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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디어와 대중음악: 대중음악의 매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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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음기에서 라디오, 워크맨, 테이 , 텔 비 , 컴퓨터, 인터넷, MP3에 이

르기까지 새로운 매체의 도입은 음악의 발 과 속한 력에 결정

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음악의 생산과 유는 매체기술을 통한 ‘복제가능

성/재생산가능성’을 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지 은 이러한 

기술  발 의 음악  수용이 단지 새로운 음악생산/재생산 방식의 도입이라

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이다. 여타의 음악장르와 달리, 음악은 

이들 새로운 생산방식을 극 으로 내재화했으며, 이를 항상 음악 으로 ‘매

체/감각’화했다. 달리 표 하면, 음악은 미디어  향력을 근간으로 새

로운 음악  재료  음악하기 방식을 만들어냈으며, 새롭고 범 한 차원의 

음악  문화형성체를 끊임없이 구성했다. 그리고 결정 으로, 이를 유

하는 새로운 감각방식을 형성해냈다. 이러한 음악의 매체  특성(Mediality)

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한국 음악, 특히 1980년 에서 1990년 로의 환

기에 주목해 두 시기 간의 변화과정을 매체문화사 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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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음악 통권 5호(2010년 상반기)

1. 핫 미디어와 쿨 미디어

미디어를 인간의 확장으로 정의한 맥루언은 미디어를 그 감각  특

성에 따라 ‘뜨거운’ 미디어와 ‘차가운’ 미디어로 구분한다. 그에 따르

면 핫 미디어란 ‘단일한 감각을 <고 도>로 확장시키는 미디어’1)다. 

컨  인쇄미디어는 핫 미디어다. 여기에는 ‘시각’이라는 단일한 감

각 정보가 높은 도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는 인간의 시 

감각 이외의 다른 감각을 요구하지 않는다. 반면 쿨 미디어는 도

의 정보로 채워져 있는 미디어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감각의 참여를 

요구한다. 텔 비 은 그의 이론에서 표 인 쿨 미디어에 속한다. 

이 매체는 시각 이지만 이 시각은 단일한 시각  달 과정으로 머

무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다른 감각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때문이다. 

물론 ‘뜨겁다’, ‘차갑다’라는 단어가 일상 으로 사용될 때 그 듯이 

이 구분은 인 것이라기보다 상 인 것인데, 를 들어 화는 

라디오에 비해 차가운 미디어이고, 텔 비 은 화에 비해 차가운 

미디어이며, 강의는 세미나에 비해 뜨겁고, 책은 화에 비해 뜨겁다. 

요컨  맥루언의 미디어 구분법의 기 은 미디어를 통해 구성되는 감

각데이터의 도이며 이에 요구되는 (통합)감각화의 정도이다. “구멍 

크게 난 실크 스타킹”이 왜 “촘촘한 나일론”보다 감각 인가라는 질

문에 한 맥루언의 답은 “ 자는 쿨하고 후자는 핫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루언의 미디어 구분은 단순분류법이라기보다 그의 반

인 인식론, 커뮤니 이션 이론, 그리고 미디어 이론의 근간에 자리 

잡고 있는 감각이론의 맥락 안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의 감각이

1) 마셜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 김성기/이한우 옮김, 민음사, 2002, 

56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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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제는 인간의 모든 감각이 조화롭게 활용되는 감각의 균형 혹

은 이들 간의 유기  통합이다. 그에게 이러한 감각들 간의 풍부한 

만남을 마련하는 장은 각이며, 여기에서 각이란 피부를 통한 

이라기보다 “여러 감각들 간의 상호 작용”이며, “시각이 청각으로, 청

각이 운동감각으로, 이어 미각과 후각 등으로 번역되는 만남의 문제”

다.2) 이러한 미디어의 감각  특성을 바탕으로 맥루언은 고  구술문

화에서 근 의 인쇄문화로의 서구문화사 변이과정을 고찰하고 있는

데, 그에 따르면 이러한 반 인 과정은 “ 각  구술문화”에서 “시

각  문자문화”로의 변화다.3) 통감각 인 세계 유방식이 활자 인쇄

인 <구텐베르크 은하계> 시 를 거치면서 시각이 지배  감각으

로 자리 잡으며, 다른 여타의 감각방식 간의 교류와 상호 유기  계

를―그의 표 에 따른다면 감각 간의 번역  은유 계―폐쇄해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골자다. 소  서구 근 의 합리성은 말하자면 시각

이 다른 감각  유들을 배제하고 억압하는 과정이며, 이는 그가 말

하는 통감각  합리성(common sense, sensus communis)에 배치되는 합리

성일 뿐이다. 그러나 획일성, 연속성, 환원론  통일성, 단선  인과

계, 표 화, 반복 가능성  상 가능성 등 시감각의 독단성에 근거하

는 구텐베르크 은하계는, 20세기 기에  하나의 미디어  환기

와 면하게 된다. 이 새로운 시기로의 이 에서 그가 보았던 것은 

시각문화의 독단성에서 벗어나 통합  감각방식을 구 할 수 있는 구

술성 회복에 한 가능성이다. 즉, ‘인간의 확장’에 한 미디어의 가능

성, 곧 미디어  감각의 유기  교류방식의 복구에 한 가능성이다.

2) 마셜 맥루언, 같은 책, 108쪽. 

3) 마셜 맥루언, 구텐베르크 은하계, 임상원 옮김, 커뮤니 이션북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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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  이원 으로 분리되고 구별된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니

라 수많은 세계와 문화가 동시에 존재하는 다원  세계에서 다양한 삶

을 살게 되었다. 우리는 이미 한 가지 종류의 문화―한 가지 비율로 

배열된 인간의 감각 체계―만을 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책만이 

유일한 지식의 원천이 아닌 지식의 원천이 다양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다양한 언어 혹은 기술에 의존해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문화 인 측면에서 편향성(bias)을 교정하기 해 사

용하고 있는 도구 자체에 편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 

확실히 자 의 발견은 인간사에 있어서 동시  ‘장’을 재창조하여 인류

라는 가족이 오늘날 ‘지구 ’ 아래 존재하게끔 했다. …… 자  상호의

존성은 세계를 하나의 지구 이라는 이미지의 존재로 재창조하고 있다.4) 

이러한 미디어  세계사 을 맥루언 식으로 달리 표 하자면 인쇄

시 로부터 자시 로의 이는 ‘핫’에서 ‘쿨’로의 이이며, 그 안

에 내재된 미디어  감각방식의 이라 할 수 있다. 맥루언에게 새로

운 기시 의 표  미디어이자 쿨 미디어는 텔 비 이다. 텔 비

  기  미디어가 가진 ‘ 각’  성격5)을 통해 근 의 시각 심

4) 마셜 맥루언, 같은 책, 68~69쪽.

5) 텔 비 이 가진 각  성격에 한 맥루언 자신의 설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이 각 으로 사용된다는 의미는 을 통해 보지만 그것은 시각만이 동원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감각이 동시에 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

에서 각 이다. 텔 비 이 각 이란 말도 이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다. …… 

감정이입 으로 사물 안으로 들어간다(They go empathically into it)”는 말도 이를 

시사하고 있다. 즉, 시각을 통해 사물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모든 감각이 

동원되어 인지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맥루언, 앞의 책, 80쪽, 각주 68 

인용). “텔 비  상은, 매 순간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 감각을 참여시켜 그물

 속의 공간을 <메워>주기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참여는 매우 활동 이고 

감 인 것이다. 감성이라는 것은 피부와 사물 간의 단순한 이라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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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극복하고 감각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즉 하나의 감각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가 병존할 수 있는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미디어  감각의 확장이 곧 ‘ 로벌 빌리지’로

의 가능성을 열어 다는 것이 그의 반 인 미디어 이론의 근간이자 

요지다. 기· 자시 의 도래를 넘어서 디지털의 시 에 이른 오늘

날 그가 텔 비  매체에 해 내린 진단6)은 물론 시의 할 수 없

다. 그러나 기존의 커뮤니 이션 이론에서 상 으로 열등한 치에 

있었던 미디어를 심 인 치로 이끌어 올린 그의 이론  시도는 

‘미디어  ’의 지평을 열었다 할 수 있으며, 그가 남긴 명제들은 

재의 미디어 문화에서 충분히 재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무엇

보다 이 의 주된 심사인 미디어와 음악의 계에 한 이해

에 그의 미디어−감각이론은 요한 단 를 마련해주고 있다. 이를 

해 미디어와 음악에 한 좀 더 자세한 논의가 요구된다. 

2. 미디어와 대중음악: 대중음악의 매체성(Medialität, Mediality)

커뮤니 이션의 사  의미는 달, 계, 연결 등이다. 이는 범

는 감각 간의 상호 작용이다”(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435쪽).

6) 맥루언의 미디어 이론에 한 평가와 더불어 비 들 역시 존재한다. 컨  

미디어에 한 정치경제학  시각의 부재, 역사  문화  변화를 특정 미디어의 

출 이라는 원인에 귀속시킴, 텔 비 이라는 기술미디어를 각성이라는 인지

심리  용어를 통해 설명하는 데서 연원하는 범주  오류 등이 그것인데, 특히 

이몬드 리엄스(Raymond Williams)는 맥루언의 기술결정론  태도를 신랄하

게 비 한다. 이에 한 자세한 논의는 이윤진, ｢한국 텔 비  문화의 형성 

과정: 구술매체와 구술문화의 근  결합｣, 고려 학교 박사논문, 2002a, 42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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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에서 가장 기본 인 물리  수 에서의 인지와 표 ( 를 들

어 소음, 의미 없는 음 , 웃음·울음 등의 몸짓 등)에서부터 한층 높은 기술

이 요구되는 언어, 문자, 그림 등까지를 포 하는 “정보의 이해와 

달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7) 소  ‘ 통 ’ 커뮤니 이션 이론들은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인간 사이의 소통 과정에 하나의 모델을 상

정하고 있다. 즉, 송신자−정보−수신자라는 일련  과정이다. 이 과

정에서 제되는 것은, 첫째, 정보의 내용이 송신자로부터 비롯한다는 

것이고, 둘째, 송신자에게서 비롯된 정보는 체 인 소통 과정에서 

원형 그 로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며, 

셋째, 송신자와 수신자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로서의 미디어는 이러한 

정보 달 과정에서 어떠한 극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원형 

보존의 원칙에 입각해 단지 배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이다. 정신

과 육체, 내용과 형식, 기의와 기표 등의 이분법  립 항에서 체로 

자들이 후자들에 해 우 를 하는 모던  사고체계가 일련의 포

스트모던  세계 에 의해 복되었듯이, 20세기 반 이후 등장한 

미디어 이론들에서는 기존의 커뮤니 이션 이론들이 가졌던 제들

에 한 면 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핵심은 미디어에 

한 새로운 인식론  환이다. 

인간의 사고, 인지, 행동, 소통은 그를 둘러싼 세계와 하는 계 

맺기 방식의 결과다. 이 외부 세계와의 계를 맺는 방식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 일 수 없으며, 오직 무엇인가의 계를 통해 이루어진

다. 이 “매개체(미디어)”가 갖는 요성에 해 강조하면서, 리드리

히 키틀러(Friedrich Kittler)는 미디어의 물질 ·기술  조건에 한 더

7) Brockhaus, Die Enzyklopädie, 20. Aufl. Bd. 12, 1996, pp. 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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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심층 인 고려를 바탕으로 소  ‘하드웨어 원칙’을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물리  달체가 없다면 의미란 존재하지 않는다. 소 트웨

어란 단지 물질 으로 존재하는 하드웨어의 효과일 뿐”이다.8) 기표, 

육체, 형식 그리고 하드웨어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논의들은 이제까지 

통 철학  시각에서 간과되어오던 한 축에 한 새로운 이해 가능

성을 제공하는 한편, 실이란 단순히 미디어  구조에 한 재구성 

혹은 재해석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라는 한층 더 근본 인 물음을 제

기한다. 간단히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실재와 가상, 실과 허구 사이를 

가르는 경계선이 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며, 더불어 속히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향들이 요한 심의 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미디어에 한 여러 가지 논의들 속에서 미디어의 역할에 

한 최소한의 동의 지 은 어도 미디어가 정보나 메시지를 ‘단순

히 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인지, 소통, 경험, 기억구조에 향

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를 가장 명시 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맥루언의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명제다. 이는 ‘내용을 립 으로 

실어 나르는 달체’에 지나지 않았던 미디어 개념이 그 자체로서 의

미 담지체가 될 수 있음에 한 선언이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서 무엇

보다 주목해야 할 지 은, 그 다면 미디어를 통해 달되는 실체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이에 한 답이다. 

모든 미디어에 한 우리의 통 인 응, 즉 ‘ 요한 것은 미디어

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이다’라는 식의 응은 기술에 한 백치의 감

8) Kittler, Friedrich A., Grammophon, Film, Typewriter, Berlin, 1985, 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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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마비 상태이다. 왜냐하면 미디어의 ‘내용’이란, 강도가 정신을 지키

는 개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해 사용하는 맛있는 고깃덩어리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미디어의 효과가 강렬해지는 것은  다른 미디어가 

‘내용’으로 주어진다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9) 

우리가 살고 있는 기시 의 근본 인 변화는 ‘의미’보다는 ‘효과’

에 심을 더 두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효과는 체 인 생활을 포함하

는 것이지 정보 이동이라는 단일한 수 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10) 

‘진공상태에서 완 체로 부유하는 사고나 사유’는 불가능하다. 왜

냐하면 사고나 사유는 이미 언어 인 것에 의해 구성되어 있기 때문

이다. 즉, 인간은 언어 으로만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만 사유한다. ‘메

시지’, ‘내용’, ‘본질 인 것’이라 가정하는 어떤 것들도 미디어라는 

매개체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그 기 때문에 이들이 완 하고 순수

한 형이상학  세계에서 구 될 수 있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

할 뿐이다. 이들에는 이미 미디어  지각방식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이 인지하고 지각하고 인식하고 소통하는 것은 

엄 한 의미에서 미디어 그 자체 혹은 미디어화된 내용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불변하는 고정된 메시지가 아니다. 그 기 때문에 맥루언이 

주장하는 바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디어를 통해 달되는 

의미가 아니라 미디어  효과가 작동하는 방식이며, 이 방식은 앞서 

논의된 바처럼 미디어  감각의 방식의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 

9)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50쪽.

10) 맥루언, 같은 책, 6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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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종의 소통으로서 존재하는 음악에도 용되는 이야기다.

음악의 태생 자체가 주로 사회·경제  요인에 의해 규정되고, 

 음악이 매체 기술의 발 과 한 상 계를 맺고 있다

는 사실은 손쉽게 ‘ 음악은 곧 량생산품’이라고 정의내리도록 

한다. 따라서 음악은 기본 으로 경제 ·상업  논리에 의해 결

정되는 존재로 비하되게 된다. 달리 표 하면 음악은 ‘잘 팔리느

냐 그 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이러한 논의의 부분은 

결국, “음악의 물신  성격과 청취의 퇴화”11)에 한 비 으로 귀결

된다. 문제는 이러한 비 론에 작동되고 있는 음악 가치 단 기 이 

될 터인데, 음악의 정의와 이와 련된 연구방법론에서 야기되는 

문제 들에 해 언 한 페터 빅 (Peter Wicke)에 의하면 이러한 

음악에 한 소  비  근방식에 제된 것은 “ 술음악  가치

규범과 작품규범”이다.12) 즉, 서구의 술음악의 이념은 음악 내  완

결성을 근거로 하는 작품성, 기보화된 음악을 심으로 구성된 목 의

식 ·발  음악 역사 을 통해 구 되는 작가의 술  정신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18세기 후반 유럽의 반 인 사회문화  변

 과정 속에서 자신의 음악  가치와 규범을 ‘음악의 본질’로 규정했

다. 그리고 이에 벗어나는 여타의 음악  카테고리들, 컨  민속음

악이나 음악, 제3세계음악 등에 해서는 “몰가치”, “ 속”, “무

의미”로 격하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음악은 ‘상

업  논리에 의해 기형 으로 태어난 음악’, 민속음악은 ‘아직 좀 더 

11) Adorno, W. Theodor, “Über den Fetischcharakter in der Musik und die Regression 

des Hörens“, in: Gesammelte Schriften Bd. 14, pp. 14~50. 

12) Wicke, Peter, “popul̈äre Musik als theoretisches Konzept,” in: PopScriptum 1/92, 

1992,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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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되어야 할 미숙단계의 음악’으로 치부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날까지 (일정 정도) 향을 미치고 있는, 카테고리에 따른 음악  ‘가치

단’의 주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음악을 학문  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서구 음악연구들의 성과들은, 일단 기존의 아카데

미가 배제해왔던 분야에 한 새로운 시각과 연구방식을 제공했다는 

에서 충분히 평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연구는 음악을 한

편으로는 술음악으로부터,  다른 한편 종족 ·비교음악학  규

으로부터의 거리두기를 통해 음악이라는 ‘문화  실제’에 근하

는 독자 인 방법론 구축에 주력해왔다. 컨  필립 태그(Philip Tagg)

의 경우 그는 “ 음악은 술음악도 아니고 민속음악도 아닌 모든 

음악이다”라는 정의를 통해 이들 세 가지 카테고리들의 ‘차이와 구분’

을 시도함으로써 음악을 하나의 ‘다른’ 장으로 범주화했다.13) 말

하자면, 음악은 술음악의 ‘음악 내 −작품미  규 ’으로도, 

민속음악의 ‘자발 ·자연 ·공동체  특성’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들 뒤편으로 지 까지도 음악학 내에서 일종의 ‘공

백’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있다면 ‘ 음악에 한 질 ·미  가치 

단에 한 기 ’ 문제다. 음악을 ‘ 술음악’으로 승격시키려는 

시도들14)이나, 음악에서의 ‘공동체성  자생성’을 강조하는 시

도들15)은 바로 이러한 ‘ 음악에서의 미  기 의 공백’을 메우려

13) Tagg, Philip, KOJAK, 50 seconds of Television Music: Towards the Analysis of Affect 

in Popular Music, Göteborg, 1979.

14) 록음악을 ‘작가 정신’이나 ‘작품의 완성도’ 혹은 ‘연주기량의 완숙함’ 등의 기

으로 단하는 경우가 이의 표 인 경우다. 

15) ‘ ’음악이, ‘ ·민 ’ ―혹은 어떤 집단―  정체성의 자생  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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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cool, so hot”: 1990년 로의 환기 한국 음악에 한 매체문화사  고찰_송화숙  35

는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범주의 규 에 기 고 있다

는 에서 “범주 오류”16)에 속하며, 이를 통해 무수히 다양한 음

악  실제들과 이들의 편 이면서도 분산 인 이합과정의 많은 부

분을 배제하거나 삭제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 다면 다음의 심

은 ‘  다른 안이 존재하는가’ 혹은 ‘ 음악에서 어떤 고유의 미

인 것을 이야기할 여지가 있는가’라는 에 집 되며 이 지 에서 

앞서 살펴본 맥루언의 매체 이론을 다시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말하기, 쓰기, 몸짓, 표정 등 인간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넓은 의미의 소통이며, 음악과 음악하기라는 실제 역시 의심할 

바 없는 소통 과정의 하나다. 소통으로서의 음악의 생산과 유는 

항상 매체기술을 통한 ‘복제가능성·재생산가능성’을 제하고 있으

며, 음악은 이 같은 기술발 의 내재화를 통해서 ‘ ’음악으로 

기능해왔다. 컨  우리나라의 경우 음악  카테고리의 분할― 술

음악, 음악, 통음악―  음악이라는 범주의 확립이 축음기라

는 매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30년 부터 시작되었다는 은 이러

한 특징을 잘 드러내 다. 이는 두 가지 지 에서 흥미롭다. 첫째, 축

음기라는 매체가 도입될 당시 이 매체는 음악  상을 선별하지는 

않았다. ‘모든 음악’, 말하자면 서구의 음악이건 술음악이건 한

국 통음악이건 일본 음악이건 모든 음악이 매체화 상이 될 가능

성으로 존재했었다.17) 이는 이념  립이나 식민지 상황  근 화

에 한 립  이상들 역시도 뛰어넘고 있었다. 이러한 음악  혼재 

이고, ‘ ’음악이 ‘ ’ 인 것은 이들의 ‘  정서’에 조응하기 때문이

라는 설명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 

16) 이에 해서는 Wicke, Peter, “populäre Musik als theoretisches Konzept,” in: 

PopScriptum 1/92, 11~12쪽 참조.

17) 장유정, 오빠는 풍각쟁이야, 황 가지, 2006, 7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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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서 음악이 자신의 분할 역을 구축해갔던 것은 새로운 매체

로서의 축음기가 매체  향력을 확장해나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고, 

음악에 한 술음악  에서의 비   옹호론18)이 등장하

기 시작한 시 도 이와 맞물린다. 둘째, 음악은 이러한 매체  

향력을 내재화했다는 이다. 당시 유행하던 노래 형식들이 유행가와 

함께 이하는 과정19)은 음악  변화라기보다 음악매체화의 변화다. 

그러므로 통칭 한국 음악사 최 의 장르  완성이라고 하는 유행

가의 ‘ 형성’은―흔히 트로트 형식이라고 하는―곧 음악이 이러

한 외재  매체성을 내재화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20) 

바로 이러한 특징이 여타의 술음악이나 민속음악이라는 카테고

리들과의 명확한 구분을 가능  하는 기 에 속한다. 달리 말해, 술

음악이나 민속음악에 매체화의 제가 되는 기술  수단들이 ‘원형’

과 ‘근원’을 담보하는 거(典據)로 기능했다면, 음악은 이 ‘기술

을 통한 끊임없는 생산과정과 이의 다차원  재생산가능성’을 내면화

함으로써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앞선 맥루언의 이론과 반 인 미디

어 이론이 가져다  미디어에 한 인식론  환 을 다시 한 번 

환기한다면, 음악에서의 매체  특성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

(Representation)’ 과정을 통해 음악의 ‘내용  측면’에 집 하고자 

한다거나, 혹은 여기에 내재되었을 법한 ‘진실한 무엇’을 읽어내고자 

18) 장유정, 같은 책, 170쪽 이하 참조. 

19) 이 미, 한국 가요사, 시공사, 1999, 49쪽 이하 참조. 

20) 마크 카츠는, 음악  매체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라이  음악과 녹음된 음악 

같의 ‘차이’를 ‘포노그래  효과’로 정의한다. 그의 정의를 따르자면, 이 에서 

논의되는 기술의 내재화 과정 역시 그의 ‘포노그래  효과’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마크 카츠, 소리를 잡아라, 허진 옮김, 도서출  마티, 2006, 

1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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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도들은 많은 경우 실패로 돌아간다. 컨  송신자(즉, 창작자

나 연주가)로부터 발 된 정보내용( 음악의 음악  가사와 이에 담겨

있는 그의 진정성이나 진실성, 진지함, 음악 내 ·외  지향성 등)이 수신자

(청취자, 수용자)에게 달된다는 혹은 달되어야 한다는 제는 이미 

앞서 언 한 미디어  개념에서 문제제기된 바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을 듣고 이해하고 즐기고 유하고 감각하고 체화한다는 것은 엄

한 의미에서 ‘음악 본유’라는 상상체가 아니라 ‘미디어로 매개된 효

과’, 즉 미디어  감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3. “So hot, so cool”: 1990년대로의 전환기 한국대중음악21)

이러한 논의 선상에서 1990년 를 경계로 이루어졌던 한국 음

악의 지형 변화는 미디어  에 의해 다시 한 번 평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  이후 ‘ 인 것’에 한 논의들과 이에 

한 이론 ·분석  근은 이미 다각도로 이 져 있다. 1990년  이후

와 이 을 가르는 “ 음악의 반 인 생산·재생산 조건의 변화”의 

요인들에는 넓게는 세계정세의 변화(독일의 통일, 실사회주의의 몰락 

등으로 표되는 극단  이념 립의 종말)에서부터 좁게는 국내 사회정

치  정세변화(문민정부의 출범, 운동권의 몰락 등) 그리고 신세   서

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을 통해 야기되었던 각종 문화담론들까지 포함

된다. 특히 음악과 련해 이정엽은 1990년  음악의 생산 

21) 이 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1990년 로의 환기 한국 음악에 한 논의의 

상당 부분은 졸고, ｢ 음악에서의 진정성 개념｣,  서사연구 제21호, 

원주: 서사학회, 2009, 345~371쪽에 게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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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조건의 변화에 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에 의거해 특히 

생산조건에 련된 지 을 언 하자면 1980년  후반을 기 으로 ‘제

작사 체제에서 기획사 체제로의 음악 산업 구조의 변화’, ‘ 작권의 

도입과 다국  음반사의 국내 진출이 가져왔던 음악계의 변화’, 

그리고 ‘텔 비 을 심으로 한 스타시스템의 구축’ 등이 지 될 수 

있을 것이다.22) 여기에서 특히 이들 변화를 가늠하도록 하는 핵심  

‘척도’로 작용했던 것이 “텔 비 의 매체  향력”과 그 향력의 

강력함이었다는 을 감안한다면, “텔 비 을 통해 매개되는 음악”

이 집  심과 논의의 상이 되어왔다는 에도 일정 정도 동의

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문제는 그 집  심과 논의의 내용과 수

이다. 1980년  후반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지 까지도) 음악계 

내에서 텔 비 이 가진 강력한 치와 향력에 한 비 은, 체로 

이들이 상업 ·경제  이윤동기와 한 련이 있다는 제를 두고 

있다. 그래서 공  텔 비 에 등장하는 음악이나 가수들이 투명하

고 공정해야만 할 ‘ 차나 과정’ ―말하자면, 그들의 성공 이 에 진정한 

음악가가 되기 해 를 깎는 노력을 무수히 해야만 하고, 그들의 화려한 

텔 비  등장은 이러한 ‘진정한’ 음악가들의 재능과 노력과 고생이 정당한 

평가를 받아 그에 상응하는 가를 받는 장으로서 기능해야만 한다는 식의 

제들―을 무시한 채 모종의 ‘불공정하고 비윤리 이고 불투명한 검

은 경로’를 거쳐 나왔을 것이라는 추측23)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 소  

22) 이정엽, 1990년  가요의 문화  형성에 한 연구, 서울  언론정보학

과 석사논문, 1999. 

23) 물론 때때로 불거져 나오는 기획사들과 방송국 PD들 간의 PR비  페이욜라

(Payola, 과 련한 뇌물 수수) 문제, 그리고 기획사들이 가수들에 해 

가지는 독  권리계약 등의 가시 인 사건들이 이러한 추측을 확신으로 이끌

도록 하는 계기로 작용해왔다. 재미있는 것은 1990년  후반을 걸쳐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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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태도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텔 비주얼한 매체성(혹은 음악

의 매체성 그 자체)’이 무엇인가에 한 을 무시하거나 모르거나 모른 

척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한 가정이나 제들을 벗어나기 해서는 

텔 비 이라는 매체 그리고 이와 련되어 구성되어온 음악  

환경의 역사  형성 과정을 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1961년 소  ‘ 명정부의 크리스마스 선물24)’로 도입된 텔 비

은, 1970년 에 어들면서 반 인 한국 경제 성장과 더불어 텔

비  수상기 보 률 면에서 격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기존

에 라디오가 가지고 있던 미디어로서의 치를 하며 주도 인 매

체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25) 한국 텔 비 의 역사에서  하나의 획

을 는 지 은 1980년으로 기록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컬러텔 비

의 등장이다. 이 매체의 변화를 두고 한편에서는 정치 ·경제  배

경에 한 비 이 있었지만26)  다른 한편에서는 반 인 한국 사

반까지 이러한 ‘방송계 비리’를 바로잡기 한 일련의 ‘문화개 ’시도들이 

공 의 가요순   연말시상식제도에 한 비   폐지로 집약되었다는 

이다. 

24) 오재경, 일과 김종필 씨와 나, 수상 22년, 범서출 사, 1973, 163쪽; 정순일·장

한성, TV 로그램의 사회사: 한국 TV 40년의 발자취, 방송문화진흥회, 2000, 

32쪽에서 재인용.

25) 당시의 한국의 사회정치  제반 조건을 고려했을 때 텔 비 의 도입은 무리한 

시도 다는 평가와 견해가 일반 이다. 그럼에도 텔 비  문화, 그리고 드라

마 문화(흔히 1970년 는 한국 매체사에서 “텔 비 의 시 , 드라마의 시 ”

라고 불리는데)가 한국사회에 속히 보 되고 자리 잡았다. 이 상에 한 

문화  해석을 시도한 이윤진은 이 과정을 ‘텔 비 이라는 쿨 미디어’를 ‘핫한 

내용(국가  발 이념)’으로 채움으로써 드러나는 갈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세한 내용은 이윤진, 한국 텔 비  문화의 형성 과정: 구술매체와 구술문화의 

근  결합, 고려 학교 박사논문, 2002와 이윤진, ｢한국 텔 비  드라마의 

구술성: 텔 비 의 구술양식과 이야기｣, 언론과 사회 2002년 여름 10권 

3호, 117~152쪽 참조. 

26) 를 들면, 컬러텔 비 이라는 새로운 양식의 매체는 두환 정권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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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상  생활에서 획기 인 감각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흑백에서 컬러로의 이가 단지 

기술발   진화에만 련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감각 자체의 

변화  감각하기 방식의 변화와 한 연 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1980년   컬러텔 비 은 이 의 흑백과는 다른 감각의 

장을 마련했다. 흑백에서 컬러라는 기술변화가 가져왔던 텔 비  미

디어 기능의 변화는, 특히 ‘미디어와 실과의 계’라는 측면에서 설

명될 수 있다. 즉, 흑백의 세계가 “텔 비 은 실의 무엇을 드러내

는가?”라는 질문에 집 되어 있었다면, 1980년  컬러 이후는 ‘무엇’

이 아니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텔 비 이 실을 실로 드러내

는가?”로의 심  심의 이라고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설

명하면, 텔 비 이 도입되어 컬러텔 비 이 등장하기까지는 ‘무엇

인가가 텔 비 을 통해 보인다’는 것 자체가 항상 심의 상27)이

었는데, 이제 컬러의 등장에서는 ‘어떤 상이 어떻게, 얼마나 사실

인가를 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컬러텔 비  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무엇보다 연 ·오락

로그램, 특히 음악 련 로그램들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여기에서 

드러났던 격한 변화는 ‘생방송화를 통한 생동감’으로 요약된다.28) 

향력을 확 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당시 “땡  뉴스”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텔 비 이 가졌던 정치복무  기능은 명확했으며, 

이와 더불어 ‘바보상자’에 ‘유해색소’가 첨가된 정도로 컬러텔 비 을 인식했

다는 언 들을 찾아볼 수 있다. 윤재걸, 비디오 공화국, 연려실, 1985, 50쪽; 

강 만, 한국 매체사, 인물과 사상사, 2007, 550~551쪽에서 재인용. 

27) 컨 , 아폴로의 달 착륙, 김일의 슬링, ‘아씨’, ‘쇼쇼쇼’ 등을 보면서 게 

진실일까 아닐까 의심했던 것이 아니라, 그 ‘텔 비 을 통한 드러남 자체를 

감각’했다는 말이다.

28) 정순일·장한성, TV 로그램의 사회사: 한국 TV 40년의 발자취, 방송문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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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 비  음악방송이 라이  콘서트”를 완 히 체했다는 말은 지

나치게 과장된 주장이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1975년 이후’ 한국의 

음악계 상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29) 1975년 마  동 이

후의 억압 이고 암울한 분 기가 연 계  음악계 반을 

지배했을 테지만, 그래도 여 히 텔 비  로그램들은 새로운 트로

트(트로트 고고)류나 학가요제 출신들을 통해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

하고 있었고 음반시장이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몇몇 음

반들은 리 팔려나갔다.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음악 련 

테크놀로지들이 도입되어 이 과는 다른 개인화된 음악환경에서 음

악을 듣고 즐기는 일은 여 히 지속되었다. 

이 게 보았을 때, 1975년 이후 가장 하게 소해진 것은 1960

년  반 이후 융성했던 ‘직 인 라이  음악 경험  공간들’30)이

었다. 역사 으로 찰하자면, 이 공백의 ‘라이  경험의 장’을 메우

려는 시도들은 두 가지 측면으로 집 되었다. 한편은 앞서 지칭한 ‘생

동감 넘치는 TV 음악 생방송’이었고, 다른 한편은 ‘라이  이념의 고

수’ 다. 통칭 자는 오버그라운드(메인스트림), 후자는 언더그라운드

흥회, 2000, 141~145쪽, 217~219쪽 참조.

29) 1975년 과 후를 가르는 한국 ‘팝음악의 명’과 그 좌 에 해서는 신  

외, 한국 팝의 고고학 1960: 한국 팝의 탄생과 명, 한길아트, 2005a와 같은 

자의 한국 팝의 고고학 1970: 한국 포크와 록, 그 정과 분화, 한길아트, 

2005b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무엇보다 이 에서 정리되는 ‘1975년, 그 

후’에 해서는 두 번째 책 232쪽 이하를 참조했다. 

30) 신  외는 그 원인들에 해서 언 하고 있는데, 문화 반에 한 정부의 

억압 인 정책과 별도로 첫째, 주요한 라이  공간이었던 나이트클럽이 더 이

상 생음악 연주가 아닌 디제이에 의한 음원 재생공간으로 바 었다는 (고고

클럽에서 나이트클럽으로의 변화), 둘째, 고고클럽과 더불어 라이  공간의 

역할을 담당하던 생음악살롱의 사향세 등을 꼽고 있다. 신  외, 한국 팝의 

고고학 1970: 한국 포크와 록, 그 정과 분화, 2005b, 247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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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이 구분은 일견, ‘방송음악연 인’과 ‘아티스트’들의 립

으로 보이지만 핵심은 ‘매체(텔 비 )를 통해 매체화된 라이  음악’

과 ‘진짜 정말 라이  음악(혹은 라이  음악이라는 아우라)’31)에 한 

구분이었다. 물론 이들 사이의 차이는 명확했지만―특히 ‘반상업성(반

텔 비 )’, ‘반아마추어리즘’이라는 특징  경향들이 언더그라운드 음악 신

과 음악가들 사이에 ‘의식  혹은 무의식 ’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 이는 

극한  립이라기보다 공동의 과제에 한 상이한 안 제시에 가깝

다.32) 결과론 으로 보자면 1980년 는 ‘텔 비 에 등장하는 음악’

이라는 자 쪽에 힘을 실어줬고, ‘텔 비 에 등장하는 음악 혹은 

등장할 수 있는 음악’이란 말이 곧 ‘ 음악’이란 단어의 동의어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그 힘의 무게는 복합 인 요인들의 복잡함 얽

힘을 통해 차 가 되어갔다.

31) ‘동아기획사운드’로 표되기도 하는 1980년  후반 이후 일련의 언더그라운

드 음악가들 음반의 사운드 러티는 기존과 차별성이 있다. 이를 단순하고 

표피 으로 서술하자면 음반녹음기술에서 ‘더욱 진화된 멀티트랙킹이 가능해

졌다’는 것이 될 것이고, 좀 더 감각 차원 으로 설명하면 ‘진짜 에서 노래하

는 걸 듣는 것 같다’가 될 것이다. 이 에서 ‘라이  음악의 아우라’라 함은 

실제 라이 가 아님에도 실제처럼 들리도록 했다는 ―즉 음의 재생에서 

‘공간성’까지도 포 하는 음악녹음테크닉의 발 ―뿐 아니라, 이러한 차별된 

고품격의 음향을 추구했었던 이들 음악가들의, 이를테면 ‘태도  지향’ 모두를 

지칭한다.

32) 컨 , 1980년  오버그라운드를 표하는 ‘조용필’과 언더그라운드를 표

하는 ‘들국화’를 음악  진지함이라는 측면으로 우열 계를 따지는 것은 불가

능하다. 둘 모두 각각의 장에서 진정성이란 상징의 정 에 서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인권의 말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자신 있었고  확신이 있었

다. 그 시 는 바로 우리들의 시 다. 조용필이 주류라는 반을 장악했다면 

우리는 비주류라는 나머지를 지배했다”(｢강헌의 우리시  가수들과의 만남 7, 

인권과의 인터뷰｣, 부산일보, 2003년 10월 30일자에서 인용) ―이들 간에 

‘문화  헤게모니’에 한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 다른 장에 한 인정 역시 

존재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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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주류/비주류 간의 범주 구분은 음악가뿐 아니라 음악을 듣는 

이들에게도 일종의 명징한 단 기 으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지 했듯이 그럼에도 이들 간의 공통분모는 ‘실제 연주·

라이  이념’이었다. 그래서 1980년  체를 통틀어 오버그라운드에

서도 언더그라운드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고 공론이나 사석에서조차

도 지탄과 비난의 상되었던 것은 ‘노래 못하는 가수, 실력 없는 연

주가’ 다. 말하자면, 1980년  어떠한 음악  장르나 음악가들의 활

동방식이나 주요 활동무 , 그리고 생산자 측면에서건 수용자 측면에

서건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종의 ‘암묵 이면서도 인 규 ’

으로 작용했었던 것은 ‘실제의 가창·연주’ 다. 즉, 텔 비 이라는 

‘시각·청각 ’ 매체의 특성은 1980년  체의 음악세계에서 ‘라이  

경험의 체’로 기능했고, 이를 통해 확인되는 바는, 이 매체의 ‘시각

’ 요인이 감각  강렬함을 가져다주기는 했지만 이 시기는 여 히 

‘시각 인 것’이 ‘청각 인 것’의 하 에 머물 다는 사실, 즉 ‘쿨한 

미디어’  속성이 ‘핫한 내용’33)으로 채워졌다는 이다. 

이러한 지형세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다. 백 서도 아닌 ‘가수’가 강도 높은 스를 구사하는 모

습을 선보 고, 이와 더불어 ‘립싱크 논란’과 ‘가수의 본성론’ 등의 

논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는 어느 정도 가창 능력이 있는 스

가수들에게조차도 쏟아졌던 비 들이었는데, 즉 여기서 문제가 되었

던 것은 ‘춤춘다’는 자체 다기보다 청각 인 것에 복무하는 기능을 

해야만 할 청각 외  이미지, 즉 시각  감각  이미지가 더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이다. 다시 말하면 1980년 를 걸쳐 공

33) 여기에서 내용이라 함은, 음악의 본질  ‘내용’이라기보다 앞서 인용된 맥루언

의 ‘미디어 속의 미디어’라는 의미에서의 내용이다. 각주 9와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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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화되었던 공식, ‘라이  이념’에 한 도 으로 간주되었다는 이

다. 무엇보다 이런 정세에 극 인 환기반을 마련한 것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이다. 음악 장르, 음향테크닉, 음악 비즈니스, 그리고 

체 문화에서 발휘된 이들의 무후무한 향력에 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이 의 주제와 련해 집 으로 고찰되어야 할 것은 

이런 여타의 향들 이 에 가장 깊숙한 곳에서 서태지가 몰고 온 ‘센

세이션(sensation)’이 말 그 로 새로운 ‘매체감각의 가능성’에 한 시

도 다는 이고 바로 이를 통해 기존에 시되어왔던 음악  제

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이다. 달리 표 하면 ‘쿨한 미디어’에 

‘쿨한 내용’이 채워졌다는 것이고, 이 에서  시 와는 구분되는 

매체감각이 구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 과정에서 불거지게 되

는 두 감각성의 립은, 특히 텔 비  음악세계와 련해 서태지 

이후 방 떴다 사라지는 ‘아이돌 스타 스그룹들’에 한 비 으로 

유형화되었다. 이 비 들은 한결같이 새로운 방식에 의한 음악 (재)생

산 시스템이 ‘ 음악계의 다양성 상실을 래했다’ ―풀이하자면 ‘텔

비 을 틀면 다 비슷비슷한 노래를 가지고 정신없이 춤추는 애들 그룹이 

나온다’라는 뜻일 텐데―는 것이다. 여기서 정말 에 박힌 듯 획일

인 것은 진짜 ‘그 애들’인가, 아니면 ‘그 다고 비 하는 비 의 어조’

인가. 다양한 이미지 구 방식과 스  노래 스타일에서 변화들이 

있어왔지만, 이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수를 가지고 이를 

즐기며 같이 부르고 춤출 수 있는 ‘감각’은 이미 ‘구세 ’들의 것이 

아니었다. 비트는  더 강해졌고 노래는 빨라졌으며, 춤은 더욱 강

렬하고 정교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을 획일 으로 분류

해버리는 ‘그들의 정’ 역시도 단순한 허구나 거짓이 아니라, 앞서 

언 했듯 역사 으로 형성되어온 ‘그들의 감각기 ’이다. 여기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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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작용하는 것이 있다면 이러한 립  구도에서 한쪽을 정당화하

고 규범화하는 소  ‘음악 본질주의’에로의 천착이고, 이러한 가상을 

제거한다면 한 변화의 과정에서 ‘실제로’ 무엇이 어떻게 움직

고 변화되었는지에 한 찰이 가능해진다. 요컨 , 1990년  이후 

변화  이 과정은 ‘쿨한 미디어를 핫한 내용으로 채우는가’, ‘쿨한 

미디어를 쿨한 내용으로 채우는가’라는 선상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무엇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하는 논리로 용될 것이 아니라 다

양한 음악  실제들만큼이나 다양한 음악  유들에 한 다양한 해

석의 가능성으로 존재하고자 함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범 한 의미에서 문화 이란 것들은 모두 다양하고 상이하고 분

산 이며 특별하고 다르다. 그리고 이런 정식이 항상 ‘소수 인· 항

인·비주류의’ 편에서 해방이나 복의 논리와 맞닿아 있는 것만도 

아니고 반 로 항상 ‘다수 인·주도 인·주류 인’ 편에서 억압이나 

폭력의 논리로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팝문화는 잡종이다. 

팝 자신은 그것이 항문화인지 주도문화인지 결정할 수 없다. 개의 

경우 팝은 둘 모두이고 항문화가 주도문화가 되는 수단”34)에 가깝

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이분법  사고에 의해 단될 

34) “Popkultur ist ein Bastard. Pop kann sich nicht entscheiden, ob er Gegenkultur 

oder herrschende Kultur ist. Meist ist Pop beides, und meist ist Pop das Instrument, 

mit dem aus Gegenkultur herrschende Kultur gemacht wird”(Poschardt, Ulf, 

DJ-Culture: Diskjockeys und Popkultur, 2. Aufl., Hamburg 2002, p.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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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모호한 범주를 그려내는 것이 문화이고 음악이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도 당연한 명제는 이론  측면에서 많은 혼선을 

만들어낸다. 특히나 그것이 음악 분석, 그리고 그의 미 인 것에 

한 논의일 때 그 다. 문제의 핵심은 어떤 기 에 의거해 어떤 방식

으로 음악을 바라보느냐다. 

팝 인 것에 한 미  논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에 해, 이 은 맥루언의 미디어 이론에 주목하고자 했다. 이는 근  

이후 정착된 ‘미’ 개념에서 삭제되어왔던 ‘감각’ 인 측면을 부각시키

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본래  의미에서 감각 그 자체를 뜻했던 미

(Aisthesis) 개념의 복구를 기 했기 때문이다. 이 의 문제제기와 더불

어, 음악연구 반에 걸쳐 남겨진 과제는 여 히 ‘비어 있는’ 

음악에서의 ‘미 인 것’에 한 것이며 이에 한 계속 인 논의의 

필요성 역시 명기하고자 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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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 Cool, So Hot”
A media-cultural study on popular music of Korea in 

transition from 1980s to 1990s

Song, Hawsuk (Hanyang University) 

From gramophone, radio, walkman, tape, television, computer, inter-

net to MP3 the introduction of new media have played in the develop-

ment and rapid dissemination of popular music a decisive roll. The pos-

sibility of reproduction based on the media technology is prerequisite 

for the production and appropriation of popular music. The most inter-

esting site is that this musical adoption of technical development is not 

merely remained in the dimensions of introducing ‘a new (re)production 

system of popular music’, but popular music has internalized and me-

dialized those new production systems. In other words, popular music 

has made a new musical material and musicing method, it constructed 

constantly a new cultural formation of pop-musicality, and above all 

it formed a new way of music perception. Based on that medial charac-

ter of popular music, this paper focuses on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1980s to 1990s on the perspective of pop-musical mediality. 

Keywords: Popular Music, Mediality, Media-Culture, Musical percep-

tion, Authen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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