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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21호

권두언

김창남(한국 음악학회 회장,

성공회 학교 신문방송학과·문화 학원 교수)

한국 음악학회의 학술지  음악에 투고된 논문들을 읽다 

보면 음악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학제  역인지 실감하곤 

한다. 일단 음악은 음악이고 문화라는 에서 당연히 음악학의 

상이고 문화연구의 소재이다. 음악은 산업과 시장의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에서 경제학의 상이고, 문학  표 을 포함하기 때문

에 문학  역이며, 사회의 변화와 하게 연 된 사회학  연구의 

소재가 된다. 사람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인류학의 상이며 기술의 

향을 많이 받는다는 에서는 공학의 상이 되기도 한다. 교육학, 

법학, 역사학, 커뮤니 이션학에서도 음악에 한 연구가 이루어

진다. 당연히 음악이라는 주제에 근하는 인식론 , 방법론  시

각도 다양하다. 고도로 추상 인 철학  담론이 있는가 하면 실증 이

고 통계 인 방법론이 동원되기도 한다. 한국 음악학회의 학술

회는 이 게 다양한 학문  패러다임이 교호하는 장이다. 다양한 공

의 연구자들이 각기 자신의 시각으로 음악을 이야기하며 치열하

게 논쟁하고 향을 주고받는다. 이는 그 로 학술지  음악으로 

연결된다. 학술지  음악은 그 게 서로 다른 학문  시각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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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 공존하는 담론의 공간이다. 

이번 호에는 모두 세 편의 논문과 한 편의 특별기고, 그리고 한 편

의 서평을 담았다. 심의 지형도, 사안에 근하는 방법도 다른 들

이 ‘ 음악’이라는 주제를 심으로 모여 있다.

김태윤은 한국과 타이완의 언더그라운드 펑크 씬에서 찰되는 아

시아  하 문화 연 의 재 상황과 가능성을 탐색한다. 필자가 민속

지학  방법으로 들여다본 상은 한국의 문래동 GBN 라이  하우

스와 펑크 밴드 멤버를 심으로 모인 타이완의 ‘처우청( 城)’ 그룹이

다. 이들은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국경을 월한 지역  펑크 연

를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조 씩 펑크 하 문화의 정치  성격을 구

성해가고 있다. 해외의 인디 씬에 한 정보가 많지 않고 심을 가진 

연구자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김태윤의 은 새롭고 의미 있는 시사

를 다.

배샛별은 일제강 기의 유행가들이 보여주는 리듬 패턴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유성기로 듣던 불멸의 명작’ 시리즈에 수록된 332곡

의 음원을 직  들으며 각각의 리듬이 가진 성격을 분류하고 이를 통

해 이 시  음악의 음악  특성을 살펴보고 있다. 흔히 일제강

기 가요는 ‘트로트’라는 장르 명칭으로 일반화되곤 하지만 이 연

구에 따르면 이 시기 유행가에는 매우 다양한 리듬이 혼종되어 있음

을 알게 된다. 음악 연구에서 이 게 정 한 음악  분석은 흔치 

않다는 에서도 주목에 값하는 이다.

박 익은 학의 실용음악과를 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음악인 혹

은 음악인 지망생들의 직업  만족도에 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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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로페셔  뮤지션 100명과 실용음악과 안 의 음악인 지망생 

100명을 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통계 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국

에서 실용음악과는 단히 인기 있는 공이지만 막상 이를 공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처한 실이 어떤지 이들이 그런 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해서는 거의 들어본 바가 없다. 음악도 결국 

사람들의 일이라는 에서 소 한 심이 아닐 수 없다.

오하이오 주립 학의 김필호 선생은 1990년 의 한국 음악 씬 

반의 특성과 흐름을 정리한 문 에세이를 투고해 주었다. 이 에

서 필자는 한국 음악의 1990년 를 체로 1988년에서 1997년에 

이르는 시기로 규정한다. 민주화의 물꼬가 터진 시 에서 IMF 경제 

기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아야 했던 시기까지다. 김필호 선생의 

을 통해 이 시기 한국 음악이 다양한 창의력과 상상력이 만개했

던 풍요의 시 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이기웅은, ‘그 , 먼 길을 왔구려: 20세기 아시아에서 여성이 

음악하기’란 제목으로 서평을 투고해 주었다. 음악인류학자 앤드류 

와인트럽(Andrew N. Weintraub)과 바트 바른드 크트(Bart Barendregt)가 

펴낸 Vamping the Stage: Female Voices of Asian Modernities(무 를 

홀리다: 아시아 모더니티 속 여성들의 목소리)(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는 아시아의 음악을 여성의 시선으로 다룬다. 변방의 

변방을 이야기한다는 에서 흥미롭다.

바야흐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상황이 변하고 있다. 어떤 식으

로든 쟁의 이 사라지고 평화가 정착해 통일을 기약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그 게 지난 수십 년 우리의 시야와 사고를 제약하던 

분단의 임이 깨질 수 있다면 사회와 문화를 하는 우리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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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획기 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음악 연구는  어

떤 새로운 소재와 패러다임을 찾아낼 수 있을까, 문득 궁 해진다. 좋

은 들을 보내주신 필자들, 변함없이  음악을 펴내주시는 한울 

출 사에 재삼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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