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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두고 지식 기반 사회니 정보의 시 니 한다. 두 표 이 

같은 말처럼 여겨지곤 하지만 사실 지식과 정보는 결코 같은 말이 아

니다. 정보가 실에 한 편화된 앎의 양  지표라면 지식은 실

을 보는 인식과 성찰의 틀이다. 지식은 그  앎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성찰과 변화를 추구하는 지  실천의 기반이다. 연구자들의 

지  활동의 장으로서 학회와 학술지가 추구하는 것이 정보의 축 만

이 아님은 물론이다. 실을 인식하고 성찰하며 나아가 변화를 추구하

는 것이야말로 모든 학문  실천이 가진 가장 요한 의미라 할 것이

다. 한국 음악학회의 학술지  음악 역시 그  단순한 정보의 

축 이 아니라 음악 세계에 한 인식과 성찰 그리고 변화의 한 거

이며 지  실천의 장이기를 지향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번 호에도 많

은 분들이 그와 같은 지  고투의 결과를 투고해 주셨고 그 가운데 

논문 7편이 심사를 거쳐 수록되었다.

유옥란은 한국의 표 인 창작가요제 가운데 하나인 주의 오월

창작가요제에 해 분석한다. 2009년에 시작된 오월창작가요제에는 

그동안 3400여 곡의 새로운 창작곡이 출품된 바 있다. 필자는 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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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본상에 오른 곡들을 상으로 음악  특징과 주제의 양상을 분석

한다. 민 가요, 노래운동의 시 는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창작자들이 

노래를 통해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 다.

김병 은 한때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일본의 록밴드 엑스재

팬(X-Japan)의 록 발라드를 분석한다. 록밴드의 음악을, 그것도 일본 

록밴드의 음악을 분석한 희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필자는 엑스재팬

의 노래를 곡의 형식에서 선율, 리듬 패턴, 악기 편성, 코드 패턴, 화성 

패턴에 이르기까지 디테일하게 분석하며 이를 통해 엑스재팬의 고유

한 음악  특성을 조명한다. 음악 분석의 방법론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가치가 있는 이다.

황소라는 이팝을 표하는 아이돌 음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공동작곡의 경향과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작품들을 분석한다. 아이

돌 음악의 공동 창작 행은 음악  진정성 결여의 증거로 여겨지곤 

한다. 하지만 필자는 아이돌 음악이 오히려 공동 창작을 통해 엄격한 

공식이나 패턴을 벗어나 진화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이돌 음악을 표

화된 공산품쯤으로 폄하하는 시각에 해 실증 인 반론을 제출한 셈

이다.

김책은 서구 심의 음악 교육 체계에 한 반성과 함께 이른바 

다문화 시 를 맞는 우리 사회에서 음악 교육이 어떤 새로운 지향성

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보여 다. 서아 리카의 감비아와 

세네갈 그리고 북구의 스웨덴을 장 조사하면서 한국과는  다른 

음악 교육 체계를 소개하고 더불어 서양음악, 국악, 음악, 세계음

악이라는 구분법을 극복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됨을 역설한다.

김한석은 최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른 유튜 를 활용한 

음악 홍보 방안을 다룬다. 국내 음악 련 주요 유튜  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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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특징과 성공요인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세부 인 홍보 방안들

을 도출한다. 온라인을 통한 음악 수용이 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 를 통해 능동 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인 음악 

창작자와 소형 제작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논문이다.

조형근은 식민지 시  재즈라는 이름으로 수용된 미국 음악의 

문제에 착목한다. 흔히 해방 후부터 본격 으로 수입된 것으로 인식되

는 미국 음악이 이미 1930년 부터 조선에 유입되어 ‘미국 인 

것’과 ‘일본 인 것’ 그리고 ‘조선 인 것’에 한 당  지식인 담론의 

문제  지형을 형성했으며 이런 삼각 구도는 해방 후 미국 문화의 압

도  유입기에도 사실상 그 로 지속되었음을 밝힌다.

김병오는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가상악기의 문제를 논한다. 기술의 

발  속에서 통 인 어쿠스틱 악기는 물론 신디사이  같은 하드웨

어형 디지털 악기도 차 하락세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소 트웨어

으로 조작되는 가상악기의 비 은  커지고 있다. 그와 함께 여러 

사람이 스튜디오에 모여 업하는 방식 신 창작자 혼자 가상악기를 

상 하는 ‘고독한 시간’이 늘어난다. 이는 새로운 뮤지션의 무수한 탄

생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귀한 논문을 투고해 주신 분들, 심사해 주신 분들, 수고해 주신 실

무자들께 감사 인사를 한다. 아울러 책을 출 해 주시는 한울엠 러

스(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