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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공연평

바람은 공기를 부르라. 우리는 노래를 부르리: 

<손목인과 김해송, 근대 대중가요 탄생의 주역들>을 보고

허희필(한신 학교 인문(컨텐츠)학부 1학년)

2017 박물  가을 콘서트 1

강연  노래: 장유정(단국 )

연주: 주화  트리오(주화 , Cray Koo, 오정택)

일시: 2017년 10월 14일 17시

장소: 한민국역사박물  옥상

간 기라고 단정 짓기에는 무도 애매한 10월이 흐른다. 가을과 

겨울을 잇는 가교로써 10월의 두 번째 주말, 나는 화문의 공기를 

쐬러 종종걸음을 하 다. 바람은 속 없이 차가워질 테지만 아직은 

오래 걸으면 땀이 차는 나로서는, 세종로의 분주한 분 기가 심히 답

답하게 느껴졌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이 갓 정오를 넘긴 

때 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일몰의 풍경이 기어이 햇빛과 온도를 교환

하는 오후에 나는 소 한 울림이 펼쳐질 한민국역사박물 의 8층 

옥상에 당도해 있었다. 시  속 술, 특히 음악과 음악가에 한 이야

기를 세 번에 걸쳐 기획한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라>의 첫 시리

즈 ‘손목인과 김해송: 근  가요 탄생의 주역들’을 음미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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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 노래하는 음악사학자, 단국 학교 장유정 교수님의 가창

과 설명이 음악사  이해에 수월한 깊이를 더하 다. 이다지도 섬세

한, 시 와 ( )음악에 한 근과 악은 풍요로운 문화  지평을 

이해하는 데 최 화된 미덕에 다름 아니다. 그것은 더군다나 외래문화

에 한 것이 아닌, 식민지를 겪은 이곳 한반도의 음악  토양에 한 

것이기에 나는 장유정 교수님의 노래에 한껏 도취를 가했다. 비록 청

자의 입장에서 받아들인 리듬이 매우 긴 시간의 호흡을 갖고 있었다 

해도, 그것은 당 의 문화  표 과 정경을 떠올릴 수 있는 율동  

지침으로 작용하 다. 

재의 음악을 향유할 에 어느 순간 리듬을 끄는 고갯짓이 

빨라지는 반면, 이날 옥상에서 이루어진 소리의 조우는 일 되고 느

한 고갯짓을 유발하 다. 이런 자연스러움은 1920~1930년 의 

음악이 탁월한 재즈 사운드의 도로 꽉 채워진 데 그 연유가 있지 

않았을까? 첫 시리즈의 타이틀에서 드러나다시피, 이것은 1920~1930

년  가요를 잉태한 술가들에 한 이야기 다. 손득렬이라는 

본명을 가졌지만, ‘손목인’이라는 좀 더 정련된(?) 명으로 알려져 있

는 작곡가 손목인, 일 이 재즈라는 장르를 이해함은 물론이고 작, 편

곡과 연주에 이르는 인 재능을 타고난 ‘종합 술인’ 김해송의 생

 경로에 한 그 이야기. 물론 당연하게도, 이 두 술인에 한 

이야기는 그 자체로 그치지 않는다. 이 두 존재로부터 당 의 음악  

토양을 운운할 수 있고, 문화  경로를 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족

 의미에서 큰 의의를 갖는 고복수의 <타향(살이)>, 이난 의 <목포

의 물> 등을 창작한 이가 손목인이요, 한국  블루스의 정수를 터득

한 티가 역력한 이난 의 <다방의 푸른 꿈> 등을 작곡한 이가 김해송

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술  생산의 기 에 과연 어떤 감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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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노래하는 장유정 교수와 연주하는 ‘주화  트리오’

운집해 있었기에, 이리도 농 한 음악  테마들이 지  시 에까지 

회자되는지에 한 의문도 생겼다. 간드러진 장유정 교수님의 목소리

와, 섬세한 선율로 재즈  멋을 지어낸 세션 ‘주화  트리오’의 유려

한 구성미에 연속 인 감탄을 느끼는 와 에도 그 의문에 해 돌이

켜보았다. 해답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았다. 이미 일몰의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날 즈음까지 공연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바람의 온도가 더 떨

어질 찰나에 공연은 끝을 맺었다. 어쩌면 손목인과 김해송의 불후의 

명곡은, 이날 녁을 맞이하며 거세진 바람과 같은 감수성이 있었기에 

배태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다. 가령 <타향살이> 같은 곡을 

생각하면 더욱 그 다. 바람은 돌아오기 무섭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다. 비록 바람과 같은 속도는 아닐지라도, 어딘가에 정주(定住)하지 못

하는 식민지 조선의 민족  역마가 곡의 반에 끼어 있다. 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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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이상의 격차를 이루는 시간의 틈 사이에서 당 의 (민족 ) 감

성을 엿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우연인지에 해 생각해본다. 소리 그 

자체로만 이해하기에는, 차마 그 당시 조선 민족의 얼굴이 떠올려져 

나는 공연의 한 지 에서 서  인상을 푸릴 수밖에 없었다. 그

지만 모든 곡들이 이런 비장한 흐름을 이루는 것은 아니었을 뿐더러, 

‘주화  트리오’가 들려  편곡된 세션의 시원시원한 도는 당 의 

느낌을 살린 다과(다방커피와 쿠키 등)와 함께 공연을 향유하기에 

한 것이었다.

특별히 개인 으로 더욱 흥미롭게 리듬을 탈 수 있었던 지 은 장

유정 교수님이 가수 김장미의 <엉터리 학생>을 부르는 순간이었다. 

지 의 표 으로 그 시 의 ‘청년담론’을 극 으로 희화화해서 표

한 김장미의 가창도 가창이지만, 이 곡에 한 은 한 친근감을 내면

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곡은 2004년 입에 발매된 힙합 그룹 

가리온[Garion(MC 메타&나찰, (前)최선생)]의 1집 ｢Garion｣ 수록곡이 샘

링(기존의 음원을 따서 소리를 입히는 창작기법)한 원자재(?)이기 때문

이다. 주제의 실질  기조는 그 로 가져가되, 거기에 랩·힙합 인 의

식을 첨가한 작품의 다섯 번째 트랙 <엉터리 학생>이 바로 그 곡이다. 

가리온의 곡은 샘 링된 원곡의 사운드에 입 진 랩 덕분에 해학 인 

를 구축한다. 한마디로 우아한 원곡의 멜로디에 깊이 있는 언어가 

더해진 것이다. 원곡으로서의 <엉터리 학생>은 ‘청년’이라는 굴

의 토속을 간결하고도 우스꽝스럽게 하는 곡이다. 이 한 곡에 더욱 

많은 문장을 할애한 이유는, 곡에 한 원  느낌과 장유정 교수님

의 가창에 한 홀홀한 분 기가 알맞게 어우러졌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 게 막연한 인상은 확연한 감정으로 확장된다. 이 질박한 감

성을 계 의 사이를 이루는 공기와 함께 느 다는 건 꽤 이른 인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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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에서 겪은 뜻깊은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노래라는 하나의 포맷을 포함하여, 장유정 교수님은 손목인과 김해

송이라는 당 의 엘리트 술가의 삶과 행 을 뚜렷한 목소리로 일러

주셨다. 불 화음을 이루는 화문 한 켠의 날카로운 시 구호와 가차 

없이 차가워지는 바람 사이에서도, 장유정 교수님은 당 의 모습에 

한 열정 인 가이드와 더불어 우수에 가까운 시선을 노래에 삽입하

는 자세를 보여주셨다. 애매한 날씨가 바람으로 인해 잠시나마 풀렸던 

녁의 종로 하늘은 잡티가 없었다. 나는 그 게 물어가는 주말의 

한편에서, 반평생(50년) 이상의 시간을 거쳐온 애상(哀想)의 흔 을 만

끽할 수 있었다. 

*투고: 2017년 10월 23일, 게재확정: 2017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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