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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에서 민중가요로: 한국 저항음악의 변천사에 대한 소고

(성공회대)

‘데모’ 때마다 흔히 불리는 노래들 - ‘압박과 설움에서...’, ‘기미년 3월 1일 정

오, 터지자 밀물같이...’,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

어...’ - 그밖에 애국가와 교가 등...

이런 노래는 ‘모두가 알고 있는 노래기에 부른다’는 이유보다 상징적인 뜻에서 ‘현실

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을 고무한다’는 뜻이 더 크다. 모두가 우리 역사의 중요 

싯점을 대표한 기념가이며 따라서 그 가사들은 겨레의 운명을 상징하고 있다. 괴롭

고 슬프나마 힘을 내자는 그런 내용을. ‘4.19’를 혁명이니, 의거니 하면서도 있어야 

할 노래는 없다. 우리나라의 노래들은 애조가 짙다고 한다. 지나치게 슬플 때는 노

래는커녕 곡(哭)도 없는 법이다. 63년 4월 19일 서울대생들은 침묵 ‘데모’를 벌인 일

도 있다.

(“4.19 그 뒤 대학가 5년: 겨레의 운명상징 녹두장군 가락도”, 조선일보 1965년 4월 

18일)

1. 근대 저항음악사 연구의 빈자리

한국의 저항음악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다

고 볼 수 있다.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의 독립군가와 저항적 구전 가요/민요 연구, 그리고 

해방 후 한국전쟁 전까지의 해방가요에 대해서는 노동은(1988, 1995), 민경찬(1998, 2006),

주혜진(1998), 정경은(2008), 박정선(2008), 김병오(2008) 등의 연구가 꼽힐 만하고, 1970년

대 후반을 기점으로 한 노래운동과 1980년대 이후 민중가요의 성쇠에 대해서는 이영미

(1988, 1992)의 선구적인 작업을 필두로 해서 다수의 학술 논문과 연구 자료집이 발간되

었다.

그러나 개념, 시기의 구분과 연속성, 세부적인 범주 또는 장르의 확립 등에 관해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곳들도 더러 눈에 띈다. 이는 가장 많은 자료와 기억이 축적되

어 있는 최근의 저항음악인 민중가요에서 두드러지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노래운동/민

중가요가 이전에 존재해 온 다종다양한 저항음악의 형식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용 및 

종합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선사시대의 제의(祭儀)에서 출발”(최동호 2005: 9)하는 

것 무리라 할지라도, 민중가요의 개념과 범위를 “민중의 삶과 투쟁을 담은 노래로...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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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비판적 민요나 애국계몽적 창가”(박정선 2008: 204) 혹은 “일제하의 독립운동가

나 구전 민요, 70년대 초의 대중가요까지 포괄”(김창남 2007: 65)한다고 보는 데는 일리가 

있다. 반면 ‘민중가요’를 1980-90년대 노래운동의 산물, 즉 보편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역사

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서 좁게 보려는 입장에서는 당대의 특정한 사회적 조건 

하에서 ‘민중’이라는 이름하에 묻힌 저항음악 생산자-수용자 층의 복합적인 계급적 정체

성과 그 음악적 표현이 주된 관심사인 것으로 보인다.1)

민중가요라는 개념의 딜레마는 간단히 말해 ‘민중의 노래’는 저항적이거나 투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저항과 투쟁의 노래’는 기층 민중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 글에서 굳이 저항음악이라는 용어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딜레마를 피하

기 위해서라도 논의의 초점을 음악 생산-소비 주체의 사회적 정체성으로부터 음악의 실

천적 기능으로 옮겨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누가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가’를 무시하

지는 않더라도, 그보다 노래를 갖고 ‘누구에 저항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 하는가’에 더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저항의 음악적 표현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언어로서 전달되는 ‘노래’ 형식을 반드시 띠지만은 않는다는 데 있다. 기악, 특히 타

악기가 정치적인 저항의 수단이자 표현으로 쓰이는 예는 한국의 풍물만이 아니라 트리니

다드 앤드 토바고의 스틸 밴드(steel band) 등 여럿을 들 수 있다. 더구나 노래, 마당극,

풍물 등이 함께 어우러지며 전개된 한국의 민중문화운동에서는 노래만이 저항음악의 지

위를 배타적으로 점한 것이 아니기에, 대학가 노래운동 또한 이런 ‘문예 동아리’ 운동의 

전개라는 큰 틀 아래 놓고 볼 필요도 있다.

시대 구분과 연속성의 문제도 여전히 미결로 남아있는 곳들이 몇몇 있는데, 이 글에서

는 그 중에서도 1960년대, 특히 1960년 4.19 혁명과 1964년 6.3 한일국교정상화 반대투쟁 

사이의 시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저항과 투쟁의 고조라는 면에서 1945-47년 

해방가요의 전성기나 1987-89년 민중가요의 득세에 비견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음악적 표현은 대단히 빈약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런 오랜 단절과 공백의 역사를 

채우는 일은 음악을 넘어서 당시 저항운동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기여하는 바

가 있을 것이다.

2. ‘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어디에?

1945-7년 이후 해방가요 운동이 문예 엘리트와 인민대중 간의 결합 한 정점에 이렀다

면, 대학생 중심 노래운동과 대중시위, 노동파업이 한데 어울린 1987-9년은 또 다른 정점

에 달했다. 좀 낡은 용어를 쓰자면 ‘목적의식성’과 ‘자생성’이 창조적, 유기적으로 결합된 

역사적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데올로기적 격동과 획기적인 정치적 사건의 후

광을 입고 시대를 대표할 만한 음악이 등장하는 때를 말한다. 대구 10월 항쟁을 배경으

1) 외연과 내포에 대한 고민은 노래운동의 주역들에게서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안석희
(1993), 이영미(2005), 신현준(2005), 김창남(2007) 등을 참조.



데모 노래에서 민중가요로 3

만들어진 김순남의 ‘인민항쟁가’가 20세기 한국 근대 저항음악사의 전반기를 마감한 

것도, 80년 광주가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노래운동에 불의 세례를 행한 것도 그런 맥락

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고양기에 난데없이 분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음악적 창의성은 사실 대중적 저항

운동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에 걸쳐 한편으로는 쌓이고 쌓여온 민중의 불만과 

욕구가,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 있는’ 소수 저항적 엘리트의 각고의 준비와 노력이 있었

기에 가능했다. 여기서도 해방가요와 민중가요는 일종의 평행선을 달리는데, 1920-30년대 

카프와 프로문학이 해방 후 좌익계 문예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기틀을 마련했다면,

1960-70년대 민족문학과 민족예술은 80년대 이후 민중문화운동의 맹아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1960-3년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대중의 에너지는 드높았지만, 이를 예술

적으로 ‘승화’시킬 문예 엘리트나 이념적 체계, 새로운 문화적 자극이 미비했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치적인 고양기인 동시에 예술적인 퇴조기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

지어 주류 언론에서조차도 “4.19를 혁명이니 의거니 하면서도 있어야 할 노래는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올 정도였다. 이러한 상황은 저항음악사 연구에서 60년대 음악에 대한 전

반적인 평가절하를 야기했는데, 이 시기의 곡들을 ‘데모송’이나 ‘데모 노래’라고 칭하는 

데서 은연중에 깔린 비판적 시선을 읽어내기란 어렵지 않다.

포크와 복음성가류의 작품은 매우 쉽고 빠르게 받아들였다. 그 대신 ‘해방가’

나 ‘정의가’ 같은 노래들에는 도대체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전혀 정이 가지 않는 것

이었다. 도대체 다른 노래에 비해 음악적 수준이 높기를 하나, 가사에 매력이 있나,

뻔한 선율에 구호적인 가사 아닌가. 지겹게 부르던 교가나 ‘학도호국단가’ 같은 노래

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말이다. 학생운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처음에는 이러

한 종류의 행진곡 투쟁가가 좋은 노래라고는 결코 인정할 수 없었고, 대학생들조차 

노래를 보는 눈이 고작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이영미 1992: 28)

주로 외국곡과 대중가요의 가사를 고친 개사곡, 세태풍자적인 구전가요, ‘바람이 분

다’, ‘플라스틱 예수’, ‘선구자’, ‘기다리는 마음’, ‘독립군가’, ‘탄아 탄아 최루탄아’ 같

은 노래였다. 노래가 부족했기 때문에 ‘3.1절 노래’와 ‘애국가’도 반일 시위현장에서 

불렸다. 대중적 정치연설이 주를 이루었던 1960년대 시위 현장에서는 몇몇 사람이 

노래를 시작하면 나머지 학생들이 반복되는 구절을 함께 부르며 구호를 외쳤다. 주

로 시위현장에서 불리는 노래들이었기 때문에 곡조는 대부분 밝고 명랑한 장조와 

행진곡 풍이었고 참여자의 사기나 용기를 북돋아주거나 연대와 단결을 강조하는 노

래들이었다.(정경은 2008: 76-77)

저항 이데올로기와 이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할 문예 엘리트의 부재는 한국전쟁 후 당대

의 상황을 고려하면 학생을 중심으로 한 저항운동 내부의 자체적인 창작곡이 사실상 부

재했다는 현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기의 ‘데모’라는 저항형식에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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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비중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는 어쩐지 미심쩍은 데가 있다. 구술채록을 중심으

로 저항음악 사료를 수집해 온 이영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당시에는 노래를 부르면서 데모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해요. 요즘에는 

데모 현장에서 노래가 빠지지 않잖아요? 당시의 데모 양상은 정치 연설 중심의 분

위기였다고 그래요. 데모 주동자들이 나중에는 국회로 진출하는 경우도 많았구요.

제가 60년대 학번 선배들에게 "당시에는 도대체 뭘 부르면서 데모를 하셨어요?" 이

렇게 물었더니 해방가는 확실히 불렀다고 그러구요. 또 3.1절노래도 불렀다고 하시

더라구요. (‘노래야 나오너라’ 2회, 민중의 소리 웹사이트)

전투적 가두시위는 1970-80년대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실탄이 난무하던 4.19 혁명의 거

리는 차치하더라도, 경찰의 곤봉에 학생이 맞아죽기도 하고 ‘스크럼’을 짠 시위대가 육탄

으로 저지선을 뚫고 국회의사당을 점거하기도 했던 6.3 항쟁의 저항형태가 “정치 연설 

중심”이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음악적 수준과 창의성에 대한 미학적 판단

을 일단 접어둔다면 ‘무기로서의 음악’이 유독 이 시기에만 빛을 발하지 않았다고 볼 근

거가 있을까? 개인의 기억에 의존하는 증언은 다른 물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

에서 특히 큰 의의를 갖지만, 1960년대의 기록들은 일간신문 아카이브 등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전위적 문예 엘리트가 부재했던 ‘목적의식의 퇴조기’에 정치적으로 

고양된 저항운동은 어떤 식의 음악적 표현을 찾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

이다.

3. ‘ ’와 ‘전우야 잘자라’: 4.19는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혁명이었나

1960년도 기사 검색이 가능한 조선, 동아일보 및 경향신문(4월 27일 복간)을 보면 2월 

28일 대구 학생의거에서부터 이승만 하야와 이기붕 일가의 죽음으로 일단락되는 4월 29

일까지의 두 달여 기간 동안 21차례에 걸쳐 저항 및 시위에 관련된 노래들이 언급되어 

있다. 기사화된 숫자만 이러하건대, 실제로 당시 시위현장에서는 노래가 거의 빠짐없이 

불려졌으리라고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이중 의외인 것은 ‘학도호국단가’가 최소한 신문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는 최고의 인기 ‘데모 노래’로 등장한다는 것이며, “전우의 시체를 넘

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라는 가사로 잘 알려진 한국전쟁기 군가 ‘전우여 잘자라’(유호 작

사, 박시춘 작곡) 또한 애국가에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다는 것이다.

<표 1> 4.19 혁명 전후 ‘데모 노래’ 보도건수 (1960년 3월 6일-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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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학도호국단가 9

애국가 7

전우여 잘자라/전우가 6

통일행진곡/해방의 노래 4

3.1절 노래 2

광복절 노래 2

기타 (각 1건) 교가, 어린이 노래, 6.25의 노래

출전: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시기부터 1987년 6월 항쟁을 거쳐 2008년의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거리의 시위에

서 빠지지 않는 ‘애국가’의 의미는 다른 자리에서 좀더 깊이있게 천착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통일행진곡/해방의 노래’는 해방가요의 영향이 1960년대 초입까지도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음을 보여준다.2) 문제는 ‘학도호국단가’와 ‘전우여 잘자라’와 같은 군가식 행

진곡이 강하게 띠고 있는 극우 반공주의 정서가 후세에 알려져 있는 ‘4.19 정신’과 불편

한 관계에 놓여있다는 것인데, 이는 저항운동의 주체 세력이 처해 있던 혁명 이전의 사

회문화적 조건을 고려해 보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

4.19는 흔히 대학생 중심의 저항운동이 주요한 동력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지만, 혁명의 

도화선을 제공한 3.15 부정선거를 전후로 전국적인 소요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영남 지역의 고등학생들이었다. 2.28 대구 학생의거는 학내 민주화와 자유당 독재 반대를 

동시에 내걸고 일어났는데, 여기서 나타난 당시 고등학생들의 높은 정치적 관심은 지금

으로서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 점은 아래 인용하는 정치풍자 ‘노가바’에도 

여실히 드러나 있다.

대구에서 유행되고 있는 유행가로서,

1. 가련다 떠나련다 / 해공[신익희] 선생 뒤를 따라

장면박사 홀로 두고 / 조[병옥]박사는 떠나갔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 ‘당선’길은 몇 구비냐

‘자유당’엔 꽃이 피네 / ‘민주당’엔 비가 오네

2. 세상을 원망하랴 / ‘자유당’을 원망하랴

춘삼월 15일에 / ‘조기선거’ 웬말인가 

천리만리 타국 땅서 / ‘박사’죽엄 웬말인가

설움어린 신문 들고 / 백성들이 울고 있네

이상과 같은 노래가 조박사의 서거 직후부터 돌기 시작하였다 한다.

2) 4.19 6.3 시기에 ‘해방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보도된 곡이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민족”으로 시작하
는 ‘통일행진곡’(작자미상)인지 아니면 오늘날 ‘해방가’로 통칭되는 ‘독립행진곡’(박태원 작사, 김성태 작
곡)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다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김순남의 ‘해방의 노래’일 수도 있다. 이 글에서
는 “‘동포여 일어나라 나라를 위해’라는 해방의 노래의 한 귀절을 되풀이해서”(조선일보 1964년 3월 27

일자)라는 기록에 근거해 ‘통일행진곡=해방의 노래’로 일괄 취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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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천리’란 유행가의 곡조에 맞추어 부르고 있었는데 이 가사가 바로 대구 

시내 모 고등학교 학생이 지은 것이라고.

이 소문이 돌기 시작한 후부터 학교 당국에서는 제각기 혹시 자기 학교 학생이 지

은 것이나 아닌가고 벌벌 떨면서 그 작자를 색출하느라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

의 신체 수색까지 한 일이 있다고도 한다.

이와 같은 사태를 가리켜 어떤 학생은 이번 [2.28] ‘데모’ 사건의 원인의 하나로서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할 뿐 아니라 몸수색까지 한 사실도 그것일게라고 말하고 있

더란 것이다. (동아일보 1960년 3월 9일자)3)

시작된 고등학생 시위의 불씨는 3월 13일 부산 등으로 옮겨가 마침내 15일 

마산에서 대폭발해서 근 한 달여 동안 경남 주요 도시들을 휩쓰는데, 학도호국단가는 바

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불려진 것으로 보인다. 학내 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던 

학도호국단의 노래가 억압받는 고등학생 자신들에 의해 투쟁가로 돌변하는 아이러니는 

저항운동의 초기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예컨대 일제 시대 독립군가가 일본 

창가나 군가를 그대로 따다 가사만 바꿔 부른 것과 마찬가지다.

‘전우여 잘자라’가 투쟁가로 쓰인 것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는 단지 고등학생들 사이

에서뿐 아니라 각계 각층에 폭넓게 퍼져 4월의 투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불렸

다는 점에서 좀 더 생각할 여지를 남긴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라는 전장의 치열함을 묘사한 가사가 경찰의 실탄 발포와 

유혈 대치상황으로 치달았던 4월 11일 마산과 4월 19일 “피의 화요일” 서울에 큰 울림을 

가졌으리라는 짐작은 쉽게 할 수 있다.4) 또한 당시 군의 대민 이미지는 5.16 쿠데타와 박

정희 체제를 거치며 형성된 6.3 항쟁 시기와는 사뭇 달랐다는 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민간정부 구체제의 부패와 무능에 대해 신흥 엘리트에 속했던 지식인층과 군부는 개혁을 

바라는 일종의 “공동전선”을 치고 있었으며, 이는 이미 세상이 다 아는 비밀아닌 비밀이

었던 군사 쿠데타가 별다른 대중적 저항 없이 심지어 일부 지식인과 학생운동권의 지지

를 얻으며 성공리에 수행된 데서 잘 나타난다(임대식 2003). 4.19 시기 학생과 민중이 군

에 걸었던 기대는 비상계엄 선포에도 군이 중립을 지키며 시위대를 보호함으로써 보답을 

받았는데, “최루탄은 쏘아도 발포하지 않음을 눈치 챈 군중은 군인들을 얼싸안고 군가를 

불렀으며, 구경하던 연도의 군중들은 ‘국군 만세’를 외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조선일보 

1960년 4월 26일자)

고등학생과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급진적인 정치화에 비한다면 어떤 의

미에서 4.19는 당시 대학생과 지식인들의 보수성을 드러낸 정치적 격변이었다. 이승만의 

하야성명이 전해지자마자 대학생들은 “모든 것은 해결됐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질서

3) ‘ 박사의 노래’로 알려진 이 노가바는 4월의 마산 시위에도 다시 등장했다(동아일보 4월 12일자).

4) 마산에서 벌어진 “야간 ‘데모’에는 특히 부녀자들의 궐기가...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자거라’하는 
노래를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동아일보 4월 13일자). 또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라는 살벌한 구절이 들어간 ‘6.25의 노래’가 19일의 상황에만 단 한 차례 보도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동아일보 4월 20일자).



데모 노래에서 민중가요로 7

건수
3.1절 노래 13

통일행진곡/해방의 노래 7

애국가 6

교가 2

최루탄가 2

대학의 노래 2

반달 2

기타 (각 1건) 봉선화, 6.25의 노래, 매국애도가

”를 호소하는 데모를 시작한 반면, 같은 날 12-13세의 “꼬마”들은 군중 속에서 뛰어

나와 “‘어린이들의 죽음을 시민들은 방관하려는가’라는 구호와 어린이 노래 등을 부르면

서 국회의사당 앞에 이르렀다.”(조선일보 4월 26일자) 정권이 무너진 뒤에도 중고생들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반민주 교사 퇴출운동,” “학도호국단 해체”(조선일보 1960년 

5월 2일자) 등 학원 민주화 쟁점들로 움직여 갔다. 지적, 이념적, 예술적으로는 성장이 끝

나지 않았을지라도 정치적인 열정은 차고 넘쳤던 이 젊은 학생들에게 가용했던 음악적 

자원은 학교에서 집단적 의례를 위해 배운 노래들, 그 중에서도 민족 해방의 대의나, 애

국심, 단결의식을 고취시키는 곡들이었다. ‘애국가’를 비롯해 3.1절과 광복절을 기념하는 

노래, 심지어 교가나 동요, 가곡 등이 심심치 않게 저항음악의 레퍼토리를 채운 것은 창

작의 능력이 있는 음악적 전위가 없었던 시절 학생 대중이 자생적으로 취한 영리한 지략

이었다.

4. “ 설움에서” 다시 깨어난 3.1 정신: 6.3 항쟁의 반일민족주의

햇수로는 불과 4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4.19 혁명과 6.3 항쟁 사이에는 심대한 정치

적, 이념적 변화가 있었다. 5.16 쿠데타와 박정희 체제의 수립은 새로운 권력 엘리트인 

군부를 전면에 등장시켰고, 반공주의적 억압정책의 부활은 4.19 이후 학생과 지식인들 사

이에서 움트던 평화통일과 진보적 민주개혁의 전망을 위축시켰다. 이런 와중에 대두된 

한일국교정상화 문제는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저항의 물결이 다시금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중고생 시절에 4.19를 경험하고 대학에 입학해 6.3항쟁의 주역이 된 이 시기 학

생운동의 중심세력은 반일민족주의를 이념적 지향으로 삼고 저항의 형식에 있어서도 한 

단계 나아간 목적의식성과 조직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데모 노래’의 레퍼토리에도 일

정한 변화를 초래했다.

<표 2> 6.3 항쟁 전후 ‘데모 노래’ 보도건수 (1963년 3월 23일-1964년 8월 25일)

출전: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엄밀히 따지면 ‘관제가요’이긴 하지만 반일민족주의 역사가로 좌우익 가릴 것 없이 흠

없는 평판을 지녔던 위당 정인보가 가사를 쓴 ‘3.1절 노래’와, 뜨거운 반외세 민족해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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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민중운동에서도 줄곧 애창되어 온 ‘통일행진곡’이 ‘애국가’를 앞

질러 전진배치된 것은 정치적 상황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볼 수 있다. 반면 4.19 당시 투

쟁가로 각광받았던 ‘학도호국단가’와 ‘전우여 잘자라’가 자취를 감춘 것은 군부에 대한 시

각이 결정적으로 전환되었음을 반영한다.

윤극영의 동요 ‘반달’과 홍난파의 가곡 ‘봉선화’는 전형적인 ‘데모 노래’와는 아주 거리

가 멀지만, 각각 일제하 민족정신을 예술적으로 표현했다는 점을 학생운동권이 높이 샀

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노래들은 투쟁가나 의례가 일변도였던 기존 저항음악의 레퍼

토리를 확장하려는 시도였는데, 동학 농민 전쟁기의 구전 저항 민요 ‘새야 새야 파랑새

야’에서 곡조를 빌어온 ‘최루탄가’도 같은 맥락에서 초보적이나마 음악 장르 면에서 실험

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비록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이영미에 따르면 ‘바람이 

분다’ 또한 6.3 항쟁을 전후한 시기에 구전 민요 스타일의 창작곡으로 등장했다고 한다.5)

불행히도 신문 기사를 통한 6.3 항쟁의 기록은 불완전한 채로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계엄이 선포된 후 당국에서 각 언론에 혹독한 검열과 보도통제를 가했기 때문이다. 설사 

시위 기사를 썼다 할지라도 학생들의 요구사항, 구호 등은 죄다 지워져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불려진 노래의 제목이나 가사 내용도 마찬가지 운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계엄

령은 7월 29일에 해지되었으나 이듬해인 1965년 2월 한일협약 타결 반대투쟁이 다시 고

개를 들기 전까지는 저항음악에 대한 별다른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6월 3일의 

대규모 궐기를 촉발시킨 서울대 문리대 학생들의 4일에 걸친 철야단식투쟁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저항의 형태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결합시키면서 언론과 사회 일반에 커다란 반

향을 불러일으켰다.

10 반 단식 ‘데모’학생 전원은 김모군이 즉흥적으로 지어낸 풍자시(?) 한편을 소리

높이 읊었다.

“[...]교정에 피었던 라일락 꽃은 떨어졌다.

이름모를 독한 꽃냄새에 우리는 울었다.

라일락 꽃이 져 우는 것은 아니다.

너무도 너무도 독한 꽃의 냄새가 우리를 울린다.

너, 사꾸라여!”라고.

2일 새벽 5시쯤 동이 트기가 무섭게 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6시에는 전원 기립,

4.19의거 기념탑 앞에 가서 묵념을 올리고 우렁차게 애국가를 봉창했다.

이들은 상오 9시 안삼환(독문 4년)군이 작사한 “젊고 뜨거운 대학의 지성들이여 일

어서라, 다 모여라 이 탑 아래로”라는 ‘대학의 노래’를 10여명 여학생의 선창으로 우

렁차게 불렀다. (동아일보 1964년 6월 2일자)

5) 이영미는 1970년대에 불린 ‘최루탄가’가 일제 시대 창가인 ‘학도가’의 곡조를 썼다고 하는데, 원
래 ‘최루탄가’가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참조했음은 기록을 통해 입증된다. “64년 5월 30일 서울문리대
생 40여명은 ‘녹두장군’의 곡에 맞춰 ‘탄아 탄아 최루탄아 8군으로 돌아가라...’고 불렀었다.”(조선일보 
1965년 4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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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된 것으로 보이는 이 ‘대학의 노래’는 위 기사에서 서술한 가사 내용과 노

래하는 분위기로 볼 때 1970년대 초반의 ‘훌라송’이나 ‘정의가’처럼 작자미상에 다소 가벼

운 분위기의 ‘데모 노래’들과는 다르게 느껴진다. 빈약한 증거를 갖고 지나친 상상을 하

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이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되는 대학가 노래운동의 

창작과정을 예시했던 것은 아닐까. 어찌되었든 목적의식적인 창작이 재개되었음을 알린 

6.3 항쟁기의 저항음악은 4.19 시기의 자생성으로부터 한 발 나아간 것임에 분명하다.

5. 결론들: 정치적 고양과 예술적 고양

이 글에서는 신문 기사 자료를 토대로 4.19로부터 6.3에 이르는 정치적 고양기 동안 

저항운동이 목적의식적인 예술적 전망의 부재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음악적 표현을 이끌어

냈는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그로부터 세 가지 잠정적인 결론들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저항음악의 창작이 줄어든다고 해서 반드시 운동에서 음악의 기능적 역할이 축

소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4.19 전후로 새로운 저항적 노래는 거의 나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존에 유행하던 좌익계 해방가요도 사라졌지만, 집회와 길거리 시위

에서는 여전히 투쟁을 독려하는 노래가 불리워지고 있었다. 대중은 가용한 음악적 자원 

속에서 상황에 맞는 대안들을 찾아냈고, 종종 통상적인 저항음악의 경계를 벗어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은 6.3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둘째는 목적의식성의 부재로 인해 다양한, 때로는 상호모순적인 요소들이 저항음악의 

틀 안으로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빚어지는 아이러니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

니지만, 때로는 저항운동의 정치적 목표나 이념적 지향을 흐리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학도호국단가’를 부르며 시위에 나섰던 4.19시기의 고등학생들이 학도호국단 철폐를 요

구한 것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셋째로 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성장과 더불어 저항의 미학적 추구도 증대하는 경향이 

있다. 4.19에 비해 부쩍 성장한 6.3 학생운동은 비록 눈에 띄는 성과는 이루지 못했어도 

저항음악의 스타일의 다양화와 목적의식적인 창작을 꾀하기도 했다. 의식의 과잉과 미학

적 기준에 대한 집착이 대중과 문예 엘리트 사이의 괴리를 낳는다는 식의 비판이 유효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1960년대 한국 저항음악은 그런 과유불급의 상황을 걱정하기에는 

지반이 너무 좁았다. 절실히 필요했던 것은 미학적인 전망을 갖고 민중의 자생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문예 엘리트의 개입을 통해 ‘데모 노래’로부터 민중가요로 전환하는 것이

었는데, 그것이 실현되는 데는 피와 땀이 어린 십여 년의 시간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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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강사)

I. : 저작권은 창작을 촉진하는가?

저작권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특히 음악산업에서 저작권은 대단히 중요한 자기 재생산의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흔

히 신문이나 방송에서 가수들이나 음악산업 관계자들이 나와서 해적행위 때문에 음악산

업이 몰락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법적 잣대를 강화시키는 로비활

동을 벌이기도 한다. 정부도 가만있지 않고 있다. 문화부 장관이나 차관이 헤비로더는 물

론 불법다운로드하는 네티즌들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공식적인 발언은 물론 정책을 

만들어 낸다. 물론 디지털 음원을 다운받는 행위는 음악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킬 개연성

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음악산업이 몰락한다는 말은 음악

산업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 되어온 주장이다. 음악산업 관계자들은 음악산업과 불법복제

와의 끊임없는 투쟁과 공존의 역사에 대해 애써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것이다.

사적권리와 공적권리의 추구의 역사는 그 원류(原流)가 다르다. 저작권법은 공공의 이

익을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반적인 법률의 탄생 배경과는 다른 역사를 가진 법률이

다. 오늘날 사적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중의 대표적인 법률로 손꼽히는 저작권법은 ‘사적권

리의 보호’만을 위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공공적 권리를 위해 ‘사적권리를 제한’하기 위

해 탄생되었다.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

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1) 이것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만큼 창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작권법의 기본정신을 표현한 것

이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저작료는 저작자에 대한 ‘상업적 보상’의 

의미가 아니라 저작자의 창의성을 고취하기 위한 ‘동기부여’ 의미의 보상이라는 성격을 

1) 제9625호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4.22) 제1조에서 저작권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한
국에서 1986년 1차 전부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이후 17차에 걸쳐서 일부 혹은 전부개정을 하였는데 법의 
목적을 표시한 1조항은 2009. 4.22 17차 개정 때 처음으로 변경되었다. 그 내용은 “문화 및 관련 산업 의 
향상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정부가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했다는 측면과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산업자본을 보호하는 법률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고 이것은 저작권법의 기본정신이 더욱 희석시킬 것이라는 측면의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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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작자의 창의력을 보호함으로써 다른 사

람이 그 저작물에 담긴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 혜택을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에 있다. 어느 나라의 저작권법도 ‘창작자의 권리보호’

와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발전’ 라는 명분을 넘어선 적이 없다. 이런 정신은 문화 창

작 활동과 문화적 창작물의 접근이 인간의 정당한 권리임을 천명한 UNESCO의 <세계인

권조약>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은 지적소유권 혹은 저작권의 이름으로 인류의 자산인 문화가 점

점 자본과 기업에게 독점되고 사적 소유화되어 가고 있다. 이것이 인류사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오늘날 저작권이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는 단순한 소유의 집중 문제뿐만 아니라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 권리와 인

간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기에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

이다. 우리가 조금만 일상으로 눈을 돌려 살펴보면 저작권이나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 

제도와 법률이 학문, 예술 또는 지식전달, 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 기술적 연

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저작권법을 가지고 있다는 미국도 1790년부터 1978년까지는 저

작권 보호기간이 ‘평균 32년’을 넘은 적이 없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곧 “1.5세대가 

지난 문화 창작물의 대부분은 누구라도 어느 누구의 허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2) 미국은 1998년 <소니보노법>3)을 통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또 다

시 20년 연장하였다. 불과 20년 사이에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창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을 더한 기간으로 연장되었고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1세기를 넘긴 저작물 이외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법인 <소니보노법>을 근거로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에서 저작

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4) 이에 한국도 한미 FTA협상에서 저작권의 보호기

간을 저자사후 70년으로 연장하는 협정에 서명하였다.5)

더 큰 문제는 저작권법의 강화는 단순한 보호기간의 연장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데 

있다. 저작권 권리의 범위가 수없이 확장되면서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위협하는 

2) Lawrence Lessig, Free Culture, Penguin Books, 2004. pp.24-25.

3) 저작권기간연장법(Copyright Term Extension Act). 이 법을 발의한 소니보노 의원의 이름을 
따서 <소니보노법>이라고 하며 월트디즈니사가 미키마우스 등 자사 캐릭터들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
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만드는데 엄청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져 일명 <미키마우스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4) 현재 <베른협약> 및 WTO/TRIPs에서 요구하는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이다. 이에 따라 우
리나라 저작권법도 개인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 사후 50년간, 법인 저작물의 경우 최초 공표 시점으로부
터 50년간 저작권을 보호한다. 그러나 미국은 1998년 ‘저작권보호기간연장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현재 
저작권법상 저작권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법인 저작물의 경우 최초공표일로부터 9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이 법을 토대로 싱가포르, 호주, 한국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도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5)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www.fta.go.kr), 한-미 FTA 협정문(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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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모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이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예는 비단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법률상 

보호와 권리자들의 권리보호행위가 과도하게 적용되어 분쟁을 일어나는 사례는 흔히 찾

아볼 수 있다. 실시간으로 인터넷공간을 감시하며 저작권법 위반자의 인터넷 사용을 금

지시키는 법안이 만들어지고  5살짜리 어린이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UCC 영상물도 저작

권법을 근거로 금지시키는 현실은 “내가 미쳤어“6)를 필두로 저작권과 관련한 신조어7)를 

계속 탄생시키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법이 ‘표현의 자유’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억

압하는 현실은 저작권 보호를 통해 ‘문화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저작권의 기본 목적과 취

지를 무색하게 하고 저작권의 사회적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아담 스미스도 독점의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여겼다. 특히 국가에 의해 강제된 독점은 

특히 위험하다고 본다.8) 지적재산권은 정부로부터 강제된 하나의 독점이다. 그런데 독점

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주류 경제학자들이 특허권과 저작권 보호를 찬성하는 주장을 해

왔다. 독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에 비춰보아도 모순이다. 대중의 문화를 촉진시키

는 인터넷과 네트워크 기술이 가져온 풍부한 문화적 잠재 가치와 생산력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다. 즉, 저작권이라는 사적자산의 보호를 위해 너무 많

은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음악산업의 관계자들은 여전히 저작권이 창작을 촉진한다는 존로크 시대의 이론을 들

이밀지만 저작권이 창작을 촉진한다는 인센티브 이론이 사실상 의미 없음은 이미 통계적

으로 밝혀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진보로 더불어 발전해가는 해적기술에 대해서도 음

악산업 관계자들은 ‘현재 저작권의 법, 제도가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저

작권법을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지만 뒤집어 생각한다면 저작권이

라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모순' 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기 때문

에 해적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사유도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를 주눅 들게 하는 

6) 2009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쟁을 일으킨 ‘내가 미쳤어’저작권 침해 사건은 5살 소녀가 대중가수 손담비
의 노래 “내가 미쳤어“를 따라 부르면서 안무를 흉내 내는 UCC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권리단체인 ”음원
제작자협회“가 저작권법을 이유로 포털 측에 요구해 삭제처리한 사건이다. 권리단체는 5살 소녀의 UCC

가 자신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는 판단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 설명했다. 법리적으로는 
적법한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법리적용에 사람들은 불신과 우려를 가지게 되었다. 2009년 6월 22일 발
생한 이 사건은 8월 25일 어린이의 부모가 포털 측과 음제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서 한국저
작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되며 많은 논쟁을 낳았다.

7) 한국의 저작권법과 관련한 새로운 키워드는 2007년도 말에 유행처럼 번진 법무법인들의 무더기 고소로 
따른 “묻지마 소송”, 그 소송으로 고소당한 학생들의 자살사건이 배경이 된 “저작권자살”, 위반사례를 한
꺼번에 소송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여러 차례 나누어서 고소하는 행태를 꼬집는 “시간차 공격” 등 많은 
신조어가 탄생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내가 미쳤어” “저작권 자살” 등의 단어로 검색하면 이에 대한 기
사와 논쟁들을 볼 수 있다.

8)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국부론 Wealth of Nation』에서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시장은 움직이며 수
요와 공급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절된다고 했다. 이 주장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신봉하는 진리이다.

오늘날까지 신자유주의자들이 열광하는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만 같은 대표적 신자유주의 설계자들은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혐오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런 관점에
서 본다면 오늘날 세계적 지적저작권제도를 개편하고 강화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제된 독점을 인정하
는 것은 신고전주의 경제학과와 신자유주의의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모순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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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음악저작권이 정말로 우리 삶의 문화적 행위로서의 창작을 촉진하는지에 

대해 집중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음악저작권을 통해 실제로 이득을 얻

는 집단이 누구인지 그 권력구조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음악저작권이 창작을 촉진 하

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와 상관없는 일반인들의 표현

의 자유와 창작행위까지 억압하고 있는 기제로 활용되는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볼 것이

다. 저작권에 대한 권리 주장은 사적권리의 주장에 지나지 않음에도 국가가 나서서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사용하고 제도를 강화하는 저변에는 저작권이 인간을 통제

하는 기제로 활용하기에 유리하기 때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지나친 생각인가?

그리고 강화된 저작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

어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Ⅱ.

1. 저작권

오늘날의 음악상품은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다. 공공재는 배제성

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의미한다. 공공재는 사람들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한사람의 공공재 소비가 다른 사람의 공공재 소비를 방해하지도 않는

다.9) 시장에서 거래되는 문화상품의 경우에도 공공재적 성격은 존재한다. 피스크(John

Fiske)는 “문화상품의 사용가치는 매우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개별적이라서 사용을 통한 

가치실현보다는 시장에서의 교환을 통해 상품으로써 가치실현을 추구”한다고 말한다. 하

지만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이기에 “문화상품의 저작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

이지만 복제기술의 발달로 인한 “무임승차의 문제를 막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는 점에서 문화상품의 공공재적 성격을 찾는다.10)

이러한 이유는 문화상품의 생산 특성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초판의 생산비용이 높은 반

면 복제비용은 매우 낮다는 데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디지털 문화상품의 복

제비용과 유통비용을 거의 제로에 도달하게 만들고 있다.11) 그래서 문화상품에 대한 투

자는 생산부문보다 유통부문이 더 안정적이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술적 발전이나 문화자

본의 투입도 새로운 문화상품 생산보다 그것을 복제하여 유통시키는 분배시스템에 집중

되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문화산업에 뛰어들어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제작보다는 

유통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12) 이 유통시장에서의 안정성을 더욱 확

9) N. Gregory Mankiw ,『 경제학(2판)』, 김경환 외 옮김, 교보문고, 2002. p.250.

10) John Fiske, Television Culture, NY Methuen, 1987. pp.311-313.

11) 과거 음반산업은 CD, 카세트로 제작할 때 당연하게 복제비용과 순제작비가 소요되었고 도매상과 소매
상을 통해 유통시키는 유통비용이 수반되었지만 오늘날의 디지털음악의 디지털 유통은 복제비용과 유통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산업구조를 창출하게 되었다.

12) 국내영화의 배급망의 60-70%를 장악하고 있는 CJ 엔터테인먼트가 영화제작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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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구조를 창출해간다. 시장진입 비용이나 상

품생산비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별되어 독점시장 구조를 만든다. 그리고 이런 특성은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를 극대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

다.

이렇게 음악이라는 문화상품을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들의 묶음이 바로 저작권이

라고 할 수 있다. 음악에서의 저작권은 대단히 포괄적이고 종류도 다양하다.13) 저작권료

의 지불 없이는 음반을 찍어낼 수도 방송할 수도 심지어는 공개적으로 들려줄 수도 없

다. 특히 음악의 경우는 상업적 이용은 물론이고 비상업적 이용 방법까지도 통제하려 든

다. 이는 저작권이 보장하는 최초판매의 원리까지도 스스로 부정하는 방식이다. 여기까지 

오면 흔히 질문은 이렇게 나온다. 그럼 저작권이 없으면 “음악하는 사람은 풀뜯어 먹고 

살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다. 이 지점에서 일단 저작권을 합리화하는 이

론적 근거와 저작권이 이토록 강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긍정하는 쪽은 자연주의적 원리, 경제성의 이유, 문화적 이유, 사

회적인 이유를 들어 저작권제도 유지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윌리엄 피셔(William Fisher)

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론들을 공리주의, 노동이론, 인격이론, 사회계획 이론의 네 가지

로 정리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저작권의 작동원리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 중 가장 널리 인정받는 이론은 노동보상이

론과 유인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동보상이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저작물에 대한 저

작료는 “정신노동에 대한 임금” 이라는 것이다. 이 노동보상이론은 앞서 언급한 존 로크

의 자연법 이론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유인이론’은 보다 최근의 이론으로서 저

작권의 제도적 보상이 “잠재적 저작권자로 하여금 창작에 보다 많은 노력, 지식, 자본 등

을 투입하도록 유인하는 인센티브의 하나”로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저작자의 노동의 결

과물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통해 창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창작자에게 인센

티브를 주는 한편 “공공의 필요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 한다는 것

이다.14)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물, 즉 표현 형식이며, 저작물에 담긴 내용,

즉 사상, 감정, 아이디어, 사실, 방법, 주제 자체는 보호 받지 못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저작물 종류나 내포된 아이디어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학술 저작은 그 내용을 이루는 과학적 사실·진실을 표현할 방법이 한정되어 있

어서 표현을 넓게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내용 자체의 이용을 제한하게 되는 반면, 예술

적 저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상대적으로 넓게 보호되는 것이다.

이것을 저작권의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라고 한다.15) 이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이 저

디지털음악시장의 가장 많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디지털 음악산업의 최대 수혜자인 SK텔레콤 같
은 이동통신사가 음악제작에 투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3)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며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작인격권은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공표권 
등 각각의 독립적인 권리들의 다발로 이루어져 있다.

14) 홍봉주, 「저작자의 공정한 권리보호를 위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사적복제보상금제도』, 한
국저작권단체협의회, 1997. pp.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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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범위이자 저작권법의 작동 원리이다. 결국 저작권법은 원본 창작물의 범위

와 귀속을 한정해서, 시장에 의한 적절한 가치평가를 통해 독점적 이득을 얻고, 소득을 

적절하게 분배한다. 즉, “문화자산의 생산량이 적당하게 되도록 하여 지적재산이 시장거

래를 통하여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기능하는 것이

다.16)

저작권은 창작자 개인에게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만 배타적 소유권을 인

정함으로써 사회의 지식 자산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장치였다. 일정기간 보장하

는 배타적 권리와 보상은 실제로 사회 전체의 지적 자산을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해온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정보재의 사회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모순은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모순이다. 하늘 아래 어떤 창작물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어떤 지적 창작물도 다른 지적 창작물과 연관되어 있다. 순수하게 새로운 지적 산

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지적 재산에 대해서도 누구나 이용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권리가 대립하게 

되는 것이다. 양자는 경제적으로 제로섬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기에 필연적으로 저작권

의 강화는 이용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오늘날 저작권 제

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저작권은 일국을 넘어서서 미국과 유럽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국가

간의 권리로 까지 강화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국제적 협약을 통해 실현되었는데 국제적 

저작권 협약은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우위에 서있는 국가들의 이해에 따라 만들어졌

다는 것이다. <베른협약>도 프랑스나 영국의 소설이 미국에서 무단 복제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촉발되었고17), <WTO/TRIPs>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기성 저작권 협

약으로는 체약국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 때문에 지적재산권 조약의 위반에 대한 

효율적인 통제, 무역적 보복 조치 등을 용이하게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협약

이다. WIPO신조약도 디지털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기술을 통해 저작권

을 더욱 강화하고 접근에 대해 통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1976년을 기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시작해서 199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저작권법이면서 비상식적인 법률인 

<저작권기한연장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다.18) 베른협약에 가입하는 1988년 이전까지는 

미국의 자국의 저작물 외에는 외국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저작물을 상

15)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인정받아 왔다. 한국에서도 1993년에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었다. <위키
피디아> 한국어판, 저작권. (http://ko.wikipedia.org)

16) 옥성수, 「저작권의 경제적 기여와 산업구조 분석」, 『지적재산권』 제7호, 2005. p.65.

17) 프랑스의 빅토르위고의 소설이나 영국의 챨스디킨즈의 작품들이 미국에서 해적판으로 대량 인쇄되어 
판매되는 것에 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알려진다.

18) 이 법의 제정을 주도한 연예인 출신의 Sonny Bono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소니보노법>이라 불리기
도 하며, '미키 마우스'나 '도널드 덕' 등 다수 만화영화의 저작권기간 만료에 대응하는 월트디즈니사의 
로비 결과로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소위 <디즈니 만기연장법>, <미키마우스법>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1998년 10월 7일 미국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고 10월 27일 클린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10월28

일 발효되었다. 미국저작권사무소 : 연례보고서 US Copyright Office: Annual Report 2002: Litigation.

(http://www.copyright.gov/reports/annual/2002/litig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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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략적으로 베른협약에 가입한 것이다.

1790 14년 14 년

1831 28년 14년

1909 28년 28년

1962
~ 74 56년 Public Domain
1976 78 이전 저작물 56 +19 = 75년

 78년 이후 저작물 (無名, 異名, 職務) 75년
 78년 이후 저작물 (저작자 존재)       저작자의 생존기간 + 사후 50년

1998 78년 이전 저작물 75 +20 = 95년
 78년 이후 저작물 (無名, 異名, 職務) 95년
 78년 이후 저작물 (저작자 존재)       저작자의 생존기간 + 사후 70년
< 1> 미국 저작권의 확장 과정  

이제 저작권은 일국적 영역을 넘어 국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이며 인간의 모

든 문화적 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은 전

통적인 형태의 작가나 창조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내용의 확장이 아니라 문화자본을 축적

한 다국적 미디어 기업의 독점행위의 무한 확장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전통적

인 작가의 ‘권리’는 문화자본에게로 모두 이양되는 권력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2. 권력이동

음악은 또한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표절에 대해 예민하다. 영화적 언어로 따지면 거장

에 대한 ‘오마주’로 봐줄 수 있는 것들도 음악 장르로 넘어오면 본인이 의도한바든 그렇

지 않던 바든 간에 표절로 취급받으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으며 엄청난 배상금이 걸린 소

송전이 벌어진다.

창작의 행위는 개인의 독창적인 노동의 과정이고, 그 결과물은 노동을 투여한 그 개인

의 소유물이 된다는 주장은 존 로크의 자연법사상이나 노동가치설, 칸트와 헤겔로 이어

지는 개인주의 사상에 기반 해 왔다. 그러나 개인 저자 및 창작자가 그 저작물의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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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연법적 사상은 애초 저작권이 만들어진 배경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지 않다. 그 역사적 사실은 바로 ‘저작물은 완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다.

저작권상의 표절개념에 대해서 자크 술릴루(Jacques Soulillou)라는 프랑스 철학자는 이

런 관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문학 분야에서 표절의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거를 인용하지 않

은 상태에서 B가 A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A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 역시 증명해야 한다...만약 A가 연

대기적으로 이전에 위치한 ‘X'로부터 영향을 받아 표절을 했다면 A의 논거는 허물

어진다.19)

그는 저작권제도가 생각보다 취약할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매우 불분명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어떤 창작물도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창작된 것은 없으며 그 

전의 모든 문화적 자산의 영향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유명한 영화감독 짐 자무쉬는 원본성에 대해 비판하고 타인의 작품을 탐독하고 훔쳐서 

선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20)

저작권은 한정된 기한동안만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공유자

산(Public Domain)으로 귀속되는 것이었다. 창작물은 자기의 머릿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창조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문화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

서 최초의 저작권법인 앤여왕법은 저작물의 보호기간을 ‘14년 + 14년’으로 제한한 것이

다.

1) 창작을 촉진하는가? : 저작권과 창작욕의 연관성

클래식 음악분야의 예를 들어보겠다. 1780년과 1850년 사이, 그리고 오늘날까지 음악은 

유럽전역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다. 저작권의 발전은 작곡가가 얻는 수익을 원칙적

으로 높여주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저작권법이 없었기에 사례금을 받던 베토벤과 

19) Jacques Soulillou, L'auteur mode d'emplo, L'Harmattan 1999. p.17.

20) 것도 원형이 아니다. 창조적 자극(영감) 공표하거나 당신의 상상력에 불을 지르는 어떤 것이라도 
훔쳐라. 오래된 영화, 새로운 영화, 음악, 책, 미술품, 사진, 시, 꿈, 무작위적 대화, 건축물, 다리, 거리 표
지판, 나무, 구름, 수역, 빛과 그림자를 탐독하라. 오직 당신의 영혼에게 직접 말해주는 것으로부터 훔친 
것을 선택하라. 만약 당신이 한다면, 당신의 작품과 도둑질은 진정한 것이 될 것이다. 진정성이 제일 귀
중하다. 독창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의 도둑질을 숨기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만약 당
신이 그것처럼 느꼈다면 그것을 축하하라. 어떤 경우에도 장 뤽 고다르가 말한 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
것은 당신이 어딘가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딘가에서 당신이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다”.

Directing: Jim Jarmusch, Movie Maker Magazine, January 22 2004.



음악저작권이 창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9

전 유럽의 저작권의 혜택을 받은 로버트 슈만을 비교해 얻은 근거는 저작권은 근본

적으로 작곡가의 재산을 늘여준다는 가설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한다.

클래식 음악의 경제적 측면을 연구한 프레드릭 쉐러(Frederic M. Scherer)는 “신 이탈

리아 저작권 체제를 경험한 첫 작곡자이며 이익의 극대화하는 전략을 고안한 베르디의 

경우, 저작권제도의 충분한 이용으로 더 큰 보상을 얻자 눈에 띌 정도로 창작활동을 줄

이게 되었다”21)고 말한다. 또한 쉐러는 자연실험(natural experiment)을 통해 여러 유럽국

가에서 저작권이 도입되기 전과 도입된 환경 속에서 10년 동안 100만 명의 인구 중 태어

난 작곡자의 평균을 비교했다.

구분 도입전 도입후 비율

영국 0.348 0.140 0.40

독일 0.493 0.361 0.73

이탈리아 0.527 0.186 0.35

오스트리아 0.713 0.678 0.95

< 4> 인구 100만당 작곡자 숫자

그 결과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만 명 당 태어난 작곡자의 수가 모두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저작권이 도입 된 뒤 영국의 작곡자 수가 독일이나 오스트리

아보다 현저히 빠르게, 그리고 이탈리아와는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 창작을 촉진하는가? : 저작권 보호기간과 창작량의 연관성 

미국의 사례를 보자. 지난 한 세기 동안 미국의 저작권의 보호기한은 대략 두 배가 되

었다. 만약 보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저작권의 강화가 창작물의 생산을 촉진한다면 

저작권이 강화되는 만큼 창작되어서 저작권을 등록하는 문학적 작품의 개수는 증가되어

야 할 것이다. <그림 2>의 그래프는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서 등록된 1인당 작품수의 

통계다.22) 1900년부터 1999년까지 100년간 얼른 보기에도 저작권 기한의 연장이 장기적

으로 보아 창의성을 증가시킨다는 이론과 반하여 작동한다. 다양한 저작권 기한의 연장

은 문학적 작품의 생산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21) Frederic M. Scherer, Quarter notes and bank notes: the economics of music composition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191.

22) Michael Boldrin․ David K. Levine, Against Intellectual Monopol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p.100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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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에서의 1인당 등록작품수 (1900-1999)

통계를 볼 때 저작권과 저작권보호기간의 연장이 창작을 촉진한다는 주장은 사

실적 근거가 불분명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작가에게 있는가? : 고용작가의 현실

작가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작가보상론‘은 그 어떤 반대자의 입도 다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합리화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작가에게 보상하지 않고 공짜로 가져가면 

누가 작품을 쓰고 누가 창작을 하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 창조물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은 창작자가 존중받던 전통적 저작권 시스템 하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논리였겠

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오늘날 작가보상론이 정당한 논리라면 음악산업의 가장 큰 

수혜자는 창작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 창작자의 권리는 기업에 의해 관

리되고 있으며 창작자들은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 대다수가 기업에 고용된 ‘창

작 노동자’의 신분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의 옹호자들은 지식이나 정보가 ‘작가’라는 특정한 개인에게 소유될 수 있다는 

관념을 유지시키지만 현실의 문화산업의 법․제도적 구조 속에서 ‘작가’란 저작권을 구조

화 시키는 중심으로서 기능하는 허구적 개념에 가깝다. 저자나 음악의 창작자는 저작권

을 통해 수익을 유지한다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저작권은 저자들에게 경제적 이득을 

거의 주지 못한다. 이것은 오늘날 저작권을 통해 실질적인 이윤을 얻는 소유권자가 창작

자로서의 개인에서 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제도화와 함께 개인 창작자의 이득은 거대 기업의 이익으로 대체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창작자는 지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한다. 기업이나 정부에 고용된 이들이 보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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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가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해당 조직의 저작이나 특허가 된

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문화자본은 독창성과 영감을 가진 낭만적 저자

라는 개념에서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찾고 있다. 지식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면 

기업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저작권기한연장법>을 통해 개인은 저

자생애와 70년의 기간 동안, 기업의 경우는 창작일로부터 95년 동안 저작권을 보장하고 

있다.

문화자본이 지식의 소유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성립근거가 되고 있는 ‘지

식의 창작자가 생산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이 부정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개인의 창

작물이 기업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창작물의 자기 소유라는 이데올로기가 거부되어야 

한다. 그리고 창작자가 창작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이데올로기가 부정되기 위해서는 창작

물이 ‘생산자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창작물이 창작자로부터 분리되어야 ‘개인 생산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부정되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 창작자의 소유가 부정되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하나는 ‘업무상 저작물(works made for hire)’이라는 형태로 기업이 개인이 생산한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통과정에서 계약을 통해 창작

물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 받는 것이다.

먼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해 살펴보자. 작가는 현대사회에서 창조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creative worker)로 전락한다. 저작권법 내에는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규정이 있

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작품을 창작한 사람은 개인일지라도 작품의 실질 소유자는 이들에

게 임금을 지불한 기업이 된다. 이렇게 기업은 작품의 소유자, 즉 저자가 된다. 여기서 

저작권자로서의 기업은 창작한 노동자들에게 일정액의 보상금을 주고 그 창작물을 양도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갖게 된다.23)

또한 상품이 유통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창작자는 판매자가 되어야 하는데 개별 창작

자는 직접 판매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상품의 유통로를 거대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창작자가 판매자가 된다 해도 거대 기업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창작자는 자신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유통로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과 밀접

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판매의 유통로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전받는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창작물은 기업소유가 되고 창작물의 판매에 따른 보

상은 기업으로 돌아간다. 작가보상론에 따른 작가보상의 현실을 실제적인 사례를 찾아

서 살펴보자.

23) 들어 방송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방송작가, 소속 배우, 소속 음악가 등 기타 인력과 설비를 투
입하여 영상물을 만드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경우 방송사업자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저작
물 작품은 물론이고 ‘사용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실연 등에서의 권리’ 등 모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
를 소유하게 된다. 이때 외부의 독립제작사를 활용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스스로 자체 제작한 경우
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가 저작권자가 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만들어진 영상저작물
이 향후 다원적으로 활용될 때에도 개별 권리자의 권리는 주장될 수 없다. 더욱이 업무상 저작물에 대
한 조항은 저작권법이 개정될수록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정보의 실질적 소유권자가 
개인에서 기업(법인)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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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죽는다? : 라디오 헤드의 사례

(Radiohead)는 세계 4대 메이저 음반사 중의 하나인 EMI 소속이었는데 

2007년 EMI와 계약기간이 끝나면서 재계약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했다. 이들은 대형 음반

사와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음반의 유통과 홍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상식에 

도전했다. 그것은 인터넷으로 자신들의 앨범 음악파일을 다운로드로 공개하면서 그것도 

팬들이 '내고 싶은 만큼 돈 내는' 방식으로 발표했다. 이 방식은 기존 음악 산업에 주는 

충격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라디오헤드의 디지털 유통전략은 대성공이었다.24)

더 중요한 것은 뮤지션으로서의 권리였다. 톰 요크는 "과거에는 우리들이 디지털 저작

권을 갖지 못했고, 다만 앨범 한 장이 판매될 때마다 1파운드(약 1900원)만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액을 다 받는다"고 말했다. 톰 요크는 "최근 몇 년 동안 낸 앨범의 해적판이 모

두 출시 이전에 웹에 올려졌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올려서는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반문했다. 불법 다운로드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차라리 그 현실을 받아들인다

는 것이다. 자신들의 음악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들의 음악을 다운 받을 것

이다. 그 중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라디오헤드는 자기 음악에 대한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

도 라디오헤드는 음악산업을 좌지우지하는 메이저 음반사에 휘둘리지 않고도 자신들의 

음악적 자율성을 지켰고 팬들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결론적으로 라디오 헤드의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강력한 저작권으로 무장하고 “불법다

운로드는 아티스트를 죽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비자에 대한 소송을 불사하는 거대 

음반사의 작가보상론은 현실 음반산업의 먹이사슬 구조를 은폐한 허구에 가까운 주장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해악

1) 창작비용의 증대

24) 보컬 톰 요크는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 Le Monde》와의 인터뷰에서 <In Rainbows>앨
범은 톰 요크는 이 3백만 달러의 수입은 이전 모든 앨범의 다운로드를 다 합친 것 보다 더 많이 번 것
이었다고 말했다. 이 앨범을 첫 한 달 동안 100만~150만 명가량이 내려 받았고, 그 중 40% 정도가 돈을 
지불했으며 영국인과 미국인의 대부분, 그리고 독일인과 프랑스인의 일부는 평균 5유로(약 6770원)를 지
불했다고 말했다. 총수입은 3백만 달러라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유통과 제작 쪽에서 대부분의 몫을 가
져가고, 뮤지션에게는 대략 10% 정도 돌아간다. 뮤지션에게 돌아가는 몫은 대략 음반이 2백만 장 팔린 
경우와 비슷하다. “Radiohead s'explique sur son disque téléchargeable au prix fixé par l'acheteur”

(http://www.lemonde.fr/cgi-bin/ACHATS/acheter.cgi?offre=ARCHIVES&type_item=ART_ARCH_30J&o

bjet_id=1017395&clef=ARC-TRK-D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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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들의 하나의 창작을 시도하는데 저작권이 창작비용을 얼마나 엄청나게 상

승시키는지는 실제로 제작을 해본 사람이면 충분히 인지한다. 단편영화를 제작하면 영화

에 필요한 여러 장면이나 배경음악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비디오 클립이나 음악이 쓰이

는 경우가 많다. 그 비디오 클립이나 음악을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의 독자적인 라이선

스를 통해 계약을 해야 한다. 대부분의 영화에 쓰이는 비디오 클립은 정말 짧은 시간동

안 이용된다. 음악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곡 하나의 길이가 3-4분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짧은 시간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용하는

데 권리자들은 엄청난 비용을 부과한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카우에트(Jonathan Caouette)가 감독한  자전적 다큐멘터리영화인

<Tarnation>은 제작하는데 218 달러 밖에 들지 않았지만 칸영화제에서 놀라운 히트

작이 되었다. 칸에서 Tarnation이 두 번 상영된 후 감독, 편집자이자 주인공인 카우

에트는 주목을 끌었다. 그는 11년 된 그의 가족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도피처로서 영

화를 만들어냈다. 집 컴퓨터와 기본적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카우에트는 매우 

적은 돈으로 모든 것을 작업을 해냈다. 그의 영화 주제만큼 관심을 끌었던 218달러 

예산은 소품인 천사날개세트를 포함하여 그가 몇 년 동안 비디오테이프에 쓴 돈까

지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최종 지출액은 400,000 달러까지 올라간다. 그가 

분위기나 시대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음악이나 비디오클립 사용료로 지불해

야 했던 돈 때문이었다.25)

만약 카우예트가 사용한 짧은 클립이나 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다면 

영화는 1/1,000 수준의 돈으로 창작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음악저

작권이 단편영화 한편을 만드는데 제작비를 1,000배 상승시켰다는 말이다.

2) 착취 구조

미국음반산업협회(RIAA)는 저작권 침해를 정부차원에서 예방하고 개입해야 하는 필요

성이 있다면서 주장한다. 뮤지션들은 그들의 작품으로 이익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논리로 저작권을 강조하지만 현재의 시스템 속에서 저작권 독점에 의해 벌어들인 수입은 

제작사에게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것은 바로 제작 시스템 때문이다. 제작 시

스템은 음악가에 대한 착취 구조를 형성한다.

25) Ian Youngs, “Micro-budget film wows Cannes”, BBC News, Tuesday 18 May, 2004, BBC News

Online. (http://news.bbc.co.uk/2/hi/entertainment/3720455.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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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20%의 저작권 사용료와 미리 100만 달러를 받는 입찰경쟁에 관한 

이야기이다. (어떤 입찰경쟁의 무리도 20%의 저작권 사용료를 갖지는 못했지만 어

쨌든) 그들은 앨범녹음을 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쓴다. 그들은 20%의 수수료 때문

에 그들의 매니저에게 10만 달러를 준다. 변호사와 업무 관리자에게 각각 2만5천만 

달러씩을 준다. 그러면 네 명의 밴드멤버에겐 35만 달러가 남는다. 17만 달러를 세

금으로 낸 후 18만 달러가 남는다. 그럼 결국 1인당 4만5천 달러이다. 4만5천 달러

를 가지고 그 앨범이 나오기까지 일 년을 살아야 한다. 그 앨범은 히트를 치고 100

만장을 판다. 그래서 이 밴드는 2개의 싱글앨범과 두 개의 비디오를 찍는다. 두 개

의 비디오를 만드는 데는  100만 달러가 들고 비디오 제작비용의 50%는 밴드의 로

열티에서 다시 보충한다. 그 밴드는 여행 보조금으로 100% 벌충하여야 할 20만 달

러를 얻는다. 음반 제작사는 독자적 라디오 판촉을 위해 밴드에게 청구될 300,000달

러를 쓴다. 처음의 100만 달러를 미리 준 것이 벌충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밴

드는 200만 달러를 음반사에게 빚지게 된다. 아무런 할인 없이 레코드 클럽에서 앨

범 100만 장이 팔려나갈 경우 한 장당 저작권 사용료의 2%인 2달러를 벌기 때문에 

그 밴드는 저작권 사용료로 200만 달러를 번다.26)

언급된 음반산업의 정형화된 구조는 대단히 중요하다. 현대의 인터넷 배급과 

컴퓨터로 음악 제작비용은 상당히 저렴해졌다. 최신 레코딩 기술은 녹음비용을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절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비용이 높은 것은 저작권 시스템의 

존재와 많은 독점가들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높게 책정된 제작비와 홍보비

용 등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만 코트니 러브와 같은 비교적 성공적인 직업 음악인도 음

반을 팔아서 일 년에 45,000달러를 번다고 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명백하게 메이저 음반

사의 음악생산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들의 음악을 만들기 위해 몇 백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 창작비용의 증대는 다시 말해 지적재산권의 독점

적 구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3) 비용의 증가 

<표2>는 저작권보호기간을 연장한 것이 작가에게 실질적으로 얼마의 수입을 증가시키

는지를 계산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자료다.27)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같은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많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엘드레드 재판을 위해 

준비한 법정 보고서에서 수행한 저작권의 경제성에 대한 계산은 저작권 보호기간연장이 

26) "Courtney Love does the math", Salon.com 2000.06.14.

(http://www.salon.com/tech/feature/2000/06/14/love/index.html)

27) “The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 : An Economic Analysis”, I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Eric Eldred et al v. Ashcroft, Attorney General. (No. 01-618, May 20, 2002), Appendix

3a.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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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창작이 촉진된다는 주장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CTEA)에 의해 더해진 20년의 저작권 기한은 너무나 먼 미래의 추가적 이

익의 흐름을 제공하기 때문에 현재에는 아주 작은 가치를 지닌다. 설명하자면 한 작가가 책

을 하나 쓰고 30년을 더 살았다고 가정하자. 이 상황에서 <저작권기한연장법> 전에는 그 작

가나 그 양수인은 80년 동안 저작권 사용료를 받게 될 것이다. 이자율이 7%라고 가정한다면 

80년 동안 받을 저작권 사용료의 1달러는 현재 각각 0.0045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저작권 기

한연장 법 제정 후에는 이 같은 작가는 100년 동안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것이다. 100년 동

안 받을 저작권 사용료의 1달러는 현재 각각 0.0012달러의 가치를 가진다. 이 보기에서 저작

권 기한연장 법 제정 후의 최종 추가수입의 현재 가치는 80년 수입의 현재 가치와 100년 수

입의 현재 가치를 더해서 얻어질 수 있다. 그 작품이 끊임없는 수입을 얻는다고 가정하고 

이자율이 7%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80년에서 100년으로 늘어난 수입의 현재 가치는 

0.33%이다. 다르게 말해서 이 추정에 따르면 연장된 20년 동안의 보상이 없을 때와 비교 했

을 때 저작권 기한연장 법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은 작가에게 지급되는 현재 가치로는 0.33%

이다.28)

개인작가 (individual author)

Interest rate Compensation,
Years 1-80

Additional
Compensation,
Years 81-100

Precent
Increase

5% $19.60 $0.25 1.28%

7% $14.22 $0.05 0.33%

10% $10.00 $0.00 0.04%

고용작가 (work for hire)

Interest rate Compensation,
Years 1-75

Additional
Compensation,
Years 76-95

Precent
Increase

5% $19.48 $0.32 1.65%

7% $14.20 $0.07 0.47%

10% $9.99 $0.01 0.07%

<표 5> 저작권보호기간연장과 작가보상의 효과

28) Akerloff et al, "Amicus Curiae Brief in Support of Petitioners i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Eric Eldred et al v. Ashcroft, Attorney General." Michael Boldrin and David K. Levine (2008),

책 p.10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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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현재 저작권료로 1,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80년 뒤

의 시점에서 20년간 동일하게 1,000만원씩의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그 저작권료

의 가치는 현재의 0.33% 즉, 3만 3천원의 가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0.33%의 경

제적 이익 밖에 일어나지 않는 저작권법의 보호기간 연장에 왜 그토록 매달리는지는 자

명하다. 창작자의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의 이득을 위해서이다.

결국 저작권의 강화는 창작자의 경제적 이득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창작을 유인하지

도 못하며 단지 저작인접권자인 거대 문화자본의 이득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통해 

창작자의 창작을 유인한다는 유인이론은 이런 현실 앞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4) 자유 억압

1996년 걸스카우트의 단원인 소녀들이 캠프파이어에서 부른 노래에 대한 대가를 지불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작곡가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 협회

(ASCAP, The American Society Of Composes, Authors and Publishers)’가 걸스카우트

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걸스카우트 소녀들이 부른 노래에는 ‘가치’가 들어 있으니 

그 가치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바로 자신들은 권리자라는 것이었

다.29) “새는 노래할 수 있지만 너희들은 돈내기 전엔 안 돼”라는 유명한 기사30)가 월스

트리트 저널 1면에 실리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10년도 넘은 이 사건은 시간이 흘러도 반복되고 국경을 넘어서도 반복된다. 2009년 한

국에서 5살 소녀가 손담비의 노래 “내가 미쳤어“를 따라 부르면서 안무를 흉내 내는 

UCC가 인터넷에 올랐는데 권리단체인 ”음원제작자협회“가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포

털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포털은 이를 삭제 처리한 사건이다.31) 한국 저작권법이 표현

29) Lawrence Lessig, 『 』, 이주명 옮김, 필맥, 2004. p.41.

30) "ASCAP Asks Royalties From Girl Scouts, and Regrets It", By ELISABETH BUMILLER Published:

Tuesday, December 17, 1996.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ran a front-page article under

the headline ''The Birds May Sing, but Campers Can't Unless They Pay Up.''

31) 이용자는 자신의 의견 등을 담은 게시물을 홈페이지, 블로그, 게시판 등 인터넷에 자유롭게 올릴 수 있
다. 이번 사건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네이버에 저작권 침해를 통보하고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한 조항은 저작권법 103조에 언급돼 있다.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온라인
서비스업체에 주장하고 해당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수 있다(저작권법 103조 1항). 네이버의 임
시조치(블라인드 처리)는 103조 2항을 따르고 있다. 2항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네이버 등)는 1항의 규정
에 따라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해당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와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논란은 그 다음에 있다. 저작권자가 요청했고 네이버가 블라인드 처리까지 
하는데 법적 문제는 없다. 그런데 이번 동영상을 올린 우 씨는 네이버에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
당된다"며 재개를 요구했지만 네이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03조 3항은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
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 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원·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우 씨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네이버의 처
리에 불만을 제기했고 그 소명으로 저작권법 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의 공정이용(fair use)라는 배경
을 설명했지만 네이버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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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억압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버린 이 사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입장

은 여전히 단호하다. 해당 가수의 노래를 틀지 않고 흥얼거리기만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라는 것이다.32)

미국에서도 비슷한 예가 있었다. 2007년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전자프론

티어재단33)의 지원 아래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유니버셜 뮤직과 소송을 벌였다.34)

이러한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법적 판결이 최근 내려졌다. 유튜브 비디오와 유니버설 

뮤직이 관련된 소송에서, 저작권 소유자가 온라인 비디오 사이트에 삭제를 통지하기 전

에 저작물이 공정 사용되고 있는가를 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주요 내용이

었다.

미국 지방법원 판사인 제레미 포겔은 판결문에서 “저작권 소유자가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하에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자, 대

리인 혹은 법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소유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공

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렌츠 씨는 동일 

법안의 ‘공정이용’ 조항을 근거로 동영상의 복구를 요구하였고, 이에 동영상은 다시 올려

졌다. 이 사건은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이 불러온 무리한 저작권 보호 조치에 공정

이용의 가치를 일깨워 준 사례다.

Ⅲ. : 저작권은 창작의 약인가? 독인가?

오늘날 저작물의 불법다운로드 문제나 인터넷, UCC 등과 관련한 저작권 소송에 관한 

기사가 끊이지 않는다. 작가의 창작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저작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거나 

저작권을 보호해야 문화가 발전한다는 담론은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전달되고 있다. 그

리고 저작권의 보호를 통해 창의성이 확대되고 문화가 발전할 것이라 말한다. 한국이 이

런 강대국의 지적재산권 강화의 논리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지식기반사회’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선진국의 지식독점 제도를 따라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32) 배정환 전송팀장은 CBS와 인터뷰를 통해 "음악을 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흥얼거
리면서 음악을 이용했고 이를 일반인들이 접근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터넷이라는 곳에 제공했기 때
문에 전송권을 침해한 동영상"이라고 밝혔다. 2009년 8월 29일, CBS (FM 98.1) <김현정의 뉴스쇼>.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43564)

33)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 인터넷이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제기되는 
사회적, 법률적 문제들에 대하여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조직. 미국의 M. 카포와 J. 발로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회보를 발행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인권에 대한 법률관계 정비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
다. 홈페이지 (http://www.eff.org)

34) 스테파니 렌츠씨는 2007년, 가수 프린스의 ‘Let’s go crazy’란 곡을 배경으로 깔고 자신의 아이가 걸음
마를 배우는 30초짜리 저화질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하였다. 이에 대해 프린스의 저작권을 가진 유니
버셜 뮤직 측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영상 삭제 통지문을 전달하였고, EFF와 렌츠 씨
는 유니버셜 뮤직의 행동은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녀가 유튜브 비디오로 유니버셜 측의 저작권
을 침해하거나 손해를 입힌 적이 없다는 판결을 받아내려 노력했다. 해당 동영상에 사용된 음악은 무슨 
곡인지 제대로 알기도 힘들 정도로 음질이 좋지 않으며, 동영상의 전체적인 품질 및 목적을 볼 때 유니
버셜 측의 영상 삭제 통지문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하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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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믿음은 순진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이 <한미 FTA>협상에서 지

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을 미국의 <CTEA>수준으로 늘리라는 요구에 응한 것이 뭘 몰라서 

한 것이 아닐 것이다. 세계적 독점자본이 세계적 규모로 실행하는 지적재산권의 세계체

제의 재편 목적과 의도에 대해 눈감고 문화적 권리를 포기한 것이거나 이들과 한편이 되

어 지식에 대한 독점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것인데 세계 지적재산권 산업의 규모에서 차

지하는 한국의 규모를 생각할 때 이것은 참으로 순진무구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가는 인간의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지 않아야 한다. 이 명제가 올바르다면 국가는 인

간의 문화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저작권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그래서 공정이용의 일반조항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규

정으로서 공정사용에 관한 일반조항은 가지고 있지 않다. 공정이용에 대한 일반조항이 

없기에 이용자들과 권리자간에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겨난다. 공정이용이 

중요한 이유는 이용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이용자들이 불안감으로 창작활동의 위축되

거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억압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은 근래 네티즌들이 저작권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현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매우 밀

접하다. 스스로를 검열하며 자연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기통제의 내면화

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상업적 이용을 제외한 모든 비상

업적 이용은 공정이용의 범위 안에 수렴’해야 할 것이다. UCC나 리믹스, Mash-Up 등 디

지털 환경 하에서는 기존의 저작권 제한 사유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창작의 사례

는 얼마든지 있다. 2007년도에 문화관광부가 <한-미 FTA> 협정 내용 중 저작권과 관련

된 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공정이용 조항을 도입하려다가 권리단체

의 반대로 실패한 사례가 있다.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하는 문화관광부

와 저작권위원회가 공정이용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

를 방기하는 것이다. 공정이용 조항을 반드시 법률에 반영하여 현실의 혼란을 최소화하

여야 하며 저작권은 인간의 문화권,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지 않는 범위까지 만으

로 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의 하나로 하버드대학 로스쿨의 윌리엄 피셔(William W. Fisher III)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의 혁신적인 이용, 보상시스템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피셔의 주장은  결국 문화가 가진 ‘공공재의 패러독스‘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문화적 창작

물을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의 최소화와 공공정책의 결합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

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35)

35) 음악저작물을 공공재로 파악함으로써 음악저작물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고자 한다. 즉 음악저작물을 공공재로 취급하여 모든 이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고 대신 정부가 개
입하여 사회로부터 재원을 걷어 들인 후 이를 각 음악저작물의 이용횟수를 측정한 결과에 따라 저작권
자들에게 배분하자는 것이다. 재원의 충당방법은 결국 세금의 형식인데, 개인의 소득세에 포함시키는 방
안과 음악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
하면서 그중 수익자부담원칙에 가장 가깝고 조세저항이 제일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
스 제공자인 ISP에 부과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인터넷의 등장으
로 감소한 음악저작권들의 수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는 가입자 당 $6 정도의 이용료가 인상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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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는 단지 음악산업만의 위기가 아니다. 음악을 비롯한 문화에 대한 인

간의 소외가 심화되면 될수록 저작권의 지위 또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권리자의 이해

와 이용자의 권리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권리자 이용자 모두가 상실되어가는 문화공공

성의 가치를 회복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이 창의성을 억압하는 

현실에 대해 우려하는 로렌스 레식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 트랙에서 마주보고 달려오는 기차를 생각해보십시오. 한 쪽은 디지털 기술이고 

다른 쪽은 저작권법입니다.…(중략)…두 시스템은 충돌이 불가피합니다.…(중략)…기

존 저작권법의 체계로는 디지털 시민들의 창조성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육, 예술,

과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비상업적 저작물에 한해서 저작권법의 부당한 

통제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저작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저작자

를 존중해주는 ‘센스와 존중’(Sense and Respect)의 정신이 필요합니다.”36)

‘문화의 발전’이라는 저작권의 기본적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편향된 법

체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 강대국들과 거대 문화자본의 이해에 따라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지적재산권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더불어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다. 그래서 저작권이 이용자와 권리자 간의 균형을 잡았을 때만 저작권이 창작의 촉진제

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저작권의 기본정신인 “문화발전”이라는 궁극의 목적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다. 자세한 내용은  William W. Fisher III, Promises to Keep, Stanford University Press,2004. 6장 
An 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을 참조하라.

36) '2008 CC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2008. 3. 14) 에서의 로렌스 레식의 기조연설.

(http://www.bloter.net/archives/1593)



30

오리엔탈리즘: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경우

(이화여대)

1.

<미스 사이공Miss Saigon>은 1989년과 1991년에 각각 런던 웨스트엔드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이래 자주 '정치적 텍스트'로 다루어져 왔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베트남전쟁 중 폭격을 맞아 가족을 잃은 베트남 여인 킴이 사창가의 술집에서 일을 하다

가 미군 병사 크리스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크리스와 함께 미국에서 행복

하게 살고자 했던 꿈이 결국 좌절되면서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탐의 미래를 위해 스

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끝이 난다. 여기서 킴의 죽음 자체가 함축하는 정치적 의미

도 문제거니와 이러한 내러티브 진행 과정에서 베트남전쟁의 책임 당사국인 미국을 도덕

적으로 정당화하는 대신 베트남인 등장인물들을 비하하는 태도로 그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국은 공산화된 베트남보다 미국을 더욱 가까운 우방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지만 같은 

동양인의 처지에서 작품 속 베트남인들에게 어느 정도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터인

지라, <미스 사이공>의 한국 라이선스 공연이 처음 이루어졌던 2006년에도 이 작품에 대

한 상당히 노골적인 비판들이 있었다. 예컨대 한겨레신문에 실린 공연리뷰에서 연극평론

가 노이정은 다음과 같은 격한 비평적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 부모형제를 폭격으로 잃은 17살 소녀 킴은 전쟁

의 원인인 미군과 왜 한눈에 사랑에 빠지는가? 왜 미군 병사 크리스는 신사요 구원

자고 베트콩 청년 투이는 포악한 공포의 대상인가? 미국은 베트남 2세(부이도이)들

을 구제하자면서 영웅 행세를 할 수 있는가? 이건 순전히 미군(서양)이 주인공인 남

성 판타지에 불과하다. 아시아라는 처녀는 순결하고 연약하며 백인 병사는 당연히 

그것을 소유한다. 게다가 둘 사이에 난 아들을 위해 이 여성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

리째 희생한다. 이 놀랍도록 제국주의적인 남성 판타지에 우리가 동참할 차례란 말

인가? 사이공과 방콕의 매춘 클럽에서 전시되는 반라의 여성 육체가 좋아서? 아시

아의 이름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이건 결코 오락이 될 수 없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미국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1)

1) , "헬리콥터 소리만 요란한 미국 판타지", 『한겨레신문』, 2006년 7월 31일자,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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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킨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의 실상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있던 2006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미스 사이공>의 정치적 내용

에 대해 이렇듯 감정적인 언사를 쏟아내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비평의 정당성을 

떠나서 흔히 상업적 오락물로 취급되기 쉬운 뮤지컬 작품에 대해 이렇듯 무거운 정치적 

내용의 비판이 가해지는 것 자체가 뮤지컬 비평 담론의 일반적(특히 국내의) 경향에 비추

어 볼 때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2010년에 이 작품의 재공연이 이루어진 뒤에도 비슷한 

비평적 반응이 이어졌는데, 다음의 인용문은 뮤지컬 <미스 사이공>에 대한 비평의 또 한 

가지 전형적 사례를 보여준다.

<미스 사이공>에서 묘사되는 동양인의 모습은 범죄자·광인·빈민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비교문학자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동양인은 비참한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서양사회 

속의 여러 요소(범죄자·광인·여자·빈민)와 결부되었다”라고 밝힌 바와 똑같다. 덧붙

여 에드워드 사이드는 “동양인은 시민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아니고, 해결되어야 하

고 한정되어야 하며, 식민주의적인 여러 세력이 공연히 그들의 영토를 욕구하는 경

우에는 접수되어야 할 문제로 간파되고 분석되었다”라고 했는데 <미스 사이공>에서 

보이는 동양인의 모습은 여기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2)

<미스 사이공>에서 '제국주의적 남성 판타지'를 탄핵하든 '오리엔탈리즘'을 고발하든 

공통되는 점은 이 작품이 '동양인-여성'을 '타자the Other'로 규정하여 배제하거나 억압하

고자 하는 '서구 중심적 시각'의 헤게모니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몇몇 두드

러지는 극적 재현 방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진단과 비판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대중적 

공연 텍스트가 고정된 형태로 해석되거나 수용된다는 식의 비평적 전제를 받아들일 필요

는 없지 않을까? 이 작품에서 타자에 대한 식민주의적 담론이 제시된다고 해도, 그에 대

한 저항적 담론 혹은 대항 담론counter-discourse이 제시되거나 해석될 수 있는 여지 또

한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작품의 음악은 '타자의 정치학'과 관련하여 좀 더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는 아직까지 이 뮤지컬 작품의 음악적 측면과 관련하여 날카롭게 페미니즘이나 

오리엔탈리즘을 고발하는 평문을 보지 못했다. 이 점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작품의 대중

적 성공 요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사실상 음악에 있기 때문이다. 영국과 미국에서 생산

된 뮤지컬 작품들 가운데 가장 심하게 오리엔탈리즘과 식민주의적 시각을 비판받는 작품

들 가운데 하나인 뮤지컬 <미스 사이공>에서 제한적이나마 탈식민적 계기를 읽어내려는 

나의 비평적 시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첫째로, 뮤지컬에서 잡종화된 

2) , "<미스 사이공>은 불편한 뮤지컬?" 『시사인』 133호 (인터넷판 2010년 4월 6일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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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적 기능은 식민주의적 이분법을 그리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둘째

로, 공연 텍스트는 그 자체로 역동적 해석의 체계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재현되는 타자

화의 양상 또한 다층적으로 읽힐 가능성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

『뮤지킹 음악하기』에서 스몰은 서구 오페라에서의 젠더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이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오페라에서 남성적인 것은 관습상 온음계의 일곱 개 음을 고

수하는 선율로 재현되거나, 그 논리가 명확히 감지되는 안정적인 조성과 화성들로 재현

되며, 네 박자 리듬과 짙은 음색으로도 재현된다. 반면 여성적인 것은 반음계의 열두 음

을 모두 쓰는 반음계 선율로 재현되거나, 그 논리를 식별하기 힘든 예상 밖의 화성들로 

재현되고, 불규칙한 리듬과 부드러운 음색으로도 재현된다”.3) 제국주의화의 욕망이 심화

되던 19세기에 서구 근대의 남성적 주체에 의해 설정되는 '여성적 타자'는 '식민주의적 

타자'와 중첩되는데, 『여성적 종지』에서 매클러리가 행하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

멘>(Carmen, 1875) 분석은 이와 관련하여 흥미롭다. 매클러리는 이 오페라에서 여주인공 

카르멘의 음악이 “이국적이면서 유사 집시풍의pseudogypsy 춤과 관계된 육체적 충동에 

기반”해 있으며 “반음계적 과잉”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지적한다.4) 카르멘이 돈 호세를 유

혹하기 위해 부르는 ‘아바네라habanera’가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로서 제시되는데, 이 노

래의 선율은 육체적 움직임을 강하게 의식시키는 리듬에 실려 반음계적으로 흘러내린다.

하지만 이 오페라의 결론은 기초 삼화음에 입각한 조성 음악의 구문론에 의해 이미 예정

되어 있다. 카르멘은, 극의 결말에 이르러 “이 윤리적 우화의 주인공”이자 “만족의 지연

을 무한히 지연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의 순간을 넘어선 지평을 암시하는 시민 계급

의 환영”인 호세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할 운명인데, 그것이 “호세의 음악적 담론이며,

또한 ‘보편’ 언어임을 표방하는 서구 고전 음악의 음악적 담론”5)인 것이다. 매클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악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즉, 청중으로 하여금 카르멘의 죽음을 “불가

피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러한 죽음을 욕망하게 되는 거의 

참기 힘들 만큼의 긴장 상태를 조성하는 것이다. 투우장 속의 군중들이 황소를 죽인 

에스카미요의 승리에 환호하는 그 순간에 투우장 바깥의 우리는 훨씬 더 야비한 모

습의 야수에 대한 승리를 목격하고 찬양한다. 오페라 전체에 걸쳐 세심하게 “여성적

인 것”으로 규정되는 반음계적인 미끄러짐은 마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듯이 단호

3) 크리스토퍼 스몰, 조선우 최유준 역, 『뮤지킹 음악하기』(효형출판, 2004), 311쪽.

4) Susan McClary, Feminine Endings: Music, Gender, and Sexuality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1), 57쪽.

5) McClary, 같은 책,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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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에서 삭제된다. 장삼화음이 승리하는 것이다.6)

<미스 사이공>이 모본으로 삼고 있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Madama

Butterfly, 1904>에서도 오페라 <카르멘>에서 그려졌던 '여성적 타자'의 모습은 비슷한 방

식으로 재현된다. 오페라 속에서 여주인공 초초상은 미군 장교 핀커톤의 일본 현지처로 

사실상 성적 노리갯감에 지나지 않지만, 애타게 그가 내밀 구원의 손길을 기대하며 그와

의 행복한 미국 생활을 꿈꾼다. 돌아오겠다던 핀커톤의 거짓 약속을 믿고 그와의 사이에

서 태어난 혼혈 아이를 키우면서 하염없이 그를 기다리던 초초상은 극의 종결부에서 결

국 핀커톤이 미국 여인과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를 핀커톤 부부에게 맡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와 같은 단순한 비극적 줄거리가 전개되는 동안 주인공 초초상

을 비롯하여 오페라 <나비부인>에서 등장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카르멘>의 집시들과

는 또 다른 맥락에서 전형화되어 있고 타자화되어 있어 서구인들의 시각에 포착된 왜곡

된 동양인 표상이 잘 드러난다. 무대 위에서 일본인들의 모습은 시종 미신적 관습에 사

로잡힌 채 문명화되지 못한 집단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점에서 <나비부인>이 오리엔

탈리즘의 전형적 한 가지 사례로 간주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음악적인 맥락에서 이 작품의 오리엔탈리즘은 일본인 여주인공 초초상과 일본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을 나타내기 위해 일본식 오음계와 일본 전통 민요 '사쿠라' 선율을 차용하

는 데서 우선적으로 잘 드러난다. 흥미로운 점은 이탈리아 작곡가인 푸치니가 미군 장교

인 남자 주인공 핀커톤 역시 어느 정도 타자화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1막 

초반 핀커톤이 자신을 찾아온 영사에게 초초상과의 불성실한 결혼 계획을 밝히는 장면에

서 관현악 전주는 미국 국가인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노골적으로 패러디하여 제시한다.

음악적인 정합성에서 단절되어 차용된 미국 국가 선율은 유럽인의 시각에 포착된 '물불 

안 가리는 장사꾼' 이미지의 미국인 표상과 어우러지면서 사실상 타자화된다.7) 이렇게 타

자화된 미국 국가 선율은 이후 초초상과 핀커톤의 결혼식 장면에서 불협화음과 함께 다

시 한 번 암시적으로 제시되면서 이 결혼의 부정직함을 고발하기도 한다.

오페라 <카르멘>의 남자 주인공 돈 호세와는 달리 오페라 <나비부인>의 남자 주인공 

핀커톤은 극의 내러티브 전개상에서 상당 부분 주변화되어 있으며 사실상 극의 진행을 

주도하는 것은 여주인공 초초상이다. 오페라 <나비부인>의 전체적인 음악극적 재현의 맥

락에서 미국인 주인공 핀커톤이 백인으로서의 서구 남성을 대변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작품의 오리엔탈리즘과 타자의 정치학은 '서구인'과 '미국인' 사이의 미묘한 

정체성 차이와 관련하여 조금 복잡한 이면을 드러낸다. 요컨대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근본

6) McClary, 같은 책, 62쪽.

7) 이은 핀커톤의 노래가사는 다음과 같다. "미국인은 전 세계를 떠돌며 사업을 하지. 위험 따위는 
생각지 않고 마음 가는 곳에 닻을 내리네. 돌풍에 배가, 그 기계와 장비들이 전복될 때까지. 가는 곳마
다 최고를 얻어야만 만족하네. 모든 미인들의 사랑.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행운을 움켜쥐네. 재주가 어
디서나 통하네. 999년을 같이 살겠다고 일본식으로 결혼할 테지만 어느 달에나 약속을 깰 수 있네." 핀
커톤의 얘기를 듣고 있던 영사가 "삶을 즐겁게 하지만 마음은 시들게 하는" 생각이라고 비판하지만 결
국 둘은 함께 미국 국가 선율에 맞추어 "미국이여 영원하라!"를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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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을 던질 수 있다. 서구인의 시각에서 미국은 서양인가 동양인가? 미국은 오리

엔탈리즘의 주체인가 타자인가?

3.

전통적으로 미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계층은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로 일컬어지는 백인으로 여겨졌으며, 이들이 서유럽을 정신적 모국으로 삼고 

있었던 점에서 '미국적 오리엔탈리즘'이 서유럽에서와 비슷한 방식으로 관철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서유럽에 의한 신대륙 이민 정책의 산물인 미국의 국가 정체성은 출발

점부터 다민족적․다문화적 상황과 이에 기반한 혼종성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미국의 역사는 인간의 보편적 이성에 대한 신념에 기초한 민주주의와 평등의 이

상들이 인종의 '차이'에 근거한 현실적 차별들과 상충하여 갈등을 빚어온 역사이다."8)

미국의 예술과 특히 대중문화는 미국 사회 내 백인의 절대적 우위가 공고한 상황에서 

은폐된 정체성 정치에 대한 무의식적 경연장이었다. 이 점에서 미국의 문화는 서유럽의 

경우와는 다른 차원에서 자기 내부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표상하게 된다고 할 수 있으

며, 이러한 문화정치적 맥락은 '서구와 비서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오리엔탈리즘 담론보

다는 '인종과 인종(특히 백인과 흑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종정치학racial politics의 담

론을 형성시켜 왔다. 19세기의 사이비 과학적 인종주의에 기반한 흑백 이분법의 인종정

치학은 서유럽에서의 경우보다 미국에서 매우 두드러졌는데,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백

인'이 순수한 혈통으로 해석된 반면에, 인종적으로 섞였거나 흑백의 혈통을 모두 지닌 사

람들은 '흑인'으로 간주된 결과, 혼혈인을 위치시킬 만한 중간적인 범주가 생겨나지 못했"

기 때문이다.9)

베리 생크의 지적대로 "19세기 중반 이후 미국과 영국의 대중음악은 인종적 편성으로

서의 흑인다움과 백인다움이 계속적으로 교섭되고 재규정되는 일차적인 지점이었다"10).

20세기 이후 차츰 대중적 영향력을 상실한 서유럽의 오페라 양식 대신 미국적 문화산업

을 배경으로 재현적 음악의 기능을 이어받은 브로드웨이 뮤지컬과 팝음악 양식(나아가 

헐리우드 영화음악 양식)은 미국인의 무의식적 자기 정체성 탐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음악의 인종정치적 맥락을 드러내게 된다. 블루스나 재즈와 같은 흑인적 음악 혹은 혼종

적 음악은 서구의 음악 담론이 관철되는 인종정치적 맥락에서 타자화될 수밖에 없었는

데, 당연하지만 이러한 인종정치는 젠더정치와도 교차되었다. 예컨대, 다음의 인용문에서 

독일의 음악철학자 아도르노는 재즈의 퇴행성에 대한 신랄한 정신분석을 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평적 행위 자체를 통해 글쓴이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음악적 서구 담론의 헤게

8) , "인종과 미국적 정체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 『탈식민주의 - 이론과 쟁점』(고부응 엮음, 문학과
지성사, 2003), 293쪽.

9) 문상영, 같은 논문, 295쪽.

10) 배리 생크, "라이스에서 아이스까지: 록과 팝에 드러난 인종 문제", 『케임브리지 대중음악의 이해』(사
이먼 프리스․윌 스트로․존 스트리트/ 장호연 옮김, 한나래, 2005), 4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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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다.

목표는 어떤 퇴행적 계기의 기계적 재생산이자 거세의 상징인데, 이는 다음

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듯하다. "너의 남성성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라. 재즈밴드의 

내시 목소리 같은 음색이 조롱하면서 선언하듯 너 자신도 거세당하려무나. 그러면 

너는 그 대가로 비밀단체 가입 예식의 순간에 잠시 드러나는 무능의 비밀을 너와 

공유하는 남성동맹에 받아들여질 것이다."11)

20세기 이후 뉴욕 브로드웨이의 뮤지컬은 특히 클래식음악의 배경을 가진 유대계 이주

민 작곡가들의 활약에 힘입어12) 서유럽 낭만주의 오페레타 양식과 관현악 기법을 바탕으

로 하면서도 블루스와 재즈 등 다양한 미국식 혼종 음악 양식을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

다. 뮤지컬 청중의 압도적 다수가 백인 중상류 계층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백인 대중들을 대상으로 미국 인종정치학의 음악적 실험 무대를 제공해 온 셈

이다. 버라이어티 쇼 양식에서 벗어나 일관된 줄거리를 갖춘 브로드웨이 최초의 통합적 

뮤지컬 <쇼 보트(Show Boat, 1927)>에서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이 진지하게 다루어지

고 있다는 점은 이 점에서 결코 우연일 수 없다.13)

4.

뮤지컬 <미스 사이공>을 이상과 같은 젠더정치와 인종정치의 맥락에 놓고 볼 수 있다

면, 기존의 오리엔탈리즘 비평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여러 흥미로운 지점들이 관찰될 수 

있다. 우선 이 작품은 1980년대 이후 브로드웨이 뮤지컬계에서 '영국의 침공British

Invasion'으로까지 불리어졌던 일련의 성공한 '유럽식 오페라틱 뮤지컬' 가운데 하나로서,

영국 국적의 제작자 카메론 매킨토시에 의해 기획 제작되었으며, 프랑스 국적의 알랭 부

브릴과 끌로드 미셸 송베르가 각각 대본-가사와 작곡을 맡았다. 결국 이 작품에서 서구 

제작진에 의해 <나비부인>의 배경인 일본 나가사키가 베트남 전쟁 상황의 사이공으로 

바뀌고 일본인 여주인공이 베트남 여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본인을 바라보던 서구인

의 오리엔탈리즘적 편견은 베트남인을 바라보는 편견의 형태로 상당 부분 반복되어 드러

11) 아도르노, "초시대적 유행, 재즈", 『프리즘』(홍승용 옮김, 문학동네, 2004), 145쪽.

12) <포기와 베스(1935>의 조지 거쉰과 <애니 겟 유어 건(1946)>의 어빙 벌린, 그리고 <쇼 보트(1927)>의 
제롬 컨 등 뮤지컬계의 대표적 작곡가들이 유대계 이주민 가족 출신이었는데, 이들의 뮤지컬 작품 활동
은 그들 자신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반영한다.

13) <쇼 보트>에서 비중 있는 여성 배역 줄리는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여성으로 그려지며, 그
의 흑인적(혹은 혼종적) 정체성은 또한 그가 부르는 블루스 형식의 뮤지컬 넘버를 통해 음악적으로 재
현된다. 뮤지컬 <쇼 보트>에서 나타나는 인종정치학에 대한 분석으로 다음을 참조할 것. 최유준, "유색 
음악 - 뮤지컬 ‘쇼 보트’와 미국 음악의 인종정치학",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63호 (2006년 겨울).



36

. 하지만, 두 작품에서 서구의 식민주의적 음악 담론이 관철되는 방식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물론 일차적으로 오페라와 뮤지컬이라는 음악 양식적 차이에서 비

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음악 양식의 발전 과정이 그렇게 불연속적인 것만

은 아니다. 여전히 흥미로운 것은 <미스 사이공>이 미국(미국인)을 음악적으로 표상하는 

방식인데, 미국 국가 선율 따위를 패러디하여 미국을 표상하기에는 뮤지컬 양식의 미국 

관련 음악 재현 장치가 (푸치니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풍부해져 있는 

것이다.

<미스 사이공>의 1막 도입부의 음악적 전략은 이러한 맥락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연이 시작되고 어둠 속에서 객석의 상공을 가로지르는 듯한 헬리콥터의 

소음이 한차례 휩쓸고 지나간 뒤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숨죽이며 들려오는 최초의 음악 

소리는 인도네시아의 가믈란 앙상블을 연상시킨다(오페라 <카르멘>에서 작곡가 비제가 

쿠바의 아바네라로 집시 카르멘을 묘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작곡가 숑베르는 '베트남적

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동양적 이국주의' 자체에 관심을 쏟고 있다). 건반과 타악기

를 통해 전쟁의 공포를 상징하듯 긴박하게 연주되는 이 동형진행 선율 패턴은 점점 음량

을 키우면서 찢어지는 듯한 불협화적 관악기 음색과 섞이면서 두 개의 셋잇단음 동기로 

강조되는데, 이 동기는 반음 없이 온음 간격으로만 연결되는 하행의 온음음계whole-tone

scale 선율에 기초해 있다(온음음계는 드뷔시의 인상주의적 음악 기법에서 두드러지게 활

용된 음계로서, 옥타브 사이의 음배열이 온음 간격으로만 이루어진 음계인데 이러한 음

배열은 불가피하게 관습적인 온음계diatonic 질서에서 벗어난 반음계의 음들을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온음음계 동기는 '불협화적 타자'로서의 재현적 성격을 명확히 부여받아 

이후의 극 전개 과정에서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유도 동기leitmotif'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편의상 이 온음음계 동기를 '사이공 동기'라고 이름 붙이기로 하자).

이윽고 가믈란 음형은 애조 띤 동양적 선율과 동양적 음색의 피리 연주로 이어지며 술

집 '드림랜드'의 비정한 포주 엔지니어와 그가 거느리는 바걸들 사이에서 숨가쁘게 이루

어지는 대화의 레치타티보 역시 온음음계와 오음계로 일관된다. 이 동안에도 긴박한 호

흡으로 계속되는 금속성의 가믈란 음형은 전쟁 중인 이 공간이 '동양'이며 대화를 나누는 

이들 역시 '동양인'이라는 사실을 음악적으로 암시해주고 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바

걸들과 대화를 나누던 엔지니어가 잠시 호흡을 고르면서 중얼거릴 때 반주는 우드블록을 

활용하여 중국적인 음색을 내면서 4박의 엇박자 리듬을 연출한다(이 리듬은 이후 자주 

빅밴드 스윙 리듬과 섞이면서 2막의 막바지에서 그가 '아메리칸 드림'을 부를 때까지 엔

지니어를 상징하는 일종의 리듬적 유도 동기로서 활용되는데, 편의상 이 리듬 동기를 '엔

지니어의 동기'라고 부르기로 하자).

여기서 흥미로운 장면 전환이 이루어진다. '사이공 동기'가 다시 제시되면서 엔지니어

의 짧은 독백을 마무리짓고 긴장을 불러일으키려는 찰라 엔지니어의 대사 "웰컴 투 드림

랜드!"를 신호로 미국인 병사들이 가세하는 첫 번째 뮤지컬 넘버('The Heat is on in

Saigon")에서 느린 부기우기 블루스 리듬으로 음악적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이다. 미군과 

베트남 바걸들이 어우러져 댄스와 함께 왁자지껄 노래하는 이 장면을 통해 앞서 도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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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된 음악적 긴장은 일차적으로 해결된다. 도입부에서 가믈란 음형과 함께 동양

적 선율로 강조되었던 사이공 동기(온음음계 동기)는 이제 즉흥적인 피아노 반주와 함께 

싱커페이션을 곁들인 블루스 동기(세 개 음으로 구성된 온음과 반음 간격의 하행 선율)가 

되어 이후 음악극을 주도하는 두 개의 핵심적 동기로 제시된다.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음악적 표상을 변화시키면서, 초조한 듯 중얼거리던 가믈란 음형은 부기우기 블루스 피

아노 반주로, 애조 띤 피리 음색은 좀 더 여유 있는 색소폰 음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

는 것이다.

미군들의 등장과 함께 협화음적 재료들과 화성적 합창들이 음악적 해결을 이끈다는 점

에서 이 장면은 도입부의 '불협화적 타자'를 제압하는 서구 음악 담론의 구성을 어느 정

도 실현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의 구성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 싱커페이

션으로 제시되는 블루스 동기가 음악적으로 양가성을 갖기(음악적 정체성이 모호하기) 때

문이다. 이 양가성은 '드림 랜드' 장면에 이어서 불러지는 뮤지컬넘버("The Movie in My

Mind")에서 곧바로 드러난다. 바걸 지지(GG)와 여주인공 킴이 이어서 부르는 이 비극적 

정조의 뮤지컬 넘버(사창가 생활에 대한 환멸과 미국에서의 삶에 대한 헛된 꿈을 자조적

으로 노래하는)에서 '드림 랜드' 장면의 블루스 동기가 주제 선율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

이다. 장조와 단조의 음악적 맥락에서 모두 쓰일 수 있는 블루스 선법의 이중적 성격은 

이렇듯 미군들의 환락을 그리는 동시에 베트남 바걸들의 고통을 동시에 묘사함으로써 그 

재현적 기능에 있어서 양가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결국 블루스 동기는 앞서 제시된 사이

공 동기의 불협화적 타자성을 극복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채 스스로 타자성에 기운다. 이

렇게 하여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도입부에서부터 이미 서구 음악 담론은 상당 부분 

교란된다.

하지만,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관현악법에서 세심하게 선택되어 첨가된 동양적 악기

들(아시안 플루트, 차이니즈 벨, 차이니즈 우드블록, 차이니즈 심벌즈 등)의 음색과 오음

계 선율들이 '동양' 그 자체를 전형화하고 있으며, 발라드풍의 백인 취향 뮤지컬 넘버들

뿐만 아니라 흑인 음악 재료들조차 상당 부분 백인에 의해 전유된 형식으로 쓰이고 있어 

동양과 서양의 이분법적 시각은 이 작품에서도 어느 정도 관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아가 1막의 절정부에서 주인공 킴이 사촌 오빠이자 약혼자인 투이를 권총으로 살해하

는 장면은 매클러리가 오페라 <카르멘>을 통해 예시한 서구 음악의 식민 담론을 그대로 

구성해 보이는 듯하다. 이 장면에서 사이공 동기를 비롯한 서곡에서 제시되었던 긴장된 

음악 재료가 다시 쓰이면서 두 베트남인의 긴장된 맞대결이 묘사되는 가운데 투이와 킴 

사이의 긴장이 깊어갈 무렵 킴은 새로운 서정적인 음악선율을 꺼내든다("This is the

Hour"). 혼혈 사생아 탐을 죽이려는 투이와 이를 막으려는 킴 사이의 갈등과 긴장이 최

고조로 치닫는 동안 이 선율은 느린 행진곡풍 리듬에 실리면서 전형적인 서구식의 장엄

한 관현악 양식으로 반주된다. 결국 킴이 총을 쏘아 투이를 죽이는 순간 이 노래는 남녀 

혼성 코랄 합창으로 장엄하게 불러지는데, 이로써 투이로 상징된 불협화적 타자는 제압

되고 잠정적이나마 서구 음악 담론의 승리가 확인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드러내는 서구 음악 담론은 도입부의 음악적 전개가 그랬듯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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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성을 띄면서 대항 담론의 해석적 차원을 동시에 제공해 준다. 투이의 죽음에 이

어지는 합창 선율은 여주인공 킴에 의해 선행적으로 제시됨으로써 사실상 남성적․식민

주의적 함의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행사한 폭력 또한 아들의 죽음을 막기 위한 

모성애에서 비롯된 정당방위의 도덕적 행위로 승화되면서 동양적 타자를 제압하는 서양

인 주체의 승리의 찬가라기보다는 '혼혈 사생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지하는 노래로서의 

함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14)

5.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진정한 주인공은 킴도 크리스도 아닌 

혼혈아 엔지니어라고 할 수 있다. 엔지니어가 도입부의 음악적 결합과 혼종을 이끈 장본

인이라는 점(극 속 역할의 비중 또한 남자 주인공 크리스를 능가한다)에서도 그렇지만 2

막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부르는 뮤지컬 넘버 '아메리칸 드림'은 신랄한 풍자적 내용과 

음악적 효과 면에서 이 작품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는 듯하기 때문이다. 작품 내의 단일 

뮤지컬 넘버로서는 가장 길게 연주되는 이 장면의 도입부에서 엔지니어는 비로소 자신이 

베트남인 어머니와 프랑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임을 밝힌다. 이때 배경을 

장식하는 오음계의 선율과 우드블록 등을 활용한 동양적 타악기 리듬(엔지니어의 동기)은 

천천히 엇박자의 스윙 리듬으로 바뀌면서 현란한 꿈속 현실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금발 

미녀들에 둘러싸여 번쩍이는 캐딜락을 타며 절규하듯 '아메리칸 드림'을 반복하는 엔지니

어의 현기증 나는 꿈속 노래는 간간히 섞여 들어가는 타악기 효과와 함께 절망적 현실로 

복귀하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 애초에 엔지니어의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음악재료

가 블루스나 재즈와 같은 잡종의 음악재료였음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예술언어의 관

점에서 볼 때 그것은 본질적으로 비서구의 언어이며 타자의 언어이다. 엔지니어의 '꿈'은 

이렇듯 겉만 화려할 뿐 처음부터 비루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그의 고통스러운 삶은 킴과 

크리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사생아의 인생에 대한 일종의 기시체험(데자뷰)과도 같은 

것이다.

<미스 사이공>이 1989년 런던 웨스트엔드에서의 초연을 성공시킨 뒤 1991년 뉴욕 브로

드웨이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엔지니어 배역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제작자 카메론 매

킨토시는 런던 공연에서 이 배역을 훌륭하게 소화한 배우 조나단 프라이스를 뉴욕 공연

에서도 그대로 기용하고자 했지만, 브로드웨이의 '연기자 협회(Actors' Equity

Association)'는 유럽-아시아 혼혈인 배역을 순수 백인이 연기하는 것을 허가해 줄 수 없

다면서 프라이스의 미국 내 취업비자를 승인해주지 않았다. 이에 제작자 매킨토시는 이

미 2천 5백만 달러에 달하는 사전 티켓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뉴욕 공연을 즉각 취

14) 해석을 뒷받침하기란 어렵지 않다. 예컨대, 2막에서 주인공 크리스가 친구 존으로부터 자신과 
킴 사이의 혼혈 아들 탐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전해 듣는 순간 이 뮤지컬 넘버의 주제 선율이 관현악 
반주를 통해 유도동기 형태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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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극중 엔지니어가 유럽계 혼혈인이기 때문에 유럽인 

또한 소화할 수 있는 배역이며, 미국의 연기자 협회가 오히려 백인 연기자를 인종적으로 

역차별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여론은 매킨토시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고 1주일도 되지 

않아 연기자 협회는 그에게 백기를 들었다. 결국 프라이스는 뉴욕에서도 엔지니어 역할

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브로드웨이는 프라이스에게 그 해 토니상 '남우주연상'을 안겨주

면서 '인종차별'과 관련한 그간의 잡음에 대한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15)

아시아계 미국인 연기자들의 브로드웨이에서의 좁은 입지를 고려할 때,16) 매킨토시의 

역차별 주장은 지나쳤던 것으로 보이지만, 엔지니어 배역을 둘러싼 브로드웨이에서의 갈

등은 영국과는 어느 정도 구별되는 미국이라는 문화적 시공간의 특이성을 잘 드러내준

다. 물론 그 갈등의 일차적 요인은 당시 불황을 겪던 뉴욕 브로드웨이 인력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텍스트 해석과 수용에 대한 문제

이기도 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뮤지컬 <미스 사이공>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또 하

나의 장면이 있다. 크리스의 친구인 존이 2막의 첫 장면에서 뮤지컬넘버 '부이도이Bui

Doi'를 부르는 장면이다('부이도이'는 '먼지 같은 인생'이라는 뜻을 가진 베트남어로 베트

남 전쟁 중 미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존은 2막

을 여는 이 장면에서 '부이도이'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 존의 독창으로 불러지는 이 노래의 1절 가사는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2010년 한국 라이선스 공연의 한글 가사임).

Like all survivors I once thought ( 끝나고 돌아오면)

When I’m home I won’t give a damn (다 잊고 살 줄 알았어)

But now I know I'm caught / I'll never leave Vietnam (하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베트남)

War isn't over when it ends (전쟁이 끝난 자리에)

some picture never leave your mind (남겨진 커다란 상처)

They are the faces of the children the ones we left behind (우리가 남기고 떠났던 

아이들의 얼굴)

They're called Bui doi / the dust of life (그들은 부이 도이 삶의 먼지)

Conceived in hell and born in strife (지옥에서 태어났네)

They are the living reminder of all the good we failed to do (우리가 행한 죄악

의, 그 살아있는 증거들)

We can't forget / must not forget (잊어선 안돼/ 잊을 수 없어)

15) < 사이공>의 뉴욕 공연 추진 당시의 인종주의 논란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다음의 인터넷 문서를 
참고할 것. 미국 대중문화에서 '황인종 역할을 한 백인 배우'의 역사를 스케치한 에세이이다. Robert B.

Ito, "A Certain Slant : A Brief History of Hollywood Yellowface", Bright Lights Film Journal (검색일:

2010년 5월 29일) 《http://www.brightlightsfilm.com/18/18_yellow.html》

16) 미국 브로드웨이 연극 무대에서 동양인 배우의 타자화 양상을 고찰한 논문으로 다음을 참고할 것. 최성
희, "길들여진 몸짓/거부하는 몸: 미국무대에 등장한 동양인 배우의 몸에 관한 문화적 고찰", 『미국학논
집』(2003/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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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y are all our children too. ( 우리 아이들)

1 베트남인들을 거칠게 다루던 존의 급격한 성격 변화와 노래가사에서 베트남을 

'지옥'으로 묘사하는 등의 모습 때문에 이 노래가 함의하는 미국인의 성찰과 휴머니즘은 

위선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음악적인 면에서도, 기독교적 구원의 함의를 짙게 깔면서 

무반주 남성합창으로 시작된 뒤 남성적 목소리를 한껏 뽐내는 존의 목소리가 규칙적인 4

박자의 장엄한 선율로 제시되고 남성합창과 함께 마무리될 때 서구 음악 담론의 지배적 

위치가 확인되면서 그를 통해 전달되는 휴머니즘의 진의 또한 의심스러워진다. 하지만,

작곡가는 이 노래의 양식 속에 약화된 형태로나마 흑인적 코드의 '리듬앤블루스'를 담아

냄으로써 이러한 청중의 의심을 누그러뜨린다. 이 장면에서도 다시 한 번 음악은 양가성

을 가짐으로써 서구 음악 담론을 약화시키거나 교란하는 것이다.

이러한 음악적 양가성과 관련하여 존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규정과 해석의 문제는 

또한 흥미로울 수밖에 없다. 런던 초연에서 백인 배우가 맡았던 이 역할을 브로드웨이 

초연 때에는 흑인 배우가 맡게 되는데, 이 뮤지컬넘버를 부르는 주인공이 '백인의 존'이

냐 '흑인의 존'이냐의 여부는 적지 않은 음악적 의미의 편차를 만든다. 실제로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공식적인 OST 음반들 가운데 런던 초연 OST 음반17)과 브로드웨이 전

곡 녹음 음반18)에는 각각 런던 초연에서 존 역할을 맡은 피터 폴리카르푸Peter

Polycarpou의 목소리와 브로드웨이 초연에서 존 역할을 맡은 힌튼 배틀Hinton Battle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두 앨범에서 서로 다른 두 배우에 의한 뮤지컬넘버 '부이도이'의 해

석과 창법을 비교해 보면 특히 즉흥적 솔로가 이루어지는 후반부에서 배틀의 흑인적 창

법이 두드러진다. 존이 인종적으로 흑인이라는 사실은 음악적인 면에서나 극적인 면에서

나 작품 해석의 방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요컨대 엔지니어의 배역을 둘러싼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의 갈등 상황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존의 인종적 정체성 규정은 하나의 공연 텍

스트로서의 뮤지컬 작품이 해석과 수용의 과정에서 새롭거나 변화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인들(특히 WASP에 속하지 않는)에게 영국산 뮤지컬 <미스 사이공>은 

'서양-동양'의 이분법적 시각과 관련된 오리엔탈리즘의 문제작이기도 했겠지만, 베트남 패

전의 상처와 함께 다시금 상기되는 그들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에 대한 갈등과 혼란을 보

여주는 작품이기도 했을 것이다. <미스 사이공>의 실질적 주인공인 엔지니어가 표상하

는, 나아가 이 작품의 모든 비서양 등장인물들이 표상하는 동양인성Asianness 내지는 인

종적 타자성Otherness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미국인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19)

17) Original London Cast Recording, GED 7599-24271-2

18) The Complete Recording of Boublil & Schönberg's Miss Saigon, SB70037C KIM CD1

19) " 동양인의 몸을 빌려 필사적으로 찾고자 한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었다. 이상적
이고 현대적인 미국의 자화상, 불안하고 불완전한 신생국가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당당한 리
더의 모습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무대 위 동양인의 문화적 열등함, 도덕적 윤리적 파탄은 계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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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사이공>의 오리엔탈리즘은 분명히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하지만, 적어

도 음악적인 맥락에서 서구 음악 담론의 지배를 엄격히 읽어내고자 든다면 오페라나 뮤

지컬과 같은 음악극 작품들 가운데 (창작 오페라나 뮤지컬에서조차도) 오리엔탈리즘의 비

판을 면할 수 있는 작품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창작뮤지컬의 경우 

<대춘향전>과 <명성황후>와 같이 클래식 관현악어법과 전통음악 어법을 적극적으로 동

원한 공들인 작품일수록 음악적 논리상의 남성성 지배와 오리엔탈리즘을 지적하기가 쉬

워진다는 역설이 생기도 한다. 그럼에도 잡종의 음악언어로서의 뮤지컬 음악 양식은 식

민주의 서구 음악 담론(19세기 서유럽 오페라에서와 같은 형태의)을 불완전한 형태로밖에

는 구축하지 못한다. 그것은 음악 양식으로서의 뮤지컬 양식이 갖는 불완전함 때문이라

기보다는 20세기 이후 재현적 음악 양식이 현실로서 맞닥뜨린 다문화적․다인종적 상황 

때문이다.

뮤지컬 <미스 사이공>은 영국에서의 초연 이후 세계 곳곳에서 공연되면서 작품의 안

과 밖에서 다양한 정치적 함의를 생산해낸 신중히 다루어야 할 문화적 텍스트다. 이 작

품이 한국 무대에서 한국인 배우들에 의해 공연될 때 우리는 어떤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

고 재생산해야 할까? 미래의 어느 땐가 동남아 출신 한국 국적 뮤지컬 배우들이 <미스 

사이공> 라이선스 한국 공연의 베트남인 배역들을 순수 한국인 배우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상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라이선스 공연 무대 위 엔지니어가 운영하

는 베트남의 술집 '드림랜드'에 갈색 피부의 동남아 출신 여배우들 대신 미국 여인들만큼

이나 흰 피부에 날씬한 몸매를 뽐내는 한국 여배우들이 등장할 때부터, 그리고 한국 군

인들로만 보이는(한국군은 실제로 베트남전에 참가하지 않았던가) 남자 배우들이 이들과 

어울려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순간부터 <미스 사이공>의 텍스트는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건다. 이들을 배경으로 한 사이비 가믈란과 블루스는 또한 우리

에게 어떤 음악적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무대 위에서 드러나는 이 잡종 음악의 전도

된 오리엔탈리즘은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 이 공연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지평을 

열어준다. 그것이 서구 음악 담론에 대한 재확인에 그칠 것인지, 그에 대한 대항 담론 제

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텍스트의 해석에 참여하는 이들의 

실천적 태도에 달려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청교도주의에 의해 억압된 미국인 내면의 욕망과 금지된 환상의 투영일 수도 있다." 최
성희, 같은 논문, 330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