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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 오월창작가요제의 주제가 음악과 가사에 어떻게 표 되는

지에 하여 고찰하 다.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맞이하여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노래로 알리고 기억하고자 2010년에 시작한 국 오월창작가

요제는 올해로 9회를 맞는다. 매년 400여 곡의 창작곡이 지원하여  3400

여 곡에 이르며 서울을 비롯한 국에서 가요제에 참가하고 있다. 연구 상으

로 삼은 본선 진출 80곡의 음악  특징으로는 록과 포크 장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 다. 이는 그 장르가 가진 ‘자유와 항, 시 를 노래하는 정신’의 

특성과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오월창작가요제가 제안하는 주제 표 양상

을 각 주제별로 살펴보면 ‘시 정신’과 ‘자유와 항정신’이 높은 비율을 차지

했다. 이 한 오월창작가요제가 요하게 여기는 바와 같았으며, 가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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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직 으로 표 하는 곡이 간 으로 표 하는 곡보다 높은 비율을 보

다. 가요제에서 제안하는 주제는 ‘시 정신’, ‘자유와 항정신’, ‘오월 정신’, 

‘공동체 정신’, ‘삶과 사랑의 노래’ 등으로 크게 5가지이나, 주제 자체나 가사

에서 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제에 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시 의 가치를 노래로 표 하는 음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와 

지원에 의의를 두는 만큼, 오월창작가요제의 주제가 지원자들의 지원동기와 

실제 인 음악 활동에 어떠한 향이 있는지에 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

이다.

1. 머리말

K-pop이 세계 인 인기를 리는 지 도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새

로운 음악창작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방송 매체나 온라인 음원 사이트

에는 걸그룹과 아이돌 음악이 심이며, 소수의 인기 가수 음악이 주

를 이루지만, 다양한 장르와 가사의 음악도 존재한다. 주류에 속해서 

인 인기를 끌지는 못하더라도, 그들과 결을 달리하여 사회를 

향해 자신만의 음악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개인 인 음악 창작 활동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과거의 역사를 음악으로 재화하는 은 시 정신을 일깨워 그들에

게 기회를 주고 지원하는 국 오월창작가요제가 그것이다. 다방면에

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음악의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음악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하리라 본다. 그러한 면에서 창작가요

제는 음악에서 요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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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가 아직 부족한 은 음악 련 연구자들에게 요구되는 

과제라고 여겨진다.

창작가요제에 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민철(2007), 송은형

(2010), 염 형(2018) 등의 논문에서 편 으로 언 되었다. 이민철

(2007)은 한국 음악 발 에서 가요제가 가지는 정  역할에 

하여, 송은형(2010)은 2000년  이후 국내 가요제를 분류하고 그 역할

에 하여 논하 다. 염 형(2018)은 가요제가 음악계에 진출하는 통

로이자 장르의 다양화로 음악 시장을 풍부하게 했던 을 언 하

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은 창작가요제만을 주제로 

한 논문이기보다, 체 주제 안에서 부분 으로 언 된다. 본격 인 

창작가요제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는 가요의 다

양화에 정 인 향을 미치는 창작가요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반

증한다.

 논문  송은형(2010)은 ‘창작가요제’를 뮤지션 발굴을 한 

안  기능을 하는 가요제로 분류하고 ‘유재하 음악 경연 회’와 ‘오월

창작가요제’를 그 로 들었다. 이  본 논의에 해당하는 오월창작가

요제에 한 주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먼 , “수상자에 한  

소식이 없다”는 것은 그해 5월에 첫 회를 치른 것을 감안하면 그 

논의에는 기간 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인 소식

이라는 것은 보통 공  미디어를 통해 방송에 많이 노출되어 한마

디로 유명세를 타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오월창작가요제의 

취지는 주제를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녹여 창작곡을 만들고 그러한 

음악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지원과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

상자들의 유명세나 인 소식보다 가요제의 주제가 창작곡에 어

떻게 드러나는지, 지원자들에게 그 가요제가 어떠한 의미인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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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음악 활동에 어떠한 향을 미쳤는지 등의 으로 오월창작가

요제를 보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오월창작가요제의 주제가 지원자

들의 창작곡에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지 그 양상에 하여 고찰하고

자 한다.

한 송은형(2010)은 오월창작가요제가 역사의식의 고취에는 의미

가 있으나 창작 자체가 주가 된 것이 아니기에 음악 으로 기 되는 

창작가요제로서의 한계를 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

이 오월창작가요제의 의의는 그러한 역사의식의 고취를 음악을 통해 

기억하고 계승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의도를 달리 해석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오월창작가요제의 배경과 의의를 다시 살피고, 그 

주제가 창작곡을 통하여 어떻게 표 되고 있는지에 본 논의의 을 

맞추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상은 2010년 1회부터 2018년 8회까지 국 오월

창작가요제 본선에 진출한 80곡이다. 구체 인 연구에 앞서 국 오

월창작가요제에 한 배경과 그 의의를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으로는 

온라인 음원 청취와 오월창작가요제의 인터넷 카페 동 상 자료를 바

탕으로 한 음악  특징 연구와, 가사에 사용된 어휘를 통한 주제 표  

양상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인터넷 음원 사이트를 통해 라이  

실황 음반의 음원, 가사, 곡 설명 등의 자료를 수집하 다. 그리고 오

월창작가요제가 운 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물  동 상 자료를 

통해 가사를 확인하 다. 주제 표  방식은 어휘의 직  표 과 간  

표 을 통해 살펴보고, 주제별 음악 장르 분포를 알아보았다. 본고는 

‘주제’에 한 고찰이므로 구체  음악 분석보다 주제가 표 된 양상

을 어휘 심으로 살펴보는 것에 을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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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오월창작가요제의 배경

국 오월창작가요제는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인권, 평화’의 가

치를 음악에 담아 새로운 시 정신과 삶의 이야기로 재해석하고, 그러

한 음악 창작 활동을 하는 신인 음악인들의 발굴과 지원을 해 시작

되었다. 오월창작가요제가 있기 에 ‘5.18 기념음악회’라는 이름으

로 주 지역 민 가수들 심의 음악 활동이 있었다. 5.18 민주화운

동이 국가의 공식 인 기념식이 되면서 주 지역에서의 공식 인 5

월 음악운동도 잦아들었다. 5.18의 진상이 바로 알려지게 되면서 그 

정신과 더불어 5월을 주제로 한 노래들도 자리를 잃어가게 된 것이다. 

그와 더불어 5월을 주제로 하는 음악 활동들이 경제  지원을 받게 

되면서 5월의 정신보다 행사 자체에 치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안타

깝게 여긴 주 민 가수들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을 기념하는 

2010년 5월에 ‘ 국 오월창작가요제’ 첫 회를 열었다(정유하, 2016: 200

∼208).

국 오월창작가요제는 매년 300~500여 곡의 창작곡이 수되어 

 총 3,400여 곡에 이른다.1) 지원 자격에는 국 , 경력, 세 , 성별, 

개인 혹은  등에 련한 제한이 없고 장르 한 자유로우며 다수의 

곡으로 지원도, 다회 지원도 가능하다. 단, 창작가요제라는 이름이 말

해주듯이 온라인 음원이나 정규 음반으로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곡

으로 지원하되 가요제 측이 제안하는 주제에 맞는 곡이어야 한다. 음

원과 악보를 기반으로 심사하는 1차 선과, 청  평가단과 문가로 

1) 1회 430곡, 2회 423곡, 3회 327곡, 4회 576곡, 5회 547곡, 6회 420곡, 7회 322곡, 

8회 403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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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심사 원에 의해 2차 공연 선을 거친 10 이 본선에 오르며 

매해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실황 음반이 유통된다. 회의 수상 

내역을 통해 기존의 창작가요제와는 달리 폭넓고 극 인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2) 오월창작가요제 측에서 제시하는 주

제는 다음과 같다.3)

- 은 시 정신4)이 담긴 노래

- 편견을 거부하고 부조리에 맞서는 자유와 항의 노래

- 5.18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오월의 정신을 담은 노래

-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공동체 정신을 담은 노래

- 진솔하고 개성 있는 삶과 사랑의 노래

참가자들은 가요제에 지원하기 한 음악 창작을 통해 오월의 주

를 기억하며 사회를 돌아볼 것이라는 에서 국 오월창작가요제의 

존재는 의미가 있다. 물론 회의 시상 내역도 지 않은 면에서 향

을 미쳤으리라 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해서는 지원자

들을 상으로 하는 후속연구를 통하여 구체 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2) 상 1,000만 원, 상 500만 원, 은상 300만 원, 동상 200만 원, 장려상 6  

각 100만 원으로, 홍보 포스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3) 오월창작가요제에서 제시하는 주제는 큰 범 에서 보면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표 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오월창작가요제 인터넷 사

이트에 있는 홍보 포스터의 내용을 확인하여 1~8회 공통 인 주제를 재정리하

다. 

4) 표 국어 사 의 정의에 따르면 시 정신이란 “한 시 의 사회에 리 퍼져 

그 시 를 지배하거나 특징짓는 정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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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 록 포크 팝 발라드 국악 힙합 그 외 합

곡 수 26 19 9 6 4 4 12 80

비율 32.5% 23.75% 11.25% 7.5% 5% 5% 15% 100%

<표 1>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진출 80곡의 장르별 분류

3. 음악적 특징

국 오월창작가요제에서는 본선 진출 10 의 경선이 라이  실황 

음반으로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다.5) 온라인 음원 사이트

에서는 각 곡마다 그 장르가 개별 으로 명시되지 않고, 음반 표곡

의 장르가 각 곡의 장르로 통일되어 표기된다. 한, 1차 자료에 해당

하는 가요제의 지원서는 회 후 보 하지 않으므로 지원자가 명시한 

장르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각 곡의 음원을 듣고, 로이 커셔의 

 음악사 에 명기된 장르의 설명과 특징을 기 으로 구분하

다. 장르별 분류에 따르면 체 80곡은 록 26곡, 포크 19곡, 팝 9곡 

외에 발라드, 국악, 힙합, 게, 재즈, 보사노바, 블루스, 아카펠라, 컨

트리, 탱고, 팝페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음원 청취 불가한 

곡이 1곡 포함되었다. 이는 오월창작가요제의 취지인 장르를 월한 

다양한 창작곡 발굴이라는 측면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 장르

의 비 이 록과 포크 장르가 45곡으로 50% 이상의 높은 비율로 나타

난 것은 그 장르가 가진 음악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포크와 록은 항정신을 표하는 음악으로, 그 음악이 유행했

던 사회  역사  배경이 이를 뒷받침해 다(선성원, 1996). <표 1>은 

5) 온라인 음원 유통은 2회부터 시작되었으며, 1회는 오월창작가요제 온라인 카페

에 있는 동 상 자료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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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선 진출 80곡의 장르별 분류를 정리한 표이다.

높은 비율에 해당하는 록과 포크 장르에서의 주제 표  방식과 장

르 내 주제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록 장르 26곡의 주제 표  방식을 

살펴보면, 어휘의 직  표 이 17곡(68%), 간  표 이 8곡(32%)

이다. 록 장르 내 주제별 분포는 시 정신(17곡), 자유와 항(3곡), 삶

과 사랑(3곡), 오월 정신(2곡)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포크 장르 18곡

의 주제 표  방식은 어휘의 직  표 이 13곡(72%), 간  표 이 

5곡(28%)이고, 주제별 분포는 시 정신(11곡), 자유와 항(5곡), 삶과 

사랑(2곡)의 순서를 보 다.

4. 주제 표현 양상의 특징

국 오월창작가요제에서 제시하는 주제6)를 기 으로 본선 진출 

80곡을 분류하 다.7) 주제 표  방식을 어휘의 직 , 간  표 으로 

분류하고, 사용한 어휘와 화법의 특징을 분석했다. ‘직  표 ’은 가

사를 통해 주제를 떠올릴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이고, ‘간  

표 ’은 주제를 떠올리기 어렵거나 비유 혹은 의 으로 표 한 경

우이다. 한, 같은 주제 내 음악 장르의 분포, 구체 인 소재 사용에 

해서도 살펴보았다.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듣기 가능한 음원은 

2회에서 8회까지의 실황이므로 2010년 1회 본선 10곡은 오월창작가

6) 주제 항목은 가요제에서 제시하는 바를 그 로 가져와 사용했고, 지원곡을 주제

에 따라 구분하는 기 은 가사의 체 흐름과 어휘 사용을 심으로 하 다. 

7) 가사에 직 으로 드러나지 않는 곡의 주제는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 명시된 

곡 설명과 오월창작가요제의 인터넷 카페 게시물  보도자료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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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제가 운 하는 인터넷 카페의 동 상을 보며 가사 자막을 통해 확

인하 다. 

오월창작가요제가 제시하는 주제별로 80곡을 분류한 결과 ‘시 정

신’ 48곡(60%), ‘오월 정신’ 13곡(16%), ‘자유와 항정신’ 11곡(14%), 

‘삶과 사랑의 노래’ 7곡(9%), ‘공동체 정신’ 1곡(1%)으로 나타났다. 삶

과 사랑의 노래는 음악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오월

창작가요제에서는 그 비율이 다르다. 오월창작가요제에서 제시하는 

주제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시 정신’, ‘오월정신’, ‘자유와 항정

신’ 등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다. 체 80곡  7곡(9%)이며 주제 표

에 있어서 가사의 직 , 간  표 도 비슷한 비율이고, 곡의 수도 많지 

않아 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오월창작가요제와 

 상 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삶과 사랑’ 역시 이 시

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시 의 아픔이나 고통, 교훈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닌 노래를 통해  사회와 역사를 표 하는 것이 오월창작가

요제에서 요한 의미이기도 하다.

공동체 정신을 주제로 하는 곡은 한 곡이 분류되었다. 이는 가요제

에서 주제를 제안하고 그에 따라 분류할 때에 다른 주제 안에 들어갈 

소재  하나로 볼 수도 있다. 바꾸어 말하면 다른 주제에 속한 어떤 

곡이 주제 분류기 에 따라 ‘공동체 정신’ 주제로 분류될 수도 있다는 

말과 같다. 결국, 오월창작가요제의 주제 제시가 모호한 부분이 있음

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제 표  양상의 특징’에서 ‘시 정

신’, ‘오월 정신’, ‘자유와 항정신’을 구분하고,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상에 따라 ‘주제의 확장과 첩’에 해 논하 다. 한, 시의 

객 성 확보를 해 주제에 해당하는 상곡들을 로 들었다. 그러나 

‘삶과 사랑의 노래’와 ‘공동체 정신’을 주제로 한 상곡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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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 들기에 객 성이 부족하다고 여겨 주제 분류에서 제외하 다. 

4.1. 시대정신

오월창작가요제에서 제시하는 주제  가장 많은 곡은 시 정신을 

주제로 한 곡이며, 체 80곡  60%에 해당하는 48곡이다. 주제를 

표 한 방법으로는 어휘의 직  표 이 32곡(67%), 간  표 이 16곡

(33%)이다. 동일 주제 내 음악 장르 분포는 록이 17곡(35%), 포크가 

12곡(25%)으로 체 80곡의 음악 장르 분포와 같고 비율도 비슷한 결

과를 보 다.

시 정신 주제 내의 소재 사용으로는 안부 피해자, 인간 계, 

선 인 정치, 최 임 , 부동산 문제 등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이는 

크게 사회상, 경쟁 사회, 경제 문제, 청년 문제 등으로 구분되었다. 

주어지는 주제 안에서 다양한 소재를 사용한 창작곡이 발굴되었으며, 

이는 오월창작가요제의 취지와 의의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시 정신을 주제로 한 2016년 상곡 <원숭이와 바나나> 

가사이다.

우리 동네에는 아주 큰 바나나 나무가 있었지

작은 내 키로는 올라갈 엄두도 안 나게 높았지

친구들 모두 모여 바나나 나무에 오르다 떨어져 버린거야

바나나 나무에 올라가 보려고 애를 썼는데 

윗동네 잘 사는 원숭이들이 다 몰려와서 나무에 사다리를 놨네

난 여태까지 무얼 한 걸까 이미 바나나도 다 떨어져 버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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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쟤네  사다리 쓰네. 우리도 사다리 사러가자!”

“야 근데 사다리가 무 비싸. 바나나 100개나 한 .”

“아니 뭐 그 게 비싸냐. 바나나를 따려면 사다리가 필요한데?”

“잘 사는 원숭이들이나 가능한 얘기지, 우리같이 가난한 원숭이들

은…”

밤마다 빌었지 나도  바나나를 따게 해달라고 

윗동네 잘 사는 원숭이들이 사다리로 바나나를 가져가네

나도 바나나 나무 에 올라가고 싶은데 내가 가진 건 이 몸뚱이 하나

 높은 곳에 올라가 바나나를 갖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돼 나도 갖고 싶어

－<원숭이와 바나나>(2016 상)/ 미스터험블/ 작사, 작곡 임성환

흙수 , 수 로 표 되는 사회상을 원숭이들이 바나나 따는 것으

로 비유한 <원숭이와 바나나>는 경쟁 사회를 소재로 했다. 잘사는 원

숭이와 그 지 못한 원숭이의 한계 이 다르다는 것을 ‘사다리’에 빗

었고, 결국 잘사는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먼  다 가져간다는 내용이

다. ‘사다리’라는 도구의 있고 없음이 ‘바나나 따기’라는 목표 달성을 

좌우하는 기능을 하여, 이는 곧 경쟁 사회에서의 출발 이 다른 ‘수 ’

의 다른 표 임을 알 수 있다. 노래 간에 화식으로 주고받는 말을 

넣어서 집 과 강조의 효과를 냈다. 시 정신으로 사회를 고발하는 

이 곡은 가사를 통해서 직  결론을 내지 않는다. 다만 비싼 사다리를 

살 수 없는 형편을 알면서도 밤이 되면 바나나를 따게 해달라고 비는 

두 모습을 동시에 보여 다. 즉, 비유를 통해 어휘를 간 으로 표

하여 노래를 듣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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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블루스풍의 록 장르에 해당하는 이 곡은 보컬의 고음이 노래 

시작부터 계속된다. 바나나가 엄두 못 낼 정도로 ‘높이 있는 것’과 ‘사

다리’를 사용하는 ‘윗동네’ 원숭이들은 더 고음으로 표 한다. 사다리

의 ‘높음’과 윗동네의 ‘상  높음’을 음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

에 비하면 간에 나오는 두 원숭이의 화는 서로 비교  음으로 

이야기하면서 화 후의 고음과 비시킨다. 바나나에 한 욕망은 

사라지지 않고 ‘나도 갖고 싶어’라고 고음으로 표 하며 반복 으로 

바나나를 외치는 후렴을 부른다. 마치 원숭이의 바람이 단 되는 패배

감을 표 하듯 가사와 함께 후주 없이 음악이 끝난다. 빠른 블루스풍

의 록 장르는 가사 없이 음악만 들어서는 흥겨운 분 기에 몸이 흔들

거리며 리듬을 타게 되지만, 가사와 함께 음악으로 존재할 때는 가사

의 향을 받게 된다. 멜로디 라인은 가사를 표 하고 요한 단어는 

반복과 고음으로 표 한다.

4.2. 오월 정신

시 정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주제에 해당하는 것이 ‘오월 정신’

이다. 이는 오월창작가요제를 가장 먼  떠올릴 수 있는 주제이며, 그 

운  취지에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월 정신’을 주제로 

한 곡은 80곡  13곡으로 16%의 비율이다. 창작가요제의 이름이 ‘

국 오월창작가요제’이므로 다른 창작가요제와 차별화될 것으로 여겨

지는 ‘오월정신’ 주제가 다소 낮은 비율로 나오는 상외의 결과를 

얻었다. 회에 지원한 체 창작곡도 같은 비율일 것이라고 성 히 

결론 내리기는 어렵지만, 매년 주제별 곡 분포의 경향을 악하여 그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오월 정신’ 주제를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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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낼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의 기간을 두고 할 후속연

구로서 의미가 있다.

‘오월 정신’ 주제 표 의 방식은 어휘의 간  표 과 직  표 이 

9곡과 4곡으로 약 7:3 정도의 비율이다. 오월창작가요제라는 이름으

로 열리는 회이니만큼 오월 정신에 하여 어휘의 직  표 이 많

을 것을 상했으나 오히려 간  표 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 

장르로는 팝과 발라드가 각 3곡, 록, 힙합, 국악이 각 2곡, 탱고가 1곡

으로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장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시

정신 주제에서는 록 장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지만, 오월 정신

에서는 동일 주제 내 장르별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오월 정신이라는 주제를 기억과 계승이라는 시각으로 다양하게 풀

어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8) 구체 인 소재로는 오월의 ‘의

미’, ‘희생’, ‘기억’ 등이 있다.

아무도 없는 기 하늘 끝에 

그  마음속의 달이 보이는가

두 손에 별빛을 모아 비춰 도 비춰도 

깊은 한숨뿐이리 

바람에 실은 꽃씨를 타고

 바다 건  나비 되어서 

8) 오월정신 주제에서의 음악 장르 구분

장르 팝 발라드 힙합 국악 락 탱고 합계

곡 수 3 3 2 2 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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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을 그리는 그곳을 찾아 

달 꽃 심어주리라

창가에 비친 까만 달그림자 

짙은 어둠속에 내가 보이는가 

이 게 두 손을 모아 빌어 도 빌어도 

깊은 한숨뿐이리 

바람에 실은 꽃씨를 타고 

 바다 건  나비 되어서 

달을 그리는 그곳을 찾아 

달 꽃 심어주리라

－ <망월>(2012 상)/ 서다희

의 시는 2012년에 상을 받은 <망월>이다. 5.18민주화운동 희

생자들과 고귀한 뜻이 잊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이 바라던 민주

주의를 ‘달’로 상징했다. ‘오월 정신’을 떠올릴 만한 직 인 어휘를 

사용하지 않고, 마치 시를 쓰듯 주제를 간 으로 표 했다. ‘비춰

도 비춰도’와 ‘빌어 도 빌어도’와 같은 반복을 통해 간 함을 나타냈

고, 그 간 함이 ‘깊은 한숨’이 되어 흩어져버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자의 강한 의지가 바다를 ‘건 서라도’, 나비가 ‘되어서라도’라는 

표 에 드러나고 ‘하늘’, ‘달’, ‘꽃’, ‘바람’ 등 자연에 해당하는 어휘에 

민주주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장르 선택도 가사 내용과 잘 어우

러진다. 국악풍의 노래를 통악기들이 연주하며 한(限)을 다루 듯 노

래하고, 간 함을 표 하는 데 어휘의 선택도 음악 장르와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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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자유와 저항정신

자유와 항정신은 체 80곡  11곡으로 14%의 비율을 보 고, 

주제 표 은 11곡 모두 어휘를 직 으로 표 하 다. 음악 장르는 

포크 5곡, 록 3곡 외에 팝, 아카펠라, 블루스가 있다. 주제에 해당하는 

곡 수가 으므로 포크를 주제 내 장르의 특징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주제 내에서 록과 포크가 차지하는 비율이 체 80곡에서의 

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아래에 시로 든 곡은 

2014년 상을 받은 <평화의 먼 길>이다. 어휘의 표 을 은유나 비유, 

상징 등 간 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자유와 항을 떠올릴 수 있는 

‘싸움’, ‘투쟁’이라는 단어 외에는 순화된 어휘를 선택하 다. 단어의 

어미 활용도 ‘떠나자’, ‘말라’, ‘잡으라’, ‘만나라’ 등의 명령형이 아닌, 

‘떠나네’, ‘마세요’, ‘잡아요’, ‘만나세요’ 등 강압 이지 않은 제안, 권

유의 표 을 사용했다.9) 자유와 항정신을 1980~1990년  노래운

동과는  다른 모습으로 표 하는 2010년  노래라고 볼 수 있다.

포크 장르인 이 곡은 느린 기타 선율을 시작으로 남녀 보컬의 화음

이 어우러진다. 가사에서 말하는 평화의 먼 길을 가는 듯 차분하면서 

힘 있게 노래한다. ‘평화를 만나세요’라는 부분에서는 보컬의 부딪히

는 화음이 해결되면서 가사 역시 ‘이미 평화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부른다.

오래된 거짓 평화의 시 가 끝나고 당신은 참된 싸움의 먼 길을 떠나네

9) 록 장르의 음악에 ‘ 명’이라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여 자유와 항을 더욱 강하

게 드러낸 경우도 있으나, 시의 객 성을 해 상 수상곡을 로 들었음을 

다시 언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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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믿음 피어나 두렵기도 하지만 함께 손을 잡아요

이제는 헛된 싸움의 시 를 끝내고 진정한 평화의 길을 떠날 때가 

네

꿈을 꾸는 듯해도 분명한 실이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렷해 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싸우다가 지쳐도 투쟁의 길 에서 평화를 만나세요

사랑이 고통의 한가운데에 있듯이 구원이 망의 한가운데에 있듯이

당신은 참된 싸움의 먼 길을 떠나며 당신은 이미 평화의 한 가운데 

섰네

－<평화의 먼 길>(2014 상)/ 한 소리/ 작사, 작곡 김활성

여기서 한 가지, 오월창작가요제가 제시하는 주제에 한 부분을 

생각해 보자. ‘자유와 항정신’은 ‘어디’로부터의 자유인지, ‘무엇’에 

한 항인지가 요하다. 이러한 에서 보면 시 정신과 겹치기도 

하고, ‘오월 정신’의 표 에 복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보면 ‘공동체 정신’ 한 ‘시 정신’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다. 

결국, 주제 분류의 기 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기 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제 분류

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가요제가 제시하는 주제의 범 를 돌

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숫자상으로 5~6가지의 많은 주제보다, 몇 가

지 주제가 통합된 넓은 주제를 제시한다면 지원자들은 소재를 다양하

게 선택하게 되어 보다 자유롭게 근해 갈 수 있으리라 본다. 크게 

보아 ‘시 정신’이 될 수도 있고 ‘자유와 항정신’이 될 수도 있다. 

거기에 오월창작가요제가 핵심에 두고 있는 ‘오월 정신’을  하나의 

주제로 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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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제의 확장과 중첩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오월창작가요제에서 제시하는 주제는 크

게 5가지로 정리되지만 실제 가사를 살펴보면 한 곡에서 한 가지 주제

만을 다루지 않고, 하나의 주제가 확장되거나 서로 겹치는 내용을 포

함하는 곡들이 있다. 를 들어 ‘시 정신’ 주제에서 사회상을 가사의 

내용으로 할 때 경제 문제만 언 하지 않고 사회 부조리, 청년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한, 가사를 구체 으로 표

하지 않아도 ‘자유와 항’이라는 주제와 ‘시 정신’이라는 주제 자

체가 이미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지원자가 주제를 할 때 

혼란이나 모호함을 경험할 수 있다. 주제의 확장과 첩의 의미를 

로 들어보고자 한다.

사랑도 명 도 남김없이 떠나버린 이들 난 아직 을 기다려 

쌓아도 쌓아도 모자라는 경력들과 계속 오르고  오르는 등록 의 

무게 

카드빚에 허덕이는 20  회색빛 미래 암울한 청춘의 먹구름 

문자 한 통에 쫓겨난 일터 그리고 돈에 넥타이로 목을 메고 

아이 한 명 조차 낳기 두려운 세상 우린 지  어디로 가는가

님을 한 노래 내일 한 노래 난 멈출 수 없어 오월 그날처럼

우리들의 노래 함께 불러 오월 그날처럼

30년이 지난 지  그때의 그 정신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 로 모두 다 기억해야 해

사랑도 명 도 남김없이 떠나버린 이들 난 아직 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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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 한 사교육 시장 속에 교육은 가진 자들의 독  

개천에서 용난다는 그 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고 

뒤걸음질 치는 민주주의 아직도 끌려가고 잡 가 

이게 통일인가 반공의 늪인가 우린 지  어디로 가는가

님을 한 노래 내일 한 노래 난 멈출 수 없어 오월 그날처럼

우리들의 노래 함께 불러 오월 그날처럼

숨죽 다면 오늘의 역사는 없다 항 않고선 민주의 꽃은 없다

투쟁 않고선 내일의 역사는 없다 내일을 한 행진곡

님을 한 노래 (목숨 바쳐 싸운 이들)

내일 한 노래 (우리아이들의 미래) 

난 멈출 수 없어 (멈추지 말고) 

오월 그날처럼 (내일을 한 행진곡) 

우리들의 노래 (우리들의 외침) 

함께 불러 (크게 소리 질러) 오월 그날처럼

－<내일을 한 행진곡>(2010년 상)/ 보이스홀릭/ 

작곡 기춘희, 작사 유 미

<내일을 한 행진곡>은 2010년 첫 회에서 상을 받은 곡이다. 

이 곡은 제목에서 <임을 한 행진곡>10)이 떠올려지고, 도입 부분의 

10) <임을 한 행진곡> 가사

사랑도 명 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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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도 명 도’라는 어휘 선택도 <임을 한 행진곡>을 연상  한다. 

‘ 항’, ‘투쟁’, ‘민주’, ‘오월’ 등의 직 인 어휘를 언 하여 <임을 

한 행진곡>의 주제를 살리면서 반부에는 지 의 사회 실을 반

하는 내용을 넣어 주제를 보다 확장시켰다. 행진곡풍인 <임을 한 

행진곡>과는 달리 랩을 살린 힙합 장르에 구체 인 가사를 넣을 수 

있는 장 이 주제의 확장에 향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주제의 첩에 한 시인 2013년 상 < 자야(부제:이상

한 나라의 자씨)>이다.

인생에 거쳐야 할 순서가 정해져 있고 모두가 그 길을 가야한다는 

듯 친구와 비교당하고 자의 인생이 울질당한다. ‘차도녀’, ‘알바’, 

‘철밥통’ 등 평소 화에서 쓰는 어휘와 ‘학자 ’, ‘ 출 ’, ‘연 ’ 등 

돈에 련한 어휘는 실감을 드러낸다. 어휘는 직 으로 표 했고 

화자의 어투는 잔소리와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다. 실에서의 청년이 

에 보이는 듯 자세하게 상황을 열거한다. 그 열거되는 상황에는 취

직 문제, 결혼 문제 등 이 시 의 실이 드러난다. 그 다면 이 곡은 

실을 비 하는 ‘시 정신’일 수도 있고, 이러한 실로부터의 ‘

항’을 노래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은 자를 응원하

고 자의 선택을 지지한다. 주제의 첩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야~ 학 졸업했으면 취직해야지~ 자야~ 멋진 남자친군 언

제 사귈래~

자야~ 철밥통인 공무원이 최고라더라~ 자는 오늘도 무 피곤

해~

자의 친구는 기업 붙어서 자는 더욱더 조해진다 ~

자는 오늘도 알바를 뛰면서 학자  출  메꾸고 있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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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it’s dreaming 자가 앨리스가 되어버린 이상한 나라

Oh~ it’s dreaming 아무도 길을 찾아  수 없는 이상한 나라

자야~ 연 이 높은 회사가 최고니 자야~ 결혼 비는 언제 할거니

자야~ 스펙 쌓기는 다 완료한 거니 자는 오늘도 무 바쁘네

자는 화려한 차도녀 꿈꾸며 오늘도 이력서 보내고 있다네

자는 오늘도 알바를 뛰면서 핑크빛 미래를 꿈꾸어 본다네

Oh~ it’s dreaming 자가 토끼만 쫓아다니는 이상한 나라

Oh~ it’s dreaming 모두다 꿈속에서 헤매이는 이상한 나라

자의 마음과 자의 생각과 자의 실은 항상 치열한데

자의 고민과 자의 방황과 자의 미래는 알 수가 없다네

자야~ 1등보단 2등이 좋지 않겠니 자야~ 니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니

자야~ 꾸 함엔 이길 자가 없다더라 자는 오늘도 계속 달린다~ 

자야~!

－< 자야(부제:이상한 나라의 자씨)>(2013 상)/ 온더스팟

이 외의 특징으로는 주제가 주어지는 창작가요제인 만큼 제목에 사

용된 어휘를 통해 노래의 내용이 측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쩐의 쟁>, <물가 상승>, <그런 편견>, <나 학 나온 사람이야> 

등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국 오월창작가요제의 주제에 하여 고찰하 다.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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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의 ‘민주, 인권, 평화’의 정신을 기반으로 한 오월창작가요

제는 오월 정신을 기리고 계승, 확장하기 해 주 민 가수들을 

심으로 시작되었다. 오월 정신을 음악으로 재해석하는 창작 활동에 

기회를 주고, 지원을 통한 음악인과 창작물을 발굴하여 그 정신을 이

어가는 것에 의의가 있다.

오월창작가요제 본선 진출 80곡을 상으로 그 음악  특징을 살펴

보았다. 음악 장르의 수는 총 14가지로 다양한 장르가 있었고, 장르별 

비율에서는 록과 포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 장르가 가진 정신과 

오월 정신이 맞물려 나타난 상으로 볼 수 있다. 록과 포크 장르에서

의 어휘 사용은 체 80곡과 마찬가지로 직 인 표  방법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주제 표  양상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가요제에

서 제시하는 주제를 기 으로 분류해 본 결과 ‘시 정신’, ‘오월 정신’, 

‘자유와 항정신’, ‘삶과 사랑’, ‘공동체 정신’의 순서를 보 다. 그런

데 ‘오월 정신’을 주제로 한 곡이 게 나와, 측과는 다른 결과를 

보 다. 둘째, 가사를 살펴보면 가요제에서 제시하는 주제가 ‘확장과 

첩’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러났고, 5개의 주제 자체에서도 

이미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셋째, 주제가 주어지는 창작가요

제인 만큼, 제목에서 사용한 어휘로 가사를 측할 수 있는 곡이 많았

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 오월창작가요제의 이름에 맞게 ‘오월 

정신’ 주제를 더욱 드러낼 필요가 있다. 한, 가요제가 제시하는 주제

의 수를 여서 명료하게 하고, 다양한 소재를 선택하여 자유로운 창

작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선택과 집 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를 시작할 당시에는 체 지원곡에 한 분석을 시도하 으나 

1차 자료 확보에 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로 인해 온라인 음원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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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오월창작가요제의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동 상에 의존할 수밖

에 없었다. 체 지원곡이 3,400여 곡에 달하므로 8년 동안의 음악  

흐름이나 주제 비율의 변화 양상 등을 더 구체 으로 알아볼 수 있겠

으나 본선에 진출한 곡만을 상으로 할 수밖에 없어 연구 범 에 한

계와 제한이 있다.

더불어 더 깊고 구체 인 연구를 하여 오월창작가요제의 주제가 

지원자들의 가요제 지원동기와 실제 음악 창작 활동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사 에 주최 측과의 

의를 통하여 지원서를 활용한 설문, 다회 지원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등도 가능할 것으로 여기며 이는 추후 10주년을 비하는 의미도 있

을 것이다. 국 오월창작가요제를 통해 오월 정신이 음악 , 사회

으로 계승되기를 바라며 논의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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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ubject of the National Creation 

Festival in May

Ok-Ran, Yu

(Dankook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how the theme of the national songwriting fes-

tival in May is expressed in music and lyrics. 5.18 To celebrate the 30th 

anniversary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National Creation 

Festival in May, which started in 2010 to celebrate the value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peace’ as a song, celebrates its 9th anni-

versary this year. Each year, 400 pieces of original songs are supported 

and accumulated over 3,400 songs. They are participating in the song 

festival all over the country including Seoul. The rock and folk genres 

were the highest in 80 musical characteristics of the main line. This is 

rela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freedom and resistance, the 

spirit of singing the age’. Looking at the thematic expression patterns 

suggested by the creative song festival in May, “the spirit of the times” 

and “the spirit of freedom and resistance” occupied a high proportion. 

This also seemed to be important in the creation of songwriting in May, 

and showed a higher proportion of songs directly expressing through lyr-

ics than indirectly expressed by songs. There are five major themes pro-

posed in the song class, namely the spirit of the times, the spirit of free-

dom and resistance, the spirit of May, the spirit of community, and the 

song of life and love.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organize the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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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ly, I suggest a follow-up study on how motivational motivations of 

volunteers and actual musical activities are influenced by the themes of 

the May creative song festival as well as their significance to the oppor-

tunities and support given to musicians who express the values of the 

times.

 

Keywords: May Creative Music Festival, original music, culture and art 

movements, themes aspect, lyrics 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