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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about his unwilling involvement with the techno group Deep
Forest, Hugo Zemp correctly observed that "More and more,
ethnomusicological research and commercial exploitation are getting
intertwined" (1996: 36). Zemp warned that with the entry of field recordings
into the "web of the world market ... it will not help to seek refuge in the
ivory tower of pure, disinterested knowledge" (ibid 53).
Sonic hunters and gatherers have made ethnomusicological field
recordings one of the primary targets of their explorations. The traditional
music of Taiwan aboriginal singers provided the basis for one of the most
commercially successful of these musical quests. In this article, I report on a
tangled web which involved a Han Chinese ethnomusicologist and his field
recordings, several Taiwan aboriginal singers, and an elite, first-world
musician. The focus of this case is the song "Return to Innocence" released
in 1993 by Michael Cretu, who works under the name "Enigma." More than
two minutes of "Cretu's" four-minute-and-fifteen-second song features the
voices of two members of Taiwan's Amis tribe, Mr. Kuo Ying-nan (also
known by his Amis name "Difang") and his wife, Mrs. Kuo Shin-chu (a.k.a.
"Ignay").
While the number of pieces produced by elite pop artists using excerpts
or samples of traditional music are now too numerous to count, the Enigma
case stands out for several reasons. First, it is a highly egregious example
due to Cretu's total failure to recognize the aboriginal singers' musical
contribution. In this aspect alone, Enigma makes the producers of Deep
Forest seem sloppy and naive, but well-intentioned. Unlike Deep Forest,
Cretu gave no indication of the source of his materials. The CD liner does
not list the names of the aboriginal singers, it does not indicate wher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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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aiwan aboriginal singing was heard around the world following the unauthorized use of
the voices of two Amis singers, Difang (right) and Ignay (left), by Enigma in the hit song "Return to
Innocence." (Photo by Nancy Guy, Tai-tung County, Taiwan, June 1998)

world the music originated, nor does it mention the recorded source from
which the sample was taken. Appearing on the last page of liner notes is the
phrase" All songs written by Curly M.C." (a.k.a. Michael Cretu). At the
bottom of this page, in small print, is a list of sampled sources. Absent from
this list, however, is reference to the materials heard in the "Return to
Innocence."
The second reason this case is exceptional is that with the financial
backing of a Taiwan-owned record company (i.e., Magic Stone) the Kuos
sued Michael Cretu and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EMI/Capitol. The
final factor making the investigation of this affair valuable is that the
"victims" are alive and relatively accessible. This means that it is possible to
seek an understanding of their perceptions of the situation and to note the
ways in which their lives have been impacted as a result of the
unauthorized use of their voices. During the summer of 1998, I traveled to
their home on Taiwan's south-eastern coast and spoke with the Kuos for
several hours. I also met with their lawyer in Taipei and a number of other
people on the periphery of the case. After my return to the US, I contacted
the law office which represented the Kuos in their US lawsuit, and I
eventually became an expert witness in the case.
In view of the current popular interest in world music and world beat, it
is likely that ethnomusicologists will increasingly find themselves
positioned between the people who allow them to record their music, and
people in the music business who hunt their way through these recordings
in search of "fresh" and "exotic" sounds. After investigating the particulars
of this case, one might conclude that one of the greatest calamities that may
befall an ethnomusicologist is to have someone, particularly a wealthy, wellmarketed musician such as Michael Cretu, discover and choose to use hi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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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field recordings. As Anthony Seeger has pointed out, field recordings
can be both a gold mine and a mine field for all those involved, including
performers, collectors, archives, and commercial companies (Seeger 1996:
97).
One of my aims in reporting on this case is to suggest that as
professionals involved in the collection, study, and distribution of music,
that we must openly, actively, and formally discuss the issues surrounding
situations such as this. It is no longer acceptable for us to wittingly or
unwittingly place the musicians who share their art with us in a
predicament like the one I am about to describe.
The events leading to the Kuos "involvement" with Enigma's "Return to
Innocence" began to unfold in 1978 when they were recorded as part of a
movement to collect representative examples of Taiwan's folk music. The
"Folk Song Collection Movement" (Minge Caiji Yundong) was initially
launched in 1966 by the composer, Shi Wei-liang. Ethnomusicologist and
composer, Hsu Tsang-houei (died January I, 2001 at the age of 72) quickly
joined the movement, and the two of them acted together as the project's
conceptual leaders.1 The purpose of this movement was two fold: first, it
was hoped that the field recordings would aid in the preservation of the
island's folk musics; second, Shi Wei-liang, Hsu Tsang-houei, and other
composers, hoped that local musics might serve as source material and
inspiration for their own compositions (Hsu 1991: 326). In fact, Shi Wei-liang
reported that Bela Bartok's collection and use of Hungarian folk music
served as a model for his activities (Fan 1994: 45).
The Folk Song Collection Movement represented the first large-scale and
systematic collection of Taiwan's folk musics by Han Chinese scholars.
Numerous field workers recorded over 2,000 songs within the first two
years of activity. This number included aboriginal songs as well as
traditional Chinese musics. All of the professional researchers were Han
Chinese; the only aboriginal collector, Amis tribesman Lin Hsin-Iai, was a
student in the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Music Department at the
time (Fan 1994: 40). This dynamic has been a constant and familiar one in
Taiwan with the aborigines first being the object of study by Japanese
colonizers (1895-1945) and later by Han Chinese researchers.
The aborigines are a Malayo-Polynesian people whose languages belong
lIn romanizing personal names, I use the spelling that the parties involved most often use.
For example, following his own personal preference, the ethnomusicologist's name appears as
"Hsu Tsang-houei" rather than "Hsu Chang-hui" (following to the Wade-Giles romanization
system) or "Xu Changhui (following the pinyin spelling). In cases where I am unfamiliar with
an individual's preference, I romanize using the Wade-Gil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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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the Austronesian family. Numerous politically-driven theories exist
regarding how long they have inhabited Taiwan and where their ultimate
land of origin lies (Stainton 1999). Before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when
Han Chinese immigrants came to dominate the island, the aborigines lived
in numerous tribes throughout the island. There are currently only nine or
ten distinct tribes remaining and the total number of aborigines comprises
less than two percent of Taiwan's total population. Like many indigenous
peoples, they have experienced a tragic history of colonization, with its
attendant loss of land, language, and cultural practices. As Fred Yen Liang
Chiu has observed, Taiwan's "aborigines are the subjugated people par
excellence ... they were used as materials, observed under microscopes, to
be naturalized and objectified, and as objects studied, they were made into
and fixed as the ... ultimate Other" (Chiu 2000: 106-07). The collection, study,
and distribution of Taiwan aboriginal music by Han Chinese
ethnomusicologists has, unfortunately, frequently been conducted on
unequal terms.
When Hsu Tsang-houei arrived in the Kuos' village of Malan in August
1978 it was as part of a second wave of folk song collection activities. 2
Professor Hsu was directed to the Kuos' home when he asked where to find
Malan's best Amis singers. Hsu explained to the Kuos that his recordings
would be used for research and teaching. The couple gladly allowed him to
record a number of songs, including the one that would later be used by
Enigma. Some of the recordings made during Hsu's visit were released in a
series of LPs by the Number One Record Company (diyi changpian
changyouxian gongs i) in 1979. 3
The next major development took place in 1988, when Professor Hsu,
under the auspices of the Chinese Folk Arts Foundation, led a group of
about thirty singers and dancers from four different Taiwan aboriginal
tribes to Europe. The Kuos were among the small group that represented
the Amis tribe. In France, they gave two performances as part of the Festival
of the Pacific, arranged by the semi-official French cultural organization,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4 In the interest of creating an archival
2As the leader of the "Ethnic Music Inspection Team" (minzu yinyue diaochadui) during
the second wave of folk song collection, Hsu oversaw the recording of more than 500 songs
from several different aboriginal tribes (Hsu 1994: 19).
3A number of Hsu's field recordings, including those of the Kuos, were re-released in CD
format by Taiwan's Crystal Record company in 1994.
4In an e-mail dated 23 October 1998, Pierre Bois of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told
me that the organization is partly subsidized by the French Ministry of Culture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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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 of festival events, the president of the Maison des Cultures arranged
to record the concert, and he informed Hsu Tsang-houei of his plans to do
so. The aboriginal performers were not informed of these arrangements.
The Maison des Cultures decided to release a CD of these recordings. The
conditions during the performance, however, had not been ideal and some
of the selections were unusable. The recording of the performance of "The
Song of Joy," which is the piece that was later used by Enigma, was among
those that were too poor to reproduce. 5 Determined to release the CD, the
French contacted Hsu and asked if he might have field recordings that
could stand in place of the unusable selections. 6 Hsu sent his materials
which included the 1978 recording of the "Song of Joy."?
It was the French-produced CD, Polyphonies Vocales des Aborigenes de
Taiwan, that presumably provided Michael Cretu with his introduction to
Taiwan aboriginal music. Once he decided to make the "Song of Joy" part of
one of his own compositions, Cretu authorized his manager to pay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FF30,OOO (about US$6,OOO) for its purchase
(Chen 1997a: 51). In a contract signed in April 1993 ,the French organization
assured Cretu's management that they had ownership of the master tape
and that they were entitled to license. 8
Cretu's song "Return to Innocence" became a smash hit. It soared to the
top of the charts in Europe, the u.K., and in the U.S. The album, Cross of
Changes, which includes the hit song remained on Billboard's Top 100 for
thirty-two consecutive weeks and sold five to seven million copies. Adding
to Enigma's sales and royalties, the group also produced a music video and
the song was used on commercials including an advertisement for the
Chicago Bulls basketball team. It is very difficult to estimate precisely how
much profit "Return to Innocence" has earned for Cretu and Capitol/EM!.
The dollar figures were revealed as part of the lawsuit's discovery
procedure; but this information was strictly confidential. It is unlikely that
5The title of the song is "Balafang" in the Amis language. The song is sung in a number of
different contexts, however, and its title changes accordingly. For example, when
accompanying drinking, it is called "The Drinking Song," and when friends re-unite, it is
called "The Song of Reunion" (Chen 1997b: 65).
6Interview with Attorney Huang Hsiu-lan, Taipei, Taiwan, 15 June 1998.
7In tracking all of the various transactions involving this recording, the Kuos' lawyers were
unable to discover whether or not the Maison des Cultures paid Hsu or the Number One
record company for its use (interview with Attorney Huang Hsiu-lan, Taipei, Taiwan, 15 June
1998).
8A photocopy of the letter containing this information was generously shared with me by Li
T'ai-k'ang. The letter, dated July 18, 1995, was written by Cretu's manager, Jiirgen Thiirnau of
Mambo Musik, and addressed to Renata Huang, a reporter for the Taipei-based China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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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data will ever be made public.
One of the most ironic uses of "Return to Innocence" was its selection by
the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for use in its promotional video for
the 1996 Centennial Olympic Games held in Atlanta. Gill Blake, from the
British firm 9 that produced the video, explained that they listened to several
pieces which they:
felt had something spiritual and timeless about them. It was then purely a matter
of making a subjective choice ... "Return to Innocence" seemed to work in
conjunction with the ideas expressed in the video ... of fair play, peace, [and] unity
(Chen 1997a: 49).

The use of the song for the Olympics, without any acknowledgment of its
source, sparked feelings of outrage and resentment in Taiwan. In the present
political environment, in which many people in Taiwan are re-examining
their own genealogies in a search for linkages to the island's aboriginal
roots, the violation of the Kuos' rights provoked responses from both
private and official sectors. lO Shortly before the Atlanta Olympics opened,
the Taipei City Commission for Native Taiwanese Affairs, for example, held
a meeting and press conference to rally support for protecting the Kuo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Sinorama Magazine, this "was
probably the first time that Taiwan's indigenous people spoke out on behalf
of thei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on support from officials" (Chen
1997a: 47).
It is fair to speculate that if the song had not been used for a high-profile
event, such as the Olympics, Mr. and Mrs. Kuo might never have found the
support necessary to launch their legal case. The main source of financial
support came from the Magic Stone Music Company, a division of Rock
Records. Through a number of previous involvements with aboriginal
musicians, Magic Stone's president, Landy Chang (Chang P'ei-ren), had
earned a reputation for being helpful and fair. When Kuo Ying-nan
approached Magic Stone in early 1996, Landy contracted him as a Magic
Stone artist.1 1 Magic Stone agreed to cover the Kuos' legal cost, if the case
9The firm was the Trans World International based in London.
lOFor more on the power and appeal of aboriginal culture and music over Taiwan's past
half-decade, see Guy 200l.
llThe artistic product of the union between the Kuos and Magic Stone was two CDs which
feature Difang, his wife Ignay, and four other Amis singers. For both CDs, the Amis singers
sang a cappella (as is the Amis tradition) in Magic Stone studios after which a recording of
their voices was sent to various artists who composed "new age-style" music around the
original Amis tracks. The additional music for the Circle of Life (1998), was created in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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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not successful. The fees would be recovered from the settlement, if they
won. Kuos' Taipei lawyer eventually hired a legal firm (i.e., Oppenheimer,
Wolff & Donnely) in San Jose, CA, to represent the Kuos in the US courts.1 2
Because Enigma's CD sold more in the US than anywhere else, the damages
would be the greatest if awarded in the United States.
For many reasons, it is impossible to give a full overview of the evidence
and arguments presented by all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is case. First, I
am not a lawyer and am not prepared to offer an analysis of specific laws
and procedures. Second, and more seriously, in my capacity as an expert
witness I was privileged to read the written statements by many of the key
witnesses in the case and to view critical documents which contained sales
figures and other pertinent information. Before being permitted access to
these materials, however, I had to sign a "DECLARATION RE
'CONFIDENTIAL INFORMATION'" form. I thereby agreed not to use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purposes outside of the litigation and not to
reveal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to anyone not involved in the case.
Therefore, my present discussion is limited to: 1) what I learned before I
signed the statement; 2) information that can be gained through avenues
other than those related to trial evidence; and, 3) my own personal thoughts
and opinions.
It is no secret that lawyers working for Cretu and EMI/Capitol based
their case on several key points. First, they argued that Professor Hsu
owned the rights to the recording and that he willingly gave them to the
French. They asserted that since the French transferred the rights to Cretu,
they belonged to him. Second, they claimed that the piece is in the public
domain. "Public domain music may be freely used by anyone, without legal
limitations or royalty payments" (Mills 1996 :61); therefore, they charged
that the Kuos had no claim to ownership.
One of the primary grounds on which Kuos' lawyers established their
case was the assertion that Kuo Ying-nan's performance of "The Song of
Joy" was unique. Following this line of argument, Kuo Ying-nan - as the
creator of a unique piece - was, therefore, entitled to claim its copyright.
by Dan Lacksman (producer of Deep Forest's first CD) and Christian Martin. The
compositions surrounding the Amis music on the Across the Yellow Earth (1999) CD were
composed by different artists from Malaysia, Hong Kong, mainland China, Japan, and
Taiwan.
12The case - "Kuo Ying-nan, an individual, and Kuo Hsin-chu, an individual, Plaintiffs, vs.
Virgin Schallplatten GmbH, Mambo Music, Charisma Records of America, Capitol-EM I
Music, Inc., Enigma, Michael Cretu,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 Defendants" - was
filed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Western Division
on December 30,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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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se of this approach clearly illustrates the legal team's decision to steer
clear of the much broader, and potentially more contentious, arena of
cultural ownership and indigeno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tunately
for the Kuos, their performance of the song was, in fact, unlike all other
commercially released versions of the song.13
Due to the nature of the Amis creative process, it was not inappropriate
for the Kuos' lawyers to argue their case within the boundaries of existing
United States copyright laws. Kuos' lawyers gambled that they could get
Kuo and his song through the "authorship gate," so to speak, and won.1 4
On June 16, 1999, just a month before the case was scheduled to be heard in
a Los Angeles district court, lawyers representing the two sides reached a
settlement. Details of the settlement, especially those regarding finances,
remain confidential. It appears, however, that one of the most significant
gains for the Kuos is that they will, at long last, be given recognition for
their artistic contribution to the "Return to Innocence." As I was informed
by their lawyer, the Kuos' names will be listed on the liner notes of all future
releases of the song. IS They were also awarded a platinum album for their
"hit" song. In addition, the settlement makes it possible for the Kuos to
establish a scholarship fund for the perpetuation of Amis culture. 16 The
Kuos were reportedly very satisfied with the settlement. A newspaper
article published in Taipei stated that Mr. Kuo, now in his late seventies and
in poor health, said that he was grateful to have lived long enough to see
the matter settledY
When I was told of the terms of the settlement, I recalled a conversation I
had had with the Kuos' daughter back in the summer of 1998 when she said
13My detailed musical analysis showed the five or six commercial recordings of the song are
indeed different enough to view them each as unique. The recordings which are still available
for purchase at the time of writing include: 1) The Maison des Culture du Monde recording
Polyplzonics Vowles des Aborigcncs dc Taiwan (Inedit W 260011), 1989, track one. 2) A
compilation of the field recordings of Wu Rung-Shun: The Music of the Aborigilles Oil Taiwan
Island, vol 2: Polyphol1ic Mlisic of the All/is Tribe (Wind Records TCD-IS02), 1993, track 13. 3)
Circle of Life (Magic Stone MSD-030), 1998, track II.
1.jThe legal newspaper, The Recorder, reported that "By settling out of court, the record
company has snuffed out the prospect of a judicial finding damaging to the record industry"
(Sandburg 1999:11). In other words, this case did not make any changes to current laws.
However, one of Kuos' lawyers, Huang Hsiu-lan, told me during an interview in Taipei in
August 1999 that she believes members of the recording industry will be more careful in their
use of aboriginal music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the case.
ISPhone conversation with Attorney E. Patrick Ellisen, 17 June 1999.
/h"Guo Yingnan jiangshe jiangxuejin," Chllng-yallg Jill-pao, 8 July 1999, p. 13.
/7"Guo Yingnan manyi zai you shengzhinian kandao jieguo," Chlll1g-kliO Shi-pao, 8 July
1999,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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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Enigma had only written 'Taiwan, T'ai-tung county, Amis tribe, Mr. and
Mrs. Kuo Ying-nan on the CD cover, then there would never have been a
legal case."18 As Kuo Ying-nan further explained, what made him the most
angry about the Enigma affair was that everyone in the world knew his
voice, but no one knew that it was his.1 9
This was not, unfortunately, the first or last time that the marketing of the
Kuos' music directly benefited others and not themselves. In fact, before the
Enigma song was released, the Kuos had called upon their relative, Li T'aik'ang, who is a professor of music at Taiwan's National Institute of the Arts,
to help them seek justice in another situation involving a different
ethnomusicologist (i.e., Hsu Tsang-houei's former student Wu Rung-shun)
and the sale of his field recordings. 20
In 1992, Wu Rung-shun, who earned his Ph.D. from the UniversitE de
Paris X in Nanterre and is now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Arts, came to the Kuos' village and made a request not
unlike the one Hsu had made in 1978. 21 He asked the Kuos to sing for him
and assured them that the recording would be used only for research and
teaching. 22 In 1993, Wu released a CD of Amis Music which included
several songs sung by the Kuos. 23 This CD is one of a series of CDs
produced by Wu, each of which features the music of a different aboriginal
tribe. Several of the CDs, including the one of Amis music, have won Wu
prestigious national awards. 24
The Kuos felt that they had been taken advantage of by Wu Rung-shun
because he told them that the recordings were only for study and he did not
pay them for singing. In violation of local custom, Wu did not bother to
treat the Kuos to a meal after they sang for him. In the words of the Kuos'
daughter, Wu "didn't even buy us one bottle of mineral water." Meanwhile,
Wu has profited both financially and in terms of career advancement from
the marketing of their music. 25 When I met the Kuos they said that they are
18Interview with Kuo Ying-nan, Kuo Shin-chu, and others, 22 June 1998, T'ai-tung, Taiwan.
19Ibid.
20Interview with Li T'ai-k'ang, 13 June 1998, Taipei, Taiwan.
21Wu Rung-shun earned his master's degree in ethnomusicology under Hsu Tsang-houei's
direction in 1988 at the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22Interview with Kuo Ying-nan, Kuo Shin-chu, and others, 22 June 1998, T'ai-tung, Taiwan.
23The CD is entitled Taiwan YlIallzhllmin Yinljuc Jishi, 2: Ameizllde FUljin Yinljue [The Music of
the Aborigines on Taiwan Island, Vol. 2: Polyphonic Music of the Amis Tribe] (Wind Records
TCD-1502).
24The CD Polyphonic Music of the Amis Tribe won the Best Album award in the 1993 Tri-Pod
competition sponsored by the Government Information Office of the Republic of China o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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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very careful when someone says that they want to record for teaching
purposes. 26 Incidentally, Wu sold the rights to use samples from his series of
aboriginal recordings not only to Taiwanese pop musicians, but also to
foreign groups including Deep Forest. 27
At a time when the world's music is homogenizing and musical diversity
shrinking, field recordings of little known musics represent an untapped
treasure to elite pop artists who, with the economic and legal backing of
multinational record companies, are "in the strongest artistic and economic
position in the world to appropriate what they like of human musical
diversity" (Feld 1994: 245). There will continue to be an appetite for new
and "exotic" sounds, at least for the foreseeable future. How we, as
ethnomusicologists, respond to this demand is of vital and timely
importance. As Anthony Seeger reminds us, the accountability for musical
exploitation does not rest entirely with the music industry; exploitation
stems, at a fundamental level, from the economic and cultural exploitation
of one group by another group or individual (1991: 38).
Writing nearly four decades ago, Anthony Seeger's grandfather, Charles
Seeger, observed that the problem of folklore and its ownership "must be
viewed in two distinct aspects-the legal and the ethical" (1962: 93). At the
center of the Enigma affair was well-meaning ethnomusicologist Hsu Tsanghouei, who did not consider the legal ramifications of his professional work.
In 1978, when he made his field recording, he did not imagine that his
actions would result in the Kuos having no power to control the use of their
music and with few rights to claim its ownership. A decade later, when Hsu
sent the recording to the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he clearly did not
expect that he would soon be at the center of a legal investigation. Indeed,
the "Enigma affair" cast an unfortunate shadow over the career of this
scholar who was a central figure in establishing ethnomusicological study in
Taiwan. To avoid repeating the errors of the past, we must educate
250nce Enigma released its "Return to Innocence," Li T'ai-k'ang, quickly saw that while Wu
and Cretu had both profited from the use of his relatives' voices, the collection of damages
from Cretu would certainly surpass any amount that could be extracted from Professor Wu.
Li then focused his attention on the Enigma case. He was unable, however, to get Cretu or his
manager to respond to his correspondence (interview with Li T'ai-k'ang, 13 June 1998, Taipei,
Taiwan).
26Interview with Kuo Ying-nan, Kuo Shin-chu, and others, 22 June 1998, T'ai-tung, Taiwan.
27 A brief sample from Wu's CD of Yami music - Taiwan Yuanzhumill Yil1yue Jishi, 3:
Yalllcizll zhi ge [The Music of the Aborigines on Taiwan Island, Vol. 3: The Songs of the Yami
Tribe] (Wind Records TCD-lS03) - is sampled on track three of Deep Forest's second CD,
Boheme (Columbia 478623.2). Local artists who have used samples of Wu's field recordings
include Ju Toupi (a.k.a. Zhu Yuexin and Joy To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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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selves and our students about copyright laws, notions of cultural
ownership, and the fundamental ethical issues involved in field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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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죠샤， 소유쉰 빛 노동력의 착취 :
랴이완에서의 교흔

낸시 가이(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
윤아영 옮김 (서울대 국악과 조교)

숭 고 챔프는 테크노 그룹 ‘팀 포레스트’ 와의 마지못해 연관되었던 일에 대하여

기- 쓴 글에서 “민족음악학적 조사와 상엽적 착취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상호 동화된다"(1996: 36) 고 정확하게 관측하였다. 또 챔프는 “세계 시장의 거미
줄”에 현지 채록자료를 가지고 뛰어드는 것과 “사실에는 무관심한 순수 미색 건물
에서 은신처를 찾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 (앞의 책 53쪽)라고 경고하
였다.
음향 탐구자나 채집가들은 그들 탐색의 근본 목표 중에 하나로서 만족음악학적
현지 레코딩을 만들어 왔다 타이완 원주민 가수의 전통음악은 이러한 음악적 탐
색의 가장 상엽적 성공 중 하나에 기반을 제공한다. 이번 논문에서 필자는 한족 민
족음악학자와 그의 현지 녹음 기록들과 몇몇 타이완 원주민 가수들 및 엘리트이자

기존 선진 음악가가 뒤영켜 포함된 것에 대해 보고할 것이다. 이 사건의 초점은
꾀니그마”라는 단체 산하의 크르투 (Michael Cretu) 에 의해 1993년 발매된 음악

(Return to Innocence) 에

관한 것이다. 크르투의 14분 15초 노래의 2분 이상은 타

이완 아미스 부족의 두 구성원인 쿠오 잉난(郭英男，

Kuo Ying-nan , 아미스 부족
Kuo shin-chu ,

이름인 “Difang" 으로도 알려점)과 그의 아내 쿠오 신추(郭秀珠，
“Ignay"로도 알려점)의 목소리를 형상화 한 것이다.

엘리트 팝 음악가들이 이용하거나 모티브로 사용한 전통음악의 예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이 이니그마 사건은 몇 가지 이유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부각된다. 먼

저 그것은 크르투가 원주민 가수들의 음악적 기여도를 인지하는데 완벽하게 설패
한 때문에 가장 악명 높은 설례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이니그마는 딛 포레스트의 제작자를 너절해 보이고 단순한， 그러나 매우 접중이
잘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팀 포레스트와는 달리 크므투는 그의 작업의 모티브
를 어디서 인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 CD의 표지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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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료

1>

아이스족의 가수인 Difang ( 사 진 에서 오른쪽에 있는 사 람) 과 Ignay( 사진에서 왼쪽에 있

는 사 람 )에 의해 불려진 바이 완 고유의 노래는 이니그마의 헛 트 송

도용되어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사진촬영

(Return to

낸시가이， 타이완 타이 풍

Innocence) 에 무단

1998년 6월)

에 는 원 가수의 이름들이나 그 음악이 세계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언급도 없을
뿐더러 ， 그 표본을 어디에서 채집했는지에 대한 출처도 기록되 어 있지 않았다 다

만 해설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인쇄된 말은 “여기 실런 모든 곡들은 Curly.

M. C. (Michael Cretu로 알려짐) 에 의해 작곡되였다 ” 일 뿐이었다 이 페이지의 하
단에는 작게 인쇄된 인용 자료의 출처 목록이 있으나. (Return to lnnocence ) 에서
흘러나오는 자료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다
이 사건이 비중 있게 부각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타이완 소유의 레코드회
사(즉.

Magic Stone社)의 재정적인 뒷 받침으로 쿠오 부부가 크르투와 다국적 기업

인 EMl/ Capitol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때문이기 도 하다

이러한 일의 조사

를 가치 있게 만드는 세 번째 요인은 “희생자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다른 경우에

비해 상 대 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것은 희생자들이 그 상황
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의 결과가 그들 삶에 준 충격의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1998년 여름동안 필자는 타이완의 남동쪽 해변에 위치한 그들의 집으로 여행
을 하였고‘ 몇 시간동안 쿠오 부부와 대화하였다 또 타이페 이에서 그들의 변호사

와 이 소송 에 연루된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 마국으로 돌아오}서는 미국에셔 그들

의 법률사건을 맡고 있는 법률 회사와 정촉하였고 마침내 필자는 이 소송의 전 문
참고인이 되었다
세계음악과 비트의 유행 추세 를 고려 해 보면 . 자신의 음악을 녹음하게 하는 사

람들과 “신선” 하고 ”이 국적 인” 소리틀을 찾아서 녹음하여 길을 개발해 가고자 하
는 음악 산엽가들 사이에서. 민족음악학자들은 자신들의 비 중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컷이다

이 소송의 세부항목을 조사한 후 에， 어떤 이는

민족음악학자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는 민족음악학자가 크

르투 같이 특별히 유맹하고 매우 상업성이 짙은 음악가로 하여금 자신이 채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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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자료를 발견하게 하고 선택 및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릴 지도 모
른다

앤소니 시거가 지적한 대로 현지 녹음자료는 보고(寶庫)임과 동시에 그와

관련되어 그것을 연주한 연주자 및 채집가들， 문서보관국 및 상엽적 회사 모두에
게 광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Seeger

1996: 97).

이 사건에 관하여 보고하는데 있어서 나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음악의 채집， 연
구 및 기여에 포함된 전문가로 이와 같은 상황 아래 놓인 쟁점들이 공개척이고 활
발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토론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고의든 아
니든 우리와 함께 자신의 예술을 나누고자 하는 음악가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니그마의 (Return to Innocence) 에 쿠오 부부가 “포함”된 사건은 다이완의 대

표적인 민속음악들이 채록되기 시작한 때인 1978년에 시작되었다. 이 “민요채집운
동 (Minge Caiji Yundong)" 은 작곡가 시 웨이리양(史'1륨亮. Shi Wei-liang) 에 의해
1966년에 시작되었고， 민족음악학자이자 작곡자인 슈 창훼이(許常惠. Hsu Tsang-

houei)l(72 세로 2001 년 1 월 1 일에 사망)도 재빨리 그 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그들 두 명은 그 프로젝트의 기획 책임자로서 함께 활동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

적은 두 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었다. 첫째는 민요의 보존에 이 녹음자료들이 치료
의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시 웨이리양과 슈 창훼이 및 다
른 작곡가들은 민요가 그틀 자신의 작품에 물질적 , 정신적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희망했딘 것이다 (Hsu

1991: 326).

사실 시 웨이리양은 벨라 바르톡의 작품과

그에 사용된 헝가리 민속음악을 그 프로젝트에 대한 본보기로 보고하였다 (Fan

1994: 45).
중국 한족(漢族) 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민요채집운동은 넓은 음역의 음계와
체계적 집합으로 이루어진 타이완 민속음악 모음집 중 첫 번째 것이다. 많은 채록

자들은 이천여 곡을 그 활동의 처음 2년 안에 녹음하였다 이 숫자는 전통적인 중
국음악뿐 아니라 원주민들의 노래도 포함된 것이다. 전문 채록자들은 모두 한족이
었으며， 유일한 아미스 부족 원주민 채접자는 당시 대만 국립 보통대학교의 음악
과에 재학중인 린 신라이(林信來. Li n Hsin-lai) 뿐이었다. 이러한 역동적인 작업
은 일본 식민지 당시(1 895-1945) 에는 일본인에 의해서， 이후에는 한족 조사자들에
의해서 수행되였고 대만 내에서는 이내 꾸준하고 친근하게 진행되었다.

이 원주민은 오스트로네시안족에 속하는 언어를 가진 말레이요 폴리네시아인이
다. 원주민틀이 얼마나 오래 대만에서 거주해 왔는지， 그들의 발생지가 어디인지
1 참고로 인멍을 로마자 표기하는데 있어서 필자는 거론되는 당사자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

하는 철자를 사용하겠다

Chang-hu i"

여1 를 들어

,

그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민족음악학자의 이름을 “ Hsu

(Wade-Giles의 로마자 표기 체 계에 따라)나 “ Xu

따라서)보다는 “ Hsu Tsang-houei" 로 쓰겠다
는

Wade-Giles

Changhu i" (pinyin

첼자 표기 에

개엔의 인명 기호에 대해 정보가 없는 경우에

체계에 맞는 로마자 표기법을 쓰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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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정치적 목적을 띤 이론들이 많이 있다 (Stainton

1999) ,

19 세기 초반 이

전， 한족유민들이 섬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원주민들은 섬 전체에 수많은 부족
을 이루고 살고 있었으나， 지금 남아 있는 원주민 부족은 일반적으로 9-107~ 정도

로 추정되며 그 구성인원은 대만 전체 인구의 2% 도 되지 않는다. 다른 많은 원주
민툴처럼， 그들도 영토와 언어， 문화습관의 부수적인 상실이라는 식민지화의 비극
적 인 역 사를 겪 었다

Fred Yen Liang Chiu가

주목했듯이 , “대 만의 원주민들은 훌

륭한 정복민이다

그들은 귀화되고 대상화되기 위해서 사물이 연구되듯이 현마

경으로 관찰되는 자원처럼 사용되었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
고 고착화되었다 (Chiu

2000: 106-107) ,"

한족 민족음악학자에 의해 수행된 대만

원주민 음악 채집， 연구 및 분배는 불행하게도 종종 불평등한 조건에서 수행되

었다.
슈 창훼이 교수는 1978년 가을 쿠오 부부의 말렌마을에 도착하였는데 당시는 만

요채집운동2의 두 번째 시기였다.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노래 잘하는 사람을 찾아
곧바로 쿠오 부부의 집으로 왔다. 슈는 쿠오 부부에게 그의 녹음은 조사와 교육에
사용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는 후에 이니그마에 의해 사용될 곡을 포함한 많
은 노래를 녹음하도록 슈 교수에게 기꺼이 허락했다. 슈 교수의 방문기간 동안 수

록된 녹음 자료의 일부는 념버 원 레코드사〔第一唱片廠有限公司)에 의해 1979년

LP판 씨리즈로 발매되었다 3
슈 교수는 1988년， 중국 민속 예술 기금의 혜택으로 대만의 네 개의 각기 다른
원주민 부족으로 구성된 약 30 여명의 민요가수와 무용수들을 데리고 유럽에서 공

연 할 수 있도록 이끌었는데 이 때 다음에 언급하게 될 주된 사건이 전개되었다.
쿠오 부부는 아미스 부족을 대표하는 작은 그룹 중에 있게 되였다 그틀은 프랑스

의 준 국가적인 차원의 세계문화극장에 의해 준비된 태평양 훼스티벌의 일부분으

로서 두 번의 공연을 하였다 4 이때 이 극장의 장은 훼스티발 행사를 공식 기록으
로 만드는데 관섬을 가지고， 공연녹음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또 그러한 계획을 슈

창훼이에게 알렸다 그러나 당시 원주민 공연자들은 이러한 준비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도듣지 못했다.
이 세계문화극장측은 그 공연의 레코딩을 CD로 발매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

나 그 공연의 상황은 최적이 아니기도 하였고， 일부는 쓸 수 없는 것이기도 하였

2만요채 집의 두 번째 바람이 부는 동안 “민족음악조사단” 의 지 도자로서 슈는 몇몇 각기

다른 원주민 부족으로부터 채집한 500곡 이상의 녹음 자료를 검토하였다 (Hsu

1994: 19)

3쿠오 부부의 노래를 포함한 슈 교수의 수많은 현지 채록 자료는 1994년 대만의 크리스탈
레코드사에 의해 CD로 복각되어 재발매되었다
41998년 10월 23 일자 e-mail 에 의하면， 이 프랑스의 세계문화극장의

Pierre Bois는 나에게

당시의 그 극장은 프랑스 문화부와 외교부에 의해 얼마정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고 설명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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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에 이니그마에 의해 사용된 곡인 〈기쁨의 노래〉 공연 레코딩은 그것들 중에

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재 프로듀싱 할 수도 없었다， 5 CD를 발매하기로 결정했
을 때， 프랑스는 슈 교수에게 연락하여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의 곡을 대신 할 수 있

는 현장 녹음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는지 물었고6 슈 교수는 1978년에 녹음한 〈기
쁨의 노래〉를 포함하여 그의 녹음 자료를 보냈다 7
프랑스에서 제작된 CD 인 〈타이완 원주민인 폴리네시아인의 다성음악〉은 아마

도 크르투에게 대만 원주민의 음악이 채택되면서 제공되었을 것이다. 일단 그가
〈기쁨의 노래〉를 그 자신의 작품 중에 일부로 할 것을 결정했을 때， 크르투의 공식
매니저는 그 극장에 30，000프랑(미화 6 ，000 달러 )를 구입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였
다 (Chen 1997a: 51) , 1993 년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면 그 프랑스 극장은 크르투의

매니지먼트사가 완성본 테엽의 소유주임을 확인해 주었고， 저작권을 부여해 주었
다 8

크르투의 노래 (Return to Innocence>는 순식간에 인기를 얻게 되였다. 유럽과
영국， 미국에서도 순식간에 정상에 올랐다 32주 연속 100위 안에 든 곡플로 이루
어진 노래를 포함하고 있는 (Cross of Changes) 앨범은 5-6 백만 장이 팔렸다. 이
니그마의 매출액과 로열티에 더하여， 그 그룹은 또 뮤직 비디오도 만들었고， 그 노
래는 시카고 불스 농구단의 상업광고에도 사용되었다， (Return to Innocence)가

크르투나 EMI 에 얼마를 벌어 줬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극도로 어렵다. 톤의
액수는 소송의 전개과정 중에 한 부분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정보는 염멸하게

는 비밀이고， 그러한 정보가 공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Return to Innocence)의 가장 모순된 사용 중 하나는 1996년 아틀랜타에서 열
린 100주년 기념 올림픽을 위해 제작된 홍보용 비디오를 위해 국제 올림픽 위원회

에 의해 채택된 것이었다 비디오를 생산했던 영국기엽 9의 블레이크 (Gill Blake) 는
올림픽 위원회가 몇 개의 작품을 듣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한다.

5그 곡의 제목은 아미스 부족의 언어로 “Balafang" 이다 그러나 그 노래는 매우 많은 수의
다양한 가사로 불려지고， 제목도 그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 술플 마시변셔 부를

때는 그것을 “권주가”로， 친구들이 재회할 때는 “재회가”로 부른다 (Chen 1997b: 65)

‘

61998년 7월 15 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Anthotney Huang Hsiu-lan과의 인터뷰
71998년 6월 15 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Huang Hsiu-lan의 변호사와의 인터뷰 그의 레코딩

을 포함한 다양한 계약 모두를 추적해 봤을 때， 쿠오 부부의 변호사들은 그 세계 문화 극장
이 슈나 념버 원 레코드사에 그들의 음악을 사용하는데 대해 사용료를 지불했는지를 밝혀낼
수는없었다

8이러한 정보를 담은 펀지의 사진복사본은 리 타이캉에 의해 별 무리 없이 필자가 공유 항
수 있었다(크르투의 매니저인

Mambo

Musik의

Jürgen

Thürnau 에 의해 쓰여전 1995 년 7월

18일자 이 편지는 타이페이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차이나 포스트지의 기자연
을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

9이 회사는 런던에 기반을 둔 국제무역회사이다

Renata H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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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음악들은뭔가영적이고무한한것을느끼게 해주며， 당시에는그것이 단순히 주
관적언 선택의 문제였다

(Return to Innocence>는 비디오에서 표현된 공정한 플레

이， 평화 그리고 화함을 표현한 이념들과 잘 결합되는 것 갇다 (Chen1997a:

49).

그 음악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 없이 이 노래가 올림픽을 위해
사용된 것은 대만 내에서 격분과 분개를 일으켰다. 현 정치상황에서， 대만의 많은
사람들은 섬 원주민의 근원을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족보를 재검토해

보고 있으며， 쿠오 부부의 권리 찾기는 개인이나 공공기관 모두로부터 반응을 불

러일으키고 있다 10 예를 들면 아틀랜타 올림픽이 열리기 직전에 대만 원주민 문제
에 관해 열리는 타이페이 시의회가 쿠오 부부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회

의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을 들 수 있다 시노라마지 (Sinorama Magazine) 에

의하면， 이것은 “아마도 대만의 토착민들이 그들의 지적 재산권을 주장하고， 정부
로부터 지지를 얻은 첫 번째 사건이었을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Chen 1997a:

47)
그 음악이 올림픽과 같이 거대한 기획 행사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쿠오 부부가
그들의 볍적 소송을 제기할 만한 지원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
하다. 자금의 주된 지원은 록 레코드의 자회사인 매직 스톤 뮤직 컴퍼니로부터 받

았다. 기존의 원주민 음악과 관련되어 생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매
직 스톤사의 회장 Landy Chang( 張培仁. Chang P'ei-ren) 은 원주민 음악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공정하다는 평을 얻였다. 1996년 초기에 쿠오 잉난이 매직 스톤사와

접촉했을 때， 랜디는 그와 매직 스톤 아티스트로서 계약을 맺었다 11 만약 그 소송
이 성공적이지 못 할 때에는， 매직 스톤사가 쿠오의 볍적 소송비용을 담당하기로
동의했다 만약 그들이 이기면， 그 비용은 해결된 이후 나오는 금액으로 충당될 것
이다.
쿠오의 타이페이 변호사는 마침내 미 법정에서 쿠오의 변호를 맡을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위치한 법률회사 (Oppenheimer， Wolff & Donnely) 를 고용하였다 12 이
]()대만에서 지난 5 년간의 원주민 문화와 음악의 영향력과 향소에 대하여는 Guy(2001) 를
보라

11쿠오 부부와 매직 스톤사와 맺은 계약으로 만들어진 작품은 Difang과 그의 부인
그리고 네 명의 다른 아미스 족 가수들의 목소리를 담은 두 장의 CD 였다

IIgnay

두 장의 CD를 위

해， 그틀의 목소리가 담긴 레코딩이 원래의 아미스 부족의 음악을 바탕으로 한 “뉴 에이지

스타일”의 다양한 작곡가에게 보내진 후， 매직 스톤사의 스튜디오에서 (아미스 전통방식의)
아 카펠라를 노래했다

Dan Lacksman (담 포레스트의 첫 번째 CD의 프로듀서)과 Christian
<Circle of Life (1 998) >판플 위한 추가음악이 작곡되였다 (Across
the Yellow Earth (1 999 ) > CD에 살린 아미스 족 음악 풍의 작품들은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Martin에 의해 벨기에에서

본토， 일본‘ 대만 출신의 여러 음악가들에 의해 작곡되었다
12원고
사).

Kuo Ying-nan( 개 인 ). Kuo Hsin-chu ( 개 인 ) 대 펴 고 Virgin Schallplatten (유한회
Mambo Music Charisma Records of America , Capitol-EMI Music 사와， 이니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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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그마의 CD는 다른 어느 곳 보다 미국에서 많이 팔렸고 따라서 , 만약 쿠오의 저
작권이 인정된다면 그 여파는 미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소송에 포함된 여러 분야와 관련되어 제시된 모든 증거와
논쟁을 완벽하게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먼저 필자는 변호사가 아니어셔 전문

적인 볍률이나 법적 절차의 분석을 제공할 만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섬각하다. 이 소송에서 필자는 전문 참고인으로서 다수의 주요 증인에

의해 진술된 문건을 읽을 수 있고， 또한 음반의 판매 현황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는 결정적인 문서를 검토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자
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되기 전에， 나는 “‘비밀 정보’의 준수 양식에 관한 선서”에

서명해야 했다. 그에 따라 소송의 범위를 벗어나는 목적을 위해 비밀스런 어떠한
정보도 이용하지 않으며， 그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비밀을 누
설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의 현 토론은 1) 내가 그 준수서약에 서명하
기 전에 얻은 정보와 2) 법적 증거와 관련된 것과 달리 다른 통로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 그리고 3) 내 자신의 개인적 생각과 의견에 국한된다.
크르투와 EMIICapitol의 변호인들이 이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점사
항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첫째 그들은 슈 교수가 레코딩할 권

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프랑스에 기꺼이 주었고， 프랑스는 그 저작권을
크르투에게 이전시켜주였기 때문에 그 음악의 저작권은 크르투에게 속한다고 주장
한다 두 번째， 그들은 작품은 공공 도메인이라고 주장한다. “공공 도메인 음악은
누군가에 의해 법률적인 제한이나 로열티 지급 없이 자유롭게 사용되는 것 (Mills

1996: 61)" 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쿠오 부부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책임
을전가하였다.
쿠오 부부의 변호사들이 내세운 소송의 기본 전제는 쿠오 영난의 〈기쁨의 노래〉

공연은 유일무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쿠오 영난(유일무이
한 곡을 만든 사람으로서)은 그것의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문화 소유권 및 고유한 정신문화 재산권의 소유에 관
한 문제를 공론화 및 확산시키며， 잠재적으로는 더 논쟁적이 되게 하는 조정관 역
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쿠오 부부에게는
다행히도， 사실상 그들 노래의 공연은 그 음악의 또 다른 상엽적 발매음반과는 같

지 않다 13

(Enigma). Michael Cretu

국제 올럼픽 위원회의 소송은 1997년 12윌 30 일 캘리포니아 서부

의 중앙 지구 법원에 제기되었다
13 필자의 상세한 음악 분석에 의하면 그 음악의 대여섯 개 상업적 목적의 발매 음반은 그
것들을 각각 독특하게 보이게 할 만큼 충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 여전히 구업 가능했던 레코딩들은 다음과 같다

이 글에 설렬 당시에

1) 프랑스 세계문화극장이 레코딩한 〈다
이완원주민인 폴리네시아인의 다성음악 (Polνpho l1 ies Vocales des Aborigc l1 es de Taiwan) >(I n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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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스 부족의 창조적인 기질 덕택에 쿠오 부부의 변호사들의 주장은 미국 저작
권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였다. 쿠오 부부의 변호사들은 말하자면， “저작

권 사건”을 통해서 쿠오씨와 그의 노래를 찾는 모험을 감행하였고， 승소하게 된 것

이다 14 양측의 변호인단은 LA 지방법원에서 열리기로 한 선고공판을 한 달 앞둔
시점인 1999 년 6월 16 일 서로 합의에 도달하였다. 합의 결과의 세부항목 중에서도

특히 자금과 갇은 문제에 관련된 것은 기빌로 남겨 두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쿠오 부부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며， 그들은 결국에는

(Return to

Innocence) 에 대한 그들의 예술적 기여에 대한 인정으로 보인다.

필자가 그들의 변호사들에게서 들은 바에 의하면， 쿠오 부부의 이름은 앞으로

발매될 그 노래의 모든 해설서에 적혀지게 될 것이다 15 그들은 또한 자신의 헛트
송틀에 대해서도 플래티념 앨범 상을 수여 받을 것이다. 게다가 그 판결은 쿠오 부

부가 아마스 족 문화의 영구 보존을 위한 기금을 설럽하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16
전하는 바에 의하면， 쿠오 부부는 그 합의에 매우 만족했다고 한다 타이페이에서
발행된 한 신문의 내용을 인용하면， 현재 70 대 후반에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 쿠오

씨는 문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만큼 오래 삼아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고 한
다 17

그 다협의 소식을 블었을 때 , 필자는 쿠오의 딸과 1998년 여름에 나눈 대화 내용
을 회상하게 되었다. 그녀는 “만약 이니그마가 ‘대만 타이퉁 지방의 아미스 족인

쿠오 영난 부부’ 라는 것을 CD 케이스 겉면에 썼였다면， 볍률 소송은 결코 없었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18 쿠오 잉난의 좀더 자세한 설명에 따르면， 그가 이니그마 소
송 사건에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고 있는

데 아무도 그 목소리가 그의 목소리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였다 19
W 260011) 1989 년번 트랙 2) 우 풍윤의 현장 녹음의 모음접 〈타이완 섬의 원주민 음악
(T he Music of the Aborigines on Taiwan Island)). Vo l. 2: (Amis 부족의 다성 음악
(Polyphonic Music of the Amis) ) (Wind Records TCD-1502). 1993 년 13 벤 트랙 . 3) (삶의
순환(Circle of Life) ) (Magic Stone MSD-030). 1998. 11 번 트랙
1 -1법률 신문인 'The Recorder J 는 “재판의 판갤이 종식됨으로써 그 레코드 회사는 레코드
산업에 해를 끼치는 법적 손해배상의 평결전망은 사그라져 버렸다”라고 보도하였다
말해서， 이번 사건은 현행법에 어떠한 변화도 만들지 않았다

다시

그러나 쿠오의 변호사들 중에

하나인 Huang Hsiu-lan은 1999년 8월 타이페이에서 나와 가진 인터뷰중 나에게 레코드 산엽
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셔 앞으로는 그틀의 원주민 음악의 사용을 보다 조섬스럽게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Sandburg
15

16 “ Guo
17 “ Guo

8월 8 일
18

1999: 11)

1999년 6월 17 일 변호사 E. Patrick Ellisen과의 전화통화

Yingnan jiangshe jiangxuejin.". r Chl ll1 g-yallg jilz-pao J. 1999 년 7윌 8 일 13 쪽
Yingnan manyi zai you shengzhinian kandao jieguo" 'Cl lll l1 g-kuo Slzi-paoJ ‘ 1999년
19쪽

1998년 6월 대만의 T’ai-tung 에서 쿠오 영난， 쿠오 신츄， 그리고 그밖의 사람들과의 인터뷰

1q각주 18 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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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하게도 쿠오 부부의 음악판매사업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만 이익을

주고 정작 자신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은 아니였다.
사실 이니그마의 노래가 발매되기 전， 쿠오 부부는 그들의 친척인 대만의 국립음

악원의 음악담당 교수인 리 타이캉(Li Tai-k’ang) 에게 다른 민족음악학자(슈 창훼
이 교수의 전 제자였던 우 롱윤(吳榮順) )와 현장 채록자료의 판매를 포함한 또 다

른 문제 에서 도움을 요청 했던 적이 있다 20
1992 년 우 롱슐은 Nanterre 에 있는 파리 저110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랐고

현재는 국립 예술 연구소에 조교수로 재직중인 사람으로서 쿠오가 사는 마을에 왔

고 1978년 슈가 했던 것과 별다르지 않은 의뢰를 하였다 21 그는 쿠오에게 노래를
불러줄 것을 부탁했고 그들에게 그 녹음은 오로지 연구와 교재로만 사용 될 것이

라고 확약하였다 22 1993년 우교수는 쿠오 부부가 부른 몇 곡을 포함한 아미스 부
족 음악의 CD를 발표했다 23 이 CD는 우가 만든 CD 시리즈 중의 하나로서 각각
의 CD는 여러 다른 원주민들의 음악을 싣고 있다. 이 아미스 부족의 다성 음악

CD를 포함해서 몇 개의 CD는 Wu prestigious national상을 수상했다 24
쿠오 부부는 그들이 우에 의해 이용당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는 그들에게
그 음반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쓰일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의 노래에 대한 뱃가
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지역의 관습에 의하면 대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예의인데， 우는 그들에게 노래를 한 후에 전혀 대접하지
않았다고 한다 쿠오씨의 땀은 “우는 생수 한 병조차 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 반

면， 우는 그들이 부른 노래의 음반판매로 재정적인면 뿐만 아니라 경력 변에서도

많은 이익을 얻었다 25 필자가 쿠오 부부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이제 누가 교재로 녹
음을 하기 원한다고 말한다면 지금은 매우 신중해 질 것이라고 하였다 26 우연찮게
도 우는 대만의 대중음악가들에게 뿐만 아니라 멈 포레스트를 포함한 외국 그룹에
20

1999 년 6웰 13 일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리 다이캉과의 인터뷰

21

1988년 우 풍윤은 민족음악학 박사학위를 슈 장훼이 교수의 지도로 국립대만보통대학에

서 받았다

221998년 6 월 22 일 대만 T ’ aí-tung 지방에서 Kyo Ying-na , Kuo Shin-chu 및 그 밖의 사람
들과의 인터뷰
23CD의 다이 틀은

(Taiwnlz YlI nlzz 1z 11mill Yhzyllc Jis 1z i, 2: Ameizude F띠!hz Yilllfllc) 으로 되 어 있

다， [대만 원주민의 음악 2권
2-l (PolyplWllic

Amis 부족의 다성음악 (Wind Record TCD-1502) J‘
M lI sic of t1z c Amis Tribc) CD는 1993년 타이 완에 있는 중국정 보부가 후원 하는

Tri-Pod 대회에서 ‘베스트 앨범’ 상윤 수상했다
2 익이니그마가 그의 <Return to Innocence) 를 발매했을 때， 리 타이캉은 우와 크르투 두 사
람 모두 그와 연관된 사람틀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동안， 크르투가 끼친 해는 우

교수로부터 받은 그것을 념어 설 것이라는 것을 재빠르게 조사하였다‘ 따라서 라는 초점을
이니그마 사건에 맞추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크르투나 그의 매니저와 연락을 취할 수 없었

다(1 998 년 6 월 13 일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리 타이캉과의 인터뷰)，
26

1998년 6월 22 일 대만 타이퉁에서 쿠오 잉난， 쿠오 신츄 몇 그 밖의 사람들과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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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그의 원 레코딩으로부터 샘플을 따서 사용할 권리를 판매하였다 27
세계 음악이 획일화되고 다양성은 수축되고 있는 때에， 다국적 음반회사의 재정
적 볍률적 지지를 받고 있는 엘리트 팝 아티스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보고(寶

庫)로 대표되는 희귀한 현지 채록녹음은 “그들이 좋아하는 인간의 음악적 다양성
을 전유(專有)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예술적이고 설리적인 지위에 있는 것이
다고 하는 말이 있다 (Feld 1994: 245). 최소한 가시적인 미래에는 새롭고 “이국

적인”것에 대한 기호는 계속될 것이다. 민족음악학자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요구
에 능동적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다. 앤소니 시거는 우리에게 음악착
취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음악산엽에만 지울 수는 없다고 일깨워 주고 있다. 즉，
기초 단계에서의 착취는 집단이나 개인으로 구성된 또 다른 집단에 의한 경제적
문화적 착취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이다 (Anthony Seeger 1991: 38).
앤소니 시거의 조부인 찰스 시거는 그의 40년 전 논문에서 , 민속학과 그 소유의

문제는 “반드시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면 두 가지 구분되는 방면에서 검
토되어야 한다”고 주지한 바 있다 (Charles Seeger 1962: 93). 이니그마 사건의 중

심에는 저명한 민족음악학자인 슈 창훼이 교수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는 그의 전
문적 작엽에 대한 법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1978년 그가 현지 채록자료를 만
들었을 때， 그는 그 작업이 쿠오 부부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음악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고 소유권의 주장을 불가능하게 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슈 교수
가 현지 녹음자료를 프랑스의 세계문화극장에 보낸 지 10년이 지난 후에 그가 이
법률적 사건의 중심부에 있게 되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니

그마 사건”은 대만에서 민족음악학 연구에 토대를 세우는데 중심축이었던 이 학자
의 경력에 불행한 그럼자를 드리웠다

과거의 잘옷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탑사와 관련된 저작권볍， 문화척 소유권의 기록 및 기본적 윤리문제들에 관하
여도 우리 자신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교육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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