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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춘의 작품세계

이영미 (대중예술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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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느린 듯 빠르게 읊조리다

4. 이야기를 마치며

이 은 한국의 표 인 비  포크 작가이자 가수인 정태춘의 작품

세계 체를 정리하는 이다. 우선 그의 작품세계의 흐름을 다섯 시기로 

정리하면서 그의 작품  시기에 걸쳐 요하게 등장하는 ‘물’ 이미지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후 그의 읊조리는 듯한 노래 짜임새와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한다. 

그의 첫 시기인 1983년까지는 가장  인기를 린 시기이지만, 

아직 그의 작품세계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창기의 모습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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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비  방송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제2기 1983~1988년의 작품에 이르

러 그는 비로소 작가주의 인 자기 세계를 정립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3

기 1989~1991년에는 합법  가요의 시장을 벗어나 민 가요권으로 

옮겨왔고, 검열과 이윤 가능성에 억매이지 않은 채 사회 실에 한 비

 형상화를 담은 작품을 만들고 이를 비합법음반과 집회  공연 등을 

통해 발표했다. 뜨거운 민주화운동의 시기가 끝난 후인 제4기 1992~2007

년의 작품에서 그는 몇 년 간의 투쟁의 시기가 허망하게 마감되어 버린 

당혹감과 아쉬움 속에서, 차분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치열하고 리한 

시선으로 실과 자신을 성찰한다. 작품활동이 거의 끝나가는 시기인 제

5기 2008년 이후의 작품에서 그는 제4기에서 견지하고 있던 희망  태도

를 내려놓고 더욱 차분하고 냉철하게, 세상과의 불화를 노래한다. 

‘물’이라는 상징은 그의 작품세계의 시작부터 끝까지 매우 요하게 등

장한다. 제1기에서는 그  배경처럼 등장하던 물은, 자신의 작품세계가 

확립되는 제2기부터 요한 의미로 정립되어 마지막 시기까지 이어진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 실에 해 가장 직 으로 발언하던 제3기에는 상

징으로서의 물이 사라진다. 내면의 원형  심상에 을 돌릴 틈이 없이 

오로지 사회 실에만 주목하던 작가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태춘 노래의 요한 형식  특질은 읊조리는 듯한 노래, 서창 인 

노래라는 이다. 한 마디 안에 아주 빡빡하게 많은 음 의 가사를 배치

함으로써 많은 양의 내용을 소화한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산문 이면서

도 늘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산문성은 자신의 작품세계가 정립되는 제2

기부터 두드러져  강해지는 양상을 띤다.

핵심어: 정태춘, 비판적 포크, 물, 서창, 산문성

1. 자작곡가수 정태춘의 역사적 위상

정태춘이 한국을 표하는 비  포크 자작곡가수임을 부정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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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와 함께 거론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김

민기뿐이다. 포크의 창기이자 상승기 던 1970년  반에 존재하는 

한 수, 양병집, 방의경, 그리고 1980년 에 주로 활동한 돌, 소리모

아( 주의 박문옥 등이 주축이 된), 백창우 등을 모두 고려해 본다 해도 

작품의 양과 질에서 모두 김민기⋅정태춘 정도의 비 을 가지고 있다

고 이야기하기 힘들다(한 수의 작품이 양과 질에서 남다르다 할 수 

있지만 1, 2집 이후 오랫동안 국내 가요계 바깥에서 활동했다는 

에서 김민기·정태춘과 함께 논의하기는 어렵다). 이외에는 합법 인 

음악 시장의 바깥에서 노래운동으로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이다(이

른바 ‘인디음악’ 역이 본격화하기 인 1990년  반까지로 한정한

다면 그 다). 

세시 , 서태지와 트로트를 부르다에서 이야기했듯이, 벽을 이

루는 김민기와 정태춘은 여러 모로 조되는 바가 많다. 둘은 모두 1970

년 에 등단하여 활동했지만, 비  포크를 한 시기는 겹치지 않는다. 

김민기의 작품은 1970년 , 그 에서도 1970년  반에 많은 수의 

작품이 집 되어 있고, 정태춘의 비  포크의 시기는 1987년 6월 시

민항쟁을 겪고 1988년 무진 새 노래로 이 의 작품세계의 변화를 

고한 뒤부터 본격 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김민기가 노래한 세상과 정태춘이 노래한 세상은 시기

으로 차이가 있다. 사회  실에 한 비  성찰과 극  발언이 

요한 비  포크에서, 작품 생산 시기의 차이는 매우 요하다. 김민

기는 4⋅19에서 시작한 1960년  학생운동의 분 기가 여 히 남아있

던 1970년  부터 시작하여 박정희 정권이 헌정질서를 괴하며 만

들어낸 폭압 인 유신시 까지 부분의 작품을 발표했다. 이 시기는 

청년문화 창기 고 그래서 김민기의 작품에는 청년들의 때 묻지 않

은 순수함을 기성세 의 세상과 립시키는 기 포크의 구도가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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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살아있다. 그에 비해 정태춘이 비  포크 활동을 본격화한 시기

는 두환 정권이 끝난 이후로, 이미 학생운동의 화가 정에 도달

한 시기 다. 이른바 낭만  학생운동기가 끝난 지는 벌써 십 수 년이 

지났고, 사회와 역사에 한 사회과학  지식이 화되어 있었으며, 

노동운동을 비롯한 각 계층의 운동이 만개해 있던 때 다. 

그런데 이 게 활동 시기가 다른 둘의 나이 차이는 불과 3년이다. 

즉 둘은 각기 비  포크를 주로 발표한 나이가 다르다는 것이다. 김민

기의 비  포크는 20 의 감수성 민한 청년의 시선과 감각으로 포

착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 다. 그에 비해 정태춘의 비  포크는 결혼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30~40  장년기에 포착된 세상의 모습을 

보여 다(이 미, 2011: 156-157). 특히 주지하다시피, 서울에서 성장하

고 명문고와 명문 를 졸업한 김민기와 달리, 정태춘은 경기도 평택에

서 스무 살까지 성장하여 산업화 이 과 이후의 농 을 고루 체험하

으며 게다가 학 경험도 없다. 한국 포크의 표 인 세계 유방식인 

‘기성세 와 다른, 때 묻지 않은 순수에의 추구’가 주로 도시 고학력 

청소년의 것이었다는 을 생각하면(이 미, 2006: 220-270) 이  세

나 경험했을 법한 황포돛배가 있는 나루터와 고된 농사일을 일상으로 

체험하며 성장한 사람이 30  반 이후에 보고 느낀 세상의 모습은, 

여태껏 한국 포크의 역에서는 한 번도 작품화된 이 없는 체험⋅감

수성이다. 그런 에서 김민기와 정태춘은 정말 체불가능은커녕 비

교조차 쉽지 않은 고유함을 각기 지니고 있는 자작곡가수라 할 수 있다. 

비단 비  포크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의 포크 반, 혹은 더 나아가 

한국 가요사 반으로 폭을 넓 보아도 자작곡가수로서의 그의 긴 

역사는 독보 이다. 첫 음반을 낸 1978년부터 다시, 첫 차를 기다리

며를 낸 2002년까지 무려 사반세기 정도의 긴 기간 동안 끊임없이 자

작곡 노래를 발표해온 가수는 무후무하다. 앞서 이야기한 김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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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신작음반으로 본다면 1971년 첫 음반이 유일하며 이후에는 

상업 으로 발표되지 않은 노래들이 민 가요로 유통되거나 양희은의 

목소리로만 발표된다. 그나마 1978년의 거치른 들 에 푸르른 솔잎처

럼이 거의 마지막이며, 1980년  이후 음악극 작업에 매진하 다. 알

다시피 한국 포크의 표  자작곡가수인 송창식은 1971년 솔로 데뷔 

후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1986년 참새의 하루가 마지막 신작 음반이

며, 한국 언더그라운드의 부라 불리는 조동진은 긴 기간 활동했지만 

1996년에 마지막 신작 음반을 냈고 그나마 워낙 드문드문 발표한지라 

이 음반이 제5집이다. 한국 가요사를 통틀어 정태춘과 맞먹거나 이

를 능가하는 긴 흐름을 보여  자작곡가수는 조용필, 이정선 정도를 꼽

을 수 있을 뿐 그 외에는 찾기 힘들다. 이  조용필은 자작곡가수이지

만 작가주의 이라 보기 힘들다는 에서, 이정선은 시기에 따라 가사

보다는 음악의 변화가 다채로웠다는 에서, 정태춘과 다른 양상을 보

인다. 이래 래 문학  측면을 심으로 노래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정태춘은 요한 연구 상일 수밖에 없다.

정태춘에 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깊이 있는 분석을 했다. 정태

춘만 단독으로 집 으로 다룬 만 들어보아도 김형찬, 김창남의 

이 있고, 나 역시 정태춘 작품집을 묶어내며 각 시 별 작품세계의 변화

를 서술했으며 이후 두 번에 걸쳐 작가론이라 할 만한 것을 써서(이

미, 2003, 2011) 더 이상 보탤 말이 있을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들 은 모두 향토성⋅토속성, 사회 실에 한 비  형상화, 

그리고 풍자와 해학, 이죽거림 등 독특한 미감 등에 주목하여, 주로 그

의 생애와 가사의 내용  측면의 분석에 기울어져 있다. 다만 김형찬의 

에서, 국악  요소의 극  사용과 민요  창법, 그리고 이즈 

단 로 당히 박자를 맞추어나가는 읊조리는 노래 방식에 해 서술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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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는 앞서 내놓은 나의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이야기

를 덧붙이고자 한다. 하나는 앞선 논의 이후에 발표된 작품까지를 통틀

어 그의 작품세계의 흐름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그의 작품  시기에 

걸쳐 요하게 등장하는 ‘물’ 이미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의 읊조리는 듯한 노래 짜임새와 그것이 지니는 의미에 해

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2. 작품세계의 변화와 상징으로서의 물

나는 1989년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도서출  한울)와 1991년 

이를 수정증보한 정태춘(도서출  한울)을 펴내면서 그의 작품세계

의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 바 있다. (1) 1975년까지, (2) 1976~1979

년, (3) 1980~1985년, (4) 1986~1988년, (5) 1989년부터. 이 두 권의 책은 

정태춘의 악보와 가사를 실은 작품집이어서, 시기구분을 음반 발표시

기가 아닌 창작시기를 심에 두고 단한 것이다. 이후에 쓴 ｢비  

포크 자작곡가수의 감동스러운 성숙의 과정 - 정태춘의 노래｣(시작
2003년 호)에서는 (1)과 (2), 그리고 (3)과 (4)를 각각 묶어 (1) 1979년

까지, (2) 1980~1988년, (3) 1989~1991년, (4) 1992년부터, 이 게 네 시

기로 수정하 다. 

연구를 해 쪼개고 나 는 ‘분석’이라는 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인간사는 무 자르듯 말끔하게 나뉘지 않는다. 하지만 설명을 

해 어쩔 수 없이 이 에서도 시기를 나 어 그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

고자 한다. 이 에서는 음반 발표를 통한 활동을 극 으로 고려하고 

2003년 이후 발표된 작업까지를 포함하여 시기구분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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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1983년까지 - 음반 시인의 마을, 사랑과 인생과 원의 시, 

우네(박은옥 음반 회상, 양단 몇 마름)

제2기 1983~1988년 - 음반 떠나가는 배, 북한강에서, 무진 새 

노래
제3기 1989~1991년 - 음반 아, 한민국…
제4기 1992~2007년 - 음반 92년 장마, 종로에서, 정동진/건 간

다
제5기 2008년 이후 - 음반 다시 첫 차를 기다리며, 바다로 가는 

시내버스

이 다섯 시기를 거치면서 작가주의  창작자인 정태춘이 형성되고 

변화해 가는지를 간략하게나마 설명할 것이다. 특히 이 에서는 ‘물’의 

변화에 해 주목하려 한다. 강과 바다를 포함한 물은,  시기를 통틀

어 그의 노랫말에서 계속 등장하는 상징  사물이다. 아직 충분히 작가

주의  성향을 드러내지 않았던 시 부터 강과 바다는 지속 으로 등

장한다. 이 핵심  사물이 지니는 무게감이 변화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작품세계 변화를 보여주는  다른 가늠자일 것이다.

2.1. 제1기: 1983년까지

제1기는 작가 정태춘의 기  재료들이 축 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

다. 성장기에 경험했던 농 의 풍경과 삶, 농  청년의 상상과 동경으로 

주조된 상상된 도시 풍경, 지식인과 술인의 세계를 동경하며 만들어

낸 시  포즈와 념 인 언어들, 스무 살 래들이 경험하거나 상상한 

연애의 떨림과 이별의 아픔, 고향을 떠나온 후 갖게 된 고향과 가족에 

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다. 그는 농 에서 성장하며 승려 출신 시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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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의 기 시에 탐닉했다. 그런 에서 도시에서 성장하며 기독교

와 련된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공부한 많은 기 포크 자작곡가수와

는 차별성 있는 작품세계를 만들어갈 조짐이 이 시기부터 뚜렷이 확인

된다. 특히 포크 작가  국악에 해 가장 극 인 심을 보이고 있

다는 은 독특하다(한 면 체를 국악 반주로 채운 3집 음반은 가

요계의 풍토를 고려한다면 다소 놀랍기까지 하다). 이는 향토  분 기

의 가사, 거칠거칠한 질감에 음을 흔드는 독특한 시김새의 가창과 어우

러져 그의 고유한 색깔로 자리 잡았다. 노래를 노래답게 만드는 작품 

형상화 능력에서도 앞으로 좋은 작가가 될 법한 재능이 엿보인다. 첫 

음반에서 지 않은 히트 성 을 내고 있다는 은 이를 잘 말해 다. 

하지만 이 시기의 형상들은 충분한 내  성찰을 거친 것이라기보다

는 아직 습작기의(혹은 습작기를 막 벗어난) 기 인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진정성 있지만 그리 독특하다고는 할 수 없는 연애⋅사

랑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그만의 독특한 역이라 할 만한 시골의 삶 

역시 기존의 많은 작가들에게서 흔히 보 던 몰역사 인 토속성의 세

계에 머물고 있다. 컨  이 시기 작품  완성도가 뛰어난 <장마>, 

<우리 동네 명창 회> 등도 그런 부류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시인의 

마을>, <합장> 등에서 엿보이는 불교 련 내용이나 념  언어의 사

용 등도 그 다. 즉 노래를 노래답게 구사하는 능력이나 자기만의 독특

한 질감을 충분히 입증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이 내  성찰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되고 재생산된 것이라 보기 힘든 것이다. 어

쩌면 그랬기 때문에 국악 반주로 음반 한 면을 모조리 채우는 무모한 

실험도 지를 수 있었을지 모른다. 

그에게 매우 요한 상징  사물인 강과 바다 역시, 아직은 충분한 

상징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고 사랑과 이별의 공간  배경으로만 기

능하는 양상을 보여 다. <서해에서>, <회상> 등에서 이별과 그리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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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로서의 바다, <장마>에서 큰물에 나룻배가 묶여버린 강 등은, 모두 

그다지 큰 의미 부여를 하기는 힘든 단순한 공간과 풍경이다. 

많은 할 말과 심이 분출하고 있으나 아직 자신의 것을 충분히 정제

되지 않은 이 시기의 모습은 에 지 충만한 청년작가답다. 이미 기존에 

존재했던 지  자산들을 끌어 모아 먹어치우면서 자신의 기 자산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다. 

2.2. 제2기: 1983~1988년

이에 비해 제2기는 작가주의 인 언더그라운드 자작곡가수로서의 정

체성이 형성된 시기이다. 기획자가 선곡한 노래로 채워진 1집 음반의 

상업  성공과 스스로 선곡하여 만든 2집과 3집의 처참한 흥행 실패로, 

어쩔 수 없이 몇 년 간의 공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는, 1984년 떠
나가는 배로 간신히 재기에 성공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제1집 때처럼 

텔 비 에 출연할 수 있는 가수가 아니었다. 1970년 에 등단한 많은 

포크 가수들이 그러했듯이 그 역시 음반과 라디오, 소극장 공연을 주 

활동을 하게 고, 1980년 에 본격 으로 형성된 언더그라운드 가수

의 일원이 되었다. 언더그라운드 역이 본격 으로 형성되면서 텔

비  쇼 속의 인기가요와는 다른 질감의 작품을 극 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것은 그로서도 새로운 길을 만나게 된 셈이었다. 

즉 그는 <촛불> 같은 1집의 인기 있는 사랑 노래로 형성된 인지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2집과 3집에서 상업 으로 처참하게 실패했던 노

래들이 작가주의  정태춘의 극 인 자산으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 

시기를 맞게 된 것이다. 재기를 해 옛 히트곡을 많이 배치하며 조심스

럽게 시작했던 떠나가는 배를 넘어서서, 1985년의 북한강에서에서

는 훨씬 더 과감하게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면서도 수용자들의 외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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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 안정감 있는 작가주의 자작곡가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리고 6월 시민항쟁을 겪은 후 다소 완화된 검열 환경을 바탕으로 1988

년에 내놓은 무진 새 노래로 그의 작가  색깔은 더욱 뚜렷하게 정립

되었다. 

이 시기 음반에 발표된 노래  <여드  팔십 리>, <장서방네 노을> 

등 지 않은 수의 작품이 1기에 만들어졌거나 발표 던 것들이다. 그

래서 1기에서 나타났던 몰역사  토속성 등이 이 시기의 음반에서도 

조 은 나타난다. 하지만 2기에 들어서서 이런 경향은 상당히 정돈된 

느낌을 보여 다. 어도 <시인의 마을>, <합장> 같은 념  언어의 

치기 어린 나열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며, <북한강에서>, <서울의 

달>처럼 차가운 서울에 상처받은 괴로움이나 <나는 구인고>, <애고 

도솔천아>, <떠나가는 배>처럼 자기 탐색을 한 나그네의 방황 등으로 

정리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제1기에서 기  재료로 축 된 

작품⋅소재⋅표 법 등을 바탕으로 선별되고 정돈되어 제2기의 음반

에 들어와 있는 형국이다. 6월 시민항쟁을 경유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며, 특히 좀 더 과감한 사회  발언을 하고자 하는 태도를 

자신의 요한 지향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컨  <얘기2>에서는 

그의 청년기 방황을 자기와 세상을 탐색하는 극 인 과정으로 받아

들이는 성숙함으로 보여 다. 

한 그의 시골마을의 경험의 형상화는 <사망부가>처럼 좀 더 실

 구체성을 띠는 방향으로 정리된다. 컨  <고향 집 가세>에 살짝 

등장하는 ‘새마을 모자’는, <장마> 등 그의 작품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몰역사 이고 아련한 토속성의 세계로부터 과감히 빠져나와 

1970~80년  한국의 농 이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실향

가>에서는 더욱 과감하게, 산업화 속에서 변화해가는 농 의 모습을 쓸

쓸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와 함께 차가운 도시 서울의 형상화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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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래는>에서처럼 훨씬 구체 인 비 이고 성찰 인 모습으로 변

화한다. 이러한 비  성찰의 강화는 검열과의 불화를 훨씬 더 강화시

켜 <그의 노래는>, <얘기2>는 험악하게 가 질 당한 흔 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인사동>은 아  발표를 할 수 없었다. 1기에서 2기로 넘어

오면서 그는 텔 비 을 떠났다면, 이제 2기의 끄트머리에서는 합법  

가요 시장과의 심각한 불화를 드러내고 있었다. 

드디어 강과 바다도 단순한 풍경이 아닌, 상징  의미를 지니고 나타

난다는 은 주목할 만하다. <떠나가는 배>의 바다는 <서해에서>나 

<회상>의 바다와는 달리, ‘배’로 상징되는 자신에게 주어진 망망 해 같

은 인생길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해 지고 노을 물드는 바닷가 / 이제 

 다시 찾아온 녁에 / 물새들의 울음소리  멀리 들리는 / 여기 고요

한 섬마을에서’(<회상>), ‘서해 먼 바다 론 노을이 비단결처럼 고운데 

/ 나 떠나가는 배의 물결은 멀리 멀리 퍼져간다’(<서해에서>) 같은 구  

속의 바다는, 연인과의 사랑과 이별이 깃든 아름다운 장소, 실재의 장소

로서의 바다이다. 그에 비해 <떠나가는 배>의 ‘거친 바다 외로이’, ‘찬바

람을 안고서’, ‘  평화의 땅을 찾아’ 떠나는 배와 그 배가 항해하는 바다

는 둘 다 상징이다. 춥고 거친 바다와 그 에 태롭게 떠 있는 작은 

배는, <작은 배>(조동진 작사·작곡·노래), <바다>(김민기 작사·작

곡, 양희은 노래) 등 1970년 의 많은 포크 작가들이 즐겨 쓴 상징이기

도 하다. 작가 자신을 상징하는 작은 배가 항해해야 하는 바다는 춥고 

고통스러운 세상이지만, 그것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찾아가는 길이기

도 하다. 

한편 <북한강에서>의 강은, <떠나가는 배>와 달리 일차 으로는 실

재하는 북한강이다. 하지만 이 강의 의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괴로움

을 안겨주는 문명의 도시인 ‘서울’을 낯설게 느끼게 하는 ‘처음처럼 신선

한 새벽’이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북한강은 ‘내 맘 속에  내가’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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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닫게 하며, 늘 같아 보이지만 늘 새로운 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해

다. 이 게 제2기 작품에서 물은, 고통스러운 자기 탐색의 시기에 만

나는 것으로 성찰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사물이다. 청년기 때 만난 

많은 장소들이 등장하는 <얘기2>에서도, 그가 태어나 어린 시 을 보낸 

곳은 벌 이지만, ‘세상이 좁다고 느끼던 시 ’에 방황을 하며 도달한 

곳은 한편으로는 ‘험 한 산계곡’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낙동강, 다도해, 

서해안 간척지 같은 곳이라 노래한다. 즉 자신의 정신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의 작품들에서 바다와 강과 계곡은, 성찰과 감동을 안겨주는 공간

이었던 셈이다. 

2.3. 제3기: 1989~1991년

이어진 제3기는 가요계를 떠나 민 가요계로 ‘이 ’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음반인 아, 한민국…은 검열성 심의를 무시하고(아마 제

로 통과하지 못할 것을 상했을 것이라 짐작한다) 스스로 비합법음

반으로 제작한 것이다. 이미 다른 에서 이야기했다시피 1989년 국

교직원노조를 지지하는 무료 순회공연을 경과하면서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순회공연의 퍼토리는 몇 달  공연한 바 있는 <송

아지 송아지  송아지> 지만, 풍물과 춤, 민 가요 등 극단 장이 

만든 다른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집회 인 공연으로 분 기가 완 히 

바 었다.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 속의 사와 노래 퍼토리가 

변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가창은 속으로 삼키듯 웅얼거리는 방식

에서 외향 으로 내지르는 창법으로 과감히 변화했고 심지어 <해방가> 

등의 행진곡을 일반 인 집회에서처럼 들과 함께 노래하기도 했

다. ‘성황리’ 혹은 ‘뜨거운 감동’ 같은 상투  표 으로는 형용할 수 없는 

국 순회공연을 치르면서 <송아지 송아지  송아지>와 함께 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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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은 크게 변화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후 만들어낸 1990년의 아, 한민국…에는, 그

의 트 이드마크 같았던 과거⋅고향의 세계에 한 막연하고 낭만 인 

그리움이 사라졌고 공연 <송아지 송아지  송아>에서 강하게 풍겼

던 소박한 민족주의에서도 벗어났다. 신 기존의 가요에서는 

 다룰 수 없는 ‘강도 높은’ 사회비  내용이 담겼다. 서울에서 려

나는 빈민들(<떠나가는 자의 서울>), 가난하여 돌 을 받지 못한 채 사

고를 당하는 어린아이(<우리들의 죽음>), 변사체로 발견되는 학생

(<일어나라 열사여>), 극심한 빈부격차와 가난한 자들의 분노(<우리들 

세상>), 총체 으로 망 인 한국 사회(<아, 한민국…>), 거스를 수 

없는 역사발 의 동력으로서의 민 의 힘(<황토강으로>) 등, 당 에 

한 비  발언으로는 거의 종합선물세트처럼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그는 세상을 찰하여 독백하듯 노래하던 기존의 태도에서 탈피

하여, 세상에 해 극 으로 비 하고 변화를 구하는 실천 인 태

도로 바 었다. 노래를 부르는 장소와 가창법도 달라졌다. 그는 수만 

명씩 모이는 집회  공연에서 외치듯 노래를 불 고, 들은 라이터 

불을 깜빡거리며 그의 노래에 호응했으며, 기자들은 수만 객이 일제

히 라이터 불을 깜빡이는 장 을 기 해 그가 무 에 오르기가 무섭

게 무  뒤편으로 뛰어갔다. 이미 인지도를 얻은 가요 가수로서 이

런 방식의 변화를 보여  것은 한국 가요의 역사상 최 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의 노래에는 물의 상징이 등장하는 노래가 단 

한 곡에 불과하다는 이다. 투쟁의 일선에 나서서 마주한 강퍅한 실 

속에, 자신을 비추어보고 로해주며 방랑의 숨 쉴 구멍을 만들어주는 

상징으로서의 물이 등장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막을 수 없는 역사발

의 힘을 강의 상징으로 노래한 <황토강으로> 정도가 물에 해 지닌 

그의 애정을 응축해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22   통권 24호 (2019년 하반기)

2.4. 제4기: 1992~2007년

제4기는, 몇 년 간의 뜨거운 시기가 허망하게 끝나버린 당혹감과 아

쉬움의 노래들로 채워져 있다. <5.18>처럼 마치 거리와 장에서 노래

했던 제3기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도 있지만, 부분의 작품은 다시 

차분한 찰자  태도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회귀는 아니

었다. 92년 장마, 종로에서의 음반 재킷이 남산타워가 보이는 서울 

한복 에서 은 사진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다시 세상에 해 차분하게 찰하고 독백하듯 읊조리지만, 이

제 단순히 돌아갈 수 없는 과거⋅고향에 한 낭만  그리움 같은 세계

를 반복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살고 있는 실에 한 치열한 심을 

놓지 않는다. 농 을 그리는 양상이 완 히 달라진 <  들에 불을 놓

아>는 그 표 인 작품이다. 그리운 고향이라는 향수 어린 시선도 아

닌, 고달  노동에도 불구하고 남는 것 없는 농사일에 늙은 몸만 남은 

농민의 실을 그리되 끓어오르는 분노를 겉으로 표출하지도 않은 채, 

박은옥의 목소리만큼이나 차분하고 복잡한 느낌으로 그려내고 있다. 

명기라 불러도 좋을 만큼 뜨거웠던 시기에 격한 변화를 겪었던지

라 그 시기가 그토록 쉽게 끝나버린 것에 한 당혹감과 아쉬움의 표

이 다소 지나치다 싶은 작품이 지 않다. 컨  ‘다시는 종로에서 깃

발 군 을 기다리지 마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라고 노래하는 <92년 

장마, 종로에서>나, 1990년 를 ‘환멸의 시 ’ 혹은 ‘어두운 터 ’로 보는 

<건 간다>나 <이 어두운 터 을 박차고> 등에서 역력히 나타난다. 하

지만 반 인 흐름의 기조는, 변화의 열망을 가슴에 품고 더욱 리해

진 으로 사회 실을 입체 이고도 섬세하게 때로는 따뜻하고 서늘하

게 형상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세상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기

만큼 빨리 바 지 않는다는 엄연한 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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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러움이 드러나는데, 그러면서 그간 리해진 비 의 시각과 감

수성에다가 섣부른 흥분마  가라앉은 다소 차분해진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성찰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시기에 다시 강과 바다가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는 이다. 강과 바다가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작품도 있지만, <정동

진>, <건 간다>, <수진리의 강>처럼 요한 의미를 띤 경우가 더 많

다. 투쟁의 열기가 솟구쳤던 시기에는 막을 수 없도록 몰아치는 황토강

에 시선을 기울 던 것에 비해, 그 시기를 지나보낸 제4기의 강물은 흐

르지 않는 듯 지루하게 아주 천천히 흐르는 ‘노쇠한 한강’(<건 간다>)

이다. 그 다고 그가 물에서 세상이 나아지고 인간의 삶이 좀 편안해지

리라는 희망을 거두지는 않는다. 황홀한 무지개를 띄우는 곳도 정동진 

바다이고(<정동진>), 그가 콘서트에서 늘 마지막 곡으로 배치하는 <수

진리의 강>에 배치된 고단한 삶을 뉠 수 있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도 (마치 정희성의 유명한 시 < 문 강에 삽을 씻고>와 비슷한) 

녁 무렵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몸을 씻는 편안한 강이 배치되어 

있다. 그에게 물은 여 히 희망과 치유의 핵심이다. 

2.5. 제5기: 2008년 이후

제5기의 작품에서 그는 더욱 차분히 가라앉은 모습을 보여 다. 제4

기의 작품에서 남아있던 뜨거운 시 가 끝나버린 당혹감과 아쉬움도 

사라졌고, 재의 상황을 언젠가는 빠져나갈 ‘어두운 터 ’이라고 생각

하지도 않는다. 교조 합법화 기념 회의 ‘넓은 마루 높은 무 , 그 수 

백 명의 풍물 소리’, ‘끝도 없이 입장하는 국 지회, 지부 깃발들’을 보

면서 ‘무  뒤에서 하염없이 울’기도 하지만(<리철진 동무에게>) ‘다시 

첫 차를 기다리’기도 하고 ‘첫 차는 마음보다 일 ’ 온다고 다독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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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 은 오래 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마음의 착잡함이 감추어지지

는 않는다. 그는 다시 차분하게 주변의 자연과 인간의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차분해지기는 했지만 그는 여 히, 아니 더 심각하게 세상과 불화하

고 있다. 제1, 2기에 그와 불화하던 세상은 그  조 씩 늙고 무 지는 

듯 보 던 고향 농 , 그리고 서울의 차갑고 낯선 느낌 정도 고 그나마 

청년기의 방랑에서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도 맛보았지만, 이제 사회와 

역사의 복잡하고 어두운 구석에까지 이 닿으면서 불화의 심도는 더 

깊어져 있다. ‘모던 투명 빌딩 ’과 ‘햇살 빛나는 철로’가 있는 KTX 

서울역에서 그는 ‘바코드 없는 몸뚱이를 거기에다 두고’ ‘소문도 없이 

사라져 주’는 노숙자에게 길을 주고(<서울역 이 씨>), 한강 동호 교 

머 화려한 압구정동을 바라보면서는 취로사업에 나와 생계비를 버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길을 다(<압구정은 어디>). 서울의 겉모습은 

‘부자들의 천국’이지만 ‘굴러 떨어지는 리어카’를 끄는 할머니에게는 ‘지

옥’이라 생각하지만 그나마 그 소리조차 하기 힘들어 ‘쉬 쉬’ 하며 혼잣

말이라 둘러 다(<오토바이 김 씨>). 

하지만 출구는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상태는, 마치 새장에 갇  ‘울

창한 산림과 장엄한 폭포수, 푸르른 창공을’ 꿈으로만 간직한 채 그  

모이 먹고 헛된 날갯짓으로 털만 수북이 흘리고 가끔 안 한 막 기에 

앉아 노래를 부르는 새와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아치의 노래>). 이런 

불화의 태도는 2002년의 다시, 첫 차를 기다리며에 비해 바다로 가

는 시내버스에서 더욱 심화된다. 그가 꿈꾸는 것은 ‘ 구도 할 수 

없는’ ‘단 한 사람만의 고요한’ 화원이고(<  먼 사내의 화원>) 태고의 

바 에만 존재하는 고래(< 녁 숲 고래여>), ‘지상에서 구도 본  없

는’ 샹그릴라(<꿈꾸는 여행자>)이다. 다시, 첫 차를 기다리며에서는 

(비록 1982년에 지은 작품이나마) 아련하게 아름다운 소박한 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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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을 첫 곡으로 수록했지만, 바다로 가는 시내버스에는 아  이런 

작품이 없다. 이 음반에서 그는 ‘ 은 오고 지랄이야, 꽃비는 오고 지랄 

/ 십 리 벚길 환장해도 떠날 것들 떠나더라’ ‘그 가 날 부릅디까, 멸 

숲에 묻고’라고 노래한다(<섬진강 박 시인>). 1982년과 2012년의 30

년의 간극은 이만큼 크다. 

그나마 그가 조 이나마 긴장의 끈을 놓는 목은 산업화 문명에 오

염되지 않은 시공간이고  거기에는 여지없이 물이 배치되어 있다. 여

히 흐르기는 하지만 압구정동의 화려한 불빛과 유람선만이 돋보이는 

동호 교 아래의 한강이 그가 마주하는 실이고(<압구정은 어디>), 가

끔 폭포 소리를 들었다고 언뜻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수세식 화장실

의 물소리를 폭포 소리로 착각하는 새장 속의 잉꼬의 착각일 뿐이라고 

자학 으로 노래하지만(<아치의 노래>), 실의 굴 를 조  벗어나 그

가 그리는 이상향의 모습이 등장할 때에는 여지없이 물이 요하게 배

치되어 있다. ‘계곡 물엔 단풍잎들이 헤엄치고 은어 떼들 산으로 오르

는’ 곳, ‘여기 기 상처 난 길들을 지우는’ 힘을 가진 산(<강이 그리워>), 

‘자작나무 숲의 어린 순록들이 작은 썰매를 끌고’ 다니는 바이칼 호수, 

아이들이 ‘주린 채 잠들지 않고 총성에 그 잠 깨지 않고’ ‘새벽 강물을 

마시’며 ‘거 한 일출’을 맞는 아 리카의 호숫가(<날자, 오리배>), ‘뭍에 

없는 희망을 도 속에서 찾으려는가’라고 자신을 성찰하게 만든 정동

진과 동태평양 바다(<정동진3>)이다.

어쩌면 물이 이런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그는 <빈 산>을 “이 노래가 

내 비극  서정의 백미”(정태춘, 2019: 259)라 했는지도 모른다. 고즈

이 날이 물어가는 시간은 <수진리의 강>의 시간과 비슷하지만, 사람

들도 그 사람들이 몸을 씻을 강물도 없이 그  외롭게 물어가기만 

하는 곳이 <빈 산>의 시공간이다. 지  자신이 보고 있는 붉은 노을은, 

산 머 아주 먼 곳의 갯벌 바다에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자신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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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오지 않는 날 문 산길에 혼자 있고 노을자락도 사 어만 간다. 

이것이야말로, 그 스스로 자신의 재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가장 확

한 이미지인 셈이다.

3. 느린 듯 빠르게 읊조리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다.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다. 다른 

포크 작가들의 노래와 달리 정태춘의 노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정태

춘의 기부터 지 까지 곧 나타나고 오히려 후기에 들어 더 강화되

는 그의 노래 만들기 방식에 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것

이야말로 정태춘을 정태춘답게 만드는 핵심 인 정체성  하나이다. 

아주 소박하게 말하자면, 웅얼거리고 읊조리는 그의 독특한 노래 만듦

새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스타일이야말로 인간과 세상을 받아들

이고 반응하여 행동하는 태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에서 요하다.

정태춘의 노래  상당수는 마치 오페라의 치타티보[서창, 敍唱]에 

비견될 만한 읊조리는 노래들이다(이 에서는 이를 서창 인 노래라

고 지칭하겠다). 치타티보는 아리아처럼 일반  형태의 노래와 달리, 

선율과 리듬이 음악  자체의 힘이 아닌 가사(말)의 힘으로 개된다.

물론 그의 작품에 서창  성격이 거나 없는 노래들도 꽤 있다. 

컨  기 노래  <윙 윙 윙>, <양단 몇 마름>, <사랑하는 이에게>, 

<촛불>, <에헤라 친구야>, <떠나가는 배> 등 으로 많은 인기를 

얻은 곡들이 그러하다. 그런데 다소 무리를 무릅쓰고 단순화하자면, 이

런 노래들은 그가 작가주의  성향을 많이 드러내지 않은 기 작품에 

상 으로 많다. 비  포크의 성향을 확연히 드러낸 1990년  이후

의 작품에서는 서창 인 성격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은 주목할 만한 

목이다. 1990년  이후의 작품에도 <황토강으로>, <수진리의 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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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  성격이 은 작품이 없지 않지만, <아, 한민국…>, <우리들의 

죽음>, <92년 장마, 종로에서>, <우리들 세상>, <사람들> 등 상 으

로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의 서창 인 노래들은, 선율의 오르내림을 극도로 제하면서 한 

마디 안에 6~9개 정도로 많은 음 의 가사를 배치하며, 종종 3~4마디까

지 많은 음 의 가사를 거의 쉴 새 없이 배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음악 으로 고려된 리듬이라기보다는 말을 해 만들어진 리듬이다. 

이런 노래의 상당수는 마다 같은 마디에 배치되는 음 수나 리듬이 

수시로 달라지기도 한다. 유 형식의 노래의 가사에서 비교  정해진 

음 수를 고수하는 일반 인 노래들과 달리, 정태춘의 서창  노래에

서는 같은 치에 다른 리듬을 가진 다른 음 수의 말이 배치되며, 형태

나 구조상 이질 인 어 이 배치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의 노래에 

남다르게 8분음표가 많은 것은, 긴박감을 해서라기보다는 에 따라 

리듬이 달라지는 말을 편하게 붙이기 해서이다. 종종 사용되는 당김

음 역시 음악  리듬의 효과보다는 말의 의미와 흐름을 한 배려인 

측면이 크다. 

♪♪│♪♪ ♪♪ ♪♪♪♪│♪♪♪♪ ♪♪♪♪│♪♪♪♪ ♪♪
♪♪│♪♪♪♪ ♪♪♪♬│♪♪𝅗𝅥.

새악  시- 하 나 얻- 지-  못- 해-  농-약을   마-시는  참-담한  농- 

의 총각들은-  말-고

최   임-  도 받- 지-  못- 해-   --싸우   다-가-   -쫓겨난  힘- 

없는 공순이들은 말-고

벌건  - 낮 -  에도강도 들- 에게- --잔인   하게-유  린당하는 정- 

숙한 여자들은-  말-고

<아, 한민국…>, 1⋅2⋅3  일부1)

 1) 악보가 아닌 음원을 기 으로 기록한 것이다(아, 한민국…(정태춘5), 삶의문

화,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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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8분음표를 연이어 붙이는 식으로 가사를 읊조리는 노래는 

<탁발승의 새벽 노래(산사의 아침)>를 비롯한 기의 작품에서부터 

곧 나타난다. 노래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선율의 큰 오

르내림 없이 많은 음 을 배치하는 방식이라는 에서 동일한 특성을 

보인다. 이 에서 ‘서창 ’이라고 지칭한 것은 그 때문이다. 그리고 이

러한 서창 인 노래에 붙는 가사는, 한 소 에 많은 양의 음 이 배치된

다는 에서 다소 산문 인 호흡을 지닌다. 오페라의 서창이, 아리아에 

비해 산문성이 강한 사를 소화하는 노래인 것과 같은 상이다. 사실 

산문 인 가사는 인 노래를 만들기에 합하지 않다. 음악의 의

미단 와 가사의 의미단 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이다. 인 노

래의 가사들은, 일반 인 시에 비해 상 으로 훨씬 더 단정하게 

정돈된 율격을 사용하고 한두 어  정도의 짧은 부분만으로도 느낌을 

만들어낸다. 인 성악곡이 만들어내는 선율과 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칫 가사에서 설명 이거나 산문 인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이 아주 어색하게 늘어져버리는 느낌이 생기기도 한다.2) 선율로는 

두 마디 정도에서 충분히 하나의 느낌을 만들어내는데, 가사로는 4마디

나 8마디 정도를 차지하는 3~4어 , 혹은 6~8어 을 들어야만 느낌이 

형성된다면 선율과 가사가 부조화하여 노래가 늘어진다는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다.3) 그런데 정태춘의 서창 인 노래는 가사가 산문 이어도 

선율과 가사 그다지 부조화하거나 노래가 늘어진다는 느낌을 주지 않

 2) 작곡가 이건용은 1980년  말, 민족음악연구회의 강의에서, 로는 아주 흔하게 

쓰는 ‘-는 것이다’ 같은 말에 선율을 붙여 노래답게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

를 한 이 있다. 의미의 심이 되는 명사와 동사의 어간이 아닌, 어미와 의존명

사, 서술격 조사만으로 무려 4음 을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음악에서 4개의 음이

란 아주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컨  가요 <도로 남>에서 ‘남이라는 자에  하나를 지우고 /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의 부분에서 ‘  하나를 지우고’ 부분이 유독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런 느낌을 발생시키지 않는 설명 인 목이 선율 흐름의 한 덩어리를 차지하

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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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그 이유는 한 마디 안에 많은 가사를 빽빽하게 배치하여 음악의 

의미단 와 가사의 의미단 를 맞추어 놓았기 때문이다. 뒤집어 말하

면 일정한 선율 속에 많은 음 의 가사를 빽빽하게 배치하는 그의 노래 

만듦새는, 다소 산문 인 가사를 노래화하는 그의 독특한 노하우이며 

그의 특장인 셈이다. 

그 가사가 지닌 산문성은 나열을 통해 형성된다. <우리들의 죽음>, 

<  들에 불을 놓아>, <탁발승의 새벽 노래> 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의 행동의 변화를 추 하며 나열하고, <인사동>, <얘기2>, <LA스

치>, <건 간다>, <압구정은 어디> 등은 주로 공간의 변화에 따라 나열

이 이루어져 있다. <북한강에서>, <고향 집 가세> 등은 시간이 변화하

면서 그에 따라 공간을 옮겨가며 에 보이는 것을 나열하고 <아, 한

민국…>은 사회과학 으로 정돈된 념에 따라 나열이 이루어져 있다. 

외  사물을 이 게 많이 빽빽하게 나열하는 방식은, 하나의 선명한 이

미지를 만들고 거기에 은유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외  사물에 크게 매

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시가 작품들에 비해 당연히 산문성

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비  포크의  한 명의 거장인 김

민기와 두드러지게 다른 지 도 바로 이것이다. 김민기의 가사는 강한 

은유와 상징으로 이미지를 한 으로 응축하는 경향이 강하다. 풍경을 

그려낸 <강변에서>나 <천릿길>, 인물과 사건이 일정한 서사를 만들어

내는 <백구>, <종이연>처럼 사물과 사건의 나열이 많은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나 비교  소수이다. 오히려 김민기에게는, 일견 풍경을 그리

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미지의 은유  의미가 더 요한 작품

이 많다. <아름다운 사람>, <나비>, <아무도 아무데도>, <바다> 등 많은 

작품이 다 그러하며, 이는 정태춘과는  다른 경향이다.4) 김민기는 

 4) 인물이 ‘갈 길’을 묻고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동일한 설정을 하고 있는 두 작품, 

김민기의 <아무도 아무데도>와 정태춘의 <오토바이 김 씨>를 비교해 보면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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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 실을 한 으로 응축하여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비해, 

정태춘은 바깥 실에서 포착된 것들을 계속 펼쳐놓는다. 비유컨  김

민기의 노래가 한 임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어 놓은 강렬한 사진이

라면, 정태춘의 노래는 시공간을 펼쳐놓는 동 상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정태춘의 노래는 산문 으로 풍성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상업 으로 배려된 기

의 연애 소재의 노래, 혹은 아직 자신의 작품세계가 채 형성되기 이 의 

작품들에 비해, 작가주의  색깔이 확실해진 1980년  반 이후의 노

래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자신의 내면보다 

바깥세상에 더 천착할 때에 이러한 산문  풍성함은 더욱 강해진다. 그

가 비  포크의 길로 들어선 1990년  이후에 서면서 서창 인 작품

의 비 이 늘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 한민국…>, <우리들의 

죽음> 등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표 인 작품이다. 

이러한 산문성의 요체, 바깥세상의 많은 모습들을 부지런하게 받아

들이고 형상화하는 태도는, 그가 30  반의 나이에 자발 으로 비

 포크의 길로 들어서고 민주화운동의 가장 뜨거운 장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동력이었을 수 있다. 나는 김민기의 작가론을 쓰면서 ‘김민기 

작품의 화자는 바깥세상의 여러 정보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 통일

으로 재구성하고 의미화 하는 지 이고 자의식 강한 근  자아를 지

니고 있’고 자기 안의 감정과 욕망을 바깥세상으로 드러내는 것에 해

서도 극도로 제된 태도를 보인다고 이야기한 바 있는데(이 미, 2008: 

22-23), 김민기는 노래극 <공장의 불빛>의 수록곡을 제외하고는 사회

실에 한 사회과학 인 인식이나 분노 혹은 투쟁의지 등을 극 으

흥미롭다. <아무도 아무데도>에서는 한 곳에 서 있는 인물의 이미지로 응축시킨

다면 <오토바이 김 씨>는 인물이 언덕길, 강남 삼성동, 잠실, 성남 등 여러 공간에

서 ‘어디냐’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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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출한 노래가 없는 것은 바깥세상의 정보들을 자기 안으로 강력하

게 빨아들이는 그의 그러한 성향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게 빨아

들인 것들을 선명하고 일 된 상징과 비유로 형상화한다. 그에 비하자

면 정태춘은 바깥세상의 모습을 비교  편안하고 사실 으로 묘사하고 

나열하며, 그에 한 슬픔, 분노, 허망함 등의 다양한 감정도 거리낌 없

이 표출한다. 그러니 청년기에는 사회 실에 해 그리 많은 생각을 하

지 않았을지라도, 넥타이부 까지 거리로 뛰쳐나온 1987년 시민 명을 

목도하고 노동조합의 집회에 불려가 그들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만

난 사회 실에 해 극 인 심을 표하고 이를 노래로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서창 으로 읊조리면서 바깥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사

실 으로 나열하는 그의 노래 만듦새와, 그가 뒤늦게 비  포크의 

표주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 하지 않아 보인다. 

4. 이야기를 마치며

2019년 40주년 기념행사를 치르며 그는, 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하면

서 ‘노래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998년에 나온 정동진/건 간

다부터 의 호응이 없으니 신작 음반을 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김태호, 2019: 60-61). 수십 년  거리에서 고생했던 뜨거웠던 투쟁의 

시 를 거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해할 만한 세상과 만나지 못

한 노년의 작가의 힘든 이야기를, 사람들은 잠시 공감할지언정 즐겨 

‘구매’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 많이 망스러울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좀 냉정

하게 말하자면 한국 가요사에서 포크의 시 는 정태춘의 제2기인 

1980년 에 진작 끝났다고도 할 수 있다. 1980년  말에 이미 포크는 

언더그라운드에서조차 종종 발라드와 잘 구별되지 않는 작품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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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냈고, 오로지 민주화운동의 힘이 포크의 쇠락을 버텨주었다고 말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새벽, 노찾사 경력을 내세우고 ‘다시 부르기’라

는 리메이크로 승부한 김 석이 표 이다. 어  보면 정태춘 역시 민

주화운동과 합류하지 않았다면 제3기를 열어보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1970년  에 정착된 술  습을 거의 그 로 유지하면

서 무려 20년이 넘은 1990년  반까지 신곡을 내놓아 다수의 수용자

를 감동시켰다는 것이 어  보면 기 일 수도 있는 것이다. 1980년 에 

언더그라운드의 포크와 그리고 가요 시장 바깥의 민 가요로 이어

져온 포크의 다층 인 흐름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정태춘의 제3기는 거

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계속 신작 음반을 내지 못하는 것은, 한국

의 비  포크의 한계, 혹은 그와 취향을 공유하는 1950~60년  생들

의 노래문화 형성 능력의 한계일 뿐, 작가 정태춘만의 한계라고는 할 

수 없다. 그는 한국 포크의 역사와 한국 가요사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아주 오래 개척했고, 그의 성과는 이미 충분히 ‘넘사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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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itical Folk, Water and Murmur:

Jung Tae Choon’s Works

Lee, Young Mi 

(Popular art researcher)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the whole works of Jung Tae Choon, a 

prominent critical folk writer and singer of Korea. First, the stream of his 

works are classified into five phases, and the changes in the ‘water’ image 

which appears throughout his works are examined, then his murmur-like singing 

style and its meanings are studied.

Until 1983, his first phase, Jung Tae Choon had the most popularity but 

his works weren’t quite established as he was in his early days. Only after 

he started to distance himself from television during his second phase, from 

1983 to 1988, he established his auteurism. From 1989 to 1991, his third 

phase, he moved from legitimate pop market to activism. He contained critical 

images of social reality in his songs and published them via illegitimate records 

and performed them in rallies while not being bound by censorship and possible 

profits. After the heated democratization movement, in his works during the 

fourth phase(1992-2007), despite the perplexity and frustration of precipitous 

conclusion of the struggle, he maintained poised demeanor and reflected on 

himself and reality with intense, keen gaze. After 2008 at his fifth phase, 

when his artistic activity is near its end, he renounces the hopefulness which 

he kept in his fourth phase and sings the discord with the world with calmness 

and com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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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mbol of water appears significantly throughout his oeuvre. Whereas 

the water appeared as a mere background at his first phase, it establishes 

itself as a significance starting from the second phase. What’s interesting is 

that as Jung Tae Choon remarks most directly on the social reality at his 

third phase, water as symbol disappears. It can be said that it reveals the 

artist’s attitude which solely dug into social reality without reserving any time 

to reflect on his inner archetypal imagery.

Important characteristic of Jung Tae Choon is that his songs are murmur 

and narrative. A large amount of content is covered as the lyrics with lots 

of syllables are tightly arranged in a segment. That is why they are prosaic 

while not dragging. This prose style seems to stand out as his works are 

established at his second phase.

Keywords: Jung Tae Choon, critical folk, water, narrative, pros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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