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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1호

중화권 대중음악의 복합적 역사(들)에 관한 

하나의 시좌(視座)*1)

신 (성공회 학교 연구교수)

1. 들어가며: ‘중국 대중음악’이란 존재하는가?

이 은 ‘ 국 음악의 역사’에 근하기 한 보  시도이다. 

따라서 이 은 한국 음악의 역사를 서술하기 해 비교의 거

를 마련한다는 목  이상의 목 을 갖지는 않는다. 국 음악의 

역사의 사실 그 자체를 탐구한다기보다는 그 역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를 고찰하는 데 을 두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 지만 ‘ 국 음악의 역사’라는 상은 그다지 자명한 것이 

아니며 문제 이기도 하다. 국에 해 근할 때의 어려움은 무엇보

다 ‘규모(size)’의 문제이다. 국이라는 나라가 무 큰 데다가, 국인

* 이 은 문화콘텐트진흥원에서 진행 인 한국 음악사 서술의 기 조사 

작업의 일환이다. 을 쓰는 과정에서 국어 문헌들의 독해와 국어의 한국어 

발음을 교정해  김미란·유다진·오소 에게 감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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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무 많다. ‘세계인구의 20%가 국인’임을 감안한다면, 국에 

해 무언가를 말하고자 할 때 세계의 1/5을 설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것이 필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게다가 세계인구의 1/5

에 해당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이른바 ‘죽의 장막’ 아래서 3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에 한 구체  정보를 확보하기는 매

우 힘들다. 따라서 비(非) 국인이 국에 한 지식을 공개 으로 과

시하며 뭘 좀 ‘안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이 의 주제인 음악

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음악, 나아가 

문화 반의 경우 ‘잃어버린 30년’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이다. 

문화를 산업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되는 량문화(mass culture)로 정의

할 수 있다면, 지난 30년 동안의 경험은 이런 정의와는 거리가 있다. 

이런 ‘안이한’ 생각이 사후에 어떤 문제 을 래할 수도 있지만, 일

단 이 에서 다룰 음악은 ‘자본주의  산업’에 의해 생산되고 

소비된 음악에 많은 비 을 둘 것이다.

두 번째 어려움은 ‘ 국’이라는 상이 ‘생각보다 매우 다양하다’는 

이다. 이 에 해서는 의 주제와 히 련된 국의 언어  

측면, 즉 ‘ 국어’를 로 들어 이야기해보자. 재 한국인에게 익숙한 

국어는 국 륙에서는 ‘보통화’라고 부르고, 어로는 ‘만다린

(Mandarin)’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표 어를 말한다. 조  더 부연하면, 

타이완에서는 이 언어를 ‘국어(國語)’라고 부르고, 싱가포르에서는 ‘화

어(華語)’라고 부르며, 이 용어들이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그 지만 

국과 국인의 사회  생활 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언어가 문

화, 음악에서도 당연히 통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다지 

신 한 태도가 아니다. 재는 화어 음악, 문으로 표 하면 만다

린 팝(Mandarin pop)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화권 음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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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과정은 화어 음악이 일방 으로 승승장구하는 과정과는 거리

가 있다. 뒤에서 다시 언 하겠지만, 화권 음악에서는 만다린 

이외 지방의 언어, 특히 ‘ 둥어(廣東語, Cantonese)’와 ‘푸졘어(福建語, 

Hokkien)’ 가사를 가진 음악은 만다린 음악 못지않은 요성을 

갖는다.1)

세 번째 어려움은 ‘ 국인’이라는 범주도 문제 이라는 것이다. 이 

에 해서는 상징 인 차원에서 ‘ 국인(中國人)’과 ‘화인(華人)’을 

구별해서 근해보겠다. 국인을 ‘ 화인민공화국의 인민’이라는 정

치  범주로 이해한다면, 국인에는 다수민족인 한족(漢族)뿐 아니라 

이른바 ‘55개 소수민족’도 포함된다. 반면 화인이라고 부를 때는 문화

 범주로서 국 륙, 타이완, 홍콩과 마카오,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의 화교(華僑)를 망라하게 된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말

이시아(혹은 말라야)의 일부 지만 1961년 국계 심으로 독립을 이

루어 국인 심의 도시국가를 성립시켜서 ‘문화  국’을 논할 때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상이 되었다는 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이상 세 가지가 이 에 미친 실  난 은 화권 음악은 

‘한 나라의 음악’으로 범주화하기에는 지나치게 범하다는 것으

로 집약된다. 음악이 ‘근 의 산물’이라는 을 고려해 근  이후

만을 시좌에 넣더라도 이 난 이 크게 지는 않는다. 아편 쟁을 거

친 1841년 이후, 홍콩은 국의 식민지가 되고 상하이는 제국주의 열

강들의 조계지가 된다. 청일 쟁 이후인 1895년에 타이완이 일본에 

1) 둥어는 ‘월어(粤語)’, 푸졘어는 ‘민난어(閔南語)’라는  하나의 명칭을 갖는다. 

‘ 둥’과 ‘푸졘’이 기본 으로 행정구역, 즉 성(省)을 말하는 반면, ‘粤’과 ‘閔南’은 

그 구역의 ‘언어와 민족(혹은 종족)’을 가리킨다. 물론 실의 언어문화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뒤에서 보듯 둥어는 홍콩, 민난어는 타이완에서 음악과 

련해 매우 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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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식민지화되는 ‘제국주의 시 ’의 역사, 1945년 이후 국공내 을 

거쳐 국민당이 패퇴해 타이완으로 쫓겨난 뒤 륙에 화인민공화국

이, 타이완에 화민국이 각각 성립되는 ‘냉  시 ’의 역사를 고려한

다면 ‘하나의 국’은 여 히 문화 으로 구성되지 못했다고(혹은 앞으

로도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할 수 있다.

이런 근  이후의 간략한 역사만을 고려할 때, 화권 음악의 

심지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리 으로 이동했다는 을 머릿속에

서 그려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간략히 말한다면, 화권 음악

의 생산 심지는 상하이에서 시작되어 홍콩으로, 홍콩에서 타이베이

를 거쳐 베이징으로, 그리고 다시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화권 음악의 역사를 다룰 때 한 시작이 ‘1930~1940년 의 

상하이’라는 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다.

본격  논의에 앞서 잠시 용어법에 해 정리해두기로 하자. 먼  

확인해둘 것은 동아시아(정확히 말하면 동북아시아)의 나라들이나 지역

들이 ‘한자문화권에 속했다’는 역사  사실은 용어법의 유사성을 보

장하기는 하지만 동일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이다. 한국 근 사

가 국보다는 일본에 의해 규정당한 면이 크다는 을 감안한다면, 

유사성은 때로 혼동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첫째, 화권에서 ‘ 가

요’는 ‘유행가곡(流行歌曲)’이라고 표 된다. 어 단어의 ‘popular(혹

은 ‘pop’)’를 ‘ ( )’이 아니라 ‘유행(하는)’으로, ‘song’을 ‘가요’가 아

닌 ‘가곡’이라고 번역한 셈이다. 이후 ‘유행가곡’이라고 표 한 것은 

‘ 가요’로, ‘유행음악’이라고 표 한 것은 ‘ 음악’의 의미로 각

각 이해하기를 권한다.

둘째, ‘유행가곡’이나 ‘유행음악’의 갈래를 구분할 때 국 보다는 

언어를 시한다는 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고 ’을 ‘경 (經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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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 한다는 도 일러둔다. 즉, ‘ 국 유행가곡’보다는 ‘화어 유행

가곡’, ‘월어 유행가곡’, ‘ 어(台語) 유행가곡’2)이라는 표 이 일반

이다. 각각 어식으로는 ‘만다린 팝(Mandarin pop)’, ‘칸토니즈 팝

(Cantonese pop, 혹은 약식으로 ‘Canto pop’)’, ‘타이완 팝(Taiwanese pop)’이

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염두해둔다면 혼동이 다소 어들 것이다. 따라

서 이 의 제목에 들어간 ‘ 화권 음악’이라는 명칭은 한국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한 ‘한국에서 사용하는’ 편의  명칭일 뿐이

지 실제로 ‘ 화권’에 존재하는 용어는 아님을 밝 둔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방  언 한 만다린 팝, 칸토 팝, 타이완 

팝 가운데 칸토 팝은 1960~1970년  이후,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더

라도 후(戰後)의 산물이다. (戰前)의 화권 음악에 해서

는 상하이 심의 만다린 팝과 타이베이 심의 타이완 팝을 살펴

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차례 로 알아본 뒤 후 음악의 역사

를 살펴보도록 하자.

2. 1930~1940년대 상하이의 ‘유행가곡’

2000년   시 에서 상하이의 유행가곡( 가요)에 한 두 개의 

굵직한 연구서가 출간되었다. 하나는 황치즈(黃奇智) 엮음, 時代曲的

流光歲月 1930~1970(三聯書店有限公司, 2001)이고, 다른 하나는 홍

2) ‘ 어(台語)’라고 표 한 것은 ‘ 만어(혹은 타이완어)’를 말하고, 이때 만어란 

화민국의 국어인 만다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완의 방언을 말한다. 이는 

앞서 말한 푸졘어 혹은 민난어와 언어학 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의미작

용에는 ‘ 륙 국인과는 상이한 타이완인의 정체성’이라는 문화  차원이 내포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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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문 어 원문

서문: 이산통

I. 서론: 스따이취(時代曲)의 기원과 발

Preface: Kei Shan-tong

I. Introduction: The Origins and 

Developments of Shanghainese Pops

II. 스러웠던 상하이 시 (1930~1948)

테(Pathé, 百代) 코드 회사

시 곡의 창시자들

무용수, 화 스타, 고  가수들

설  가수들: 꽁추샤, 바이홍, 우시엔, 

야오리, 야마구치 요시코(리샹란), 바이꽝

무는  속에서 부상하는 스타들

‘ 술’ 시 곡

II. The Glorious Shanghai Era(1930~1948)

The Pathe Record Company

The Founders of Shanghainese Pops

Dancers, Movie Stars and Classical Vocalists

The Legendary Singers: Kung Chiu-hsia, 

Bai Hung, Chou Hsuan and Yao Lee, 

Yoshiko Yamaguchi and Bai Kwong

Rising Stars in the Fading Glory

The ‘Art’ Shi Dai Qu

III. 시 곡 홍콩으로 오다(1949~1954)

장성(大長城, Great Wall) 코드

테 코드와 상하이의 유산

새로운 탤런트와 새로운 스타일

견습생과 모방자

III. Shi Dai Qu Comes to Hong Kong 

(1949~1954)

Great Wall Records

Pathe and the Shanghai Legacy

New Talents and New Styles

Apprentices and Imitators

IV. 홍콩의 황 시 (1955~1960)

음악 화

새로운 탤런트들의 풍요

야오 : 1950년 의 작곡가

야오 리: 은빛 목소리

창 루: 활달하고 다재다능한 가수

상하이의 의 연속

화 스타가 노래할 때

남양(남 국해) 커넥션

노소 작사가들

필립스 코드 회사

시 곡의 국제화

상하이로 갈까요? 서양으로 갈까요?

IV. The Golden Age of Hong Kong(1955~ 

1960)

The Singing Movies

An Abundance of New Talents

Yao Ming: Composers of the 1950s

Yao Lee: the Silver Voice

Chang Loo: A Vivacious and Versatile 

Singer

The Continued Glory of Shanghai

When Movie Stars Sing

The South Seas Connection

Lyricists Young and Old

Philips Record Company

Shi Dai Qu Goes International

Go Shanghai or Go Western?

V. 시 곡의 쇠퇴(1961~1970)

방향상실의 시

V. The Decline of Shi Dai Qu(1961~1970)

A Time of Lost Directions

<표 1> 時代曲的流光歲月 1930~1970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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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과 빌리 탐: 분리된 길

지방 오페라와 시 곡의 결합

화 사운드트랙 앨범들의 침공

미니 앨범: 45rpm EP

타이완이 온다!

새로운 남양 커넥션

남성가수의 부상

마무리

Liu Yun and Billie Tam: Divided Paths

Regional Opera Goes Shi Dai Qu

The Invasion of Film Soundtrack Albums

Mini Albums: The 45rpm Extended Plays

The Taiwanese Are Coming!

The New South Seas Connections

The Rise of Male Singers

Coda

후기

용어해설과 인덱스

감사의 말

사진 출처

Afterwards

Glossary and Index

Acknowledgements

Sources of Photos

주: 이 책은 어본과 국어본 두 가지가 출 되었지만, 필자가 소장한 것은 문본이라

서 문 목차만을 어둔다.

콩에서 출 된 천강(陳鋼) 엮음, 上海 歌名典(遠景出版事業有限公司, 

2002)이다. 일단 두 서의 목차를 표를 통해 살펴보자. 단, 上海 歌

名典의 경우 내용의 부분이 작품의 악보와 작가에 한 해설로 채

워졌는데, 여기에는 이 의 의도에 걸맞은 정보가 어서 뒷부분에 

수록된 소논문 두 개의 목차만을 소개한다.

두 책의 구성과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1930~1940년 의 상하

이’를 지칭하는 용어와 기술이 상이하다는 이다. 우선 황치즈( 둥

어 발음으로는 웡키치)의 서는 ‘스따이취(時代曲)’(이후 ‘시 곡’이라고 

표기함)이라는 용어를, 천강의 서는 ‘라오꺼( 歌)’(이후 ‘노가’라고 표

기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시 곡’은 ‘그 시  그 노래’, ‘노가’

는 ‘옛 노래’ 정도로 의역할 수 있는데, 이 용어들은 1930~1940년

에 일반 으로 통용된 것은 아니며 후 에 재발명한 용어에 가깝다. 

이런 용어법의 차이는 두 책이 출 된 곳이 각각 홍콩과 타이베이라

는 사실을 통해 많은 것이 설명될 수 있는데, 실제로 시 곡과 노가는 

각각 홍콩과 타이완에서 1950년  이후(정확히 말하면 ‘1949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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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문 국어 원문

상하이: 국 음악의 요람

정더런

I. 가요계의 새로운 소리

II. 바(酒吧)와 스홀(舞廳)

 1. 주바오(朱葆) 3가의 바

 2. 스홀 난립

 3. 4  스홀

  (1) 바이러먼(百 門) 스홀

  (2) 산러(仙 ) 스홀

  (3) 리뚜(麗都) 스홀

  (4) 따뚜후이(大都 ) 스홀

III. 국인(華人) 재즈악 와 음악인( 手)

 1. 국인 재즈악단

  (1) 지미 킹(傑美·金) 악

  (2) 황페이란(黃飛然) 악

  (3) 카이시엔(凱旋) 악

 2. 지미 킹 로필

IV. 음악계의 둥이 성좌

V. 국 유행가 의 남하  역류(倒流)

上海: 中国流行音 的摇篮

鄭德仁

一. 歌壇新聲

二. 酒吧和舞廳

 1. 朱葆三路上的酒吧

 2. 舞廳林立

 3. 四大舞廳

  (1) 百 門舞廳

  (2) 仙 舞廳

  (3) 麗都舞廳

  (4) 大都 舞廳

三. 華人爵士 隊和 手

 1. 華人爵士 隊

  (1) 傑美·金 隊

  (2) 黃飛然 隊

  (3) 凱旋 隊

 2. 傑美·金其人基事

四. 流行歌壇的雙子星座

五. 中國流行歌典的南下及倒流

지난날의 스타들: 상하이 노가의 스타

짜오스후이

‘황 의 목소리(金桑子)’ 우시엔(周璇)

‘가후(歌后)’ 바이홍

일명경인(一鳴驚人) 꽁치우샤(龔秋霞) 

‘은색 목소리(銀桑子)’ 야오리(姚莉)

야마구치 토시코(山口淑子): 리샹란(李香蘭)

‘일 요희(一代妖姬)’ 바이꽝(白光)

‘비음가후(鼻音歌后)’ 우잉인(吳鶯音)

昨夜星辰: 上海老歌星

趙士薈

｢金桑子｣周璇

｢歌后｣白虹

一驚人的龔秋霞

｢銀桑子｣姚莉

山口淑子: 李香蘭

｢一代妖姬｣白光

｢鼻音歌后｣吳鶯音

<표 2> 上海 歌名典의 목차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런 용어법의 차이는 두 책에서 서술된 내용의 차이에서도 드러난

다. 時代曲的流光歲月 1930~1970의 경우 타이틀에도 붙어 있듯 

1930~1940년 의 유행가곡에 그치지 않고 시 곡이 1950년  이후 

홍콩에서 다시 개화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으며, 실제로 ‘194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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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비 이 책의 반을 넘는다. 반면 上海 歌名典의 경우 

‘1949년 이후’가 약간 언 되고 있지만 체로 ‘1949년 이 ’의 사실

에 을 두고 있다. 즉, 후자의 경우 시 곡이 1949년 이후 홍콩으

로 건 가 (제2의) 황 기를 맞이했다는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두 서에서 드러나는 ‘상하이 시 곡의 

역사’에 한 서술은 체로 일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1920년  

이후 상하이에 ‘재즈(jazz)’가 유입되어 바와 스홀에서 외국인과 국

인 연주자들에 의해 재즈가 연주되었다는 사실이고,3) 그 다음은 재즈의 

향을 바탕으로 1930년 부터 국어로 창작된 새로운 유행가곡(

가요)이 화되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시 곡의 ‘스타’들은 꽁치우

샤, 우시엔, 바이홍, 바이꽝, 야오리 등의 여가수 다는 사실이다.4)

이 기본  사실들을 조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몇 가지 추가  

특징들을 더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상하이 유행가곡의 형성에는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  도시

들과 마찬가지로 축음기와 코드의 도입이 결정  역할을 수행했다. 

3) 상하이 재즈의 성기에는 미국, 러시아, 필리핀 등 해외 각지에서 온 음악인들이 

재즈를 연주했다. 그 가운데 버크 이튼(Buck Layton)이라는 미국의 재즈 트럼펫 

연주인의 활동은 당시 상하이 재즈계에 요한 향을 미쳤다. 에서 언 한 

작곡가들과 가수들은 재즈에 깊은 향을 받았고, 국어로 창작된 노래뿐 아니

라 어 등의 서양 언어로 된 노래들을 부르기도 했다. 상세한 내용은 Jones, 

Andrew F., Yellow Music: Media Culture and Colonial Modernity in the Chinese Jazz 

Age, Duke University Press, 2001 참조.

4) 일본, 한국, 타이완의 경우 가요의 황 기는 체로 ‘1930년 ’로 설정된다. 

1940년  반은 일본 제국주의의 군국주의 정책으로 인해 가요의 생산이 

반 으로 침체되었고, 1940년  후반은 패 과 미군 령(일본의 경우), 해방

과 이에 뒤이은 분단(한국의 경우), 국으로의 반환과 정치  혼란(타이완의 

경우) 등의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음악· 가요의 부활이 지연되었다. 

이와 달리 상하이는 조계지라는 특성상 제2차 세계  동안 ‘포 ’ 상태에 있었

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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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만 이 과정에서 요한 역할을 수행한 코드 회사는 랑스계

의 테(Pathé) 코드 다. 이 은 빅타나 콜럼비아와 같은 미국 

코드사와 연계된 일본 코드사가 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일본이나 

일본의 구 식민지와는 상이한 특징이다. 상이한 자본이 상이한 음악양

식을 낳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심층 연구해야 할 과제이지만, 이 

시기 일본이 동아시아에 미친 향력이 막 했음을 고려한다면 상하

이의 음악  문화 반은 이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웠다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시 곡의 황 기는 1930년 라기보다는 1940년 로 설정되

고 있다는 이다. 일본과 일본의 구 식민지에서 가요의 황 기는 

통상 1930년 로 설정되고 있고, 1940년 는 체로 ‘암흑기’로 인식

되고 있다. 부연한다면 1940년  반기가 제2차 세계 의 수행으로 

인해 음악산업뿐 아니라 문화생활 반이 축되었고, 1940년  후반

기는 미군의 진주와 이로 인한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혼란이 지속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당시는 화민국)의 경우, 제2차 세계 의 

‘승 국’ 가운데 하나 기 때문에 ‘1945년’은 그리 큰 단 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의 음악의 역사, 나아가 문화 반의 역사에서는 

1949년에 큰 단 의 계기가 발생한다. 이 해는 수년에 걸친 국공내  

끝에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승리를 거두고, 장카이셱(장졔스)이 

이끄는 국민당은 륙에서 패퇴한 뒤 타이완으로 쫓겨간 해이다.

셋째, 앞서 언 한 상하이 유행가곡의 스타들인 여가수들, 이른바 

‘7  가후(七大歌后)’는 가수로서 스타 을 뿐 아니라 배우로서도 스타

다는 사실이다. 즉, 1930년  상하이에서 화산업과 음악산업이 

상호작용하면서, 일종의 스타시스템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이 도 화권 음악이 일본  일본 지배하의 조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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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타이완과 상이한 이다. 일본, 조선, 타이완에서는 가수가 화배

우를 겸업하는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외 인 경우 을 뿐 일반 이

지는 않았다. 이 은 1949년 이후 연 산업의 상당수의 인력과 자본

이 상하이에서 홍콩으로 이동한 뒤에도 계승되는 특징임과 동시에 

1970년  이후 아시아를 주름잡은 홍콩의 연 산업의 특징을 이룬다

는 에서 특기해둘 만하다. 홍콩의 경우 여가수뿐 아니라 남가수도 

이 열에 합류하게 되지만, ‘가수이자 연기자 스타’라는 주체성은 이

미 상하이에서 확립된 특징이었던 것이다.5)

후  1949년 이후 화권 음악사에 한 논의는 뒤로 미루

고, 이 은 마지막으로 ‘상하이, 그리고 국에서 최 의 유행가곡은 

어떤 작품이고 언제 발표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으로 마무

리하자. 의아하게도 그리고 실망스럽게도 이에 한 명확한 답을  

두 책에서는 찾을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국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최 의 국 유행음악의 개척자’로는 리진휘(黎錦暉)가 만장일치로 거

론된다는 이다. 이에 해서는 을 달리해 살펴보기로 하자.

3. 상하이 유행가곡의 ‘잃어버린 30년’

상하이의 유행가곡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이 알려진 노래를 꼽으라면 

<화양의 연화[花樣的年華]>와 <천애가녀(天涯歌女)>를 꼽아야 할 

것이다. 앞의 곡은 왕자웨이(王家衛) 감독의 화 <화양연화(花樣年華, 

5) 홍콩 칸토 팝의 ‘가수-연기자 모델’에 해서는 신 , ｢1970~80년  홍콩 

문화의 형성과 국제  : 칸토 팝 스타를 심으로｣,  국 문학 
36, 2006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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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Mood for Love)>(2000)의 주제곡이고, 뒤의 곡은 리안(李安) 감독

의 화 <색, 계(色戒, Lust, Caution)>에 삽입된 곡이기 때문이다. 두 

곡 노래의 주인공은 모두 방  언 한 우시엔(周璇)이다. 화와 노

래 모두 노스탤지어가 가득하고, 이런 노스탤지어는 의 두 작물에

도 공통 이다. 상하이를 비롯한 륙 국이 1949년 이후 어도 30

년 동안 ‘두고 온 고향’이었다는 사실에서 연유한 자연스러운 상이

고, 이것이 상하이 유행가곡의 역사의 독특한 내러티 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지 해둘 만하다.

<화양의 연화>6)의 작곡가는 천꺼신(陳歌辛, 1914~1961)이라는 인

물인데, 그는 리진꽝(黎錦光, 1907~1983)과 더불어 시 곡의 스러

운 시 을 표한 양  작곡가이다. 앞서 上海 歌名典에서 ‘

음악계의 둥이 성좌’라고 표 한 인물들이 이 두 명이다. 천꺼신은 

에서 언 한 <화양의 연화>를 작곡한 사람일 뿐 아니라, 한국에서 

<꿈속의 사랑>(손석우 작사, 인 노래)으로 번안된 노래 <몽 인(夢

中人)>을 비롯한 클래식풍 가요들을 남겼다. 리진꽝도 수많은 명곡을 

남겼는데, 표 으로 ‘ 국의 오래된 노래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야래향(夜來香)>이 있다.

국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진휘는 리진꽝의 형이

다. 화가무단(中華歌舞團)과 명월가무단(明月歌舞團) 등 그가 이끌었

던 가무단(악극단), 그가 여했던 음반산업이나 화산업에 한 상세

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단지 명월가무단은 

우시엔과 바이홍 같은 가수들, 그리고 방  언 한 리진꽝  화인

6) 이 곡은 1946년에 제작된 화 <오랜 상사[長相思]>에 삽입된 곡으로 1945년 

이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국인의 애국의 심정을 담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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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화국 국가를 작곡한 니에얼7) 같은 작곡가들이 거쳐 간 곳으로 

유명하다는 은 지 해두어야 할 것이다. 1930년 의 상하이가 상업

 문화의 심지 던 만큼이나 좌 운동의 본거지 다는 사실

을 감안한다면 이런 사실이 의외는 아닐 것이다.

여기서 논 은 국 그리고 상하이 최 의 음악이 무엇인가라

는 것이다. 리진휘의 경력을 추 해보면 그는 1921년부터 음악을 창

작했지만, 이는 당시 그가 심을 기울 던 아동가무극에 수록될 ‘동

요’ 다. 그 뒤 유행가곡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랑비[毛毛雨]>를 작

곡한 곡은 1927년이라는 기록이 있다. 한 1928년 화가무단을 조

직해 싱가포르에 순회공연을 갔고, 그 뒤 <도화강(稻花江)>, < 이

야, 를 사랑해[妹妹我愛你]> 등을 작곡한 것은 1929년이라는 기록

이 있다. 그 지만 이 시 은 ‘창작’의 시 이고 ‘녹음’의 시 은 불명

확하다. 時代曲的流光歲月 1930~1970의 부록 CD에 수록된 <가

랑비>의 경우도 녹음 시 에 해 ‘1930년  ’라고만 언 될 뿐 

정확한 시 은 기술되지 않았다.

그 다면 륙 국에서 발행한 서 에서는 이에 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불행히도 그 지 않았다. ‘악보집’ 형태로 륙 국에서 

출 된 서 들은 역사  고증에는 무 심한 듯하기에 녹음이나 음반과 

련된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 한 로 1930~1940년 의 가곡의 악보

를 모은 同一首歌 30~40年代經典歌典 100首(現代出版社, 2005)은 서

문에서 당시의 음악에 한 간략한 편집방향만을 언 한 채 당시 유행

7) 니에얼은 화인민공화국의 국가인 <의용군행진곡(義勇軍行進曲)> 등 좌  

사상을 담은 노래를 작곡한 인물이다. 그는 1931년 명월가무단에 바이올린 주자

로 들어가 활동하다가 1932년 리진휘의 작풍을 비 한 뒤 가무단을 탈퇴하고, 

이듬해인 1933년 국공산당에 가입해 좌  음악활동의 길을 걸었다. 그는 

1935년 일본에서 수 을 하던  익사해 23세의 나이로 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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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번역문 국어 원문

국의 새로운 음악 창작의 발단(1903~1914)

5·4운동 시기 음악창작의 발 (1915~1930)

쟁시기의 음악 풍(狂飇)(1931~1948)

화평건설시 의 즐거운 노래 소리(1949~1966)

황량한 사막 속 음악의 맑은 샘(1967~1977)

다원화된 음악의 강(1978~)

中国新型音乐创作的 端

五四运动时期音乐创作的发展

战争年代的音乐狂飙

和平建设年代的欢乐歌声

荒漠中的音乐清泉

多元化的音乐之河

주: 각 시기의 연도 표기는 책 서문의 내용을 통해 유추하여 붙인 것이다.

<표 3> 20世纪中国名典鉴赏의 목차 혹은 시기구분

했던 가곡(노래)들의 악보를 수록한 뒤 ‘주요 음악가’8)에 한 간략한 

해설만을 덧붙이고 있다. 94개의 곡의 악보를 수록한 20世纪中国名典

鉴赏(安徽文艺出版社, 2006)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한데, 리진휘(리진후

이)의 경우는 유행가곡이 아닌 동요 <可怜的秋香>만 언 되어 있다. 

참고로 국 음악의 시기구분을 알아보기 해 뒤의 책의 목차를 

<표 3>과 같이 재구성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논 이 있다. 무엇보다도 먼  ‘동일수가(同

一首歌)’라든가 ‘명곡(名曲)’이라는 이름으로 범주화된 노래(‘가곡’)에

는 좁은 의미의 유행가곡(혹은 가요)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다. 실제로 이런 악보집에 수록된 많은 곡들은 애국가곡·항일가곡·

명가곡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유행가곡들은 체로 배제되어 있다. 

일본 제국주의가 침략하던 시 , ‘미미지음(靡靡之音, 퇴폐  소리)’이

8) ‘주요 음악가’로 언 된 인물의 이름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편의상 한자로

만 표기한다. 李叔同, 萧友梅, 黎锦晖, 赵元任, 青主, 任光, 贺绿汀, 黄自, 冼星海, 刘雪

庵, 田汉, 呂骥, 聂耳, 马思聪, 麦新. 이들 가운데 리수퉁(李叔同, 1880~1941), 샤오

여우메이(萧友梅, 1884~1940), 자오 엔런(趙元任, 1884~1940) 등은 리진휘와 

더불어 이른바 ‘5·4운동 세 ’에 속하지만, 이들은 “서방 음악을 한 선구자”

(리수퉁), “근  음악 교육가”(샤오여우메이), “ 국 근  작곡가”(자오 엔런)로 

언 될 뿐 ‘유행음악’이나 ‘ 음악’의 작가로 언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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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망국지음(亡國之音)’이라는 단어로 음악 자체를 비 했던 것9)

은 당시 좌  지식인들에게 공통 인 정서 다. 따라서 국 륙에서 

음악사에 한 인식, 나아가 음악에 한 정의 자체가 ‘자본

주의권’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 역사의 시기구

분이 근 사에 해 국공산당이 설정한 시기구분과 정확히 일치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에 해 ‘우습다’고 간단히 논평하는 것으로 충분할까? 그 나

라 특유의 역사  경험 속에서 이루어진 기억의 재구성에 해 냉소

해서는 곤란하다. 실제로 여기 수록된 많은 가곡(노래)들이 ‘인민 ’

에 의해 애창된 것이라면, ‘ 국  특색’으로 음악의 역사를 재구

성한 것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악보집’의 형식이 유난히 많

은 이유도 이 노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공공장소에서 불리기 한 

의도가 바탕에 있어서이다.

9) 그 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인터넷 자료 가운데 리진휘에 한 공식  평가를 

인용해본다.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국 륙에서 리진휘에 한 ‘기성

의’ 평가와 거의 일치해 보인다. 그 평가는 체로 ‘선구  공 은 인정하지만, 

작풍은 이데올로기 으로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리진휘의 유

행음악 창작은 국 유행음악의 기본풍격의 기 가 되었다. 즉, 민간선율과 서양 

춤곡의 리듬을 서로 결합한 것으로, 당시에는 주로 탱고와 폭스트로트 다. 악기 

배치도 미국 재즈 음악의 풍격을 모방했다. 앞에서 열거한 <毛毛雨>, <桃花

紅>, <特別快車> 등의 작품은 격조가 높지 않고 어떤 것은 상당히 비속한데, 

소시민의 한 취미에 합한 것으로 당시에 심한 비 을 받았다. 니에얼은 

이런 작품을 비 하는 을 쓰기도 했다. 국 유행음악은 막 첫발을 내딛던 

때 건강하지 못한 길을 갔다고 할 수 있다. 속한 내용 외에, 음악 인 면에서 

조잡한 곡이 마구 남발되었고, 가창면에서 과시하기와 어리 은 이후의 음악 

발 에 좋지 않은 향을 주었다. 그러나 리진휘의 유행음악 처리에서 외래형식

과 민족 통 계의 성공 경험은 후인의 귀감이 될 만하다.” 인용한 목에서 

몇 가지 문구는 원문을 다소 수정했다(http://worldnet.kbs.co.kr/bbs/ezboard.cgi? 

db=w_china_music_1&action=read&dbf=60&page=1&dept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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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음악에 한 기억의 재구성으로 이런 방식이 유일

하게 정당한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를 해서는 ‘공식 출 물’ 이외의 

자료를 뒤지는 수고를 해야겠지만, 이는 필자의 능력의 범 를 넘는 

것이다. 추측하건  국 륙에서도 ‘상하이 노스탤지어’라는 이름으

로 1930년 의 상하이의 문화가 ‘복권’되고 있으며, 1990년  이

후 국에서 상업  문화가 폭발하고 있는 것이 실이라면, 가까

운 미래에 1930년 의 상하이 유행가곡에 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공식  해석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망해본다.10)

나아가 ‘악보를 시하는 역사 서술’은 비단 국 륙뿐 아니라 

타이완과 홍콩의 경우도 어느 정도 공통된 특징이다(앞서 언 한 上海

歌名典은 타이완에서 출 된 것이지만, 기본 으로 악보집 형식의 출

물이었다). 이는 아직까지는 ‘녹음을 통한 출 ’보다는 ‘악보를 통한 

출 ’을 더욱 시했던 정서의 결과물은 아닐까? 실제로 국의 많은 

가곡들이 한번 ‘경 ’의 지 를 획득하면 그 뒤 부단히 개작되는 상

은 이런 행의 산물로 보인다.

10) 이런 변화는 同一首歌 30~40年代經典歌典 100首의 서문에서 리진휘와 천꺼

신 등에 한 우호  평가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 근  유행음악 

창작도 이 시 에 시작했다. 를 들면 리진휘가 창작한 <毛毛雨>, <桃花江> 

등이 비록 ‘퇴폐음악’이라고 칭해졌지만, 그것들과 리진휘와 천꺼신이 창작한 

많은 가곡이 우리 근  최 의 유행음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천꺼신의 창작은 내용이 극 인 뜻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풍격이 청신하

고, 선율이 우아하고 아름다워 당시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를 들면 

<夜上海>, <花樣的年華>등은 일 이 그 시 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화에

서 배경 음악이 되어, 사람들이 무의식 에 노래 소리를 따라 과거로 돌아가도

록 만든다. 천꺼신이 창작한 가곡 에서 <玫瑰玫瑰我爱你(장미, 장미 를 사랑

해)>는 바다를 타고 건 가서 미국으로까지 갔고, 미국의 가수 랭키 인

(Frankie Laine)이 이 곡을 리메이크해 인기를 얻었다.” 이런 평가의 뉘앙스는 

각주 9에 인용된 평가와는 사뭇 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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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정리한다면 상하이 유행가곡의 역사는 하나의 ‘지역사(local 

history)’를 넘어 냉  이후 성립한 세 가지 이질 이고 불균등한 정치

 실체인 화인민공화국( 국), 화민국(타이완), 그리고 홍콩의 상

이한 역사  개에 따라 이질 인 의미작용을 수행해왔고, 지 도 

이는 완 히 종언되지 않고 있다. 상하이 음악에 공유된 기억과 

집단  정체성이 부여되어, 하나의 국민사(national history)가 안정 으

로 재구성될지 여부는 ‘ 국’이라는 실체가 어떻게 재구성될 것인지 

여부와 거의 동일하다.11)

4. 타이완 대중음악의 ‘이원적’ 역사

타이완이 재 ‘만다린 유행음악의 생산 심지’라는 사실에는 별

다른 이론이 없다. 1997년 홍콩의 국 반환 뒤 홍콩의 칸토 팝 산업

이 쇠락한 뒤 타이완 유행음악은 화권 체의 ‘주류’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지만 이런 지 가 확립된 것도 역사  산물이다. 타이완에

서는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던 시기인 1930년 부터 가요가 발생·

발 했지만, 이는 ‘만다린 유행가곡’이 아니었다. 당시의 유행가곡은 

타이완의 지방어(혹은 토착어)인 민난어 가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 노

래들은 재 ‘타이완어 유행가곡[台語流行歌曲]’이나 ‘타이완어 옛 노

래[台語 歌]’로 불리고 있다. 타이완어 유행가곡은 마치 식민지 조선

의 유행가를 듣는 듯하며, 그 역사는 조선 유행가의 생아처럼 보인

11) 최근 국에서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을 포 하는 ‘국가  음악( 국  

음악)’의 형성 과정에 해서는 Fung, Anthony, “The Emerging (National) 

Popular Music Culture in China”, Inter-Asia Cultural Studies, 8(2), 2007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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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지만 세상 아래 ‘ 같은’ 것은 없는 법이다.12) 이를 해 1990

년  말에 발표된 석사학  논문 하나와 단행본 하나의 목차를 <표 

4>와 <표 5>를 통해 살펴보자. <표 4>는 양커롱(楊克隆)의 ｢台灣

流行歌曲研究台灣流行歌曲研究｣(타이완 사범 학 석사학  논문, 1998)

이고, <표 5>는 쩡후이자(曾慧佳)의 從流行歌曲看台灣社 (桂冠, 

1997)인데 체 목차 가운데 2부만을 발췌·인용한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타이완의 음악’이 ‘국어(만다린) 

유행가곡’과 ‘ 만어(민난어) 유행가곡(이후 ‘ 어 유행가곡’으로 표기함)’

으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식민지 시 의 유행가곡은 

자가 아니라 후자를 지칭한다는 이다. 따라서 양커롱 논문의 경우 

‘타이완의 음악 체’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 어 유행가곡’만을 

다루고 있다는 을 알 수 있다.13) 반면 쩡후이자 서의 경우 국어 

12) 어 유행가곡에 한 소략한 소개로는 차이원 (蔡文婷), ｢台語歌謠望春風: 

History of Taiwanese Pop Songs｣를 참고하라. 이 기사는 光華雜誌 Vol.27 

No.5(May, 2002)에 수록되었는데, 인터넷 사이트(http://home.comcast.net/~tzen 

g2/TaiwanPopSongs)에 국어와 어로 게시되어 있다. 16회에 걸친 기사의 

원문 제목과 변역은 다음과 같다. ①序(서론), ②桃花泣血, 紅遍寶島(도화읍 , 

홍편보도), ③望春風, 正春風(주류로의 입성), ④新文學健 (신문학의 기수들), 

⑤第一首禁歌(최 의 지곡), ⑥戰火中的變奏曲( 쟁 의 변주), ⑦戰後四大

名曲( 후 4  명곡), ⑧走唱江湖[강호(거리)로 나서다], ⑨巨星時代(슈퍼스타

의 시 ), ⑩翻譯｢混血｣歌曲當道(번안, ‘혼 ’ 가곡의 당도),  黑貓歌舞團(흑묘

가무단),  黑狗兄 思慕的人(흑구형과 사모하는 사람),  走出流行, 成為經典 

(유행에서 고 으로),  歌謠 故事: 雨夜花(노래 이야기: 우야화),  歌謠 故

事: 悲 的酒杯(노래 이야기: 비련의 술잔),  歌謠 故事: 港邊惜別(노래 이야기: 

항구의 석별).

13) 양커롱의 논문이 다루는 시기는 황치즈(웡키치)가 상하이 유행가곡(‘시 곡’)을 

다루는 시기와 유사하다. 단지 타이완어 음악은 ‘일치시기의 잔재’라든가 

‘하층계 의 문화’라는 이유로 1960년  이후 주변화되기 때문에 상하이 유행

가곡처럼 홍콩으로 이동해 화려한 시기를 다시 맞이한 것과는 다른 운명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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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  연구동기

제2  연구방법

제3  연구범

제4  기존 연구성과

제2장 개설

제1  어 유행가곡개설

제2  통음악, 서양음악의 어 유행가곡에 

한 향

제3  어 유행가곡변천사

제3장 일치시기 어 유행가곡과 사회환경

제1  일치시기의 정치환경  어 유행가곡

제2  일치시기의 경제환경  어 유행가곡

제3  일치시기의 문화환경  어 유행가곡

제4장 국부시기 어 유행가곡과 사회환경

제1  국부시기의 정치환경과 어 유행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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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국부시기의 문화환경  어 유행가곡

제5장 어 유행가곡의 식민담론

제1  식민문화의 개

제2  어 유행가곡에서 나타나는 식민경험

제3  어 유행가곡의 후식민  탈식민 상

제6장 결론

第壹章 緒論

第一節 研究動機

第二節 研究方法

第三節 研究範圍

第四節 目前研究成果

第貳章 概說

第一節 台語流行歌曲概說

第二節 傳統音 ·西 台語流行歌曲的影響

第三節 台語流行歌曲流變史

第參章 日治時期台語流行歌曲 社 環境

第一節 日治時期的政治環境 台語流行歌曲

第二節 日治時期的經濟環境 台語流行歌曲

第三節 日治時期的文化環境 台語流行歌曲

第肆章 國府時期台語流行歌曲 社 環境

第一節 國府時期的政治環境 台語流行歌曲

第二節 國府時期的經濟環境 台語流行歌曲

第三節 國府時期的文化環境 台語流行歌曲

第伍章 台語流行歌曲的殖民論述

第一節 殖民文化的演進

第二節 台語流行歌曲所展現的被殖民經驗

第三節 台語流行歌曲的後殖民及去殖民現象

第陸章 結論

<표 4> ｢台灣流行歌曲研究台灣流行歌曲研究｣

유행가곡이 심이고, 이는 1945년 이후나 1949년 이후 타이완 사회

의 변화와 한 련을 맺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다름 아니라 1949

년 장카이셱(장졔스)이 타이완으로 쫓겨오면서 계엄령을 발동했고, 계

엄 상태는 1987년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국부(국민당 정부)의 계엄 

치하에서 교육과 미디어 정책을 통해 만다린을 ‘국어’로 지정하고 민

난어(‘ 어’)의 공식  사용을 실질 으로 지한 결과 어 유행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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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음악과 사회변동

제3장 유행음악으로부터 보는 사회변천

(1945~1955)

 1. 유행음악의 요성

 2. 타이완 유행가곡의 연구

 3. 1951~1991년 사이 타이완의 연평균 

국민소득  주요산업의 소비

제4장 어가곡의 변동(演變)

 1. 반 단계: 1945~1955

 2. 후반 단계: 1955~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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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가곡 쇠퇴의 역사  근원의 탐사

 2. 민가시 의 도래

 3. 민가운동에 내포된 함의

 4. 민가 속 의식형태

 5. 가사분석

 6. 교원가곡: 상업  음악기제의 출

제7장 상업유행가곡 시 (1980~1990)

 1. 상업유행가곡의 시

 2. 음악문화산업

 3. 신 어가요시

 4. 상업유행가곡시 (1980~1990): 가사

분석

제8장 풍의 1990년

 1. 여성의식의 두

 2. 유행가곡 소비집단의 연령화

 3. 음악스타일의 국제화

 4. KTV(가라오 )의 성행

 5. 1990년 의 가사분석

第二部分  流行音 社 變遷

第 三 章 從 流 行音 看 台 灣 社 變 遷

(1945~1955)

 一. 流行音 的重要性

 二. 台灣流行歌曲的硏究

 三. 台灣在1951~1991年間平均國民所得

主要産業的消長

第四章  台語歌曲的演變

 一. 前半階段: 1945~1955

 二. 後半階段: 1955~1970

第五章  國語歌曲的開展(1945~1970)

 一. 時代背景

 二. 當代流行歌曲 分析

第六章  民歌時代(1970~1980)

 一. 台語歌曲式微的歷史探源

 二. 民歌時代的來臨

 三. 民歌運動的內在意涵

 四. 民歌中的意識形態

 五. 歌詞分析

 六. 校園歌曲: 商業流行音 機制的出現

第七章  商業流行歌曲時代(1980~1990)

 一. 商業流行歌曲的時代

 二. 流行音 文化工業

 三. 新台語歌曲時代

 四. 商業流行歌曲時代(1980~1990): 歌詞

分析

第八章  狂飇的九○年代

 一. 女性意識的抬頭

 二. 流行歌曲消費族羣的低齡化

 三. 音 風格國際化

 四. KTV的盛行

 五. 九○年代的歌詞分析

<표 5> 從流行歌曲看台灣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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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은 양커롱의 논문에서 타이완의 근 사를 일치시기(日治

時期, 1890~1945), 국부시기(國府時期, 1945~1987), 해엄시기(解嚴時期, 

1987~)14)로 구분하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어 유행가곡은 1960년  

반 이후 ‘일치시기의 향’이라든가 ‘하층계 의 문화’라는 이유로 

억압되었고, 새로운 형태로 부활한 것은 계엄 해제 이후라는 실이 

존재한다. 양커롱은 이런 시기구분 에 어 유행가곡의 변화를 다시 

6단계로 세분하는데, 흥기(初 期), 쇠퇴기(衰 期), 재흥기(在 期), 

부쇠기(復衰期), 기기(轉機期), 발흥기(勃 期)가 그것이다. 흥기가 

1932년 <도화읍 기(桃花泣血記)>부터 황국신민화 이 의 ‘8년 황

기’, 재흥기가 1945년 이후 1949년 계엄령 실시까지, 발흥기가 1987년

의 계엄 해체 이후임을 고려한다면 략의 시기구분을 추정할 수 있다.

쩡후이자 서의 경우 어 유행가곡의 변화를 1945~1955년과 

1955~1970년으로 세분하는데, 이는 시 상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만 양커롱이 ‘재흥기’와 ‘부쇠기’로 묘사한 시기와 략 일치한다. 

어 유행가곡의 경우 25년의 시기가 이 게 두 시기로 다시 구분되어 

있다는 은 ‘1945~1970년’이 하나의 시기로 설정되어 있는 국어 유

행가곡과는 조 이다. 이는 어 유행가곡이 1960년 를 거치면서 

쇠퇴했던 반면, 국어 유행가곡은 이 시기를 통해 타이완 음악의 

주류로 정착했던 사정에 연유한다.

그런데 ‘국어’와 ‘ 어’라는 ‘두 개의 국어’가 표상하는 정체성은 

14) 엄 히 말하면 1987년 총통이 된 리덩후이(李登輝)도 국민당 소속이었으므로 

‘국부시기’는 1987년 이후에도 연장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리덩후이가 타이

완 출신이었다는 에서 엄 한 의미의 ‘국부시기’는 1987년에 종언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51(KST)



화권 음악의 복합  역사(들)에 한 하나의 시좌(視座)_신   55

어떤 것인가? 타이완인에게 익숙한 용어로 말한다면, 이른바 외성인

(外省人)에게는 ‘국어’가 모어(母語)인 반면, 본성인(本省人)에게는 ‘

어’가 모어다. 외성인이란 1949년 이후 륙으로부터 건 온 국민당

의 패주세력을 포함한 륙 출신 사람들을 지칭하는 반면, 본성인은 

그 부터 타이완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말한다.15) 즉, 1960년 까지 

국어 유행가곡은 외성인의 정체성과, 어 유행가곡은 본성인의 정체

성과 히 연 되었다. 그 지만 어도 1970년  이후 세 가 교

체되면서 ‘외성인은 국어 유행가곡을 듣고, 본성인은 어 유행가곡

을 듣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복잡한 상황이 개된 것이다. 

타이완 음악의 역사가 ‘국어 유행가곡’과 ‘ 어 유행가곡’으로 이

원화되어 서술되는 것은 이런 상황을 반 한다.

마지막으로 추가할 것은 어도 1960년  반까지 타이완에서 ‘국

어 유행가곡’의 부분은 타이완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상하이  

홍콩으로부터 ‘수입’되었다는 이다. 이는 앞에서 언 한 시 곡의 

개과정을 환기한다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기성의 가요(‘ 어 유

행가곡’)는 정책 으로 억압당하고, 수입된 유행가곡은 정서 으로 낯

설었던 시기가 후 타이완 음악의 역사를 더 복잡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다. 말하자면 1950~1960년  타이완의 본성인들은 ‘일

본풍’ 어 유행가곡과 ‘ 국풍’ 국어 유행가곡 어느 것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것이다.16) 그 결과 타이완의 후 음악사에

15) 이 외에도 하카(客家), 홀로(福佬) 같은 국계 소수민족, 그리고 국계와는 

거리가 있는 선주민(先主民, aboriginal people)을 고려한다면 타이완의 민족구성

은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이 은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는다.

16) 이에 한 상세한 설명은 신 ·허덩헝, ｢냉  기 남한과 타이완에서 연

의 국가화  미국 문화의 번역: 1940년  반부터 1950년  후반까지 

음악을 심으로｣, 냉  아시아의 문화풍경 1940~50년 , 실문화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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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970년 ’가 매우 요하다. ‘민가시 ’라는 이 시기나 그 이후 

시기에 해서는 을 달리해서 홍콩과 타이완을 심으로 살펴보자.

5. 홍콩과 타이완에서 ‘우리들의 노래’를 찾기

1970년  타이완의 민가, 즉, ‘모던 포크’를 연구한 장차오웨이

(張釗維)의 서 제목은 誰再那邊唱自己的歌, 즉 ‘ 가 기에서 자기

의 노래를 부르는가’이다. 달리 말하면 1970년  타이완의 새로운 세

에게는 ‘국어 유행가곡’도, ‘ 어 유행가곡’도 ‘자기의 노래’가 아니

었음을 의미한다. 유사하게 1970년  홍콩의 은 세 에게 만다린 

가사를 가진 ‘상하이 시 곡’은 자신들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멀

어져갔다. 그래서 은 세 들은 미의 팝 음악, 특히 1960~1970년

의 록이나 포크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합시켰고, 이는 륙 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체에서 공통된 상이었다. 음악의 역사를 기

술할 때 이  시기까지는 ‘10년 ’로 구분하는 ‘서양식 행’이 부

하거나 부자연스러웠던 반면, 어도 1970년  이후는 10년 로 나

어 음악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은 이

처럼 음악에 한 취향이 ‘국제화’된 상의 방증으로 보인다.17)

구, 2007을 참고하라. 간략히 부연하면, 이 시기 홍콩을 경유해 타이완으로 

수입된 음악은 상하이와 홍콩에서 한 자를 차용하여 ‘하이강 (海港波)’

라고 불렸다. 다른 한편 1950년  반 이후 어 유행가곡은 새로운 창작이 

억압당한 뒤 일본 가요를 민난어로 번역한 곡들을 통해 하층계 의 나이든 

세 들 사이에서 명맥을 유지했다. ‘혼 가곡’이라는 용어는 이런 번안가요를 

말한다.

17) 타이완의 경우 쩡후이자는 1970년 를 ‘민가시 ,’ 1980년 를 ‘상업유행가곡 

시 ’, 1990년 는 ‘ 풍의 시 ’라고 각각 부르고 있다. 반면, 홍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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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는 서양( 미)의 문화  향이 학생을 비롯한 청년세

의 문화  취향과 속되어 ‘자신들의 실의 이야기를 가사로 다룬 

창작 가곡’의 하나의 규 으로 성립한 시 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상세히 다루기 해서는 이  시기인 1950~1960년  ‘

문 유행음악(英文流行音 )’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고, (아마추어를 포함

한) 지의 음악인들이 이를 어떻게 수용했는가에 한 분석이 필요하

다. 이 에서 상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동아시아 각국에서 미 

음악 나아가 문화 반이 어떤 향을 미쳤는가에 한 비교분석

은 매우 시 하고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18)

홍콩과 타이완의 경우에 한 좀 더 상세한 분석은 필자가 다른 

에서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19) 여기서는 홍콩과 타이완에서 나타난 

지역별(혹은 나라별) 특징에 한 간략하게 묘사하는 것에 그치고자 한

다. 홍콩의 경우는 1960년  어로 노래하던 밴드 출신 인물들이 

‘백과사  정의’를 따르면 1960년 는 ‘문화  수용,’ 1970년 는 ‘산업의 

발흥,’ 1980년 는 ‘황 시 의 시작,’ 1990년 는 ‘4  천왕 시 ’로 각각 설정

된다(http://en.wikipedia.org/wiki/Cantopop). 칸토 팝에 한 연구의 경우 체로 

‘ 후의 통사’라는 형식으로 한 장르의 ‘흥망성쇠’를 분석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18) 어로 된 문헌들 가운데, 타이완에서 문음악 씬(scene)에 한 분석으로는 

Ho, Tung-hung, “The Social Formation of Mandarin Popular Music Industry in 

Taiwan”, Dissertation submitted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Department of Sociology, Lancaster University, 2003, pp.58~87을 참고하라. 홍콩

의 1960년  밴드들에 해서는 “Hong Kong 60s Re-capture. 1: Joe Jr. plus 

interview by Edwyn Tam Chi Wai”(http://60spunk.m78.com/hongkong.html)이 소

략하지만 간명하다.

19) 1970~1980년  홍콩 음악, 이른바 칸토 팝에 해서는 신 , ｢1970~80

년  홍콩 문화의 형성과 국제  : 칸토 팝 스타를 심으로｣, 1950~ 

1960년  타이완 음악과 남한 음악의 비교연구에 해서는 신 ·허

덩헝, ｢냉  기 남한과 타이완에서 연 의 국가화  미국 문화의 

번역｣을 각각 참고하라. 그 지만 동아시아의 각국에 한 좀 더 공시 인 

비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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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이후 홍콩인들의 공용어이자 모어인 둥어(월어) 가사의 노

래를 창작하면서 ‘칸토 팝(粤語流行歌曲)’을 성립시켰던 반면, 타이완

의 경우는 후 만다린으로 교육받은 세 들이 학생이 된 뒤 만다

린 가사를 가진 ‘포크송(民歌)’을 성립시켰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유사

한 문화  향( 미 음악의 향)이 상이한 효과를 발생시킨 구체

 과정을 살펴보기 해서는 해당 나라(혹은 지역)의 문화  컨텍스트

들에 한 상세하고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나아가 ‘문화산업’이 1980년  본격 으로 확립된 뒤 1990년 에

는 ‘ 풍(狂飇)’을 일으키면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만, 1990년  말 

이후 홍콩과 타이완의 음악이 취한 방향은  다르다. 홍콩의 경

우 1997년의 ‘반환’ 이후 4  천왕을 비롯한 주류 칸토 팝 스타들은 

거 한 국 시장을 겨냥하여 만다린으로 노래를 부르는 일이 부쩍 

증가했고, 그 결과 ‘홍콩 음악=칸토 팝’이라는 등식도 이제는 재

고해야 할 상황에 이르 다. 반면 타이완의 경우 만다린으로 노래 부

르는 행이 오래 에 성립된 결과 오히려 본토화(本土化)를 주창하면

서 민난어로 노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6. 결론: 하나의 국사가 아닌 복수의 역사를 향하여

이 모든 상들이 국의 ‘굴기(屈起)’와 연 되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문은 없다. 홍콩은 이제 국의 일부가 되었고, 타이완은 ‘독

립’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륙과의 경제 계가 날로 해지고 있다. 

음악의 경우 타이완과 홍콩의 스타들이 륙의 도시들에서 공연을 

갖고 CCTV에서 개최하는 시상식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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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되지 않는다. 나아가 국의 음악도 1980년  이후 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만다린 유행가곡의 하나로 합류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일부는 륙을 벗어나 타이완과 홍콩을 비롯한 륙 외부의 화인 공동

체로 되고 있다. 이런 복잡한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역사’로 구성

할지는 미지수이다. 그 지만 이제 ‘ 화권 음악’이 하나의 통사로 

포 되기에는 시 별·지역별로 무 다양해졌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를 하나의 상으로 삼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는 사용하는 말이 다른데도 

같은 문자를 쓰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해 주로 만다린 팝을 지칭하

는 ‘화어 유행가곡’과는 조  다른 의미에서 ‘ 문 유행가곡(中文流行

歌曲)’이라는 범주를 설정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지만 어떤 용어

를 사용한다고 해도 ‘ 화권 음악의 역사’가 하나의 통사로 묶일 

수 있는 시 가 차 지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시 별·지역별·언어별로 분류된 ‘장르사’가 아닐까 한다.20)

이런 ‘공허한’ 바람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한국 

음악의 역사’를 사유할 때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의 음악 역사와 

비교연구해 상호참조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다. 이런 

‘아제 (亞際的, inter-Asian)’ 상호참조가 ‘ 미와 우리’, 정확히 말하면 

‘ 미라는 이상(ideal)과 우리의 실’을 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

일 것임을 믿기 때문이다. ‘ 미 팝 헤게모니’에 해 진지하게 생

각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20) 를 들어 1980년  ·후반 추이쟨(崔健), 우웨이(竇唯), 탕차오(唐朝) 등으로 

정을 이루었던 베이징의 록음악, 국어식 표 으로 야오군(搖滾)은 국 

륙의 경계를 넘어 국제  장을 미쳤지만, 국 음악의 통사에서 설 자리

는 매우 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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