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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오늘날 한국의 음악교육 환경의 교과서, 교과과정, 범교과에 

있어 진 으로 강조되고 있는 음악에 한 총체  연구가 개진되기에 

앞서, 재즈학(Jazz Studies)이란 용어의 개념 , 맥락  쟁 들을 선결문제로서 

성찰해보고, 이를 교육과 문화 달이라는 일반론  테제들과 연 지어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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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한국 재즈학, 대중음악 교육, 한국 재즈 교육, 한국의 즉흥연주 교육, 

한국에서의 아프리칸아메리칸 음악

어야 할 지 이라는 것을 우리 음악 사회에 설득하고자 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재즈학과 련된 이론  개념과 쟁 들을, 2장 한국 재즈

의 역사와 기원, 3장 치와 정체성, 4장 즉흥연주 습이라는 사회문화  

쟁 을 각론으로 구성하여 음악교육학  연구질문들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

러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한국의 음악교육 환경에 있어 재즈학, 의에 있어 

음악을, 기존의 소  서양 고  낭만음악 주의 커리큘럼에서 비교  

등한시되던 즉흥연주, 디아스포라, 문화 변, 그리고 음악, 아 리칸아메

리칸음악 등 다양한 타자의 음악문화라는 함의를 포용할 수 있는 실성 있는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 논의를 시작하며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 ‘재즈’ 혹은 ‘재즈학’ 의 지 와 의미는 

분명치 않다. 물론 한국 재즈라는 분야에 한 역사학 , 사회문화사

 작업들의 개진은 매우 고무 인 사건들이었지만, 음악이자 민

속음악이자 술음악인 재즈의 다원  의미론은, 종주국인 미국의 

학 사회에서 자리 잡는 과정과는 사뭇 다른, 필수 이지 않은 복잡성

을 재생산해왔다. 실재하는 음악 교과서, 교과과정, 범교과에서 

‘재즈학’에 한 부분은, 미국 사회와 우리 한국 사회의 사이에 존재

하는 문화  간극으로서 이해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호 치

거나, 그  미국의 사회문화  맥락을 반 한 음악 교육 정도의 

인식 서술에 그치고 있었던 것으로 진단된다.1) 그런 의미에서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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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나 의미보다 상 으로 소외되어온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최근의 음악과 련한 음악교육학  성과들이, 즉흥연주(music-

al improvisation), 음악  의사소통역량(communicative competency), 음악

의 이주와 문화변이(diaspora and acculturation)라는 음악교육학 으로 

요한 지향 들을 시사하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다양한 아 리칸아

메리칸 음악의 시원이라는 재즈의 정체성에 해 논의하고자 하

는 지향들이 진 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는 매우 고무 인 상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의 재즈 혹은 재즈학에 한 개념  논

의가 무한 상황에서, 문화  맥락의 차이 을 간과한 교육들이 재생

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며,  음악교육학의 에서 

‘재즈’와 ‘재즈학’의 지 와 의미의 재맥락화 과정에 한 개념  쟁

을 되짚어보는 것이 필요한 시 이라 단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재즈학과 련된 이론  개념과 쟁

들을, 2  한국 재즈의 역사와 기원, 3  치와 정체성, 4  즉흥연주 

습이라는 사회문화  쟁 을 각론으로 구성하여 음악교육학  시

각과 연구질문들과의 공통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오늘날 한국의 음악교육 환경에서 재즈학, 

의에 있어 음악을, 기존의 소  서양고 낭만음악 주의 커리

1) 재즈학(Jazz studies)이라는 것은 종주국인 미국 오늘날 유럽 부분의 교육과정에

서 공으로 개설되어 있고, 각국마다 다른 민족의미론에 입각해 이 재즈학의 

지 와 의미를 재구성하고 고유한 커리큘럼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필자가 필드 

인터뷰를 시행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국, 미국, 세네갈, 감비

아 음악교육기 들의 경우, 자민족의 민속음악 혹은 세계음악 인 과 결부

해 비교문화 인 시각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듯 일견된다. 이러한 맥락의 다양성

이 다음 세 들로 하여  연구에 착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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큘럼에서 비교  등한시되던 즉흥연주, 디아스포라, 문화 변, 그리고 

음악, 아 리칸아메리칸음악 등 다양한 타자의 음악문화라는 함

의를 포용할 수 있는 실성 있는 안으로 제시하며 논고를 개하

려 한다. 

2. 변화하는 대중음악 교육 환경에서의 재즈학의 의미론2)

한국 사회에서 재즈음악은 양 으로 보아 요한 사회  상이라

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다양한 명칭으로 분화되어

있는 한국 (실용)음악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 기원한 재

즈학을 응용하여 구성되기 시작했다는 을 상기해 볼 때 어도 음

악교육학 인 측면에서는, 한반도에서의 재즈역사학이 매우 요한 

각론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성과 

당 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일선에서 재즈역사학과 앙상블 수

업을 담당해왔던 필자는 양 으로 팽창한 한국의 재즈 교육과 비되

는 라한 연구성과에 고고학자들과 그 입장이 다를 바가 없다고 선

언해야 할 듯하다. 실제로 부분의 실기교육 자료는 미국의 것들을 

이식하거나 다소 응용(번역)하는 차원이었다. 이러한 맹 은 재즈학을 

원형으로 삼아 교과의 편성이 이루어지는 음악 교육 장에서 더 

큰 문제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며, 향후 교육의 진행과정에

2) 재즈학이라는 술어가 익숙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학  근으로

서, 이 에서는 터미놀로지에 한 언 은 차치하고 단순히 미국과 유럽의 교육

행정 직렬에서 보편 으로 쓰이는 ‘Jazz sudies’를 ‘재즈학’으로, ‘department of 

Jazz’를 ‘재즈과’로 번역하고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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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어느 학문분과보다도 극심한 종속성이 견된다.

한반도에서 서양음악의 교육이 시작된 지 100여 년이 된다고 회자

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서양음악은, 넓은 의미에서는 한국 통음악을 

제외한 부분의 음악들을 지칭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유럽의 고  

술음악을 뜻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이 개념 밖에 속하는 경우에는 일

반 으로 음악이라는 명칭으로 범주화된다. 이 음악이라는 

한국어 술어의 범주와 개념에 해서는 아직 학술 으로 권 를 가지

는 명확한 합의 이 존재한다고 선언하기는 어려우며, 일반 으로 

술음악의 칭개념으로서 내포하는 타자성을 제로 하여 그 범주와 

개념이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지식인 사회에서의 냉담한 무 심 속

에서 한국의 음악은 실업계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의 정당성

을 부여받았고 이후 2년제 학의 야간과정 교과로 학 사회에 첫 

발을 들이기 시작했다. 4년제 학의 교과가 되고 학원 과정이 개설

되어 운 되기 시작하는 에도 정체성에 한 학술  담론이나 터미

놀로지에 한 연구는 향력에 비해 상 으로 주변화되어왔다고 

단된다.

한국의 음악교육에서 음악이라고 통칭하는 다양한 음악실체들

은 제2차 세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음악들과의 으로 

생겨난 문화 변의 결과물로 가정된다. 실제로는 다양한 문화의 음악

들이 미국 음악 성립에 상호텍스트 으로 여했으므로, 이러한 

상황인식이 온당한 것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으나, 교육과정에서 다양

한 명칭으로 존재하는 이 교과과정들이 체 으로 미국의 교육제도

를 이식 혹은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만은 부인하기 힘들다. 교육

학 으로 볼 때 상당 부분 미국 학제의 재즈학을 한국 사회의 환경에 

맞게 충해 개편한 측면이 있다고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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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국 사회에서의 재즈 교육

한국 사회에서의 재즈 교육이 미국 사회의 재즈 교육과 한 상

계 속에서 발 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 사회의 맥락 

변화를 먼  일견해보고자 한다. 1987년 미국 의회는 재즈가 미국의 

값진 보석이라고 천명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상징 인 사건을 

배경으로 재즈는 미국 사회 내에서 명실공히 제도권 음악으로서의 지

를 획득하게 된다.4) 미국 소수인종의 음악이자 음악으로 여겨

졌던 재즈는 이제 미국인들의 가장 요한 근  문화유산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유럽의 고 음악과 동등한 치에서 가르쳐지

고 연구되는 음악이 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에 주변부에서 산발

으로 이루어졌던 재즈의 교육이 학의 제도권 교과목으로 가르쳐

짐으로서, 아카데미즘이라는 사뭇 다른 의미론을 내포하게 되었다. 

1990년  반에 들어 제도권 학들과 음악학교 등에서 재즈 공 

학부  학원이 개설되고 이후 많은 재즈학과가 연이어 개설됨에 

따라 재즈연주의 지 는 이  시기와는 다른 양상 속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3) 세부 인 공분야에 따라 각기 다르겠지만, 기악의 경우는 국내에서의 교육이, 

교과서, 교과과정에서 상당 부분 미국의 재즈학에 의존 인 것으로 찰되는 

것은 사실이다.

4) 재즈가 학의 교과목이 된 것은 1960년 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재즈를 수업의 상으로 삼았을 뿐, ‘재즈학’이라는 명칭으로 학 가 

주어지는 정식 교과목이 된 것은 이후의 일이었다. 연구자는 다른 음악분야들에 

비해 비교  늦은 시기에 학의 교과목이 된 재즈가 1970년 와 1980년  

american african studies, ethnomusicology, social linguistics 등 다양한 학문들에서 

축 된 내용들이 교육이념에 포함되고 있었다고 단하고 있으며, 음악이 

가지는 포용성을 기존의 음악교육학제 내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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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인 1987년 서울 (오늘날의 서울 술 학) 국악과 2부에 실

용음악 공이라는 세부 공이 신설되었고, 이후 교육부의 행정 인 

차를 밟아 1989학년도 3월 학기에는 국악과 1부는 기존의 교육과정

을 유지하고 2부는 실용음악과로 개편하여 신입생을 모집하게 됨으로

써(박철홍, 2012) 한국 사회에서 재즈 교육이 시작되었다. 이후 1990년

에 들어 부산 술 학과 구 술 학교 등이 ‘실용음악과’라는 명

칭의 학과를 개설했다. 이 경우 부분의 교수진은 재즈연주자 고 

그 교육과정 역시 미국의 재즈학 커리큘럼을 이식하거나 응용한 것이

었다. 이 실용음악과정은 그 당시의 재즈학을 수용해 한국식으로 개편

한 것이었는데, 미국과 캐나다의 학과명으로서 applied music, pro-

fessional music 등의 용례는 찾아볼 수 있었으나, 독일의 작곡가 힌데

미트가 아마추어용 음악의 의미로 사용했던 이 실용음악(gebrauchsmu-

sik)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학과목 명으로 사용되었는지

에 해서는 이 다 할 설명을 듣기 힘들었다. 다만, 미국식의 재즈를 

단순히 이식해서는 안 되며, 한국에서 자생하는 기존의 음악들(가

요)을 교육과정에 극 으로 반 해야 한다는 이념은 이후 한국의 

실용음악 교육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어 나타나고 있다. 

2.2. 한국 재즈의 역사학: 한반도 재즈의 시원

한국에서의 재즈 교육에서 가장 에 띄는 부분은, 두 가지의 시원, 

즉 두 가지의 1세 론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많은 동학들이 민족음

악학회에 개제된 난  홍 후와 코리언 재즈밴드의 자료 등을 기 으

로 ‘1920년  기원설’에 동의하는 편이나, 리즘과 상업매체에서

는 미8군 연주자가 1세 라는 ‘1950년  기원설’이 기정사실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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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지고 있다. 이에 해 가치 단을 하고 싶은 의지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처지도 못되지만, 향후 한반도에서의 음악 연구 혹은 교

육을 진행해나가는 데 있어 선결문제로서 요구되는 쟁 인 것은 아닌

가라는 연구질문을 갖게 되었다.5)

필자는 ‘미8군 재즈 1세 론’의 경우, 주둔 미군의 향수를 달래기 

한 엔터테인먼트를 미국시민들이 제공할 수 없는 헐값에 제공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재즈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회경제구조 도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심 한 문제를 내포한다고는 생각하고 있다. 특히 

음악교육학 인 측면에서 별도의 논의 없이 한국 재즈의 시원에 한 

수업이 진행되고, 심지어는 미8군 재즈 1세 에 한 트로 화와 

한국 재즈 100년이라는 제하의 책이 동시에 출 되어 있는 실이 

교과서로 한국 재즈역사학을 배우게 되는 다음 세 들에게 혹 분열의 

의미로 해석될까 하는 에 해 다소간의 우려를 품고 있다. 안

인 서술방법에 해 성찰이 음악 사회 으로 요구되고 있다.

2.3. 한반도 재즈의 모더니티

여기에서는 식민과 탈식민 그리고 군부독재라는 극단의 틈바구니

에서 기원하고 성장한 한국 재즈의 시원을 설명하는 구체  맥락을 

살펴보고, 유일한 하나의 구조를 찾으려는 기개보다는 다양한 탈식민

담론들의 맥락이 있는 그 로 말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 한반도 재즈

의 시원과 모더니티에 해 부연하고자 한다. 앞에서 한국 재즈의 시

5) 심지어 이것은 극복해야 할 상인가 혹은 병렬 으로 이해해야 할 상인가에 

한 청사진마 도 분명하지 못했기에 결국 이 논제를 데스크도 필드도 아닌 

장으로 들고 나올 시기라는 단에 다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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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양자  어느 쪽이냐고 묻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하나

의 수사  주일 뿐, 이 논문의 가장 요한 논 은 결국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그리고 군부독재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한국인들에게 

있어 재즈, 더 나아가 의의 음악은 어떠한 상학  의미론을 

함축하는지에 해 천착해보고자 한다. 

유럽의 사회과학에서 유럽인 지배자와 유색인종 피식민 원주민 혹

은 유럽인 연구자와 유색인종 피연구자라는 도식  이분법  의미론

은 오늘날 올드패션이나 무지를 넘어 렴치한 오만으로까지 읽힌다. 

이 듯 지난 수백 년간 유지되어온 이분법  지 의 개념과 재맥락화

에 한 성찰은 오늘날 사회과학에 있어 매우 요하게 요구되는 주

제이며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혹은 이주(diaspora) 등 더 나아가 차별

과 불평등 련 연구에서도 매우 요한 쟁 이 되고 있다. 한국 재즈

의 시원론에서 모더니티의 연구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기 해서도 

이러한 지 의 변화와 고답  이분법을 넘어 식민주의와 탈식민 시

의 혼종성과 정신병리  요소들을 다원 으로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

일 것이다. 물론 지배와 항은 항상 으로 같이 다니는 것이지만, 

요한 은 지배가 그 로 철되는 것도, 항이 그 지배에 한 

극명한 안티테제로 나타는 것도 아니며, 지배의 언어는 항의 언어에 

침투해 들어가고 항의 언어 역시 언어의 의식화나 새로운 헤게모니

를 막을 수 없다(Comaroff, 1991). 하지만 미8군 1세 론의 경우 ‘지배

인 집단’과 ‘종속 인 집단’으로의 계화 경향이 내포되어 있어, 

논리상으로는 립 인 한 을 이루고 있는 각 하 공동체들 간의 

비교연구 자체가 경험  연구 이 에, 선결문제로서 일방향  정치  

가치 단을 제하게끔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배  문화에 한 종속이라는 근 화(moderni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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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헤게모니의 일방  도식과는  다른 의미에서 한국 재즈 혹은 

한국 음악의 모더니티에 근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러한 도식 인 이분법  사고는 당시 한국 사회를 살아가던 각 개

인(human agency)들의 의식 내부에 존재하는 민족의미론(ethnosemantics)

의 국면들을 도외시하게 만들며, 작은 공동체 단 들이 좀 더 큰 집단

들과 벌이는 상호작용, 심지어는 하나의 근 자본주의국가라는 거

한 단  그리고 식민 종주국 간의 계  지  계라는 맥락하에서 

어떠한 선택과 회피의 정치학으로 자신과 타자의 모습을 규정하고 발

명하고 재맥락화하는가에 한 질문 자체를 쇄하는 것은 아닌가라

는 방법론  회의로 번지게 되었다. 이러한 맹 은 우리 한국 사회에

서의 재즈 혹은 타자의 음악을 교육하고 배우는 일의 근원  동기는 

무엇인가에 한 의미지평으로 환원된다. 

실제로 1980년  이후 아 리카니즘을 부르짖는 아 리카의 작가

들과 카리 해의 negritude 주창자들 등 탈식민주의 논자들은 타자(식

민지 주체)의 주체 회복을 천명하고 나선 이 있었다. 하지만 이 역시 

스피박(Spivak, 1993)의 의미심장한 논문 ｢하 주체는 말할 수 있는

가?(Can the Subaltern Speak?)｣에서 논의된 것처럼 자발  가치생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화 내부에서의 독자  정체성 구축은 가능한가 하

는 회의의 물음표를 떨쳐내기 힘들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권력의 

시스템으로서 지속되어온 오리엔탈리즘과 옥시덴탈리즘을 해체하는 

새로운 지 와 다원  민족의미론에 한 시각으로의 환이 구된

다. 

그런 의미에서 식민주의와 연이은 탈식민 해방공간 상황에서의 혼

종성에 노출된 한국 재즈학과 음악 일반을 온 히 이해하는 일이 

본 논문 작성과정 반에 걸친 과제 다. 특히 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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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역사특수 (historical particularistic) 맥락에서 식민지인들에게 가득

한 정신병리  징후들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의 재즈연주라는 음악문

화가, 한반도 주둔미군이 시  요구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엔터테인먼

트를 미국 시민이 제공할 수 없는 값싼 노동력에 제공해야만 하는 맥

락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재 일반 으로 통용되는 경제결정론

인 논리실증  재즈 1세 론의 시각보다는, 그 당시 부분의 한국인

들에게 이질 이고 새로운 문물인 재즈가 어떠한 심상으로 그려지고 

기억되고 구성되는가 하는 민족의미론 인 시각에서 바라보기를 제

안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경제결정론  추론은 결국 ‘식민주의자들의 타자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타자화하는 형국은 아닐까’라고 자문하

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에서 쟁 은 ‘한반도에서 가 가장 먼  재즈

를 연주했는가’라는 것이었지만, 본 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두 시원

론의 경쟁구도를 가정하는 일이 얼마나 비생산 이고 미성숙한 태도

인가에 해 성찰해보게 되었다. 즉, 이 두 가지 시원론을 결구도로 

상정하는 것이 결국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요한 이유라고 

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 부분에 한 답변을 잠시 호 

치고, ‘과연 한반도에 재즈를 수용한 주체는 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우회하게 되었다. 이것은 의미론  맥락에서 매우 요한 것으로서 

‘한국 재즈 수용의 극 인 주체가 식민종주국인 일본인인가’, ‘재즈

종주국인 미국인인가’, ‘두 측면에서 모두 하 주체인 조선인인가’라

는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한 필자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주체는 ‘하 주체는 말할 수 있는가?’라는 스피박의 물음

과는 사뭇 다르게도 한국인 연주자 자신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다. 이러한 은 어떤 면에서는 식민통치의 하 주체(한국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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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서구 강 세력에 한 반감을 역사  사건에 투 하여 자신

의 정체성을 발명하고 구성해내려는 극 인 인 것은 아닐까’라는 

비  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주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의혹

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본 논문이 그러한 단세포  민족주의에 

기 어 서술하고 있기보다는, 음악문화의 문화 변이 강자의 문화가 

일방향 으로 달 혹은 주입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상호주 인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을 드러내주는 일화로서 읽히기를 바

란다. 

1930년  말에 어들어 일 쟁이 발발하고 제2차 세계 이 

막바지에 다다르게 됨으로써 식민지인 조선에서도 미국은 국으로 

간주되고, 일제 식민세력하의 등교육에서 어 교과목마 도 폐지

된다. 이러한 시기에 이미 미국 음악의 상징이 되어버린 재즈연주 역

시 정치  의도에 따라 국내에서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

을 것이다.6) 홍 후의 ‘Korean Jazz band’는 경성방송국의 개국과 경

송방송 악단으로 활동함으로써 향후 미군정 시 가 도래할 때까

지 정치 으로 립의 입장을 보장받게 되었다. 동시에 수십여 년에 

걸쳐 진행된 한국 재즈의 면면들은 모든 한국인의 일상정치학에 따라 

무존재화되었다. 제2차 세계 이 종결되고 일본제국주의의 패망과 

함께 미군정이 들어와 주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미합 국의 

음악들이 물 듯 려오지만, 이제 한반도에서의 재즈는 신비로운 신

세계의 음악과는 사뭇 다른 의미론 , 민족의미론  차원으로 변화했

고, 자신으로부터 분 된 다양한 유 자의 형태만을 남긴 채, 우리 한

6) 그 당시 홍난 는 종로의 새문안 교회와 YMCA 회 을 통해 정기 으로 재즈연

주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크리스마스를 기념한 미국식의 재즈 빅밴드연주 

인 사진자료와 연주를 한 메모 역시 유족들에 의해 공개되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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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들은 들을 수 없는 미군부 의 장교클럽으로 들어가 처사  운명

을 자청하게 된다. 이후 한 세  동안 한반도에서 재즈연주는, 미국식 

학제에 근거해 재즈연주가 한국 학의 교과목이 되어  다른 의미

론을 부여받기 까지, 지난한 잉태기를 보내게 된다.

3. 한국 사회에서의 재즈뮤지션의 지위와 정체성

한 사회에서 음악가는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하는 사람인가에 해

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다. 무엇이 음악가로서 합당한 행

동이며 무엇이 음악가와 비음악가를 구분하는 거 이 되는가는 사

회 으로 일치된 견해에 의해 결정된다. 즉 음악가란 무엇인가에 한 

정의는 각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언

될 수 있을 것이지만, 부분의 사회의 경우 하나의 직능으로서 음

악가란 무엇인가에 한 정의는 일반 으로 음악가가 자신의 연주기

술을 통해 보수를 받고 경제 으로 지탱될 수 있느냐는 일반 인 

에서 정의된다. 즉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의 ‘직업성(professionality)’ 

의 문제가 정격성의 가장 근본 인 요소로 악된다. 이러한 과정의 

제로서는 ‘한 음악가가 해당 사회의 성원들이 문  혹은 직업  

음악가로서 그를 승인하고 있다’라는 가정이 제로서 존재한다. 

어느 군가가 매우 뛰어난 음악  기술을 구사한다 할지라도 단순히 

그것만으로 음악가의 범주에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  성원에 

의해 음악가로 승인되지 않으면 최종  기 으로서의 음악가의 개념

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해 음악인류학자 메리엄은 다음과 

같이 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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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거시 인 기능주의  시각에서 볼 경우, 어느 사회나 의무 으

로 수행해야 하는 노동의 총량은 집단 구성원 원에 의해 분할해 수행

되지만, 특수한 종류의 일은 특수한 그룹에 할당되곤 한다. 다양한 사회

 배경에 따라 정기 으로 보수를 받든지 물건을 받든지 혹은 단지 

음악가로 인정을 받든지 간에 그의 노동은 음악가라는 집단  인정 속

에서 다른 여타의 노동과는 구분되기 때문에 그는 문가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러한 승인의 방법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가장 

명백한 조건으로서 직업성의 개념은 물론 보수를 받는 것으로 귀결된

다. 이 보수라는 것은 크게 보아 1. 화폐에 상당하는 것에 의한 추상  

부의 형태, 2. 증여물이 수여되는 형태, 3. 다만 재능만을 인정함으로 

해서 음악가로서의 공헌이 사회 으로 공표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7)(Merriam, 1964).

3.1. 문화의 유지와 변혁

메리엄의 조건에서 시했듯이 ‘한국의 재즈연주자’라는 정체  조

건이 성립하기 해서는 먼  한국이라는 지리 , 문화  조건 아래에

서 직업 으로 재즈연주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이 듯 지극히 상징

인 몇 가지 정의가 가끔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구성되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하게 되는데 한국 재즈의 본질에 한 본격 인 각론에 

해 이야기하기 해 선결되어야 할 몇 가지 비과정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이슈에 해 선결문제로서 언 하고자 한다.

물론  재즈에서는 다양한 하 분야로의 미시  분화양상들이 

7) 에 언 한 세 가지 층 의 보상체계  재즈연주자들의 클럽연주는, 실 인 

액으로 볼 때, 2번 혹은 3번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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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만, 이러한 다양성에 앞서 가장 일차 으로 한국에서 문

인 재즈연주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받기 해서는 소  통 스타일

의 재즈를 연주할  알아야만 된다. 먼  우리 한국 땅에서 소  통 

스타일8)의 재즈를 익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여겨진다. 요즈음 들어

서는 조  희석된 감이 있지만 우리 사회 내에 뿌리 깊은, 국내  는 

해외 라는 식의 구분이 재즈연주자들 혹은 재즈 향유자들의 리

즘에서도 마찬가지로 매우 유의미한 개념으로 작용되어왔는데, 여느 

분야의 술활동과 마찬가지로 문 인 재즈연주자라는 직함을 갖

기 해서는 일련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고

 스타일을 먼  익히고 그 이후에 좀 더 독창 인 동시 의 것들을 

익히는 것이라는 도식이 한국의 재즈연주자들의 사회에도 용된다. 

‘즉 모던재즈를 연주할  알아야 그 다음에 포스트모던 재즈를 연주

한다’라는 당 론이다. 이러한 소  정통재즈 혹은 모던재즈의 정격

성 부분은 에 언 한 ‘미국성’, 인종 련 문제 등을 포함한 복잡

한 모습을 내포한 채 한국식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체 으로는 미국

에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동부 흑인들의 형식에 하는 것으로 혹

은 동부 재즈학교의 사고방식에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즉 소  

‘straight Ahead’라고들 부르는, 비밥을 시한 1940~1950년 의 모

던재즈 스타일이 소  통 인 스타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식의 사

고가 한국에서도 거의 가감 없이 용된다. 

8) Traditional jazz, Main stream jazz, Straight ahead jazz, 약간 다른 의미에서 Bebop 

jazz, Modern jazz를 포함하며, 의에서의 Swing을 포함한다.

연세대학교 | IP: 182.225.62.*** | Accessed 2019/02/21 20:27(KST)



182  음악 통권 22호(2018년 하반기)

3.2. 정격성의 재구성: 사회로부터의 승인

주지하다시피 한 집단 혹은 한 공동체 개념의 성립은 거 이 되

는 기 을 통해 자신과 타자로의 구분에 의해 구성된다. 그리고 이

게 성립된 거(grid)에 근거해 제시된 정격성(authenticity)의 획득 여부

에 따른 사회분화가 이루어진다. 우리 사회에서 제 로 된 재즈연주자

인가 아닌가 하는 과정 역시 결국은 이 듯 우리 한국의 음악 사회가 

구성해낸 정격성의 획득 여부와 련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정

격성 개념의 맥락 아래에는 몇몇 논리  모순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지 들에 해 첨언해보고자 한다.

가장 기본 으로 재즈는 20세기 미국에서 유래한 음악이고 지  

우리가 존재하는 시공간은 21세기의 한국 사회이므로 한국 사회가 아

무리 미국화되어 있다고 해도, 한국 사회에서 겪게 되는 일상의 정서

를 아무리 구성지게 진심으로 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원 인 재즈

표 이 될 수는 없다는 사회  인식이 그것이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논리 으로도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즉, 재즈는 미국에서 유래하고 

미국에서 발달한 음악이기 때문에 정격 인 재즈연주의 개념을 획득

하기 해서는 미국의 정서를 이해해야 한다는 태도(attitude)가 소  

말해 보수 인 재즈를 주창하는 이들의 원 주의 인 근본 정서를 

변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 스타일의 개념은 한편 논리 인 모순을 내포하

고 있다. 정반합, 변증법 등 유럽 념론의 편들을 들먹거리지 않더

라도, 술인류학의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보면, 의 유럽 사회부

터 아 리카, 아랍, 극동아시아에 이르는 부분의 문화권의 경우 

통 인 술개념을 획득하고 사회로부터의 공통 인 승인을 얻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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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명인 혹은 가가 되기 한 이후의 과정으로서 그 통  과정

을 반할 것이 사회 으로 요구된다. 즉 한 연주자가 통 인 스타

일을 연주할  안다는 것을 사회 으로 ‘승인’받게 되면 반 부로 

그는 곧 퍼포먼스 의례에서 ‘ 반’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로부터 부여 

받게 되는데, 한국 재즈맨의 경우 소  미 동부 흑인들의 재즈에 하

는 유형의 통  재즈연주를 구사할  안다는 것을 승인받고 난 다

음 단계 즉 ‘ 반의 단계’ 혹은 ‘ 이의 단계’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지에 한 것이 불분명한 상태로 남게 된다. 왜냐하면 

이후의 과정에서는 개인의 독자성이나 주체성 등이 가장 큰 가치로 

자리매김하게 되는데, 이 듯 외부에서 수입해 이식하는 방식에 익숙

한 이들이 주체 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이 미국인들의 경우처럼 

간단하지 않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인들에게서 

재즈의 본 는 민속음악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의 정서를 충실히 표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재맥락화되어 있

기 때문이다. 한 해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발매음반들에 한 평가 

혹은 연주리뷰 등 재즈 평론가들의 평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평가지수에서는 리재즈 등으로 칭해지는 소  비정통 재즈들이 가

장 요한 작품으로 손꼽히는 것에 한 일선 재즈연주자들의 불만과 

우려를 많이 해오곤 했는데, 이러한 부조화 역시 술 인 견지에서 

일어나는 ‘ 반’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 이라는 평론가들의 입장

과, 종주국에서 재 연주되는 원형과 비교해보면 아직 정통 재즈도 

유사품에 불과한 상황인데 반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단선진

화  역사  사이에서의 벌어지는 건강하고도 서  다리기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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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격성 개념의 재맥락화: 정통재즈의 의미론과 한국 재즈맨의 

의미론

술했듯이, 재즈에 해 민속음악으로서의 의미론에 근거하는 종

주국 미국인들의 사회구조와는 달리, 한국 사회에서의 재즈연주자, 재

즈연주자들의 표 을 빌자면 ‘재즈맨’이라는 지 는 생득 으로 이루

어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왜냐하면 민속음악에 한 인간의 취향

은, 문화 으로 구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득 으로 신체에 각인되

어 쉽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종족의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여

겨지기 때문이다. 컨  가수 장사익이 자신의 음악  배경인 가요를 

자신의 일상경험에 기반을 두어 한 심정을 목청껏 진심으로 부르

다보니 유명한 연주자가 되었다는 식의 시나리오는 어도 한국의 재

즈사회의 구조하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수사학 으로 보아 

단순히 ‘재즈를 연주할  안다’라는 개념, 즉 재즈라는 하 문화 안

에서의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에 따라 그 역할 개념의 

거 이 발생해야 마땅한 것이겠지만(Saville-Troike, 2002), 실제 필드

의 조건은 그 게 단순하지만은 않았다. 논리 인 구조가 어떠해야 

하고 한국 재즈맨의 정의는 마땅히 어떠해야 한다는 당 론 등은 많

이 생산되지만, 가장 요한 결정  요인은 결국 한국의 연주자들의 

머릿속에서 한 그들로 이루어진 연주자 사회에서 이 거 이 어떻

게 작용하고 있는가임을 염두에 둘 때, 이 질문은 다소 허무하게도 

‘종주국인 미동부 스타일의 스 이트 어헤드 모던재즈를 연주할  

아는가’라는 미국의 보수  인식론과 유사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에 해 생각해보자면 한국 재즈연주자가 가질 수 있는 

정격성의 정 은 다음과 같이 재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먼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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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방법으로서 연주자의 정체성에 걸맞게 본토 미국의 음악 사회

에서 연주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분의 연주자

들이 법률상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 사회에 거주하게 된다는 을 

염두에 두게 될 때 학업에 충실하지 않고 연주 투어에 돌입하는 것도 

일종의 모순을 내포하며, 무엇보다도 학부의 경우 법률상 12학  이

상을 듣는 풀타임 학생이어야만 하고, 취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을 

염두에 둘 때 법률 으로도 문제가 있는 행 가 된다. 그 다음의 차선

책으로는 앞서 언 했듯 학생이자 아카데미즘으로서 미국 본토의 재

즈를 다룬다는 을 염두에 둘 때 미국 재즈학과의 교수가 되어 본토

의 정격성과 직 으로 련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발명된 정격성의 개념에는 명백한 제한 들이 존재

한다. 필자의 경우 꽤나 많은 유학 송출 학생 숫자에 비해 실제로 미국

의 메이  학의 재즈과정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직(tenure posi-

tion)을 얻어 미국 사회에 정착해 년의 연주커리어를 맞는 경우를 

거의 목격하지 못했다. 이는 미국 사회에서 타국의 시민권을 가진 학

생이 학  취득 후 임용되는 경우에 비교  제한이 덜한 편이고, 실제

로 다른 학문분야에서 유학생들의 교수임용 후 정착비율을 살펴본다

면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통계  수치가 된다. 다만 이러한 부류의 

연주자들이 지닌 가장 요한 문제들은, 호미 바바(2002)의 지 처럼 

모방하되 같이 모방해서는 안 되며 식민담론의 국면 내에서 모방은 

‘닮는 것인 동시에 ’이라는 것을 잊곤 한다는 데 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거의 명백하게, 미국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용인할 수 없는 내용을 한국인 재즈연주자들이 지속 으로 시도

하는 형국인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라는 두 음악 사회 간의 계를 

상호 주 인 양자 간의 커뮤니 이션으로 악하지 못하고, 상황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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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종주국인 원형 미국과 우리의 일상인 유사(psuedo) 미국으로 치환

해 악하는 반사 인 사고 성향이 이러한 종속  국면이 형성되는 

주요한 요인인 듯 보인다. 부분의 경우 이러한 부류의 연주자들은 

매우 보수 인 성향―친미원리주의의 성향―을 변해주곤 했으나,9) 

최근에 들어서는 재즈연주자들에게서도, 기존의 통 인 모던 재즈 

이상의 것으로 발 하려면 한국 사회에 실한 토착화의 당 성을 획

득해야 한다는 음악철학  지향이 많이들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하지

만 부분의 경우 이러한 주체  ‘독립의 형식’을 갖는 것을 향한 지

향은 막연한 당 론을 한 선언  구호로만 남아 있고, 기본 으로 

음악의 ‘사운드’ 자체는 여간해서 바 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교

육이라는 것은 이만큼 미래에 해 선험 으로 많은 것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한국 사회에서 재즈 혹은 실용음악 등의 이름

으로 학과가 설치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국

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아직 은 연령 인 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소  정격 인 재즈연주자라고 간주되는 이들의 부분은 재즈의 종

주국인 미국 학 혹은 학과정의 음악원(conservatory)의 재즈학과에

서 수학한 인물들이기에 발생하는 일이며, 이제 국내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30 에 어들고 있으니 곧 달라질 거라고 믿으려 한다.

9)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 동부 본토의 그것보다 다소 극단 인 의미에서의 

보수성인 경우가 많다. 실제 미국은 바 었는데, 오히려 한국은 미국인들보다 

더 보수 인 성향이 많다는 것에 한 성찰과 반성이 최근의 은 연주자들을 

통해 생겨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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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즉흥연주 교육의 매개로서의 재즈학 

 한국의 즉흥연주 개념은 자명하면서도 혼란스럽다. 이것은 즉

흥 혹은 즉흥연주라는 한국어 번역어가 뜻하는 바에 한 곡해로부터 

발생하기도 하고, ‘improvisation’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다양한 활동

을 지칭하는 포 인 언어표 이라는 데서도 발생하기도 한다. 이

듯 즉흥연주는 문 인 연주자들이 의미하는 바와 다르게 매우 범

한 음악  상들을 지칭한다. 종족음악학이라는 것이 서구인들의 

시각에서 정의되기 시작하던 20세기 반 네틀이 서구 사회에서 이루

어지는 비서구 음악의 연구에서 즉흥연주(musical improvisation)란 술어

가 사용되는 개념 범주들을 정의한 이후로 복합 인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다.

4.1. 현대 한국 음악 사회에 현존하는 즉흥연주 문화

즉흥연주에 한 이러한 일반이론이나 용어 자체에 한 개념 정립

은 우리의 목 이 아니기에, 필자는 일단 이러한 물음을 차후의 과정

으로 기약하고자 한다. 다만  한국 음악 사회에 존하는(contem-

porary musical societies in korea) 즉흥연주 문화 일반에 한 총체  상을 

학생들에게 달해주는 것은 매우 유용한 일일 것이며, 오늘날 필수

인 분야일 것이다. 하지만  한국 사회 내에서 구체 으로 즉흥연

주 문화의 상들을 찾고자 했을 때, 산조를 제외하고는 문연주자에 

의해 수행된 즉흥연주 음악이라 볼 수 있는 음악들을 찾는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나마 염두에 두고 있던 산조마 도, 본

격 인 연구에 앞서 여러 맥락을 종합해볼 때, 산조가― 어도 제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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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성한 오늘날에는―즉흥연주의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10)

한국 음악 사회에서의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즉흥연주 하 문화

들을 비교문화  에서 살펴보고 그를 통하는 총체성과 다원성

에 한 균형 잡힌 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필자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망하게 되었다. 본 논문을 착수하기 시작하면서 

산조, 시나 , 푸가, 라가, 재즈 등의 다양한 즉흥연주 습을 병렬

으로 살펴 으로써 교과서에 수록할 즉흥연주에 근본이론을 마련해

보고자 했던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실  제약을 염두에 둘 때, 재즈

를 좀 더 구체 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우리의 교육과정 혹은 범교과

의 역 내에서 한층 더 요한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는 에 착안하

게 되었다. 차선책으로서 ‘오늘날’, ‘한국의 음악 사회’하에서 아직 살

아 있는 즉흥연주의 습모델로 연구의 범 를 한정할 때, 이러한 

단은 결과론 으로 20세기  미국의 음악에서 유래한 재즈즉흥

연주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유일한 즉흥연주 습이라는 결론

에 착하게 된다. 재즈 즉흥연주가  한국 사회에서도 유지, 보존

되고 있는 유일한 즉흥연주 습이라는 경험  상황인식은, 본래의 

이론  의도와는 무척이나 다른 방향이었고,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경험이었다.

10) 본래 즉흥연주되던 음악이었는지에 해서는 이론가들마다 다른 의견을 표명

하고 있고 필자의 심은 ‘  한국 사회에서의 즉흥연주 습’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산조나 시나 가 즉흥연주되었다는 식의 막연한 증언이나 과거의 사실

들을 토 로 한 내용들은 필자의 연구에 구체 인 동인이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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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현대 한국 음악교육에서의 즉흥연주 교육에 관한 제언

교육과 학습은 문화의 달과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술했듯이 

우리 사회의 음악교육 혹은 음악연구에서 즉흥연주는 거의 무시되어

왔거나 어도 강등되어왔고, 음악 학에서는 시각화된 악보를 통해 

음악의 동일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려 들었다. 이에 따라 학습과정에 

있는 학생들은 음악의 인지과정에서 음악을 도상화된 기호로 인식하

는 이  태도를 익히게 되었다. 물론 문 인 음악교육에서는 도제

식 교육방식이 유지되고 있기는 하나, 근본 으로 암보를 통해 주어진 

음악구조를 닫아놓곤 했다. 

음악은 질료 그 자체로 물질  성격을 지니는 회화나 조각품 등과

는 달리 기본 으로 시간 술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이 듯 생성되는 

순간 공기 으로 사라져버리는 음악의 매체  속성은 근  서구식 

사고에서 고정성, 불변성이라는 존재의 성립조건에 어 나는 것으로

서 음악의 존재를 시각 , 공간  함수 계로 치환한 악보라는 존재로 

재 된다. 물론 악보를 통해 음악을 기록하는 것은 유럽의 음악뿐 아

니라 고도의 문명을 가진 다양한 문화권에서 발견되지만, 체 으로 

기억을 돕기 한 기록의 목 에 기반을 둔다. 그 자체로 고정 불변

인 실체로서의 악보라는 유럽음악의 악보개념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물리  소리 자체가 가지는 일시성과 불확정성을 그 로 인정한다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고정성 불변성의 존재는 그 본질  속성상 형

체가 없고 불확정성을 내포한 음악이라는 것을 근 사회의 조건하에

서 등가교환할 수 있는 상으로 바꾸어주었지만, 그러한 편리함이 

음악이 생성하고 발생하는 맥락을 소외해온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해 

보아야할 것이다. 이 듯 음악을 공간  형태로 변환해 인식하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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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된 악보를 통해 음악을 정체화(identify)하여 심지어는 소유하고, 

교환하고 매하는 성향은, 미래의 한국 음악 사회에서 극복해야 할 

상으로 보인다. 

유럽의 바로크 음악으로부터, 미국의 재즈, 한국의 산조 그리고 더 

나아가 통 인 연행환경이라면 즉흥연주되었을 다양한 문화권 음

악들의 오선보 악보가 상품으로서 출 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한민

국 음악 사회의 모습이다. 그에 따라 자연스  학생들은 이 악보의 

기호들을 따라가며 입학시험과 기말시험을 비하고 평가받는 방식

에 응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탈맥락화한 학습과정에 있는 학생들

은 음악을 지각하고 인지하는 과정에서 음악을 도상화된 기호로 인식

하는 일종의 번역 인 태도를 익히게 되었다. 물론 음악 학 등 문

인 교습의 경우에는 이런 단 을 극복하기 해 도제식의 개인교습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나, 악보라는 시각  매개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본 으로 암보를 통해 음악의 변주 가능성을 닫아놓

곤 했다. 이러한 맹 은 비 문가들의 교육, 즉 일반교과목으로서의 

음악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실제로 등학교 음악교과서에서는 즉흥

연주에 해 본격  각론으로서 언 된 내용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이다. 오히려 인간의 음악행 는 작곡, 연주, 감상이라는 식의 서

술들이 담겨 있어 작곡과 연주가 분업화되어 발달한 유럽문화권의 역

사특수  배경을 어린 시 부터 음악을 만드는 보편  양식으로 혼동

하게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은 향후 한국 음악 사회의 

즉흥연주 인식론에 있어 가장 먼  다 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문화

에서 기원한 타자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요한 매개일 것

이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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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를 마치며

본고에서는 오늘날 한국의 음악교육 환경의 교과서, 교과과정, 범

교과에서 진 으로 강조되고 있는 음악에 한 총체  연구에 

앞서, 재즈학이란 용어의 의미론이 본격 인 각론으로 개진되기에 앞

서 학문공동체 내에 요구되는 개념 , 맥락  쟁 들을 선결문제로서 

성찰해보고자 했다. 음악 혹은 다양한 아 리칸아메리칸음악의 

원형이라는 테제 아래에서 우리 사회에서 재즈를 교육한 지 이미 한 

세 를 이루었지만, 재즈학에의 연구는 ‘ 술로서의 음악’이나 ‘음악

학’ 연구 자체보다는 오히려 음악교육학  동기에서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는 상황인식에 다다르게 되었다.

기존에 고등교육 체계 내에서 ‘재즈학’을 음악 학의 공 교육으

로서 혹은 인문학의 일환으로서 간헐 으로 목격해왔으나, 최근에 들

어 등학교의 교과과정에서도 재즈학과 다양한 문화의 음악이 

가진 다양한 특질들(이주, 문화 변, 즉흥연주, 신 륙 음악, 다문화 음악으

로서의)이 극 으로 수용되는 변화 속에서 이제는, 음악문화에서 

‘원형’을 찾아내고자 하는 본능에 매몰되기보다는, 재즈학의 총체

이고 모호한 치와 의미론을 통해 교육과 문화 달이라는 기본 인 

테제들과 연계한 존재론과 인식론을 다루어야 할 지 에 다다르게 되

었다는 을 우리 음악 사회에 설득하며 졸고를 마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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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flective Essay upon the Location and 

Semantics of Korean Jazz studies in the 

Challenging Context of Popular Music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and reflect the conceptual, 

contextual issues of Korean Jazz studies as a prerequisite questions before 

holistic researches on popular music in general which is facing a radical 

rapid and super competitive challenges recently. Reaching the moment 

to persuade korean society to build general theory structures surrounding 

these issues, the contents are dealing with the theoretical concepts and 

issues on the 2nd chapter: The epoch and history of Korean Jazz, The 

3rd chapter: Location and Identity of Korean Jazz, The 4th chapter: 

Improvisation customs in contemporary korean music society. 

And this article also is recommending to revaluate the characteristic 

agents of Jazz and popular music(diaspora, acculturation, improvisation, 

music as a multicultural expression) -which used to be defined as counter 

form of authentic western fine art music- as a promising cultural re-

sources for future generation’s music education in general.

Keywords: Korean Jazz studies, Korean popular music education, Jazz 

education in Korea, Improvisation education in Korea, Afro 

American music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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