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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8호

권두언

김창남(한국 음악학회 회장)

얼마  아침 신문에 이 번쩍 뜨이는 기사가 하나 있었다. 탐욕스

러운 소수의 자본가들을 해 다수의 인민이 희생당해야 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 를 끝내야 한다는 박함으로 월 스트리트에 모여든 

군  앞에 92세의 음악인 피트 시거(Pete Seeger)가 나타나 함께 시 에 

참여했다는 기사 다. 그 신문 기사를 읽은 독자 가운데 피트 시거라

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게다. 하지만 미국 음악사

에 해 약간의 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모던 포크 음악의 역사

에 해 조 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뉴스에서 지 않은 감동

을 느 을 것이다. 1919년생인 피트 시거는 하버드 학을 퇴하고 

음악에 투신한 1930년  말부터 미국의 구  민요를 수집해 당 의 

문제의식으로 재창조함으로써 모던 포크 운동의 기수가 되었고, 이후 

평생 동안 민권운동, 노동운동, 반 평화운동, 인종차별 철폐운동에 

헌신해 온 음악인이다. 그가 만든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이

나 <If I had a hammer>, <Turn turn turn> 같은 곡들은 반  가요의 

고 으로 수많은 음악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리메이크되어왔다. 그의 

노래들은 1970년 의 한국 통기타음악과 1980년  노래운동에도 

지 않은 향을 미쳤다. 그가 여 히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아직도 녹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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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지성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놀랍고 감동

이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은 나아가 음악의 사회  역할과 의미에 

해 새삼 다시 생각하게 했다. 

음악이 사회와 어떤 련을 맺고 어떤 향을 미치는가는 그리 

쉽게 답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하지만 어도 음악이, 혹은 

음악인이 사회의 정  변화를 해 어떤 식으로든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1980년 의 노래운동

은 음악이 사회에 극 개입하고 사회 변화에 능동 으로 기여하고자 

했던 하나의 거 한 역사 다. 시 가 달라졌고 방식도 달라졌지만 

그런 음악  고민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공연장에서 지식과 

음악을 결합하면서 공감과 소통을 시도하는 강연콘서트 형식의 행사

가 부쩍 늘어났다. 유명 정치인이나 지식인 들의 토크와 음악인들의 

음악 공연이 함께하는 이런 행사들이 늘어난 것은, 의식과 정서의 교

감을 통해 함께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의 열망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이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함께 희망을 찾아내고 희

망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희망의 불씨를 좀 더 확산시키는 일, 그것이 

이른바 운동의 의미라면, 그 운동은 이미 시작 고 그 속에 음악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음악연구자로서도 반갑고 기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음악학회의 학술   음악이 8호를 맞는다. 
음악은 문 학술지이지만 단지 고답 인 학문의 상아탑을 쌓고자 

하지 않는다. 음악이 잣거리에 있는 것이라면 음악 연구 

역시 잣거리에 함께 서 있어야 마땅하다.  음악은 늘 잣거리

의 과 함께하면서 당 의 삶과 문화를 비 으로 바라보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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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이번 호에는 걸그룹에 한 이 세 편이나 있어 마치 걸그룹 특집

을 꾸민 것처럼 되었다. 강연곤, 정윤수, 김정원 세 분의 은 각기 

다른 시선으로 걸그룹 상을 읽어낸다. 걸그룹 문화는 단히 한국

이고  가장 당 인 상이다. 걸그룹 붐의 기 에 깔린 의 

욕망과 감성을 읽어내는 일은 지  이 시  한국사회와 문화의 가장 

민감한 한 부분을 읽어내는 일이기도 하다. 세 분의 을 통해 당  

한국 문화의 가장 민한 수를 조 은 거리를 두고 마주해 보시기 

바란다.

송 주와 김수경의 은 음악 연구의 사각지 를 다루고 있다

는 에서 공통 이다. 송 주의 은 음악 문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향 테크놀로지의 문제를 다룬다. 녹음 기술의 발달과 함께 

변화해온 음악 생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 이 논문은, 

음악의 필수 요소이지만 어느 구도 깊게 들여다본  없는 부분

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는 에서 주목에 값한다. 김수경의 은 한

국 음악사 서술에서 체로 소홀히 취 되어온 1970년  후반의 

주류 음악을 다룬다. 1970년  반의 청년문화 선풍이 꺾이면서 

등장한 이른바 ‘트로트 고고’는 개 음악사의 퇴행쯤으로 여겨

지며 폄하되어온 경향이 있는데, 이 은 말하자면 이 시  음악

에 한 새로운 존재 선언이다.

한찬희의 평론은 록 음악사를 장식해온 이른바 속주 기타리스트의 

계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진단한다. 록 음악에 한 심 역시 

 음악이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한찬희의 과 함께  음악
의 담론 스펙트럼이 한층 넓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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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 선거를 겪으며 한국 사회는 아연 활기와 희망을 되찾아가

는 것 같다. 그런 희망은 정치  변화에 한 기 와 함께하는 것이지

만, 사실 사회의 궁극 인 변화의 지 은 문화가 아닐 수 없다. 문화는 

가장 내 한 일상과 욕망의 문제이며, 이는 표면 인 정치 변화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오래간다. 정치의 변화에서 희망을 찾는 일도 요하

지만 문화 속에서 우리 삶과 의식, 무의식의 결 들을 찾고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 한 그에 못지않게 요하다.  음악은 

늘 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논문을 투고해주신 분들, 심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어려운 

상황에서 늘 차질 없이 학회지와 학술 회를 만들어주는 회원들, 그리

고 도서출  한울 편집부에도 감사드린다.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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