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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17호

권두언

김창남(한국 음악학회 회장,

 성공회 학교 신문방송학과/문화 학원 교수)

 음악 17호에는 모두 다섯 편의 이 실린다. 세 편의 논문과 

한 편의 서평, 그리고 한 편의 단상이다. 

권정구의 은 한국 음악사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 을 

차지했던 번안곡을 다룬다. 1950년 부터 다양한 음악인들에 의해 번

안, 발표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번안곡들은 1980년  후반부터 차츰 

사라진 바 있다. 이 은 번안곡 유행의 변화 과정이 정책의 변화나 

작권 개념의 변화와 한 련이 있음을 보여 다. 흔히 번안곡들

은 음악사의 흑역사 정도로 치부되는 경향도 있지만, 한 시  우

리 의 정서를 변했던 음악  유산이란 에서 좀 더 디테일하

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김창남의 은 주로 1960년  의 인기를 끌었던 화 주제곡들

을 다룬다. 1960년 에 화는 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문화 고 화 주제곡들의 상당수는 가요로서 큰 인기를 렸다. 

이 은 당  의 사랑을 받았던 화와 주제곡들의 몇 가지 유형

을 통해 그 시  의 감정 구조를 드러낸다. 근 화와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엄청난 속도의 사회변화가 이루어지던 시 , 은 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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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화와 주제곡들이 담고 있는 비극  감정을 통해 무력감을 달래

곤 했다.

장윤희는 베트남의 K-Pop 한류 수용자들을 분석한다. 흔히 K-Pop 

한류를 다루는 담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가요를 좋아하

는가에 주목하지만, 이 논문이 심을 갖는 건 베트남의 은 세 가 

‘왜’ 한국 가요를 즐기는가 하는 문제이다. 단순히 통계치를 다루

는 연구가 아니라 직  베트남의 은 세 를 만나 인터뷰하면서 얻

은 연구라는 도 그 고, 한류 담론에서 그리 요하게 다루어진 바 

없는 베트남의 사례를 다룬 많지 않은 성과의 하나라는 에서도 주

목할 만하다. 

이규탁은 문화연구의 고 으로 잘 알려진 리처드 호가트(Richard 

Hoggart)의 작 The Uses of Literacy(1957)를 번역한 교양의 효용에 

한 서평을 기고했다. 이 책은 문화연구자라면 구나 알고 언 하는 

고 이지만 정작 이 책을 제 로 읽은 사람은 많지 않다. 책이 나온 

지 근 60년, 우리 학계에서 본격 으로 언 되기 시작한 지 근 30여 

년 만에 이 책이 제 로 번역되어 나온 건 때늦은 만큼 반가운 일이다. 

번역자가 직  책을 소개하고 의미를 평가하는 이라는 도 흥미

롭다.

이 희의 은 최근 세상을 떠난 두 사람의 음악 연구자에 

한 송사이다.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며 음반 자료를 수집하고 원로들의 

구술 자료를 채집하는 등 음악사 연구자로서 요한 역할을 해 

오던 김종욱 선생과 김정  선생이 그 두 분이다.  음악은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 기에 어느 미디어에서도 조명하지 않았던 두 

분에 해 뒤늦은 추모의 마음을 하고자 한다.

한국 음악학회는 지난 2015년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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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학술 회에서는 학회 회원들이 조 하게나마 10주년을 기념하

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10년이 지나도록 학회 규모가 에 띄게 커지

지도 않았고 학회 살림이 크게 늘지도 않았지만 꾸 히 학술 회를 

열고 학술지를 발간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 음악 연구의 폭과 두

께는 그만큼 더 풍부해졌다고 자부한다.  음악이 좀 더 다양하고 

풍요로운 음악 담론의 장으로 발 하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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