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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7호

권두언

김창남(한국 음악학회 회장)

랑스의 사상가 로제 카이와(Roger Caillois)는 명  놀이와 인간에
서 놀이의 가장 기본 인 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경쟁’이다. 경쟁은 놀이의 가장 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고 

사람들이 어떤 것에 즐거움을 느끼게 만드는 가장 보편 인 요소 가

운데 하나다. 어린 시  동네 아이들이 모여 즐기던 가 바 보 게임

에서 엄청난 수익이 오가는 로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경쟁의 메커니

즘이 작동하지 않는 놀이는 거의 없다.

최근 들어 가장 각 받는 경쟁의 유형은 서바이벌이라는 것이다. 

TV는 온통 서바이벌 경쟁을 내건 오락물로 넘쳐난다. 공 와 이

블을 가릴 것 없이 조 만 채 을 돌리다 보면 노래, 패션, 요리, 심지

어 다이어트까지 서바이벌 경쟁의 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바이벌은 자 그 로 생존을 건 경쟁이다. 그 에서 가능한 한 

오래 살아남는 것, 그러니까 매 회 탈락자가 되지 않는 것이 게임의 

목표이다. 

서바이벌 경쟁 게임은 한국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실  생존 방

식과 무나 유사하다. 우리는 하루하루 ‘서바이벌’하기 해 치열하

게 살아간다. 어려서는 좋은 성 을 얻어 학에 입학하기 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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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들어가서는 취업을 해, 취업한 후에는 승진하고 살아남기 해 

경쟁한다. 이른바 신자유주의시 가 열리면서 서바이벌 경쟁은 더욱 

치열하고 무자비해졌다. 웬만큼 좋은 학을 가도, 웬만큼 좋은 직장

을 얻어도 끝까지 생존하리라 측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삶이 

불확실해질수록 서바이벌은 어려워지고 경쟁은 뜨거워진다. 그럴수

록 사회는 벌거벗은 욕망들이 나라하게 사투를 벌이는 정 로 변해

간다. 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정  같은 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만 실 으로 그것을 벗어나기가 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따라서 어떡하든 생존하겠다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TV의 서바이벌 게임에 한 시청자들의 열 은 바로 그런 이 의 

욕망과 무 하지 않다. 서바이벌 로그램에 한 열  속에는 경쟁의 

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어떡하든 그 게임에서 이겨 살아남고

자 하는 욕망이 모순 으로 첩되어 있다. TV를 통해 보는 서바이벌 

게임은 시청자들에게 가상의 게임일 뿐이다. TV 밖에서 그것을 보는 

우리는 그 잔인한 서바이벌의 룰로부터 벗어나 있다. 우리는 그  나

와 무 한 사람들이 벌이는 무자비한 서바이벌 게임을 할 뿐이다. 

군가가 거기서 탈락하고 패배한다고 해도 그게 나와 련이 있는 

건 아니다. 그건 게임일 뿐이고 나는 그로부터 벗어나 그걸 안 하게 

지켜볼 수 있다. 내 문제가 아닌 한 서바이벌 게임도 재 는 볼거리의 

하나일 뿐이다. 그 지만 그 게임 속의 실은 나의 실과 닮아 있다. 

거기서 벌어지는 탈락은 언젠가 나의 실에서도 재 될지 모른다. 그

기에 우리는 TV에서 벌어지는 서바이벌 게임 속에서 실과 유사한 

공포를 느끼고 거기서 탈락한 패배자에 해서는 연민을 느끼게 된다. 

TV에서 각 받는 서바이벌 게임 속에 노래가 있다. 엠넷(Mnet)의 

<슈퍼스타K>와 MBC의 < 한 탄생>, <나는 가수다>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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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련된 가장 뜨거운 이슈다. <슈퍼스타K>에 등장한 사

람들은 하루아침에 스타가 고, < 한 탄생>은 갖가지 화제를 낳

으며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 로 가수들이 출연한 <나는 가수다> 

역시 많은 논란과 함께 음원 시장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으로 등장했

다. 음악이 서바이벌 게임의 상이 되는 게 나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그를 통해 노래를 노래답게 부르고 즐기는 문화가 다시 확산된다면 

한국 음악 반의 풍토를 해서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노래 잘 

부르는 가수,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가 서바이벌 능이라는 

외피를 통해서만 비로소 그 사회  존재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

은 여 히 쓸하다. 이 시  음악의 가치와 존재 이유, 문화  

의미에 해 새삼 생각하게 되는 까닭이 그것이다.

 음악 7호에는 모두 일곱 편의 이 실린다. 매번 느끼지만 

음악은 정말 여러 가지 학문  시선과 담론이 교차하는 십자로다. 

아 인수인지 모르지만 음악을 온 히 이해하는 일은 매우 다양

한 학문  담론을 통과해 세계의 이치를 가장 입체 이고 종합 으로 

깨닫는 일이라 해도 될지 모른다.

권지훈은 요즘 음악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인 랩을 정보량이라

는 에서 분석한다. 랩은 발생 시기부터 노래와의 다양한 계 맺

음을 통해 그 나름의 역을 구축하며 발 했는데, 한국의 기 랩은 

정보량을 낮춤으로써 객에 한 근을 쉽게 하고자 하는 략을 

택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그는 서태지 이  랩 양식이 도입되던 

시기의 작품들을 주로 살피고 있다. 랩의 토착화와 그에 따른 변모를 

악하는 작업은 앞으로의 음악을 측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음악에 해 정보이론의 시각으로 근하는 노력은 

그 자체로 새로운 것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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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찬희는 음악이 디지털화하고 모바일과 온라인 심으로 재편되

면서 생기는 산업  변화에 주목한다. 디지털화는 결국 음반 시장이 

몰락하고 이를 신한 음원 시장의 규모가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음악 시장에 한 이동통신 산업의 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음원 시장

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부분이 이동통신 산업으로 흘러들어갔고, 이

게 통신사의 시장 지배가 확장되면서 음악의 형식과 내용에도 

큰 변화가 생겨났다. 음원 시장의 주 수입원인 모바일 시장에 합한 

단순하고 자극 인 음악이 양산되면서 음악 콘텐츠의 다양성과 

질  수 이 명백히 퇴행했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스스로 뛰어난 가야  연주자인 정길선은 가야 을 주조로 한 창작 

음악의 다양한 시도들이 변화하고 발 하면서 음악화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 다. 그에 의하면 한국에서 가야  음악이 화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 무용음악과 화음악을 통해서 다. 이후 

국악 실내악단 ‘슬기둥’이 조직되고 가야 이 개량되면서 개량 가야

에 기반을 둔 창작 음악이 활발하게 만들어졌고, 음악까지 수용

하면서 다양한 퓨  음악으로 발 하고 있다. 필자 정길선 선생의 참

여로  음악 의 스펙트럼이 한결 넓어졌다. 앞으로 통음악

에 기반을 둔 여러 가지 음악  상에 해서도 좋은 논문이 많

이 발표되길 기 한다.

이번  음악 7호에서 학회지 최 로 어 논문을 싣게 다. 

미국 학에 음악학 교수로 있는 필자 황옥곤은, 1970년  청년문화 

주역의 한 사람이었고 1980년  민 가요 운동의 비조로 평가받는 

김민기의 음악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김민기는 정식으로 서양음악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다양한 서양음악의 화성  구조를 매우 다양

한 방식으로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있다. 이는 그가 가진 음악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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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당  은 세 의 음악  문법이 서양음악의 

직 인 향 속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희는 식민지시  일본에서 활동했던 조선 음악인들의 흔

을 고찰한다. 지 껏 식민지시  음악과 련해 일본의 

인 향만 강조되어온 데 비해, 지 않은 가수들이 일본에서 음반을 

내고 활동하면서 일본 음악계에 제 나름 로 향을 미쳤다는 사

실은 큰 심의 상이 되지 않았다. 이 희는 우선 지 않은 가수들

이 일본을 무 로 활동했던 기본 인 사실을 확인하면서 일본 음

악에 어떤 식으로든 자취를 남긴 한국 음악의 역사에 한 명확

한 규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최근의 한류 열풍과 련해 보더라도 

한국 음악의 창기에 이루어진 유사 한류의 흐름을 객 으로 

살피는 것은 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윤수는 도시인문학이라는 에서 이 훈의 작품 세계를 읽어

내고 있다. 고 이 훈은 흔히 발라드라 불리는 잔잔한 팝 성향의 명곡

들을 작곡한 작곡가로 리 알려져 있다. 정윤수는 이 훈의 많은 곡

들을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 텍

스트로 본다. 그에 따르면 이 훈의 많은 노래 속 주인공은 발터 베냐

민의 산책자와도 같이 서울이라는 시공간을 배회하고 있는 존재다. 

이 훈 노래 속의 많은 이야기들은 서울이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수

많은 풍경 가운데 일부이다. 필자는 도시인문학이라는 학문  담론을 

음악이라는 문화  텍스트에 연결시키면서 음악의 사회  의미

를  새로운 시각으로 드러낸다.

서정민갑은 지난해 우리 음악계를 달구었던 오디션 서바이벌 로

그램 <슈퍼스타K>를 비 으로 논평하고 있다. 음악계에 오디

션 열풍을 몰고 온 이 로그램을 통해 스타 보컬리스트가 여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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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했고 이들의 음악이 음원 시장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런 

실이 재 한국 음악의 망 인 구조를 뒤바꿀 희망이 될 수

는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 다.

한국 음악학회의 깃발을 올린 후 매년 두 번의 학술 행사를 개

최하고 두 권의 을 내는 행보를 계속해왔다. 그 나름 로 보람 

있는 과정이었다고 하지만 음악은 여 히 학술  담론의 변방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 히 멀고 험해 보인

다. 그 속에서 꾸 히 연구 작업을 벌이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자들이 학회의 심을 든든히 잡아주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음악이 7호까지 오게 된 것도 모두 그들의 헌신 인 

노력 덕분이다. 필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도서출  한울 편집부에도 

감사드린다. 많은 분의 비 과 격려, 극  참여를 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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