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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4호

권두언

김창남(성공회 학교 신문방송학과/문화 학원 교수)

한국 음악학회의 학술지  음악이 네 번째 책을 내게 되었

다. 길지 않은 연륜이지만 음악 연구의 학술  성과를 축 해가는 

발걸음이 어느덧 나름의 궤도에 오르고 있지 않나 싶어 기꺼운 마음이

다. 그동안  음악을 통해 발표된 논문들을 일별해보면 음악 

연구의 소재와 지향이 의외로 폭넓고 다양함을 알게 된다. 음악사 

서술의 방법론을 둘러싼 쟁 들이나 디지털 시  음악의 존재 방식에 

한 것이 있는가 하면, 통음악의  계승의 문제도 있고, 식민

지시  는 1970, 1980년 의 음악 역사에 련된 주제들, 음

악을 통해 표 되었던 비  지성의 흔 들에 한 탐구와 월드뮤직

으로서 국악의 가능성에 한 논구도 있다. 기술  발 이 음악에 

미치는 문화  향이 이슈가 되기도 하고, 음악 축제, 퓨  음악, 

해외 청년 음악 문화의 사례가 연구되기도 한다. 오랫동안 아카데

미의 변방에서 소홀히 취 되었던 음악이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

과 연 되어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이 다양한 문제들이 음악

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묶이면서 하나의 학술 ·문화  주제를 구성하

게 된 것은 한국 음악학회와 학술지  음악의 보람이며, 그 속

에서 활동하는 우리 연구자들 모두의 자부심이기도 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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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호에 실린 들도 매우 폭넓고 다양한 주제를 포 하고 있다. 

먼  임수경 선생의 ｢‘노래시’ 창작교육 방안 연구｣는 교육 장에서 

노래시 창작을 교육한 경험을 통해 은 세 의 창의  감성을 진작

시키는 교육 방법에 해 논하고 있는 독특한 논문이다. 시와 노래는 

본디 하나 으니 노래시 교육은 곧 노래를 통한 문학  감성 교육이

며 시를 통한 음악  정서 교육일 수 있다. 이는 이른바 실용음악과 

등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교육과는  다른 차원에서 노래의 술  가

치에 근하는 의미 있는 실험이 아닐 수 없다. 노래가 단지 음악  

주제일 뿐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인문학  사유 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임수경 선생의 은 그 소재의 독특함만큼 음악에 한 

새로운 학술  근이라는 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택 교수의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가능성과 한계｣ 역시 그동

안  음악 이 보여  논의의 스펙트럼을 획기 으로 넓 주

는 새로운 소재를 담고 있다. 음악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의해 

가장 큰 폭으로 향을 받은 문화 장르라 할 수 있다. 음악산업의 심

이 피지컬 매체를 심으로 했던 음반산업에서 디지털 음원을 심으

로 한 음원산업으로 바 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디지털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를 개하는 합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공공

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작권거래소에 해 주목해야 하는 이

유도 거기에 있다. 택 교수는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

은 디지털 작권거래소의 의미와 가능성, 그리고 그것이 래할 문제

 등을 고찰한다. 음악 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이 

새로운 주제에 해 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포크록 그룹 동물원의 멤버로 그 자신 뛰어난 뮤지션인 박기  박

사의 논문은 1980년 의 표 인 언더그라운드 포크 듀오 던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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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과 ‘어떤 날’의 표 인 음악을 분석함으로써 이 시  싱어

송라이터 스타일의 특성을 밝 주고 있다. 그동안 음악 연구에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있다면 악곡 자체에 한 분석이 부족했다는 

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음악이 다름 아닌 ‘음악’인 한 악곡에 

한 분석은 필수 이다. 박기 의 은 문 음악인답게 ‘시인과 

장’과 ‘어떤 날’의 음악  특성에 해 거의 음표 단 의 정교한 분석

을 보여 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음악이 서 있는 문화사  맥락에 

한 고찰 한 잊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논문은 음악에 

한 음악학  연구의 한 모범을 보여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야마우치 후미타카(山內文登) 선생은 한국학 앙연구원에서 일제시

 한국 음반산업을 연구해 박사학 를 받은 일본인 연구자다. 그의 

박사 논문은 식민지 시  음반산업 안 의 활동 주체들의 미시 인 

계에 주목하면서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 음악 생산의 과정

에 해 고찰하고 있는 역작이다. 여기에 실린 논문은 특히 식민지 

시  한국 음반산업에서 요한 비 을 갖는 오 (OKEH) 코드사를 

심으로 일본과 조선의 식민지배 계가 음악의 생산을 미시 으로 

규정하는 과정을 보여 다. 방 한 자료 수집과 꼼꼼하고 치 한 해독

을 통해 식민지 시  한국 음반산업의 구조와 동학을 밝 내는 그의 

작업에 해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음악은 음악 비평 지면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음악 비평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매호마다 학술 

논문 이외에 심도 있는 비평문을 함께 싣고 있는데, 이번 호에도 두 

편의 비평을 올린다. 정태춘의 음악세계를 다룬 김창남의 과 홍 앞 

인디신에서 활동 인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황을 담은 최지선의 

이 그것이다. 정태춘은 올해로 데뷔 31주년을 맞았고 그의 부인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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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옥은 데뷔 30주년이 되었다. 지난 가을에는 정태춘과 박은옥의 음

악 생활 3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과 헌정 시회가 열리기도 했다. 김

창남의 은 30년이 넘는 활동을 통해 한국 음악사에서 가장 독

특한 세계를 이루어낸 정태춘의 작품 세계를 비평 으로 고찰한다. 

최지선의 은 홍 앞에서 활동 인 여성 뮤지션들의 다양한 경향과 

음악  개성에 해 논한다. 인디 음악에 한 심이 아니더라도  

단계 한국 싱어송라이터 문화의 흐름에 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진단에 귀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음악인으로서 노래운동가로서 구

도 흉내 낼 수 없는 업 을 이루어낸 정태춘의 음악, 그리고 척박한 

환경과 편견 속에서 나름의 역을 구축해가고 있는 여성 싱어송라이

터들의 음악을 함께 표 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음악  진정성

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지  여기 한국 음악이 가장 

결핍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을 상기하면 두 의 의의도 

새롭게 다가올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 한국 음악학회를 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학

회 운 진, 그리고 좋은 논문으로  음악 을 채워주신 여러 

필자들, 어려운 가운데 책을 출 해주시는 도서출  한울에 재삼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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