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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학술 회 발표논문

퓨전음악에 있어서 대중음악의 미학적 자리매김:

한국적 대중음악을 찾아서

손민정(서울 학교 학술연구원)

1. 시작하며

2. ‘음악미학’에서 출발하여

3. 음악인류학적 접근에 대한 워크숍

4. 한국 음악미학에 대한 기존 연구

5. 퓨전음악의 양상

6. 퓨전음악에 있어서 대중음악의 자리매김

7. 맺으면서

21세기 한국 음악의 미학을 논하려 할 때, 기존의 한국 음악 련 연구에서 

비  있게 다루었던 ‘한’이나 ‘흥’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

다. 특히 국악과 음악, 클래식음악이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진 퓨 음악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시각의 미학  근이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음악

학계의 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은 변화하고 있는 재 한국 

음악의 미학을 퓨 음악 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특히 퓨 음악에서 

음악이 자리하고 있는 미학  정체성을 조명한다.

이 은 일종의 사례연구(case study)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2008년 

1학기 수원 학교 음악 학 미학 수업에서 제출되었던 로젝트의 사례들을 

분석했다. 로젝트의 주제는 ‘  한국 음악의 미학’이었으며, 근방식

은 창작자를 포함해 수용자의 의견과 감성을 극 으로 고려하는 음악인류

학  방법을 취했다.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50(KST)



퓨 음악에 있어서 음악의 미학  자리매김_손민정  75

핵심어: 퓨전음악, 대중음악, 미학, 음악인류학, 종족미학

이 에서는 기존의 음악 학 커리큘럼에서 비롯된 학생들의 시각  한계

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제도권 음악교육에서 형성된 작가 심의 음악

은 유럽 술음악에 한정되는 특수견해임에도 다른 음악 분야의 연구에도 깊

이 향을 미치고 있어서, 음악에 있어 요한 부분을 하는 집단  음

악경험을 요하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뿐 아니라 인 음악미를 

추구하는 시각은 음악 학의 음악미학 커리큘럼에서 ‘ 재’라는 역사성과 ‘한

국’이라는 지역성을 고려해야 하는 ‘종족 미학’을 간과한다. 다시 말해서, 퓨

음악의 미학  담론에서 한국 음악은 결코 심이 되지 못하고 주변  

존재에 머무르고 있으며, 심은 여 히 국악의 통미학에 있다는 것이다.

‘ 통’에 한 경직된 사고는 실제 음악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여 히 미학

 담론을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결과를 래한다. 이에 이 은 좀 더 유연한 

개념의 통을 소개하며, 재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덧입 지는 ‘만들어져 

가는’ 통에 을 두려 한다. 결론 으로 변화하고 있는 퓨 음악에 있어 

음악의 미학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부분 으로나마 한국 인 음악

에 한 미학  담론체계를 만들어보고자 한다.

1. 시작하며

음악 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진로

에 한 고민은 지나칠 수 없는 요한 이슈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음악 공자들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이들의 움직임에서 하나의 흐름이 에 띄는데, 바로 일

감치 밴드를 결성해 리랜서로 활동하는 모습이다. 특히 상당수의 

학생들은 퓨 밴드를 결성하고 있다. 퓨 밴드는 국악, 서양 클래식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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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음악을 혼합해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룹이다. 퓨 밴드 결성은 

국악과 학생에 한정된 상은 아니며, 많은 경우 작곡과 학생들이 주

축을 이루기도 하는데, 기존의 음악을 퓨 음악 스타일에 맞추어 

편곡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통  가치를 상징하는 국악이 가미된 그러한 음악은 여러 

가지 공공행사에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본 인 

수요가 확보되어 있는 음악 분야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안 한 

선택이리라. 다시 말해 퓨 음악에는 각종 단체의 후원을 얻어내기 

쉽다는 아주 큰 장 이 있다. 어떤 학생은 본격 으로 두 개의 퓨 그

룹에서 활동하며, 동시에 두 개의 다른 퓨 그룹에서 객원으로 활동하

고 있기도 하다. 작곡을 공하고 있는 이 학생은 자신의 작은 스튜디

오에서 음반 녹음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소한 장소 때문에 앙상블

로 녹음하지는 못하고 한 악기씩 덧입 가며 녹음했다고 한다. 이 게 

제작된 음반은 일반인에게 매되기보다는 각 공연기획 단체나 지방

자치단체에 홍보용으로 보낼 것이라 한다.

국악을 공하는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퓨 이 아닌 국악을 연주할 

기회를 더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한국인의 심장을 의미하는 국악

의 상황이 이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퓨 음악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인의 시 정서를 담고 있는 음악  선택이라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 에서는 2008년  학기, 수원 학교 음악 학 공선택

과목 ‘음악미학’에서 발표된 학생들의 로젝트들을 심으로, 한국 

퓨 음악의 미학을 살펴보려 한다. 특히 퓨 음악에 있어서 과연 

음악은 미학 으로 어떻게 자리매겨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이 시 에서 두 가지 가능한 질문에 해 우선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질문은 특정 학교의 한 클래스에서 모인 자료가 과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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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퓨 음악에 한 논의로 다루어질 가치가 있는가이다. 결론만 

말하자면, 이 의 방향은 추호도 한국의 체 퓨 음악을 다루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이 의 근방식은 철 히 음악인류학

(ethnomusicological) 방법론에 따르며, 필자는 자신이 인이라고 착각

하며 재 일어나고 있는 음악 상을 완벽하게 분석해내려는 강박

념이나 오만을 갖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필자는 선행  경험이나 특

정 학 에 한정되어 있는 자신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연구 상으로 

다루어지는 음악 상 는 사람들과의 계속 인 계 속에서 차츰 진

실의 일부를 만들어가려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는 여느 연구와 마찬

가지로 한계는 있을 수 있으나, 편견이나 오만이 개입될 가능성은 

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이 의 제목에 등장한 ‘미학  자리매김’의 의미이

다. 음악미학(Music Aesthetics)은 음악의 아름다움에 한 철학  연구

를 말한다. 우리는 실제로 미학이라는 단어를 여러 상황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특정 음악의 정체성과 련해 이야기할 때에 미학을 거론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미학, 서구  미학, 통  미학, 아랍  미학, 

낭만주의  미학, 바로크  미학 등이다. 다시 말해서 미학은 그 음악

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을 가리킴과 동시에 그 음악 자체의 가

치를 말한다. 음악의 진정성은 그 음악의 특수한 가치가 인정되었을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에서 ‘퓨 음악에 있어서 음악의 미

학  자리매김’은 음악이 퓨 음악이라는 장르에서 어떠한 의미

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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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미학’에서 출발하여

음악 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음악미학’ 수업은 일반 으로 고  

그리스부터 에 이르기까지 유럽 술음악(European Art Music)에 

한 미학 을 서양 음악역사와 련해 이슈 심으로 다루고 있다. 

수원 학교 음악 학 음악미학 수업도 유럽 술음악 심으로 강의

를 진행했다. 그러나 강의는 간고사를 기 으로 일단락되었고, 후반

부는 그룹별 로젝트로 진행되었다.

그룹별로 진행한 로젝트의 주제는 ‘  한국 음악미학’이었

다. 음악의 본질 이고 보편 인 미학 을 추구하려 하는 유럽 미학의 

통 인 근법과 상반되는 근법이라 할 수 있는 ‘  한국 음악

미학’ 로젝트는 음악인류학  연구를 기 로 하기에 학기 부터 

음악인류학  연구의 방법론  연구 수행 과정에 한 기 인 워

크 을 병행했다. 다시 말해 이 강의에서는 음악의 미를 향한 다

양한 유럽 철학자의 담론과 사상을 논하는 한편, 유럽 인 미학 에 

정면으로 도 하는 지역 이면서도 종족 인 미학, 다른 말로 ‘종족 

미학(ethnoaesthetics)’을 탐구하고자 했다.

독일의 음악미학자 달하우스(Carl Dahlhaus)는 일 이 인 음악

미에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음악미의 역사성을 역설한 바 있다.1) 시

으로 바로크 음악, 고 주의 음악, 낭만주의 음악이 구분되는 것처

럼, 음악미는 역사성을 갖고 있어서 시 정신과 무 할 수 없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 논리도 여 히 유럽 술음악에 국한해 용되는데, 

달하우스 자신이 독일 출신 지식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그리 놀라운 

1) 홍정수·오희숙, 음악미학, 음악세계, 1999,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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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도 아니다. 문화와 술의 심을 유럽에 두는 유럽 심 (Euro- 

centric) 사고는 다른 지역이나 민족의 민속음악이나 음악 따 의 

미학에는 큰 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이 그룹별 로젝트는 유럽 술음악 심의 음악 학 커리큘럼과

는 상충되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기에, 그 충돌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유럽  음악미학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많은 음악 학 학생들에게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의 

환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다. 첫 번째로 한 작곡가 심의 천재미

학에 근거한 미학 은 음악을 개인의 술작품으로서 다루고자 하기

에, 역사성과 사회성을 내포한 문화 - 사회 상으로서의 음악을 이해하

려는 음악인류학  시각을 학생들이 매우 생소한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은 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는

데, 가령 특정 퓨 그룹의 음악에 해 해석하려 할 때에도 음악의 

형성 과정이나 연주상황, 는 청 과의 계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곡의 형식이나 기교의 완성도에 을 두는 등 작품으로서의 

음악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을 상당수 발견했다.

두 번째로 문제는(사실상 첫 번째 문제와 별개는 아니다) 음악 공자들이 

‘사람들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경험’을 간과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지니

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유럽 인 음악사 의 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4세기 세 시기에 민스트 (minstrel)이라는 유랑 

악사들이 차 피들러(Fiddler) 는 이퍼(Pfeiffer 는 Piper)라는 문화

된 직함을 획득하기 이 에는, 유럽에서도 음악가라는 개념에 앞서 

음악을 형성하고, 수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심은 사람들의 집합체 

는 집합 인 음악성이었다. 그러나 특수한 음악성을 지닌 음악의 

천재성이 르네상스 후기에 등장했고, 낭만주의 시기에 어들면서 역사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50(KST)



80   음악 통권 3호(2009년 상반기)

가들은 유럽 음악사의 강조 을 ‘ 한 작곡가’에 두게 된다.2) 우리나

라 음악 학의 사 이나 미학 은 20세기 반에 확립된 유럽 음악사

의 이식으로 형성되어 자체  비평을 거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 다.

3. 음악인류학적 접근에 대한 워크숍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회 ·역사  해석을 특정 용어

(terms)나 행사(occasions)를 통해서 표 하는데, 이것을 인류학자 기어

츠(Clifford Geertz)는 ‘지역 지식(local knowledge)’이라 이름 붙인 바 있

다.3) 이것은 제도권의 지식인들이 그들의 에 입각해 생산했던 지

식과는 구별된다. 지역 지식은 역사로 기록되기보다는 사람들의 공동

체  기억으로 재생되는데, 더욱 구체 인 문화의 형식을 빌려와 상세

한 내용과 의미를 기념하며 한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음악인류학자 라이스(Timothy Rice)는 삼차원

인 음악경험을 역설했는데, 사람들은 시간  경험(역사성), 공간  

경험(사회성), 음악해석  경험(비유성 는 개념성)을 종합해 음악을 경

험하며, 음악분석의 심은 바로 소리에 국한하기보다는 총체 인 음

악경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4) 사람들은 문화 인 형태로 자신들의 

역사 ·사회  경험을 해석해내려 하며, 음악의 경험은 이러한 ‘지역 

2) Bohlman, Philip V., “The Musical Culture of Europe”, Excursions in World Music, 

New Jersey: Upper Saddle River, 2004, pp.223～224.

3) Geertz, Clifford, Local Knowledge: Further Essays in Interpretive Anthropology, New York: 

Basic Books, 1983.

4) Rice, Timothy, “Time, Place, and Metaphor in Musical Experience and Ethnography”, 

Ethnomusicology 47/2, pp.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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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표 인 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음악 경험 

읽기’는 ‘사회 읽기’와 ‘역사 읽기’를 한 요한 임무를 띠게 된다.

그룹별 로젝트의 방법론은 장연구(fieldwork)를 통한 음악인류학

 근법에 근거하도록 했다. 총 13 (51명)이 만들어졌고, 각 은 

3～4명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는 재 한국에서 생산되고 수용되는 음

악  하나의 장르 는 음악가를 자유롭게 선택해 그 음악이 만들어

내고 수용하는 미학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인류학  방법론에 한 

기본 지침은 첫 강의시간부터 몇 차례에 걸쳐 공지되었다.

우선 학생들은 평소 자신과 음악 이 부합하는 동료와 자유롭게 

을 만들었다. 다음으로 로젝트 주제를 선정하고, 주제와 련된 참

고문헌을 조사하며, 그와 동시에 연구 상이 되는 음악 생산자 는 

음악 수용자를 선정했다. 다음 단계로 학생들은 간고사 이 에 연구 

상자의 연락처  연락 방법을 마련했다. 로젝트 주제와 연구 

상에 한 충분한 기 지식이 습득되었다고 단되면, 인터뷰를 통해 

거론되어야 할 질문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 인터뷰에 임하는 태도나 

기록 방법에 있어 독단 인 단이나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함을 숙

지하게 했고, 연구자가 섣불리 음악 장에 개입해 연구 상자의 미학

이나 가치 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했다. 인터뷰와 음악 해석을 

종합한 결과는 간단한 논문으로 작성하게 했고, 30여 분 발표를 끝으

로 로젝트가 완성되게끔 했다.

4. 한국 음악미학에 대한 기존 연구

학생들의 로젝트를 다루기에 앞서 미권에서 발표된 한국 음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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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련 논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국악학계에서도 한국 음악미학 

련 논문이 다수 발표되었으나, 국악 심 인 사고에서 벗어난 입장

을 살피려고 하는 이 의 취지에 따라 검토 상에서 일단 제외했다.

한국의 음악미학을 논할 때에 행처럼 ‘한’의 미학이 거론되고는 

한다. 미권에서 발표된 표 인 한국 음악미학 련 논문으로 두 

편을 꼽을 수 있는데, 한 편은 가야  연주자이자 국악이론가인 황병

기의 로, 1978년 Asian Music에 실린 “Aesthetic Characteristic of 

Korean Music in Theory and in Practice(한국 음악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

서의 미학  특성)”이며, 다른 한 편은 음악인류학자 러비(Willoughby)

의 로, 2000년 Yearbook for Traditional Music에 실린 “The Sound of 

Han: P’ansori, Timbre and a Korean Ethos of Pain and Suffering(한의 

소리: 소리, 음색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의 한국  정서)”이다.5) 앞의 에

서는 한국 음악의 미학을 ‘맛’과 ‘멋’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고자 했고, 

뒤의 에서는 소리에서 묻어나는 ‘한’의 정서를 이야기했다.

근래의 연구로 2006년 10월에 런던 학교에서 출간된 하워드(Keith 

Howard)의 단행본 Creating Korean Music: Tradition, Innovation and the 

Discourse of Identity(한국 음악의 창조: 통, 신 그리고 정체성의 담론)에서

는 오늘날의 한국성(Koreanness)을 세 가지 음악 사례로 분석했다. 첫 

번째 음악은 1978년에 만들어진 사물놀이로, 수세기 동안 해온 유랑

악사들의 통에 근거해 으로 재창조된 과정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는 소리와 민속음악을 논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창작국악에 

해 해석했다. 창작국악에는 순수하게 국악기를 사용해 국악 어법으

로 만들어진 작품이 있는가 하면, 서양악기를 사용하고 서양음악 어법

5) Asian Music과 Yearbook for Traditional Music은 아시아 음악에 한 표 인 학술지

로서, 미국의 한국학이나 음악인류학 교재로 자주 언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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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합해 만들어진 작품도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작곡’이나 ‘작곡

가’라는 개념이 없었던 한국 음악 통에 비추어볼 때 이 두 갈래의 

음악은 모두 순수한 국악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에, 창작국악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창작국악은 아카데믹한 성격

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므로 주로 국악작곡 공 학과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을 가리키고, 음악이 가미되었을 경우에는 창작국악 신 퓨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는 시  상황의 변화

를 반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음악시장의 시장성에 근거한 카

테고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어 든 이 은 음악이 가미된 

퓨 음악에 을 맞추었다.

한국 퓨 음악의 미학에 한 최근 논문으로는, 음악인류학자 서튼

(Andrew Sutton)이 Asian Music 2008년 여름/가을호에 발표한 “What’s 

That Sound?: Korean Fusion Music and the Ascendancy of the Haegum 

(그 소리는 무엇인가?: 한국 퓨 음악과 해 의 제압)”이 있다. 이 논문에

서는 한국 퓨 음악의 정체성이 형식, 리듬, 선율이 아닌 음색에 의해 

결정되며, 특히 서양음악 오 스트라에서 추  역할을 하는 바이올

린에 비견할 수 있는 해 의 소리가 21세기 한국인의 미학 을 표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음악에 한 표 인 석학으로 알려져 

있는 서튼이 한국 음악에 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7～8년 부터

는데, 이 논문은 실제로 한국에서 해  연주자를 상으로 실시한 

장학습을 통해 얻어진 인류학 인 연구이다. 해 이 최근에 한국인의 

이목을 끌게 된 이유와 과정을 문가의 의견을 모아 정리했고, 고서

에 등장하는 해 의 음색 련 해석을 정리했다. 이 논문도 국악을 

심으로 하고 있으며, 클래식음악과의 연 성은 부분 으로 다루고 

있으나 음악과의 결합에 해서는 언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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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퓨전음악의 양상

국악과 소속 다섯 명을 제외하고 모두 유럽 술음악 공자인 수

업 참여 학생들의 로젝트 주제에는 한국 통음악(노름마치, 가야  

산조), 유럽 술음악 기법에 근거한 창작곡(‘윤이상 음악제’에 제출된 

수원  작곡과 학생들의 작품), 유럽 술음악(한국 화음악에 사용된 클

래식), 음악(콘서트 7080의 음악문화, 이 훈의 발라드, 조선펑크), 퓨

음악(국악과 서양음악의 퓨 , 국악과 음악의 퓨 , 국악과 서양음악

과 음악의 퓨 )이 포함되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총 13  

 7 이 선정한 퓨 음악이 모두 국악기가 포함된 퓨 과 련이 있

다는 이다.

퓨 은 두 가지 이상의 장르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음악을 일컫는 

용어로, 크로스오버(crossover)와 동의어라 할 수 있다. 로큰롤이나 재즈

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 하나의 장르가 탄생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다른 장르가 혼합되어 새로운 양식을 만들어낸 것을 말한다. 이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요건 같은 것은 없다. 그러나  

한국 음악에 있어서 퓨 음악은 마치 음악 자체의 정당화를 한 필

수요건으로 보일 만큼 확연히 국악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국악학계에서도 퓨 음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다양한 비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한 에서 자주 에 띄는 문구가 ‘ 에 합

하지 않는’, ‘순수한 국악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본주의 음악산업의 

한계를 극복한’, ‘ 음악과 손쉬운 타 을 하지 않은’ 음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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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퓨전음악에 있어서 대중음악의 자리매김

앞에서 본 표 으로 추론해본다면, 퓨 음악에 있어 음악은 마

치 필요악과도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한국인의 미학  정체성은 

국악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며, 음악은 그  음악  다채로움을 

한 조미료인 셈이다. 그 다면 이 게 언 리에서 맴돌고 있는, 

어도 개념 인 측면에서 주변에 머무르고 있는 음악이 실제로는 

어떠한 치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인 사례로 학생들이 로젝트에서 다룬 두 퓨 음악가에 

을 맞추고자 한다.6) 첫 번째는 기성 로덕션에 의해 발굴되어 1집 

음반을 발매한 신  해 주자이자 작곡가인 김애경이며, 두 번째는 

수원  학생들이 국악과 교수 지도하에 결성한 퓨 그룹이다. 물론 

두 사례 모두 은 음악가로서 아직 음악철학이나 미학에 한 고민

이 충분히 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이들은 ‘한’이

나 ‘멋’과 같은 한국 고유의 정서를 거론하기보다는 음악  매력에 

을 두었으며, 시종일  얼마나 은이들의 심을 받을 수 있을지

를 고민했다.

이들의 음악과 담론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경우에는 해  공자

의 창작곡으로 구성된 음악이다. 해 을 해 만들어진 작품들은 마치 

뉴에이지 음악과도 비슷한 명상 인 음악으로, 피아노 반주가 언제나 

함께했다. 해 을 모르는 사람이 들을 경우에는 독특한 음색이 가미된 

팝이라고 느낄 수 있는 음악이다. 다시 말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해 의 존재가 주변 이며 뉴에이지라는 음악이 

6) 나머지는 시립국악 악단의 일회성 퓨 음악 공연을 분석하거나, 기성 퓨 그

룹의 앨범을 분석한 내용이므로 이 에서 깊이 다루지 않아도 될 것으로 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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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의 심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수원 에서 결성된 그룹

의 경우, 실제로 수업시간에 되어 <Over the Rainbow>를 연주

하기도 했다. 악기 편성은 바이올린, 루트, 피아노, , 해 , 모듬

북으로 이루어져서 기타나 드럼과 같은 음악 이라 분류할 수 있

는 악기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도 음악 학 공학생들이 결성한 

그룹의 특징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이들이 연주한 곡은 다름 아닌 

미국의 통 인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에 포함된 음악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미국 인 음악을 연주한 것이다. 비단 이들의 연주

에서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국악 퓨 ’이라는 검색어로 손쉽게 열

람할 수 있는 다양한 동 상은 주로 화 <미션 임 서블>의 주제곡

을 비롯한 팝의 국악기 연주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원곡의 

느낌을 그 로 살렸음을 강조한다.

요컨  퓨 이라고 불리는 음악의 부분의 퍼토리는 미권의 

음악, 흔히 말하는 팝이 차지했으며, 그것이 아니라도 최소한 팝

인 요소를 가미한 곡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악  느낌에 

있어서도 팝 인 것을 강조해 악기의 주법이나 악기 편성, 는 음악

형식도 팝 인 기승 결로 이루어진다. 퓨 음악에 있어 창작자의 담

론을 벗어난 역에서는, 특히 수용자의 미학에서는 국악이 아닌 

음악이 심에 자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다면 비평가들이 역설하는 

의 요구나 인 음악과 합하지 않고, 순수한 술가의 정신

을 담은 퓨 음악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이것은 재즈에 있어서 

흑인 민족주의  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역동 인 수용자의 

음악  경험과 해석의 몸부림과는 별개로 닫 져 있는 구조의 음악작

품을 분석하고자 하는 본질주의  시각인 것이다.

반면 퓨 음악 생산에 참여하는 음악가와 학생들의 담론에서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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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퓨 음악에 한 개념은 이하게 다른 시 에서 출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의 담론에는 ‘우리 은이의 정서에 맞추는’, ‘어렵

거나 생소한 국악도 얼마든지 다른 음악과 어울릴 수 있는’, ‘가능성

이 보이는’, ‘신선한 음악  시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  한국

인의 미학  기 감은 국악과 분리되며, 국악  정서는  한국인에

게 어렵거나 생소한 개념으로 인식되었다. 다시 말해  한국인의 

미학  정서는 오히려 국악  정서가 아닌 음악  정서에 있었으

며, 퓨 음악 수용에서 요한 요소는 음악 논리에 입각한 미학  

기 감을 만족시켜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맺으면서

오늘날 한국 퓨 음악을 극 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일반 인 

음악의 수용자와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극 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음반을 구매하거나 음악회 티켓을 직  구입해서 찾

아가는 것을 말한다. 음악계에 만연되어 있는 권 문화와는 구별되

어야 할 것이다. 구체 으로 말하면, 퓨 음악의 주된 생산자와 수용

자가 민족주의  음악 을 지닌 도시의 은 지식인 계층으로 한정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퓨 음악이 비교  최근에 생성된 문화임

을 감안한다면, 퓨 음악가들의 미학 은 재 형성되는 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 히 한국 음악에서 퓨 음악은 국악과 연결되어 있는 

한정  치에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재에 맞추어 자생된 퓨 음악의 미학은 국악이나 음

악의 미학과 엄연히 구별되어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통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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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따지는 일은 다음 기회로 미루더라도, 퓨 음악의 가치를 과거

가 아니라 재에 두어야 한다는 은 큰 무리 없이 이해할 만하다. 

비교  시장의 원리에 입각해 수용자의 기호에 맞추어 함께 만들어가

는 새로운 음악, 퓨 음악의 미학을 굳이 국악의 미학에 한정하는 것

은 일종의 민족주의  강박 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은 억지로 통미학을 담론체계의 심으로 둔다고 해서, 

는 주 퍼토리로 사용하고 있는 음악을 주변  존재로 치부한

다고 해서 한국의 통  미학이 고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통은 화석처럼 굳어진 모습으로 수되는 부동의 사물이 아니다. 

통은 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소통하면서 본연의 가

치를 발휘한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으며 재  의미를 함께 포함하는 

통 개념은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먼 훗날에도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과거와 재, 그리고 미래

가 함께 소통되어야 진정한 통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만들

어진 미학을 진정한 21세기 한국 미학이라 부를 수 있다.

과거에 연연하는 담론체계는 퓨 음악을 만들어내고 향유하는 사

람들의 미학  기 감과도 거리가 있음을 이 을 통해 확연히 알 수 

있었다. 퓨 을 만들어내고 향유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  음악을 

요구하는 기 에서 비롯되었다. 굳이 순수한 국악  정서를 하여 

의 요구를 무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 정신과 시

정서를 표 해내는 음악을 원한다. 가령  세계를 강타했던 화 

<반지의 제왕>이 만들어지는 데 감의 주축이 되었던 난쟁이 이야

기나 싸미(Sami) 음악은 사라져가는 스칸디나비아 원주민 싸미족의 

통문화를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부활된 싸미 음악은 옛 형식이 

아닌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퓨 음악의 형식이었기에 가능했다.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50(KST)



퓨 음악에 있어서 음악의 미학  자리매김_손민정  89

마지막으로 애 부터 우리의 뿌리가 아닌 음악을 한국 음악의 

미학  심에서 다루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는 을 발견

했다. 하나는 한국 음악학계의 본질주의 (essentialist) 음악 이며, 다른 

하나는 엘리트  음악 이다. 첫 번째, 본질 으로 한국 음악미학은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음악이어야 한다는 철 한 이분법  본질주

의는 이제 세계라는 무 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음악의 미학을 설명

해내지 못한다. 가령 이웃의 국 터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음악 

베티코는 오늘날 그리스의 통음악으로 의미를 부여받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의 통으로 알려져 있는 킬트(kilt)는 사실상 국 사람들이 

고안했던 것이다. 뿌리만큼 요한 기의 힘을 보여 다.

두 번째, 사람들의 집합  음악 경험과 담론에 한 진지한 해석이 

간과되어온 음악 학의 엘리트  커리큘럼은 이 주도하고 있는 

재의 음악 상을 제 로 해석해내지 못한다. 음악을 사회와 단 되

어 있는 진공 속에서 만들어지거나, 몇 명의 천재가 창조하는 술작

품이라는 개념으로 서는 안 된다. 특히 을 향한 퓨 음악의 입

장은 더욱 달라져야 한다. 을 해 새로이 형성된 음악문화인 만

큼, 의 취향과 요구를 담론체계에 가시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한국  음악 미학’을 만들어가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 한다. 음악  아이디어 측면에서 한국 음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한국 음악에 한 담론의 변두

리에 계속 머무른다면, 음악은 언제까지나 빌려 입은 옷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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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esthetic identity of Korean popular music 

expressed in fusion music

Son Min-jung(Seoul National University)

Previous studies of Korean Music that focused on ‘Han’ or ‘Heung’ 

cannot fully explain the Aesthetics of the 21st-Century Korean Music. 

As the demand for fusion music ― the newly formed music synthesizing 

Korean traditional music, popular music, and European art music ―  

grow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approach to contemporary 

Korean music. However, the viewpoint of the academic research on con-

temporary Korean music has hardly changed. This paper deals with the 

aesthetic identity of Korean popular music expressed in the form of fu-

sion music.

This work is a case study, and concentrates on college students’ proj-

ect papers submitted for the course ‘Music Aesthetics’ in the 2008 

spring semester at Suwon University. The main thesis of the project 

was ‘Aesthetics of Contemporary Korean Music’, and the fundamental 

approach taken for this project was based upon Ethnomusicology, which 

seriously interrogates collective experiences of various groups of people 

involved in the mus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is paper also brings attention to the Euro-centric viewpoint of 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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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c major students in Korea. The majority of Korean music schools have 

focused on the composer-centered viewpoints rather than the collective 

musical experience of the listeners, which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popular music culture.

In addition, the transcendent beauty of music admired in the music 

curriculum at college level tends to disregard ethno-aesthetics of Korean 

music that includes ‘time[present]’ aspect and ‘space[Korea]’ specific-

ity of contemporary Korean music. For this reason, Korean popular mu-

sic is regarded as a peripheral musical element, while traditional Korean 

music is the central one in contemporary Korean fusion music.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concept of ‘tradition’, which can 

illustrate the dynamic transformation process of contemporary Korean 

music. Tradition is relentlessly changing, reflecting on present values 

that present people pursue. In conclusion, this paper tries to explain 

Korean popular music aesthetics through examining the aesthetic iden-

tity of popular music in contemporary fusion music.

Keywords: Fusion music, Popular music, Aesthetics, Ethnomusicology, 

Ethno-aesth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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