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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1호

영미 대중음악사의 주요 쟁점과

대중음악사 서술의 제(諸) 문제

최지선( 음악평론가)

박애경(연세 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논의의 전제: 대상의 특수성

미의 음악(Anglo American popular music)과 음악사는 비단 

일국 혹은 일개 문화권의 음악사라는 차원을 넘어, ‘ 음악의 

보편  진로이자 역사’라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왔다. 말하자면 ‘

음악의 표 이자 보편  경로로서의 미 음악사’라는 견해가 우

세했다고 할 수 있다. 서양을 사이에 두고 먼 거리에 치했을 뿐 

아니라, 시 정신이나 개별 장르의 분화 과정, 음악을 둘러싼 담

론의 조성과정이나 경향이 동일하지 않은 미의 음악이 하나의 

상으로 취 되는 것은 이러한 행의 반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에서도 양국의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미의 음악을 ‘국제

 음악’으로 간주하면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해 음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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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 술한 표  술과 쟁 을 심으로 특징  경향을 짚어

가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미의 음악사 서술에서 가장 두드러진 은 음악의 역사

를 록의 역사로 환원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이다. 이는 팝을 상으

로 한 역사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 팝과 록을 구성하는 주된 요소

들을 분석하는 방식의 차이에서도 극명히 나타난다. 즉, 록의 역사가 

‘계기’ 으로 서술되며, 한 뮤지션과 그들이 남긴 기념비  음반 

 진화된 스타일의 역사에 좀 더 집 하는 반면, 팝의 역사에서는 

산업과 테크놀로지라는 요소의 개입을 우선 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음악 내에서 록의 특권  지 를 보여주는 것일 뿐 

아니라, 미의 음악사 서술에서 주된 구도라 할 수 있는 록/팝의 

이분법, 여기에서 생된 술/상업, 진정성/가식성, 진지함/사소함, 

항/순응이라는 이분법과 그러한 구도에 한 비  해체라는 측면

과 련해 생각해볼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록 심의 음악사 서술은 미 음악사를 하나

의 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결정  이유가 되었다는 에 주시할 필

요가 있다. 음악의 형성과 발 을 둘러싼 역사가 상이한 두 나라

가 록의 폭발과 함께 비로소 하나의 상으로 취 되었기 때문이다. 

록 이 의 음악사, 즉 근  이후 음악산업의 발달 과정, 민속음악

의 상과 음악으로의 환 과정, 음악의 장르 분화 과정이나 

음악의 좌표가 동일하지 않은 두 나라는 록의 성기를 함께 보

내면서 음악의 표 으로서 ‘ 미 음악’을 구성할 수 있게 되

었다. 물론 이를 가능  한 결정  계기는 두말할 나  없이 1964년에 

이루어진 비틀즈의 미국 진출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음악사 서술에서 음악 일반사보다는 장르별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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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우세하다는 도 지 할 수 있다. 앞서 언 한 록의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 재즈, 컨트리, 포크 등 개별 장르의 역사를 주된 

상으로 삼는 경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별 장르의 분화가 

비단 스타일의 차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타일의 계화, 수용

층의 동향, 산업  측면과의 결합 등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에서는 이러한 입장이나 행에 해 옹호나 반박을 하기보다

는 양국 음악사 서술의 기본 제를 살피고, 근  이후 음악산업의 

발달 과정, 민속음악에서 음악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핀 후, 

음악 서술의 실제를 서술의 주된 상인 록을 심으로 살피려 한다. 

이 과정에서 팝과 록의 이분법, 음악사를 록 심의 역사로 기술

하면서 록이 특권화되거나 신비화되는 과정, 음악을 둘러싼 담론

의 추이와 그 비 칭성, 문화산업이나 음악 테크놀로지가 음악 

씬에 미친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해 먼  미권에서 나온 

음악 일반론, 록과 재즈를 심으로 한 개별 장르의 역사, 한 로 

번역된 미권 서들, 한국 자에 의해 미 팝과 록의 역사를 성찰

한 책을 분석 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를 통해 미 음악사 서술

의 기본 방향이나 구체 인 기술의 사례뿐 아니라 이것이 한국 내에

서 수용되는 맥락과 층 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 으로 특수 상으로서의 한국 음악사, 세

계 음악사의 한 부분으로서의 한국 음악사를 성찰하고, 비교

사  시각에서 살피기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미에서 생된 

음악의 스타일뿐 아니라 음악을 둘러싼 담론, 담론의 계질

서가 한국 음악사에도 일정 부분 향을 끼쳤다는 제에서 시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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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미 대중음악사 서술의 기본 관점

미 음악사가 록의 폭발 이후 하나의 상으로 서술되고 있다

는 지 은 앞서 한 바 있다. 록을 상으로 한 음악사로는 잡지 

Rolling Stone의 에디터들이 쓴 표 인 록음악사 술인 The Rolling 

Stone Illustrated History of Rock and Roll과 록음악의 장르와 스타일에 

한 교과서 격인 문헌이라 할 수 있는 찰턴(Katherine Charlton)의 Rock 

Music Styles: A History가 있다.1) 두 책은 공통 으로 음악의 역사

를 크게 록음악의 사, 록음악의 성기, 그 이후의 셋으로 나 고 

있다. 자의 경우, 리듬앤드블루스와 컨트리앤드웨스턴을 심으로 

‘록의 시작’을 다룬다. 그 시작은 엘비스 슬리이다. 후자의 경우

도 블루스, 가스펠, 리듬앤드블루스, 포크, 컨트리를 각각 록의 뿌리로 

설명한다. 즉, 록음악 이 에 존재했던 역사  음악들에 해서는 

‘록의 뿌리’라는 에서만 조망하고 있는 것이다.

록을 둘러싼 이러한 음악사 서술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는 

우선 ‘록음악의 뿌리( 사)는 무엇인가, 록음악의 최 는 무엇이며 

구인가’와 같이 시   시기구분과 련된 문제부터, ‘왜 록인가’를 

묻는 록 이데올로기 문제 등이 있다. 특히 로큰롤의 등장을 심으로 

한 은 “ 음악의 역사를 서구 통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로

큰롤과 그 변형 장르를 특권화”한 ‘록 심 (rockist)’ 시각이라고 비

받아왔다.2)

1) DeCurtis, Anthony & James Henke(ed.), The Rolling Stone Illustrated History of Rock 

and Roll, New York: Random House Inc., 1992; Charlton, Katherine, Rock Music 

Styles: A History, Brown & Benchmark, 1994, 2nd Edition.

2) Negus, Keith, Popular Music in Theory, Cambridge: Polity/Wesleyan University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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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음악사 서술에서 드러나듯, 록을 심으로 양국의 

음악사를 하나의 상으로 보는 것은 익숙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은 역사·문화  통과 환경이 상이한 만큼 음악의 

수용과 취향을 가르는 좌표를 설정하는 데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단 인 를 들면, 국에서는 계 에 따른 장르와 취향의 분화를 결

정  좌표로 삼는 반면, 미국에서는 계  요소의 부각보다는 흑/백 

구획이 음악의 취향 구성이나 스타일 형성에서 결정 인 요소라

는 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이 에서는 양국 음악사 서술에서 공유하는 과 다른 

을 함께 서술하고자 한다.

2.1. 아티스트 중심의 역사와 청년 반문화

미 음악사 서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음악의 역사를 곧 그 시기에 굵직한 족 을 남긴 아티스트나 그들

이 남긴 음반 심으로 환원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에 국 출신으

로 국과 미국, 양국 음악에 한 풍부한 실제 경험을 지니고 

있는 니거스(Keith Negus)는 앞서 언 한 그의 서에서 음악의 역

사에 한 술의 일반  경향에 해 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챔버스(Iain Chambers), 질 트(C. Gillet), 비 (P. Wicke)를 비롯한 부

분의 평자들의 음악사와 록 역사 술 형식은 음악의 역사가 

명  계기(the revolutionary moment)를 통해 진화하거나 발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지 한다.3)

3) 같은 책, pp.13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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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950년  반 로큰롤의 ‘출 ’으로 시작해, 의미 있는 다양한 

계기 는 단계들을 통해 ‘진화’하고, 1970년  펑크 록으로 종결되는 

역사를 언 하곤 한다. 다시 말해, 록의 시 는 1956년경 엘비스 

슬리로 태어나, 1967년경 비틀즈의 <Sgt. Pepper’s Lonely Hearts 

Club Band>로 정을 맞고, 1976년경 섹스 피스톨즈로 끝난 역사를 

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엘비스 슬리 이 은 록의 사(前史)로, 

그 이후는 록의 후사(後史)로 구분하기도 하며, 주기 ·순환  갱생이

나 부활로 설명하기도 한다는 것이다.4)

이러한 문제의식은 록을 심으로 통합된 양국 음악사가 웅

 아티스트 심의 우연 ·돌출 ·불연속  계기의 연속으로 이루어

졌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컨  엘비스 슬리의 <Heartbreak 

Hotel>로 돌출된 록의 역사는 흑인음악과 백인음악의 역사를 통합하

면서 베이비 붐 세 의 감성을 담아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록음악사는 

종종 ‘형성-쇠퇴’와 ‘죽음-부활’이라는 자체 서사구조를 지니게 된다.

이처럼 음악의 역사를 아티스트 심의 역사, 계기  사건의 

연속으로 바라보는 시도는 록을 술로 격상시키려는 시도와 상통한

다고 할 수 있다. 즉, 아티스트 심의 역사는 개인 아티스트에 집 함

으로써 록의 지 를 술의 지 로 격상시키려는 면모가 있다는 것이

다.5)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낭만주의  태도이며 인론에 기  웅주

의 사 의 발로이다. 이런 경향은 음악의 ‘시작’으로 간주하는 

1950년  로큰롤의 성립에서 창조  개인의 역할에 무게를 부여한다

고 보는 것이다.6)

4) 같은 책, pp.137~163.

5) Shuker, Roy, Understanding Popular Music, London: Routledge, 1994.

6) 같은 책,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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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1960년 부터 음악의 일부는 ‘상업   연 ’와 다

른 ‘진지한 술’의 지 까지 획득했으며, 해독되어야 할 ‘문화  텍

스트’로 군림하게 되었다. 그 심에 록과 록을 특권화하는 록 이데올

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주도한 것은 일군의 직업  

록 비평가들이었다. 로버트 크리스트고(Robert Christgau)나 데이  마

시(Dave Marsh) 등 1970년   록 비평의 ‘아버지들’로 불린 이들의 

록 비평과 담론이 Rolling Stone이나 Creem과 같은 음악 문 잡지를 

심으로 개되었다. 이들의 의하면 1950년  로큰롤의 시 가 열리면

서 음악은 청년 세 의 취향과 감성을 반 하게 되고, 1960년

를 거치면서 진지한 술의 지 를 획득하게 된다.

이들에 의해 음악의 역사는 청년의 반항  시 정신이 계기

으로 폭발하는 반문화의 역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처럼 음악의 

역사를 청년 반항의 역사나 청년 반문화의 역사로 바라보는 일련의 

시도는 청년문화의 도약기라 할 수 있는 ‘1960년  미국’이라는 특정

한 시공간과 긴 하게 연 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1950년  엘

리스 슬리에 의해 로큰롤이 출 하면서 세 에 따른 청년문화의 

가능성을 보 다면, 1960년 에는 히피 반문화의 폭발로 그 정을 

이룬다는 내러티 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 내 록 수용에도 결정  향을 주었다. 1960년

 미국 사회와 록음악을 다룬 한국의 서는 1960년 와 청년, 록이 

특권화되는 맥락을 한국 수용자의 입장에서 드러내고 있다.

어느 시 를 쓸 것인가는 처음부터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60년 를 

써야 한다는 것은 무도 당연했다. 60년 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

등국가’인 미국의 온갖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 으로 터져 나온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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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세계가 그로부터 엄청난 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 략) 그러나 

더욱 큰 이유는 이때의 음악이 그와 같은 사회의 모든 상과 흐름들을 

어느 시 보다 명확하게, 직 으로 반 했기 때문이다. 60년  음악 

역시 세계의 모든 은이들을 완 히 장악했고, 그 향력은 30여 년이 

지난 지 까지도 그 힘을 잃지 않고 있다.7)

청년반항의 역사는 이후 1970년  섹스 피스톨즈의 <Anarchy in 

the UK>로 발된 펑크 문화, 1990년  바나로 상징되는 얼터

티  문화라는  다른 명  계기들을 만나면서 록의 하  스타일

을 구축해간다. 이러한 일련의 구도는 청년의 감성을 ‘연 ·오락’으로

부터 분리하면서 록을 특권화하고, 상품과 술을 분리하려는 태도나 

음악의 장르나 스타일을 계화하려는 시도와 련된다고 할 수 

있다. 요컨  청년 세 의 감수성을 담보한 록은 상품으로 팔리기 

해 존재하는 팝과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년 반문화  에서 음악의 역사를 명  계기성

으로 악한 견해는 특정한 시 , 특정한 세 , 특정한 장르의 신비화

로 귀결된다. 니거스는 이러한 태도와는 거리를 두면서 록의 특권화를 

조심스럽게 비 하고 있다.8) 그럼에도 청년문화 담론을 계기로 

음악이 비평의 역에 포섭되면서 나타난 징후들은 여 히 주목할 필

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술로서의 음악, 청년정신

의 발 으로서의 음악이라는 은 음악이 의 수동  

청취와 체제 순응을 조장한다는 비 론을 극복하고, 음악의 가치

와 의 능동성을 환기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7) 김지 , 이상의 시 , 반항의 음악: 60년  미국사회와 록음악, 문 마당, 1996.

8) 같은 책, 160~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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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급적 관점

록 이데올로기나 반문화  에 입각한 서술은 주로 미국 내 록 

비평가에 의해 유포되었다. 반면 문화학(Culture studies)의 세례를 받은 

국의 아카데믹 비평가들은 반문화  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

고 있다. 그 지만 이들도 음악이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 형성에 

개입한다는 을 들어 음악의 문화  가치나 수용자의 능동성을 

다소나마 인정했다고 할 수 있다.9) 나아가 음악 하  장르 간에 

취향과 계 의 구획에 따른 계화가 성립된다는 을 밝히려 하고 

있다. 음악을 문화 으로 연구한 표  학자인 사이먼 리스

(Simon Frith)는 이러한 음악 내 스타일과 취향의 계화, 나아가 

이를 통어(統御)하는 계  구획을 팝과 록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고 있

다. 음악의 한 조류 던 록은 1970년  들어 심미화되면서, Rolling 

Stone을 읽는 산계 의 록 문화와 읽지 않는 노동계 의 팝 문화로 

구분된다는 것이다.10) 이러한 록과 팝의 이분법은 스타일과 취향의 

차이가 계  좌표를 기반으로 하여 세 와 성별이라는 요소가 부가

으로 덧붙여진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국의 음악 연구는 기본 으로 포스트 마르크시즘(Post 

Marxism)의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어, 음악 수용에서 계 과 세

 9) Hall, Stuart, Questions of Cultural Identity, London: Sage, 1996.

10) Frith, Simon, Sound Effects: Youth, Leisure and Politics of Rock and Roll, London: 

Constable, 1983(사운드의 힘, 권 성·김공수 옮김, 한나래, 1995). 그는 1980

년  들어 팝과 록의 이분법을 스스로 해체했지만, 어도 자신이 조사한 1972

년까지는 팝과 록의 구분이 확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취향

의 구획은 국과 달라 록과 팝의 구분이 국처럼 인 요소는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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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장 큰 변수로 설정한다. 이들은 음악을 규격화의 산물로 보

고, (특히 노동계 )의 수동  청취와 체제순응을 조장한다고 본 

아도르노(T. Adorno)의 의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비 으로 유하

고자 했다. 한 취향의 문화 ·사회  함의를 존 한다는 에서 부

르디외(Pierre Bourdieu)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지만, 음악

을 포함한 통속  하 문화에 한 불신을 드러냈던 부르디외와는 선

을 고 있다.

이들은 계 을 결정  변수로 놓고 세 , 성별, 인종, 교육 정도와 

같이 다양한 좌표를 부가 으로 설정한다는 에서 음악의 정치

 함의에 해 크게 주목하지 않거나, 흑/백의 차이를 음악 분화의 

결정 인 틀로 상정하는 미국의 음악 연구자들과도 차이를 보인

다. 한 국 출신의 학자이지만 미국 음악에 한 실제 경험이 

더욱 풍부한 니거스의 경우는 흑/백을 결정 인 좌표로 제시하고 있

다는 에서 다른 국의 학자들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11)

계 에 따른 음악 분석은 1980년 (청년문화의 종언을 둘러싼 논

쟁이 치열하던) 이후 새로운 쟁 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 국 학

계의 체계 인 음악 연구 성과는 앞서 언 한 사이먼 리스의 

서와 이언 챔버스의 Urban Rhythms: Pop Music and Popular Culture를 

꼽을 수 있다.

챔버스는 팝 음악의 역사를 문화와의 련 속에서 분석하면서 

‘상업  권력과 체험된 경험 사이의 립’이라는 가설을 견지했다.12) 

11) 반면 미국의 반  문화를 지에서 경험한 리스는 흑인음악의 경우라도 백인 

주도 마 에 완벽하게 포섭된다는 을 들어 흑/백을 경계선으로 삼는 것에 

회의 이다.

12) Chambers, Iain, Urban Rhythms: Pop Music and Popular Culture, London: Macmillan,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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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리스는 ‘음악의 산업화’ 테제를 심으로 반문화 록 비평  

하 문화 사회학을 비 했다.13) 그에 따르면 1980년  이후에는 록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록의 계 성이나 정치성이 탈각되었다고 주장

한다. 게다가 록의 명성이 히피즘과 결합한 특정 시기에는 담보되었

지만, 기본 으로 록 한 문화산업에 포획되는 팝의 하  장르임을 

밝 , 록이 지닌 특권  지 를 부정했다. 따라서 음악의 ‘의미’

는 생산 과정에 의해 사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소

비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가변 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 

챔버스는 리스가 경제 ·산업  토 를 특권화한다고 지 하면서 

산업에 편입되지 않는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계  에서의 분석은 자칫 음악 소비자의 개별성과 다양

성을 부정하는 견해로 비춰질 수 있지만 음악이 사 인 감정의 

조장을 통해 집단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을 탁월하게 설명해 다는 

에서 경청할 만하다. 한 청년 반문화의 이 실은 흑인·여성·노

동계 과 같은 소수자를 배제한 백인·남성· 산층 심의 ‘우월  담

론’이라는 에서 양자, 즉 청년 반문화의 과 계   사이의 

차이를 응시할 필요가 있다.

2.3. 음악산업의 관점

음악산업 에서 음악 역사를 해석하는 시각은 핑크(Michael 

13) 그는 록의 시 가 갔다고 말하면서 ‘록의 사회학’이라는 용어 신 ‘팝의 사회

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최근의 술로 를 들면, Frith, Simon, Will Straw 

& John Street,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p and Rock,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임 리지 음악의 이해, 장호연 옮김, 한나래, 

2005)에서 ‘팝 음악’이라는 장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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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k)의 서14)에 집 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음악의 

역사는 곧 음악산업의 역사이고, 이를 매개할 수 있는 것은 테크놀로

지의 역사이다. 청년 반문화의 역사로 음악사를 규정할 때에도 

요한 계기가 되는 아티스트와 앨범이 있듯이, 산업  에서도 

음악의 질  도약을 이끈 주요한 계기가 존재한다. 즉, 음악

의 형성과 발 의 주요 국면마다 산업과 테크놀로지가 결정  요인으

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컨  19세기 이후 기 음악의 형성 과

정에는 악보 출 , 악기 제조, 공연 문가 등이 주로 개입하면서 음악

산업을 구축해갔다면, 1920년 를 넘기면서 코드나 라디오처럼 좀 

더 기술 집약 인 산업 심으로 음악산업이 개편되었다.

산업과 테크놀로지 심으로 음악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록의 등장과 그 이후를 분석하는 데에도 유효하게 용되고 있다. 

컨  피터슨15)은 록의 형성에 요한 향을 끼친 것으로 작권, 특

허법, 라디오 방송 규제를 들었다. 미국 작곡가·작가·출 업자 회

(ASCAP: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와 여기서 

소외된 재즈, 리듬앤드블루스, 컨트리 음악 련 뮤지션이 소속된 방

송음악 회(BMI: Broadcast Music Incorperated)와의 분쟁은 이후 BMI 

표 장르들이 계속 방송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특허법은 음반의 기술  부분과 련된다. 1930년 에는 10인치 

78회  셸락 디스크가 표 이었으나, 1948년 콜럼비아(Columbia)가 

12인치 33 1/2회  LP를 도입했다. 이에 RCA는 이듬해 LP 신 7인

14) Fink, Michael, Inside the Music Business: Music in Contemporary Life, New York: 

Schirmer Books, 1989.

15) Peterson, R. A., “Why 1955: Explaining the Advent of Rock Music”, Popular Music, 

vol.9, no.1,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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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45회  음반을 개발했다. 둘은 서로 경쟁했으나, 곧 둘 다 발매하

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 1952년 무렵 콜럼비아와 RCA 간의 경쟁에

서 33 1/2회  LP는 고  음악, 45회 은 음악 라디오 방송, 주크

박스용, 소매용 싱  음반의 주요 포맷이 되었다. 작고 가벼우며 깨지

지 않는 45회  코드는 인디펜던트, 소규모 코드 회사가 애호하

는 홍보용 매체가 되었다.16)

이처럼 음악산업은 매체·기술·제도가 결합해 동시 의 음악을 기

록하거나 재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음악의 취사선택이나 방향을 실질

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업 결정론이나 기술에 해 보내는 

신뢰는 다분히 미국  이데올로기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산업결정론

이나 기술 결정론  시각은 음악의 인기나 변화에 한 모든 것을 설

명해주지는 못한다. 단 인 를 들면 앞에서 살펴본 ‘로큰롤의 역사’

와 아티스트 심의 서술은 산업이나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

을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영미 대중음악사의 시대구분과 서술의 실제

앞서 언 했듯이 미 음악사는 록의 역사를 심으로 기술되

고 있다. 따라서 음악사는 ‘록의 사 - 록의 역사(기원, 정, 종말) 

- 포스트 록의 역사(혹은 록의 부활)’의 세 단계로 크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록을 심으로 한 구분 외에 10년 단 로 음악의 역사

를 세분해 기술하는 방식도 일반 이다. 컨  1940년 와 1950년

16) Shuker, Roy, Understanding Popular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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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년 축음기의 발명

1885년 틴 팬 앨리 성립

1899년 주크박스의 도입

1912년 12마디 블루스 곡 <Dallas Bluse> 악보로 출

1914년 ASCAP 설립

1920년 미국 최 의 라디오 방송국인 KDKA 방송 시작

1926년 BBC 설립

1928년 시카고를 심으로 한 도시 블루스의 음반화 시작

1930년  반 빅밴드 심의 스윙 성기

1939년 BMI 설립

1947년 TV 출

1948년 TV 쇼인 에드 설리번 쇼 탄생

<표 1> 록 이 의 기 음악사의 주요 국면

 사이에는 스윙재즈와 로큰롤이라는 한 경계선이 자리 잡고 있

다는 식이다.

3.1. 대중음악의 시작과 초기 대중음악사를 구성하는 주요 국면들: 미

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록 이 의 기 음악사의 주요 국면을 스타일, 매체, 제도 등을 

고려해 짚어보면 <표 1>과 같다.

기 음악사 형성에서 결정  좌표가 되는 것은 ①음악산업의 

발 과 진보, ②농  공동체에 기반을 둔 민속음악의 근 화로 요약

할 수 있다. 자에서는 미국 동북부 지역을 심으로 유럽의 클래식 

음악을 화한 백인 음악산업자의 동향이 에 띈다면, 후자에서는 

흑인 공동체에 기반을 둔 블루스가 도시로 진출하면서 아 로아메리

칸(Afro-American) 음악으로 정착하는 과정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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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나타나듯 백인 업자들이 주도한 음악산업과 흑인들이 만들

어낸 음악 스타일이 음악 형성의 주요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 음악사에서 가장 주요한 쟁 은 록의 기원과 형성의 문제

라고 할 수 있다. 로큰롤(혹은 로커빌리)이 리듬앤드블루스와 컨트리 

음악이 만나 형성되었으며, 더 복잡하게 말해 부기우기, 힐빌리, 홍키

통크, 블루그래스 등의 이  음악 요소들이 혼종되어 있는 음악이라는 

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다면 로큰롤 이  시기의 음악(에 한 설명

들)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에 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의 음악이 흑인의 음악과 백인의 음악이 만나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블루스는 흑인음악, 아 로아메리칸 

음악으로 재즈와 록이라는 양  음악의 뿌리를 이루는 음악으로 설명

된다. 마찬가지로 재즈도 흑인들의 가  가스펠, 그리고 블루스에 

기원을 둔 음악으로 설명되고는 한다.

블루스나 재즈 역사(에 한 서술)에서 요한 기 은 ‘기록’이다. 일

차 으로 구 에서 악보로의 기록, 그리고 나아가 음반 녹음을 통해 

소리까지 담을 수 있게 되는 단계를 거치며 국 으로 확산된다. 음

반이 생기기 이 에는 출 업자가 음악산업을 지배했으며, 악보 

매가 주요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1937년경부터 녹음이 시작되

고부터 달라졌다.  한 가지 요한 변화는 흑인들이 농 에서 도시

로 이동하면서 발생했다. 남부 흑인들이 시카고, 멤피스, 뉴올리언스 

등으로 이동하면서 형식과 사운드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이른바 농  

블루스( 는 컨트리 블루스)는 1940년 에 도시 블루스로 재탄생하면서 

어쿠스틱에서 기화( 기 기타의 사용  기 증폭)된 블루스로 진입한 

것이다. 재즈도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 뉴올리언스에서 태동한 재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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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로 이동했다. 재즈는 랙타임 시 부터 빅밴드, 스윙 시 에 이

르기까지 이른바 음악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스윙 음악

이나 빅밴드 스타일의 재즈 음악이 블루스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리듬

앤드블루스가 탄생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재즈가 ‘ 음악’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1950년  말이다. 

이는 재즈가 인 인기를 많이 상실했기 때문이다. 인기를 잃은 

이유로 먼  재즈가 어려워진 , 다음으로 1950년  말 로큰롤의 출

을 들고 있다.17) 그 이 인 비밥 이후부터 재즈 애호가들의 계  

성향이 변모해, ‘어려운 음악’의 청취자는 교육받은 흑인과 류 이상

의 백인이 되었고, 기층 흑인 민 과 백인은 리듬앤드블루스와 로큰롤 

기 음악으로 심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음악 으로 더욱더 

어려워진 1960년  반의 리 재즈 시 에 이르면 재즈의 청 은 

‘소수 마니아’ 집단으로 한정되고, ‘ ’은 좀 더 단순한 로큰롤에 

끌렸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재즈는 

음악과 수용자의 변화 등에 의해 ‘ 음악’의 범주에서 벗어난 별개

의 음악이 되었다.

한편 1900년경부터 1940년 까지 주류 음악을 지배한 음악으

로는 틴 팬 앨리가 있다. 형식이나 화성 패턴, 멜로디 스타일은 오페

타 같은 유럽의 ‘가벼운’ 음악을 계승했고,18) 로드웨이 뮤지컬에서 

출 했는데, ‘센티멘털 발라드’와 ‘멜로드라마틱 발라드’ 같은 크루닝 

창법으로 불린 노래들이 표 이다.19) 틴 팬 앨리는 랙타임, 재즈, 

17) 성기완, 재즈를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96.

18) Fink, Michael, Inside the Music Business: Music in Contemporary Life.

19) Charlie, Gillet, The Sound of the City: The Rise of Rock and Roll, New York: Outerbridge 

& Dienstry, 1970,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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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 등 새로운 스타일이 등장할 때마다 이를 통합해 동질화했는데, 

주로 1920~1930년  미국 산층 출신 여성의 취향에 맞추어졌다.

그랬던 것이 1950년  반 미국 사회가 인구·사회·문화 인 면에

서 변동을 겪으면서 틴 팬 앨리가 차지한 치는 로큰롤에 돌아가게 

된다.20) 즉, 제2차 세계  이후 등장한 베이비 붐 세 가 록의 출

에 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개인 인 창조성

만으로는 새로운 양식의 음악이 탄생하기 어렵다는 제 에서 출발

했다. 하지만 피터슨은 로큰롤의 탄생이 ‘왜 1955년인가’를 설명하면

서 이런 시각에 해 비 인 입장을 견지한다.21) 즉, 1950년  후반

에서 1960년 까지 후 베이비 붐 세 는 아직 10 을 뿐 아니라, 

로큰롤과 같은 음악 형태는 1950년  에 이미 존하고 있었다. 다

만 기술, 시장, 음악 요인들이 당하게 조합될 때를 기다렸을 뿐이라

는 것이다.22)

아울러 피터슨은 ‘문화의 생산’이라는 에 입각해 법과 규제, 기

술, 산업구조, 조직구조, 직업  성격, 시장이라는 여섯 가지 요소를 

고려해 미국 록음악의 출 을 고찰한다. 그에 따르면 록음악 출 에 

요한 향을 끼친 법과 제도는 작권, 특허법, 라디오방송 면허 규

제 다. 1914년 결성된 ASCAP가 라이선스를 내주고 로열티를 징수

하자, 이에 해 방송사가 반발하면서 1939년 BMI가 결성되었다. 이 

분쟁 과정에서 BMI는 ASCAP에서 소외된 재즈, 리듬앤드블루스, 컨

트리 음악 련 뮤지션에 주목했고 이들의 음악을 계속 방송함으로써, 

20) Shuker, Roy, Key Concepts in Popular Music, London & New York: Routledge, 1998, 

p.304.

21) Peterson, R. A., “Why 1955: Explaining the Advent of Rock Music”.

22) Negus, Keith, Popular Music in Theory; Shuker, Roy, Key Concepts in Popular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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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으로 록음악의 인기와 확산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피터슨은 버거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미국 록음악 

기의 역사를 시장 주기(market cycle)를 통해 설명하려 했다.23) 후부

터 1975년까지 록음악을 상으로 시장의 집 화와 음악상품의 동질

화 간의 계를 연구한 결과, 시장 집 화의 시기에는 음악상품이 동

질화되고 좀 더 경쟁 인 시장 상황에서는 음악상품의 신이 일어난

다고 주장했다. 이 듯 왜 1950년  반에 록이 나타났는가에 해 

설명하려면 새로운 10  소비자, 흑인음악과 백인음악의 조합, 새로

운 형태의 유통 형식, 남성 심  표  등 여러 각도의 근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2. 로큰롤의 역사를 둘러싼 담론의 층위와 서술 방식

여기에서는 록음악의 역사를 다룬 표  서인 The Rolling Stone 

Illustrated History of Rock and Roll과 Rock Music Styles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  The Rolling Stone Illustrated History of Rock and Roll은 록의 

표 인 장르와 스타일, 련 씬(scene)의 음악  특징을 개 하고 있

다. 이 책은 기본 으로 음악사에서 주요한 계기를 제공한 아티스

트 별로 기술하고, 맨 뒤에 그들의 디스코그래피를 삽입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술의 실제를 보면, 주요한 음악 장르나 씬을 개 한 

이 있고, 이에 해당되는 주요 뮤지션과 그들의 음악에 한 을 

23) Peterson, R. A. & D. G. Berger, “Cycles in Symbolic Production: The Case of 

Popular Music”,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 1975(republished in Frith, Simon 

& A. Goodwin, On Record: Rock, Pop, and the Written Word, New York: Pantheon 

Books, 1990, pp.14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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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구분 연도 뮤지션(계기) 장르 스타일

사, 록음악의 뿌리 리듬앤드블루스+컨트리

기원, 최 , 시 , 시작 1955~1956년 엘비스 슬리 로커빌리, 로큰롤

성, 정, 황 기 1967년 비틀스

쇠퇴, 종언 1976년 섹스 피스톨즈 펑크, 게

부활 1990년   바나 그런지, 얼터 티 록

<표 2> 록의 사와 록의 역사, 이후 역사

삽입하고 있다. Rock Music Styles는 특히 장르와 스타일별로 나 어 록

음악의 역사를 서술한 ‘교과서 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장르 안

에 주요 뮤지션의 표 음악으로 상세히 해설하는 방식을 취한다.

1976년에 이 나온 The Rolling Stone Illustrated History of Rock and 

Roll은 이후 재개정되면서 1980~1990년  음악 흐름을 반 했다. 

1970년  말부터 1980년  이후 부분은 총 690쪽의 내용  80여 

쪽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이 나온 시 가 그 이 이기 때문이라

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만은 아니다. 이는 1989년에 이 

나온 Rock Music Styles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양자의 시 구분을 비교해보면, Rock Music Styles의 경우 록의 시

인 1950년  이후 10년 단 로 시기를 구분하고 있다. 총 22개 장 

 1960년 가 6개, 1970년 가 6개의 장을 차지해 비 이 가장 크다. 

반면 그 뒤의 음악, 즉 1980년  이후는 1개 장 정도씩만 할애해 간략

하게 설명했다. 게다가 1980~1990년 의 표 장르로 설정한 음악들

은 록이 아니다. Rolling Stone Illustrated History of Rock and Roll의 경우 

완 히 10년 단 로 나  것은 아니지만, 디스코그래피는 주로 10년 

단 로 나 고 있다. 이는 기본 으로 이 책이 아티스트나 주요 앨범 

심으로 구성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록의 사와 록의 역사, 

이후 역사를 도해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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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포스트 록 씬을 둘러싼 제 문제

음악사 논의는 미권을 심으로 한 논의가 일반 이다. 여기

에서도 지 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로큰롤과 그 변형 장르를 특권화

하고 있다. 록 이후의 역사에서 가장 쟁 이 되는 것은 뉴 미디어와 

테크놀로지의 발달, 미 심 시각의 탈피와 음악 심의 재편, 록의 

쇠퇴에 따른 팝과 록의 이분법 구도의 변화라 할 수 있다.

1981년 이블 채  MTV의 개국과 핵심 코딩 매체가 CD로 환된 

것은 록의 종언과 련해 의미심장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음악 수용 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1970년  

후반 이후 음악의 진보를 이끈 것이 테크놀로지와 산업임을 극명하

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펑크 씬 이후 뉴웨이  음악, 게나 

힙합과 같은 새로운 음악은 테크놀로지의 개입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고, 마돈나와 마이클 잭슨으로 표되는 스타 산업은 밴드 심의 

록음악보다는 개인 스타 심의 팝 음악을 선호하는 분 기를 조성했다.

문화산업의 비 화는 이거노믹스와 처리즘으로 표되는 신자

유주의 보수화의 물결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록은 문화

산업의 일부로 정착했고, 반문화  징후들은 거  매체에 흡수되거나 

퇴조의 운명을 맞이했다.

이러한 변화는 팝/록이라는 이분법의 약화 는 해체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록이 문화산업에 포섭되면서 더 이상 특정한 공동체의 

취향이나 스타일을 반 하지 않는다는 진단에 의한 것이다.24) 음

24) 이러한 문제의식은 록의 특권  지 를 해체한 리스의 다음 서에 잘 나타나 

있다. Frith, Simon, Performing Rites: On the Value of Popular Music, Harvard University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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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에서 특정 장르를 제외한 잉여의 범주로 간주되어 경멸 으로 취

되거나,25) 십 를 겨냥한 싱  심 음악이었던 팝은 음악산업에 의

해 제공되는 포 인 음악으로 범주화되었다. 그 결과 팝과 록 사이

에 뚜렷한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팝/록의 구도는 팝과 록은 분리된 것

이 아니라 양자가 소통하면서 이질  요소를 받아들며 상호 풍부해지

는 길을 택하는 도정이라는 식의 좀 더 유연한 구도로 바 었다.26)

팝/록이라는 구도의 약화 는 해체는 록 씬의 폭발을 기화로 하나

의 상으로 취 되었던 미 음악의 분리까지 조장했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필연 으로 음악의 심이자 표 으로 자리 잡았던 미 

음악의 헤게모니 축으로 이어졌다.

한 1990년  후반부터 활성화된 MP3 형태 음원의 도입과 냅스

터의 출 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음악산업과 음악의 수용을 결정하

는 주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의 진화와 

교체 시기가 빨라진 것도 1990년  이후 에 띄는 상이라 할 수 

있다. 음악의 생산·유통·수용의 습을 바꾼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산

업과 기술이 음악의 질이나 방향뿐 아니라 음악을 둘러싼 실천 

일체를 조정하고 매개하는 데까지 개입하게 되었다. 이후의 음악산업 

재편도 이러한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4. 남는 문제: 영미 대중음악사의 한국 내 수용과 관련하여

지 까지 살펴본 미 음악사 서술의 기본 방향과 기술 방식은 

25) Frith, Simon, Will Straw & John Street, The Cambridge Companion to Pop and Rock.

26) Negus, Keith, Popular Music in Theory; Shuker, Roy, Key Concepts in Popular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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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음악의 역사와 동시  상황을 사유하는 데에도 향을 주

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 향을  요인을 거칠게나마 요약해보자

면 크게 음악을 청년 반항문화나 반문화로서 인식하는 의 확

산, 록과 록을 둘러싼 담론의 특권화, 일부의 음악을 술로 우

하려는 지속 인 움직임이라는 세 국면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음악과 문화가 진지한 문화  연구와 비평의 상

이 된 1990년  이후 가시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세 국면은 독립 으로 작동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

론에서 우 를 하는 청년음악의 연 기’라는 명제로 집 된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 반부터 시작된 록 담론의 폭발 인 분출과 

한국 음악의 거장에 한 발굴과 우는 바로 여기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선언은 한국의 록 담론이 어떠한 인식  

층 에 기반을 두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록이다. 다시 문제는 록 정신인 것이다. 우리는 록을 하나의 

사조, 혹은 음악  장르로 한정한 모든 기도를 거부한다. ( 략) 그것은 

기존의 질서와 고정 념에 한 복의 미학이다. 따라서 록은 텍스트

(text)와 역사와 사회라는 컨텍스트(context)를 제하지 않고서 결코 해

명될 수 없는 개념이자 유토피아로 화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이유를 소

멸하는 개념이다. 달리 말하자면 록은 유토피아를 향한 수렴의 동력이

며 그 자신이 유토피아라는 환상으로 고착되는 순간 문화산업의 이윤동

기에 포섭당하는 운명을 승인해야 한다.27)

27) 강헌, ｢문제는 록 정신(Rock spirit)이다｣, 리뷰 1994년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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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을 음악  스타일 이 에 시 정신의 총화나 청년 반항문화의 연

기로 본 이러한 선언은 미 음악사의 한국 내 번안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 뒤를 이은 서태지 담론, 록의 웅을 귀환하게 하는 세

모니라고 할 헌정 앨범 발매 붐, 한국 음악사 명반 선정과 련된 

일련의 기획의 기 에는 ‘ 웅 심, 록 심, 청년 반항문화 심’이

라는 사 이 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탄압과 검열로 

철된 수난의 역사’라는 한국 음악사의 내러티 가 보태지면서 

‘록은 곧 항의 음악’이라는 담론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소비자본주의로의 진입을 알리는 시 , 문화가 완벽하게 승리

를 거둔 시 라고 불리는 1990년 에 서양의 1960년 를 호출하고, 

‘일부의’ 음악을 술로 복권시키려는 시도는 음악사 서술에

서 당연히 제기되기 마련인 ‘실상과 해석’ 사이의 균형과 련해 지속

으로 생각할 거리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록을 상으로 하되, 포스트 록(post rock) 씬을 응시한 서28)는 록의 

신화화·특권화 흐름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

는 일상에서의 문화  실천을 화한 인디 록과 인디 씬에 한 지속

 심으로 이어졌다.29) 클럽, 온·오 라인의 음악 문 잡지,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와 결합한 인디 씬의 문화

 실천과 모색은 ‘ 항으로서의 록’, ‘청년 반항문화와 수난의 연 기

로서의 음악사’라는 구도에서는 탈피했지만, 이 한 ‘담론  우

’를 바탕으로 개되었다는 의구심을 완 히 해소하지는 못했다.

미 음악사에 한 고찰은 미 음악사로부터 생한 쟁

28) 신  외, 얼트문화와 록음악 1, 한나래, 1996; 얼트문화와 록음악 2, 

한나래, 1998.

29) 장호연·이용우·최지선, 오 더 코드 인디록 일, 문학과 지성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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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비 으로 유하면서, 미 심의 음악으로부터 탈피

하려는  지구  움직임과 합류하고, 한국 음악사의 내외를 분석

하기 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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