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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18호

권두언

김창남( 음악학회 회장,

 성공회 학교 신문방송학과/문화 학원 교수)

지난 2016년 10월 스웨덴 한림원은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밥 딜런(Bob Dylan)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놀라운 뉴스는 큰 논란

을 불러 일으켰다. 스웨덴 한림원 측이 밝힌 밥 딜런을 선정한 이유는 

“ 한 미국 음악의 통 내에서 새로운 시  표 을 창조했다”라는 

것이다. 한림원 사무총장 사라 다니우스(Sara Danius)는 밥 딜런의 노래

를 “귀를 한 시”라고 표 하기도 했다.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

은 그동안 문자언어와 책이라는 엄격한 정 의 틀에 갇  있던 문학

을 구어 는 말의 문학까지 아우르는 세계로 넓히겠다는 의미로 해

석된다. 고고한 문학주의자들이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 

그들은 문학이란 온 히 문자성의 구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

장한다. 노래의 핵심은 가사가 아니라 멜로디에 있으며 따라서 노래는 

음악이지 문학이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노래가 문학 작품

보다 더 한 통찰을 담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번 결정에 회의 인 

사람들은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문학의 우수성에 한 자신

들의 믿음과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래가 문학  가치를 갖는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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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원의 다니우스 사무총장이 언 했듯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도 노래

다. 따지고 보면 문자가 등장하고 텍스트로 기록된 문자 문학이 생

겨난 건 인류 역사에서 불과 5000년 의 일이다. 문학에 앞서 노래가 

있었다. 문자가 만들어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그랬다. 세 음유시인

들의 발라드도 수 (Lyre)에 맞춰 부르는 노래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

다. 노래는 문학의 고향이다. 우리가 지  시, 소설, 희곡 등으로 알고 

있는 통 인 문학 장르란 근 의 형성 과정에서 분화되며 발 되어

온 것이다. 그 게 보면 스웨덴 한림원의 이번 결정은, ‘분화’를 특성

으로 했던 근 성(Modernity)의 시 에서 ‘탈분화’의 흐름으로 변해가

는 탈근 성(Post-modernity)으로의 이행이라는, 좀 더 거시 인 문화  

변화의 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른다. 

밥 딜런의 수상은 음악의 사회  역할과 의미에 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뛰어난 가사를 쓰는 싱어송라이터(singer-songwriter)는 

밥 딜런 말고도 많다. 그가 다른 모든 싱어송라이터보다 더 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되고 심지어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건 그의 음

악이 함축 인 노랫말을 통해 미국의 사회운동에 직 인 향을 미

쳤기 때문이다. 그가 액티비스트(activist)의 면모를 보여  건 1960년

 반 몇 년뿐이었고, 이후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며 다양

한 변신을 보여왔지만 그의 음악은 늘 당 의 세계를 향한 술  자

의식의 표출이었다. 

밥 딜런의 노벨문학상 수상과 무 하게 노래는, 즉 음악은 그 

자체로 술이고 사회  발언이다. 우리가 음악을 학술  담론의 

상으로 진지하게 다루는 것은 음악이 언제나 한 시 의 삶과 

정서, 의식과 기억을 담보하는 역사이자 기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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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모두 여덟 편의 이 실린다. 민경탁은 1세  가요 

작곡가로 잘 알려진 나화랑의 작품 세계를, 특히 민요에 한 심과 

열정이라는 에 주목하여 다룬다. 김수아와 홍종윤은 최근 화제가 

된 래퍼 블랙넛의 힙합 수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남성성의 문제를 분

석한다. 심재겸은 해방 후부터 1950년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로로 

표출된 국민가요운동의 개 과정을 보여 다. 뮤지션 이씬정석은 최

근 음악 산업을 둘러싼 생태계를 건강하게 바꾸려는 뮤지션유니온 활

동의 의의를 논하고, 역시 그 자신이 뮤지션인 강상구는 술인, 특히 

음악인들이 겪는 재능기부 담론의 딜 마를 이야기한다.

이번 호에는 두 편의 평론과 한 편의 어 논문이 함께 실린다. 옛 

음반 자료의 발굴, 보존과 복각에 련한 체험  단상을 담은 이 희, 

박찬호 두 분의 과 미국 오하이오 주립 학 김필호 선생의 어 논

문이 함께하면서 이번 호의 담론  지평이 좀 더 넓고 풍부해졌다.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과 함께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화문에 

백만 시민이 모여 촛불을 들고 여러 음악인들이 시민 앞에서, 는 

시민 속에서 함께 노래 부른다. 이들의 함성이 어떤 결말을 낳을지 

아직 속단하긴 어렵지만 음악의 사회  가치와 의미를 새삼 생각하게 

되는 요즘이다.

을 내주신 필자들, 심사해주신 연구자들, 한울 출 사 측에 재삼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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