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두언

저자
(Authors)

김창남

출처
(Source)

대중음악 , 2017.11, 5-8 (4 pages)

Koren Journal of Popular Music , 2017.11, 5-8 (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대중음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7270679

APA Style 김창남 (2017). 권두언. 대중음악, 5-8.

이용정보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
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서울대학교
147.47.69.***
2018/05/08 17:46 (KST)

http://www.dbpia.co.kr/Publication/PLCT00002168
http://www.dbpia.co.kr/Publication/PLCT00002168
http://www.dbpia.co.kr/Publisher/IPRD00013533


권두언_김창남  5

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20호

권두언

김창남(한국 음악학회 회장,

성공회 학교 신문방송학과·문화 학원 교수)

한국 음악학회의 학술   음악이 20호를 맞는다. 반년

간 학술지이니 첫 호가 나온 지 꼭 10년이 되는 셈이다. 결코 쉽지만

은 않은 길이었지만 이제는 제법 학술연구 로서 체계 인 시스템

을 갖추게 되었고, 불모나 다름없던 음악 연구 분야에서 나름 작

지 않은 학술  성과를 쌓았다고 자평한다. 음악 연구의 길을 함

께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에 새삼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번 호는 학술논문 네 편과 공연평 하나, 그리고 특별기고 한 편으

로 구성되었다. 학술논문의 수가 많지 않은 건 그만큼  음악의 

학술  평가 기 이 높아지고 촘촘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은진은 일제강 기 가요에서 나타나는 여성성의 문제를 논

한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일제강 기의 많은 가요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체로 ‘연애’에 한 욕망으로 드러나며 그것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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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순진하고 어린 처녀임을 강조하는 형식으로 표 된다. 여성 

가수의 창법이 아양과 애교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도 여성

의 섹슈얼리티가 표 되는 정형  양식이었다. 이 은 주제가 가진 

무게도 있지만 가사뿐만 아니라 음악  구성과 창법까지 종합 으로 

분석하면서 당  가요의 여성성 문제를 드러낸다는 에서 특히 주목

할 만한 논문으로 여겨진다.

정우식은 재즈클럽 ‘야 스’를 통해 한국 모던 재즈 씬이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과정을 고찰한다. 1978년에 문을 연 야 스는 많은 연주

자들이 거쳐가면서 수많은 공연이 이루어진 한국 재즈 씬의 상징  

공간이다. 이 은 야 스를 심으로 활동해온 재즈 동우회 멤버들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한국 모던 재즈 씬의 개 과정을 두텁게 보여

다. 이 에 등장하는 뮤지션들이 모두 한국을 표하는 재즈 뮤지션

들이라는 을 보면 이 은 한국 모던 재즈의 역사와 문화  의미를 

종합 으로 보여주는 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권 우의 은 최근 음악에서 가장 요한 음악  경향 가운데 

하나인 일 트로닉 스음악의 분석 방법을 다룬다. 클럽문화와 함께 

성장한 일 트로닉 스음악은 그 문화  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업

이거나 향락 인 이미지로 인해 진지한 논의 상이 되지 못했다. 

이 은 일 트로닉 스음악이 가지고 있는 형식  특성을 구체 으

로 살피면서 그 음악  성격을 어떻게 바라 야 할지를 사례 분석을 

통해 보여 다. 음악 연구에서 많이 비어 있는 부분을 채워 다는 

에서 단히 큰 의미를 가지는 논문으로 평가된다.

김소연은 최근 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 이션(gentrifica-

tion)의 문제를 고찰한다. 이 의 분석 상이 된 ‘홍  두리반 투쟁’

은 한국 사회에서 젠트리피 이션의 문제를 극 으로 환기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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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끌었던 사건이다. 필자는 이 투쟁에 직  참여했던 인디 뮤지션

들을 심층 인터뷰하면서 젠트리피 이션 과정을 경험했던 술가들

의 인식이 어떤 변화 과정을 겪고 있는지 추 한다. 이 에서 드러나

는, 젠트리피 이션 반  운동 참여 경험을 가진 술인들의 인식 변

화의 양상은 지  이 땅에서 독립 술인들이 처한 상황과 련해 많

은 시사를 제공한다.

이번 호에는 학술논문 외에 한 편의 공연평과 한 편의 특별기고가 

실린다. 허희필은 지난 2017년 10월 순 한민국역사박물  기획으

로 이루어진 장유정 교수의 강연콘서트 <손목인과 김해송, 근  

가요 탄생의 주역들>에 한 람 소감을 보내주었다. 앞으로 
음악 에서 이런 종류의 콘서트 평문도 자주 보게 되길 바란다.

재일 연구자 박찬호 선생은 한국의 문화 술계 인사들과 인연을 맺

고 한국가요사(미지북스, 2009)를 집필하게 된 계기에 해 회고담을 

보내왔다. 그가 쓴 한국가요사 1, 2는 일제강 기에서 1970년 까

지 한국 가요의 역사를 집 성한 노작으로 한국 가요사 연구

자들에게 큰 향을 미쳤다. 은 연구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의 

삶을 담은 회고의 기록이 앞으로도 자주  음악 의 지면을 

빛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지  생각해보면 음악 연구가 사실상 불모나 다름없는 상황에

서 학회 간 을 내걸고 학술 을 발간하기로 했던 건 꽤나 무모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과정에서 

많은 학문의 동료들을 만났고 서로의 을 통해 함께 배우고 가르치

는 길을 즐겁게 걸어올 수 있었다. 고 신 복 선생님께서 명나라 사상

가 이탁오의 을 인용하며 주신 말 을 기억한다. “스승이 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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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니고 친구가 되지 못하는 스승은 좋은 스승

이 아니다.” 한국 음악학회라는 울타리 속에서,  음악이라는 

학술 공간 속에서 우리 모두 서로에게 좋은 스승이자 친구로서 먼 길

을 함께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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