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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14호

권두언

김창남(성공회 학교 신문방송학과/문화 학원 교수,

한국 음악학회 회장)

이번 호에는 모두 다섯 편의 이 실린다. 다섯 편의 이 갖고 있

는 심과 지향은 참으로 제각각이다. 늘 그 듯 음악을 둘러싼 

학술 담론의 스펙트럼은 다양하고 넓다.

이규탁은 미국 음악사의 한 장을 장식했던 모타운 소울의 역사

를 K-Pop의 랜딩 략과 비교한다. 모타운 코드사가 보여줬던 

랜딩 략이 요즘 SM이 보여주는 략과 상당히 유사한 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참신한 발상의 재미있는 분석이 아닐 수 없다.

최혜은은 식민지 시  조선의 음반산업 역사에 깊은 흔 을 남긴 

일축(일본축음기상회)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을 분석한다. 흔히 일본의 

민족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회사가 사실은 외자에 기반을 

둔 국제  기업이었다는 건 식민지 시  음악사의 개에서 상당

히 의미 있는 시사를 제공한다.

김수진은 음악의 정치성이 구성되는 두 가지의 방식을 논한다. 민

가요로서 탄압의 상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통령 취임식 음악

으로 신분상승한 <상록수>, 그리고 잘 나가는 아이돌 스타에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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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운동가이자 소셜테이 로 거듭난 이효리의 사례는 음악의 정치

성이 사회  맥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 것인지를 잘 보여

다.

양인화는 최근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아이돌 그룹 엑소

(EXO)의 팬덤을 분석 상으로 삼는다. 한국과 국을 주 무 로 활동

하고 있는 엑소의 팬덤에서 국어가 유통되는 방식은 흥미롭다. 팬덤

을 심으로 국어가 활용되고 유통되는 과정은 한국과 국의 문화

 계라는 차원에서도 유의미한 변화를 고한다. 

유지연은 라이  콘서트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 특유의 유

교 이고 집단주의 인 문화 속에서 겪게 되는 딜 마를 보여 다. 

개인화의 경향이 가속화되는 포스트모던 소비사회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유교  습의 굴 를 벗어나기 힘든 처지에서 이들이 보여주

는 모습을 ‘유교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용어로 표 하는 것도 재미

있는 지 이다.

요즘 자꾸 ‘속 없다’는 단어가 떠오른다. 이 말을 처음 들은 건 

오래  가요들을 통해서다. ‘속 없이 꺼져만 가는’(유호 작사, 이

조 작곡, 최희  노래 <종 >의 한 목) 따 의 노랫말은 늘 뭔가 허무

하고 무력한 느낌을 자아냈다.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건 희망의 근거는 끊임없이 작아지고 망의 두께는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게다. 

300여 명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고 몇 달이 흘 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싶다고, 납득할 만한 이

유를 들려달라고,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런 메아리도 없다. 그런 가운데도 힘 있는 자들, 책임 있는 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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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히 승승장구한다. 그 게 ‘속 없이’ 세월만 흐른다. 어쩔 수 없

는 불통의 권력, 불통의 시 다. 이런 시 에 문화는, 노래는, 음악은 

무얼 해야 하는가. 참 새삼스러우면서 무겁게 다가오는 질문이다.

한국 음악학회의 헌신 인 회원들, 좋은 을 주신 필자들, 그

리고 도서출  한울 여러분께 재삼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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