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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평론

록 키드(Rock kid), 국악의 바다에 빠지다
김수철의 음악관을 중심으로

장유정(단국 학교 교양학부 교수)

1. 들어가며

2. 김수철의 음악적 행보: 음악과의 만남, 결별, 그리고 재회

3. 김수철의 우리 소리 찾기

3.1. 국악가요: 대중성과 실험성의 간극

3.2. 영화음악: 국악과 영화의 아름다운 만남

3.3. 창작음악과 행사음악: 다양한 실험의 장

3.4. 기타산조: 새로운 장르의 형성

4. 나오며: 다시 한 번의 비상을 꿈꾸다

이 의 목 은 통음악과 서양음악을 목시킨 김수철의 30년 음악 인생

을 살펴보려는 데 있다. 김수철은 음악인으로 정상에 우뚝 서자 뿌리를 

찾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국악에 천착하 다. 그리하여 국악과 서양음악의 다

양한 목을 시도하 다. 이 에서는 그의 작업을 크게 국악가요, 화음악, 

창작음악과 국가 행사음악, 기타 산조로 나 어서 그 구체 인 양상을 살펴보

았다. 

국악의 화와 국악의 화는 다르다. 국악의 화가 성에 

을 맞추고 있다면 국악의 화는 국악의 다양한  변용과 변주에 그 

핵심이 있다. 솔직히 그가 행한 우리 소리 찾기 작업이 으로 성공했다

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어떤 면에서 그의 작품들은 이 친숙하게 다가가기

에는 무 난해하고 복잡하다. 그 다면 그의 우리 소리 찾기 작업은 ‘국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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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김수철, 대중가요, 국악가요, 영화음악, 기타산조

화’가 아닌 ‘국악의 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음악을 ‘ 을 한 음악’과 ‘음악을 한 음악’으로 나  수 있다면 

그의 우리 소리 찾기 작업은 후자의 음악에 가까운 것이다.

‘국악의 화’가 아닌 ‘국악의 화’라는 에서 볼 때, 그의 작업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실험정신과 도 정신 때문이다. 그 한 국악

의 화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외롭고 힘든 

길을 ‘신나서’, ‘좋아서’ 간다. 사람이 늙는 것은 열정과 꿈을 잃어가기 때문이

라고 한다. 그는 여 히 꿈을 꾸고 있으므로 언제나 ‘ 은 그 ’이다. 그가 

보여  우리 소리에 한 애정과 열정, 이를 바탕으로 한 끝없는 실험정신과 

도 정신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다. 

1. 들어가며

2007년 6월 13일 세종문화회  극장에서 뜻 깊은 공연이 있었다. 

김수철의 데뷔 30주년 기념 특별공연이 있었던 것이다. 이 공연에서 

그는 지천명(知天命)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무 를 껑충껑충 뛰

어다니며 노래했다. 무 에서 여 히 생기발랄한 그를 보면서 세월의 

흔 에 앞서 반가움을 먼  느낀 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세월을 따라 변해간다. 인간의 삶도 그러하다. 아마도 

사랑이나 삶이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리라. 하지만 많은 

것들이 변하는 가운데에서도 더러 변하지 않는 것이 있기를 바란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안이기 때문이다. 김수철의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이 안으로 다가온 것은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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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작은 거인’ 김수철은 ‘ 은 그 ’ 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3년이 흘 다. 김수철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간간이 

팬들의 안부 이 올라오지만 김수철이 공식 으로 얼굴을 내민 지는 

오래되었다. 최근에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의 음악감독을 맡았다

고 하나, 그가 직  수면 로 떠오른 것은 아니다.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언제부턴가 그가 과 직 인 면을 피하려고 한

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쩌면 국악의 바다에 뛰어든 록 키드는 여 히 

항해 이거나 잠수 인지도 모르겠다. 

김수철은 록(Rock)에서 음악을 시작하 으나 자신을 ‘록커(Rocker)’

라는 하나의 명명(命名)에 가두기보다는 다양한 음악 인 실험과 모색

을 통해서 끝없는 자기 진화를 시도했다. 그 에서도 국악에 한 그

의 남다른 애정과 거기에서 배태된 음악  산물들은 국악의 화 

내지는 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악의 화 내지

는 화가 여 히 유효한 화두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국악에 

한 그의 열정과 그 산물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시사 을 

던져  것이다.

2. 김수철의 음악적 행보: 음악과의 만남, 결별, 그리고 재회1)

1957년 4월 7일에 태어난 김수철은 학교 2학년 때인 1972년에 

처음으로 통기타(acoustic guitar)를 잡으면서 음악과 인연을 맺었다. 

1970년 는 통기타가 유행했던 시기이고, 김수철 한 자연스럽게 라

1) 김수철의 인생과 음악  행보는 김수철의 공식 홈페이지(www.kimsoochul.com)와 

김수철 련 기사를 토 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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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를 통해 유행가를 들으면서 독학으로 기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지미 핸드릭스(Jimi Hendrix)의 기기타(electric guitar) 연주에 심취했던 

그는 통기타 연주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기기타로 향했다. 그

게 김수철은 그랜드 펑크(Grand Funk), 제임스 갱(James Gang), 딥 퍼

(Deep Purple)의 연주를 모방하면서 기타에 한 감각을 키워갔다. 

학교 2학년 겨울부터 작곡을 시작한 김수철은 ≪작은 거인 1집≫

에 수록된 <야속한 사람>을 비롯해 20여 곡을 직  만들었다. ‘Fire 

Fox’라는 3인조 하드록 밴드를 결성했던 그는 미8군 쪽으로도 진출해 

로의 길을 걸었으며, 동두천이나 무교동 등의 업소에서 하우스 밴드

로 일하며 연주 실력을 쌓았다. 이어서 운 학교 통신공학과에 입학

한 김수철은 ‘퀘스천’이라는 4인조 밴드를 조직해 1977년 TBC 연포

가요제에 출 했고, YMCA강당에서 콘서트를 갖기도 했다. 

4인조 밴드 ‘작은 거인’은 1978년에 결성되었다. 리드 기타와 보컬 

김수철, 건반 김근성, 베이스 기타 정원모, 드럼 최수일로 이루어진 

‘작은 거인’은 각고의 노력과 갖은 고생 끝에 1978년 국 학축제 

경연 회에 출 해 <일곱색깔무지개>로 상을 수상하면서 그 이름

을 알리기 시작했다. 1979년에 ≪작은 거인 1집≫ 앨범에 이어서 김수

철 국악가요 제1호인 <별리>가 수록된 ≪작은 거인 2집≫이 1980년

에 발매되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그는 활발한 그룹 활동을 하는 

것과 동시에 1979년부터 1981년까지 3회 연속으로 MBC 서울 국제 

가요제에 입선함으로써 연주, 노래, 작곡을 모두 할 수 있는 음악가로 

자리매김했다.

‘작은 거인’이 해체된 후, 김수철은 솔로로 향해 1983년에 1집 

앨범을 발표했다. 사실상 솔로 1집은 음악 활동을 반 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음악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일종의 ‘고별기념음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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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집에 수록된 <못다 핀 꽃 한 송이>, <내일>, <다시는 사

랑을 안 할 거야> 등의 노래가 상당한 인기를 얻으면서 결국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의 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 1983

년에 화 <고래사냥>에 ‘병태’ 역으로 출연해 이듬해 백상 술 상 

신인상을 수상하고, 이어서 1984년에 발매된 솔로 2집에 수록된 <왜 

모르시나>, < 은 그 >, <나도야 간다> 등을 히트시키면서 모름

지기 인기의 정상을 구가했다.

음악 으로도 성공했고 인기의 정도 맛보았으나 무언가 갈증과 

허기를 느 던 그는 1984년부터 ‘우리 소리’에 해 본격 으로 공부

하는 한편 음악 인 다양한 실험을 모색하고 시도했다. 이때부터 그는 

화음악과 드라마 음악을 비롯해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의 야제 음악, 그리고 무용음악 등을 작곡하면서 다양한 음악  기

량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7년에 발매된 김수철의 국악 1집 

앨범은 575장만 팔리고 나머지는 모두 폐기처분을 당했다.

이러한 실패에 굴하지 않고 그는 우리 소리에 한 탐구를 계속하

는 한편 1989년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1인 밴드(one man band)’ 앨범

을 발표했다. 그의 7집 앨범인 ≪One Man Band≫는 컴퓨터와 기계

인 힘을 빌리지 않고 모든 악기를 직  연주한 앨범으로, 이 앨범에서 

그는 작사, 작곡, 편곡은 물론 드럼, 건반, 기타 등 모든 악기를 직  

연주해 온 한 의미의 ‘1인 밴드’를 추구했다. 이 앨범에 수록된 <정

신차려>는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얻었다.  1990년에는 KBS TV에

서 방 되었던 만화 화 ‘날아라 슈퍼보드’의 <치키치키 챠카챠

카>라는 그의 곡이 재미있는 후렴에 힘입어 많은 사랑을 받았다.

1991년에 발매된 8집 음반에서는 ≪작은 거인 2집≫ 발표 후 10년 

만에 그룹음악을 선보 다. 이 음반에는 팝 발라드, 블루스, 라틴음악,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49(KST)



104  음악 통권 5호(2010년 상반기)

펑키, 동요, 록, 소울, 국악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수록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음악 인 실험과 더불어 김수철은 지속 으로 화음

악, 드라마 음악, 기타산조 공연 등을 왕성하게 펼쳤다. 특히 김수철이 

효시가 된 기타산조는 가야  산조나  산조처럼 국악의 장단에 

맞추어 기타를 연주하는, 록과 우리 소리가 조화된 창작 국악으로2) 

1986년 아시안게임 야제 때 선보인 이래로 회자되었다.

이처럼 김수철은 다양한 음악  실험과 함께 우리 소리 찾기에 주

력했다. 1993년에 발표된 화음악 앨범인 ≪서편제≫는 화의 흥행

과 더불어 당시에 상당한 인기를 얻었던 앨범이다. 특히 이 앨범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의 국악 앨범 1집이 실패한 이후 약 10년 만에 

그가 이루어낸 값진 쾌거 기 때문이다. 이 앨범에는 <천년학>, 

<소 곡>, <소리길> 등과 같은 연주곡을 비롯해 소리 <심청

가>와 <춘향가>의 토막소리, 그리고 화 속 사가 음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김수철은 ≪서편제≫에 이어서 1994년에는 화음악 앨범인 ≪태

백산맥≫을 발매했는데, 이 음반으로 1994년 제16회 청룡상 음악상과 

1995년 제33회 종상 음악상을 수상했다. 이후에도 그는 화 <축

제>, <창> 등의 화음악을 작곡해 화음악 거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1995년의 주목할 만한 작업으로는 ≪김수철 어린이 노래

집≫ 발매를 들 수 있다. 그는 한 각 학에서 ‘ 음악’과 ‘소리학’

에 한 강의를 하기도 했다. 19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개막식 음악

을 만들었으며, 1998년에는 ≪팔만 장경≫을 발표하기도 했다.

2000년에는 남과 북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인 ≪우리는 하나, 

2) ｢소리를 만드는 이 시 의 ‘작은 거인’｣, 한국도로공사 고객잡지, 한국도로공

사, 2001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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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Korea≫를 발매했다. 비매품 싱  앨범으로 발매된 이 앨범에는 

이 조, 박미경, 신승훈, 김건모, 김종서, 장혜진, 이 , 김 정 등의 

가수들이 참여했다. 2001년 4월 FIFA 한일월드컵 문 원으로 

된 김수철은 한일월드컵 조 추첨 음악을 작곡함은 물론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 문화행사의 음악감독  작곡도 맡았다. 

김수철은 2002년 여름에 12년 만의 가요 앨범인 ≪Pops & Rock≫

를 발매했으며 그해 가을에는 ≪기타산조≫ 음반을 발표했다. 그는 기

타산조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공연을 지속 으로 벌여왔고, 2004년에

는 ‘작은 거인’ 이후 20여 년 만에 록 밴드 활동을 하기도 했다. 김수

철은 2005년 4월 22일과 23일에 서울 구 충무아트홀 극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으며, 지난 2007년 6월 13일에는 세종문화회  

극장에서 데뷔 30주년 기념 특별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처럼 김수철은 매우 다양한 음악  실험과 모색을 통해 끝없는 

자기 진화를 시도했다. 그리하여 작곡자이자 가수, 연주자, 음악감독, 

문화 원, 그리고 국악인으로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  그는 음악 

생활 30년간 40여 장의 앨범을 발매했고 약 2,000여 곡을 작곡했다. 

그는 음악 장르에서도 록, 발라드, 포크, 소울, 재즈, 트로트, 국악 등 

다양한 범주를 넘나들며 종횡무진 활약했다. 그의 작업 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음악인으로 보기 드물게 국악에 천착해 많은 

성과를 내었다는 이다. 그러면 그의 우리 소리 찾기 작업을 통해 

국악 화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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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수철의 우리 소리 찾기 

국악의 화 내지는 화, 는 우리 소리 찾기 작업은 김수철

의 다양한 음악 세계에서 가장 큰 기둥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국악에 본격 으로 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부터다. 이 부터 

화음악에 빠져 있었던 그는 1980년에 김종원, 송승환, 진유  등과 

함께 소형 화클럽 ‘뉴버드’를 조직해 16mm 소형 화 <탈>을 제작

했다. 곧이어 랑스 청소년 화제에 출품한 이 화는 본선에 진출

하기에 이르 다. 그리고 서양의 것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이때부터 통 인 우리의 소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

각으로 국악 공부의 길로 들어섰다. 

이때부터 그는  흥행에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면서

도 흥행에 연연하기보다는 오직 국악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음악  세계를 마음껏 펼쳐나갔다. 그의 우리 소리 찾기 작업

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 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국악가요, 둘째, 

화음악, 셋째, 창작음악과 행사음악, 넷째, 기타산조가 그것이다. 그 

각각의 구체 인 모습을 살펴보자. 

3.1. 국악가요: 대중성과 실험성의 간극

김수철의 국악가요 제1호는 ≪작은 거인 2집≫에 수록된 <별리>

라고 할 수 있다. 3소박의 4분의 3박자로 구성되어 있는 <별리>는 

음악 으로 계면을 연상  하는 남도(南道)  정취의 화성과 선율을 

보여 다.3) 그러면서도 가요 인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는

데, <별리>에서 느껴지는 통 인 요소는 오히려 가사와 김수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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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법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정주고 떠나시는 임 나를 두고 어데 가나

노을빛 그 세월도 임 싣고 흐르는 물이로다

마지못해 가라시면 아니가지는 못하여도

말없이 바라보다 임 울리고 나도 운다

둘 곳 없는 마음에 가  수 없는 물이여

가시려는 내 님이야 짝 잃은 외기러기로세

임을 향해 피던 꽃도 못내 서러워 떨어지면

지는 서산 해 바라보며 임 부르다 내가 운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구구만리 떨어진 곳 

내 못가도 내 못가도 임을 살펴주소서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구구만리 떨어진 곳 

내 못가도 내 못가도 임을 살펴주소서

− <별리>, ≪작은 거인 2집≫, 1981.

<별리>는 그리움의 정서를 통 인 가사와 선율에 담고 있는 노

래이다. <별리>의 가사는 크게 ‘체념’과 ‘기원(祈願)’으로 나 어 살

펴볼 수 있다. <별리>에 나타난 임은 시  화자에게 정을 주었던 

임이면서 떠나가는 임이다. 그러나 떠나는 임 앞에서 시  화자의 태

도는 매우 무력하며 소극 이다. 그  떠나는 임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임을 울리고 자신도 울어버리는 것이다. 이어서 자신의 신세를 ‘짝 

3) 김병오, ｢맛있는 통음악, 김수철의 손맛｣, 문화+나눔 49호, 경기문화재단, 

2007, 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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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은 외기러기’에 비유해 처량함을 자아낸다. 결국, 임을 그리워하는 

시  화자는 지는 서산 해를 바라보며 임을 부르다가 그  울기만 할 

뿐이다.   

이처럼 떠나는 임 앞에서 소극 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민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반 으로 민요에 나타나는 임에 한 정서는 

‘임의 부재(不在)에서 생기는 정서’이며, 임에 한 보편 인 정서 역

시 ‘부재하는 임’과 ‘자아의 수동 인 태도’에서 유발되는 것을 그 특

징으로 한다.4) <별리> 한 마찬가지이다. 시  화자는 떠나는 임을 

극 으로 잡기보다는 그  떠나는 임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물만 

흘리는 수동 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시  화자는 떠나는 임을 원망하지 않는다. 원망하기보

다는 오히려 하늘을 향해 구구 만리 떨어진 임을 살펴달라고 기원한

다. <별리>는 단지 통 인 정서를 가사에 담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정서를 통 인 선율에 담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

인 악기가 아니라 서양악기를 사용해 통과 , 국악과 서양음악의 

조화를 꾀했다는 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주소리 한 작게 해서 

김수철의 목소리를 상 으로 도드라지게 했는데, 그의 호소력 짙은 

‘지르기 창법’도 <별리>의 인기를 높이는 구실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별리>는 ‘국악의 가요화’라기보다는 ‘가요의 국악화’에 가

깝다. <별리>에서는 국악 인 요소는 ‘주(主)’가 아니라 양념으로 사

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김수철의 솔로 앨범 3집에 수록된 <돌이와 순이> 

(1985년)5)는 일제시 에 발매된 <온돌야화>에서 그 가사와 소재를 

4) 김 행, 한국시의 통 연구, 개문사, 1980, 159~164쪽.

5) <돌이와 순이>의 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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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것이다.6) 특히 도입부에서 꽹과리와 같은 통 악기를 활용한 

데서 보듯이, 마치 사물놀이를 연상  하는 리듬을 구 하고 있다. 그

러나 작품 체로는 통 인 선율 신에 록 스타일로 <온돌야화>

의  변용을 시도하고 있다. 란한 기기타의 선율과 흥겨운 

드럼 반주에 맞추어서 <온돌야화>는 <돌이와 순이>라는 록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 화음악 하나≫(1986)에 수록된 <세월은 가네>도 국악가요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는 곡이다. 꽹과리, 징, 장고와 같은 통 인 악

기를 서양악기와 목시켜 네 가지로 편곡한 <세월은 가네>의 가사

는 다음과 같다. 

우리네 인생을 얼마나 산다고

서로가 용서하며 한 세상 살아가세

1. 옛날 한마을에 갑돌이 갑순이가 살고 있었어요/ 둘이 말이죠, 첫 에 반했다네

/ 갑돌인 갑순일 사랑했네/ 갑순인 갑돌일 사랑했네

2. 높은 산과 들에 꽃들이 만발할 때/ 두 손 꼭 잡고 사랑을 속삭 네/ 갑돌인 

갑순일 사랑했네/ 갑순인 갑돌일 사랑했네

3. 세월은 흘러흘러 처녀총각 되었다네/ 그리움 알고부터 물 흘렸다네/ 갑돌인 

갑순일 사랑했네/ 갑순인 갑돌일 사랑했네/ 갑돌아

4. 연지연지 곤지 분바르는 갑순이/ 꽃가마 타고 갈 때 갑돌인 잊어라/ 갑돌인 

갑순일 사랑했네/ 갑순인 갑돌일 사랑했네

5. 사랑 사랑이야 에헤야 내 사랑아/ 시집 장가가서 잘 살아보자구요/ 갑돌인 

갑순일 사랑했네/ 갑순인 갑돌일 사랑했네/ 갑순아

6) 일반 으로 김세 나가 부른 <갑돌이와 갑순이>를 구 민요로 알고 있으나, 

<갑돌이와 갑순이>는 일제시 에 발매된 <온돌야화>의 리메이크 곡이다. 일

제시 에 발매된 <온돌야화>는 김다인 작사, 기  작곡으로 이병한·함석

가 노래했으며 음반번호 리갈C471A로 1939년 7월에 발매되었다. 참고로 <온돌

야화> 속의 주인공 이름은 박돌이와 갑순이이다. 이에 해서는 졸 , 오빠는 

풍각쟁이야 ― 가요로 본 근 의 풍경, 민음in, 2006, 360~361쪽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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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짧고요 세월은 흐르는데

 험한 세상을 사랑하며 삽시다요

아 아 아 세월은 가네

인생은 공수  공수거가 아니던가

한 세상 태어나서 베풀며 삽시다요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우리 강산

꽃 피고 지는 이곳 살고지고 살고지고

아 아 아 세월은 가네

아 아 아 세월은 가네

−<세월은 가네>, ≪ 화음악 하나≫, 1986.

<세월은 가네>의 주제는 한마디로 ‘인생무상(人生無常)’이다. 빈

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짧은 인생이니까 사랑하고 베풀며 살자는, 

다소 교훈 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노래이다. 물론 ‘인생무상’을 통

인 정서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가 민요나 

시조와 같은 통 인 음악 양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서인 것 

한 사실이다. ‘인생무상’을 통 인 악기와 서양음악의 선율과 

목시켜 우리 소리의 인 변용을 시도한 작품이 <세월은 가네>

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김수철의 솔로 앨범 6집에 수록된 <나그네>, <세월 

속의 그림자>, <가지마오> 등에서도 국악 인 요소가 감지된다. 

 소리로 시작되는 <나그네>는 <세월은 가네>와 마찬가지로 ‘인

생무상’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7) 그리고 <세월 속의 그림자>와 

<가지마오>는 <별리>와 마찬가지로 부재하는 임에 한 그리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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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를 표 하고 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도입부와 간주 부분에서 

통 인 악기와 서양악기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특히 

<가지마오>의 경우 체 연주 시간이 6분 이상으로 상당히 긴 편인

데, 이는 기타와 통악기와의 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연주 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실제 음악을 들어보면 기타의 란한 연주 목에서 

기타산조의 편린도 엿볼 수가 있다. 이후 1991년 솔로 8집에 수록된 

<작은새>에서도 기타와 통 인 악기가 어우러져서 국악과 서양음

악의 혼성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수철의 국악가요는 통 인 소재나 

정서를 차용하기도 했으나 체로 통 인 악기와 서양악기의 목

을 통해서 통음악과 서양음악의 조화를 시도한 작품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별리>를 제외하고는 부분이 으로 그다지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 김수철 한 국악가요에 천착하기보다는 화

음악이나 드라마 음악 는 국가 행사음악에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

여 다. 

3.2. 영화음악: 국악과 영화의 아름다운 만남

김수철은 상당수의 화음악과 드라마 음악에 여했다. 수  높은 

화음악을 만들려면 김수철에게 맡기라고 할 정도로 그의 드라마 음

7) 1. 달이 밝았구나 머물 다 가야지/ 잠시 쉬어가는 나그네 인생/ 청춘은 소리 

없이 시들어 버리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길은 외로워라/ 어이여 그리워서 

소리쳐 불러 도/ 어이여 한숨짓는 내 물뿐 

2. 밤이면 먼 산에 아  꽃으로 피어난/ 그리운 님 보고 싶구료/ 야속한 세월은 

내님을 묻어두고/ 정처 없는 나그네만 싣고 가 나 

(<나그네>, 6집 ≪12주년 기념 음반≫,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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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나 화음악은 정평이 나 있다. 특히 김수철의 작업 에서 화

음악 ≪서편제≫(1993), ≪태백산맥≫(1994), ≪축제≫(1995) 등의 앨범

은 국악 인 선율을 새롭게 재해석한 앨범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  앨범 ≪서편제≫는 아마도 김수철 본인뿐만 아니라 화 <서

편제>를 람한 모든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앨범일 것이다. 화

음악 ≪서편제≫가 김수철에게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 된 것은 그가 

국악을 공부한 지 13년 만에 처음으로 에게 다가가는 계기가 된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의 국악 작업이 어떤 면에서 들에게 

외면 아닌 외면을 받아왔다면, 화음악 ≪서편제≫는 그동안의 무

심을 심으로 바꾸어놓은 요한 작품이라고 할 만하다. 이 앨범이 

화음악이자 국악앨범으로 70만 장 이상의 음반 매를 기록했다고 

하니 가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단순한 심을 넘어서 당시 화

음악 ≪서편제≫는 소리를 비롯한 우리 소리에 해 새로운 조명을 

가능하게 했다.

이 앨범에는 <천년학>과 <소리길> 등의 연주곡과 더불어 <심

청가>와 <춘향가>의 토막 소리, 그리고 화 속의 사가 가미된 

음악들이 총 11개로 나뉘어 수록되어 있다. 일반 보다 훨씬 투명

하고 깊이 있는 소리를 낸다는 궁 악 으로 연주된 <천년학>이 

사람의 심 을 묵직하게 울린다면, 소  연주로 편안하게 개되는 

<소리길>은 사람의 마음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듯한 느낌을 다.  

안숙선, 오정해, 김명곤의 구성진 소리와 <진도아리랑> 등이 화

의 장면들과 겹치면서 감동을 더해 다. 김수철은 1993년에 <서편

제>로 제13회 한국 화평론가 회 음악상과 MBC 최우수 화음악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수철이 음악을 맡은 화 <태백산맥>은 조정래의 동명 소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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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화한 것이다. 앨범 ≪태백산맥≫은 김수철의 다른 국악 곡보다 음

악  완성도가 매우 높은 앨범으로 김수철 본인도 아끼는 작품이라고 

한다. 주지하다시피 <태백산맥>은 1948년 여순사건부터 한국 쟁 

후 9·28수복까지의 격동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그에 따라 

음악도 매우 장엄하고 비장하게 개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앨범 ≪태

백산맥≫에서는 , 피리, 태평소, 오고북, 타악기, 북 등의 수많은 

통 악기를 사용해 다양한 변주를 시도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산

맥>, <떠도는 혼>, <어 난 세월> 등 총 8곡이 수록된 이 앨범을 

통해서 김수철의 창작 세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새삼 느낄 수 있

다. 김수철은 이 음악으로 1994년 제33회 종상 음악상과 제16회 

청룡상 음악상도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화 <축제>의 앨범 한 국악의  변용이라는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앨범이다. 임권택 감독의 작품인 화 

<축제>는 한 인간의 죽음을 탄생과 더불어 ‘축제’로 여기는 한국

인 정서를 담고 있다. 화 <축제>의 화음악 앨범에 수록된 음악 

에서 오늘날까지도 들에게 가장 익숙한 작품은 소 으로 연주

된 <꽃의 동화>일 것이다. 주제 음악인 <꽃의 동화>는 국악 동요 

형태로 작곡되었는데, 김수철의 음악 세계의 한 지향 인 ‘순수의 세

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8) 

이처럼 김수철은 화음악에서도 국악의  변용을 통해 다양

한 음악  실험을 모색했다. 그의 화음악은 체로 성공 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화에 맞추어 국악을 아름답게 창작한 것이 주효했다

8) 김수철의 음악을 살펴보면, 그의 한 지향 으로 ‘순수의 세계’가 자리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동요에 심을 가지고 작업해온 것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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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실험정신이나 창작성이 우뚝

한 부문은 순수 창작음악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3.3. 창작음악과 행사음악: 다양한 실험의 장

김수철은 순수 창작음악에서도 국악의 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했다. 그의 순수 창작음악으로는 1997년에 발매된 김수철의 국악 

앨범 1집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 했듯이, 이 앨범은 총 575장

이 팔리고 나머지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폐기처분을 당했다. 그 까지 

속된 말로 잘 나가는 ‘록커’ 던 김수철이 국악의 바다에 발을 들여놓

으면서 바다 속 깊이 추락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가? 혹자는 음악인이 국악에 빠지는 것은 

천형(天刑)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 그만큼 그 길이 어렵고 고단하며 

들의 호응도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김수철에게는 국악이었는지도 모른다. 비록 김수철의 국악 

앨범 1집이 들에게는 큰 호응을 얻지 못했으나 그는 여기서 좌

하지 않고 1988년에 국악 앨범 2집을 발표하는 력을 보여 다. 국

악 앨범 2집은 ’88 서울올림픽에서 사용되었던 음악 에서 김수철의 

작품만을 모아서 구성한 앨범이다. , 피리, 아쟁, 태평소, 가야 , 

철가야 , 오고 등의 통악기와 드럼, 베이스 기타, 기기타, 건반, 

신시사이  등의 서양악기가 만나서 우리 소리와 서양의 소리가 어우

러지는 음악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어서 1989년에 발매된 앨범 ≪황천길≫은 김수철 작·편곡의 

1986년 아시안게임 야제 음악을 비롯해 1984년부터 1987년 사이에 

작곡한 국악 곡들을 모은 앨범이다. 이 앨범에서도 태평소, 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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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그룹사운드 등 다양한 소리의 향연이 펼쳐진다. 이처럼 김수철

은 굵직한 국가 행사음악을 도맡아서 작곡했다. 1986년 아시안게임 

야제 음악을 시하여 1988년 서울올림픽 야제 음악, 1993년 

 EXPO 개막 축제 음악, 199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회 개막식 음

악, 2002 한일 월드컵 조 추첨 음악  개막식 음악, 2005년 제25회 

장애인 국체  개·폐막식 음악에 이르기까지 요한 국가 행사음악

을 작곡하고 감독했던 것이다.

이처럼 그가 국가 행사음악을 도맡아 작곡했던 것은 그의 음악을 

통해서 동·서양의 만남과 조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 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인으로서 본격 인 국악 공부를 했던 그가 행사

음악에서도 통 인 우리 소리의 다양한 변주와 변용을 통해서 우리 

고유의 빛깔을 드러냄과 동시에 보편 인 서양음악과의 만남도 극

으로 모색했기 때문이리라. 그리하여 그는 어떤 면에서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음악을 서양음악이라는 익숙함으로 포장

해 우리의 소리를 자연스럽게 세계에 리 알릴 수 있었던 것이다.

1989년 제11회 한민국 무용제 상 작곡상 수상 기념 음반인 ≪불

림소리 1≫(1992)과 ≪불림소리 2≫(1997)도 그의 창작성이 돋보이는 

작품이다.9) ≪불림소리 1≫에서는 국악기와 음악, 서양 클래식 음

악, 타악기 음악 등과의 조화를 통해서 우리 소리와 외래의 다양한 

소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채롭게 결합시켰다. ≪불림소리 2≫는 

인간이 신을 만나는 과정을 그린 곡들을 수록하고 있다. 인간이 유혹

을 만나서 좌 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극복해 마침내는 신을 만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9) ‘불림소리’는 허튼춤 따 에서, 서로 흥을 돋우려고 외치는 ‘좋아’, ‘좋지’, ‘얼씨

구’ 따 의 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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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엇보다도 김수철의 창작음악 에서 최고의 역작은 1998

년에 발표한 ≪팔만 장경≫이 될 것이다. 1995년 12월 에 장경 

한역 산화를 수행하던 고려 장경연구소의 종림 스님이 김수철을 

찾아갔다. 1995년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한 장경을 일

반 에게 친숙하게 알리고 세계화도 이루겠다는 방편의 일환으로 

음반 제작을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 임자로 김수철이 선택된 

것이다. 

그는 해인사에 가서 바람에 울리는 풍경소리, 계곡에 흐르는 물소

리, 천근만근의 울림을 주는 종소리를 녹음하기도 하고 장경 을 

어루만지면서 한 자 한 자 정성스  새겼던 선조들의 정신을 마

음으로 느끼려고 애쓰기도 했다. 김수철이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 화두

를 잊어버린 스님처럼 방황할 때면 종림 스님이 어김없이 나타났다고 

한다. 그때마다 그는 스님의 환한 미소를 보고 다시 힘을 얻어서 창작

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이 음반은 장경의 역사를 오롯

이 담고 있다. 몽골군의 말발굽 소리가 다가오는 상황, 국토가 유린당

하는 처참함, 국난을 불심으로 극복하려는 애원, 세상에 울려 퍼지는 

부처님의 자비를 표 했던 것이다.10) 

김수철 본인이 밝혔듯이 상상의 세계를 구체 인 음악으로 표 해

내는 작업은 생각만큼 간단치 않은 험난한 노정이다.11) 그 게 념

이고 철학 으로 변해버린 그의 음악은 의 반 인 호응과 지

지를 얻지도 못했다. 그의 음악이 념 이고 철학 으로 흐른 순간부

터 그는 과 더욱 멀어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작품의 성공과 실패

의 여부를 의 호응에만 둘 수는 없다. ≪팔만 장경≫을 듣고 있

10) ｢ 장경의 의미: 역사음반으로 발표｣, 한겨 , 1998년 6월 2일자.

11)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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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그가 ‘ 가수’에서 ‘ 술가’ 내지는 ‘장인(匠人)’의 길로 들어

섰음을 느끼게 된다. 비록 의 호응은 미미했으나 우리 악기인 

, 아쟁, 피리 등과 국 악기인 얼후 등을 사용해 문화유산 ‘팔만

장경’을 음악으로 재탄생시킨 그의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다. 

3.4. 기타산조: 새로운 장르의 형성

산조, 아쟁산조, 피리산조, 가야 산조처럼 기타산조는 서양악

기인 기기타로 우리의 가락인 산조를 작곡하고 연주하는 것을 말한

다. 기타산조가 정식으로 음반으로 나온 것은 2002년에 발매된 ≪기

타산조≫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김수철은 1980년경부터 이미 기타

산조를 조 씩 작곡하고 연주했다고 한다. 앞서 음악  행보에서 살펴

보았듯이, 그는 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기타에 한 김수철의 생각은 다음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다.

기타란 게 말요, 이게 참 오묘한 거야. 사람하고 같은 거거든. 매일 

정성껏 아껴주고 다가가 줘야 마음을 주거든. 그 지 않으면 날 외면해. 

얼마나 맞다구. 기타하고 나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거야. 그러

니까 그 마음을 제 로 보지 못하면 연주가 안 나와.  안 나오게 

돼 있어. 오페라의 남녀 주인공이 있다고 해 . 공연을 할 때 서로 마음

을 주고받지 못하면 하모니가 안 나오잖아. 악기란 것도 사람처럼 목소

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리를 제 로 내주게 해야 하는 거지.12)  

12) 오동진·김 진, ｢ 화계, 조 만 기다려 록 음악 갖고 나도야 간다｣, FILM2.0, 

(주)채 이쩜 , 2002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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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면, 기타는 내가 숨 쉴 

수 있도록 하는 몸 같은 거 요. 기쁠 때나 슬  때나 항상 기타를 연주

하고 있었으니까. 가 있건 없건, 기타 칠 때가 제일 편안해지고 국악 

작곡 때문에 자주 하지 않다가 몇 년 부터 다시 매일 연습하고 있는

데, 이제 죽을 때까지 에 있겠죠.13)

기타에 한 김수철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이다. 김수철에게 기

타는 연인이자 친구이면서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을 하듯이, 그는 기타를 아끼고 어루만지며 기타와 

소통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기타는 그가 죽을 때까지 함께할 동반자인 

것이다. 이처럼 기타를 사랑하는 그가 기타산조라는 장르를 만들어낸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지도 모른다. 뉴욕에서 노숙자의 란한 기타 

연주를 보고 그 솜씨에 충격을 받아 그때부터 기타 연습에 매진했다

는 그의 고백을 통해서도 기타에 한 그의 애정을 가늠할 수 있다.14)

김수철의 기타산조는 기타에 한 그의 남다른 애정과 우리 소리에 

한 천착이 만나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산조

는 보통 ‘진양조− 모리− 모리−자진모리−휘모리’의 국악장단

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리듬이 천천히 시작해서 흥을 돋우다가  

빨라지며 정에 이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더불어 산조에서는 정해

진 기존 형식의 틀을 벗어나 연주인의 느낌이나 감각에 의한 즉흥 연

주도 한 몫을 한다. 이러한 산조의 특징과 기기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게 잘 조화시켜서 기기타의 다양한 연주기법을 최

한 활용한 우리 소리, 우리 가락의 표 이 바로 기타산조인 것이다.15) 

13) 김 우, ｢재회 혹은 새로운 만남, 김수철｣, 월간 JJ Magazine 2002년 8월호. 

14) ｢기타를 든 거인, 음악가 김수철｣, EBS 시 의 상, 2007년 4월 10일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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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의 기타산조는 1980년경부터 조 씩 실험 으로 시도되다

가 ’86 아시안게임에서 에게 첫 선을 보 고, 1987년에 앙국악

악단 정기연주회에서 공연되면서 ‘기타산조’라는 공식 명칭을 갖

게 되었다. 이어서 ’88 서울올림픽, 뉴욕 공연, 일본 공연, 1993  

EXPO, 1997 동계 유니버시아드 개막식, 1998년 15  통령 취임식,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 2002년 제57주년 기념 UN의 날 특별 공연 

등을 통해서 기타산조는 여러 차례 공연되었다.

앨범 ≪기타산조≫에는 <장고와 기타산조>, < 과 기타산조>, 

<가야 과 기타산조>를 비롯해 총 10곡이 수록되어 있다. 데뷔 30

주년 기념 공연에서는 김덕수의 장고에 맞추어서 그가 기타산조를 연

주했다. 그날 지천명의 그가 아름다웠던 것은 단순히 기타 연주 솜씨

가 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열 해 있는 그

의 모습에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리라.  

4. 나오며: 다시 한 번의 비상을 꿈꾸다

이상으로 김수철의 30년 음악 인생과 그의 활동을 통음악과 서양

음악을 목시킨 일련의 작업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사실상 여 히 

왕성하게 활동 인 인물을 평가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

럼에도 이 은 통음악과 음악의 만남과 소통에 해 언 함으

로써 이에 한 들의 심을 환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김수철은 음악인으로 정상에 우뚝 선 순간에 비상을 멈추고 국

15) 김수철 홈페이지, http://www.kimsooch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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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바다로 빠져들었다. 그리하여 국악과 서양음악과의 다양한 목

을 시도했다. 이 에서는 그의 작업을 크게 국악가요, 화음악, 창작

음악과 국가 행사음악, 기타산조로 나 어서 그 구체 인 양상을 살펴

보았다.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그가 

시도한 국악과 서양음악의 만남과 소통은 과연 성공 인 작업이었나? 

국악의 화와 국악의 화는 다르다. 국악의 화가 성

에 을 맞추고 있다면 국악의 화는 국악의 다양한  변

용과 변주에 그 핵심이 있다. 솔직히 그가 행한 우리 소리 찾기 작업이 

으로 성공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국악가요 <별리>와 ≪서

편제≫ 앨범을 제외하고는 으로 리 알려지거나 성공한 작품

이 드물다.16) 물론 김수철의 우리 소리 찾기 작업에 비상한 심을 

가지고 있는 마니아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에게 

리 사랑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면에서 그의 작품들은 이 친숙하게 다가가기에는 무 난

해하고 복잡하다. 때로는 념 이고 철학 이다. 가볍고 빠른 것에 

익숙한 에게 그의 음악은 때론 무겁고 한없이 느리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 다면 그의 우리 소리 찾기 작업은 ‘국악의 화’가 아닌 

‘국악의 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음악

을 ‘ 을 한 음악’과 ‘음악을 한 음악’으로 나  수 있다면 그의 

우리 소리 찾기 작업은 후자의 음악에 가까운 것이다.

‘국악의 화’가 아닌 ‘국악의 화’라는 에서 볼 때, 그의 

작업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실험정신과 도 정신 때문이

다. “국악 앨범 1집이 575장만 팔리고 나머지는 폐기처분 되었을 때 

16) 필자가 개인 으로 좋아하는 김수철의 노래는 국악과는  무 한 <외로운 

침묵>과 <난 어디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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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참하

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가 끊임없이 국악의 화에 골몰했던 

것은 단순히 오기나 명성 때문이 아니다. 다만 “신나서, 좋아서, 여기

까지 왔던” 것이다.17) 그는 들의 외면을 결코 원망한 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악의 화에 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악 화란 게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을 무진

장했어. 무 오랜 세월이 흐른 소리라서 그 뿌리가 ‘그 뿌리가 여기 

있소’ 하고 내놓기가 참 힘들어요. 엄청 큰 소리지. 산조 같은 거 들어 

보면 참 커요. 근데 연주하는 떨림은 아주 작거든. 우리 소리가 품고 

있는 크기를 비유하자면 하늘과 땅만큼 돼요. 난 이 아득한 소리를 

로 끌고 오는 다리 구실을 하고 싶은 거요. 동서양 사람들 모두가 감동

할 수 있는 소리를 찾고 있지요. 무 우리 것만 주장하면 안 되잖우. 

보편타당한 소리를 만들어내야지. 시  유행도 따라줘야 하고 아이들이 

호기심을 일으키도록 해야 돼요. 난 그 다리가 될 거야.18) 

그 한 국악의 화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럼에

도 그는 외롭고 힘든 길을 ‘신나서’, ‘좋아서’ 간다. 사람이 늙는 것은 

열정과 꿈을 잃어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여 히 꿈을 꾸고 있으

므로 언제나 ‘ 은 그 ’인 것이다. 그가 보여  우리 소리에 한 애

정과 열정, 이를 바탕으로 한 끝없는 실험정신과 도 정신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자아낸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언젠가 그의 우리 소리 

17) ｢기타를 든 거인, 음악가 김수철｣, EBS 시 의 상, 2007년 4월 10일 방 .

18) 정재숙, ｢음악인 김수철｣, SK Telecom 고객잡지 열린세계, SK Telecom, 2001

년 7월 19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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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작업이 과도 신나게 소통하는 것이다. 

최근에 그는 화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의 음악감독을 맡았다. 

이 까지의 그의 행보를 볼 때 그가 화음악에 주력하는 것은 자연

스러운 귀결로 보인다. 화만큼 화음악이 요한 것은 사실이나, 

화음악은 그 자체보다는 화와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가 요하고 

화를 얼마나 더 빛내주느냐가 건이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화

음악은 화에 묻어간다고 할 수 있고 여타의 다른 장르보다 부담감

이 덜한 것도 사실이다. 면에 나서기를 거부한 채, 여 히 국악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그에게 화음악은 상 으로 편한 부문이기

도 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좀 더 국악의 화에도 힘을 썼으면 좋겠다. 국악이 

단지 박물 의 박제가 되지 않기 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국악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가장 한국 인 것이 가장 세계 ’이라는 

명제가 꼭 맞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악은 우리의 뿌리이고 국악을 

아는 것은 우리 뿌리를 아는 것과 방불하다. 우리가 구인지를 알기 

한 작업, 정체성을 찾아가는 작업은 그 자체로 분명히 의미가 있다. 

그런 에서 그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국악가요를 창작하는 데에

도 힘을 기울 으면 좋겠다. 단지 배경음악이 아닌 국악의 화와 

화를 아우른 국악가요를 선보인다면 들은 이에 미소로 화답

하지 않을까?

그 구체 인 방법까지는 여기서 제시하지 못한다. 그 방법은 오롯

이 그의 몫으로 남겨지므로. 다만 그가 성공했던 <별리> 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는 여 히 넓고 넓은 국악의 바다

를 항해 이다. 그의 항해가 어디서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허나, 부디 그 넓은 바다에서 그가 다시 한 번 비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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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ck kid is absorbed in traditional music(Gukak)
− focused on Kim Soochul’s views on music 

Zhang Eu Jeong(Dankook University)

This review studies Kim Soo Chul’s life and the series of works that 

combine traditional and Western music. When he was at the top of 

his career, he turned to traditional music(gukak) to search for roots. 

He attempted to integrate traditional music with Western music in var-

ious ways. This review examines his works on four groupings and finds 

that even though this integration was not successful in terms of popu-

larity it represents an important musical experiment and a unique 

mindset.

This review identifies four groupings in his traditional music or gukak; 

gukak gayo, soundtracks, creative and Ceremonial music as well as 

Guitar Sanjo. His discovery of its roots helped modernize gukak. He 

knew that popularizing gukak would be difficult, but his love motivated 

him. It is suggested that the public will one day come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his devotion.

Keywords : Kim Soochul, Popular song, Gukak Gayo, Soundtrack, 

Guitar Sa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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