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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2호

권두언

김창남(성공회 학교 신문방송학과/문화 학원 교수)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어느 자리에선가 자신은 음악에 

해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세계

를 지배하는 부르주아  허 를 드러내고자 했던 이 랑스 사회학자

에게, 음악에 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르주아  교양을 드러내는 가장 

형 인 지  과시의 수단으로 비쳐진 까닭이다. 음악은 그 자체로는 

무엇을 표 하는 기능을 갖지 못한 양식이기에 사회 질서에서 벗어난 

이고 순수한 세계에 속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음악  기호에 

내재한 계 이고 정치 인 의미는 쉽게 감추어진다. 그래서 다른 

문화양식에 비해서도 음악에 해 그 사회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 부르디외가 음악에 해 이야기하는 데 거부감을 가진 것

도 그래서일 터이다.

논의의 상을 음악으로 옮겨도 사정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의 음악에는 가사가 있고, 가사는 노

래 바깥의 상을 표 하는 문학의 속성을 띤다. 표 의 기능을 가진 

가사와 추상 인 음악이 만나 이루는 노래, 즉 음악의 사회  의

미를 추 하는 것은 이른바 순수음악에 비해서는 상 으로 객 성

을 가질 수 있지만, 그만큼 복잡한 문제를 내포한다. 음악은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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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음악 통권 2호(2008년 하반기)

리 구체 인 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여 히 음악이라는 추상  실

체와 함께 있고, 많은 경우 사람들은 가사와 함께 음악의 정서에 해 

강렬한 동일시를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악을 통해 당 의 

실을 읽어낸다는 것은 음악에 묘사되거나 표 된 내용을 해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의 무의

식을 해독하는 일에 더 가깝다. 음악에 한 연구나 비평이 다른 

어떤 장르에 비해서도 어려운 까닭이 여기에 있다.

지난 6월에 한국 음악학회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함께 “

음악과 비  지성”이라는 제목의 학술 행사를 연 바 있다. 한국 

음악의 역사에서 지성의 흐름을 짚어보는 이 학술 회에서 김민

기, 문승  등 비  지성의 이름에 값하는 몇몇 음악인들의 작품 

세계와 1980년  민 음악의 역사가 다루어졌다. 화려하면서도 천박

한 시장의 언어가 난무하면서 비 이니 지성이니 하는 단어가 설 자

리를 잃고 있지만, 바로 그런 까닭에 음악에서 비  지성의 흐

름을 일별하는 이 학술 회의 의미가 그만큼 크지 않았을까 싶다. 우

리는 한국 음악학회의 다양한 연구 작업이 경박한 쾌락주의와 조

야한 시장 논리의 틈바구니에 서 있는 우리 음악 담론에 지성의 

흔 을 아로새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학술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들  일부를 이번 학술지에 게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런 에서 

의미가 깊다.

한국 음악학회의 깃발을 올린 뒤 몇 번의 학술 행사를 개최했다

고 하지만 음악은 여 히 학술  담론의 변방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 히 멀고 험해 보인다. 그 속에서 

꾸 히 연구 작업을 벌이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자들

이 학회의 심을 든든히 잡아주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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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걸음을 내디딘 학술지  음악이 비교  순조롭게 2호를 맞

게 된 것은 모두 그들의 헌신 인 노력 덕분이다. 필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의 비 과 질정, 극  참여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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