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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평론

‘홍대앞 여성 싱어송라이터’ 현상에 대한 단상

최지선( 음악평론가)

최근 들어 인디신에 ‘여성 싱어송라이터’1)라 불리는 음악(인)이 증

가했다. 홍 앞을 심으로 개별 인 공연은 물론 소규모 합동 공연2)

이 열리곤 했으며, 지상  TV 음악 로그램에서도 한희정, 타루, 요조 

등이 함께 출연하는 등 이들의 무 가 마련되기도 했다.3) 이들의 음악

을 조명하는 특집이 포털 사이트의 음악 코 4)나 신문 문화란에 심심

1) ‘여류소설가’ 같은 단어처럼 ‘여성 싱어송라이터’ 역시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지만 이 에서는 ‘여성 싱어송라이터’라는 표 을 그 로 사용할 것이

다. 일반 으로 통용되는 단어라는 은 차치하고서라도, 각각의 개별 인 차이

들은 있지만 이들의 실천이 남성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띠는데다가, 이들 상호 

간에 어떤 공통 들이 존재한다고 단하기 때문이다.

2) 한 를 들면 라이 클럽 쌤에서는 ‘소녀들의 수다(with coffee vol. 2)’라는 타이틀 

하에 양양, 임주연, 허민, 흐른 등의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의 콘서트가 열렸다. 

롤링스톤즈 클럽에서는 ‘음악에 미친 그녀들의 수다’라는 제목으로 시베리안허

스키, 리키 등 여성 뮤지션이 속한 그룹들의 콘서트가, 클럽 타에서는 정민아, 

휘루, 흐른이 참여하는 공연이 열렸다.

3) 2009년 8월 19일 MBC ‘음악여행 라라라’에서 한희정과 요조가 마이클 잭슨의 

<Beat It>을 불 다. 지 은 폐지된 KBS ‘윤도 의 러 터’에 2008년 10월 

3일 한희정, 요조, 타루가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

4) 가령 네이버의 음악코 에는 ‘홍  앞, 여성 싱어송라이터’라는 스페셜 기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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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않게 등장하기도 했다. 가령 한 일간지에 실린 “솔로 여성보컬들 

홍 앞을 령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자. “얼짱이라 부르지 마라

…… 우린 진지한 싱어송라이터”라는 부제를 달고 ‘홍  인디신의 요

정’들을 소개한 이 기사는 ‘여성보컬 계보도’를 만들어 “(밴드의) 리드

보컬 시 , 객원가수 시 , 솔로가수 시 ”로 나  다음, 지 의 ‘얼짱 

솔로 여성보컬’들이 바로 ‘진지한 싱어송라이터’라고 진단하고 있었

다.5) ‘홍 앞 여성 싱어송라이터’라고 불리는 이들에 한 을 엿

볼 수 있는 목이다.

이처럼 ‘인디신 3  미녀’, ‘홍  여신’ 등의 수식어로 가십처럼 소

개되며 인 주목을 받은 ‘홍 앞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가장 

표 인 주인공들은 요조, 한희정, 타루이다. 경우에 따라 이 ‘얼짱 싱

어송라이터’ 리스트에는 오지은, 뎁, 연진, 웨일 등이 추가되기도 한

다. 오지은의 경우 자신의 이블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소속된 시와, 

임주연도 공연이나 음반활동을 통해 심을 받고 있다. 밴드 활동에서 

시작해 솔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한희정(더더)이나 타루(더 멜

로디)를 포함해 루네(허클베리핀), 휘루(3호선 버터 라이)가 있다. 록 

있는 모던록 밴드 출신 여성 보컬리스트로 솔로 음반을 낸 경우로는 

(러 홀릭의) 지선, (롤러코스터의) 조원선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외에 

오소 , 황보령, 흐른, 허민, 양양, 박강수 등 많은 이들이 이 열에 

포함되어 있다.

오랫동안 활동하며 나름의 역을 구축한, 인디/비주류 신의 자장 

안에 있는 여성 뮤지션으로는 이상은, 이소라, 그리고 자우림의 김윤

아 등이 있을 것인데, 개인 인 견해로는 이상은이나 김윤아가 이 의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5) ｢솔로 여성보컬들 홍 앞을 령하다｣, 조선일보 2009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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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그 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완 한 의미에서의 ‘싱어

송라이터’는 아니지만 이소라는 더 발 인 방향으로 진화해온 것으

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여성 싱어송라이터 상’을 가늠해볼 수 있는 

표 인 사례로는, 주류 스음악 스타 던 박지윤이나, 인기 패션모

델 장윤주가 여성 싱어송라이터라는 직함으로 ‘ 향’ 혹은 ‘겸직’해 

발표한 음반을 거론할 수 있다. 앨범  모든 곡은 아니지만 몇 곡을 

작곡하며 강한 인상을 남긴 박지윤에 한  혹은 비평  평가

를 통해 여성 싱어송라이터가 일반 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싱어송라이터＝진정한 아티스트’라는 공식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

지 환기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 누가, 어떻게 주목받았는가

그 다면 왜 지  홍 앞을 심으로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의 활동

이 증가했고,  이것이 주목받고 있을까. 우선, 여성 뮤지션들의 확장 

상은 최근 이슈가 된 인디 음악의 활황 상과 무 하지 않은 듯하

다. 이른바 ‘장기하 신드롬’의 여 로 인디신에 한 ‘ ’ 심이 

증폭된 것도 사실인데, 이에 한 향으로 홍 앞 인디 여성 뮤지션

에 한 심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에서 특별히 성별과 

련된 문제 다기보다는 인디 음악 신 체의 주목도에 향을 받았

다고 볼 수 있다. 그 지만 ‘장기하 상’이라는 다소 돌출 인 사건

과 비슷하게, 여성 인디 뮤지션 는 싱어송라이터(에 한 심과 조명) 

역시 갑자기 부상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되어온 결과들이 이

런 런 경로를 통해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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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으로 주목을 받은 이들은 앞서 거론했던 ‘홍 앞 여신’, 

‘인디신 요정’으로 추앙받은 주인공들이다. 사실 그동안 인디신에서 

여성뮤지션의 외모를 공식 으로 거론하는 일은 그 게 많지 않았

다.6) 아니, 특히 인디신 ‘내부’에서 이를 의도 으로 배제하고 불문율

처럼 기시했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는 주류 미디어에서 여성 이

미지를 소비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에 한 반발 때문일 것이다. 이런 

에서 최근의 상을 두고 “세간의 심을 자극하는 미디어의 얄

한 술법”이라 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요정’이나 ‘여신’ 

등의 수식어에는 여성(음악인)에 한 어떤 편견이 그 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 한 습  이미지가 소비, 확 재생산되고 있

다는 측면에서 일면 주류 여성음악인을 처리하는 시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 보이기도 한다. 

여신이나 요정은 동화나 신화 속의 캐릭터로, 신비스럽고 탈속 이

며 비 실 인 여성 캐릭터의 화신이다. 한편으로 이 이미지들은 뇌쇄

이고 능 인 섹슈얼리티와도, 거칠고 강력한 남성 인 톰보이 캐

릭터와도 거리를 둔다. 이런 이미지들은 (이성 이 아닌) 감정 이고 

( 실 이 아닌) 월 인 존재로서 여성(성)을 신비화시키는 역할을 한

다는 비 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요정이나 여신으로 호명되는 

순간, 암묵 으로 형성된 이미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어떤 이들은 이

런 편견들을 무시하거나 역이용하는지도 모르지만).7)

6) 주류 가요계로의 ‘셀링아웃’을 단행한 자우림의 김윤아 같은 경우는 이와 반 의 

략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7) 사이먼 이놀즈와 조이 스의 서에 따르면, 섹시한 여성성을 극 화하거

나, 이와 반 로 강력한 남성  캐릭터를 닮거나, 아니면 외유내강의 고백  

싱어 이외에 여성의 힘을 드러낼 수 있는 모형으로 두 가지 를 제시했다. 첫째, 

마녀(witch) 같은 신화 인 캐릭터, 둘째, 신비로움을 간직한 원형, 컨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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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외모만 거론하면, 당연하게도 그 뒤에 내포된 다양한 음악 

활동이나 음악의 의미 등을 다 포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인디신에 은연 에 작용해오던 쁘고 화려한 외모에 한 강박

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른다. 이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정서의 반 으로도 보인다. 자신을 ‘뻐기는’ 힙합의 경우처럼 “My 

name is yozoh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자신의 이름을 노래 속에서 당당

히 밝히는 요조의 노래처럼(<My Name Is Yozoh>).8) 1집과 2집의 앨범

명을 모두 ‘지은’이라고 한 오지은의 사례 역시 이러한 충만한 자존감

을 여실히 드러낸다. 

무엇보다 이 같은 ‘홍 앞 여성 싱어송라이터’군(群)의 소비 방식이, 

재 홍 앞이라는 공간의 소비 황과 일치한다는 이 더 요하게 

보인다. 미 로 유명한 거리답게 실험 이거나 술 인 건물들과 후

미진 지하의 클럽들이 어우러져 있던, 창기 인디신의 성지(聖地)이

자 표 인 청년문화의 산실이었던 이곳은, 이제는 춤추기 좋은 테크

노클럽과 쁜 카페와 옷가게들이 지어 늘어선, 화려하고 트 디한 

달, 지 등의 자연과 연결되는 지모(earth mother) 혹은 자연모(Mother Nature)

라는 상. 하지만 둘 다 문제 을 안고 있다고 평한다. 자는 비이성 이며 자

연 인 존재로, 여성에 한 스테 오타입을 고착화시킬 험성이, 후자는 여성

이 원래 생물학 으로 자연과 연 된 존재라고 제하는 본질주의의 오류를 

범할 험이 있다는 것이다. Reynolds, Simon & Joy Press, The Sex Revolts: Gender, 

Rebellion and Rock n Roll,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5, 

p.276.

8) 주류 음악에서도 이러한 자 심 는 자기애를 과시하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I’m so hot 난 무 뻐요 I’m so fine 난 무 매력 있어 I’m so cool 난 무 

멋져.”라고 유혹하는 원더걸스의 <So Hot>이 가장 표 이다. 소녀시 의 

<Gee>에서 “ 무 무 멋져 이 이 부셔…… 사랑에 빠져서 수 은 girl”이

라는 가사를 들으면, 사랑하는 상이 어떤 남자라기보다 오히려 소녀들 자신들

처럼 들릴 정도로 자신들의 매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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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문화의 장으로 각인되고 있다. 한때 다소 축소되거나 주변부로 

이동하기는 했지만 명실상부하게 존재하는 클럽문화들과 더불어, 실

험과 유흥과 팬시가 복합다단하게 리믹스된 표 인 상징체로 군림

하고 있는 이다.9)

‘홍 앞 얼짱’으로 알려진 여성 음악인들은 바로 최근의 홍 앞 이

미지를 그 로 요약해 다. 그런 에서 이들(의 음악)이 드라마나 

고 음악에 쓰이면서 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요조의 경우 소규모아카시아밴드와 함께한 <My Name Is 

Yozoh>는 발랄한 이미지의 카메라 고음악에, 올해 발표한 디지털

싱  <Honey Honey Baby>는 한 휴 폰 고음악으로 사용되면서 

리 알려졌다. 한 <커피 린스>, <뉴하트>, <식객> 같은 드라

마의 음악에서 요조, 한희정, 타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나는, 밴드에서 정식 멤버 는 객원 보컬로 활동하다가 솔로

로 ‘ 향’한 경우가 많다는 이다. 이와 더불어 다른 가수들의 노래

에 피처링 등의 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역을 넓 갔다는 특징도 

있다. 요조는 허 어반스테 오에서 보컬로, 소규모아카시아밴드에서 

9) 홍 앞을 조명한 책들의 흐름을 도 이런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류한길‧김작가‧

서 호 등이 쓴 홍 앞으로 와(바이북스, 2005), 조윤석·김 이 쓴 놀이터 

 작업실: 홍  앞 술벼룩시장의 즐거운 작가들(월간미술, 2005) 등은 홍

앞 문화를 주도한 이들에 의해 주조된, ‘인디문화의 산실’ ‘ 은 술가들의 둥

지’이자 ‘이상한 나라의 언더그라운드’로서의 홍 앞에 한 술들이다. 올해 

나온 책들은 조 이다. 성기완의 홍 앞 새벽 세 시(사문난 , 2009)는 인디

신을 포함해 넓은 역의 스펙트럼을 가진 문화지 로서 홍 앞과 자본주의의 

상징인 편의 을 리믹스한 반면, 양소 의 홍 앞 뒷골목: 어느 트 드세터의 

홍 앞 카페 가이드(그리고책, 2009)는 ‘팬시한’ 카페나 ‘맛집’을 소개하는 데 

그친다. 한편, 홍 앞  여성 싱어송라이터에 한 필자의 과 비슷한 로

는 다음이 있다. 차우진, ｢ 코딩, 커뮤니티 그리고 ‘여성’ 싱어송라이터들｣, 문
화과학 통권 제58호(2009년 여름), 문화과학사, 2009, 245～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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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 보컬로 활동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에릭, 드 큰타이

거, 015B 등의 노래에 피처링을 했다. 모던록 밴드 더더 출신으로 푸

른새벽이라는 로젝트에서도 활동했던 한희정은 솔로 활동을 하면

서 못, 에픽하이 등 여러 뮤지션의 피처링에 참여했다. 타루는 더 멜로

디의 멤버로 활동했으며 에픽하이, 휘성의 노래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밖에 뎁은 페퍼톤스의 객원 보컬로, 휘루는 3호선버터 라이에서, 

루네는 허클베리핀에서 활동한 바 있다. 

에서 거론한 많은 경향은 요조, 한희정, 타루 등이 소속된 스텔

코드로부터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스텔 코드는 인디 이블  

가장 으로 성공한 곳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가볍고 산뜻한 음악

들을 심으로 인디 음악의 화(혹은 편향화?)를 주도했다. ‘샤방한’ 

기획컴필 이션 음반을 여럿 발표했으며, 드라마 음악을 통해 그 인지

도를 높 다. 

2. 다양한 스펙트럼

그 다면 최근 ‘여성 싱어송라이터’라고 불리는 이들은 어떤 음악

을 하는가. ‘여성 싱어송라이터’라고 말하면, 언젠가부터 일종의 장르

명이나 스타일명으로 굳어진 듯하다. ‘여성 싱어송라이터’ 자체가 장

르를 구성하지 않지만10) 어쿠스틱 기타 한 (이따  피아노)에 부드럽

10) Greig, Charlotte, “Female Identity and the Woman Songwriter”, Whiteley, 

Sheila(editor), Sexing The Groove: Popular Music and Gender,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7. 물론 싱어송라이터 일반에 한 장르  정의는 존재한다. ‘주

로’ 1970년  밥 딜런 이후 일련의 음악들, 그러니까 제임스 테일러, 잭슨 라

운, 조니 미첼 등의 음악이나, 이후 배출된 수잔 베가, 트 이시 채 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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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사색 인 목소리, 자기고백  는 내면성찰 인 음악을 담는 

포크 인 음악이 한 형으로 지칭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다. 이는 당연하게도 솔로 형태의 활동을 동반하며, 이를 통해 자

신의 음악을 직  만들고 통제하곤 한다(작사, 작곡, 편곡, 나아가 로듀

싱까지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부터 살펴볼 것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

는 어쿠스틱 기타나 피아노 같은 한두 악기를 심으로 편성된 단출

한 음악이라는 , 두 번째는 사색 이고 내면고백  음악이라는 , 

세 번째는 단독 인 솔로 형태의 음악으로서 자기통제로서의 음악, 

나아가 ‘진정한’ 음악(인)으로 인식된다는 이다.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에서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어쿠스

틱 기타( 는 피아노)를 심으로 한 ‘심 한’ 음악이 많다는 인데, 

이런 음악이 형성된 역사 인 맥락은 쉽게 악할 수 있다. 남성에 

비해 음악  근이 제한 이었던 여성이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매체

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그리고 보다 근이 쉬운 악기 던 

피아노 는 어쿠스틱 기타이며, 여기에 자신이 겪는 일상과 상념이 

표 의 소재가 된다11)는 은 상하기 어렵지 않다.

지 도 어쿠스틱 기타나 피아노(신시사이 )가 여성(나아가 남성) 싱

어송라이터들의 주요 매체라는 은 변함이 없지만, 최근(아니, 꽤 오래

부터)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요조는 

음악을 가리킨다. 

11) 미권의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역사에 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면 된다. 

O’Brien, Lucy, Ladies of the Canyon: Female Singer/Songwriters of the Grand Hotel, 

She Bop II: The Definitive History of Women in Rock, Pop and Soul, London, New 

York: Continuum, 2002; Whiteley, Sheila, The Times They Are a-changin’: Folk 

and the singersongwriter, Women and Popular Music: Sexuality, Identity and Subjectivity,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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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로디언, 뎁은 아코디언, 휘루는 해 을 연주한다(물론 이런 사례들이 

악기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음을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근본 인 인식

을 뒤흔들 만한 사례는 아닐 것이다).

한 최근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상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인디

록 음악 일반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장르 간 경계가 허물어지거나 서

로 혼융되는 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다. 여성 록 밴드 헤디 출신

의 멤버들로 이루어진 여성 2인조 뭄바트랩은 (1집이 2년 에 발표된, 

다소 오래된 이기는 하지만) 기타와 고를 심으로 에스닉하고 이국

인 음악을 들려주었다. 이밖에 흐른은 기타를 심으로 한 포크 이

외에 복고 인 신스팝 등과 일별하기도 했고, 차효선의 1인 로젝트 

트램폴린은 신스팝  일 트로니카 음악을 표방한다. 요조도 일 트

로닉한 감성을 첨부했다(가볍고 산뜻한 라운지나 시부야 이라 불린 일

트로니카 팝이 이제 더는 새롭지 않은 근법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인디신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불리는 다양한 사례들이 동

일한 음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통 이라고 한다면 그  ‘(홍 앞) 

여성 싱어송라이터’라는 카테고리로 묶이고 있다는 뿐인지도 모른다. 

3. 내면고백적인, 자아성찰적인

이러한 음악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어떤 공통 들을 발견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바로 고백 이고 내면성찰  

음악에 한 것이다. 많은 여성 싱어송라이트의 주요 화두 던 고백

이고 성찰 인 성향은 바로 블루스/소울/포크의 ‘있는 그 로 말하기’ 

통과 연 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의 실이든, 개인 내면의 모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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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그 상이 다를 뿐 ‘있는 그 로 말하는’ 방식은 동일한 것이다. 

한 평자가 ‘감정  디즘(emotional nudism)’이라 부른, 개인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생산자와 수용자 모두에게 감정  치유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노래가 “가창자의 인성과 노래 속의 페르소나와 

혼융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히 이 스타일의 음악이 이런 경향을 잘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12) 

소소한 신변잡기를 담은 심 한 포크 혹은 기타팝은 많은 여성 인디 

뮤지션들이 택해왔던 클리셰  하나 다. 이는 그간 인디신의 형 

 하나로 인식되어온 ‘골방은둔형’ ‘ 질이’ 정서와도 연결되는데, 음

악 으로 내성 인 성향으로 인해 극단 으로는 고립주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한 고백  이디엄으로 인해 종종 여성이 희생자, 취

약하고 무방비한 존재라는 스테 오타입으로 취 될 소지도 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고백 ’ 혹은 

‘성찰 ’ 음악에도 다양한 범주들이 존재한다. 일반 으로 그 상은 

개인의 일상과 내면의 정서이다. 하지만 차이들을 동격으로 처리하기

에는 그 스펙트럼은 제법 넓어 보인다. 쉬운 멜로디에 밝고 가벼운 

사운드를 구사하는 요조의 경우 때로 엉뚱하고 발랄한 상상력과 연결

되기도 한다. 허리가 좋지 않은 남자친구가 내는 소리(<에구구구>), 

사고로 죽은 동생(<Giant>), 어린 시 의 놀이 동요(<아침 먹고 땡>)

부터 어린왕자 캐릭터(<바오밥나무>)까지. “세렝게티 원의 기린

처럼” 기다리는 외로움(<아 외로워>)과 사랑의 설 임들을 무도 천

연덕스럽게 살랑거리는 목소리에 담는다. 올해 3집을 발표한 허민은 

“ 실 속의 삶 속에서 우린 늘 지쳐가”지만 “만화 화의 한 장면처럼” 

12) 고백  언어를 구사하는 여성 뮤지션에 한 설명은 Reynolds, Simon, & Joy 

Press, op.cit., pp.24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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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버스를 타고 신나게 달려보자는 공상을 함께 하자고 쁜 목소

리로 속삭인다.

 다른 극단에는 오지은이나 황보령 같은 이들이 있다. 이 둘은 

통 인 록과 가깝고도 멀다. 오지은은 사랑 노래를 부르면서도, 가

볍게 속살거리지도, 추상화하지도 않다.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날 

사랑하고 있다는 의 마음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사

랑에 해 의심하고(<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할 때마다 자빠트리

면 니가 버텨내질 못하고”(<진공의 밤>)처럼 솔직한 욕망의 언어들을 

강렬한 노이즈만큼이나 날 것 그 로 내뱉는다. 황보령＝SmackSoft라

는 밴드 형태의 음악으로 주조해내는 황보령의 음악은, 비유하자면 

아방가르드 미술의 이미지와 거칠고 조악한 펑크 사운드가 화학작용

을 일으킨, 그(들)의 노래를 빌리자면 ‘식물펑크(vegetable punk)’와 같다.

하나음악의 마지막 주자로 주목받았던 오소 의 경우 은유와 추상

으로 촘촘하게 엮인 내향  성찰의 시화 그 자체로, 우리가 흔히 말하

는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한 형이 될 것이다. 2집 ≪a Tempo≫에서 

화자는 소극 이고 내성 이며 회한에 젖어 “난 어둡고 거칠은 땅을 

밤새 달려  찾아가고 있지만 사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떠나왔다”(<끝없는 날들>)고 쓸쓸히 고백하고, “나는 늘 왜 이리도 

나른하게 꿈만 꾸고 있나 나는 늘 왜 이리도 부끄러워 숨어 울고 있

나”(<난 늘 왜 이리도>) 슬퍼하지만 담담하게 읊조린다. “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면서 그만 하라는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깝다(<그만 그 

말 그만>). 이러한 성찰 끝에 자아는 스스로에 한 강한 의지에 도달

하기도 한다. “I’m not a little girl anymore/ I can walk alone at night/ 

I can drink alone at night/ I can have fun by myself”라고 부르는 흐른

의 노래 <Don’t Feel Sorry>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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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자연물에 빗 거나 감정이입을 하는 상은 ‘여성 싱어송

라이터’ 군의 노래에서 아주 흔하다. 박지윤은 그런 형을 잘 보여

다. “그 는 나무 같아 사랑도 나뭇잎처럼 언젠간 떨어져버”리거나

(<그 는 나무 같아>), “그 라는 꽃잎”은 “떨어지지 않는 시들지 않”

는다(< >). “  여름 그 사이엔 와 나의 사랑 얘기”가 있고 “빗

방울 소리에 우리 사랑도 희미해져 내”린다(< , 여름 그 사이>). 소박

한 사운드의 양양 노래는 1970년  혹은 1980년 의 과거 포크 스타

일을 떠오르게 하는데, <이 정도>처럼 천천히 구름처럼 가겠다거나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 서두르는 법이 없지 난 구름처럼 갈꺼야”), < >

처럼 과 화자의 풍경을 노래하는 일(“앙상한 나무가 슬퍼 보이지 않으

니 는 곧 록의 옷을 입겠구나”)은 아주 형 인 포크의 작법이다. 

나아가 이러한 자연물을 꿈 는 비상의 이미지와 연결시킨다. “이 

넓은 세상 속에 갇  있던 내 혼이 날아오르는 거야  넓은 바다 

로”(오소 , <검푸른 수면 로>), “나는 다시 하늘 로 바다 속을 

날아올라 하늘 끝에서 흘러내리네”(황보령, <해 海 解 Go>)처럼. 이러

한 사춘기  상상력을, 황보령의 노래에 등장하는 ‘식물 펑크’와 연결

지어 ‘식물  상상력’이라 할 수도 있겠고, 여성 뮤지션들에게 흔히 

부여되곤 했던 지모 혹은 자연모 같은 형 인 클리셰를 보여 다

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직유나 은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환유와 조 등 다른 

층 로 의미 변화를 꾀하기도 한다. 황보령이나 오소 의 를 다시 

한 번 들면, 하늘, 바다, 해, 바람 등의 자연으로부터 소재를 빌려오지

만, 이를 변환시키고 도치시키거나 조시키는 방법을 쓴다. ‘해’라는 

단어를 계속 변환한 <해 海 解 Go>, 빛과 어두움을 조한 <Shines 

in the Dark>(이상 황보령)이나, ‘경쾌한 어둠’ ‘ 부신 슬픔’ ‘달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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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처럼 역설 혹은 조법을 사용한 <검푸른 수면 로>처럼(이상 

오소 ).

화자의 외부 세계, 가령 정치사회 인 내용을 가지는 노래들도 이

따  발견된다. 그런 에서 주목을 받은 흐른의 < 로벌 시티즌>은 

“국제뉴스 면에선 온통 만물이 죽어가 나는 한민국에서 냐산 커

피를 마셔 펫샵 보이즈는 노래해 I think it’s gonna be alright”라는 

가사처럼 직 으로 정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이 노래의 좌표는 

비 과 냉소 그 어딘가에 치한다. 

그런데 특징 인 것은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이 남성과 다른 삶의 경

험에 해 작곡하고 싶어 하면서도, 여성만의 고유 역인 출산, 모성, 

낙태 같은 ‘직 ’ 소재는 채택하지는 않는다는 이다.13) 가령 세탁

기를 소재로 한 노래(타루, <세탁기>, 2009)도 있긴 하지만 “말끔한 새 

옷을 입고서 얼룩진 기억 이젠 그만 깨끗이 지워버리고 맑은 햇살 아

래 다시 시작하는 기분”을 비유하는 차원에서 끝난다. 

4. 테크놀로지, 진정성, 그리고 여성 싱어송라이터

여기서 짚어볼 것이 있다. 모델 장윤주나 ‘스타’ 던 박지윤이 ‘진

정한’ ‘뮤지션’ 는 ‘아티스트’로 탄생했다고 소개되곤 했는데, 이유

가 뭘까. 이는 이들이 바로 싱어송라이터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은 ‘진정성’이 있는 음악이라 환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에서 싱어송라이터라는 을 부각시키는 이런 

13) Greig, Charlotte, op.cit., pp.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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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는, 음악인으로서 인정을 받기 한 하나의 략으로서는 성공

이었던 것 같다.

가령 장윤주의 데뷔앨범 ≪Dream≫은 앞서 거론했듯 ‘홍 앞’ 외부

에서 생산된 결과이지만 그 내부의 결과물과 비슷한, 아니 그보다 더 

‘인디 인’ 결과를 보여주는 듯 보인다. 간결하고 소박한 어쿠스틱 사

운드를 지향했는데, 재즈 피아니스트 송 주나 두 번째 달 박혜리의 

아코디언 연 등을 바탕으로 포크와 샹송, 재즈가 교차한다. 장윤주

는 자잘한 일상을 노래하고 ‘사랑의 연가’를 부르는데, 더 이상 소녀

가 아니라고 토로하는 스물아홉 여성이(<29>) “나무의자에 앉아 티 

한 잔을 마시”고 서울거리를 걷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과 일상  나날

을 쁘게 그려낸다(<오늘, 고마운 하루>). 노래 속 여성 화자의 이미

지는 원 이면서도 (역설 으로) 도회 인 ‘여피 ’ 상상력의 산물인 

셈이다. 박지윤의 7집 ≪꽃, 다시 첫 번째≫ 역시 비슷하다. 특히 넬의 

김종완, 타블로, 디어클라우드, 루시드폴 등 인디신 련 인사들을 (마

치 이소라처럼) 호명한 도 진정성이라는 화두와 무 하지 않다. 여러 

가지 에서 이 두 사례는 이 땅에서 여성 싱어송라이터라는 직함이 

가리키는 지 을 정확히 포착하고 이를 잘 재 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 싱어송라이터 상을 단순히 진정성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합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기에 작동하고 있는 다른 배

경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우선 이들의 음악 생산에 직 인 

향을 끼친 경험이, 인터넷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격히 발 하기 

시작한 1990년 에 이루어졌다는 이다. 서태지 혹은 신세 로 변

되는 변화의 물결도 함께 겪은 세 라는 은 무 도식 이어서 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더불어 이 의 여성 뮤지션과 달리 이들에

게는 좋은 역할이든 나쁜 모델이든 유효한 모델이 있었다. 장필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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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김윤아처럼. 

여성들이 ‘싱어송라이터’로서 무 에 서고 음악을 발표할 수 있는 

주요 통로들이 생성되었다는 도 요하다. 이들에게는 (남성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형 음반사나 기획사보다 근하기 쉬운 클럽과 인디

이블이 있었다. 앞서 지 했던 것처럼 밴드 출신 혹은 련 활동을 

한 경우도 많은데 나름의 역에서 활동하면서 자신만의 음악  기반

을 다진 경우들이다. 이외에 다른 창구들도 있었는데, 오지은, 임주연, 

허민 등 몇몇은 유재하음악상의 자들이다. 

딱 잘라 말해, 어떤 특정 스타일이 진정한 음악이라는 공식은 없기 

때문에 싱어송라이터의 음악이라고 해서 더 진정한 음악이라고 평가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만일 음악을 생산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음악에 한 가치평가에 요하다고 한다면(혹은 그게 ‘진정한 음악’이

라면) 여러 조건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음악  통제가 보다 수월해

졌다는 을 지 할 수 있겠다. 즉, 정서 인 태도나 가치 단이 기술

인 문제와 련된다는 것이다(물론 이러한 설명도 더는 새로운 이야기

가 아니다).

그런 에서 최근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상 역시 음악 생산과 

소통이 비용  기술의 측면에서 이 보다 근하기 쉬워졌다는 과 

무 하지 않다. 여성들이 기계/기술과 친화 이지 않다는 편견은, 기

계/기술의 진보에 의해(그로부터 획득된 간편성과 용이함 덕분에) 깨지게 

된 것이다. 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앨범을 제작하고, 인터넷 홈페이

지나 블로그를 통해 외부와 소통한다. 오지은의 사운드니에바, 휘루의 

소공녀뮤직, 그리고 강허달림(신 블루스, 마고 출신)이 만든 런뮤직 등 

자신의 이블을 만드는 일도 빈번해졌다(음악 제작과 유통 방식의 변화

가 비단 여성 뮤지션에게만 향을  것은 아니지만 이들에게 더 가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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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컴퓨터  인터넷 련 하드웨어와 소 트웨어의 발 으로, 목소

리와 어쿠스틱 기타( 는 건반악기) 이상의 것들을 얻은 것이다. 이들은 

외부와의 소통에도 극 이다. 의도 이든 아니든 고립 , 폐쇄 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음악을 만들

고 이를 알리는 데에는 아주 극  태도를 갖는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음악을 만들고 소비하는 환경(의 변화)과 무 하지 않다.

그 표 인 사례로 오지은이 있다. 2007년 1집 ≪지은≫은 작사와 

작곡, 편곡과 연주는 물론 커버디자인, 로듀싱, 제작과 배 까지 모

두 직  했다. 팬들에게서 모 한 소액으로 만든 이 음반은 재 을 

고 1년 뒤 기존의 이블에서 재발매하는 등 입소문을 탔다. 방에서 

기타를 들고 노래를 하는 모습을 담은 동 상(이른바 ‘방 라이 ’)을 유

튜  같은 사이트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자신의 음악을 알렸

다. 그녀가 만든 이블 사운드니에바에는 오랜 음악  동료인 여성 

싱어송라이터 시와, 임주연 등이 소속되어 있다. 

 한 가지는 이들이 다른 인디신의 뮤지션들과 교류하는 일이 많

아졌다는 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재 활동하는 많은 여성 싱어송

라이터군들이 밴드에서 활동하다가 이런 런 이유로 솔로의 형태로 

곡을 쓰고 노래를 불 다. 하지만 공연이나 음반 녹음 때에는 밴드 

형태로 활동하는데, 여기에 참여한 인디 뮤지션들이 에 띈다. 일례

로 오지은 2집의 경우, 장기하와 얼굴들의 정 엽, 디어클라우드의 김

용린, 골든팝스의 정진복, 못의 이언, 자양 등이 함께했다. 휘루 1집

의 경우 크라잉넛, 베이시스트 박 (H2O와 삐삐밴드 출신)과 베이시

스트 최창우(문샤이 스), 트럼본 최철욱(킹스턴루디스카), 키보디스트 

고경천(오메가3), 남상아 등이 참여했는데, 공연 세션은 이와  다르

게 구성했다. 흐른의 1집에는 로로스, 그림자궁 , 일롭의 멤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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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했다. 트램폴린은 차효선의 원맨 일 트로니카 로젝트이지만 

공연 때에는 기타, 베이스, 신시사이  연주자들로 구성된 라이  세

션의 서포 을 받는다. 이처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연주 

멤버를 구성하는 시스템은 인디신 상호 간의 소통과 음악  확장을 

한 시도이며, 여성음악인이 자신의 음악을 직  통제하는 효과  

산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디 음악이 주류 음악보다 진정성이 있는 음악이라는 편견

과 맞물려,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나 그래야 한다는 것 역시 편견

이라고 생각한다. 비용 문제가 아니라면 로듀싱 같은 역까지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에서 이소라의 경우가 시사 이다. 그

녀는 보컬리스트이지만 작곡을 하지는 않는데, 그 다고 해서 그 결과

물의 요성이 삭감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곡을 작곡하고 연주하는 

것이 음악인의 요한 역할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것들을 하지 않고서

도 좋은 노래를 부르고 좋은 음반을 만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의 ‘여성 싱어송라이터’ 상에서 여러 

가능성의 징후들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지만 앞서 소개된 

이들이 재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유율이란 극히 미미한 수

이라 할 것이다. 그런 에서, 무 식상한 말이지만 이들을 모델로 

해 더 많은, 더 새로운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이 나오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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