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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국민을 위한 노래: 

해방 이후 국민가요운동의 전개와 

국민 주체의 음악적 구상

심재겸(서울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베를린자유 학 박사 수료)

1. 서론: 1970년 국민가요 논쟁

2. 해방 이후 유행가 논란과 국민가요의 부활

3. 금지와 진흥: 정부 수립 이후 가요 정화와 국민가요

4. 1950년대 대중에 대한 관념과 국민가요의 방향

5. 국민에게 노래를: 국민가요와 1950년대 국민개창운동

6. 결론: 1960년 ‘왜색붐’과 ‘혁명’ 정부, 그리고 국민가요의 실패

1945년 해방 이후 유행가는 우 와 좌 의 모든 지식인에게 비 을 받았

다. 일제 시기부터 즐겨 불리던 유행가가 가진 속함과 퇴폐성이 을 타

락하게 하고 바람직한 국민 주체의 형성을 가로막는다는 이유 다. 따라서 

지식인들과 정부는 가요정화운동을 통해 당 의 유행가를 규제하고자 하

다. 그리고 기존의 유행가를 체할 수 있는 건 한 가요를 보 해 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 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 수립 이후 

우  음악가들은 국민가요운동과 국민개창운동을 개하기 시작하 다. 하지

만 1950년  한국의 상황에서 유행가를 규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공 기 의 조직  허술함도 그 원인  하나 지만 무엇보다 문화에 한 

자유주의  경향 아래 강압 인 지와 통제는 민한 문제 다. 따라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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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가요 정화, 건전가요, 국민가요, 국민개창운동, 왜색

가요운동 지도자들은 유행가 규제보다 건 한 국민가요를 극 으로 보 해 

기존의 퇴폐 인 유행가들을 체하려고 하 다. 에게 리 불리기 해

서는 성을 갖출 필요가 있었다. 1950년 가 지나가는 동안, 국민가요의 

원활한 보 을 해 정부는 때로는 극 으로 운동에 가담하 지만 때로는 

무 심하기도 하 다. 게다가 국민개창운동추진회의 국민가요는 에게 인

기를 얻지 못하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개창운동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

하기로 한 박정희 정권에 해 우  음악가들의 기 는 컸다. 하지만 우  

음악가들의 기 에도 불구하고 1960년  정부 주도의 국민개창운동은 지속

으로 시행되지 못하 다. 1970년 정부는 우  음악가들의 국민가요가 

성이 없다고 단하며 유행가 작곡가와 가수들에게 이를 임한 후, 이는 건

가요라고 불리게 된다.

1. 서론: 1970년 국민가요 논쟁

1970년 6월  하나의 왜색 시비가 불거졌다. 다름이 아닌 당해 

문화공보부가 제정하고 일선 학교에 배포한 국민가요가 논란의 상

이었다. 문공부는 1969년 말 새로운 국민가요 가사를 상 모집하

고 오추임 작 <새날의 일꾼>, 최미  작 <기쁨을 노래하자>, 홍성진 

작 <나가자 앞으로>, 조형식 작 < 은 일꾼>등이 당선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가사에 맞는 작곡도 상 모집하 으나 마땅한 당선작이 

없어 음악 작곡가들에게 하게 되었다. 박춘석, 길옥윤, 이

조, 박시춘, 황문평 등 당 의 쟁쟁한 작곡가들이 참여한 이 국민가요

는 악보와 음반으로 제작되고 보 되어 “가정과 직장에서의 동 정

신을 고취하고 명랑한 분 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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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이 노래들이 각 학교에 배포되면서 시작되었다. 일

선 음악 교사들은 이 노래들이 ‘왜색군가조’에다 슬  단조를 띠고 

‘유행가’를 닮았다며 건의하 고 국민가요 보  지를 요구하며 나

서게 되었다.1)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6월 2일에 열린 제2회 

음악인 회 고 주최 측인 한국음악 회는 국민가요 긴 책 원회

를 구성하 다. 책 원회는 ‘왜색군가조’이고 음악 이론에도 맞지 

않으며 < 머리총각>, <처녀엄마> 등을 작곡한 사람들이 만든 국민가

요가 건 한 가창운동에 쓰일 수는 없다고 문공부에 항의하 다. 이에 

해당 국민가요 작곡가와 그들이 소속된 한국연 회가 즉시 반발하

고 나섰다. 박시춘은 “국민가요는 직장, 학교 등 각계각층에서 구든

지 부를 수 있도록 으로 작곡한 것 뿐”이라고 항변했으며 연

은 “그 다면 한국 군가조는 어떤 것”이냐고 되묻고 “유행가 작곡가

들의 작품이니까 유행가조라고 하는 것도 선입견 때문”이라고 일축했

다.2)

그 지 않아도 건 가요와 국민표 오락 제정 보 을 해 야심차

게 지 않은 산안을 편성하기도 했던 문공부는 이러한 논란이 당

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논쟁은 엄연히 일반 을 상으

로 제작된 국민가요가 학교에 보 된 것 자체가 행정 차를 제 로 

밟지 않은 경솔함 탓이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책 원회 원이었던 

상명여고 교사 김정진과 1950년 부터 국민가요운동에 매진해왔던 

작곡가 나운 , 박태 , 이흥렬이 참석한 월간음악 창간특집 국민가요 

1) 문공부의 국민가요에 일선교사들 반발, ｢일제군가에다 유행가 닮았다｣, 경향신

문, 1970년 6월 5일.

2) ｢일군가, 가요 비슷한 국민가요 말썽｣, 동아일보, 1970년 6월 6일; 이 섭, 

｢국민가요에도 왜색시비｣,  앙일보, 1970년 6월 6일; ｢음 -연 , 왜색군가

조 국민가요 시비｣, 경향신문, 1970년 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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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오추임 작사, 박춘석 작곡, <새날의일꾼> 문화공보부 제작 홍보 상(1970) . 좌로

부터 이 일, 은방울자매, 엄 섭.

<사진 1> <새날의일꾼>

논쟁 좌담회에서 이러한 말을 설명한다. 김정진에 따르면, 당시 국

민가요 심사에 참여했던 작곡가 김동진이 해당 국민가요가 ‘왜색’이

고 ‘단음계’라 끝까지 반 했으나 결국 채택되어 보 되고 말았다고 

한다. 이에 사회자는 문공부가 어째서 유행가 작곡가들에게 국민가요

를 하 는지 의문을 표한다. 하지만 문공부의 이러한 결정과 더불

어 그간 만들어진 국민가요에 하여 이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은 분명

하다. “우리 순수 음악하는 사람의 노래는 잘 안 불려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보 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에게 그만큼 매력이 없기 때문

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좌담회도 국민가요의 향방에 하여 별

다른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 채 “다만 유행가를 지은 사람이 지은 노

래는 곤란”하다는 정도의 결론을 내고 다음 기회를 기약한다.3)

3) ｢ 담: 국민가요 논쟁에 하여｣, 월간음악, 1970년 6월, 12∼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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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이미 국민가요운동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난 시 에서

도 이러한 논쟁이 환기하는 바는 여러 모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

가요는 어떠해야 하는가. 건 한 가사와 명랑한 곡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왜색’이 아닌 ‘한국 인 것’을 담지하고 있

어야 하며 들이 ‘자발 ’으로 부를 정도의 성을 갖추어야 한

다. 1972년 새해 벽두에 윤주  문공부 장 의 주최로 열린 국민가요 

진흥 간담회에서도 동일한 지향성이 반복된다. 이례 으로 이 조, 박

시춘, 박춘석 등 음악 작곡가들도 참여한 이 간담회에서 김성태, 

이흥렬, 이은상을 비롯한 기존의 국민가요 작가들은 여태까지 국민가

요가 많이 만들어져 왔는데도 그 보  방법이 항상 문제 다고 지

한다. 그리고 시인 박목월과 문공부 술국장 이재연은 어디까지나 

국민가요의 보 은  주도를 피하고 자율 으로 실천되어야함을 강

조한다.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홍도야 울지마라>나 <목포

의 물>과 같은 유행가를 지양하고 구나 “쉬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윤주  장 의 발언에 참석자들은 모두 동의한

다.4)

‘ 속한 유행가’에 한 비 은 1945년 해방 이후 계속 반복되어왔

다. 아니, 한국에서 ‘ 가요’라는 개념이 성립하던 시기, 즉 1920～

1930년 부터 이미 ‘ 속한 유행가’라는 념은 곧 비  담론의 

핵심을 차지했다. “ 부분 술과 계집을 놀애하는 퇴폐  세기말 인 

것이 아니면 실도피를 찬미하는” 유행가는 도덕  계몽과 사회질서

의 담론 역에서 항상 표 인  상의 하나로 존재하 다. 

따라서 이러한 “ 한 취미와 속악한 유행가”를 없애고 “고상한 취

4) ｢국민가요 진흥을 한 좌담회｣, 월간음악, 1972년 2월, 112∼1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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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권장하지 않으면 사회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5) 해방 

이후 국민가요 구상 역시 이러한 지 에서 나타났다. 국민가요라는 

개념은 1930년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1936년 오사카 앙방송국에

서는 문 과장 오쿠야 구마오(奥屋態郎)의 발안으로 퇴폐 인 기존 

‘ 코드 유행가’의 안으로 <신가요곡>을 자체 제작해 방송하 다.6) 

그리고 곧 ‘국민가요’라는 이름의 로그램으로 개명하게 된다. 본래

는 “건 , 명랑한 정조 함양을 목 으로 한 을 한 음악”으로 

추진되었으나 일 쟁의 발발과 동시에 “새로운 국민 교화, 동원, 그

리고 의 앙양을 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 다.7) 그리고 식민

지 조선에서도 1938년경 일본의 국민가요가 되어 라디오에서 국

민가요 로그램이 방송되었다.8)

5) ｢퇴폐가요 버리고 진취  놀이를｣, 동아일보, 1929년 2월 25일; ｢유행가의 

정화｣, 조선일보, 1937년 4월 6일; 박태훈, ｢진실의 교육｣, 동아일보, 1931

년 5월 7일.

6) <신가요곡> 방송 제작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① 가사도 악곡도 청신, 건강, 재래의 다수의 유행가를 석권한 퇴폐  기운에

서 탈피

 ② 가정에서도 소리 높여 명랑하게 혹은 감격 으로 부를 수 있는 가곡일 것

 ③ 시 인의 감각과 공명하는 유쾌한 가곡일 것. 희망 사항으로는 생활의 피로

나 고민을 로할 뿐인 소극 인 락에 그치지 않고, 내일의 생활 창조로 

유도할 극 인 락 요소를 가능한 한 많이 포함할 것.

7) 戸ノ下達也, 音楽を動員せよ: 統制と娯楽の十五年戦争, 青弓社, 2008, 118∼122

쪽; 내무성 경보국 음반검열 이었던 오가와 치카고로( 川近五郎)는 국민가를 

‘공 유행가’라 칭한 바 있다. 戸ノ下達也, ｢国民歌｣を唱和した時代―昭和の大

衆歌謡, 吉川弘文館, 2010/7, 55∼57; Hiromu Nagahara, “The Censor as Critic: 

Ogawa Chikagoro and the Pleasures of Censorship,” Unpopular Music: The Politics 

of Mass Culture in Modern Japan, Doctoral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2011도 

참조; 그 외 일본의 국민가요  국민가 련 연구는 戸ノ下達也·長木誠司　編, 

総力戦と音楽文化―音と声の戦争, 青弓社, 2008/10; 渡辺裕, 歌う国民―唱歌, 

校歌, うたごえ, 中央公論新社, 2010/9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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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요는 ‘퇴폐 인 왜색 가요곡’을 정화하고 이러한 ‘가요정화

운동’의 일환으로 ‘건 한 가요곡’을 제정하고 보 하는 일체의 활동

을 의미하 다.9) 따라서 국민가요는 단순히 정해진 형식의 노래 는 

음악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 하나의 운동으로 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퇴폐와 속이 지시하는 특정한 가치를 배제하고 동시에 건 과 

명랑이 지시하는 특정한 가치를 지속 으로 환기해 ‘국민’의 가치로 

포섭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 한국의 국민가요운동은 늦어도 1949년, 

이르게 보면 1947～1948년부터 시작되었다. 앙정부의 주도로 이루

어진 제정도 있었지만 지방 기 과 민간단체도 활발하게 국민가요운

동을 개하 다. 그만큼 국민가요에 한 문화인들과 료들의 심

은 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민가요를 본격 으로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한국

술사 계를 비롯한 여러 개론서 등에서 해방 이후와 1950년

의 가요 정화와 국민가요에 해 소략히 서술하고 있지만 부분의 

연구는 박정희 시 에 집 되어 있다.10)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

로 가요 정화와 국민가요운동을 주로 독재정권의 시스트  행 로, 

즉 체주의 는 권 주의 체제 아래에서 행해진 일종의 특수한 검

8) 이외에도 가정가요, 후생음악, 애국가(요), 신작가요, 생활가요 등 다양한 이름으

로 불렸으나 본 은 이를 특별히 포 하는 경우 외에는 1949년부터 다시 사용되

기 시작한 국민가요를 상으로 한다.

9) ｢건 한 국민가요곡 제정｣, 조선 앙일보, 1949년 8월 11일.

10) 표 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문옥배, 한국 지곡의 사회사, 도서출  

솔, 2004; 문옥배, ｢해방 이후 정부의 음악통제 연구｣, 음악논단 22, 2008, 

25∼64쪽; 이진아, ｢1960년  가요정화운동과 ‘건 가요’의 창출｣, 한국 사회

학회 사회학 회 논문집, 2009, 391∼408쪽; 김은경, 박정희체제의 지배양식

에 한 비  연구: 음악정책을 심으로, 인하 학교 박사학 논문, 

2010.2; 송화숙, ｢박정희 국가 근 화 로젝트와 음악｣, 민은기 편, 독재자의 

노래, 서울: 한울, 2012, 239∼275쪽.

연세대학교 | IP: 1.233.215.*** | Accessed 2018/04/06 12:16(KST)



국민을 한 노래: 해방 이후 국민가요운동의 개와 국민 주체의 음악  구상_심재겸  107

열과 단속으로 맥락화하는 경향을 가진다. 다시 말해 박정희 시  연

구는 당시 문화와 문화 정책에 한 논의, 그리고 유행가에 한 태도

의 성격을 종종 억압 인 국가권력 는 독재자 개인의 외  사고

로 환원하는 오류를 지르고 있다.11) 게다가 박정희 정권과 국민가

요에 종사하던 음악가들의 계가 세 하게 분석되지 않은 채 국민가

요는 곧 제 가요이며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립과 국가 이데올로기 

선 을 한 도구라는 동일한 결론이 되풀이된다. 하지만 에서 다룬 

논쟁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민가요는 단순히 로부터의 강제를 수

반하는 일사불란한 국가  기획이라기보다 항상 논쟁 이었고 다양

한 맥락 속에서 타 하고 재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노력

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에게 외면당했다.

‘ 속’을 규제하려는 일련의 실천을 특정 정권 는 체제의 행 로 

환원하는 순간, 음악과 속함에 한 근  사회의 장기 인 투쟁

이라는 역사  국면을 놓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이는 과 억압

인 국가권력이라는 일방 인  계를 설정해 국가의 강력한 통제

와 억압이라는 서사를 반복하고 지배 체제의 이데올로기  실천이라

는 모호한 국가주의를 강화한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국민가요운동의 

11) 특히 김은경은 박정희 정권의 억압 인 군사독재 음악정책을 일사불란하

게 ‘총체 으로 리되는 사회’의 이데올로기  도구로 상정하고 이를 일제시

에 행해진 검열과 규제의 ‘친일 ’ 모방으로 환원하고 있다. 김은경, 의 

논문; 이진아와 송화숙의 은 미셸 푸코(M. Faucault)의 Discipline and Punish에

서 논의된 근  권력의 기술로서 규율화 개념을 빌려와 국민가요를 설명하지

만 마찬가지로 다양한 행 자들의 담론  실천(discursive practice)이나 권력의 

미시 인 작동 방식에 한 분석보다는 개인의 과시  권력의 에 좀 더 

심을 두고 있다는 에서 이론  정합성이 떨어진다. 더욱이 ‘노래’를 체조, 

제식, 복장, 노동 등과 동일 선상에서 다루기에는 좀 더 엄 한 근이 필요하

다. 이진아·송화숙, 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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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을 1960～1970년 로 오해하는 사실의 오류는 차치하고라도, 해

방 후부터 1950년 까지 진행되어온 담론의 흐름은 략 으로 무시

되어왔다. 물론 박정희 정부와 재건운동본부에 의해 그 이 까지 진행

되어오던 국민가요운동이 공식 인 정부의 활동으로 회수되는 사실

은 부정할 수 없다. 한 이 시기는 지식인들의 유행가에 한 계몽  

권 주의가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특정한 맥락과 맞물려 보다 강화되

는 순간이기도 하 다. 하지만 본 에서 해방 이후 1950년 의 상황

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 ‘반- 속’ 운동의 른 맥락을 

훑음과 동시에 특정 정치체제의 외 인 상황으로 환원하는 것을 피

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 이 시기가 해방 후 한국에

서의 가요 정화와 국민가요를 냉 과 탈식민의 념으로 재창출하고 

재구조화하는 도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이 박정희 시 의 

국민가요운동 그리고 그 이후의 건 가요 운동의 이론  실천  기

를 제공한다는 에서도 그 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논문은 1945년부터 1961년까지의 국민가요운동

을 다루고자 한다. 우선 유행가가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그것의 정

화가 어째서 시 한 안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가요 정화와 국민가요

운동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한 담론들을 살펴보는 것이 목 이다. 

그리고 공공 기 에 의한 지의 정치학으로서의 가요정화운동을 다

룬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와 규제로서의 가요 정화가 1950년  

한국의 역사  맥락에서 어떠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지를 규

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가요운동의 개를 추 하며 여기에 

담긴 우  작곡가들의 념과 이상을 짚어보기로 한다. 그리고 하나의 

강력한 법  조치로서의 가요 정화와 국민가요보 이 이루어지는 시

은 훨씬 뒤의 일이지만 실제로 기본 인 논리와 방식은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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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되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2. 해방 이후 유행가 논란과 국민가요의 부활

해방 직후 유행가를 가장 먼  문제시하기 시작한 것은 좌  진  

음악가  비평가들이었다. 특히 박용구는 1946년 3월 “ 가요의 

요망”이라는 제목의 논설을 한성일보에 3회에 걸쳐 게재한다. 이 

에서 그의 주장은 명확하다. 유행가는 일본의 ハヤリウタ(流行歌)가 

“자본주의 기업에 의하여 상품화”된 것이고 조선의 유행가는 이의 

“모작 내지 변작”에 불과하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기업은 국가

의 의지를 체 하기 때문에 유행가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의 “첨병”이

며 그 “침략의 도구”다. 유행가는 식민지 시기 항하는 민 을 문화

으로 회유하기 한 “일제문화침략정책의 선물”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행가가 아직도 즐겨 불리고 있다는 실은 청산되지 못한 

식민지 경험의 가장 표 인 잔재가 존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

는 것이었다.12)

박용구는 자본주의 기업에 의해 만들어진 유행가는 그  친화성

으로 인하여 해방 이후에도 “생활 불안과 건국에 지친  생활” 속

에 깊이 침투하여 있다고 보았다. 한 일본 제국주의의 퇴진과 함께 

그 코드기업들도 부 사라져 재는 이 다 할 조선의 가요가 없

12) 박용구, ｢유행가｣,  앙신문, 1945년 11월 23～24일; 박용구, ｢ 가요의 

요망 상/ /하｣, 한성일보, 1946년 3월 10～12일; 박용구, ｢방송음악의 문제｣, 

경향신문, 1946년 11월 21일; 이범 , ｢음악운동의 민주  성격｣, 경향신문, 

1946년 11월 21일; 박용구, ｢유행가이야기｣,  동 5, 1947년 6월, 58～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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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황이다. 따라서 념 으로 “일소운동”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

다고 보고 식민주의의 잔재인 유행가를 체할, “민 의 새로운 민요

가 될 수 있는” 건 하고 바람직한 유행가를 공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박 근은 당시 조선 롤 타리아음악

동맹  조선음악가동맹 계열의 좌  작곡가들이 만들던 해방가요에 

주목한다. 그는 해방 직후 작곡된 김성태, 나운  등의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후생음악”에 사하던 보수우익 작곡가들의 애국가요가 여

히 일제시 의 “익숙한 멜로디의 잔재가 청산”되지 못한 것들이며, 

“잔재의 선율과 화성을 가진 애국가요를 단연배격”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한 안익태의 <애국가> 역시 해방 이 에 작곡된 것으로 처량

한 찬송가조로 되어있어 애국 인 감격이 표 되지 못하고 “ 건  

종교  잔재”라며 비 한다. 그는 김성태의 <독립행진곡>을 “일제군

국가요조”라고 지 하며, 김순남의 <건국행진곡>과 <자유의 노래>와 

같은 해방가요들이 이 “잔재를 일소하고 오히려 새로운 멜로디와 리

듬”을 창조하 으며 바로 이러한 “보다 높은 음악을 인민 ”에게 

보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13)

해방가요 운동은 좌  진  음악가들에게 “음악 화”를 한 

요한 사업 의 하나 다. 음악 화, 즉 “ 가요의 보 과 일제 

잔재에 한 극  투쟁”은 민족음악 수립을 한 구체 이며 진보

인 운동이었으며 동시에 롤 타리아 들에게 계 의식을 고

취하는 하나의 문화  동원 방식으로 활용되었다.14) 조선음악가동맹

13) 박 근, ｢문화: 일악단의 당면과제, 음악가 회결성의 의의(상)｣,  앙신문, 

1945년 11월 28일; 박 근, ｢문화: 해방 후의 문화동향(4), 악단의 회고와 망｣, 

 앙신문, 1945년 12월 30일; 박 근, ｢신민족 문화의 건설: 민족음악의 건설｣, 

한성일보, 1947년 1월 5일; 박 근, ｢음악계 개 ｣, 1947년  술연감, 

서울: 술문화사, 1947.5, 30～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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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주부장이었던 정종길은 여태까지 들은 “지극히 애조를 띠고 

있으며 쇠퇴  허무  유탕  음악만”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

운 국가 건설을 하여 “씩씩한 노동가”, “건 한 오락음악”, 그리고 

“[자본가와 특권] 계 에 하여 싸워나갈 투쟁가”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 다.15) 이러한 배경에서 김순남과 이건우를 심

으로 한 좌  진  음악가들은 수십 편의 해방가요를 작곡하 고 각

종 단체의 결성 회나  집회와 발표회, 그리고 음반 등을 통해 

다양한 층 에서 해방가요를 보 하 다.16) 박용구는 김성태 등의 애

국가요보다 김순남의 <해방의 노래>가 더더욱 민 에게 애창되고 있

다며 해방가요 운동의 성과를 높이 사지만 여 히 보  방법이나 작

곡 편수 등 아쉬운 이 있다고 지 하 다.17)

유행가 문제에 하여 좌  진 만 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

니었다. 하지만 좌  진 이 유행가를 식민주의와 그에 사하던 자본

주의 기업들의 지배 도구로서 엄격하게 규정한 반면, 보수 계열 음악

가와 비평가들은 좀 더 신 한 태도를 취한다. 김성태는 1946년 한 

에서 해방 이후에도 “일본 인 것”들이 특히 경음악에 심각하게 침

윤하여 있다고 보지만, “일본 인 것”과 “동양 인 것”을 구분할 필요

14) 김순남, ｢악단회고기｣, 백제, 1947년 1월, 15～18쪽.

15) 정종길, ｢근로 의 음악｣, 인민 술, 1945년 12월, 17～20쪽.

16) 해방가요에 한 더 자세한 사항은 노동은, ｢해방과 분리 공간의 음악사 연구 

1｣, 낭만음악 1, 1988, 37～109쪽; 노동은, ｢해방과 분리 공간의 음악사 연구 

2｣, 낭만음악 2, 1989, 4～40쪽; 노동은, 김순남: 그 삶과 술, 서울: 낭만

음악사, 1992; 주혜진, ｢해방가요와 해방가요 운동의 발생과 특성에 한 연구

｣,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1999; 박정선, ｢해방가요의 이념과 형식｣, 어문

학 99, 2008, 199～230쪽 등 참조.

17) 박용구, ｢해방가요와 시｣, 신인, 1948년 3월; 박용구, ｢해방후의 음악계 3년｣, 

민성, 1948년 8월, 48～49쪽; 박용구, ｢조선가곡의 치: 김순남 가곡집 “자

장가”를 심으로｣, 신천지, 1948년 9월, 181～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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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주장한다.18) 그는 이후에도 “일본 노래라고 무턱 고 배격

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며, 유행가를 정화해야 되는 이유는 유행가가 

“일본 자체에서도 지탄을 받고 지성층들로부터 속하다는 말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19) 다시 말해, 유행가의 ‘일본색’보다는 ‘ 속

함’과 ‘퇴폐성’에 더 방 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이는 곧 ‘애조’를 

띤 가요를 의미하 다. 

유행가가 비난받던 가장 큰 이유 하나는 그것이 속하고 퇴폐 이

기 때문이었다. 신문의 독자 편지나 잡지의 논단에서 종종 지 되는 

이 ‘ 속함’과 ‘퇴폐성’의 모호한 범주는 항상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이것은 반드시 외설 이거나 음란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넓은 의미로 ‘ 속’과 ‘퇴폐’는 ‘건 ’하지 못한 정서를 끊

임없이 지명함으로써 그 경계를 구축해나가고 있었다. 이를테면 남녀

계에서의 이별과 사랑의 노래는 가장 공통 으로 지 되는 표

인 ‘ 속’한 노래 다. 하지만 비극 인 운명에 한 비탄, 물, 슬픔, 

그리고 체념이라는 특정한 정서는 각각의 구체 인 개별 주제와 계

없이 유행가라고 불리던 음악의 심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즉, 산

업화, 분단, 쟁에서 비롯한 망향, 상실, 이별의 경험들을 다룬 노래

18) 김성태, ｢음악건설의 제언｣,  명, 1946년 1월, 25～26쪽; 군정청 공보과장 

구원회의 발언도 이와 유사하다. 그는 “건국도정에 있는 우리에게는 재래의 

모든 감상  가요를 구축할” 필요가 있지만 가요 정화에 한 념이 이미 

일제시  때부터 존재했음을 지 한다. 그는 유행가의 일본색에 하여, 일본

색의 소탕을 목 으로 하는 것은 “동양 민족의 감정  공통성”을 간과하고 

조선 고래의 향토민요만을 남겨놓을 험이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일견 ‘한국

성’과 ‘일본성’에 해 진 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의 의도는 

좌  진 의 유행가 정화 담론에 한 우회  비 이기도 하 다. 구원회, ｢

가요 정화문제에의 제의｣, 경향신문, 1946년 11월 21일.

19) ｢멍든 국산 코드 일본바람에｣, 동아일보, 1960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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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역시 동일한 어조를 공유하고 있었다.

소  ‘애상조’라 불린 이러한 노래들에서 화자는 이별에 아쉬워하

며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과거를 잊지 못한다. “진주라 천리길이니, 

비오는 목포니 류의 이른바 건사작곡된 애상 인 유행가”는 운명에의 

순응과 패배주의, 무기력함을 자극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서로 비난

받았다. 망 이고 패배주의 으로 간주되는 이러한 감상 인 노래

들은 “국민정서 특히 어린이들의 순된 정서에 미치는 망국 인 향” 

이 염려되었고, “이런 노래들은 민족정서를 순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쓸데없는 값싼 감상을 자아내어 생산력을 감퇴시키고 국민정신을 연

약하게 하는 백해무익의 것들”로 규정되었다.20) 다시 말해, 물 흘리

고 토로하고 좌 하는 과잉된 감정의 멜로드라마는 수동 이고 비생

산 인 개인을 장려하고 이러한 ‘ 물’로 철된 드라마 속의 개인은 

근  주체의 태도를 아직 획득하지 못한 건  주체로 간주되었다.

우  음악가들 역시 속한 유행가 신 을 한 건 한 노래

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몇몇 애국가

요를 작곡하고 보 한 것 외에 그 이상의 작업을 수행할 정도의 심

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우  음악가들의 고려교향악 회나 

국음악 문화 회 등은 노래를 통한 음악 화운동보다는 실내악

이나 교향악단 활동을 통해 순수음악의 인 변 확 로 이를 

수행하고자 하 다. 오히려 좌  진 의 노래운동에 하여 항상 비

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김성태는 몇명 음악가들이 “ 술 행동

을 정치에까지 연장시키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왕년의 

좌경문학”의 악 향 탓이라고 비 한다.21) 1947년 우  음악가들이 

20) 송 호, ｢국민오락과 가요｣, 동아일보, 1955년 1월 14일; 김기석, ｢방송푸로

의 개편을 바람(하)｣, 경향신문, 195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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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인 민 일보의 한 좌담회에서 역시 좌  음악가들의 음악 화운

동에 하여 원색 인 비난을 치 않는다. 나운 이 좌 의 음악

화운동에 해 설명하자 김성태는 이를 “정치  슬로간”에 지나지 않

는 것이고 실제로 성취한 것이  없다며 일축하고 채동선과 박태

은 좌경음악이란 곧 “선동”과 “ 괴”를 목 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

한다. 좌  비평가들이 개하고 있던 음악 비평에 해서도 “ 이 

어떠니 인민이 어떠니 하는 상투어 몇 마디를 내걸어놓고 그  독설

만” 늘어놓고 있는 “음악과는 상 도 없는 순 엉터리들”이라고 평가

하기도 하 다.22) 어도 1948년까지 우  음악가들은 ‘ 을 한 

노래’를 보 하는 데 큰 요도를 두고 있지 않았지만 이는 그 음악 

자체를 반 한다고 보긴 힘들다. 다만 좌 들의 음악 화운동을 

롤 타리아 명을 한 선  선동으로 악하고 음악의 질  하를 

우려하는 수 이었다. 그리고 아직은 교향악운동과 순수 술의 발

에 더 심을 가지고 있었다.

1947년 8월 15일 미군정과 계 당국은 좌익운동을 면 으로 비

합법화하 고 많은 좌  문화 인사들이 피검 혹은 도피함에 따라 좌

 진 의 문화운동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그리고 좌  진 이 사

라진 후 ‘국민을 한 가요’에 처음 심을 가진 것은 공보처 다. 

1948년 말 공보처에 설치된 선 책 앙 원회23)는 1949년 6월 “국

21) 김성태, ｢음악건설의 제언｣, 26쪽.

22) ｢음악 문화 책좌담회: 음악본질계몽이 무, 왜곡된 정치  선 성을 배격하

자｣, 민 일보, 1947년 6월 12일.

23) 선 책 앙 원회는 1948년 11월 “국가의 기본정강의 천명, 정부방책의 선

, 민심의 계발, 기타 선 책에 한 사항을 조사심의”를 한 목 으로 

통령령으로 공보처 내에 설치되었다. ｢선 책 앙 원회직제｣,  보, 

총무처, 1948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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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요” 가사와 해외 선  포스터를 상 모집하 다. “  국민이 우

차게 합창할 수 있는 평이명랑하고 능동 이며 화창하는 에 애국

심이 자연용출할 만한 것”인 내용에 “3  정도로 하되 후렴을 붙일 

것” 정도의 간략한 요강을 갖춘 이 상 모집에서 <애국의 노래>(홍순

), <민족의 노래>(장유 ), <국민의 노래>(염 호)의 세 가사가 2등, 

3등으로 당선되었다.24) 그리고 공보처는 이 가사에 맞는 곡을 작곡가

들에게 하고 각각 박태 , 윤용하, 이흥렬이 담당하여 1949년 말 

<우리 날>(김생려), <자유의 종>(손 ), <건국의 노래>(나운 )와 함께 

새로운 국민가요로 제정되었다.25)

해방 이후 ‘국민가요’는 항상 부정 인 의미를 가진 단어 다. 박용

구를 비롯한 좌  비평가들이 “일제의 악인 유행가나 군가 내지 국민

가요조”라고 수차례 언 한 바와 같이, 국민가요는 애조를 띤 군가 

혹은 일본식 음계를 쓴 행진곡으로 이해되었다.26) 다시 말해, 1948년 

이 까지는 태평양 쟁 시기에 보 된 일본의 군국주의  국민가요

를 의미하고 있었으며, 이는 곧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이자 해소되어야

할 상임을 지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1949년 공보처가 이를 국가  

기획의 하나로 활용하는 순간 그 의미가 역 되어 버렸다. 공보처의 

국민가요 모집 기획 과정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일어났는지는 자료의 

부재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결과 으로 볼 때 이는 식민지 유산이었

던 국민가요가 해방 한국에서 공식 으로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는 1950년  이후에도 지속된 국민가요운동의 출발 이기도 하 다.

24) 1등은 뽑히지 않았다. ｢선 포스타－국민가요 모집｣, 동 신문, 1949년 6월 

14일.

25) ｢애국가요를 속히 보 하자｣, 한성일보, 1949년 12월 2일.

26) 박용구, ｢해방가요와 시｣.

연세대학교 | IP: 1.233.215.*** | Accessed 2018/04/06 12:16(KST)



116  음악 통권 18호(2016년 하반기)

3. 금지와 진흥: 정부 수립 이후 가요 정화와 국민가요

1949년 공보처의 국민가요 모집 그리고 제정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

의 보 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새로운 국민가요는 기존의 애국가요

와 같이 국가  기념행사에서 연주되거나 각 시·도·군에서 이에 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공보처의 후원으로 발표회 등이 시행되었다.27) 

국민가요의 공식 인 제정과 함께 이철원 공보처장은 12월 1일 아래

와 같은 담화를 발표하 다.

( 략)…우리 국민은 모름지기 애국 애족의 정신에 입각하여 건 ·

활발·명랑한 사기를 배양하고 속·애상한 유행가 등으로 민족정기를 

축시키는 것은 일소하여야 할 것이다. 반 공보처에서 제정한 국민

가요를 각계각층의 인사에게 추천하니 직장에서나 軍門에서나 학교에

서나 극장에서나 요정에서나 반드시 각 책임자가 지도 연습시키어 단시

일 내에 국 방방곡곡에 유포되도록… (후략)28)

그는 국민가요의 보 과 교육뿐만 아니라 “ 속 애상”한 유행가의 

단속을 같이 실행할 의사가 있음을 천명하 다. 이철원은 재차 14일, 

“민족도의를 손상시키며 풍기에 되는 속한 잡지·유행가·탐정

소설·만화 등의 출 물이 범람”하고 있다는 담화를 발표하 다. 그는 

이 담화에서 “ 하 상실된 국토를 회복하여야 할 시기에 있어서 

27) 이를테면, ｢국민가요보 : 다채스런 음악제 ｣,  일보, 1949년 10월 21일; 

｢청산리 첩 기념회성황｣, 동아일보, 1949년 11월 1일; ｢국민가요와 무용 

시공 서 발표회｣, 자유, 1949년 12월 16일; ｢국민가요보 회｣, 한성일보, 

1950년 2월 21일 등의 기사 참조.

28) ｢애국가요를 속히 보 하자｣, 한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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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신을 해치는 이러한 출 물”들은 출 인들이 자발 으로 검열

하고 지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리고 동시에 “당국으로서도 이

에 한 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 다.29)

다방, 술집, 바, 카바 , 식당 등에서 일본식 유행가를 즐겨 듣는 

습 은 해방 이후에도 여 히 달라지지 않았다. 1948년까지 정식으로 

정부는 수립되지 않았고 한국은 미군정의 통치 하에 있었지만, 유행가

에 한 단속 시도는 1946년부터 이루어졌다. 당시 이를 담당하던 행

정기 은 군정 소속의 문교부와 경무부 다. 이 군정기에 경찰에 의해 

몇 차례의 일본 코드  “부루스-조로된 퇴폐주의에 즌 가사와 

곡조”에 한 단속이 이루어졌고, 극장, 다방, 식당, 바와 같은 오

락 장소가 그 단속 상이 되었다.30) 해방 후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

은 제도 , 인 , 문화면에서 일본식 문법을 청산하려는 왜색일소운동

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유행가 단속에 한 특별한 항은 없었으나 

단속의 강제성이 두드러지지 못했고 각 경찰서에서 업자들을 불러 주

의를 시키는 수 에 머물 다.31)

정부 수립 이후에는 문교부와 공보처, 그리고 경찰이 속한 유행

가, 출 물   연 에 한 몇 차례의 경고를 발하고 실제로 단속

이 이루어지기도 하 다.32) 한국 쟁 시기에는 다수의 물리  조치들

29) ｢민족도의를 망각, 풍기 되는 잡지 많다, 출 물 단속에 한 이공보처장 

담화｣, 한성일보, 1949년 12월 15일.

30) ｢말살하자! 일본색음악: 속가요 일소를 경찰당국에 통첩｣, 동아일보, 

1946년 8월 13일.

31) ｢왜취왜색을 소탕｣, 동아일보, 1946년 8월 20일; ｢사라지지 않는 왜색｣, 경
향신문, 1947년 1월 12일.

32) ｢비속한 가요단속｣, 동아일보, 1949년 7월 13일; ｢민족도의를 망각, 풍기 

되는 잡지 많다｣, 한성일보; ｢일어 음반 사용을 지｣, 동아일보, 

1950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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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취해졌다. 시임에도 불구하고 “다방이나 요정에서는 별 거리낌

도 없이 일본 코드”를 틀어 는 업자들의 몰상식함을 고발하는 호

소문들이 신문지상에 여러 번 게재되었고 이 호소문들은 당국의 개입

을 극 요청하 다. 공보처장인 이철원은 이에 몇 차례에 걸쳐 일본 

음반 사용에 한 자숙을 요망하는 담화를 발표하거나 단속을 실시하

다. 때때로 경찰은 일본 음반  도색잡지에 한 단속을 실시하

으며 몇몇 다방이 기습 단속에 걸려 음반을 압수당하곤 하 다.33)

이와 같은 유행가에 한 단속은 한국 쟁 이후 1950년  반에 

걸쳐서 수차례 실시되었다. 자발 인 일본 코드 수집운동을 벌이기

도 하 고 유행가 코드 압수도 실시하 다. 가요 정화를 해 문교

부에서는 단지 단속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개하기도 

하 다. 문교부는 음악가들을 모아 ‘왜색풍가곡배격계몽강연회’를 개

최하기도 하 고 문화인들로 구성된 원회를 소집하여 국민에게 악

향을 미친다고 단되는 음반을 규정하고 단속하려는 시도도 한 

이 있다. 하지만 주기 이고 끊임없는 단속과 교화에도 불구하고 유행

가 음반의 사용은 여 히 없어지지 않았다. 많은 탄원서와 편지가 당

국으로 하여  좀 더 극 으로 단속에 애써주기를 호소하 다. 

1959년 서울시경에서는 여 히 왜색유행가가 리 불리고 있다고 통

탄하며, 극장, 시장, 백화  등 각종 객업자들 530명을 소집하여 왜

33) ｢경상북도, 일본가요  음반 사용 지 구 담화 발표｣,  구매일, 1951년 

3월 5일; ｢ 쟁이란 어느 하늘  화제이냐 사회악 날로 격심｣, 경향신문, 

1952년 11월 17일; ｢공보처에 애소함｣, 동아일보, 1953년 2월 3일; ｢이철원 

공보처장, 의 앙양 해 흥행계의 자숙을 요망하는 담화 발표｣, 서울신문, 

1952년 5월 19일; ｢공보처, 일본 음반 사용 지 담화 발표｣, 부산일보, 1951

년 5월 26일; ｢도경서 활약｣, 경향신문, 1952년 9월 18일; ｢일어소리 단속｣, 

조선일보, 1953년 4월 19일; ｢일 음반 압수, 시서 강권 발동｣, 경향신문, 

1953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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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유행가를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 다.34)

법제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1955년 문교부에서는 국

산  수입 음반에 한 검열 기 을 마련하기도 하 다. 검열의 내용

은 첫째, 일본색채가 농후한 것, 둘째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을 문란하

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셋째, 내용이 열 속한 것, 넷째, 성국가와 

련된 것, 마지막으로 작사자, 작곡가, 가수 등이 월북  성국으로 

도피한 작품이다. 이러한 검열 기 에 맞추어 새로 제작된 코드는 

사  검인을 요하게 되어 있으며 될 경우 일부 삭제 는 부를 

변경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반 시에는 압수  매 지 등의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35)

하지만 이후 실제로 이 검열 규정에 의하여 매 지 등의 처분을 

받은 작품이나 이에 한 논란은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규정의 집행

이 불완 하 거나 이를 시행할 뚜렷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짐작된

다. 이후에도 여 히 왜색 코드가 시 에 범람하고 있음을 지 하고 

단속을 요구하는 항의들이 잇달았다. 이 에도 명백하게 지 명이 

된 음반들은 오히려 한국 쟁 당시 사상 의 명목으로 조명암 등을 

비롯하여 월북한 작가들의 노래들에 그쳤다. 혹은 ‘여수야화’ 등 사상

으로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는 노래들에 한정되었다.36) 하지만 

34) ｢국민가요개창운동 일본 음반 일소｣, 경향신문, 1953년 8월 6일; ｢왜색 코-

트 백사십매 압수｣, 경향신문, 1954년 10월 3일; ｢왜색풍가곡배격계몽강연

회｣, 경향신문, 1956년 3월 7일; ｢왜색음반의 향 검토 원회 구성｣, 동아

일보, 1958년 12월 11일; ｢안 되는 왜색 일소, 시경, 왜음곡 지 등을 철  

지시｣, 경향신문, 1959년 3월 19일.

35) ｢검열기 을 제정: 국산과 수입 코드｣, 경향신문, 1955년 10월 22일. 하지

만 실제로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1956년에도 여 히 법무부 내부에서 

규칙 발의에 한 논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6) 쟁 당시 월북한 조명암, 박 호, 안기 , 이면상 등의 작가의 작품들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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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히 볼 때, 이러한 작품들에 한 지는 속함에 한 검열과는 

다른 냉 정치학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가요 정화를 해방 후 행해진 일련의 일제 식민지 잔재의 청산 작업

의 하나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소 양가 이다. 많은 수의 왜색 

유행가들이 왜색일소운동의 테두리 안에서 비난의 철퇴를 받았지만 

이것을 단지 인 , 제도  청산과 일상생활에서의, 이를테면 간 , 거

리명, 언어 등 반 인 왜색 일소  식민지 잔재 제거와 같은 동일한 

정화운동의 맥락에서 이해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왜냐하

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식민지 청산 사업의 일환이면서도 다른 한편으

로는 ‘반- 속’ 운동의 틀에 걸쳐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950년  

유행가에 한 비 에는 속과 식민 잔재의 부 성이 첩되어 있

다는 것이다. 유행가는 일본 도색잡지와 같이 거의 항상 속과 비속

의 형용사를 수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맥락에

서 ‘왜색’이라는 명명은 단순히 식민지 과거에 한 청산의 암묵  

요구뿐만 아니라 속함을 지칭하는 그리고 그 속함의 원천을 암시

하는 가장 익숙한 공간  수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흔치않은 사례

이지만, 속하고 애상 인 가요를 ‘이북풍’ 혹은 ‘이북식 붉은 감정’

의 가요라고 지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수사의 

활용은 속함의 범 하고 모호한 상을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공

간  상으로 한정하는 효과가 있다.

가요정화운동의 일반 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해진 조치

들은 제한된 규모의 지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는 이 속

지당했다. ｢월북한 작가의 작품 <진주라 천리길> 등 가요 일제 지｣, 동아

일보, 1952년 10월 30일; ｢불온 코드 여수야화 ｣, 경향신문, 1949년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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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한 기 의 모호함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행가에 한 규제를 담당할 공공 기 의 조직  허술함도 그 원인 

의 하나다. 미군정의 개시와 함께 출범한 공보부는 한국 정부 수립 

이 까지 곧 존속하 으나 당시의 활동은 미군정 과도 행정의 시책

과 활동의 달과 여론 수집에 역 을 둔 채 수행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공보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공보처, 그리고 1955년 정부조

직법의 개편에 따라 공보실로 개편되었다. 하지만 공보처와 공보실은 

각각 국무총리 직할, 통령 직속 기 으로서 행정조직상 정책을 입

안하고 집행하는 기 으로서가 아니라 막료 기 으로서 그 기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에는 공보처와 문교부가 각각 

제한된 역에서 인쇄물  방송의 문화 윤리에 한 감독  문화정

책을 시행하 던 것도 한 주무 부서의 부재라는 한계로 작용했을 

것이다. 공보부가 문화공보부로 확  개편되고, 공보 업무와 문화 

술 업무를 함께 총 하여 장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말이나 되

어서 다. 이러한 료 조직의 한계는 규제의 법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했다.37)

가요정화운동은 권 주의 인 강요와 검열로는  지지를 얻

을 수 없었기에 어도 표면 으로는 자유주의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비록 윤리  열함을 통제해야 한다는 호소들이 잇달았지만 

37) 1960년  까지만 해도(방송법 제정, 1963.12.16) 방송 행정에 한 법령 외에 

방송에 한 윤리  통제와 리를 담당할 법률이 부재했다.  연 의 경우, 

경찰 취체와 군정청법령 등 재래의 규제령과 행정 실례로 심의 상이 되어왔

지만 법제화가 이루어진 것 역시 1961년 12월 23일 공연법 제정과 함께 다. 

음반에 한 법률의 경우는 좀 더 늦어, 공보부가 1967년이 되어서야 음반에 

한 업무를 개시하기 시작하 다(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 고려서 주

식회사, 1979, 24～27, 196～198, 264～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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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통제라는 념은 그리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

는 것이 아니었다. 한편으로 통제는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의 경험과 

기억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한편, 북한, 공, 소련 등 공산

주의권에 한 여러 논설들은 1950년  좌  사상에 한 검열과는 

다른 맥락의 냉  문화의 딜 마가 존재하 음을 암시한다. 즉, 공산

주의 체제 하에서 범 하게 이루어지는 사상과 문화에 한 통제가 

결국은 ‘교육과 문화를 훼멸’하며 술 반에 한 몰락을 가져온다

는 것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문화를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문화 그 

자체를 질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38)

다시 말해 문화 역에서 통제는 민한 문제 다. 특히, 음악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를 산업  차원에서 근하는 입장에서는 이 통

제라는 공  활동이 항상 달갑지만은 않았다. 이를테면, 동아일보는 

한 사설에서 “에로  그로에 한 지나치게 엄격한 윤리  통제는 

화의 술성과 오락성을 침해하여 상품으로서의 화의 가치를 떨

어뜨리고” 말수도 있다고 우려하 다. 한 출 사 사장은 속한 출

물이 범람하지만, “통제의 척도가 정확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오히려 

출 문화를 축시킬 험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량서 의 규탄

보다는 양서 출 에 주력하여 자연도태를 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 다. 한 속함에 한 규제와 더불어 행해졌던 수입 문화에 

한 통제 역시 항상 바람직하게 여겨진 것은 아니었다. 1950년  

반 외국 화 수입 규제에 한 조치와 련하여 한 사설에서는 외국 

화의 범람 탓에 국가 문화가 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논리

38) 장병염 , 허우성 역, ｢ 공치하의 평진, 자유 잃은 국의 내막(3)｣, 동아일보, 

1949년 11월 5일; 안수길, ｢자신 있는 문화정책을｣, 동아일보, 1960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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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세운다. 사설에 따르면, 엄격한 수입 통제는 “민족 술을 고립된 

온실 속에서 재배해보자는 우론”이다. “국제 으로 고립된 환경 속에

서 자라난 민족 술”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며 진정한 발 을 이루

지 못하여 결국 문화  쇄국을 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39)

통제는 여러모로 필요하다고 인식되었지만 문화 생산자들에게 그

리고 국가의 문화 산업  차원에서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부정 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문화 역에서 통제는 ‘자유’ 혹은 ‘자유경쟁’이

라는 새로운 가치와 경합하는 하나의 낡은 방법론이었으며, 항상 손쉽

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다. 윤리와 경쟁, 문화 산업과 자유주

의, 권 주의의 결이 빚어내는 혼란 속에서 어도 문화 역에서 

공공 기 은 일반 으로 민주주의 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

다. 가요정화운동이 종종 강압 인 수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실제 

집행 면에서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맥락 하에

서 이해가 가능하다. 이는 지의 정치학만으로는 불가능한, 가요를 

통한 국민 만들기 기획의 ‘생산’의 측면을 강조해야 하는 국면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일방 으로 기존의 유행가를 축출하는 것은 에

게 가요 부를 박탈하려는 계획이며 이는 곧 ‘배  없는 통제’와 같

은 역효과를 얻을 뿐이었다.40)

39) ｢ 화의 윤리기 문제｣, 동아일보, 1958년 9월 30일; 조풍연, ｢속악출 이 

범람｣, 경향신문, 1948년 8월 22일; ｢문화장벽을 자 치말라｣, 동아일보, 

1955년 5월 2일.

40) 구원회, ｢ 가요 정화문제에의 제의｣, 경향신문, 1946년 11월 21일.

연세대학교 | IP: 1.233.215.*** | Accessed 2018/04/06 12:16(KST)



124  음악 통권 18호(2016년 하반기)

4. 1950년대 대중에 대한 관념과 국민가요의 방향

속한 가요는 체 왜 유행하는가? 많은 비평가들은 이 질문에 

답하기 해 여러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 다. 이러한 분석은 유행가

를 향유하던 층, 즉 ‘ ’에 한 이들의 시선을 담지하고 있으며, 

이는 속한 문화를 통제하고 건 한 문화를 창출하고자 한 이들의 

구체 인 략의 성격과 히 연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은 유행가의 향유층은 항상 ‘ ’으로 호명

되었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유행가 소비에 한 담론과 ‘국민 

문화’, ‘국민가요’의 보 에 한 주장에서 그 상이 ‘국민’이라고 불

린 은 없다. 이와 같은 진술이 의미하는 것은 한편으로 이 소비자들

이 아직 ‘국민’이 되지 못한 아말감 상태의 군 을 의미하는 것일 수

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 ’이라는 념이 가지고 있는 독특

한 치성에 근거한다. 여기에서 이라 불리는 유행가의 소비층들

이 어떻게 비추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  ‘ ’이란 무엇인가? 유행가의 소비와 향유는 주로 하층계

과 연 되어 그 함이 종종 언 되었다.41) 하지만 유행가의 

성에 한 힐난에도 불구하고 유행가의 소비는 하층계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앞에서 언 했던 것처럼, 어린이에게도 속한 유행가

가 범 하게 노출되어 있었음은 두말할 나  없다. 더구나 “십  

이십  은이들이 노래하는 유행가”를 속하다고 하면서 “무슨 주

41) 는 유행가의 주된 소비층을 “음악인구의 최하층”이라고 언 하며 시골 

감 등 구세 이자 하층계 의 향유물로 근한다. ｢곡조보다 가사에 유책: 

유행가 멸시 에 치될 가곡을, 첼리스트 씨｣, 동아일보, 1957년 

8월 3일.

연세대학교 | IP: 1.233.215.*** | Accessed 2018/04/06 12:16(KST)



국민을 한 노래: 해방 이후 국민가요운동의 개와 국민 주체의 음악  구상_심재겸  125

석이면 으  되도록 야비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무슨 멋으로 알고” 

있는 교양인에 한 자성의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왔다.42) 

산층, 학생, 가정주부, 심지어 어린이까지도 유행가의 소비를 우려

하는 논설들이 잇달았다는 것은 매체를 통한 유행가의 사회  

과 의 범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  성격으로 유행가의 

가치와 소비를 구분 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 다.

앞에서 지 하 던 로, 유행가가 유행하는 주된 이유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  도구로서 유행가가 의 일상 깊숙

이 침투하여 내면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비평가들에 따르면, 일본 제국주의는 문화정책을 통해 일본식 속 

유행가를  사이에 유포하 고 “입과 입을 오르내리는 이 유행가

의 근성은 좀처럼 말소되지 않아” 이 여 히 친숙한 일본식 질 

유행가를 부르는 것이다.43) 이 수동 이고 순진한 , “가장 정직하

기 때문에  얼마만큼 게을러서 통속작가의 달콤한 꼬임에 잘 빠지

는” 이 은 일제 문화정책의 일환인 유행가에 독되고 무 익숙

해져서 성 으로 그것들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었다.44) 

다른 한편, 몇몇 비평가들은 종종 이 본래 속한 취향을 가졌

음을 암시한다. 이를테면, 속한 유행가들이 유행하는 것은 “원색을 

즐기고 비속한 가요를 좋아하는 민도의 성”에 쉽게 합하기 때

문이다.45) 특히 1950년  반 이후 방송국의 인 개편과 함께 

이 한 의 취향에 맞는 유행가의 확산이 더욱 심해졌다고 보

42) 김윤성, ｢진보 과 퇴보 과 이것도 것도 아닌 것들｣, 동아일보, 1958년 

7월 31일.

43) ｢문화직언｣, 경향신문, 1948년 10월 19일.

44) ｢ 의 양식｣, 경향신문, 1955년 7월 27일.

45) ｢문화직언｣,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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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다. 많은 방송 계자를 포함한 비평가들은 방송 음악 로그램의 

편성이 지나치게 의 요구나 여론에 따라가고 있어, “그들의 열

한 구미에 맞는 속된 음곡이나 노랫가락이나 만담, 음담을 풀어놓”고 

있음을 염려한다.46) 한창 유행하기 시작한 라디오 노래자랑은 “

이 그 얼마나 유행가를 환 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노래자랑과 라디오에 의해 속한 유행가의 보 이 크게 향 받고 

있다고 탄식한다.47) 송 호는 “청취자 가운데에는 가요곡을 원하는 

팬이 70% 이상인데 그 에서도 퇴폐 이며 비애를 띤 곡을 요망

하는 사람이 다 수”라며 이를 통제하여 좀 더 한 수 로 끌어올

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48)

동아일보에서는 1955년 8월 15일 복 을 맞아 몇 주에 걸쳐 “해

방 10년의 특산물”이라는 이름의 특집을 연재하 다. 1945년 해방 이

후부터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변화를, 특히 통  윤리와 갈등하는 

새로운 가치들 그리고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수용된 건

하지 못한 문화를 심으로, 상당히 냉소 인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총 11편에 걸쳐 연재한 이 특집은 “자유 선풍”이라는 주제로 그 첫 

회를 시작한다. 해방 이후 한국에 본격 으로 도입된 민주주의와 자

유, 그리고 평등이라는 념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에 해 풍자 으로 묘사하는 이 기사는 자유라는 새로운 도덕과 결

탁한 이라는 문화  수용자들이 어떤 사회  악 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할아버지 앞에서 손자가 담배”를 

46) 김기석, ｢방송푸로의 개편을 바람(하)｣.

47) 김윤성, ｢진보 과 퇴보 과 이것도 것도 아닌 것들｣.

48) 송 호(서울방송국방송과장), ｢ 일의 : 방송 한 력확충긴 ｣, 경향

신문, 195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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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우거나 “남편 몰래 스”를 추거나 “깊은 밤 에 라디오를 틀어”

어 소란스럽게 하는 등 간단히 말해 은 자유와 방종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락과 퇴폐와 타락의 자유, “악의 자유, 방종

의 자유는 세상을 휩쓸다시피”하여 통 인 윤리가 무 지고 사회질

서가 괴되며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있다. 비록 마지막에서는 이제 

서서히 자유의 가치가 올바른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서둘러 결론짓

고 있으나, 이는 ‘자유분방한 ’에 한 지식인들의 당 의 형

인 태도를 담고 있다.49)

1950년  한국 사회에서 ‘자유’라는 개념은 엄 한 의미로 경제  

자유주의 혹은 정치  자유보다는 곧 모호한 념으로, 혹은 종종 

반공주의로서의 느슨한 의미로서만 사용되었다.50) 여기서 주목할 것

은 에 한 지식인들의 싸늘한 시선이 담긴, 다시 말해 정치  

용어로서의 자유보다는 의 퇴행 인 행동 양식을 설명하는 하나

의 방식으로서 종종 동원되던 ‘자유’에 한 부정  의미이다. 명백히 

‘아메리카니즘’의 향을 시사하는 이 ‘자유’라는 념은 왜곡된 서구

 근 성이자 하지 못한 시기에 된 소화하기 힘든 외래의 

가치 다. 이를테면, 1954년 정비석의 “자유부인”이라는 냉소 인 제

목을 가진 신문 연재소설이 이를 변하 다. 작가 정비석은 몇 년 

후의 한 인터뷰에서, 이 소설에 “자유부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언 했다. 그에 따르면, 그의 소설의 의도는 등장하기 시작한 미국식 

춤 문화에 독된, “국가 민족이야 어  되던 간에 우선 놀고 싶은 

49) ｢해방 10년의 특산물: 자유선풍｣, 동아일보, 1955년 8월 16일.

50) 권보드래, ｢실존, 자유부인, 래그머티즘: 1950년  두 가지 ‘자유’ 개념과 

문화｣, 권보드래 편, 아 걸 사상계를 읽다: 1950년  문화의 자유와 통제, 

동국 학교 출 부, 2009, 65～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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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놀아보자는” 가정부인들, 즉 “자유와 민주주의에 해 그릇된 

인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희화화하고 향락 이고 방종한 문화에 

한 사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해서 다.51)

이 제멋 로 행동하는 이라는 념은 비평가들 사이에서 지배

이었다. 특히 이 자유와 연 되어 여성과 학생들이 그 주된 상이 

되었다는 은 특기할 만하다. 자유가 타락한 여성, 에서 언 하

듯이 ‘자유부인’이라는 상징성과 아직 완 히 교육받지 못한 학생들

의 문화  취약성과 쉽게 결합하는 것은 형 이었다. 하지만 더 

요한 지 은 이 이라 불리는 상들이 학생과 여성이라는 이름으

로 체되며 주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무비 으로 문화를 수용하는 

집단으로 범주화된다는 것이다. “소화시킬 시간이 없는지 그 지 않

으면 소화시킬 역량도 없는지 어 든 외국 것을 그냥 그 로” 받아들

이는 이 은 한 지도와 계몽 그리고 개입이 없다면 스스로 개

선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52)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회  을 무시한 채 자신들

의 자유만 추구하는 은 문화 엘리트 혹은 국가의 뜻 로 강제하

여야 할 존재도, 심지어 강요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었다. 구원회는 

이미 일 감치 이 불러야 할 바람직한 노래를 그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시사하 다. 그에 따르면, 음악은 “ 에 

의하야  을  한  의 가요”다. 따라서 음악은 “ 의 지

지”가 요원하며 “작품자체에  을 매혹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

51) 정비석, ｢취미와 생활: 자유부인의 생활과 그 의견｣, 신태양, 1957년 1월, 

98～102쪽.

52) 구상·박 ·정충량·유주 ·이상로, ｢직언춘추: 외국문화소비의 험성｣, 신
태양, 1957년 2월, 52～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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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53) 하지만 재 에 의해 불리고 있는 노래들은 무 속

하기 때문에 이를 체할 좋은 노래들을 다수 보 하지 않으면 안 된

다. 따라서 바람직하고 건 한 가요는 “민족정서가 풍기며 생산의욕

을 앙양하는 건설 인 씩씩한 노래”이어야 하면서 동시에 의 

입맛에도 잘 맞아야할 필요가 있었다. 그 지 않으면 새로 보 되는 

가요들은 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54)

이 ‘민주 ’ 가요보 운동에서 무엇보다 요한 것은 “ 이 스스

로” 그 노래들을 부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이해하기 쉬우면서 그들을 유혹할 수 있어야 했다. 속한 가요는 물

론 거부되었고 어려운 클래식 역시 지양되어야 했다. “ 학교수 고  

장성으로부터 설 탕 배달 심지어는 국민학교 아동들에게까지 애창

되는 인조의 노래들을 속하다고 배격만 한다면 이들은 확실히 음

악에 있어 독재주의  이기주의의 완고 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

이며 “가락의 흐름에 머리를 쓰지 않고 직장에서나 부엌에서 자연스

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55) 따라서 자발성

이라는 덕목이 가장 요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어디까지나 속한 

유행가를 단순히 지하는 수 을 넘어서 쉽고 건 한 가요를 보 함

으로써 자연스  후자가 자를 체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인 방식으

로 생각되었다. 이와 같이 질 문화와 고 문화 모두에서 분리된 ‘

간  문화의 창출,’ 그것이 바로 국민가요운동의 가장 이상 인 민주

 실 이었다.

53) 구원회, ｢ 가요 정화문제에의 제의｣, 경향신문, 1946년 11월 21일.

54) 송 호, ｢국민오락과 가요｣, 동아일보, 1955년 1월 14일.

55) ｢곡조보다 가사에 유책: 유행가 멸시 에 치될 가곡을, 첼리스트 씨｣,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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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이고 성 인 존재, 정직하고 자유분방한 존재, 평균 인 

문화 취향을 가진 존재, 계몽하고 이끌어야 할 존재, 하지만 자발성을 

자극하여야 할 존재로서의 . 이러한 에 한 념은 생각보다 

요하다. 하지만 무지한 과 문화 엘리트들을 립시키는 구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라고 불리던 이 가상 인 군 은 계 이나 

인종, 지역, 젠더 구성물과는 다르다. 은 계 내에서의 하나의 

치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하나의 

총체로서 호명되었다. 하나의 바람직한 이상으로서의 문화는 

과 고 의 틀을 넘어 민주 이고, 단순하지만 건 한 국민 의식을 

기를 수 있는 국민 오락으로서 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면 안 되었다. 

결론 으로 에 한 이러한 이해는 문화인들의 상 해결을 한 

방안과 그를 통해 구체화되는 국가 문화정책의 성격을 결정한다. 검열

과 규제의 ‘ 지의 정치’만으로는 타개할 수 없는 복합 인 역사  

맥락이 이 독특한 ‘  친화 ’ 운동의 얼개를 그려내었다.

5. 국민에게 노래를: 국민가요와 1950년대 국민개창운동

한국 쟁이 휴 된 지 1년 후 나운 은 서울신문에 다음과 같은 

을 발표한다.

국민개창의 필요성을 운운할 시 와 시기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8·15 9주년을 맞이한 오늘 아직도 이 땅에는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하

나이던 유행가가 분명히 들리고 있다. 다방에서, 요정에서, 공장에서, 

학원에서  병 에서… (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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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은 조장을 의미한다. 해방 후 9년간에 이 나라에서 출 된 군가

집, 유행가집과 이에 따라 제작된 유행가 코드를 보라. 당국자는 다만 

가사의 검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곡조 자체의 비민족 인 한 퇴폐

인 정서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곡조의 해독이 민 에 끼치는 

향이 가사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크다는 사실을 먼  알아야 한다.

그러나 한 이것은 계당국에게 국민가요의 통제를 요망하는 말이 

결코 아니다. 통제를 요하는 단계는 아직도 요원하다. 통제보다 앞서야 

할 것은 생산장려다. 통제는 이따  생산을 지시키는 결과를 래하

므로… ( 략)

국민개병을 주창하고 있는 오늘 국민개창을 아울러 고창함으로써 조

국과 민족에 이바지하는 길―이것이야말로 시인과 음악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부여된 특권인 동시에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발하여지는 

지상명령이다.56)

이러한 목 에 따라 1954년 8월 나운 을 비롯한 순수음악 작곡가

들은 ‘국민개창운동추진회(이하 추진회)’를 조직한다. 추진회의 정확한 

조직과 소속은 불분명하나, 국문화단체총연합회 산하에 소속된 것

으로 보이고 재정 으로는 빈번히 문교부의 후원을 얻었으며 공보처

와도 어느 정도 력 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식민지 

시  일제가 국민가요와 창가 보 을 해 추진하 던 ‘국민개창운

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다시 사용되고 있음은 흥미롭다. 하지만 본

래 좌  진 의 음악 화운동에 하여 부정 이던 순수 술 음악

가들이 어째서 국민가요운동을 주도하기 시작하 는지는 쉽게 설명

56) 나운 , ｢국민개창운동을 제창함｣, 서울신문, 1954년 8월(나운 , 주제와 

변주, 민 서 , 19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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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나운 과 이흥렬, 윤용하를 비롯한 

몇몇 작곡가들은 항상 건 한 노래보 운동에 심을 가지고 있었고 

김성태와 박태 과 같은 작곡가들도 좌  진 이 사라진 후 이러한 

노래의 보 에 참여하기 시작하 음은 분명하다.57)

좌  음악가들이 ‘음악 화’를 의제로 설정하고 해방가요운동을 

진행하 던 반면, 국민가요 작곡가들은 이를 ‘음악생활화’라는 새로

운 표어로 유하 다. 기존의 순수음악 종사자들에게 순수음악의 보

과 변 확 는 어떠한 목표보다 가장 우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변 확 를 해서는 우선 다수의 교양 있는 청 을 확보하지 않으

면 안 되었다. 이러한 목표를 해 국민가요는 교향악이나 실내악 운

동  클래식 음악 감상과 설명회와 함께 ‘ 의 질  향상’을 한 

사업 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를테면, 박태 은 “왜정 하에 만들어

졌던 유행가” 그리고 “  암흑시 의 미개흑인들이 부르던 노래(재

즈)”는 한국인의 생리에 맞는 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빨리 “유익

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그것이 “생활요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58) 윤이상은 국민개창운동이 “음악가가 국민 에게 뿌려

놓는 농사”라고 하며 이러한 운동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오페라도 

연주회도 만원”이 될 것이라고 기 한다.59) 퇴폐 인 유행가를 제거

하고 국민가요와 같은 건 한 가요를 보 함으로써 의 음악에 

57) 나운 은 국민가요 작곡만이 아니라 보  방법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 하 다. 

그는 공보처와 방송국(이흥렬)에서 국민가요 제정에 힘쓰고 있고 다수의 좋은 

작품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민간에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은 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자문하며 국민개창운동이 국민가요의 보 에 

을 두어야 할 것임을 명시한다. 나운 , ｢음악: 국민개창운동을｣, 새벽, 1954

년 9월, 45～46쪽.

58) 박태 , ｢음악: 순수음악의 생활화｣, 새벽, 1955년 11월, 104～106쪽.

59) 윤이상, ｢음악: 연주, 조직, 평, 면세｣, 새벽, 1955년 3월, 97～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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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탑골공원 1959년 7월 19일, 출처: 국가기록원

<사진 2> 국남녀국민가요경연 회

한 감성을 향상시키면 곧 그것이 순수음악의 변 확 로 이어질 것

이라는 것이다.

음악 화운동이 민 의 계 의식 고취에 을 둔 반면, 정부 

수립 이후 실권을 차지한 우  작곡가들은 국민가요를 단순히 을 

통제하기 한 수단이라기보다 그들의 음악 감수성 향상과 순수음악

으로의 유도 그리고 그에 따른 (민족)문화 발 이라는 도식에 기 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가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과도기  운동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회에 의한 국민개창운동은 1950년  내

내 꾸 히 활동을 지속하 다. 추진회는 매해 새로운 국민가요를 상 

모집하 고 강연회와 발표회, 국민가요 악보 발행, 그리고 ‘새노래의 

밤’과 ‘새노래 교실’을 비롯한 강습회 등의 다양한 보  활동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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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60)

이 시기에 진행된 국민가요의 성격은 과연 어떠한가? 국민가요의 

내용은 사실 진부한 편이다. 밝은 미래와 희망을 노래하고 애국 애족

하고 땀 흘려 일하는 근면성과 건 함, 반공주의 그리고 애국심을 강

조했다.61) 하지만 공통 인 것은 항상 ‘명랑’할 것임을 요구하는 것이

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유행가는 단지 식민지 시기의 잔재이기 

때문에 청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진 정서가 언제나 문제

다. ‘명랑’하지 못한 음악은 생산성을 감퇴시키고 ‘건설 의욕을 감

소’시킨다.62) 어도 재즈를 비롯한 미국음악에 한 비평가들의 

의는 ‘왜색 유행가’에 비견할 바는 아니었지만, 미국음악 역시 “돈후

성실한 국민기상을 마비  하고 가정윤리를 괴하고 사회질서를 문

란”하게 만드는 미국의 “자유방종사상”과 “경화부박의 풍조”를 

하는 독소로서 비난받았다.63) 유행가 논란은 퇴폐라는 요소, 즉 물, 

한숨, 사치, 향락, 나태와 같은 부르주아 도덕률에 반하는 정서를 왜

색, 미국식, 이북풍이라고 지역화하여 ‘비국민화’하는 통념을 항상 근

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가요는 이에 립각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60) 국민개창운동추진회만 국민가요운동을 하 던 것은 아니다. 문교부와 공보처, 

기타 신문사 등에서도 종종 국민가요 상 모집, 방송 보   경연 회를 

벌이기도 하 다.

61) 김 수 사, 나운  곡의 < 은이의 노래>와 같이 종종 ‘실지회복’과 같은 

민족주의  욕망이나 김동진의 <농부가>처럼 토속성을 강조하는 작품도 있

다. 그 외에 시인들의 시에 곡조를 붙인 곡들이 많다.

62) 조능식, 조경희, 변시민, 박외선, 홍명삼, ｢좌담: 유행의 검토－무질서하게 유행

을 따르는 것은 지성인의 할 노릇은 아니다. 어떤 유행을 따르고 버려야 할까?｣, 

신태양, 1958년 4월, 224쪽.

63) 윤양모, ｢무엇을 가르쳐야되는가( ): 학도도의쇠퇴의 원인과 교육｣, 경향신문, 

1958년 6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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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요의 제작에서  한 가지 작곡가들에게 요청된 사항은 평이

하고 쉬운 곡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서울 앙방송국 방송과장이었

던 송 호는 1955년 여태까지 국민가요운동이 성과를 별로 거두지 

못한 이유는 보  문제도 있거니와 무엇보다 “우리 구미에 잘 맞지 

않는 가요”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 구나 친할 수 있고 부르

기 쉬운 작곡”이 필요함을 역설한다.64) 여러 국민가요를 작곡했던 윤

용하는 작곡가들이 국민가요를 ‘ 술 작품’으로 착각하고 작곡가 본

로 작곡하기 때문에 애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민

가요는 술가곡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부르기 한 것”이기 때문에 

작곡가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

는 곡을 만들기를 요청하 다.65) 윤이상 역시 국민가요를 작곡할 때

에는 “‘ 술가’의 ‘ ’자도 의식하여 냄새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며 

“ 의 피부 속에 가슴 속에 숨어있는 노래”를 찾아내어 “넓은 

이 부를 노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66)

국민가요운동 참여자들을 마지막까지 괴롭혔던 문제가 바로 이 국

민가요의 ‘ 성’이었다. ‘국민을 한 노래’임을 말하지만 그들에게 

친숙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난제 던 것이다. 속한 유행가를 

체하기 한 건 한 ‘공 ’ 유행가이어야 했기 때문에 강제로 배

하고 부르게 하는 것은 지양되었고,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해 기

존의 유행가를 축출시키고 싶었지만 결국 은 그들의 국민가요에 

큰 심을 보이지 않았다. 곡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 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여러 방면으로 시도도 해보았

64) 송 호, ｢국민오락과 가요｣, 동아일보.

65) 윤용하, ｢국민가요와 작곡가｣, 신천지, 1953년 9월, 221～224쪽.

66) 윤이상, ｢음악: 연주, 조직, 평, 면세｣,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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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녁 시간에 15분가량 국민가요 방송을 실

시하기도 하 고 작곡가들은 강습회를 개최하 으며 1958년에는 문

교부의 후원을 얻어 국민가요 악보집을 시 에 매하기도 하 다.67) 

하지만 과도한 시도는 종종 불만을 불러왔다. 한 평자는 1955년에 실

시한 국민가요 거리 방송이 청 에게 권태감을 가져오고 국민개창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살을 푸리게 만들기만 한다고 자 할 것을 

요청하 고 한 신문 독자 역시 화신백화  근처에서 실시된 거리 방

송이 마치 음향 지옥과 같다고 불평을 터뜨리며 라디오를 통해서만 

방송하기를 바라기도 하 다.68)

부분의 경우 유행가에서 문제 삼는 것이 ‘ 속’한 가사 던 것은 

분명하다. 이를테면 는 “유행가의 속성은 멜로디보다 가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 다. 한편, 나운 은 가장 먼  유행가를 음악

학 으로 분석한 작곡가이기도 하 다. 그는 유행가를 음악 으로 분

석하여 그것이 얼마나 일본색 유행가와 유사하며 “가사의 속함보다 

음률의 천박함”이 더더욱 큰 문제라고 지 한다.69) 그에 따르면 한국 

유행가의 일본색은 “게다짝 소리를 연상시키는 리듬이나, 멜로디의 

진행, 이상야릇한 창법 등에서도 완연히 나타나나” 그 작곡 형식이 

67) 1958년에 발표된 악보집은 <농부가>(양명문·김동진), <개얌나무>(박화목·

박태 ), <우리나라 좋은나라>(박은종·윤용하), <사랑에 살자>(모윤숙·김성

태), <이북은 어데멘가?>(김 섭·이흥열), <고개를 넘어가자>(이은상·나운

), < 뿐꽃 뿐새>(강소천·박태 ), < 은이의 노래>(김 수·나운 ) 등

이 있다.

68) 이정상, ｢국민개창운동/ 방송음악｣, 조선일보, 1956년 2월 4일; ｢거리의 음향

지옥 제한할 수 없나｣, 동아일보, 1955년 12월 19일.

69) 그는 문화 당국이 “다만 가사의 검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곡조 자체의 비민족

인 한 퇴폐 인 정서까지도 검토해야” 하며, “곡조의 해독이 민 에 끼치

는 향이 가사의 그것에 비하여 훨씬 크다”라고 주장한다. 나운 , ｢국민개창

운동을 제창함｣,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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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행가의 작법과 동일하다고 하 다. 이를테면 <이별의 부산정

거장>을 분석하며 이 곡이 “일본 고유의 민족음계인 미야꼬부시”로 

작곡되어 일본색 정서가 진하게 풍긴다고 폭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식 음률의 유행가 신에 “좀 더 민족 인, 인의 감각에 잘 

맞는 건 하고 명랑한 씩씩한 음악”을 만들어 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70) 

나운 은 국민가요를 해방 이후 좌우 모든 작곡가에게 지상 과제처

럼 주어졌던 ‘민족음악의 수립’을 한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하 다. 

따라서 그는 일반 에게 퍼져 있던 일본식 유행가를 일본 이지 

않은 국민가요로 극복하는 것이 선무라고 단하 다. 나운 은 

“흑인 가, 불란서의 샹송이나 애란(愛蘭), 소격란( 格蘭), 하와이 민

요 등과 특히 우리나라의 민요, 잡가, 신민요, 창가 등을 극 연구하

여 우리 민족의 생리에 맞는 작품을 솔선 생산”하여 민  속으로 고

들어 애창보 에 헌신해야 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민족음악’이

란 과연 어떠한 것인가에 하여 공통 인 합의도 존재하지 않던 상

황에서 이러한 이상은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국민가요

는 왜색이라고 규정된 멜로디와 음계를 피하고 한국 인 것을 새롭게 

창출할 필요가 있었으며 동시에 이어야 했다. 이것은 쉬운 작업

이 아니었다. 작곡가들은 항상 자신들의 작품이 썩 만족스럽지 않았고 

에게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고 아쉬워했다.71)

70) 나운 , ｢일본색 유행가란 무엇인가｣, ｢왜색풍 가요 배격 계몽 강연회｣ 원고, 

1956년 3월 (나운 ,｢주제와 변주｣); 나운 , ｢일본색 일소의 재론｣, 연세춘추, 

1960년 9월.

71) 나운 , ｢국민개창운동을 제창함｣; 홍정수, ｢나운 의 음악 : 그의 민족음악을 

심으로｣, 음악과 민족 10, 1995.1, 134～151쪽; 홍정수, ｢한국음악의 

(6): 나운 의 이론  착상｣, 음악과 민족 41, 2011, 117～160쪽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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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요에 투 된 이상은 컸다. 한 문화, 즉 비국민  정서를 

제거하고 바람직한 주체를 생산할 수 있는 간  문화를 창출하여야 

했고 국민 주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했으며 이어야 했고 

‘한국(민족)’ 인 것도 담아야했다. 한 음악 문화의 건설을 통해 청

의 수 을 높여 국민국가의 문화  수 을 향상시켜야 했다. 국민개

창운동을 비롯한 국민가요운동은 1950년  내내 꾸 히 진행되었지

만 그것이 효과 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의 반응을 

직 으로 찰할 수는 없지만 1959년에 와서도 여 히 속한 유행

가의 횡행에 한 비난은 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에 

따라 국민가요운동을 보다 본격 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부의 진

단도 끊이지 않았다. 이흥렬은 1959년 ｢국민가요의 진로｣라는 에서 

해방 이후 여태까지 국민가요운동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

도 그 당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작곡가들이 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라며 동시에 공보처를 비롯한 

문화 당국에게 창작과 보 에 더 많은 노력과 철 한 실천을 당부한

다.72) 소설가이자 1960년 공보국장에 역임한 조흔 는 결국 이 국민

가요나 국민개창운동이 “ 취가 나고 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던 

탓”에 에게 침투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며 묻는다. 에게 ‘어

필’할 수 있는 재 고 흥겨운 노래를 보 하는 문제가 제일 요하다

는 지 이 역시나 재차 반복된다.73)

72) 이흥렬, ｢국민가요의 진로｣, 조선일보, 1959년 4월 21일.

73) 조흔 , ｢재 고 흥겨운 노래 보 으로, SOS 국산 코드: 범람하는 일본 코드

｣, 동아일보, 1960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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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1960년 ‘왜색붐’과 ‘혁명’ 정부, 그리고 국민가요의 

실패

“이젠 왜색이 아니라 아주 일본말(반)이 그 로 공공연히 울리고 있

으니 큰일이에요!”74) 1960년 12월의 한 신문 인터뷰에서 나운 은 이

와 같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승만 정권 12년간의 독재를 종결

시킨 4·19 명은 문화 엘리트들에게 사회에 상치 못한 도덕  

기를 래한 것으로 보 다. ‘자유화’라는 기치를 내건 제2공화국은 

기존에 공식 으로 지되었던 일본 상품의 수입과 유통을 재개하

고 이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는 작스  ‘왜색의 홍수’가 어닥쳤다. 

신문들은 앞다퉈 시내의 다방, 음식 , 카페, 술집, 스홀 등에서 갑

자기 “일본여자가 부르는 음란한 노래”가 하루 종일 축에서 흘러나

오고 있으며,75) 다량의 일본 도서들이 수입되어 팔리고 있다고 보도

하 다.76) 심지어 일본의 책과 음반들이 심의도 없이 량 수입되어 

조악한 번역과 불법 복제로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1960년에서 1961년까지의 문화  기에 한 경계감은 1945년부

터 한국 사회가 겪어온 과정들을 압축 으로 보여주는 시기 다. 속

도로 유입되는 속한 일본 문화에 한 당국의 엄격한 단속을 요구

하는 투서들은 이 시기 폭발 으로 증가한다. 단국 학장 김기석에 

따르면, 4월 명은 “육체  화와 맘보춤과 흥청거리는 유행가” 등

의 사회악을 없애지 못한, 도덕 명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제한된 정

74) ｢이해에 한마디(7) 음악｣, 동아일보, 1960년 12월 22일.

75) ｢제2공화국에의 고동(3) 외교: 거리엔 갑자기 일본풍｣, 동아일보, 1960년 

5월 7일; ｢ 국에 몰아치는 일본풍｣, 사상계 88, 1960년 11월, 159～161쪽.

76) 김창집, ｢과연 붐으로만 그칠 것인가: 일서의 반입과 번역출  상황을 보고｣, 

경향신문, 196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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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명에 지나지 않았다.77) 문화 엘리트들은 4·19 이후 일본 음반의 

거센 유행에 아연실색을 하지 못하 으며 에게 도덕 인 자각

을 구하거나 ‘일본의 문화 침략’에 항하여 무기력한 문화 당국을 

계속 질책하 다. 자발 인 학생들은 시내의 유흥장을 순방하면서 양

담배와 일본 코드, ‘사치와 타락의 상징들’을 회수하여 불태우기도 

하 다.78)

하지만 정부 기 들은 ‘왜색붐’에 속수무책이었다. 몇 차례의 단속

도 실시했지만 효과는 미미하 다. 문교부 문화국장은 일본 코드의 

복사 문제는 한국이 국제 작권 회에 가입되지 않은 계로 단속할 

법규가 없지만 “문화민족으로서의 양심과 국제도의상 단히 부끄러

운 일”79)이기 때문에, “법 인 단속보다도 국민들의 민족 인 도의심

과 문화 인 양심에 따라 자숙하기를 바란다”80)라고 설 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1961년 5월 군부 세력의 쿠데타에 의해 일시 인 진정 

국면으로 돌입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 명’ 정부에 한 국민가요운동 지도자

들의 기 는 컸다. 1961년 7월 재건국민운동본부는 한 담화를 통해 

재건체조  국민가요를 각계각층에 보 시키겠다고 공언하 고 다

음 9월에는 재건최고회의 공보실에서 국가 으로 국민가요 가사 상 

모집을 실시하 다.81)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노래의 메아리”란 이름

77) 김기석, ｢우리의 도덕을 바로 잡자(상)｣, 동아일보, 1961년 3월 14일.

78) ｢양담배와 일제음반 소각키로, 세종로 장에서｣, 경향신문, 1960년 7월 12

일.

79) ｢단속법규 없다. 서정덕 문교부 문화국장｣, 동아일보, 1960년 11월 2일.

80) ｢김은우 문교부 문화국장, SOS 국산 코드, 범람하는 일본 코드 ｣, 동아일

보, 1960년 7월 15일.

81) 국민가요 가사 상 모집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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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건국민운동본부와 공보부 주 의 국민개창운동을 기획하여, 

국 시도와 군·읍·면 단 로 국민가요를 보 하겠다는 취지를 달

하 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고무 받은 문화인들은 정부에 극 으

로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 다. 김기석은 “ 속한 퇴폐 인 화, 음

악, 연극, 방송, 신문소설, 유행가요의 지”가 필요함을 역설하 고 

나운 은 민족음악의 진흥책과 더불어 국민개창운동의 본격 인 

개를 요청하기도 하 다.82)

그런데도 1962년 이후 정부 주도의 국민가요운동은 실시되지 않았

다. 물론 방송국이나 신문사, 도시별 민간단체, 지방 기  단독의 보

운동은 종종 시행되었다. 정부의 국민개창운동이 “다함께 노래부르

기”라는 이름으로 부활한 것은 1967년 제6  통령 선거로 박정희가 

당선이 되고 나서 다. 어떻게 보면 국민가요운동에 투신하던 기성 

음악가들의 기 와는 달리 정부는 국민개창운동을 정치 으로 활용

하는 데 심이 더 있었는지도 모른다. 1970년  국민가요, 이후에는 

건 가요로 성공 으로 개명한 이 ‘국민을 한 노래’는 에게 외

명정부에 입각하여 국민생활의 건실한 향상을 도모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앙양함으로써 국가재건의 의욕을 

진작 하여 명과업완수에 이바지하고 함

2. 가사 내용

(가) 군사 명을 범국민 명으로 침투 하고 투철한 반공정신을 구 시켜 

국민생활의 합리 인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도의심을 앙양하고 국가재

건을 한 국민의 의욕을 한층 높이 진작시키는 내용이어야 함

(나) 노소를 불구하고 국민이 개창할 수 있도록 1) 쉽고 2) 듣기좋고 3) 명랑하

고 기운찬 가사이어야 함

이 상 모집을 통해 새나라는 부른다 (함우 ), 새아침 (안경옥) 새살림의 노래 

(홍천석)의 가사가 당선되었다. 이어 10월에 작곡도 상 모집하 고 각각 이

조, 윤양석, 오동일의 작곡이 당선되었다.

82) 김기석, ｢국가재건의 윤리  방략｣, 경향신문, 1961년 7월 12일; 나운 , 

｢최고회의에 붙이는 공개건의(13)｣, 경향신문, 1962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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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1970년 이후 ‘유행가’ 가수와 작곡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민가요음반

면 받는 순수음악 작곡가들의 손을 떠나 ‘ 음악’ 작곡가와 가수들

의 손에 떠넘겨졌다.

속함을 정화하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단지 지의 정치학뿐만 아

니라 도덕  교화와 계몽, 그리고 시장 경쟁을 통한 자연도태를 꾀한

다는 념들로 이어지는 것은 냉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한 

독특한 감각들이 작동한 결과이다. 여기서 결론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1960년의 이승만 정권의 몰락과 왜색붐 혹은 군사 쿠데타와 같

은 특징 인 사건  경계로 하여 속함과 퇴폐성을 하는 사회  

반응들의 질 인 흐름이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계

심, 반응, 논란의 지루한 반복성이다. 다시 말해, 사건 심의 역사  

흐름보다는 지속 으로 반복되는 규제와 단속과 교화 담론의 틈바구

니에서 만들어지는 범 하지만 쉽게 보이지 않는, ‘ 속한 것’에 반

하는 도덕  합의와 묵인의 장기 인 지속성을 찰해야 한다.

해방 후 한국에서 유행가는 ‘ 근 ’의 구습이기도 하고 서구화 혹

은 미국화에 따른 근  병리 상의 하나이기도 하 다. 한 식민

지 경험의 음악  잔재이기도 하 다. 국민가요운동은 일사불란하고 

냉철한 국가  기획이라기보다 항상 불안정하고 지속 인 경합과 타

을 요구했다. 지식인들이 주도한 이 운동은 때로는 정부의 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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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 지원을 받았지만 때로는 무 심한 정부의 태도에 비 의 날을 

세우기도 하 다. 결과 으로 볼 때, 계속된 단속과 규제에도 불구하

고 규율화는 항상 실패하 으며 음반 제작사들도 자율 인 내  검열

의 어휘들을 받아들이면서도 실제로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 ’은 

이 속함에 한 암묵 인 합의에 뚜렷하고 명백한 항과 반 의 

의사도 없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침투하려는 시도에 늘 태만하고 무

심한 태도를 보 다. 애 에 지식인들과 정부가 의도한 ‘ 성’과 

이 바라던 것에는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1970년

 군사독재 정권의 후반기에 가서야 지와 검열, 그리고 물리력으

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 지만, 이것이 불러온 문화  국은 결국 이

러한 기획이 가진 헤게모니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1962년 정부의 국민개창운동이 시작될 무렵 비평가 박용구가 남긴 

다음과 같은 은 구나 알고 있었지만 결국은 극복하지 못했던 국

민가요가 가졌던 한계를 다시  환기한다.

( 략)…작사자나 작곡자의 희구가 의 희구와 합치될 때 그 노

래는 운동이 없이도 메아리처럼 퍼져나가게 마련이다. 5·16 이후 순식

간에 퍼져서 일세를 풍미한 “노란샤쓰 입은 사나이”는 그런 에서도 

참고가 된다. “말이 없고 씩씩한 스트롱 맨-노란샤쓰 입은 사나이”를 

좋다는 의 음악  구미와 명정부에 큰 기 를 가져본 의 생

활감정과는 미묘한 교착 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미를 포

착하지 못한 노래들은 언제나 메아리가 되지못하고 꺼져버렸다.83)

83) 박용구, ｢생활감정에 맞는 노래를｣, 동아일보, 1962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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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음악 통권 18호(2016년 하반기)

Abstract

Song for the Nation: the Rightist Vision of Moral 

Reform through Popular Music in Postcolonial 

Korea in the Cold War Era, 1945～1961

Jaekyom Shim(PhD Candidate,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al Studies, 

Freie Universitaet Berlin)

This paper examines the discursive and institutional practices of ‘Song 

for the Nation,’ which was made to evoke national consciousness and 

work ethic of the people, to elucidate how the national subjectivity of 

postcolonial Koreans was reconstructed in the early part of the Cold War 

period. After Korea’s liberation in 1945, popular music became problem-

atized by intellectuals as one of the most urgent topics in the process 

of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who passed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ism. Through the regulation of popular music, the Korean state 

sought to produce ‘wholesome’ modern national subjects free of the cor-

rupting desires and mindsets of ‘premodern’ Koreans.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the activities of rightist classical musicians. In the 1950s, 

‘Song for the Nation Campaign,’ led by the rightist musicians, sought 

to drive out ‘degenerate’ music and provide ‘wholesome’ music to the 

people. In examining writings of campaign participants and songs made 

by the elite composers, I highlight the production and reconstruction of 

discursive and institutional musical practices with global references in 

1950s.

Keywords: Degenerate Music, La Un-Young, Postcolonia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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