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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단상

김종욱 그리고 김정현, 떠난 이들을 그리며

이 희(성공회 학교)

2015년 9월 그리고 2016년 1월,  달 사이로 안타까운 소식을 두 

번이나 들어야 했다. 부산 일 에서 손꼽히는 음악 연구자 던 

김종욱 선생과 김정  씨가 남은 할 일도 많은 세상을 둔 채 그 게 

떠나고 말았다. 향년 순 일곱과 마흔 하나. 명을 렸다는 말이 결코 

합당하지 않은, 그  애석하기만 한 부음이었다. 

떠나고 없는 사람을 이제 다시 찾을 길은 없고, 뜻밖에 한 소식으

로 칼에 베인 듯 애통했던 마음도 그 몇 달 동안을 지났다고 어느덧 

상처에 딱지가 앉으려 한다. 남은 사람이 떠난 이들을 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신통하게야 없지만, 그  이따  찾아드는 추억으로만 그들

을 떠올리는 것은 스스로  견디기 힘든 일이다. 변변치 않으나마 

몇  불망의 자를 남겨 맺힌 심사를 풀어 볼까 한다.

작년 9월 12일, 폐암으로 투병을 해 오던 김종욱 선생께서 타계했

다. 여쭐 일이 있어 화 드렸던 여름에도 가라앉은 목소리에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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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상태가 간단치 않음을 짐작은 했지만, 그 게 히 가실 은 

몰랐다. 미처 제 로 듣지 못한 말 이 많았음을 생각해 보면, 선생의 

부재는 1950～1970년  한국 음악 연구에, 특히 부산 지역 

음악 연구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김종욱 선생은 무엇보다 1960년  LP음반 자료 섭렵에서 독보 인 

경지에 있었던 분이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당시 LP음반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는 말 이  과장으로 들

리지 않았다. 오래  부산으로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 다 박향림 독

집 음반에 해 말 하신 것을 듣고 속으로 설마 그런 것이 있으랴, 

잘못 기억하고 계신 것으로 치부한 이 있었는데, 작년에 실제 그 

음반을 하고서 얼마나 놀라고 반성을 했는지 모른다. 병마를 떨치고 

건강을 회복하셨더라면 그때 그 의심에 해 송구스럽단 말 을 꼭 

드리고 싶었으나, 이제는 길이 없다.

음반 외에 다양한 구술 자료의 수집에서도 김종욱 선생의 역할은 

컸다. 선생은 일 부터 부산 일 에 거주하는 원로 음악가들과 

폭넓은 교분을 나 며 공식 기록으로 할 수 없는 방 한 증언을 채

집했다. 그리고 그 원로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몇

몇 증언자의 이야기는 후배 연구자에게도 달되어 미미하나마 기록

으로 남게 되었지만, 다른 많은 이야기들은 선생의 타계로 인해 이제

는 들을 길이  막연하게 되었다. 다시 가 있어 그러한 일을 이어 

갈 수 있을지, 아무래도 떠오르지가 않는다.

다소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에 딱 들어맞는다 싶은 단호한 성격의 

김종욱 선생은, 그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계가 때로 불편했던 도 

있었다. 하지만 거의 자식뻘 되는 후배라 해도 음악에 한 앎에 

있어 존 하는 경우에는 결코 함부로 하 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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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묻기도 꺼리지 않는, 연구자로서 격이 있는 분이었다. 세상에 흔히 

린 학 고 논문이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모르는 사람은 몰

라도 아는 사람은  모두가 아는 그런 가 다. 

부산 음악 연구에 쏟은 선생의 노력은 타계 얼마  출  작업

이 시작되었으나 끝내 마무리를 하지 못한 유작으로 남았다. 한편으로

는 다행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행이기도 한 선생의 그 유일한 

서가 부산의 음악(호 밭, 2015)이다. 투병 이라 꼼꼼히 다듬

지 못한 흔 들이 군데군데 보여 가슴을 릿하게 하기는 하지만, 부

산 음악에 한 다양한 역사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기에 충분

한 의미가 있는 책이다.

돌연 쓰러져 세상을 떠나지만 않았더라도 의심할 바 없이 김종욱 

선생의 뒤를 이었을 이가 김정  씨다. 작년 12월 12일에 뇌출 로 

쓰러진 뒤 생사의 기로를 헤매다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올해 1월 

3일에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세상에 안타깝지 않은 죽음이 

있을까마는, 김정  씨의 타계는 많은 이들에게 실로 큰 충격이었다. 

불과 얼마 까지도 이런 런 음악에 한 의견과 정보를 나 었던 

그가 그 게 허무하게 쓰러져 갈 것이라고는 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김정  씨는 1960～1970년  LP음반 자료의 수집과 정리에서 김종

욱 선생 못지않게 수가 높은 가 다. 본인의 경험과 기억에 근거하

는 바도 지 않았던 김종욱 선생과는  달리, 자료의 객 성 확보에 

한 치 함이 뛰어났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1960년  아세아 코드 

음반번호 체계에 해 그나마 합리 인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거의 유

일한 인물이 그 을 것이다. 수집가로서의 열정만으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식견이 김정  씨에게는 있었다.

자료를 거두어들일 은 알아도 가치 있게 풀 은 잘 모르고,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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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 로 사랑할 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지 않은 곳이 수집이

라는 장인데, 김정  씨는 분명 거기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참으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한 풍채만큼이나 그 마음도 했다. 

히 찾아야 하는 자료가 있어 연락을 하면 열에 여덟아홉은 틀림없

이 챙겨 보내 주었고, 간혹 그도 찾지 못하는 곡이 있을 경우 부탁한 

사람이 오히려 미안할 만큼 미안해했다.

그 게 욕심이 없었기 때문인지, 남모르게 많은 성과를 이루고 그

것을 남들에게 많이 베풀기는 했어도, 김정  이름 석 자가 공식 으

로 남은 그 무엇을 찾기는 쉽지가 않다. ≪가요 박물 ≫(아세아 코드, 

2004)이라는 집 음반 한 구석에서 겨우 그 이름을 볼 수 있을 뿐이

다. 김정  씨와 함께 향후 한국 음악사 연구에 요한 토 가 

될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해 볼까 싶어 몇 차례 시도했던 일들이 결국 

불발에 그쳤던 바, 지  생각해도  아쉽기만 할 뿐이다.

사실 학회지에 이러한 을 쓰게 될 은 몰랐다. 사람이 알 수 없

는 것이 사람 목숨이라 하나, 안목과 식견이 탁월했던 두 동지가 연이

어 떠나갈 도 미처 몰랐다. 김종욱 그리고 김정 . 한 분은 거의 

아버지뻘이고 한 분은 동생뻘이었지만, 모두 나이를 계치 않는 망년

(忘年)의 동지들이었다. 그  노래가 좋았고 좋아하는 노래에 해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서로 통했기에, 이것 것 재거나 가리지 않고 

지난 십여 년 동안 동지의 인연을 이어 올 수 있었다. 

인생은 짧아도 학문이나 술의 업 은 길이 남는다고들 한다. 사

람이 죽어 남기는 것이 이름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업 이나 이름이 제 스스로 알아서 세상에 남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업 이고 사람의 이름인 이상, 다른 어떤 사람이  이어 발 시키고 

계속 되뇌어 주어야 그것이 세상에 남을 수 있다. 떠난 두 사람을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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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매, 그래서 이런 이나마 어 보는 것이 남은 내가 할 일이지 싶다.

속빈 명 나 좇고 먼 돈이나 취하기에 한 이들이 학자라 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열심히 찾고 궁리하기보다는 쉽게 따서 붙이고 

써먹었던 것  써먹으며 연구라고 내미는 경우도 많다. 군가 보기

에는 떠난 두 사람이 뭐 그리 단한 연구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험악하기만 한 이 세태로 보자면 두 사람은 오히려 충분히 뛰어난 연

구자 다. 그래서  애석하고 애석하다.

*투고: 2016년 5월 10일, 게재확정: 2016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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