 트로트의 다양한 

변화, 록과 발라드의 결합 등 음악  변화와 실험 는 확산에 한 선례

가 된 것은 분명하다. ‘코요태’의 신지, ‘FT아일랜드’의 홍기가 보여주

는 창법도 결국은 스뮤직에 편승한 변형된 트로트풍이 아닌가.

연구자에 따라서는 ‘트로트 고고’의 선풍을 안타 로덕션을 세운 

안치행의 기획상품으로 평가하고, 밴드 체가 아니라 솔로 가수만 

스타로 부각시킨 은 기성 가요계의 행과 타 한 것이라고 비 하

기도 한다. 그러나 록 밴드의 리드 싱어가 솔로로 독립하는 건 어떤 

면에서 당연한 순서와 결과로 볼 수 있다.36) 지 처럼 소속사가 가수 

개인을 면 으로 기획해 노래의 특징과 창법은 물론 개인기와 인간

36) 재도 큰 인기를 리고 있는 임재범, 이승철의 만 도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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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까지도 처음부터 훈련시키고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

안 활동해온 밴드에서 리드 싱어를 발탁한 것은 가요계의 침체기에 

가장 유용하고 어쩌면 유일한 활로 을 것이다. 더욱이 이들은 5년 

이상 10년까지 밴드생활을 했던, 내공이 꽉 찬 뮤지션들이었다. 

네 번째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연구의 상을 확  내지 변화

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이다. 확실하게 자기 색깔과 세계 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충분히 주목도 받은 록과 포크, 언더그라운드는 

이제 좀 놔두고 ‘트로트 고고’와 같은 변형 트로트의 계보, 주류에서 

벗어나거나 철 하게 성에 합하는 김민종, 성진우, ‘터보’나 

‘룰라’에 한 다양한 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뮤지션으로서의 

자의식이나 항정신만으로 가요 부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

다. 어도 수학이나 물리나 고 문학보다 가요가 인기가 높은 

까닭은 그것이 머리를 쥐어뜯어가며 외우고 고민하고 풀어야 하는 무

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수많은 X와 Y값을 구하기 지쳤을 때, 우리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머리를 

흔들고 몸을 비틀면서 듣기만 하면 되는 그 무엇37)이 가요 특성

의 일부이다. 고막이 터질 것 같은 헤비메탈에 탐닉하는 10 들은 생

각 없는 청춘이고 단순명료함 때문에 스뮤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학생 취 을 받으며, 인간골동품 우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

람만이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은 지나가지 않았을까. 

다양한 기호와 취향을 인정하는 가운데 각각의 것이 가지고 있는 의

미를 밝히는 작업이 요구된다. 

처음 가요 연구를 시작했을 때 마음 먹었던 것처럼, 이 은 

37) 신은희, ｢왜 록만 갖고 난리인가｣ 상상 14집, 1996년 겨울,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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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폄하받는 것들에 해 나름의 미덕을 찾기 한’38)  하나의 

시도이다. 실 으로 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으나 포크의 그늘에 

려 좀처럼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트로트 고고 상에 해 의

도했던 만큼의 의의는 밝 냈다고 생각한다. 이 은 청년문화인 포크

의 퇴조 이후 1976~1979년 사이에 록 밴드 출신 가수들의 활약에 

주목하는 데에 그쳤지만, 트로트가 록, 발라드, 스뮤직 등과 이종교

배를 통해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며 은 세 들을 포섭하게 되는 

계보와 과정을 더욱 구체 으로 살펴보는 것이 다음의 과제가 될 것

이다.

38) 김수경, 노랫말의 힘, 책세상, 2005,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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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pularity of “Trot-Go-go” Songs in 

1976~1979

Kim Sookyung (Ewha Womans Univ. Lecturer, College of Liberal Arts)

This is to analyze the popularity of so-called ‘Trot-Go-go’ songs in 

1976~1979, which has achieved the main stream in Korean pop music 

at that time. ‘Trot-Go-go’ began with rock band, but they sang the 

songs similar to trot music. Their songs were composed from the trot 

music, but sung like the rock music. so they were combination of rock 

music and trot music. Their lyric were usually conventional, most of them 

were cliche. The intellects criticized them severely. ‘Trot-Go-go’ songs 

were analyzed as a monster of the times, a trash. 

I would point out that ‘Trot-Go-go’ songs in 1976~1979 were made 

from the political situation. In 1975, President Park's government pro-

hibited the folk songs that were the main stream among the 10s~20s 

because the composers and the singers habitually smoked marijuana, and 

also forbid the trot songs that were popular to the adults because they 

were too decadent. ‘Trot-Go-go’ songs were born after the folk songs 

and the trot songs were prohibited. Under this condition, the lyric of 

‘Trot-Go-go’ songs had to be conventional to avoid the prohibition. 

However, I’d like to point out that ‘Trot-Go-go’ songs in 1976~1979 

integrated the fans from the 10s to the adults, this kind of phenomenon 

had never been made after that time. Also I think that ‘Trot-Go-go’ 

songs in 1976~1979 were the beginning of the trot music’s territ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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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ansion  like trot and ballard, trot and dance music. The estimation 

of ‘Trot-Go-go’ songs in 1976~1979 has to be changed.

Keywords: trot, trot-go-go, rock, rock band, popularity, 1975, 1976~ 

1979 

* 이 논문은 2011년 10월 9일에 투고되어 10월 31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11월 8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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