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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1호

권두언

김창남(한국 음악학회 회장, 성공회 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국 음악학회가 학술지  음악 1호를 내게 되었다. 이는 

한국 지식사회의 역사에서 음악을 아카데믹한 연구의 심 주제

로 삼은 최 의 학술지가 될 것이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의 

삶 속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한국 음악의 역사에 비추어보면, 

음악을 다루는 아카데믹 이 이제야 등장한다는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다. 한국 사회에서 음악은 오랫동안 일시 인 안이

나 오락거리, 혹은 상품으로 취 되었을 뿐 술 인 텍스트로 간주되

거나 진지한 지  담론의 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학술 으로도 

음악은 독자 인 학문 역이 아니라 여러 학문 분야의 주변 

역 정도로 취 되어왔다. 어느 분야에서든 음악을 학술 논문의 

주제로 삼는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주변  지 에 머물 것을 자임하

는 셈이 되고는 했다. 그러니 음악을 연구 주제로 삼는 한국

음악학회가 이제 겨우 몇 차례의 학술 회를 거치며 조 씩 자리 잡

기 시작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닌 셈이다.

한국 음악학회는 음악이야말로 학술 으로든 문화 으로

든 가장 요한 문제 역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사실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일상 이고 보편 인 문화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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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이다. 평생 책 한 권 읽지 않고, 연극이나 화 한 편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있어도 음악, 즉 노래와 완벽히 단 한 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음악(혹은 노래)은 가장 개인 이면서 한 가장 집

단 인 문화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가 음악을 통해 한 시  사회

의 모습과 사람들의 삶을 읽어낼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러하기에 

음악은 음악학과 문학의 역이며 인류학의 역이고 경제학의 역

이다. 한 커뮤니 이션학, 사회학, 미학의 역이기도 하다. 음

악에 한 연구는 그 게 다양한 역의 과 가치가 어울리고 부

딪히며 서로를 가로지르는 가운데 좀 더 풍부하게 발 할 수 있을 것

이다.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학술  무게와 진지함을 갖추고 음악을 

집 으로 다룬 최 의 집단  성과라면 1984년에 나온 무크 노래 

1: 진실의 노래와 거짓의 노래(실천문학사, 1984)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당시 20  학원생들 몇 사람이 만들어낸 이 책은 당 의 문화운동 

패러다임을 그 로 반 하고 있어 지 의 으로 보면 몇 가지 약

이 보이기는 하지만, 어도 음악에 해 학술 인 분석과 비평  

쓰기를 시도했다는 에서 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노래 1의 

발간 이후 다양한 지  배경을 가진 필자들이 참여하면서 몇 년에 한 

번씩 간헐 으로 무크 노래의 명맥이 이어졌다. 노래 2: 인간을 

한 음악(실천문학사, 1986), 노래 3: 민족음악과 노래운동(이론과실천

사, 1988), 노래 4: 문화 시 의 민족음악운동(실천문학사, 1993), 

노래 5: 음악과 노래운동, 그리고 청년문화(한울, 2004) 등이 그

것이다. 20년 동안 다섯 권이 나왔으니 결코 부지런한 행보 다고 말

할 수는 없지만 이 다섯 권의 노래가 한국 사회에서 음악을 지

 담론의 상으로 다룬 가장 진보 이고 지속 인 성과 으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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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문 인 음악 연구자들을 길러내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

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 음악학회가 지  내놓는 학술지  음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무크 노래 1~5의 성과를 계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선 

한국 음악학회가 매우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지  

공동체란 에서 그 다. 비록 학술지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노래
는 다분히 아카데믹한 성격의 논문들을 담고 있었고 다양한 학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참여했다는 에서 간학제  성격을 가졌

다. 문학,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커뮤니 이션학, 한국학, 미학 등 

노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다양한 공 역은 그 로 한국 음

악학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학문  배경에 오버랩된다. 한 한국

음악학회의 학술지  음악은 노래가 지녔던 진보 이고 비

인 태도를 계승하고자 한다. 학문의 세계와 실의 세계는 떨어져 있

지 않으며, 학문  엄정성에 한 요구가 실에 한 거리를 정당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음악은 아카데믹한 

기조를 잃지 않되, 한국 음악의 구체  실에 한 따뜻하면서도 

비 인 시선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 음악학회 학술지  음악이 이른바 아카데미즘

의 폐쇄회로에 갇힌 소수 연구자들의 자족  담론의 장으로 그치기를 

바라지 않는다. 가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반향을 얻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음악학회의 문은 언제

나 열려 있고 학술지  음악 역시 그러하다. 많은 분들의 심과 

극 인 참여, 비 과 질정을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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