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근대의 비판적 지식인
Kim Min-gi, modern critical intellectual

저자
(Authors)

이영미
Lee Young-mi

출처
(Source)

대중음악 , (2), 2008.11, 8-33 (26 pages)

Koren Journal of Popular Music , (2), 2008.11, 8-33 (26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대중음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10465

APA Style 이영미 (2008). 김민기, 근대의 비판적 지식인. 대중음악, (2), 8-33.

이용정보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
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
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연세대학교
1.233.206.***
2018/04/13 09:50 (KST)

http://www.dbpia.co.kr/Publication/PLCT00002168
http://www.dbpia.co.kr/Issue/VOIS00100084
http://www.dbpia.co.kr/Publication/PLCT00002168
http://www.dbpia.co.kr/Issue/VOIS00100084
http://www.dbpia.co.kr/Publisher/IPRD00013533


8  음악 통권 2호(2008년 하반기)

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2호

김민기, 근대의 비판적 지식인

이 미(한국 술종합학교 강사)

1. 머리말

2. 상투성 탈피의 엘리트적 자의식

3. 가려진 순수를 향한 갈구와 선명한 이항대립

4. 사려 깊고 자의식 강한 근대적 자아

5. 맺음말

이 은 한국의 표 인 포크송 가수이자 비  싱어송라이터 김민기에 

한 작가론이다. 김민기라는 작가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느끼는

지, 세상에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에 이 맞추어져 있다.

김민기의 작품은 당시 가요사의 흐름에 비추어볼 때 상투성을 탈피한 

참신한 작품들이다. 이는 1960년 까지의 한국 가요에서 잘 구 되지 않

던 근  서양음악의 화성과 구조 등을 비교  튼튼하게 구 했기에 가능한 

평가이다. 즉, 그의 참신성은 기발하다기보다는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당시 

가요의 익숙한 경향을 탈피한 결과 다.

김민기 작품의 가사에 나타나는 사회와 세계에 한 비  인식은 1970년

  한국 포크송이 공유하는, 순수와 오염의 이항 립  사고틀 안에 있다. 

하지만 그는 주로 사랑이야기에 머물고 있던 여타의 포크송들과 달리, 기성세

가 만들어놓은 억압 인 세상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모색을 

극 으로 형상화함으로써 한국 포크송의 인식 지평을 확 했다.

김민기 작품 속의 자아는 감정이나 욕망을 외향 으로 드러내지 않고 이성

으로 제하는 태도를 지닌다. 그가 보여주는 자아는 바깥세상의 여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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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김민기, 엘리트 의식, 포크송, 근대적 자아

를 받아들여 통일성과 일 성을 갖추어 재구성하고 의미화하는 지 이고 자

의식 강한 근  자아이다. 그런 에서 그의 태도는 근  혹은 탈근

이라기보다는 다분히 근 이다. 김민기 작품의 자아는 게 움직이고 많

이 생각하는 근  지식인의 사유방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이는 그가 즐겨 

쓰는 리듬 패턴에서도 특징 으로 드러난다. 김민기의 이러한 특성은 격렬한 

투쟁이 시되었던 1980년 의 학생운동 시기에, 머리로 깊게 사고하기보다

는 행동과 실천이 앞서는 노동자·농민 들에게 그리 으로 받아들여

지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한 이후 음악극 작품에서 나타나는 역동 인 

립구조의 미흡함과도 무 하지 않다.

1. 머리말

솔직히 필자는 김민기에 한 작가론을 쓰는 데 큰 부담감을 느끼

고 있다. 그가 한국 근  노래사, 더 나아가 문화사나 사회사에서 

차지하는 상 때문이다.

이미 김민기는 신화가 된 지 오래고, 그에 한 도(노래 작품의 

수에 비해서는) 다고 할 수 없다. 김민기에 한 언 들은 노래에 바칠 

수 있는 가장 높은 찬사의 언어들로 채워져 있다. 많이 언 된 <아침

이슬>을 두고 한국 가요를 세계 수 으로 끌어올린 수작이라고 

평가했다는 1970년  어느 가요평론가의 발언은 차치하더라도, 노래

운동권에서나 가요권에서 그의 작품은 노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 의 평가를 받아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 포크송에서 발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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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음악 통권 2호(2008년 하반기)

정  요소를 한국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극 인 의미를 가질 수 

있게끔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의식의 소유자”, “ 학가 노래운동의 

정신  지주”, “이 나라 가요문화권에서 거의 독보 인 업 을 산출”, 

“지식인  한의 정서에서 민  한의 정서로 근”,1) “ 문화권 

속에서 탄생할 수 있었던 최고도의 정치  표 ”, “ ‘노래  리얼리즘’

으로의 근”2) 등으로 평가한 김창남의 평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작품에 해 지식인  성격과 추상성을 한계로 지 하고 있는 문승

조차 <아침이슬>에 해 “탁월한 음악  수 과 가사·멜로디·리듬에 

한 거의 완벽한 형식상의 배려”, “한 개인의 실존  결단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아직껏 어느 작품도 도달하지 못한 경지”3)라고 이야기했으

며, <아침이슬>에 해서 필자도 이에 동의하는 분석을 한 바 있다.4) 

김형찬은 김민기를 “한국 음악사 최 의 얼터 티 ”5)라 했고, 

강헌은 김민기의 1971년 음반에 해 “그의 노래들은…… 식민지의 

가슴 아  유산인 트로트와 쟁 이후 범람한 미국의 음악에 한, 

그리고 우리 음악의 정치 ·사회  무 심주의에 한 면 인 

반격의 탄이 되었다. 이 반박의 상에는 트 폴리오로 표되는, 

1960년  후반부터 학가에서 유행병처럼 일기 시작한 통기타 신드

1) 김창남, ｢삶을 지향하는 노래｣, 문학과 술의 실천논리, 실천문학사, 1983, 

195쪽.

2) 김창남, ｢민요정신과 노래  리얼리즘: 김민기의 작품세계와 련하여｣, 김창남 

엮음, 김민기, 한울, 1986, 163~167쪽.

3) 문승 , ｢노래운동의 몇 가지 문제들｣, 정이담 외,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198쪽.

4) 이 미, ｢건 한 가요에서 고  민 가요로: <아침이슬>｣, 노래이야기

주머니, 녹두, 1993, 94~100쪽.

5) 김형찬, ｢김민기: 한국 음악사 최 의 얼터 티 ｣, 김창남 엮음, 김민기, 

한울, 2004, 4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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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과 서구의 비  음악을 일차 으로 본뜨던 사조까지 포함된

다”6)라고 했다.

필자는 이러한 기존의 평가들, 즉 김민기가 지니는 역사  요성

에 한 평가에 이의가 없으며, 덧붙일 만한 말도 그리 쉽게 찾지 못했

다. 그래서 이 에서는 그의 노래문화사  상이나 요성, 혹은 그

의 작품이 지니는 탁월한 수  등 지 까지 많이 이야기된 바에 해

서는 언 하지 않으려 한다.

이 의 은 김민기라는 작가의 심층  특성으로 좀 더 들어가

보는 것이다. 그가 세상에 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지, 세상에 해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쪽을 택하

고자 하는 것이다. 그에 한 설명이 여태까지 주로 가사의 ‘내용’의 

구체 인 목들에 주목한 것이었다면, 이 에서는 오히려 그것들을 

담고 있는 사고틀과 그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것이 밝 져야만 

김민기가 보여  ‘비  지성’의 구체 인 질에 좀 더 근 할 수 있

다. 김민기가 보여주는, 세상에 한 태도는 분명 그 시 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이면서 김민기가 독특하게 지니는 지 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1970년 에 열렬히 환 받다가 1980년  민

가요권에서 극복의 상으로 락한 이유를 밝히거나 더 나아가 1980

년  반 이후 그의 뮤지컬 작업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하는 데

도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6) 강헌, ｢디스크그래피｣, 같은 책, 3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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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투성 탈피의 엘리트적 자의식

김민기의 노래들은 새롭고 참신하다. 그의 노래는 상투 이지 않다. 

그의 노래가 지니고 있는 사회 실에 한 극  심이 부담스럽다

고 느끼는 사람들도 그의 가사와 음악이 보여주는 참신함에 매료되는 

경우가 많다.

상투성의 탈피나 참신함의 추구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부분의 

작가들이 추구하는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술에

서 참신함이 꼭 미덕이 되는 것은 아니며 인기를 모으거나 좋은 평가

를 받는 다수의 작품에서 구 되는 특성도 아니다. 술은 새로

움이 아니라 익숙함 때문에 수용된다. 상투성을 탈피하고 참신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은 근  이후 본격 술의 가치 기 이었다. 그런 

에서 김민기의 작품이 보여주는 참신함은 술계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것이다. 그의 작품이 다소 힘들고 불편하게 받아들여지며 

본격 술에 근 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참신

함과 낯섦은 수용 과정에서 긴장을 야기하며, 술의 수용은 본격

술의 수용에 비해 아주 작은 긴장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김민기의 참신함은 엉뚱하고 독특한, 흔히 이야기되는 하늘이 내린 

천재성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그 시기에 그가 참고할 수 있는 수많은 

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하여 이를 충분히 참고하고 의식하면서 이루

어진 참신함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그런 에서 그의 참신함은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측할 수 없었던 기발함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

고 있는 특정한 상투성에 한 반성을 기반으로 한 극복이며, 그 시기 

가요 작품들에 해 느끼고 있던 결핍감에 한 화답이라는 느낌

이 강하다. 그의 작품은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올바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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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하고 고상하며 격조 있는 술의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당시 얻을 

수 있었던 술에 한 여러 정보들이 집 된 느낌이 강하다.

바로 그런 에서 김민기가 보여주는 참신함, 상투성으로부터의 탈

피는 본격음악·본격 술의 특성과 상통한다. 따라서 그 참신함이라는 

평가는 당시 가요· 술의 흐름에서만 의미 있는 것이다. 즉, 

김민기의 작품들이 지닌 특성은 본격음악이나 본격문학의 감각으로 

보자면  참신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당시 한국 가요의 흐름

으로 보자면 격 이라 할 정도로 참신했다는 것이다.

음악 으로 볼 때, 그가 만들어내는 탄탄한 화성과 구조 같은 것을 

표 인 로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그의 노래는(1960년 까지의 수

많은 노래들과 심지어 1970년  후반의 속류화된 포크의 잖은 작품이 그랬

듯이) 3화음만을 구사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듯하다. 그는 나란한

조의 화성을 자주 구사하고 같은으뜸음조로 조옮김하면서 구조 인 

복잡함을 만들어낸다( 컨  <작은 연못>, <혼 아> 등). 심지어 선율

만으로 보자면 가장 상투 이고 이라 할 수 있는(그래서 가장 

다양한 계층과 연배의 수용자가 즐겨 부르는) <늙은 군인의 노래>에서조

차 그는 ‘I-vi-ii-IV-I-vi-V-V7’ 식으로 화성을 개한다.7) 화성의 유려

한 구사는 이 시기 음악이 서양의 음악에 비해 뒤처졌다고 

느끼게 하는 가장 요한 측면 의 하나 다. 김민기의 노래는 비틀

스나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노래를 들으면서 화성의 열등감을 느 던 

한국 가요 수용자들의 목마름을 얼마간 해결해주었다(한국 가

요의 화성에 한 열등감은 1980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해소된다고 할 수 

7) 이 에서 분석하는 김민기 작품은 모두 김창남 엮음, 김민기, 한울, 2004에 

의거한 것이며, 따라서 이후에는 제목, 가사, 화성, 리듬 등을 언 할 때 따로 

각주를 붙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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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의 노래가 지닌 화성은 그 이 의 노래들처럼 선율에 의해 휘둘

리지 않으며, 오히려 화성이 노래를 이끌어간다고 보이는 작품도 지 

않다. 심지어 선율의 재미를 일부러 희생하면서 화성의 재미를 돋보이

게 하기도 한다. <친구>는 앞부분을 온통 ‘미’음 하나로만 이어감으

로써 화성을 갖춘 반주부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선율을 구사한

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이를 받쳐주는 화려한 화성과 반음씩 하행하

는 베이스음을 돋보이게 하는 데 기여한다.8)

그는 서구 조성음악의 화성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

고, 재즈·블루스의 화성을 과감하게 구사하고 이를 해 선율까지 그 

스타일로 충실히 재 한다. <새벽길>, <돈만 벌어라>, <기지 >

의 선율과 화성은 재즈가 본격 으로 이입되어 들에게 인기를 모

았던 1950년  말과 1960년 의 노래들이 주로 반주가 노래의 주선

율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재즈  분 기를 내는 것에 그친 것과는 

달리, 선율까지도 재즈와 블루스의 그것을 고스란히 가져온 양상이다.

무엇보다도 그의 노래에는 당시 비교  다양한 계층과 연령층에 고

른 호소력을 보이고 있던 1960년  단조팝 스타일의 익숙한 선율의 

분 기가 없다. 반(反)트로트 인 태도가 강경했던 기 포크에서 트

로트  선율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송창식의 <왜 불러>처럼 희

화화의 의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60년  단조팝 스타일의 선율

은 자주 발견되며 이로써 이 노래들은 들에게 이미 익숙해진 비

애감을 건드리는 효과를 발휘했다. 아  단조팝 작품으로 발표된 바 

있는 것을 다시 부른 송창식의 <길 잃은 철새>, <상아의 노래>는 

8) 이 미, 한국 가요사, 민속원, 2006,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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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이거니와, 뚜아에무아 <약속>, 윤연선이 부른 가곡 <얼굴>, 4

월과 5월 <님의 노래>, 송창식 <딩동댕 지난 여름>, 윤형주 <어제 

내린 비>, 양희은 <내 님의 사랑은> 같은 노래들에서 이러한 1960

년  단조팝의 흔 은 쉽게 발견된다. 그런데 김민기의 노래에는 이런 

작품이 거의 없다. 자신이 작곡하지 않은 <  부는 바람을> 정도를 

꼽을 수 있을까? 이는 단순히 복잡성으로의 경도로는 설명되지 않는

다. 1960년  단조팝 스타일보다 훨씬 단순한 동요  선율은 자주 구

사하고 있기 때문이다(<식구 생각>, <작은 연못> 등). 그런 에서 이

는 그 이 까지 가요가 주로 써왔던 선율의 분 기를 탈피하고자 

하는 의식의 소산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김민기의 작품 부분이 서구 근 음악에서 구 하고 있는, 제시된 

주제의 반복·변주의 구조에 맞추어져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흥미

롭게도 1950년 까지의 트로트 작품에서는 지  우리가 무도 당연

하다고 여기는 ‘a-aˊ-b-aˊ(혹은 c)’의 구조의 작품을 발견하기가 매우 힘

들다. 식민지시 에는 장세정이 부른 김해송 작곡의 <역마차>, 해방 

직후에는 인이 부른 박시춘 작곡의 <럭키 서울> 등 몇 곡을 간신

히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시기의 트로트는 화성의 힘도 아니고 

구조의 힘도 아니며, 오로지 감정선을 따라가는 선율의 힘으로만 노래

를 만들어간다. 앞에서 제시한 주제를 반복·변주하면서 구조  일

성을 만들어가는 경향은 1950년  말의 손석우의 작품들에서부터 나

타나지만, 여 히 1960년 의 상당수의 노래가 이런 구조로 설명되지 

않는다. 트로트는 물론이거니와 화성이나 선율에서 매우 서양 이라 

느껴지는 < 우> 같은 작품도 이 구조를 갖추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1970년  의 포크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갖춘 작품이 다시 크

게 늘어나는데, 김민기의 노래는 거의 부분 이러한 구조를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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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 으로서는 무도 교과서 이어서 답답해 보이지만, 당시에

는 이러한 구조가 잘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느낌을 확보하는 데 기여

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의 노래는 화성 교체의 리듬을 일 되게 유지함으로써 구조  탄

탄함과 조응한다. 즉, 화성 변화의 시간  일 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컨  <아하 가 그 게>에서 한 마디에 배치되는 화성의 수는 

‘1-1-2-1’로 이러한 화성 교체의 리듬을 유지하면서도 환이 이루어

지는 부분에서는 ‘2-2-2-1’로 운용하고, <잘 가오>는 반부는 한 마

디의 화성 교체가 ‘2-1-1-1’이었다가 후반부에서 ‘2-2-2-2(1)’ 형태로 

바 어 긴장감을 높인다. 이 게 화성 교체의 리듬을 통해 확보되는 

구조  탄탄함은 송창식 작곡의 <내 나라 내 겨 > 반부에서 세 

마디가 지나도록 화성이 바 지 않아 이러한 화성 교체의 리듬을 기

하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과 조 이다(<내 나라 내 겨 >

의 반부는 화성이 아니라 선율의 힘으로 고 나간다).

여태까지 설명한 김민기 노래의 특성은 일반 인 서구 근 음악의 

노래들이 보여주는 특성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그의 노래는 서구 근

음악이 유입된 후에도 가요에서 종종 무시되거나 실 되지 않았

던 서구 근 음악  특징을 교과서 으로 실 해낸 것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여태까지 설명한 몇 가지 들은 당시 본격음악이나 심지

어 재의 음악의 수 에서 생각하자면,  참신하지 않고 오히

려 상투 이라 할 만큼 익숙한 것이다. 하지만 1960년 까지의 

가요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러한 지 들은 그리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시 가요가 서구 근 음악의 이러한 특성을 갖추

지 않은 것은 의도 인 탈피가 아니라 서구 근 음악의 내면화가 덜 

되어 생긴 상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그런 에서 김민기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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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당시 가요의 풍토에서 볼 때 매우 남다른 참신함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뒤에는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자존심과 앞서 간다는 자부심, 새로운 정보에 한 곧추선 심 같은 

것이 엿보인다. 그런 에서 이 작가의 태도는 엘리트  반항아의 태

도를 보여 다. 남이 다 하는 것에 휩쓸리는 짓은 하지 않고 혼자 엇나

가면서도 그 방향이 엉뚱하거나 자기 괴 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흐름을 앞서 선도하는 방향을 선택하는 식이다. 남들이 다 하는 단조

팝 선율을 쓰면서 그 분 기에 같이 질척거리지는 않겠지만 남이 

잘 하지 않는 국악이나 재즈, 동요는 고스란히 배워 한국 가요의 

음악언어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태도가 엿보인다. 노래

이야기 <연이의 일기>에서 구 가요  선율을,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단조가 아닌 장조와 단조를 섞는 화성으로 정리한 것도 다양한 음악

 정보에 심을 기울이면서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을 그 로 따라하

지는 하지 않겠다는 태도의 발 으로 보인다. 필자는 노래굿 <공장의 

불빛>에서 묘하게 < 수 그리스도 수퍼스타>에서 발상을 배워왔다

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특히 첫 목의 음울하고 긴장된 <교 >는 

< 수 그리스도 수퍼스타>의 서주 첫 부분(< 수는 죽어야 해>의 

반부 테마)에, 사장 등 3인의 <음모>는 가야바 등이 부르는 < 수는 

죽어야 해>의 후반부에(사장과 가야바의 음흉한 음도 흡사하다), <돈

만 벌어라>의 코믹함은 <헤롯왕의 노래>에 비견될 만하다.9) 새로

운 정보를 차근차근 모범생처럼 익  구보다도 먼  자신의 것으로 

9) 물론 어느 선율도 비슷한 곳이 없으니 표 은 아니다. 그런 유치한 짓은 그의 

자존심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발상에서 향을 받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할 뿐이다.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50(KST)



18   음악 통권 2호(2008년 하반기)

요리해 내놓는 그의 특성으로 볼 때 충분히 개연성 있는 추측이 아닐

까 한다.

3. 가려진 순수를 향한 갈구와 선명한 이항대립10)

김민기의 작품이 보여주는 세계 인식은 기 포크의 세계의 자장 

속에 있다. 기 포크들이 그러하듯,11) 맑고 깨끗하고 하얗고 작고 

가난한 순수의 상징들에 정  의미를 부여한다. “진주보다도 고운 

아침이슬”(<아침이슬>), “한 사람의 맑은 물과 더운 가슴”(<아름다

운 사람>), “은하수와 푸른 하늘”(<아하 가 그 게>), “무궁화 꽃을 

피우는 아이”(<꽃 피우는 아이>), “텅 빈 바다의 조각배”(<바다>), “하

얀 개와 그의 고통을 공감하는 아이”(<백구>) 등이 그 다. 1970년  

후반 이후의 작품에서도 그의 은 시꽃잎(<천리길>), 아무런 권력

도 없는 늙은 군인(<늙은 군인의 노래>), 분단의 철망을 넘나드는 새와 

냇물(<철망 앞에서>)에 머문다. 그가 정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은 

탁하고 오염되고 화려하고 크고 부유한 것들의 반 편에 서 있는 것

들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포크 작품에서 자주 발견되는 1970년  

포크 특유의 세계 인식이다.

이 게 순수한 가치는 에 쉽게 띄지 않는다. 그것들은 있는 듯 

없는 듯 가려 있어 순수하고 맑은 이 아니면 알아볼 수 없다.12) 그

10) 이는 필자의 한국 가요사에서 김민기를 집 으로 언 한 부분(258~ 

262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책과 련된 각주의 많은 부분을 

생략했다.

11) 같은 책, 242~246쪽 참조.

12) 같은 책, 246~2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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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고정된 선입견에 가득 찬 기성세 의 시선으로는 발견되지 않는

다. <내 나라 내 겨 > 간주 부분의 낭송에서 말하듯 남과 북으로 

갈린 고정된 실의 틀로는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찢

긴 철망 사이로 스스럼없이 흘러내리는  물결 / 바로 기 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김으로 서려 피어오르는 꿈속 그곳”이 자신의 조국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정 념에 사로잡힌 시선으로는 발견되지 않

는 틈과 사이가 요하다. 물론 그도 가끔 과연 그것이 정말 있는지 

의심하고 망하기도 한다(<아무도 아무 데도>). 하지만 밤과 낮 그 

사이, 이리로  리로 비껴가는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음을 언뜻언

뜻 느낀다(<그 사이>). 어쩌면 자신이 이미 오염된 세계에 무 물들

어서 ‘간밤의 바람’과 ‘고궁의 탑’과 ‘할미의 패인 ’이 하는 말을 

제 로 듣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잃어버린 말>).

‘기성세 의 세상에서 가려진 순수’라는 인식은 다른 포크 작품도 

지니고 있는 특성이지만, 김민기의 작품은 그것이 남녀 간의 사랑 이

야기가 배제된 채 이루어지므로 그 세계인식의 특성은 훨씬 더 확실

하게 나타난다. 태반의 포크가 때 묻지 않은 순수를 지닌 애인, 속된 

계산이 없는 순수한 연애, 상식 인 에는 잘 발견되지 않는 신비롭

게 순수한 여인, 그리고 물욕을 버린 안빈낙도의 삶을 노래하는 데에 

그쳤다면, 김민기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사  세계의 바깥 역에서 

순수해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찾음으로써 포크가 지닌 의미의 

폭을 격하게 넓  놓았다.

정  가치를 지닌 순수의 세계와 립되는 세상을 언 하고 있다

는 것도 여타의 포크 가수들과 차이를 보이는 지 이다. 바로 그것이 

김민기를 비  포크 작가로 불릴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시기에 이러한 작가는 김민기와 한 수를 비롯한 몇 명에 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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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시 말해 다른 포크 작품들은 자신이 바라는 작고 소박하고 순수

한 것들에 해 노래하지만, 김민기는 그 반 편에 있는, 은하수를 가

리는 구름과 손잡기를 가로막는 높은 벽(<아하 가 그 게>), 물 

흘리고 바람 맞는 은이를 둘러싼 어두운 비와 세찬 바람이라는 시

련의 환경(<아름다운 사람>), 아침이슬 맺힌 동산 아래로 보이는 묘지

(<아침이슬>), 작은 조각배를 뒤흔드는 어두운 밤바다의 바람과 물결

(<바다>), 나비를 하는 꽃샘바람(<나비>)을 이야기한다. 상징  

표 을 벗어나도 마찬가지이다. <강변에서>에서는 순이네 뎅그란 

굴뚝이나 작은 나룻배와 비되는 공장의 검은 굴뚝과 시커먼 철교 

의 호사한 기차가, <혼 아>에서는 혼 아를 외로운 고아로 만들

어버리는 이 세상이 비교  선명하게 그려진다.

그래서 그의 세계 인식은 이항 립 이다. 어둡고 험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에 잘 띄지는 않지만 무언가 가치 있는 것(혹은 

그것을 찾고자 하는 화자)을 립 으로 배치한다. 그리고 이를 김민기는 

다른 작가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때 묻지 않은 순수와 이에 

립하는 타락하고 오염된 어른들의 세상이라는 청년문화의 이항 립

은 마치 때 묻지 않은 에덴동산과 죄로 오염된 세상이라는 기독교  

세계 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특성은 같은 시기에 성장한 다른 분야 

작가들에게서 쉽게 발견되는 특성이기도 한데, 컨  희곡작가 이강

백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이항 립 구도, 김 림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녀 인물형, 이창동 <오아시스>의 장애 때문에 세상

에서 버림받은 순수한 인물형의 설정 같은 데에서 이런 흔 을 찾아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극 술 분야에 비해 서정 인 술인 포크송에서 

그 이항 립은 훨씬 단순하고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나마 김민기의 작품에서는 순수의 의미가 훨씬 사회 인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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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있다는 에서 순수와 오염이라는 단순한 념  이분법에서 이

탈해 있으며, 특히 실세계에 한 좀 더 구체 인 언 이 강화된 

작품들(<강변에서>, <식구생각>, <서울로 가는 길>, < 의 수> 등)

에서는 념  이분법의 단순함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김민기 노래에서 길을 찾고 모색하는 화자가 등장하는 것도 다른 

작가의 작품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이다. 순수를 남녀 간의 사

랑이나 사  역의 것으로만 그리는 여타의 포크에서는 그 순수의 

아름다움을 심미  태도로 바라보거나 즐기는 데 비해, 이를 인생과 

사회에 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김민기의 노래에서는 어둡고 험한 세

상 속에서의 암 모색의 태도를 보여 다는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화자는 획일  선택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그는 자신의 길의 의미

를 되묻고(<길>), 바람과 도 속에서도 작은 배를 띄우겠다고 하며

(<바다>), 화려한 도시를 뒤로 하고 칡뿌리 씹으며 고향으로 향하기

도 하며(<고향 가는 길>), 사랑과 미움과 믿음의 참을 찾기 해 교정

을 두리번거린다(<두리번거린다>). 이러한 모색의 가장 강렬한 표

은 “나 이제 가노라  거친 야에”,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같은 다짐의 언어일 것이다.

4. 사려 깊고 자의식 강한 근대적 자아

한 작가의 작품에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우면서도 요한 것이 작품

에서 느껴지는 인간(이는 주인공일 수도 있고 화자일 수도 있다)의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이다. 그것은 단지 이념이나 사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세상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방식과 그것의 섬세한 질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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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체취나 지문처럼 사람마다 다르다. 수

용자가 그의 작품을 좋아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좋

아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이 목에서 김민기는 다른 포크 가수

들과 비교했을 때 단지 비  포크 작가라는 것만이 아니라 구체

으로 어떻게 다른 질감을 지니고 있는지, 컨  한 수 같은 비  

포크의 작가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말해  구체 인 질감까지 설명해

야 한다.

김민기 작품의 화자는 감정을 극 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괴롭

다, 슬 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같은 감정을 표 하는 말들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 어떤 상에 해 심미  거리를 두고 ‘아름답다’고 

할지언정 자신의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사랑스럽다’고는 하지 

않는다. 그 다고 그의 작품이 무디거나 범한 감정의 질감을 드러내

는 것은 아니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외부의 작은 것들에까지 

섬세하고 민하게 움직인다. 선율은 그의 감정을 섬세하고 때때로 

강하게 드러내기도 하는데, 가사는 오히려 이러한 섬세하고 민한 

감정을 차분하게 제해 드러내는 방식이다. 후배가 사고사로 죽은 

상황을 그린 <친구>는 가사는 물론 선율까지도 제되어 있으며 후

반부에야 조  그 선율이 배어나온다. 친구가 멀리 떠나는 이별의 장

면에서도 슬  감정은 차분하게 제되어 있다(<잘 가오>). 오히려 

섬세한 감정을 제함으로써 더욱더 민한 인간의 느낌을 만들어낸

다고 하는 것이 옳다. 작품  화자가 감정을 드러내는 작품은 개 

작  화자가 작가의 투 물이 아닌, 극  인물처럼 설정된 작품들인데

( 컨  <서울로 가는 길>의 화자는 작가 자신이 직 으로 투 된 듯한 

<고향 가는 길>의 화자와 얼마나 다른가?), <식구 생각>이나 <고무

놀이> 같은 노래는 가수 양희은이 아  작  인물을 연기하듯이 아이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50(KST)



김민기, 근 의 비  지식인_이 미  23

의 질감으로 부른다. 그런 에서 <혼 아>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장조로 된 가사가 있는 부분의 화자는 혼 아 자신으로 극  인물처

럼 설정되어 있다. 그 혼 아는 엄마에게 버림 받고 친구도 없는 어린

아이이지만 그래도 아이이므로 때때로 웃으면서 철길에서 종이 연을 

날리며 논다. 그런데 주와 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라이 라이’ 하는 

단조의 구음은 이러한 혼 아의 이야기를 하는 서술자의 목소리이다. 

혼 아의 이야기를 달하는 서술자의 목소리는 슬 고 착잡하지만 

작가는 그 슬픔을 직설 으로 뿜어내지 않는다. 자신의 감정을 가사로 

뿜어내는 작품은 <차돌 이 내 몸> 정도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이 은 여타의 포크 작가들과 비교해서도 독특한 지 일 뿐 아니라, 

같은 시  표 인 비  포크 작가인 한 수와는 매우 다른 지

이다. 한 수는 “아하 나는 살겠네 태양만 비춘다면”(<행복의 나라

로>)이라고 터질 듯한 기쁨을 노래할 정도로, 자신의 감정 표 이 

극 이고 거침이 없어, 김민기와 뚜렷한 조를 보인다.

그래서 그의 작품의 화자는 매우 욕 이며 자기 통제력이 강하다

는 느낌을 다. 그에게 요한 것은 세상에 한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상에 한 의미화이다. 김

민기 작품의 화자는 섬세하지만 심각한 자기분열 같은 것을 드러내지 

않으며 자기 환멸이나 자학 같은 태도도(<차돌 이 내 몸>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김민기 작품의 화자는 이성과 의지의 통제 바

깥으로 튀어 달아나는 자아를 허용하지 않으며, 세상의 수많은 것들은 

자신의 으로 보고 의미를 부여한다. 즉, 김민기 작품의 화자는 바깥

세상의 여러 정보를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 통일 으로 재구성하고 의

미화하는 지 이고 자의식 강한 근  자아를 지니고 있다. 꽉 짜인 

음악이 그러하듯 가사에서도 그의 작품은 통일성과 일 성을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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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벗어나는 일탈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그 자아가 보여주는 질감

은 근 인(서구 이라는 의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합리성과 통일성

이다. 이 게 합리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자아와 세계가 뒤섞이

거나 착종되는 근  혹은 탈근 인 사유가 아닌, 자아와 세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으면서 논리 인 계를 맺고 있는 매우 근 인 

사유가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이 에서도 한 수와는 아주 조 이

다. 한 수의 화자는 탈근 인 성격이 강하다. 통일성과 일 성을 

쥐고 있는 자아가 느껴지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사물과 자신의 행동

을 의미화하지도 않는다. <하루 아침>에서는 아침 11시에 일어나 

“쏘주나 한 잔 마시고 쏘주나 두 잔 마시고” 어슬 거리다가 기어 다

니는 벌 들에게 인사하며 하루를 보내는 삶을, 아무런 의미 부여도 

가치평가도 하지 않고 이성  통제를 느슨하게 풀어놓은 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김민기는 설사 사 인 삶에서 그럴 수 있을지라도 이를 이런 

방식으로 작품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작품의 화자가 이런 삶의 양

태를 보여 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 백인들이 만들어놓은, 합리 이고 

통일 이라 여겨졌던 근  사유와 근 세계에 한 회의에서 출발

한 듯 보이는 한 수는 이로부터 자유로운 ‘무명 무실 무감’한 상태를 

꿈꾸며(<바람과 나>), 비서구·비근 ·비문명 인 세계의 즐거움에 탐

닉하기도 한다(<고무신>).

김민기 작품의 화자는 게 움직이고 많이 생각한다. 이는 근  

사유와 련 있다. 세계를 객 으로 받아들여 악하고 의미를 부여

하려면 자아가 세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정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자아가 움직이면 그에 따라 세계가 변하므로, 세계를 받아들여 

일 성 있고 통일 으로 정리해내기가 힘들어진다. 물론 이러한 태도

를 지니는 사람은 지식인이며, 보통사람들은 움직이면서 생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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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기 에 몸부터 움직인다. 그가 세상을 한 걸음 떨어져서 조

하듯 혹은 응시하듯 바라보는 화자를 만들어내는 것, 세상의 여러 사

물을 상징으로 읽어내는 것은 이러한 정태 이고 깊이 사유하는 화자

와 련 있다. 많은 필자들이 설명했듯이 <강변에서>에서 한강변 

녁 풍경을 수채화처럼 그려내 포착한, 1970년  의 산업화 과정에 

있는 한민국 서울의 노동자 모습은 놀랍도록 탁월하다.13) 노래 하

나에서, 시커먼 연기를 뿜는 공장에서 퇴근해 돌아오는 어린 여공 순

이과 그의 작은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밥 짓는 연기를 조 으로 

보여주고, 순이가 상경할 때 타고 왔을 법한 호사한 기차가 철로 를 

굉음을 내며 달려갈 때 그 무시무시한 산업화 드라이 의 에서 보

일 듯 말듯 흔들리는 작은 나룻배 같은 민 들의 삶을 포착하는 능력

은 놀랍다. 한 화폭에서 이 게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조합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오래 깊게 생각해야만 가능하다. 움직임을 비하고 

있는 <아침이슬>이나 <바다>, <길> 등도 그 노래로 국한하자면 

화자의 움직임은 없다. 외  사물을 상징과 비유로 받아들이는 것도 

정태 이고 깊게 사유하는 화자와 련 있다. 상징과 은유는 외  사

물과 자아가 일상세계에서 맺는 일반 이고 상식 인 방식의 계 맺

음과 다른 방식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사유가 고 행동이 활발한 

자아는, 외  사물을 상징이나 은유로 의미화하지 않고 그냥 일반 이

고 상식 인 계를 맺고 만다. 민요에서 자주 나타나는 비유가 상징

이나 은유가 아닌 유(代喩: 환유나 제유)라는 은 주목할 만하다.14)

13) 문승 , ｢노래운동의 몇 가지 문제들｣, 221쪽; 김창남, 김민기, 한울, 2004, 

162쪽; 이 미,  화문 연가, 담, 2008, 226~230쪽.

14) 김창남, ｢한국 유행가의 성격형성 과정｣, 김창남 외, 노래운동론, 공동체, 

1986, 139~143쪽.

연세대학교 | IP: 1.233.206.*** | Accessed 2018/04/13 09:50(KST)



26   음악 통권 2호(2008년 하반기)

깊이 있고 이성 인 사유를 하는 그의 태도는 그가 ‘♪♩♩’(혹은 

‘♪♩♪♪’)의 리듬을 즐겨 쓰는 것과도 무 하지 않아 보인다.15) 

<아침이슬>, <친구>, <잘 가오>, <작은 연못>, <주여, 이제는 

여기에>, <이 세상 어딘가에> 등 그의 표작에서 두루 쓰이고 있

는 이 리듬은 행진곡에서 자주 쓰이는 ‘’나 긴박하고 

단호한 느낌을 주는 ‘♩♩♩♩’와도 다른, 무언가를 찬찬히 생각한다

는 느낌을 다. 이후 1980년  민 가요  이른바 서정가요로 분류

되는 차분한 노래들에서 이러한 리듬이 자주 발견되는 것은 김민기의 

노래가 보여주는 차분하게 사유하는 태도의 계승과 무 하지 않아 보

인다(<그날이 오면>, <솔아, 푸르른 솔아>, <부활하는 산하>, <사월 그 

가슴으로>, <마른 잎 다시 살아나>,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로> 

등 다수이며, 이  상당수가 김민기의 향을 많이 받은 노래모임 새벽의 

창작품이다. 안치환은 노래모임 새벽 활동을 하던 시 에 지은 <솔아 푸르른 

솔아>와 <마른 잎 다시 살아나> 등에서만 이런 리듬을 쓰며, 이후 작품에

서는 이런 리듬이 자주 등장하지 않는다).

이 리듬과 함께 풍겨나는 찬찬히 사유하는 태도는 김민기의 작품이 

세상의 모습을 매우 섬세하면서도 포 으로 그려낸 지 인 작품이 

되게 한 특징인 동시에, 그의 노래가 종종 지식인  념성이 강해 

민  친화 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16) 한 그

15) 물론 이 말은 특정 리듬이 사유의 태도와 일 일로 응해 설명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작가가 특정 리듬을 즐겨 사용하는 것은 마치 특정 단어나 

어미의 반복  사용처럼 그 작가의 독특한 태도 혹은 작가의식을 보여주는 

근거로 분석될 수 있다. 즉, 특정 단어나 어미가 무조건 특정 의미로 직결되어 

설명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 리듬이 이러한 태도 혹은 질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김민기의 작품과 동일한 문화  맥락인 1970~1980년  민 가

요에 국한된다.

16) 김창남, ｢삶을 지향하는 노래｣, 문학과 술의 실천논리, 197쪽; 문승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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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래가 민주화운동이 격화되고 민 지향성과 투쟁  실천성이 강

조된 1980년 에 학생 들의 민 가요에서도 행진곡풍의 노래들에 

려 인기가 어드는 상과도 련된다. 생각보다 몸이 앞서는 사람

들, 혹은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 의 분 기에 

그의 노래는 잘 맞지 않았던 것이다.

김민기가 1970년  후반에 이러한 지식인  태도를 극복하고 기층 

민 의 삶과 취향에 가까이 다가가는 작품을 만들고자 작품 경향의 

변화를 시도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  갈꺼나>, <천리

길>, <늙은 군인의 노래>에서 그는 이 에는 거의 쓰지 않던 ‘
’(혹은 ‘♩’) 같은 행진곡의 리듬을 쓰고 있다. 민요 등 민속악

의 사용으로 이를 성취해보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1970년  에 지

은 <바다>가 ‘작은 조각배’를 띄우겠노라며 물결 센 바다를 바라보

는 시선을 지녔던 것에 비해, 1970년  후반의 <밤뱃놀이>는 ‘형님 

아우님’과 함께 노를 어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가는 배 의 시선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 다(그런 에서 <밤뱃놀이>는 ‘배’라는 동일한 비

유를 사용한 <바다>의 1970년  후반 버 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이

게 변화했다 하더라도 의 김민기의 모습은 여 히 남아 있다. 

<천리길>에서는 길을 가면서 만나는 풍경들을 여 히 비유  의미

로 받아들이고(칡넝쿨, 먹구름 등), 야근하는 노동자의 시선으로 옮아간 

<소 땀 흘리흘리>에서도 야근  잠깐 쉬는 틈에 포착된 삶의 모습

을 그린다. 노래극을 제외하고는 감정도 제되어 있고 통일성과 일

성도 흔들림이 없다. 지식인 인 자의식 강한 자아는 마치 얼굴에 검

정 기름때를 묻히고 기름에  작업복을 입었어도 여 히 날카롭게 

래운동의 몇 가지 문제들｣,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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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처럼 살아 있다.

이러한 김민기 작품의 특성은 작가가 익숙한 술 분야와 상 성을 

생각하면 더욱 흥미롭다. 움직이지 않고 많이 생각하면서 세상의 수많

은 정보들을 받아들여 자기 방식으로 통일 이고 일 되게 엮어놓는 

방식은 시나 회화에서 흔히 발견되는 태도이다. 그것은 장편소설과 

다르고 연극과는 더욱더 거리가 멀다. 시나 회화, 더 나아가 단편소설

까지도 세상을 한 단면에 담아내는 술이라 할 수 있다. 그 안에 풍부

한 이야깃거리가 담겨 있고 심지어 한 사람의 일생이 담겨 있다 할지

라도, 그것을 담아내는 틀은 한 단면이며 그것을 주조해내는 시선은 

비교  정태 이다. 그에 비해 장편소설은 서사  흐름이 강하므로 

인물들은 긴 시간과 다양한 공간에서 움직여야 하고, 단일한 시선을 

유지하는 서술자조차 이러한 온갖 우여곡 을 따라 겪으며 움직여야 

하는 술로 마치 강물이나 실처럼 늘어진 술이다. 연극은 비교  

한정된 시공간 안에 갈등을 압축해내지만, 서술자가 존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인물들 간의 싸움(갈등)의 행동이 요한 술이다. 따라서 

인물들은 비교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뿜어내

며 타인과 부딪치고 싸워야 한다. 연극을 세상의 모방이라 할 때, 연극

이 모방하는 상은 인물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인물의 행동이다. 

김민기 작품의 화자가 움직이지 않고 많이 생각하며 감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생각하면, 그가 자신의 학시  

공인 그림이나 가장 먼  두각을 드러낸 노래의 선택은 한 선

택이었다고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특성이 연극 창작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이다. 그의 연극 작품에는 싸움의 행동을 주도하는 인물과 

사생활이나 내면까지 드러내는 인물이 분리되어 있다. <공장의 불

빛>에서 사생활과 내면이 드러나는 ‘언니’는 싸움으로 돌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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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존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연이의 일기>와 <아빠 얼굴 쁘네

요>에서도 사생활과 내면이 드러나는 인물은 연이이지만, 행동으로 

보자면 주인공은 옥이나 탄이이며 연이는 (마치 노래 작품의 화자와 비

슷한) 찰자이다. 서술자의 매개도 없는 연극에서 싸움의 행동이 없

이 인물의 내면을 드러내려니 독백의 방식을 쓰게 된다. <공장의 불

빛>과 <연이의 일기>, <아빠 얼굴 쁘네요>에서 공통 으로 편

지와 일기가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인데, 편지와 

일기는 모두 행동 없이 생각을 드러내는 표 방식이다(그가 번안한 

<모스키토>에서도 원작에는 없는 이러한 표 이 즐겨 쓰이고 있음을 생각

하면 이러한 표 은 확실히 그의 작가  특성과 련 있다). 그가 25년 가까

이 미완성이라 말하는 뮤지컬 <개똥이>가 보여  결함도 노래 한 

곡 한 곡이 수많은 이야기를 응축했으면서도 정작 싸움이라는 행동으

로 사건이 개되지 않는다는 이었다.

이러한 그의 특성은 연극이나 뮤지컬의 작가가 되거나 시 의 선

에서 불리는 노래의 작가로는 당하지 않다. 한 해체와 무의미의 

시 , 탈근  사유의 시 에도 걸맞지 않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 특성이야말로 그의 작품이 20세기 한국 가요사에서 최고의 비

 지성의 수 을 보여주는 작품이 될 수 있게 한 가장 근본 인 

바탕임은 말할 것도 없다.

5. 맺음말

지 까지 김민기라는 작가가 보여주는 작품 세계의 특성을 몇 가지 

항목으로 살펴보았다. 덧붙이자면 첫째는 작품에 한 작가의 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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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둘째는 세상에 한 작가의 생각의 내용  핵심이다. 셋째는 이

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작가의 태도와 사유방식이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세 가지는 하게 연 을 맺고 있다. 자의식 강하고 

사려 깊은 근  자아라는 특성은 상투성을 거부하면서 자신이 속한 

흐름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엘리트의 태도

와 무 하지 않다.  세상을 이항 립 으로 보는 청년문화  사고는 

기존의 상투성을 거부하는 엘리트  자세나 작품 속 화자가 보여주는 

근  자아의 태도와 무 하지 않다.

올해 늦 , 이 사회의 심이 촛불집회로 뜨겁게 응집되었다. 그 

시기에 자신의 블로그에 무언가 기록하고 사진을 올리면서, 한때는 

이러 러한 이유로 잖이 부담스러운 노래 던 김민기의 <상록수>

나 <아침이슬>을 함께 올려놓는 사람들이 꽤 늘어났다. 심지어 시원

스럽게 부르는 양희은 목소리가 아니라, 내성 인 질감으로 음 하나하

나를 꼭꼭 다지듯 러 부르는 김민기 목소리의 <상록수>를 올려놓

은 경우도 있었다(촛불집회에서 돌아와 혼자 차분히 써내려간 이었다). 

지식인  태도를 갖춘 엘리트가 아닌 단순한 고학력자만 치고, 이항

립을 스럽게 여기고, 세상을 통일성과 일 성 있는 방식으로 드러

내는 자아가 무도 부담스럽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는 세상이 되었어

도 여 히 김민기의 노래가 감동스러운 것은 비  지식인의 태도가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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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im Min-gi, modern critical intellectual

Lee Young-mi(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is paper is a study on Kim, Min-gi, Korea’s one of the most 

respected singer-song writers of protest folk song and focuses on how 

he thinks and feels about the world as a writer and what stance he 

takes toward it as well.

In the light of popular music trend of that time, Kim’s songs were 

refreshing, breaking out of its stereotypical patterns. It was possible as 

his songs achieved relatively strong harmony and structure of Western 

music, a rare and impressive feat in 1960’s Korean pop music scene. 

Therefore, it could be said his novelness was the result of coming out 

of the norm of the day with elite mind rather than coming from his 

songs’ originality.

The critical understanding of the society and the world expressed in 

his lyrics didn’t escape the paradigm of that time, dividing things 

between “pure” an “corrupt” in binomial opposition which was largely 

shared by Korean folk musicians in early 1970s. However, unlike other 

folk songs which dealt mainly with love stories, he expanded the horizon 

of Korean folk song by actively embodying the efforts of a protag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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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tries to overcome the repressive world built by the establishment 

(the older generation).

The self in Kim, Min-gi’s songs doesn’t expose its emotions and 

desires but controls itself calmly. It is an intelligent, self-conscious and 

modern one, receiving informations from outside world, reconstructing 

them uniformly and consistently and decoding them. In this regard, 

his attitude is modern in many aspects and isn’t pre- nor post-modern. 

The self in Kim’s songs doesn’t move a lot but thinks a lot, showing 

the thoughts of a modern intellectual and this is also found in his 

favorite rhythm patterns. This feature of Kim, Min-gi is the reason why 

his songs were not popular among the student movement in the 1980s 

when the violent protest was counted and didn’t prevail among workers 

and farmers for whom the practice of action came before deep 

contemplations. It also seemed related to the lack of active conflicts 

in his later music dramas.

Keywords: Kim Min-gi, Elite mind, Folk song, Modern 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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