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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음악하기’로서의 

사이버 취향 공동체의 글쓰기

조일동(한양 학교 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조교수)

1. 들어가며

2. 디지털 시대의 ‘대중’음악

3. 사이버 취향 공동체의 확장된 ‘음악하기’
  3.1. 사이버 취향 공동체를 작동시키는 ‘즐거운 프로젝트’
  3.2. ‘음악하기’로서의 글쓰기와 읽기

  3.3. 개별적 체험과 공동체의 실천

4. 결론: 대중음악의 장(場) 밖을 상상하기

이 의 목 은 사이버 공동체에서 음악에 해 을 쓰고 읽는 행 의 

의미를 ‘음악하기(musicking)’의 측면에서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다. 디지털 시

에 인터넷에는 수많은 음악이 존재한다. 술상인들은 음원 사이트의 순  

등을 통해 음악 술장(場, field) 안에서 특정 음악이 에게 리 알려

지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언제나 술

장의 논리에 따라 음악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 개 에는 술상인이 권 를 

가진 장의 변두리나 밖에 치하는 음악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자신이 선

택한 취향의 다름을 지지받고 싶어 하는 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조우하며 

새로운 취향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이곳에서 다른 음악 취향이나 태도를 

밝히는 을 쓰는 것은 개인의 음악  취향을 드러내는 것뿐 아니라 을 통

해 자신의 음악  정체성을 구성하는 행 이기도 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흥미

로운 것은 인터넷의 차고 넘치는 음악 련 자료 에서 자신의 취향,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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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사이버 공동체, 취향, 음악하기, 실천, 디지털, 인터넷, 대중음악

성격과 부합하는 을 찾는 행 에도 을 쓰는 것 못지않은 능동성이 필요하

다는 데 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진 공간으로서의 사이버 취향 공동체는 다

른 취향을 가진 타자로서의 자신을 인정받는 요한 취향의 거집단이 된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음악과 련한 행 는 모두 특정한 음악을 듣고 말하는 

계의 조합 속에서 시작하여 확장, 진행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술장 변두

리의 음악을 찾아 이야기하는 행 는 음악을 직  행하는 것 못지않은 능동

이고 사회 인 실천, 즉 ‘음악하기’라 할 수 있다. 

1. 들어가며

오늘 아침, 나는 지하철 안에서 휴 폰에 장해놓은 ≪하우 투 디

스트로이 엔젤스(How to Destroy Angels)≫의 새 앨범을 이어폰으로 들

으며 출근했다. 이어폰을 통해 내가 듣는 음악은, 설령 볼륨이 커서 

이어폰 밖으로 약간의 소리가 새나갔다손 치더라도 지하철 안의 다른 

사람이 제 로 듣거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혹시 같은 지하철 안

에 나와 동일한 음악을 듣는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

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 시간 동안 다른 탑승객과 같은 공간과 시간에 

존재하면서도 홀로 음악을 듣는 개인 인 행 를 한 셈이다. 이 게 

볼 때, 음악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개인 인 일인 듯 느껴진다. 그런데 

음악을 듣는다는 행 는 정말 개인 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  이 (혹은 얼마 )까지만 해도 음악은 신과 만나기 한 의례

의 일부이거나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 한, 개인  선택이라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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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요한 사회  행 로 이해되었다. 기 음악인류학자1)가 연구했

던 근 를 경험하지 않았거나 비근  음악 의례 통이 강하게 남

아 있는 사회에서 음악은 여 히 비슷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부

족사회를 연구한 음악인류학자는 음악을 함께 경험하는 행  속에서 

공동체성이 고양된 경험을 자주 토로한다.2) 이들이 말하는 음악 체험

은 부분 의례가 행해지는 장에서 직  연주 혹은 퍼포먼스에 참

여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그러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직  연

주를 한다거나 연주가 행해지는 장에 참여하여 음악을 느끼기란 쉽

지 않은 일이다. 심지어 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공연

장이나 음악을 행하는 특정 장소를 찾는 일 자체가 상당한 결심을 

요하는 특별한 선택이다. 이제 음악은 스튜디오(혹은 공연장)에서 녹음

된 결과물을 오디오 장치를 통해 확인하는 종류의 행 에 가깝게 되

었다. 

녹음된 음악을 듣는 방식도 크게 바 었다. 녹음된 소리의 장 방

식도 음반과 같은 물리  기록물의 형태에서 차 디지털 데이터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커다란 축음기나 오디오를 이용해야만 

했던 음악 감상은 (여 히 요한 체험 방식이지만) 이제 작은 엠피쓰리

(mp3) 이어나 스마트폰과 연결된 이어폰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족

1) Ethnomusicology는 ‘민족음악학’, ‘종족음악학’, ‘음악인류학’ 등으로 번역이 가

능하다. 이 에서는 주성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음악인류학’을 사용하며, 

필자 역시 음악에 한 연구를 통해 자신의 문화를 깨닫게 된다(주성혜, 음악학: 

사람을 느끼고 세상을 듣는, 루덴스, 2008, 59~72쪽)는 주장에 공감하기 때문이

다. 한 람, 감상과 참여가 구분될 수 없으며, 총체 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험이라는 베커(Becker, Judith, Deep listeners: music, emotion, and trancing, Indiana 

University Press, 2004)의 음악  역시 음악인류학이라는 번역어에 힘을 실어 다. 

2) 존 블래킹, 인간은 얼마나 음악 인가, 채 경 옮김, 민음사, 1998; A. P. 메리

엄, 음악인류학, 이기우 옮김, 한국문화사, 2001; Becker, Judith, 같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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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게 이 진다. 음악을 듣는 행 는 장소의 제약에서 자유로운 경

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음악학자들은 이러한 매체의 변

화가 음악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포, 체험하는 방식까지 변화시켰다는 

에 주목해왔다.3) 음악을 만들고, 나 고, 경험하는 매체가 작아지고 

이동성이 커짐에 따라  음악은 과거와 달리 매우 개인 인 체험

의 역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이러한 음악 체험의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음악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는 이 음악과 련되어 살펴볼 수 있는 

디지털화된 과 그림, 사진, 동 상 등이 넘쳐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디지털 자료로 확인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 많은 디지

털 자료로 인해 개인의 필요에 합한 자료를 찾는 일조차 버거운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게 실이다.

어떤 음악을 선택하고 들을 것인가와 련된 일도 별반 다르지 않

은 상황이다. 디지털 음원 매를 목 으로 한 음원 사이트는 물론이

고,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 각종 공유(해 ) 사이트 등

에는 무나 많은 음악이 ‘쏟아져’ 나온다. 한 개인이 그 모든 음악을 

다 들을 수도 없으려니와 그럴 필요도 없다. 우리는 흔히 수많은 음악 

에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 특정 음악을 취사선택해서 듣고 있다고 

‘믿는’다. 한 음악이나 화, 드라마, 소설, 그림 등을 선택하는 취

3) 마이클 채 , 음악 녹음의 역사, 박기호 옮김, 동문선, 2005; 마크 카츠, 소리

를 잡아라, 허진 옮김, 마티, 2006; 요시미 순야, 소리의 자본주의: 화, 라디

오, 축음기의 사회사, 송태욱 옮김, 이매진, 2005; Giesler, Markus and Mali 

Pohlmann, “The Anthropology of File Sharing: Consuming Napster As a Gif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30, No.1, 2003, pp.273~279; Mewton, Conrad, 

Music & The Internet Revolution, Sanctuary Publishing, 2001; Taylor, Timothy D., 

Strange Sounds: Music, Technology and Culture, Routledge,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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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은 개인 인 감성과 감정의 역이라 여기곤 한다.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주장처럼 취향이 개인을 둘러싼 특정한 사회·문화  조건

에 의해 구성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일상 속에서 음악을 선택하고 듣는 과정을 사회 인 행 라고 항상 

자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4) 를 들어, 우연히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음악을 듣고 맘에 들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새로운 소리를 들려  가수나 장르, 악기 등에 해 검색해보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이들의 평가는 어떠한지에 해서도 한 번

쯤 살펴볼 것이다. 특정한 음악을 선택하는 일에 비일상 인 노력이

나 고민을 기울여야 하는 취향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취향을 발 시

키거나 강화하기 해 자료를 찾기도 하고, 감정  지지나 공감 등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모이게 되는 곳이 사이

버 취향 동호회 혹은 커뮤니티다. 음악과 련된 동호인 모임은 인터

넷이 존재하지 않던 시 에도 존재했다. 다만 화라는 새로운 매체

가 도입되면서 불러온 사람들의 계를 분석한 요시미 순야의 주장처

럼 매체의 변화는 단순히 체험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매체 이 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네트워킹시킨다.5) 

이 은 인터넷과 디지털 시 에 개인의 음악 체험 방식의 변화는 

물론 음악을 즐기는 사람의 계 역시 새롭게 만들었음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 게 맺어진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행 와 실천에 심을 

기울인다. 필자는 2006년부터 재까지 한 포털 사이트의 음악 동호

회인 ‘음악취향Y’에서 활동해왔다. 필자는 이 동호회를 처음으로 만

든 사람  한 명인데, 동호회 기부터 이 공간을 연구하고자 했던 

4) 피에르 부르디외, 구별짓기, 최종철 옮김, 새물결, 2005.

5) 요시미 순야, 소리의 자본주의: 화, 라디오, 축음기의 사회사 참조.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9:39(KST)



‘음악하기’로서의 사이버 취향 공동체의 쓰기_조일동  75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회원이 늘어나고, 이들 사이에서 자발 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종류의 실천―음악과 련한 정보와 평가의 공유, 회원

들의 투자를 통한 음반의 제작, 인터넷 해  라디오 방송, 회원과 가수들이 

함께 만드는 공연, 사회·정치  행 의 동참 등―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무엇인가에 해 연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개인 인 취향의 공감이나 지지를 얻기 해 사이버 

공간에 모여든 이들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서 개인 인 체험으로 간

주되는 음악을 듣는 행 를 통해 사회  실천을 이 낼 수 있었던 

것일까? 필자는 음악취향Y에 일반회원과 뮤직블로거(자신의 게시 을 

가진 회원)가 쓴 게시   모두를 읽고, 가능한 모든 채 과 오 라인 

모임에 참석했다. 특별한 주제와 련하여 일반회원을 심으로 포커

스 그룹 인터뷰와 이메일 인터뷰를 가졌으며, 뮤직블로거 원과 심

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에 등장하는 이들의 이름은 모두 음악취

향Y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로 표기했다. 실명 사용을 동의해  이도 있

었으나, 음악취향Y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로 표기를 원하는 이가 많았

기에 이들의 의견을 존 한 결과다. 

2. 디지털 시대의 ‘대중’음악

디지털 음원으로 음악을 즐기고, 음악에 한 취향과 의견, 태도의 

닮음을 매개로 사이버 공간에서 모임이 만들어진다. 인터넷과 디지털 

음악은 그 이 까지와 다른 방식의 음악 만들기와 유포, 감상을 가능

하게 만들었다. 디지털은 음악의 제작 방식에 가장 먼  변화를 

가져왔다. 아날로그 녹음은 디지털로 바 었고, 물리 인 테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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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일의 형태로 녹음 결과물을 장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비싸고, 커다랗고, 소수의 문가만이 근할 수 있던 상업 인 음악 

녹음 장비를 신 으로 바꿔놓았다. 구라도 마이크와 컴퓨터 로

그램만 가지면 일정 수  이상의 품질을 가진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 물리 으로 어느 공간에 있더라도 인터넷과 련 

로그램만 있다면 믹싱도 가능해졌다. 사이버 네트워크상에서 가상

의 녹음, 편집 스튜디오가 만들어진 셈이다. 덕분에 지역과 국경을 

월하여 여러 연주자의 연, 믹싱, 마스터링을 통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6)  이 게 만들어진 음악을 물리 인 음반의 형태

가 아닌 컴퓨터 일로 장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간단하게 음원

을 리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러한 디지털 음원 제작과 인터넷을 통한 유통은 음악계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올 것이 분명해 보 고, 새로운 희망처럼 여겨지기도 했

다. 변화에 한 희망  가장 표 인 것은  세계  단 에서 녹

음된 음악을 좌지우지하는 거  음반 유통사의 상업  네트워크 밖에 

치하는 음악이 더 많은 과 직 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이는 단순히 음악의 문제가 아니라 기 인터넷 활동가

와 연구자 부분 주장했던 부분이기도 하다.7)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6) Lysloff, Rene T. A., “Musical Community on the Internet: An On-line Ethnography”, 

Cultural Anthropology, Vol.18, No.2, 2003, pp.233~263; Theberge, Paul, ““Ethnic 

Sounds”: The Economy and Discourse of World Music Sampling”, in Rene T. A. 

Lysloff and Leslie C. Jr. Gay(eds), Music and Technoculture,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3; Theberge, Paul, “The Network Studio: Historical and Technological Paths 

to a New Ideal in Music Making”,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34, No.5, 2004, 

pp.759~781.

7) Rheingold, Howard,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Addison-Wesley, 1993; Stallman, Richard M., Free Software Free Society, GNU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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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신의 취향에 따른 선택을 하는  측할 수 없는 새로운 

음악  계가 만들어지면 거  음반 유통  매사의 권력은 축소

될 것이라 상하곤 했던 것이다.8) 그러나 디지털 음원 매량이 물

리  음반의 매량을 한참 추월한 재 우리가 마주한 실은 좀 

더 복잡하다.

확실히 인터넷에는 엄청난 양의 음원이 존재한다. 그 어떤 거 한 

오 라인 음반 가게도 부 구비할 수 없는 크기의 음악이 존재한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실이다. 음원 에는 개인 홈페이지에만 공개

된 비공식  음악도 있고, 발매된 음원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것도 있

으며, 주요한 음원 매 사이트에서 다루는 정식 음반(음원)도 있다. 

문제는 음악의 양은 많아졌지만, 일상에서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음

악계의 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음원은 늘어났지만, 

음원을 쉬이 할 수 있는 창구는 한정 이며, 이 한정 인 창구 밖에

서 음악을 찾는 것에는 꽤 많은 노력을 요한다. 이에 해서는 음악취

향Y뿐 아니라 한국 인디음반 구매자 사이에서도 리 알려진 음반 

콜 터인 마이 가 음원 유통 사이트에 해 이야기한 내용을 살펴보

면 문제가 무엇인지 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의문스러웠던 게 뭐냐면, 요즘에 □□, △△, ○○( 형 음원 유

통 사이트의 이름)에서는 앨범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에서는 자기가 

2002; Wellman, Barry, “Physical place and cyberplace: The rise of networked 

individualism”,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Vol.25, No.2, 

2001, pp.227~252.

8) 마크 카츠, 소리를 잡아라; 키스 니거스,  음악이론, 송화숙·윤인 ·이은

진·허지연 옮김, 마티, 2012; Taylor, Timothy D., Strange Sounds: Music, Technology 

and Cultur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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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들어서 검색하지 않으면 그 밴드를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식으로 마 을 하냐면, 최신 앨범으로 등록하는 권한으로 마 을 

하더라구. 그게 (최신앨범에) 뜨냐, 안 뜨냐에 따라 매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구요. 

―마이너(39세, 남성, 뮤직블로거)

한국에서 유통하는 음원을 모두 갖춘 형 유통 사이트지만, 론

트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 음악은 ‘인기 음악’이나 ‘최신 앨범’, ‘차

트’ 등에 올라 있는 것뿐이다. 장르나 테마 등으로 음악을 분류해놓기

도 하지만, 이를 찾기 해서는 페이지 하단이나 좌우의 작은 박스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음악취향Y의 메모게시 이나 자유

게시 에는 그나마 장르나 테마가 분류되어 있다 해도 부분 무원칙

하게 나 어져, 오히려 자신이 찾는 종류의 음악을 더 만나기 어렵게 

만든다는 불만 섞인 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부르디외는 술가와 술상인의 계에 해 이야기하며, 작품의 

배포를 술상인이 독 하면서 술장(場, field)의 권력구조가 만들어

졌다고 지 한다. “발행자나 상인만이 개자로서, 그리고 스크린으

로서 작용하면서, 생산자에게 시장과의 직 인 을 피하게 해주

면서, 그의 작품을 가치 있게 만들”9)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이를 통해 술가의 창조성이나 신념은 신비화

된다. 아방가르드를 비롯한 기존 술장의 권력 밖에 존재하는 술

이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인정은 자연스럽게 다시 술장

의 자장 안으로 흡수된다. 디지털 음원시장의 경우도 이러한 장의 권

9) 피에르 부르디외,  술의 규칙: 문학 장의 기원과 구조, 하태환 옮김, 동문선, 

1999, 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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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술장의 권력이 약화되고, 술가와 소비자가 직  만나게 될 것

이라 믿었던 디지털 시 에 한 희망 인 망은 재 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상태다. 술장 언 리(비주류 장르)나 아  밖(해

음원이나 공식 매 경로를 거치지 않는 음악)에 존재하는 음악은 확실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 다양해진 음악과 만나기 해서는 개개인의 

극 인 노력과 상당한 검색 기술이 있어야 한다. 공식 인 매 경로

를 이용하는 음악이라도 그 양이 무수히 많기에, 이를 분류하고 정리

할 수 있는 정보나 조언, 분류체계 등이 필요해졌다. 공식 인 음원유

통사의 ‘차트’와 같은 주어진 음악 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

려는 부류의 사람이 자신에게 맞는 음악을 찾기 해서는 디지털 세

 이 과 다른 략이 필요해졌다. 권 를 가진 평론가나 음악 련 

책이나 잡지가 다룰 수 있는 음악의 수는 한계가 명확하다. 물론 이러

한 재의 상황이 디지털 시 의 음악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든다는 

의견도 존재한다.10) 사이버 시 에는 작은 단 의 음악이 세상과 만

날 창구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이를 추구하는 이들 사이에 극 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실 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게 능동 으로 음악을 찾아 듣는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가 제 로 

작동하면 개인 인 음악 듣기 이상의 음악  실천이 가능해질 수 있

다. 이 은 바로 이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10) Nielsen, Steen Kaargaad, “Music and Musicking in the Digital Age”, Danish 

Yearbook of Musicology, Vol.37, 2009,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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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 취향 공동체의 확장된 ‘음악하기’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과의 계를 만드는 것은 많은 맥락이 거세된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 서로가 같은 공간과 시간에 있지 않으며, 

아이디나 닉네임으로 활동한다면 개인 정보조차 가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익명성은 삶 반에 한 이야기보다 삶의 일부, 특정한 지

을 공유하는 이들 사이의 계를 발 시키기 유리하다. 특정 지역 

안이나 회사의 인트라넷이 아닌 이상, 사이버 공간의 모임은 체로 

취향이나 한정 인 내용에 해 공유하며 계를 만든다. 필자 역시 

음악, 화, 특정 사회문제와 련한 사이버 모임에 가입하여 참여하

고 있다. 각각의 모임에서 보이는 필자의 모습은 다르다. 어떤 곳에서

는 주도 이고, 어떤 곳에선 만 읽고, 어떤 곳에서는 오 라인 모임

으로 확장되는 계를 맺기도 한다. 각 사이버 모임의 성격이나 분

기도  다르다. 이  다른 모습은 각각 필자의 정체성의 일부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 아래에서는 이 같은 사이버 취향 모임이 어떻

게 공동체 계로 발 할 수 있으며, 그 에서 음악과 련된 공동체

는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성을 획득할 수 있으며, 어떤 실천을 만들어

내는가에 해 살펴본다.

3.1. 사이버 취향 공동체를 작동시키는 ‘즐거운 프로젝트’

공통의 취향이나 심사를 통해 맺어진 사이버 취향 공동체의 구성

원은 각자의 취향을 발 시키고 가다듬기 한 정보와 지식을 나 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 의 ‘공동체성’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취

향 공동체에 속한 개인은 개인의 취향을 향유하는 행 의 즐거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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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시키기 하여 공동의 공간에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럼없이 호혜

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에 한 신뢰나 소속감

은 강화된다. 를 들어 음악취향Y의 자유게시 에 JulLy라는 회원이 

‘ 로그 시 (록)의 범 ’에 해 질문을 하자, 폴린이 자신이 들어온 

음악 경험 안에서 생각했던 내용을, 투째지는 장르 명칭의 유래에 

해, 싸이키드는 장르의 명칭이 주는 혼란에 해, 아루는 장르 안의 

표 인 작품을, jan17th는 아루의 이야기에 몇 개의 작품을 추가하

며 장르 구분의 무용성에 해 덧붙이는 식이다. 댓  하나하나의 내

용이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모여

진 지식의 양은 상당하다. 음악취향Y뿐 아니라 부분의 사이버 취향 

공동체는 흔히 이와 같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크고 작은 로젝트를 

진행하며 유지된다. 앞의 처럼 자유게시 에서 정보를 나 는 수

에서 여러 회원이 힘을 합쳐 오 라인에서 상당한 크기의 공연을 기

획11)하기에 이르기까지 ‘즐거운 로젝트’가 만들어지는 규모나 층

는 매우 다양하다. ‘즐거운 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개인의 섬세한 

취향이나 문  지식, 정보 등은 공동의 자산으로 사용되는 호혜  

성격을 갖게 된다. 호혜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이버 취향 공동체 

내부의 로젝트는 각각의 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자체가 공동체 

내부를 일종의 타 과 교환, 변화의 상태로 이끌게 된다. 여기서 공동

체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된다.

사이버 공동체의 문화와 규범이 일견 무질서해 보이는 까닭은 사이

버 취향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기제가 지속 으로 새로운 일- 로젝트

11) 조일동, ｢인터넷 취향 커뮤니티의 ‘참여  공연(participatory concert)’ 만들기｣, 

한국문화인류학회 편, 한국문화인류학, 제44권 제2호, 2011, 273~312쪽; 

Miller, Kiri, Playing Along,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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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상정시키고 진행하는 과정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사이버 

취향 공동체에 한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지 은 이 공동 로젝트

를 단순히 반복 인 성격 혹은 의례로 이해하고자 했다는 데 있다. 

많은 연구자가 주목했던 다양한 사이버 팬클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구성원의 참여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악했으나, 

이러한 로젝트 하나하나가 이 의 로젝트와 다른 과정과 상황 속

에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사실에는 주목하지 못했

다.12) 필자는 사이버 공동체를 구동시키는 공동의 로젝트라는 실천

이 일상 ·반복  과정이 아니라 매번 창조 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지 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동체는 언제나 복합 이고 

유동 인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한 이러한 측면이 개인 인 

계로 맺어진 취향 공동체가 사회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기도 하다. 

요한 것은 사이버 모임의 시작은 자신에게 합한 정보와 지식을 

찾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사이버 공동체에 한 기 연

구에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극 이고 능동 으로 검색하고 

이에 한 내용을 요구하는 이용자 주도(pull)  성격13)은 사이버 공동

체의 특징으로 주목받았다. 극성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힘이 된

다. 그러나 이러한 극 인 참가자가 늘어남에 따라 일에 한 비 , 

12) Baym, Nancy K., Tune in, Log on: Soaps, Fandom, and Online Community, Sage, 

2000; Lysloff, Rene T. A., “Musical Community on the Internet: An On-line 

Ethnography”, pp.233~263; Nieckarz, Peter P., “Community in Cyber Space?: 

The Role of the Internet in Facilitating and Maintaining a Community of Live 

Music Collecting and Trading”, City & Community, Vol.4, No.4, 2005, pp.403~423. 

13) 사이버 환경의 ‘이용자 주도’  성격에 해서는 사이버 공동체에 한 기 

연구 모음서인 마크 스미스·피터 콜록 편, 사이버공간과 공동체, 조동기 옮

김, 나남출 , 2001에서 지속 으로 강조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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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추진 방식의 차이로 인해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공동체의 원활한 유지는 극 인 참여와 상호작용 못지않게 이

해의 조정 혹은 통제가 필요하다.14) 장연구가 진행된 음악취향Y는 

같은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최소한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음악에 

한 가치나 태도를 공유하는 이들 사이에 만들어진 공동체다. 음악

은 이들을 엮어주는 공동의 자산이 된다. 음악을 둘러싸고 순 를 매

기는 것에서 장르를 구분하는 기 을 두고 토론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project)이 끊임없이 제안되고, 진행할 수 있는 까닭, 이 ‘즐

거운 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공동의 일로 여기게 만들

고 자발 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힘 등은 음악이라는 공동의 자산에 

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음악이라는 공동의 자산은 어떤 특성을 가

지고 있는가? 나아가 음악이라는 공동 자산을 확인한 이들 사이의 

력이 어그러질 경우 어떻게 상호 간에 문제를 조율하는가, 혹은 문제

의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무마시키려 하는가? 아래에서는 이러한 부

분에 해 짚어보도록 하겠다.

3.2. ‘음악하기’로서의 글쓰기와 읽기

음악은 인간이 다양한 소리 속에서 선별 으로 재구성한 특별한 

소리이기 때문에, 인 이고 문화 인 구성물이다. 음악은 이나 

화, 사진 등 여타 매체와 달리 구체 인 상(image)이나 서사 구조를 

가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음악도 그 자체의 논리  

구성을 갖지만 그것은 단지 공연(performing) 혹은 재생(playing)되는 동

14) 같은 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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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만 청각을 통해 감각 으로 인지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 

화음과 같은 음악의 논리는 문화에 따라  다른 체계이며, 심지어 

언제나 그 논리(개별 문화의 음계) 밖에 있는 소리를 끌어옴에 따라 새

롭게 재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은 언어나 과 같은 논리  방식

으로 재 해낼 수 없다. 음악을 흔히 CD나 악보와 같은 매체를 통해 

하기 때문에 물질로 오해하기 쉽지만 음악 그 자체는 시간 속에만 

존재할 뿐 어떠한 물리  형태도 갖지 않는다. 음악은 행 를 통해 

체험될 때만 감각 으로 존재하는 상태인 것이다. 스몰(Christopher 

Small)은 음악과 련된 행 는 음악을 연주하는 것뿐 아니라 일반

으로 연주에 비해 수동 인 것으로 이해해온 공연 람조차 ‘to mu-

sic’이 아니라 ‘musicking’이라는 능동 인 재분사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5) 

‘음악하기(musicking)’는 음악이 가진 연행  성격이 사람들의 실천

으로 이어진다는 에서 음악교육 혹은 안  사회운동16)에 감을 

주기도 하고, 아  특정 음악을 둘러싼 활동으로 이해되기도 한다.17) 

사회 인 연행으로서의 음악의 성격을 강조하는 스몰의 음악하기 이

론은 음악을 행하거나 그 장과 련된 범주 밖으로 확장해서 생각

15) 크리스토퍼 스몰, 뮤지킹: 음악하기, 조선우·최유  옮김, 효형출 , 2004, 

25~33쪽.

16) 고야 코, ｢음악하기를 통해서 본 국악교육: 등학교 음악교과시간을 심으

로｣, 한국교육인류학회, 교육인류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7, 171~195쪽; 

Gaztambide-Fernandez, Ruben A., “Musicking in the city: Reconceptualizing urban 

music education as cultural practice”, Action, Criticism, and Theory for Music 

Education, Vol.10, No.1, 2011, pp.15~46; Holone, Harald, “RHYME: musicking 

for all”, Proceeding of ICCHP ‘12, Vol.1, 2012, pp.262~269.

17) Miller, Kiri, Playing Along; Walser, Robert, Running with the Devil: Power, Gender, 

and Madness in Heavy Metal Music, Wesleyan University Press, 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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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여지를 갖고 있다. 베임(Nancy K. Baym)은 사이버 공간에서 음악, 

드라마에 한 팬덤과 같은 비슷한 취향을 공유하는 이들의 국제 인 

연 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베임은 최근까지 지속 으로 

지리  한계를 뛰어넘어 취향이나 심사를 공유하는 이들 사이에 만

들어진 친 한 공간으로 온라인 팬덤을 연구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

에서는 미국 내 스웨덴 인디 팝음악 애호가의 정보 공유로 시작한 

사이버 모임이 스웨덴 인디 아티스트의 미국 소개와 진출의 장이 된 

사례에 주목한다. 미국에서 스웨덴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찾아듣는 소

수의 취향을 지닌 이들은 인터넷이라는 매개가 없었더라면 서로 만나

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18) 러(Kiri Miller)는 ‘기타 히어로’라는 음

악 게임 사용자의 사이버 취향 공동체가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 정보

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실제 라이  클럽을 여하고 게임기로 공연

을 만드는, 창조  음악하기 실천의 사례를 소개한다.19) 비 면  취

향 공유가 정보 교환 이상의 행 를 실천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오 라인 실로 사이버 공동체의 실천으로 확장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큰 틀에서 이 과 맥을 같이하는 연구 사

례라 하겠다. 다만 러는 이 모든 실천이 카리스마  개인과 인터넷

이라는 토 가 결합되어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필자는 러와 

달리 특정한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의 의견이 오가는 사이에, 민주

인 방식으로도 음악하기의 창조  실천이 가능함을 밝히고자 한다.

필자는 디지털 환경에서 들을 수 있는 음악의 가능성이 과거 어느 

18) Baym, Nancy K., Tune in, Log on: Soaps, Fandom, and Online Community; Baym, 

Nancy K., “The new shape of online community: The example of Swedish independent 

music fandom”, First Monday, Vol.12, No.8, 2007(Online Available at http://firstmonday.org/

htbin/cgiwrap/bin/ojs/index.php/fm/article/viewArticle/1978/1853). 

19) Miller, Kiri, Playing Alon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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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보다 늘어나고, 음악을 찾아 듣는 행  자체가 극 인 의사표

인 시 에, 음악하기의 범주를 검색을 통해 자신의 취향에 합한 음

악을 찾는 개인 인 행  하나하나까지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악보도 아닌 음악에 한 생각을 로 고 음악 련 정보를 공유

하는 행 까지 음악하기의 역으로 확장해야 하는가? 의 스튜디

오 음악 작업은 코딩과 디지털 사운드 변환 테크닉을 통해 소  

술가만큼이나 사운드 엔지니어와 로듀서의 손에 창조  여지를 

쥐어주면서 “하나의 통일된 음악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속 인 부분

의 집합으로 인식”20)된다. 악보를 만드는 작곡가에게만 권 를 부여

하던 19세기의 작가 의식과 권 는 기 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이러한 음악을 이야기하기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졌다.21) 이 복잡

하고 까다로운  음악을 로 표 하는 일은 스스로에게 그 

음악이 무엇이었는지 구체화시키는 작업이다. 사피어-워  가설에 따

르면 언어는 실을 재 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언어는 생각, 감정, 욕망 등을 달하는 비본능 인, 매우 

인 인 방법이다.22) 따라서 언어화된 단은 문화 으로 학습된 음

악에 한 지각을 스스로에게 구조화하여 인식하게 만들고 이를 타인

에게 달할 수 있게 만들어 다. 

음악을 언어로 재구성하는 수 의 층 는 다양하다. “죽인다”, “끝

내 다”, “멋지다”와 같은 감탄사의 수 에서 “강박 인 어쿠스틱 기

타 리듬, 단편선 특유의 서늘하고 으스스한 목소리, 그리고 한 편의 

20) 마크 카츠, 소리를 잡아라, 58쪽.

21) 니콜라스 쿡, 음악이란 무엇인가, 장호연 옮김, 동문선, 2004, 56쪽.

22) 마이클 무어, 인류학의 거장들: 인물로 익는 인류학의 역사와 이론, 김우  

옮김, 한길사, 2002, 147~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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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동화라 할 수 있는 기이한 내러티 의 혼합만으로도 이 노래는 

시작부터 신경을 곧추세우게 만든다”(음악취향Y에 실린 ‘호떡바보’의 회

기동 단편선의 ≪백년≫ 음반 리뷰 )와 같이 음악으로 환원시킬 수 없

지만 언어 으로 새롭게 구체화시킬 수도 있다. 음악을 매개로 한 취

향의 공동체에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항상 함께 음악을 들을 수 

없다면, 취향을 공유하는 방식은 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극

인 문화행 인 음악듣기의 체험을 스스로에게 의미화시키고 이 의미

체계를 다른 사람과 소통해 보려는 다양한 노력의 일환이 쓰기다. 

이 노력에 해 이런 질문이 가능해진다.

여기 두 집단이 있습니다. 한 집단은 사  비 없이 바로 연극을 

람하고 나서 짧은 비평문을 작성했습니다. 반 으로 건성이고 빈약

하고 애매했는데, 좀 구체 인 질문을 받아야 극 인 답을 기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집단은 신문비평 여러 개를 먼  읽은 후에 연극을 

람했지요. 여기에서는 훌륭한 비평 들이 나오고 구체 인 질문이 필

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군가 신 단해  존재가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단이 불확실한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신의 단에 

틀을 잡아  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23)

물론 여기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사이버 공간 어디에나 음악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신의 취향에 부합하는 음악을 찾기 

해서는 능동 이고 극 인 노력이 필요한 시 다. 인 의미의 

좋은 음악이 아니라 구체 인 ‘나’라는 개인과 교감하는 음악을 찾으

려 노력하는 것이다. 호떡바보의 비평 못지않게 빈약하고 애매한 ‘죽

23) 박성 , 감성시 의 미학: 미학과 감성학, 일빛, 2011, 474~4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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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는 한마디의 평가 역시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는 까닭이 여기 

있다. 호떡바보와 ‘죽인다’를 내뱉는 이 사이에 수평  화가 가능하

다면 음악에 한 언어  이해와 교감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자

신이 즐긴 음악을 스스로 이해하기 해,  이 이해를 사 인 소비에 

그치지 않게 만들기 해 극 인 쓰기와 읽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극성은 기술 인(technologically) 음악하기(to music)를 넘어 

능동 인 음악하기(musicking)가 된다.

음악취향Y에서 오랫동안 뮤직블로거로 활동해온 폴린의 에는 

많진 않지만, 그녀의 을 꾸 히 읽고 공감을 표시하는 회원들이 있

다. 폴린의 은 오타와 비문도 많고, 문단 나 기도 없다. 이 은 

로 문 인 쟁이의 이라 할 수 없다. 폴린의 이 공감을 

획득하는 까닭은 좋은 문체나 논리 인 의 구조 때문이 아니다. 오

히려 자신의 분노나 격정을 가감 없이, 심지어 화가 난 나머지 때로 

오타가 나기까지 한 이기에 비슷한 감정을 경험한 이들로 하여  

공감하게 만드는 것이다. 음악에 한 공감은 결코 악보와 같은 체계

화된 표 이 아닌 것이다. 한 쓴이의 맥락이 없는 이 들은 순수

하게 읽는 이도 그 음악을 들으며 느 던 체험이 의 내용과 교감할 

때 힘이 생긴다. 앞서 잠시 를 들었던 호떡바보의 잘 짜인 유려한 

문체와 분석 이고 논리 인 과 다른 종류의 음악에 한 직 을 

나 는 것이다. 이러한 직  공감이 가능한 까닭은 이 이 다루는 

상이 음악이기에 가능하다. 

호떡바보의 이 되었건, 폴린의 이건, 개인의 음악 체험을 로 

표 하는 행 는 결국 지속 으로 공동의 일-작업을 만든다. 개인의 

체험을 스스로에게 구체화하기 해,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더 큰 이

해와 사고의 확장을 해 음악을 로 는 것이다. 이러한 쓰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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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공동의 일을 만들지만, 동시에 이 모든 작업은 개별

으로 인지된다. 인터넷에서는 직선 인 물리  시간과 개인의 취향

에 의해 재구성되는 나선  시간이 공존한다. 개인의 취향에 부합하

는 논의와 을 극 으로 찾고 이에 반응하는 과정에서 사이버 공

동체 체의 논의는 더욱 풍부하고 깊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깊이는 

이에 공감하는 새로운 공동체 참가자를 불러낸다. 그런데 이것이 가

능하기 해서는 을 찾아 읽기가 편리해야 한다. 즉, 이용의 편리성

과 높은 근성을 가진 아카이 가 구축되어 있을 때, 사이버 공동체 

참여자의 자발 이고 극 인 참여는 확장될 수 있다. 이는 기술

인 문제이지만, 사이버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공간을 어떻게 생각

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한 고민과도 연결되어 있다. 

음악취향Y는 개별 취향을 심화와 강화하기 한 목 을 가진 개인들

의 모임에서 시작된다. 이용자들은 개인의 취향과 공명하는 아티스트, 

장르 혹은 뮤직블로거나 회원의 성향 등을 발견하면 아카이 를 통해 

개별  취향에 부합하는 만을 정렬하여 읽게 된다.

자유게시 에 일반회원 라이더가 “내가 찾은 이곳의 특징…”이라

는 제목의 에서 “최근 덧 /답 이 왼쪽에 떠서 종종 보게 되는

데…. 2006년 여름에 작성된 도 댓 이 수시로 달리더라구요… 다

른 동호회/카페에서 쉽게 보기 힘든 상입니다요~^^”라고 지 한 

내용은 음악취향Y라는 사이버 공동체의 특성을 그 로 담고 있다. 아

카이 가 구축되어 있고, 음악취향Y 내부의 이 아카이  안에서 

특정한 주제나 내용에 한 검색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이

다. 일례로 헤비죠(필자의 아이디)가 2006년 12월 11월에 게시한 “에

덴 ≪Adam’s Dream≫―최 라는 말이 무색한 한국 둠-블랙메탈의 

효시”라는 리뷰에 한 댓 은 2006년 12월에 집 으로 게시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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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2011년까지도 몇 달 혹은 몇 년의 간격을 두고도 댓 이 작성

되었다. 이용자들이 자신의 음악  심사에 따라 몇 년 의 을 

찾아 읽고 있는 것이다. 을 찾아 읽는 방법은 음악취향Y 내부 혹은 

외부의 검색을 통해서다. 

음악취향Y가 속해 있는 N포털에서 카페 매니 에게 제공하는 카

페 리를 한 통계에 따르면 음악취향Y의 1일 평균 약 2500건의 

이 읽 진다. 유입 경로는 70% 이상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다. 검색

은 단순히 N포털의 검색뿐 아니라 다양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

진다. 2,500건의 을 읽은 횟수에 비해 방문자 수는 반 정도다. 

거칠게 얘기해서 하루에 1,250명의 방문자가 2,500개의 을 읽는다

는 것이다. 음악취향Y에 1회 방문해서 약 2개의 을 본다는 얘기다. 

이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는 회원은 1일 약 200명이고, 이들은 900

개 정도의 을 보고 10개의 댓 을 단다. 로그인을 하고 을 읽는 

이들은 한 번 속 시에 약 4.5개의 을 읽는다고 볼 수 있다. 로그인

을 하지 않고 을 읽게 되면 조회수로 계산되지 않는다. 즉, 하루 

1,600건의 은 실제로 그 을 읽었더라도 로그인을 하지 않는 이들

이 읽었기 때문에 조회수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게 보면 

음악취향Y의 게시물에 표시된 조회수-로그인을 한 회원이 조회한 숫

자는 실제 로그인을 하지 않고 검색을 통해 들어와서 을 읽는 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통계일 뿐이다. 

실제로 한 사람이 로그인을 하지 않은 채, 음악취향Y에 들어와서 몇 

편의 을 읽고 나가는지 는 게시된  한 편을 정확히 몇 명이 

읽었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통계 수치에 따르면 하루 1,750

개 정도의 은 음악취향Y에 게시된 순서, 게시  맨 의 최신 부

터 차근차근 읽어내린 것이 아니라 검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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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을 찾아서 읽었다는 사실이다. 그 기 때문에 이 게시된 시

과 상 없이 과거의 에도 댓 이 작성될 수 있는 것이다. 뉴스 사이

트에서처럼 시사 인 혹은 최신의 정보만이 가치 있는 이 아니라는 

얘기다. 게시된 지 하루만 지나도 댓 이 사라지는 뉴스와 읽고 반응

하는 양상부터  다르다. 회원·비회원을 떠나서 음악취향Y를 찾는 

사람들은 자신이 즐기는 음악 혹은 심을 가진 음악에 하여 다른 

사람이 남긴 생각이나 의견을 살피는 게 모든 을 다 읽는 것보다 

효율 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로 들었던 헤비죠가 리뷰를 작성한 에덴이라는 한국 헤비메

탈 밴드의 ≪Adam’s Dream≫이라는 음반은 1993년 발표되었는데, 당

시에도 밴드 내부 사정으로 제 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에

게 알려질 기회가 거의 없었던 작품이다. “에덴 ≪Adam’s Dream≫

―최 라는 말이 무색한 한국 둠-블랙메탈의 효시”를 포함해서 음악

취향Y에서 이 공개된 시 과 상 없이 몇 년에 걸쳐 드문드문 댓

이 달리는 게시물의 내용에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다. 인디음악 

혹은 상업 인 성공과 거리가 있는, 마니아 취향의 음악을 다루고 있

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음반에 한 심은 음악취향Y를 찾는 

사람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성향이다. 주류 음악보다 인디음악이

나 소수 취향의 장르에 심이 모아지고, 설령 주류 음악에 해 

다루더라도 가수의 패션이나 춤, 외모에 한 이야기보다 음악  짜

임새와 균형, 사용 악기 등 철 하게 음악  요소에 한 분석이 이루

어진다. 

회사 사람들과 있다가 가끔 음악 얘기가 나오면 나만 혼자 딴 세상 

사람이 된 거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학 졸업하고 연락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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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던 동아리 애들과 요즘 밴드를 다시 시작한 것도 회사에서 느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된 기분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

요. 그냥 당구 치고, 같이 술 먹을 때는 모르는데…

―없다(33세, 남성, 일반회원)

2000년 반에도 음악 웹진들이 꽤 있었고 도움도 많이 얻었는데….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 어떤 음반이 좋은지. 난 이 게 들었는데, 이 분

들은 어떻게 들었을까 이게 참 궁 했습니다.

―솔빛시인(31세, 여성, 일반회원)

음악취향Y를 찾은 이들이 기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음악 인 취

향과 교감하는 을 만나는 것이다. 인터뷰를 나  일반회원들의 이

야기도 이러한 성향을 잘 보여 다. 솔빛시인의 경우는 가끔씩 댓

로 자신의 의견을 남기기도 하지만, 없다는 재까지도 꾸 히 음악

취향Y에 들러서 을 읽고 있지만 댓 을 남긴 경우는 단 한 번뿐이

다. 없다는 음악취향Y 기에 우연히 오 라인에서 만난 이후, 필자

와 가끔씩 안부를 묻는 사이인데, 이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면 그가 

계속해서 음악취향Y에 들러서 게시된 을 읽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한 상태

에서만 계산이 되는 조회수(앨범 리뷰의 경우 150~500회)와 비교해볼 

때, 심지어 로그인을 하지 않고 을 읽은 사람들의 숫자까지 짐작해

본다면 더더욱 댓 의 수가 미미하다는 이다. 이러한 상에 해

서 디지털과 인터넷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란 세 가 빠질 수 있는 

험성을 경고하는 펠 리(John Palfre)와 가서(Urs Gasser)는 “디지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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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시민들이 새로운 견해에 자신을 노출시키기보다는 자기 견해

를 뒷받침하고 강화해주는 이야기만 계속 듣게 된다”24)고 지 한다. 

사이버 공간에는 음악과 련된 정보가 넘쳐난다. 정보가 무 많아

서 한 정보를 선택하는 자체가 인터넷 이용의 요한 능력이 되

어 가고 있다. 그만큼 개인의 취향에 부합하는 의견과 성향을 가진 

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 음악취향Y라는 사이버 공동체에는 댓 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보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읽기만 하는 사

람의 숫자가 압도 으로 많다. 하지만, 자신의 취향과 견해를 뒷받침

할 을 찾거나 심지어 자신의 견해와 다르더라도 비슷한 취향을 공

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러한 의견을 자발 으로 찾아서 음악취향Y

까지 찾아왔다는 은 다른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3.3. 개별적 체험과 공동체의 실천

사이버 취향 공동체는 공동의 작업인 ‘즐거운 로젝트’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이 ‘즐거운 로젝트’에는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참

여하는 개인의 입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상 방을 직  감각 으로 느

끼기 힘든 상황이다. 개인은 단지 모니터와 키보드를 통해서만 자신

이 공동의 작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의 부분은 을 통해 이 진다. 이 상

황에서 음악이라는 개인 인 체험을 로 표 하는 행 는 음악 체험

의 간 인 한 일면이 아니라 극 인 음악하기의 성격으로 이해되

어야 한다. 기존의 곡을 쓰고, 연주하고, 듣는 것 못지않게 을 통해 

24) 존 펠 리·우르스 가서, 그들이 험하다, 송연석· 최완규 옮김, 갤리온, 2010,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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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표 하고 나 는 것이 음악과 련된 사이버 공동체에서 요

한 요소로 두된 것이다. 이 게 작성된 을 얼마나 완 하게 보

하고, 쉽게 근할 수 있게 구조화시킬 것인가는 사이버 공동체 구성

원의 자발 이고 극  참여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사이버 취향 공동체인 음악취향Y를 구동시키는 것은 극 인 음

악하기 행 인 쓰기의 결과물이며, 모든 과 댓 은 아카이  안

에 기록되어 있다. 음악취향Y의 게시 에 을 남기는 주체는 개인이

며 그 에 한 권리 한 개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이 게 작성된 

개별  은 하나의 사이버 공간-음악취향Y의 게시 에 모여 있기 

때문에 권 와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음악취향Y에 게시된 

은 개인의 것이되, 공동체 체의 자산이 된다. 이 들이 얼마나 

꼼꼼히 아카이 에 남겨져 있으며, 이 에 근이 용이한가는 사이

버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요한 바탕이 된다. 음악취향Y의 게시물 

에는 몇 년이 지난 후에 댓 이 달리기도 하고, 그 에 한 문의가 

메모게시 이나 메일로 이 지기도 한다. 이와 같은 행 가 가능한 

까닭은 아카이 의 완 성과 사용의 편리성에서 기인한다. 

음악취향Y를 드나드는 모든 사람이 아카이 에 담긴 모든 을 다 

읽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을 읽는 방식이나 패턴은 개인의 음악  

취향과 부합하거나 지지해주는 내용의 을 찾는 과정에 가깝다. 따

라서 매우 개별 인 행 다. 구라도 언제든 손쉽게 음악취향Y의 

을 찾아 읽을 수 있게 모든 내용은 아카이 로 기록되어 있고, 기록은 

게시자 순이건, 시간 순이건, 내용 순이건 이용자의 취향과 편의에 

따라 새롭게 정렬될 수 있다. 구나 자신의 뜻 로 정리할 수 있는, 

근성이 높은 기록이 축 되어 만들어진 사이버 공동체의 역사는 

“시간을 따라 내려오면서” 배열되게 된다. 따라서 “단 과 연속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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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각 속에서 시작과 끝이 없는 신비화”25)된 근  역사와 달리 치

하면서도 탈신비화될 수밖에 없다. 근의 용이성과 아카이  기록의 

완 성은 사이버 공동체 자체 이상으로 개별 인 에 신뢰를 부여한

다. 공동체 자체의 권 보다 개별 에 한 신뢰를 높게 사는 은 

신참자의 공동체 내부자로의 문화화과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극

인 활동을 자극한다.

물론 음악취향Y가 자리한 N포털은 게시자에게 자신의 을 삭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놓았다. 따라서 을 게시한 이가 어떤 이유

에서건 자신이 은 을 지운다면 그 은 모든 게시 에서 사라진

다. 하지만 놀랍게도 다수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을 삭제하지 않

는다. 음악취향Y를 찾아온 이유이자, 이 공동체가 유지되는 원천이 

바로 개인의 음악  취향과 의견을 담은 의 존재라는 사실을 직

으로 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이 사이버 공간에 그 로 

남겨진 상황 자체를 공포로 보는 학자도 있다. 펠 리와 가서는 “자기

가 남긴 데이터가 어떤 결과를 래할지 미리 가늠해보는 이는 극히 

드물다”26)며 개인 인 생각이나 충동 등 라이버시 역이 사이버 

공간에 남겨놓은 을 통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우

려는 정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사이버 공간을 철 하게 개

인의 역으로 한정 지으려는 시각이 제되어 있다. 사이버 공간에

서의 행 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을 진행하는 와 에도 참여하는 

개인에게는 개별 인 체험으로 느껴지게 된다. 수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모니터와 키보드뿐이

25) 베네딕트 앤더슨,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에 한 성찰, 윤형

숙 옮김, 나남출 , 2002, 260쪽.

26) 존 펠 리·우르스 가서, 그들이 험하다,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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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 공동체에 남겨진 개인의 은 개인 인 

체험과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이버 공간을 오가는 사

람들 공동의 경험이자 댓 과 토론을 거치며 요한 공동체의 생각이 

된다.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더라면 단순한 개인  소회에 불과했을 

생각이 음악취향Y라는 공동의 장에 등장하면서 사회  의미와 가치

를 갖는 것이다. 

사이버 공동체에 한 기 연구에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극 이고 능동 으로 검색하는 이용자의 힘은 이 의 공동체와 차

별되는 가치로 주목받았다. 극성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힘이 된

다. 그러나 이러한 극 인 참가자가 늘어남에 따라 공동의 일에 

한 비 , 시각, 추진 방식의 차이가 드러나고 마찰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공동체의 원활한 유지는 극 인 참여와 상호작용 

못지않게 이해의 조정 혹은 통제가 필요하다.27) 장 연구가 진행된 

음악취향Y는 같은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최소한 음악을 바라보는 시

선이나 음악에 한 가치를 공유하는 이들 사이에 만들어진 공동체다. 

음악은 이들을 엮어주는 매개체이자 공동의 자산이 된다. 음악을 둘

러싸고 순 를 매기는 것에서 장르를 구분하는 기 을 두고 토론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즐거운 로젝트’가 참여자를 통해 극

으로 제안될 수 있는 까닭도, 진행 과정에서 공동의 일로 여기게 만들

고 자발 으로 참여하게 만드는 힘도 음악이라는 공동의 가치에 한 

믿음 때문이다. 사이버 취향 공동체를 매개하는 공동의 자산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아가 음악이라는 공동 자산을 확인한 이들 

사이의 력이 어그러질 경우 어떻게 상호 간에 문제를 조율하는가 

27) 마크 스미스·피터 콜록 편, 사이버공간과 공동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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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문제의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무마시키는가?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사용자의 맥락을 따라 개별 으로 구성되는 사이버 공간의 특

징이 요한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에서 “웹서핑을 한다”고 말한다. 

서핑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정보의 바다에 떠다니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람과 도를 이용해 바다를 헤쳐 목 지에 도달하

는 기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이버 취향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과 

비슷한 생각과 취향 혹은 취향의 심화를 해 도움이 될 을 찾아 

인터넷을 떠다니다 해당 공동체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검색에서는 최근에 작성된 인지의 여부가 요치 않다. 원하는 정

보와 조우하기 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은 흔히 벌어지며, 이

는 사이버 문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검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내용

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간 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재편

된다. 

직선 인 시간의 구성은 근  산물이다. 근  이 까지 시간은 

“일반 인 기본틀이 아니라 존재들 간의 연결 계의 결과물”28)로 

상 인 개념이었다. 근 에 이르러 시간은 상 성을 상실하고 표

 기 이 되어버렸다. 근 인에게 시간은 표 화된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진 존재로 락하게 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시간 역시 근 ·표 ·직선  흐름이 있다. 하

지만 이와 함께 사용자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는 다른 시간의 가능성

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까지 시간을 거슬러 자료나 

기사를 찾는 행 는 엘리트의 유물이었으며, 이러한 자료가 장된 

28) 루노 라투르, 우리는 결코 근 인이었던 이 없다, 홍철기 옮김, 갈무리, 

2009,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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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이 를 찾는 일조차 많은 지식과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인

터넷의 시 를 맞아 달라졌다. 아카이 의 완결성에 따라 정도의 차

이는 있으나, 검색어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취향에 따른 자료

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재구성할 수 있다. 라투르(Bruno Latour)는 

기술을 통해 자연과 문화의 이분법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열렸다며 시

간에 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동 시 의 요소들을 직선

이 아닌 나선형(spiral) 시간 에 재구성한다고 해보자. 우리에게는 여

히 하나의 미래와 하나의 과거가 주어지지만 그 미래는 사방으로 

확장하는 원형을 띄며 과거는 뛰어넘어야 하는 상이 아닌 재고하고, 

반복하고, 둘러싸고, 보호하고, 재조합하고, 재해석하고 다시 섞어야 

하는 상이 된다.”29) 

그 다면 사이버 시 에 시간만이 개인의 필요에 의해 재구성될 

수 있게 된 것일까? 슈뢰르(Markus Schroer)는 사이버 공간에서 가까운 

사람은 지역, 연, 사회  계 등 물리  거리와 상 없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며 사이버 공간에서 구를 가깝게 

느끼고 구를 멀게 느끼느냐는 것은 사용자 개인에 의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 속 물리  거리와 상 없

는 개인 나름의 고유한 지형학이 만들어진다.30) 스티  존스(Steve G. 

Jones)는 사이버 공동체에 한 정의를 내리기 해서는 사회  요소

에 더해서 오 라인의 실과 다른 사이버 사회(cybersociety) 특유의 

공간 인 내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동체는 물질 ·공간  수요와 더불어 사회  가치와 믿음 체계가 

29) 같은 책, 194쪽.

30) 마르쿠스 슈뢰르,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하여, 정인

모·배정희 옮김, 에코리 르, 2010, 310~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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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31) 

인터넷의 발달이 기여한 바는 우리가 더 이상 공간을 주어진 항

으로, 그 속에서 사회 인 것이 벌어지는 용기나 테두리로 이해하지 않

고 사회  실천을 통하여 비로소 생산된 것으로서 이해하고, 그럼으로

써 언제나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 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한 것이다.32) 

음악취향Y의 게시 과 은 에서부터 순서 로 읽어야 하는 법

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모든 을 다 읽는 것도 가능하지만 개인의 

취향에 의해 선택 으로 읽을 수 있으며, 개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새

롭게 을 정렬시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과 별도로 사용자마다 자주 드나드는 게시  심으

로 공간조차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음악취향Y 안에서도 개인의 취

향에 따라 선택하는 게시 이 달라지면서 더 친근하고 가까운 존재와 

거리감이 느껴지는 존재가 구분된다.

 

음취는 정말 국내 해외 음악의 보물창고와 같은 곳이고 한 번 보면 

정말 시간 가는  모르지만, 제가  워낙 우리나라 음악만 듣는 편식을 

하는지라… 어렵다 느껴지는 들은 확실히 다 못 보고 패스하게 되더라

고요. 주로 가요 리뷰 해주시는 분들 평을 주로 읽게 되는데. 다른 음반 

리뷰도 물론 좋고 필요하다고 하지만 역시 취향을 타는지… 아무래도 

31) Jones, Steve G., “Understanding Community in the Information Age”, in Steve 

G. Jones(ed), Cybersociety: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nd Community, London: 

Sage, 1995, pp.10~35. 

32) 마르쿠스 슈뢰르,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하여, 3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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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바보님이나… 스님의 을 자주 하게 되죠. 하지만 음취만큼 다

양한 음악을 다루는 곳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 음악을 다

루고 소개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늘 합니다. ( 략) 가장 먼  들르는 

건 메모(게시 ), 음악(게시 ), 자유게시 , 그리고 가요 련 리뷰 음반

들… 그리고 인터뷰, 최근엔 윤 배 씨 인터뷰 다 읽었고…

―솔빛시인(31세, 여성, 일반회원)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은 시간과 공간을 개별 으로 느끼고, 그에 

따라 멀고 가까움, 내부와 외부, 크고 작음조차 맥락 으로 이해하게 

된다. 여기에는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연결된 온

라인 네트워크로서 사이버 공동체의 성격이 반 되어 있다. 

4. 결론: 대중음악의 장(場) 밖을 상상하기 

2012년 3월 재, 음악취향Y에서는 <1985~2010 발라드 베스트 

100>이라는 새로운 ‘즐거운 로젝트’의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다. 

덕분에 선정된 곡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사실 이 로젝트는 공개

되기 , 시작부터 논란의 요소를 두고 시끄러웠다. 이 로젝트를 

제안한 투째지가 모든 발라드가 사랑노래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1985~2010 러  발라드 베스트 100>으로 하자, <1985~2010 

발라드 베스트 100>으로 하자 등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었던 것이

다. 좀 더 많은 이들이 포 인 <1985~2010 발라드 베스트 100>

에 동의하는 댓 을 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즐거운 로젝트’의 

제목은 그 게 정해졌다. 구에게는 특별한 의미도 없을 과거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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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몇 곡을 복기하는 작업의 과정부터, 발표 후 벌어지는 논란까지, 

이러한 풍경은 음악취향Y가 어떤 성격의 공동체인지 단 으로 보여

다. 음악을 둘러싼 소소한 일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에 해 토론

하면서 더 재 게 음악을 즐기기 한 ‘즐거운 로젝트’를 만들어내

는 곳. 딱 이 행 를 통해 생겨났고, 유지되는 실천공동체다.

개인의 음악  취향을 스스로 확인하고, 자신의 취향을 계속해서 

계발하는 존재임을 깨닫기 해서는 음악산업이 만들어낸, 음악장의 

스크린 밖을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형 음악 사이트에서 제공

하는 목록 이외의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음악을 듣는 자신

의 취향이 주어진 조건― 술장 밖에 있을 때, 개인은 그 개인 취향

의 다름을 지지해주고 존 해  군가가 필요하다. 기존의 술장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술장이 지지하는 술가가 더 많은 

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이들과 만난다는 것은 

사회에서 인정을 확인받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따라서 다수의 인

정을 받지 못한, 혹은 술장의 권력을 스스로 거부하는 음악을 선택

하는 이들에겐 자신의 선택에 한 지지가 필요하다. 물론 이와 같은 

술의 권력자- 술상인들이 지배 으로 공 하는 음악  취향

과 다른 종류의 취향을 가졌음을 드러내는 행 가 디지털 이 에 

 없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과 달라진 은 자신의 선택을 인정

받기 해서 과거에 들 던 노력에 비해 훨씬 은 노력, 즉인터넷을 

검색하고, 특정 사이트 등을 즐겨찾기 하고 자주 둘러보는 행 만으

로도 심정 으로 충분히 자신의 취향이 지지받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른 취향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자신의 취향과 성

향, 태도 등을 드러내는 쓰기와 그 을 찾아 읽는 것이다. 사실 

쓰기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수 이 아니라 사피어-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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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에서 확인해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견해와 취향을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과정으로서의 쓰기다. 그 을 읽는 행  역시 자신의 음

악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지받는 경험이다. 

인터넷 동호회에서 특정 음악 취향에 한 을 쓰는 행  자체는 

그 을 쓰는 개인에게는 개인  공간에서 홀로 행하는 작업으로 인

식된다. 일견 스몰이 주장하는 공 인 행  혹은 실천으로서의 음악

하기의 역과 무 한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개별 으로 체험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악 행 는 그것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 때문

에, 직  면하여 함께하지 않더라도 공동의 작업, 일의 성격을 띤다. 

개인  활동인 특정 음악에 한 쓰기와 읽기가 하나의 사이버 공

간에서 지속 으로 펼쳐지면서 음악을 둘러싼 사회  행 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는 차원이 달라진 음악하기다. 이러한 종류의 음악하

기 행 는 자신의 삶이나 노동 공간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받기 

어려웠던 인에게 새로운 개인의 사회  정체성이 될 가능성을 가

지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종류의 음악하기는 참여 이고 안 인 

공연이나 음반 만들기로까지 확장되면서, 기존의 술장 밖의 는 

이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음악의 가능성이 이러한 음악하기 실천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최근 자주 확인할 수 있는 클라우드 

펀딩과 같은 안 이고, 친 하며, 작은 실천들 역시 이와 같은 맥락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특정한 음악을 선택하는 게 되면서 이와 같이 특정 취향이나 태도

를 공유하는 사람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는 계가 형성되는데, 이 

계는 매우 개인 인 필요에서 만들어졌지만, 사회  혹은 공동체  

성격을 띨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공동체  계가 개인의 음악 

선택을 개인의 일이라 느끼면서도 사회 인 행  혹은 공동의 작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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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느끼게 만든다. 기존의 술장 안에서 만들어지고 공 되는 음악

을 소비하는 행  밖에서 음악을 찾고, 말하고, 읽고, 이를 토 로 

계를 만들어나가는 ‘음악하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 음

악으로 엮어진 사회  정체성이 형성되고 있다.

이 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음악은 극 으로 선택하고 듣고 의

견을 나 는 일만으로도 이미 매우 극 인 사회  행 다. 스몰이 

주장한 음악하기에서 요한 역할을 맡고 있던 연주(playing) 혹은 연

행(performing)을 하느냐의 문제는 오히려 부차 이다. 비슷한 취향의 

음악을 듣는다는 사실, 혹은 다른 취향을 가졌음에도 음악을 경험하

려는 욕구를 가졌다는 공통분모로 인해 한 번도 만나본  없는 사람

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고 소통하며 사회  계, 취향의 공동체

를 구성한다. 이 게 본다면 우리가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음악은 

개인의 체험과 실천이 사회 으로 의미를 만드는 과정을 거친 결과물

이다. 음악만이 가질 수 있는 언어와 다른 종류의 소통 시도는, 결국 

기존의 가치나 언어체계로 소통되는 사회와는 다른 종류의 사회  가

치를 만드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음악 취향의 공동체에 한 연구는 

결국 음악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가 단순히 음악에 한 취향과 정보

만을 연결시켰던 것이 아니라, 그 음악과 가치, 태도를 향유하는 사람

과 사람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이었음을 밝히는 작업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밝 진 새로운 계의 가능성은 매체 환경이 변화함

에 따라 실 음악 세계에서도 충분히 유의미한 실천을 일구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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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riting on a Cyber Community of Taste

as a “Musicking” 

Joe, Il Dong(Research Assistant Prof. at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think the meanings of writing and 

reading about music within a cyber community as “musicking.” In the 

Digital Age, there exists a plethora of music on the Internet. Key players 

of mainstream music industry, such as record label executives, exercise 

their power to influence the music market for certain songs to gain wide 

recognition by the public. However, not everyone follows market trends 

in choosing their music. There are those who choose music that is charac-

terized as on the periphery or outside of the mainstream music industry. 

Those who want support of their distinct taste in music encounter one 

another in cyber space and create a new community of taste. Here, the 

practices of writing about musical preferences and disposition reveal the 

writer’s taste in music and also serve as a medium through which the 

writer conceptualizes and articulates his musical identity. The most inter-

esting aspect of a cyber space is that searching and reading about music 

that you like, among the many resources available online, requires as 

much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as writing. As such an online com-

munity of taste, a manifestation of such collective writing and reading, 

becomes a significant convoy of taste through which participants receive 

acknowledgment of their “other” tastes. All music related practices that 

unfold here emerge out of relationships constituted by listening to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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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ing about certain types of music. Therefore, the practice of finding 

and talking about music on the periphery of the mainstream music in-

dustry can be understood as a dynamic and engaging “musicking” that 

resembles performing music. 

Keywords: Cyber Community, Taste, Musicking, Practice, Digitalized 

music, Internet, Popular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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