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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2009 /작사 작곡이현승/노래인순이

2009년은인순이가걸그룹희자매로가수

로데뷔한 지 31년째가 되는 해였다. 그해

인순이는 〈아버지〉를 발표하면서, 이 노

래를 자신의가수인생최고의절창이라고

했었다. 누구에게나아버지는큰산이고기

댈수있는언덕이다.하지만안타깝게도우

리여성가수계의큰산맥인인순이의학교

생활지도기록부속에기록되어있는아버지

는진짜아버지가아니란다. 그녀의생활지

도기록부에는 부(父), B~ 미군인, 모김아

무개라고씌어있지만,그녀가학교를다닐

때는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미국으로 가고

없었고, 엄마가딸이기죽을까봐에둘러기

록해놓은것이란다. 그후 14세때까지가

끔 편지를 주고받았으나 소식이 끊어졌단

다. 기록에 있지만 실제가 아니고, 연락은

했었지만기억에는없는아버지. 그아버지

를회억(回憶)하면서인순이는6 25전쟁참

전용사 유엔군들에게 그들 모두가 자신의

아버지라고통칭(統稱)했었다.

한걸음도다가설수없었던/ 내마음은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라왔는지/

눈물이말해준다/점점멀어져가버린/쓸

쓸했던뒷모습에/내가슴이다시아파온다

/서로사랑을하고서로미워도하고/누구

보다아껴주던/그대가보고싶다/가까이

에있어도다가서지못했던/ 그래내가미

워했었다(가사일부)

그녀는 2010년카네기홀에서공연을마

치고,미국국방성에서6 25참전용사와참

전국대사들을초청해공연하면서이노래를

불렀다.카네기홀(Carnegie Hall)은뉴욕

의맨해튼에위치한음악공연장.철강사업

가 앤드루카네기가아내와신혼여행에서

우연히만난월터담로시라는지휘자와친해

지고,담로시가뉴욕에공연장을짓고싶다

고얘기하자카네기는200만달러를기부했

다. 1891년5월5일에카네기이름을딴공

연장개관축하공연이열렸고, 이후카네기

홀은뉴욕시에인수됐다.그날인순이는이

런고백을했다. 당신들은모두내아버지이

시고,나는당신들의딸입니다.나와같은딸

을둔것때문에너무가슴아파하지마세요.

난당신들을원망하지않습니다. 나의아버

지들이여! 당신들을사랑합니다. 인순이의

통한(痛恨)어린사부(思父)의절규였다.

우리유행가100년사에사모곡(思母曲)

은많다. 주병선의 <칠갑산>,태진아의 <사

모곡>, 진방남의 <불효자는웁니다>, 나훈

아의<모정의세월>등등. 2009년인순이의

사부곡 <아버지>를이을노래가2020년미

스터트롯에서탄생했다.바로2019년강진

이부른<막걸리한잔>.영탁이불러서최종

결승전 TOP7에서 2위(선 善)를 차지한

곡. 온동네소문났던천덕꾸러기/막내아

들장가가던날/ 앓던이가빠졌다며덩실

더덩실/춤을추던우리아버지/아버지우

리아들많이컸지요/ 인물은그래도내가

낫지요/고사리손으로따라주는막걸리한

잔~. 남자는 나이를 더하면서 어머니보다

아버지를더이해하게된다. 인순이의아버

지는그런이해대상의아버지이기도하지

만,혈육의정(情)을그리는아버지이니더

욱가슴이짠해진다.

대한민국정부수립(1948) 이후 2년 만에

발발한6 25전쟁기간동안유엔군으로참전

한군인은21개국, 195만7000여명, 이중

15만1000여명이전사 사망 부상 실종 포

로가된다. 인류역사상 4대재앙(제2차세계

대전 흑사병<14세기, 유럽전염병 6000~2

억명사망> 6.25전쟁 제1차세계대전)중

3번째인6 25전쟁은공산권나라3개국(북

한 중국 소련)과유엔군63개국의대결이었

다. 2010년인순이가미국방성에초청한참

전국 대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들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

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프

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6 25전쟁

당시 의료지원국은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

르웨이 이탈리아등이고,이후독일(당시서

독)이추가지원을한다. 니카라과 브라질

불리비아등 3개국은물자지원의사를표명

했었지만여러가지사정상지원이이뤄지지

는못했다.

인순이의본명은김인순. 인순이는1957

년 포천에서미군아버지와한국인어머니

사이에태어나청산중학교를졸업하고,김완

선의이모한백희의주선으로1978년걸그

룹희자매〈실버들〉로데뷔하며, 이곡으

로TBC가요차트에7주간1위를차지한다.

이어 1980년 〈인연〉으로솔로로전향해

1983년〈밤이면밤마다〉로7대가수상을

수상했으며, 1982년에는 영화 〈흑녀〉에

도출연했다.이어서1994년여의도성당에

서대학교수와결혼했고, 1996년외동딸세

인이를미국에서원정출산했다. 딸이자기

를닮아친구들의놀림을당할까걱정을하

는엄마의마음으로인순이는2007년〈거

위의꿈〉으로원더걸스〈Tell Me〉를제

치고뮤직뱅크1위를차지하였으며,2009년

이노래〈아버지〉를발매해2010년라디

오방송차트에서비와이효리를넘어서1위

를차지했다.

이노래의작사 작곡가이현승은이런지

나간전쟁당시시대이념을통찰해인순이

의아버지라는고유명사를, 가슴속에상흔

을담은사람들의보통명사화하여대중들

에게천이(遷移)시켰던것이다.이곡은휴

머니즘대중가요의표상이다. 이후이념을

외면하는노래와휴머니즘대중가요가속속

등장한다. 하지만사랑은아무런이유없이

국경과이념과인종을초월해싹이트고꽃

을피우고열매를맺는다. 전쟁터, 전쟁상

황도마찬가지다.그리고그열매가다시사

랑의씨앗이된다.

유행가는역사와통한다. 역사는사람들

삶의흔적이다.역사는역사책속에있으면

잠을자고, 유행가로환생하면살아서꿈실

거린다. 유행가가 통창(通唱)되어야 하는

이유다.흘러간시대를곡절로엮은유행가

를들추어그소절과가락에담긴시대이성

과대중의감성을다시문장으로얽어역사

의바다에한편의작은배로띄우는일의가

치는얼마나될까.삼가6 25전쟁에참전해

주신유엔군, 그나라와참전베테랑들에게

경의를표한다.

기억에없지만항상그리워한아버지

가수사연 감정이입돼대중감성자극

전쟁의상흔치유해준휴머니즘가요

2010년카네기홀美국방성초청공연

참전용사 참전국대사심금울린열창

필자유차영 예비역 육군대령은 육

군3사관학교17기로국방부근무지

원단 참모장, 국방부 유해발굴감식

단장등을거쳐현재한국콜마여주

아카데미운영원장을맡고있다.

기획 대중가요로본 6 25

6 25전쟁에젊음바친용사모두가내아버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