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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실용음악’의 대학제도 진입과 발전을 중심으로 

본 국내 대중음악의 문화적 정당화 과정*25)

장혜원(연세 학교 커뮤니 이션 학원)

1. 서론

2. 논의의 배경 

  2.1. 문화적 정당화 과정에 대한 이해

  2.2. 정당화 제도로서의 대학 

3. 연구방법 

4. 정규교육기관으로서의 실용음악과 설립

5. 실용음악과의 확장과 학과 내부 정체성의 견고화

  5.1.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 설립되기 시작한 실용음악과 

  5.2. 실용음악과 내부의 구조적 변화

6. 실용음악과의 학술적 발전

  6.1. 실용음악‘학’의 세분화·장르화

  6.2. 음악 연구의 확장: 실용음악과 관련 학위논문 분석

7. 맺음말

이 논문은 근  의미의 국내 음악계가 형성된 이후 음악이 문화

으로 정당화되어가는 과정을 음악의 학제화에 을 맞추어 살펴보았

다. 음악이 사회 ·제도 으로 상의 변화를 겪기 시작한 1980년  이

* 이 은 필자의 연세 학교 커뮤니 이션 학원 석사학  논문을 수정·재구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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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서울 술 학교에 처음으로 설립된 실용음악과는 이제 음악계의 주된 

주체로 존재한다. 일부 음악 평론가를 비롯한 연구자들과 음악 장

에서는 실용음악과가 속도로 증가하고 음악의 권력을 획득해가는 양상

이 경제 인 논리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을 한다. 그 다면 이 까지는 학교에

서 배척되어 오거나 경제  이득을 보장해  수 없었던 음악은 어떻게 

학교에 진입하거나 자본을 담보해 주는 종류의 것이 되었는가? 본 연구는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실용음악과의 발 을 문화산업의 측면을 넘어 

음악의 문화  정당화 과정의 에서 바라보는 이 시도는 음악이 

술로서 자리 잡아 가는 과정 속에서 학 제도에 진입한 사건을 문화  정

당화의 일부로 본다. 

이를 해 술제도를 사회학 으로 분석하는 을 제로 하여 문화  

정당화 개념을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용음악과가 발 해 나간 과정을 크

게 세 단계로 나 어 역사  흐름을 바탕으로 보았다. 특히 분석의 틀로 바우

만의 문화  정당화 과정에 한 이론을 차용했으며, 본 에서는 실용음악과 

내부의 구조  변화를 다뤘다.1) 분석 상으로는 정부 산하 기 의 자료와 

음악 무크지, 실용음악과가 개설된 학교에서 공개한 자료와 학보를 비롯

하여 단행본과 신문이 해당되었다.

1980년 는 음악을 제도화하는 시도가 이루어지던 시 이었다. 그

에서도 이 연구에서는 고등교육기 인 학제도 안에 음악이 진입한 사

건에 주목했다. 서울 술 문학교에 1988년부터 실용음악과가 개설되면서부

터 음악의 학제는 시작되었다. 이후 음악은 국내에서 학이 지니는 

제도 인 특수함에 힘입어, 학이라는 기 을 거친 뒤 ‘공식 인 교육을 통

해 훈련된 음악인’의 이미지를 확보하기에 이른다. 이와 동시에 학과 내

부에서도 음악을 오락의 한 종류가 아닌 술로, 실용음악과를 문 

음악인 양성기 으로 정체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음악은 좀 더 

술 인 차원에서 회자되기 시작한다. 그 과정 에 음악은 산업과 정책 

1) 필자의 석사학  논문에서는 바우만의 문화  정당화 분석 틀에 의거하여 각각 

학과 외부의 환경과 내부의 구조 변화, 그리고 련 주제를 보도하는 신문 기사

의 경향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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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국내 대중음악, 문화적 정당화, 대중음악의 학제화, 실용음악과의 제도

화, 대중예술로서의 대중음악

담론에서 더 구체 으로 하나의 술로서 언 되며, 이후에는 학원에

서도 실용음악과가 설립되면서 학  논문들이 배출되고 실용음악과가 학문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부여받는 등 음악의 학문화가 심화되기도 한다. 이

러한 국내 음악의 학제화 개양상은 음악이 차 학술· 술 차원에

서 하나의 술로 인식되어가고 있음을 보여 다. 음악을 문화  정

당화의 에서 해석하려는 이 연구는 음악의 경제 인 가치를 논하는 

일련의 주장들에 더하여 그것이 가진 문화  상을 돌아보는 시도가 되었다.

1. 서론

불과 20년 만 해도 ‘실용음악’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하기 힘든 종류의 것이었지만, 2009년 이후 음악 련 오디션 로

그램이 등장하고 활발히 방 되는 사회  상 속에서 실용음악과는 

보다 일상 인 차원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장에서는 이러한 실용

음악과의 증가 상을 자본이라는 요인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지배

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내 문화산업의 격한 성장에 따라 이를 뒷받

침할 수 있는 인력수요가 늘어나기도 했고, 이와 더불어 학의 자율

화 정책을 통해 많은 학이 ‘자본’을 담보해주는 인기학과 의 하나

로서 실용음악과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논리 으로 타당하다

고 여겨진다. 그 다면, 실용음악과의 격한 증가 상은 단순히 경

제 인 논리에 의해서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자본이 국내에 

실용음악과가 늘어날 수 있었던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한다는 설명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2(KST)



‘실용음악’의 학제도 진입과 발 을 심으로 본 국내 음악의 문화  정당화 과정_ 장혜원  37

은 여 히 어떤 부분에서는 유효하며, 이러한 실을 무시할 수는 없

다. 그러나 앞서 제시한 일련의 변화들을 하나의 문화  상으로 이

해하려는 으로 들여다본다면 새로운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왜 

이 까지는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과목으로 여겨지지 않던 

음악이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며, 왜  ‘자본’을 담보해주

지 않던 음악이 어떠한 경로로든 경제 인 이득을  수 있는 것

이 되었는가? 이 지 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출발한다. 다시 말해, 

“실용음악과의 증가는 단순히 문화산업의 확장으로만 볼 수 있는가”

를 질문하면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고민을 하던 와 에, 어쩌면 이 상이 조  

더 심의 범 를 넓  보았을 때 국내 음악이 차지하는 상의 

변화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음

악과 술음악의 경계를 구분하는 이분법  논의가 이제는 구시

인 것으로 여겨질 만큼 오늘날 음악과 음악인의 상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 음악을 하는 것이 K-Pop 가수들

의 경제 ·사회  지  상승을 담보해  수 있는 시 가 된 것이다.2)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음악은 시간에 따라 단순한 엔터테인먼

트를 넘어 문화  가치가 있는 역이 되어왔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비교  이른 시기에 술의 역으로 인정받은 화 등과 비교했

을 때 느리게, 그리고 여 히 논란을 빚어내면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이는 음악이 제도와 인식의 측면에서 문화  가치를 인정받기까

2) 2011년 당시 TV 로그램에서 아이돌은 음악 로그램을 포함한 능 로그램

의 패  혹은 MC를 맡거나 화, 드라마의 주·조연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두드러

진다. 김 찬·오 주(2011)는 스타 양성을 목 으로 하는 술계 고등학교 신입

생들의 생활을 다루는 KBS 2TV의 드라마 <드림하이>를 통해 이러한 음악산업의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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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그 변화의 시작이 불과 30년도 채 되지 않

았다는 에서 비롯된다.3)

그 다면 음악이 인식 ·제도 으로 차 ‘ 술’의 한 부

류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실용음악과’라는 이름으로 학 

제도에 편입한 것은 음악이 문화 으로 정당화되는 과정 의 일

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앞서 언 했듯 국내 음악이 술로

서의 상을 확보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약 30여 년의 시간 동안 

음악과 련된 하나의 제도로서 지속 으로 기능해 온 상은 

음악을 학문의 장 안에서 생산·재생산하는 ‘실용음악과’다. 1980년

 이 까지만 해도 음악은 학교와는  상 이 없어 보이거나 

오히려 학교로부터 배척당해 왔다. 이런 상이 최고 고등교육기 인 

학에 정착하고 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은 음악의 문

화  상 변화에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한다. 실용음악과의 증가 상

을 자본의 논리로 보는 의견이 장에서는 강력한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음악과라는 학제는 30여 년 동

안 제도  차원에서 음악을 지탱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장치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을 음악의 문화  계 변화라는 에서 해

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본 에서는 음악이 실용음악

3) 국내의 음악 평론계는 1980년  이 에도 존재했으나 1984년 무크지를 

시작으로 본격 이고 문 인 평론장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이 일반 이다

(김두완, 2012). 1988년에는 음악을 다루는 학과가 서울 술 문 학교에 

처음 설립되었고, 음악의 작권을 보호하는 한국 작권 회가 실질 으로 

기능하게 된 시기이기도 하다. 1980년  이후에도 공인제도로 기능하는 음

악상이 200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학술연구가 제도  틀 안에서 가능하게 하는 

음악학회는 2005년 설립되었고 학술지  음악은 2008년부터 연 2회씩 

발간되고 있다. 음악산업과 정책 역을 연구하는 한국음악산업학회는 2014

년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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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학제화되고 정착해가는 과정을 탐구하는 데 을 맞추어 시간

별로 나타나는 학과의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논의의 배경 

실용음악과는 학 기  안에서 형성되고 변화해 나갔다. 따라서 

‘실용음악’이 고등교육기 인 학에서 제도화되는 양상을 살펴보기 

해서는 먼 , 이 모든 행 를 가능하게 했던 ‘ 학’의 제도 인 성

격과 힘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2 에서는 문화  정당화  제도의 

개념을 사회학 으로 살펴보고, 정당화하는 제도로서의 학이 소유

해왔던 제도  힘을 탐구한다. 

2.1. 문화적 정당화 과정에 대한 이해 

술사회학  입장에서 정당성 개념은 문화  생산물이 술로 

계 변화를 겪는 과정을 다루는 부르디외와 바우만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다. 부르디외는 문화  생산의 장 안에서 문화 생산물이 사회  

조건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받는 상을 설명했다. 여

기서 생겨난 계의 차이는 그 생산물들이 맺고 있는 계 체계 안에

서 상 으로 규정되며, 이 계는 ‘정당성의 역’, ‘정당화 가능한 

역’, ‘자의성의 역’의 세 가지 층 로 나뉜다. ‘정당성의 역’의 

경우, 보편 으로 이미 공인된 문화장르인 문학, 음악, 회화, 조각 등

이 해당되며 아카데미와 학이 ‘정당화의 심 ’(instance de le’gitima-

tion) 역할을 한다. ‘자의성의 역’은 요리, 의상, 실내 장식 등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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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단의 기 이 규범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 인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상업 고나 디자이 에 의존한다. ‘정당화 가능한 

역’의 경우는 이 두 양극의 간에 치하며, 화, 재즈, 사진, 가요 

등의 문화 생산물들이 포함되고 정당화의 심 으로는 언론과 비평 등

이 해당된다(이상길, 2005: 68～69). 따라서 ‘정당성의 역’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역들은 스스로 상징자본을 축 하거나 미학  가치를 구

축해나가야 하는데 부르디외는 이를 ‘신성화(consecration)’하는 과정이

라고 본다. 이는 마치 가톨릭에서 성체변화를 하는 것처럼 장 안의 

행 자들이 특정한 의식(ritual)을 통해 특정한 상이나 사람에게 의미

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Bourdieu, 2005: 김정환, 2008 재인용). 그는 

신성화의 과정을 ‘특수한 정당성(specific legitimacy)’과 ‘부르주아  정

당성(bourgeois legitimacy)’, ‘  정당성(popular legitimacy)’으로 나

다. 그런데 여기서 ‘  정당성’은 장 내의 문 인 행 자가 비

평이나 조직·기 을 통해서 특정한 문화 생산물에 명 를 부여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이때 문가의 명  수여 행 는 선별 기 이 에

게도 공식 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장 밖에서도 정당한 것으로 ‘오인’

할 수 있게 하는 기제가 된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김정환, 2008).

바우만 역시 문화  생산물이 고 술 혹은 술로 정당화되

는(legitimated) 경로에 심을 두었다. 그는 이 경로 변화에 향을 끼

치는 세 가지 요인을 변화하는 문화  기회 공간, 자원과 습의 제도

화,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보았다(Baumann, 2001: 405). 이후의 

연구에서 그는 이 논의를 정교화시켜 사회운동이 성공하는 과정과 문

화  생산물이 술로 인정받게 되는 경로가 유사하다고 보고, 사회운

동론의 3가지 요소(정치  기회 구조, 자원 동원, 틀짓기 과정)의 개입을 

입하여 술 으로 정당화하는 일반  이론을 설계한다. 먼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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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술사회학 연구에서 제했던 ‘정당성’의 개념이 문화  생

산물을 ‘제도 으로, 학술 으로 환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을 지

하면서, 정당화의 개념을 ‘수용되지 않던 것이 합의(consensus)를 통

해 수용되는 것’으로 보았던 젤디치(Zelditch, 2001)의 을 차용한다. 

젤디치(2001)에 의하면 한 사회에서 ‘완 히 일치하는 합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집단  단 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며, 합의는 오히려 

특정한 규칙이나 규범, 가치를 이용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

정해주는 정당화(justification)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바우만은 술

 생산물 역시 집단 인 행 의 과정으로 발생하는 합의를 통해 정

당화된다고 본다(Baumann, 2007). 

의 논의를 종합하면, 문화  생산물이나 제도는 그것이 처해 있

는 내부의 공간,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기 에 의해 특정한 지 를 부여

받으며 이 과정에서 정당화는 특정한 가치나 규범의 성립으로 이루어

지기도 하고 사회 인 단과 용인의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2.2. 정당화 제도로서의 대학 

본 연구에서는 ‘문화  생산물이나 제도의 정당화’ 개념을 바우만

(Baumanm, 2007)의 분석 틀에 기 어 그가 제시한 ‘문화  생산물이 

술의 지 를 얻는 과정에 여하는 세 가지 요소들’ 에서 ‘자원과 

습의 제도화’ 부분에 을 맞춘다. 결과 으로는 음악이 특

정한 습과 제도를 통해 그 문화  정당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 에

서 여하는 ‘제도(institution)’ 의 하나를 ‘학교기 ’, 좀 더 구체 으

로는 ‘공식  고등교육기 으로서의 학’으로 본다. 음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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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제도 안으로 편입한 사건은 바우만(2007)의 논의에서뿐만 아니라 

부르디외의 이론에 기 어 음악을 공인해주는 ‘정당화의 심 ’이 

기능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에서도 그 정당화 과정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4) 

‘제도(institution)’란 사회학과 정치학의 핵심  개념이며 “여러 유형

의 행 자에 의해 습 화된 행동의 형”이라고 보는 사회학  

과(Berger and Luckmann, 1967), “사회  사고나 행동에서 규칙과 같은 

지 를 얻은 사회  의무나 과정의 실체”(Meyer and Rowan, 1977)로 보

는 조직환경  , “비교  안정 이고 지속 으로 유지되는 사회

 신념과 사회 으로 구성된 행동유형의 체계”(Scott, 1994)로 보는 조

직사회학   등으로 개념화된다. 이에 근거하여 제도는 사회 으

로 인정된 규칙이나 규범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법과 차, 행동 행

등이 포함되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다. ‘제도화’의 개념 역시 조직학 

분야의 셀즈닉(Selznick, 1949)으로부터 헌 턴(Huntington, 1968)과 아이

젠스타트(Eisenstadt, 1968), 마이어와 로웬(1977), 이 (Glaser, 1981), 

월과 디마지오(Powell and DiMaggio, 1991)를 거쳐 체계화되어 왔으며 

이를 종합하면 “조직과 차  기술이 가치와 안정을 획득함으로써 

4) 물론 실용음악과의 교육과정은 ‘실무· 장’ 주이며, 따라서 더욱 체계 이고 

이론 인 논의가 재생산될 수 없기 때문에 실용음악과의 탄생이 음악의 

학제화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후 ‘실용음악과 출신’

이라는 타이틀이 음악계 안에서 하나의 ‘상징자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기존 학 체계와 마찬가지로 실용음악과 안에도 (공식 이지는 않지만) 연구자

와 학생들 사이에서 내부 인 ‘서열’이 존재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실이

다. 따라서 음악의 학제화로서 실용음악학과의 설립은 그것이 내·외부 행

자들 사이에서 하나의 체계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음악과 출신이라

는 타이틀은 ‘뮤지션’으로서 음악계 안으로 진입할 때 정 인 자격 요건으

로 작용한다는 에서 ‘정당화의 심 ’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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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규범으로 작용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Selznick, 1949: 

Huntington, 1968: Eisenstadt, 1968: Meyer and Rowan, 1977: Glaser, 1981: 

Powell and DiMaggio, 1991: 한세억, 2000, 75쪽). 즉 제도화는 특정한 개

념에서부터 조직과 차까지의 상들이 내·외부 으로 스스로의 존

립 이유를 확보하면서 지속 인 구속력을 갖게 되는 과정이다. 이 개

념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제도’를 여러 행 자들이 사회  

인식 차원에서 인정하는 일종의 규칙과 습, 행동체계가 그것을 승인

해주는 물질 인(material) 형태로(법이나 기 , 학술  연구문서 등의 존

재) 존재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도화’는 이 ‘제도’의 과정이 지속되

는 양상으로 보기로 한다.

따라서 음악이 ‘여러 행 자들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이 존재

를 유지시키기 한 내·외부  정당성이 지속 으로 생산되는 합의된 

형태의 교육기 인’ 학제도 안의 실용음악과로 편입한 사건은 

음악이 제도화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음악이 학과라

는 제도 안에서 정착해 가는 양상은 제도화의 개  심화로 볼 수 

있다. 따라서 ‘ 음악’이 문화 으로 정당화되어 가는 과정의 근거

로, 본 연구는 ‘ 음악의 학제화’에 을 맞춘다. 

이제 학 제도가 갖는 특정 문화  생산물을 ‘문화 으로 정당화

하는’ 기능을 바우만의 이론  틀로 살펴보겠다. 먼 , 그가 내  요소

로 제시한 ‘제도화된 조직과 활동들’ 항목은 “ 술계 내에서 서로 다

른 행 자들의 집합  행동으로 술이 만들어진다”고 주장한 베커의 

논의를 제로 하여, 술계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하기 한 

자원이 동원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술계의 성격에 따라 때로는 오

페라의 경우처럼 경제  자본 등 물리  자원이 더 요하기도 하지

만 때로는 시(poet)의 경우처럼 상징 인 자원이 더 요하기도 하다.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2(KST)



44   음악 통권 16호(2015년 하반기)

이러한 자원을 생산하는 심 으로는 학, 미술 , 고  갤러리 등이 

있는데 정당화의 최고 심 인 학의 경우, 커리큘럼을 통해서 특정한 

문화 생산물과 련된 지식을 보존하거나 리 보 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그 생산물에 정당성을 수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을 여러 방

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Baumann, 2007). 이러한 기능은 학이 학과나 

술 련 연구소를 설치할 때 더욱 략 으로 성취될 수 있다. 한국 

음악의 경우 진  상 변동이 시작되는 1990년 를 기 으로 

가장 두드러진 정당화의 심 은 학의 학과 설립으로 볼 수 있을 것

이다. 바우만은  ‘담론을 통한 지성화’의 요소를 소개했는데, 이는 

문화의 장이 발 하는 과정에서 문화  생산물의 지성화가 요한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한 퍼거슨(Ferguson, 1998)의 논의와 부르디외

(Bourdieu, 1993)의 문화  생산물의 장 개념을 제로 한다(Bourdieu, 

1993: Ferguson, 1998: Baumann, 2007 재인용). 문화장은 그 안의 생산물

들이 다른 장으로부터 자율성을 얻기 시작할 때 문화장으로서 존재하

기 시작한다. 퍼거슨은 이 문화  생산의 장이 확장되는 것은 상징자

본으로 기능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가능하며, 그 결과 문화  생산물들

은 ‘지  상’으로 변환된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텍스트를 문 으

로 구사할 수 있는 문가들(학자, 비평가)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를 

본 연구에 용하면 ‘지  담론을 생산해 낼 수 있는 문가들은 

음악을 술로 보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며 따라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가 집단의 1차  집합체인 학이 요

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5) 

5) 여기에서, 비평가와 학자가 다른 치에 처해 있으며 따라서 바우만이 주력했던 

‘ 화 비평가’의 역할을 ‘ 화 학계’ 안의 개념으로 보아도 되는가에 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음악의 경우에도 김두완(2012)의 지 로 연구자(학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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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내에서 음악의 공식 인 학과가 탄생한 1988년부

터 2015년 재까지의 문화  정당화 과정을 바우만(2001/2007)의 문

화  정당화 분석 틀을 차용하여 연구자가 변형한 으로 탐색한다. 

본 연구의 상이 되는 ‘실용음악(과)’은 ‘ 음악’의 역을 모두 포

하지는 않기 때문에 바우만이 특정한 문화  생산물의 계 변화를 

악하기 해 제시한 ‘기회 공간의 형성, 자원의 동원, 틀 짓기’라는 

세 가지 분석 틀 모형을 그 로 용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본 에

서는 그가 제시한 두 번째 항목인 ‘자원의 동원’, 즉 ‘ 술계 내의 제

도  발 ’을 음악의 학제화를 통칭하는 실용음악과 내부의 발

으로 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은 음악이 ‘실용음악’이라는 

이름으로 학 안에 편입된 이후 학 안 에서 제도 으로 정착해 

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구체 으로는 실용음악과의 양  증감과 교수

진 구성, 입시요강과 교과과정의 정교화 등의 변화와 내부 으로 ‘실

용음악과’를 정당화하는 정체성 구성방식을 다뤘다.6) 이 변화의 추이

학교의 학제에 을 두고 “학계가 요구하는 방법론을 바탕으로” 련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를 통해 실력을 인정받아 외부 기고나 방송 출연을 하면서 

평론가의 지 를 얻”기 때문에 그들의 은 일반 인 평론가의 과는 다른 

성격을 띤다(김두완, 2012: 11). 그러나 한국 음악의 경우 평론가의 출  

자체가 학원생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과 문평론가/ 문매체/아마추어 평

론가를 주축으로 하여 경쟁/소통을 하고 있다는 은 평론가들이 학으로부터 

생산된 지식의 담론과 직간 으로 연결되어 있는 실을 보여 다. 따라서 

학자와 평론가가 생산한 지식담론은 학교와 매개하여 논의할 수 있다. 

6) 필자의 석사학  논문에서는 해당 시기에 따라 바우만이 제시한 첫 번째 기 (기

회 공간의 형성)과 세 번째 기 (틀 짓기, 담론을 통한 지성화의 과정)을 함께 

분석했다. 자의 경우는 실용음악과 외부의 사회문화  환경에서 실용음악(과)

와 직간 으로 계 맺고 있는 요소들의 변화라는 틀로 보았고 후자의 경우는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2(KST)



46   음악 통권 16호(2015년 하반기)

는 각각 본 의 4, 5, 6 에 걸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연도를 서술하는 과정은 생략했으나 4 에 해당되는 

시기는 국내에 처음 실용음악과가 도입된 1988년부터 1996년도까지, 

5 은 1997년부터 2007년도까지를, 6 은 2008년도부터 2015년 

재까지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정한 시기를 구분하

는 데 주목하기보다는 음악의 정당화 과정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심화되어 가는지가 주된 심이라는 에서 시간상의 구분은 부수

인 것임을 밝  둔다.7)

이에 따른 연구 방법으로는 기본 으로 역사연구를 선택했다. 

음악과 련된 문화· 술정책에 한 체계 인 연구와 통계자료는 

재까지 문화체육 부를 비롯한 정부 산하의 기 에서 발간되는 것

들이 유일하다. 구체 으로, 학 외부의 사회문화  정책  산업 측

면의 자료들은 한국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문화산업백서, 한국콘

텐츠 진흥원에서 발간하는 음악백서를 참고로 했고 한국문화 술

원회가 발행하는 문 연감과 당시의 시 상을 보여  수 있는 

리즘의 텍스트에서 음악 교육제도로서의 실용음악과와 ‘실용음악’이 

구성되는 방식의 추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지면의 한계상 본 에서

는 부득이하게 두 번째 기 인 술계 내부의 구조  변화로서 실용음악과의 

구조  변화만을 다룬다. 

7) 분석 시기 선정에서 1990년 를 시 로 삼은 것은 음악이 실용음악과 안에

서 학제화되기 시작한 시기가 1988년부터이며 그 후 1990년  반에 걸쳐 2·3

년제 문 학에서 실용음악과가 생겨났다는 에서 하다고 여겼기 때문이

다. 사실 시 를 구분하는 행 는 그 자체로 역사 인식이기 때문에 자의 이며, 

 정치  변동에 따라 기 이 바뀔 수 있다. 장유정(2008)은 기존의 한국 음

악사를 서술하는 연구들이 음악사의 기원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시작하거

나 구체 인 기  없이 10년 단 로 시  구분을 하는 등의 문제를 지 하며 

구분 가능한 기 을 제시한다. 이 기 에 근거해도 1990년 는 콤팩트디스크

(CD)와 MIDI 등 기술의 변화, 문민정부로의 이행 등을 통해 환경  변화가 두드

러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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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로 단행본과 신문의 고를 참고하기도 했다. 음악계와 직

으로 연 된 자료들은 소수의 학회지와 일부 신문에서 산발 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그 에서 음악 무크지  음악(Sound) 시리

즈는 유일하게 음악의 역사 , 장르 , 산업 , 정책  측면의 연

구를 모두 포 하고 있어 이 시리즈를 주된 자료로 참고했다. 실용음

악과 자체의 내부  변화와 련된 자료는 실용음악과가 설치된 학

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와 학에서 발행한 단행본, 학보를 요한 

자료로 참조했다. 학보는 실용음악과가 설치된 학 에서 향력 

있다고 단되는 학 주로 자료를 탐색했으나, 당하고 유의미한 

양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는 학교는 서울 술 학교가 유일했기 때문

에 서울 에서 발행된 학보를 표성을 띠는 자료로 삼았다. , 

학원에 실용음악과가 신설된 이후에는 학  논문을 주로 연구 수의 

추이를 포함하여 소재와 주제 등에 한 메타분석을 시도했다. 양승목

(2005)에 의하면 특정한 학문 분야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세 가지 요소

는 고유 연구 상의 존재, 이론  지식 체계의 구축, 제도화된 학문 

공동체 건설이 있는데, 그 에서도 ‘제도화된 학문 공동체’의 유무, 

그 안에서도 후속 세 를 양성할 수 있는 학의 정규학과와 연구소

의 설치가 가장 요한 역할을 한다. 학부 내 실용음악과의 설립이 

음악의 ‘학문화’에 가장 큰 향을 발휘한 것이라면, 연구의 생산

과 축 을 통해 후속 학문세 를 양성해 낼 수 있는 학원의 설치는 

학부에서의 그것과 버 가는 제도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용음악(과)의 내부  정당화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소재  하나는 

학과에서 자체 으로 생산된 연구물이다. 이 외에도 다른 학문 분야에

서 ‘실용음악’이 주된 주제가 된 논문이나 학술지가 있다면 추가로 

참고하여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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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규교육기관으로서의 실용음악과 설립 

국내 최 의 실용음악 교육은 1988년 서울 술 학교의 신인 서

울 술 문 학의 국악과 2부에 야간 ‘실용음악 공’이 생기면서 시

작되었다. 실용음악과의 모태학과가 국악과 안에 설립된 계기는 2년

제 학의 정체성으로 4년제 학과 경쟁해야 하는 당시 서울 의 

상황과 련이 있다. 서울 의 유덕형 학장은 2년제 학인 서울

 국악과가 4년제 학의 국악과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문제의식

을 느껴 ‘실용 인’ 국악교육을 취지로 하는 ‘국악과’를 설립했다(이정

선, 2013). 그러나 국악계는 익숙하지 않은 다른 음악 장르에 배타 이

었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는 국악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서울 은 이를 해결하기 해 국악과 2부를 설립하고 재즈·

음악을 업으로 삼던 길옥윤, 정성조, 최창권 등을 교수로 임용했

다(황정희, 2007). 당시 서울  학보에 국악과(Korean Classical Music) 

2부가 소개된 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한편 올해 신설되는 2부 강좌는 실용음악 공 과정으로 인들이 

일상 으로 하고 즐기면서도 음악예술에서 부수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실용음악의 독자성을 구축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선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강좌는 우리나라에서 최 로 개설하는 교육과정으로 첫째, 

증해 가는 실용음악의 수요에 따른 요성에 한 인식을 재고하여 그 

가치를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재평가함으로써 실용음악 자체의 독자적

인 역을 구축하고, 둘째 존하는 실용음악의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운

 관리와 보존 및 실용음악 창작기풍을 촉진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

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서울 학보, 1988, 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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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 당시 서울 의 국악부가 기존 학 국악과와 다른 지

으로 내세웠던 ‘실용 인 음악’과의 융합이라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먼 , 학은 실용음악과의 신설을 통해 “실용음악의 독자성을 

구축하고” 이를 한 이론  정당화를 해 ‘과학 ’이고 ‘ 문 ’인 

운 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서울 학보, 1988, 86호). , 이를 통해 

‘창의 인 문인’을 양성할 것이라는 목표를 언 한다. 처음 신설된 

실용음악과의 세부 교과과정은 성악과 작곡 공으로 나뉘며 방송음

악, 자음악, 고음악, 가요와 같은 음악 장르가 이 안에 포함된

다. 더불어 학은 “사회단체 기 들과의 긴 한 산학 동”을 해 나갈 

것이라는  한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학문  이론화를 통해 

음악의 사회문화 인 계를 높이는 동시에 산학사업을 통해 시

 요구에 맞춘 학과 정체성을 구성해 나갈 것을 내포하고 있다.

1년 뒤인 1989년에 비로소 ‘실용음악 공’은 실용음악과(야간)로 독

립하면서 “제도권이 받아들인 공교육으로서의 음악 교육기 ”이 

탄생한다(박철홍, 2008: 354). 당시 서울  학보에서 단독학과로 재설

립된 실용음악과를 소개하는 의 서두는 다음과 같다.

오늘날의 실용음악( 음악)은 우리의 통음악을 그 뿌리로 하여 

오늘에 창조된 국  있는 음악을 낳아야만 시  당 에 부응하는 것

이 될 것이고 아울러 문화민족으로서의 주체성 확립과 지를 갖게 할 

것이다(서울 학보, 1989, 94호).

 

비록 당시 서울  실용음악과는 국악과로부터 완 히 독립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나 의 은 실용음악( 음악)이 통음악을 근거

로 하여 “국  있는 음악을 낳”을 때만이 그 가치를 정당하게 확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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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서울  학보, 1989, 94호). 다시 말해, 이 

의 서두는 범람하는 음악 속에서 ‘한국 인’ 음악을 창조하는 

것이 시 으로도 올바른 태도이며 나아가 실용음악과는 그 음악을 

통해 민족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증하는 실용음악의 수요와 이

와는 반 로 술의 부수  치에 놓여 있는 실의 괴리감을 지

하는 과 교육을 통해 문인을 양성해야 한다는 주장은 1년  발행

된 학보에서 ‘국악과 2부’를 소개하는 내용과 비교했을 때 변함이 없

지만 이 역시 앞서 언 된 당 성 안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목 의 성취를 한 교육과정은 서두에 제한 바와 같

이 우리의 전통음악을 뿌리로 하여 편성되어지고 개되어진다(서울

학보, 1989, 94호).

1989년의 실용음악과 소개 에는 교수진 구성과 졸업 후의 진로 

방향 등이 추가되어 독립된 학과로서 필수 으로 필요한 정체성 구성

에 주력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수진들이 실제로 

음악 필드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을 내세워 실기교육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도 졸업 후 진로는 실기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교사와 같이 이론  교육 역에서도 종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

시함으로써 하나의 ‘학문’으로 실용음악을 정립해나갈 것을 다짐한다.

교수진은 모두 실용음악의 장에서 역으로 왕성한 음악활동을 하

고 있는 유능한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보다 장성 있는 실제 인 

산 교육이 이루어진다. … 졸업 후에는 가요  기타 방송 매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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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에 련된 일을 할 수 있으며 음악 련의 교사나 연주가, 창작

가로 진출할 수 있어 이론과 실제가 결합되는 활동을 하게 한다(서울

 학보, 1989, 94호).

이러한 배경에서 서울 는 1989년 2월, 40명의 실용음악과 신입

생을 모집한다. 입시 형은 실기고사 40%, 학력고사 30%, 고교내신 

30%의 비 이었으며 실기고사는 시창과 청음, 피아노 연주(체르니30

번), 이론 필기시험을 기본으로 하고 성악과는 자유곡 한 곡을 부르고 

작곡과는 자유곡 한 곡을 연주하는 형태로 치러졌다.

실용음악 련 학과는 1993년까지 서울 가 유일했으며 1994년

부터 2·3년제 학에서 ‘ 음악’, ‘재즈음악’, ‘생활음악’ 등의 명칭

으로 련 학과가 속속들이 생겨났다.8) 1994년 제주한라 학의 생활

음악과( 재는 음악과/실용음악 공)가 클래식을 공한 교수진들이 건

반악기, 성악부터 실용음악, 국악, 음악치료, 술경 을 모두 가르치

는 형태로 생겨났으며 같은 해 수원여자 학 역시 생활음악과 안에 

음악 공이 개설되었다(이정선, 2013).

요컨 , 해당 시기는 학교와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던 음악이 

교육이라는 제도 안으로 진입하는 기간이었다. 그러한 에서 이러한 

변화는 음악의 문화  정당화 과정의 측면에서 볼 때 유의미하다. 

8) 이 시기 실용음악과가 문 학에서 서로 다른 소속의 서로 다른 명칭으로 설립

되었기 때문에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지원하는 ‘교육통계연보’의 경우 ‘실용음악

과’ 외에도 ‘생활음악과’, ‘음악과’ 등의 학과들이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시기별

로 실용음악과 학생  교원 수 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에는 실 으로 

불가능하다고 단하여 연구의 분석 상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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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용음악과의 확장과 학과 내부 정체성의 견고화

5.1. 4년제 대학과 대학원에 설립되기 시작한 실용음악과 

국내에 실용음악과가 설립된 지 약 10년이 흐른 뒤, 수도권에 있는 

4년제 학인 동덕여자 학교에도 실용음악과가 설립된다. 동덕여

는 버클리 음 에서 재즈를 수학하고 온 김 민이 학과장으로 임용되

고 서울 에 출강하던 교수들과 함께 커리큘럼을 만드는데, 이는 

이후에 세워지는 학과들의 교과과정의 모델이 된다(이정선, 2013). 4년

제 학으로는 처음으로 수도권에 실용음악 공이 개설된 동덕여

는 실력 있는 교수진과 상당히 높은 입시 경쟁률을 보유하면서 실용

음악과가 개설된 국내의 학에서 높은 치를 유하고 있다. 이후 

1997년에 7개 2·3년제 문 학에 설립되었던 실용음악과는 2007년

에는 4배 이상 증가했고, 마찬가지로 1997년 세 군데 4년제 학에 

설치된 실용음악과는 2007년 6배 이상 증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상명 학교와 동덕여  등 실용음악과를 설치하

는 학원이 생겨나면서 비로소 실용음악과 내에서 자체 으로 이론

과 연구 논문을 재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공신력 있다고 

여겨지는 실용음악학과가 설치된 학에서의 학원 과정의 시작은 

다른 학이나 학원에서도 학원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로 기능했다. 이후 학원 과정의 실용음악교육제도는 학부의 실

용음악 련 과목과 연계하여 설립되거나 학원 과정에서만 개설하

는 두 가지 방법으로 꾸 히 그 범 를 넓 나갔다(이정선, 2010). 결과

으로, 1996년 단 한 곳에만 존재하던 실용음악과 학원은 2007년

에는 16곳으로 증가했다. 실용음악과를 설치하는 학원이 생겨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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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로소 실용음악과 내에서 자체 으로 이론과 연구 논문을 재생산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학원의 격한 증가는 양승목(2005)

이 제시했듯 특정한 학문 분야가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 인 요

소로 여겨지는 ‘고유 연구 상의 존재, 이론  지식 체계의 구축, 제

도화된 학문 공동체 건설’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다.

실용음악과가 늘어날 수 있었던 환경 인 배경으로는 음악산업과 

문인력 개념, 그리고 입정책의 변화가 맞물려 있었다. 국내 

음악산업이 해외로 그 범 를 넓 나감과 동시에 디지털 음원이 음악

산업의 심이 되면서 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났고 당시 지식문화산

업으로 이행하던 한국 사회에서 음악과 련된 직업교육은 문

를 심으로 부상하기 시작한다(2003 문 연감: 2007 음악산업백서: 

김 재·김정기, 2013: 윤여송, 2004). 여기에 입정책의 변화로 학 설

립이 자유로워지면서 실용음악과는 인기 있는 신생학과로 등극한다

(이정선, 2013).

한편, 이 시기에는 음악상과 경향실용음악콩쿠르 회 등 

음악과 련하여 공인된 시상제도가 생겨난다. 이에 따라 ‘작품성’에 

기반을 둔 음악 작품 심사가 시작됨으로써 음악은 보다 공인

된 기구 안에서 그 술성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2005년에는 

음악을 학술 으로 연구하는 음악학회가 설립되고, 낭만음악과 

음악연구 등 서양음악 평론지와 학술지에서 음악이 소재가 되

는 연구가 진행되면서 학술장 안에서도 음악은 자리 잡기 시작한

다. 이 외에도 문화체육 부가 주최하는 ‘오늘의 은 술가상’에

서 가수들이 연이어 수상하거나 한국문화 술진흥원에서 1976년

부터 발간해 온 문 연감에서는 음악이 1999년 처음으로 ‘문화

일반’ 항목의 ‘가요’로 소개되기 시작하여 ‘실용음악’, ‘ 음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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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표를 가로지르며 꾸 히 언 된다. 결과 으로 음악은 ‘

술’의 하나로 견고한 치를 확립해 나간다.

5.2. 실용음악과 내부의 구조적 변화

5.2.1. 입시요강의 변화

서울  실용음악과 입시요강의 변화는 시간에 따라 정교화되는 

실용음악과 내부의 구조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된다. 시간에 

따른 서울  모집요강의 양상 변화는 몇 가지 특징을 띤다. 먼 , 

공의 다양화를 들 수 있다. 1994년은 성악과 작곡의 두 가지 공만

이 있었으나 이후 작곡 공은 유지된 채로 성악 공은 ‘노래 공’이 

되며 ‘연주 공’과 ‘컴퓨터 음악 공’이 등장하면서 개설된 공 수가 

늘어나고, 연주 공은 피아노와 드럼, 베이스, 기타, 악  그 외로 

각기 나뉘는 데까지 이른다. 이 같은 변화는 각기 다른 공이 각기 

다른 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실용음악과가 하나의 독립된 학과로 존

재하는 데 필수 인 역할을 한다.  다른 두드러진 변화는 화성학과 

청음을 다루는 필기시험의 범 와 방법이 더욱 상세하게 명시되고 이

론 시험이 요한 비 을 차지하게 된다는 이다. 물론 변화 과정 

속에서 이론시험의 비 이 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

국 공을 불문하고 공통시험으로 채택되면서 요한 기 으로 작용

하게 된다. , 반에는 체르니 피아노 연주가 시험에 포함되거나 보

컬 공이 ‘성악 공’으로 개설되어 있었으나 이후에는 클래식 피아노

에서 기본이 되는 체르니 연주를 삭제하거나 클래식 음악을 연상시키

는 ‘성악 공’을 ‘노래 공’으로 바꾼 은 서울 의 실용음악과가 

제도권 음악 학 내에서 ‘ 음악 학과’로의 정체성이 형성되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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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보여 다. 컴퓨터음악(MIDI) 공의 등장과 엄격해지는 선발기

 역시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덕여 의 경우는 모집 기 에서 실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

으며, 연주 공이 4개 이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해당 시기에 큰 변

동사항은 없으나 공연주 시험 선택 장르에서는 ‘클래식, 가곡, 국악’

역이 삭제되고 하나의 장르로 존재했던 ‘재즈와 블루스’ 역이 ‘블

루스’와 ‘재즈’로 나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 음악’을 문화

하는 학과로서의 실용음악과가 다소 제도권 음악이라고 볼 수 있는 

음악 장르를 지양하고 가요와 팝송, 재즈로의 장르화를 모색하고 있다

는 을 보여주는 단 인 증거가 된다. 

5.2.2. ‘전문음악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구성 

국의 2·3·4년제 학과 학원에서 실용음악과가 증하는 해당 

시기에는 학과 내부에서도 이에 맞추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견고히 하

려는 노력을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학과의 존립에 필수 인 교수진들

과 재학생들의 목소리,  학과에서 ‘생산된’ 졸업생들이 음악의 

주도 인 생산자로 자리매김해 가는 상에서 드러난다. 먼 , 교수진

들은 주로 학교 밖의 언론 매체를 통한 인터뷰와 공연을 통해서 학과

의 존재를 알리거나 이 까지 음악을 ‘ 한’ 것으로 보는 편견

에 면으로 맞서 타 하려는 시도를 한다.

실용음악과에서 전문음악인으로 거듭난 많은 학생들이 현업에서 왕성

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예전의 ‘날라리’가 공부 못하고 문제만 일으키는 

골칫덩어리 다면 요즘의 ‘날라리’는 노는 데서나 공부에서나 모두 ‘짱(요

즘 아이들 표현으로 참 좋다의 뜻임)’이다. 그 이미지가 바뀐 것이다.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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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 이 날라리들의 서울대라고도 했지만 요즘의 실용음악과 학

생들은 그 말에 걸맞게(?) 일류 날라리들로 여겨진다. 대중음악에 미쳐 

딴따라가 되고 싶다는 자녀에게 음악적 재능과 열정만 있다면 기꺼이 존중

해줄 자세가 요즘의 부모에겐 엿보인다(이문강, 1989). 

서울  실용음악과 교수 정원 과의 인터뷰 내용인  은 실용

음악과 학생들을 ‘일류 날라리’로 표 하면서, 음악을 하는 학생

들이 더 이상 ‘골칫덩어리’가 아니며 ‘공부’와 ‘음악’ 모두 실력을 갖

춘 이들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에 한 이미지의 변화는 이들이 

음악을 학에서 공부하는 것에 해 지지해주는 부모들의 인식이 

정 으로 바 어간 상과도 연 이 있다.

우리 대중음악계도 마치 무림의 세계와 같아요. 무 지나 무 화를 

보다보면 허름한 옷차림을 한 거지나 술주정뱅이가 무림의 고수이고 그들 

에서 주인공이 무술을 혹독하게 연마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도 마찬가지 요(이문강, 1989). 

정원 은 음악계를 “무림의 세계”로 비유하면서, 주류의 세계

에서 열악한 치에 있는 음악 종사자들, 특히 학생을 가르치는 

음악 교수 자신을 “허름한 옷차림을 한 거지”나 “술주정뱅이”로 

묘사한다(이문강, 1989).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실력을 감추고 있는 “무

림의 고수”이며 혹독한 훈련을 통해 학생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성으

로의 강조는 국내에 실용음악과가 처음 도입된 서울 의 실용음악

과 소개 표어가 변화해 가는 양상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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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실용음악과 소개 표어 

1998년 통음악을 뿌리로 한 미래 지향인 음악인 배출 

1999년 국  있는 음악을 창조하는 전문 음악인의 배출 

2000년 실용음악의 독자성 확보하는 전문 음악인 배출 

2001년 음악 술의 실용화에 노력하는 전문 음악인 배출

2002년 음악과 통음악의 목 그 심에 선 음악인 양성

2003년 독창  선율을 창조하는 전문 음악인의 양성

2004년 소리로 세상을 깨우는 전문 음악인 양성

2005년 소리의 울림으로 세상의 감성을 깨운다 

<표 1> 서울  실용음악과 소개 표어의 변화 추이(서울  학보 참조)

학과가 처음 신설된 반기부터 본 학과는 ‘ 문 음악인’이라는 구

호를 지속 으로 겨냥하면서 동시에 음악 술 분야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해가려는 의지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 로, 1999년의 경우 

“ 문 창작의 학습”, “ 문 술인을 배출”, “ 문 교육 학과” 등의 

언표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학과의 사명에 하여는 “  음악

인”을 배출하고 이들이 새로운 음악 장르를 개척하도록 돕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서울 학보, 1999, 174호).

음악의 민 화, 생활화를 해 우리 정서에 맞는 새 음악 장르의 개척

은 물론 작곡, 연주, 성악, 컴퓨터음악 등 전문 창작의 학습을 통해 모든 

술 로그램, 방송· 고· 자음악· 가요 등의 전문 예술인을 배출

하는 실용음악과는 우리 음악의 발 과 우리 음악의 세계화라는 

명제에 부응하고, 더 나아가 국  있는 음악을 창조할 수 있는 현대 음악

인을 한 실용음악인을 교육하는 전문 교육 학과이다(서울 학보, 

1999, 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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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학보에는 “뉴미디어의 시 ”를 언 하며 사회 으로 그 수

요가 증한 실용음악의 상이 부각되고 있고,9) 1년 후인 2003년에

는 학과 목표를 “ 문  음악가의 양성”으로 지정하면서 이론과 

실습을 모두 교육할 수 있는 학과로 스스로를 정체화한다(서울 학

보, 2002, 198호; 2003, 206호). “음악인으로서의 술  주체성”과 “건

강한 성”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구성하여 가는 것을 본 학과의 사

명으로 보기에 이른다(서울 학보, 2004, 214호). 요약하면, 해당 시기

의 실용음악과는 제도권 음악(클래식과 국악)학과와 구분되는, 독립된 

학과로서의 성격을 스스로에게 부여하기 해 문성과 성이라

는 핵심 언표를 강조한다.10)

9) “뉴미디어 시 (2002년)”, “세상의 감성을 깨운다(2005년)” 등의 표 은 사회  

변동에 따른 의 취향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해야 하는 실용음악과의 필연  

과제를 내포한다(서울 학보, 2002, 198호; 2005, 222호). 인터넷으로의 이행

은 이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포스트모던 사조가 사회문화

으로 확산되면서 음악에서도 뮤지션이 발휘할 수 있는 ‘감성  표 ’의 역은 

그의 ‘작품’에 한 평가 정도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10) 이 시기 다른 학교들 역시 ‘ 문성’과 ‘ 성’을 교육목표로 내세우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4년제 학으로서는 처음 실용음악과를 신설한 구 술 학

교 실용음악과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내세운다. “우리 학 실용음악 

과정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겸비한 음악인 양성을 목표로 실용음악  분야

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음악인을 배출하는 데 역 을 두고 있다”(김인호, 

2006: 20). 2000년 술디자인학부의 ‘포스트모던 공’으로 실용음악과가 개설

된 경희 학교의 해당학과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본 공은 서양고 음악, 

음악, 동양 통음악, 컴퓨터·멀티미디어 등의 신기술을 결합, ‘21세기 신음

악’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명칭이 시사하듯이 

음악의 일상성 ․ 대중성을 강조하며, 이를 해 진취 이고 자유로우며 도 인 

음악  실험을 교과목  학과(  동아리) 운 의 심에 둔다. 공분야와 

련된 통 인 전문훈련은 물론, 모든 학생들을 강도 높은 컴퓨터음악·음향 

훈련과정에 참여시키고(…)(김인호, 2006: 26).” 이 학과는 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컴퓨터 기술과 크로스오버  시도를 통한 문  음악 역을 구축하려

는 시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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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학생들은 열악한 음악계 실 속에서 ‘진정한 음악인’

이 되기 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수업 이후에 비

로소 시작되는 이들의 하루는 ‘맹연습’으로 채워지며, 이러한 노력으

로 인해 각종 경연 회에서 수상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서울

학보, 1998, 169호).

모두들 학교가 끝나 근처 술집으로 혹은 집으로 돌아갈 시간쯤에 실

용음악과 학생들은 그때부터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 음악을 하

겠다고 무거운 악기를 들고 혹은 악보를 들고 우리 학 실용음악과를 

찾은 사람들은 몇십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 한숨을 쉬기도 전에 

실음과의 맹연습은 시작된다. (…) 실음과 학생들은 그래도 한결같이 맹연

습을 한다. 유재하 가요제나 강변가요제에 참가해 많은 상을 휩쓸기도 

하는 실음과 학생들은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극장 

뒤에 있는 연주실에서 보통 11시까지 연주를 하는 그들은 서로 경쟁하

고 격려하며 같은 음악인이란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서울 학보, 

1998, 169호).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이러한 부단한 노력은 그들이 졸업 후에 맞닥

뜨려야 할 음악계의 열악한 구조와도 긴 히 연결된다. 앞선 에

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도 음악계는 음반 산업의 퇴조, 장르의 

획일화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음악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실용음악과의 ‘서울

’로 여겨지던 서울  실용음악과에서조차도 이러한 실정이라면 

타 학교의 학생들이 감하는 어려움은 이보다 더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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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이라는 좁은 음악계를 뚫고 자기 자신의 입지를 만들기 위한 

싸움은 어느 과 못지않게 치열하기만 할 것이다. (…) 위에서는 자리가 

전혀 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밑에서는 실력 좋은, 나이가 어린 음악인들

이 치고 올라오니 실용음악, 즉 대중음악을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선 사람들

은 연습을 24시간 해도 모자란 것이 현실이다. (…) 마치 학교는 훈련소 

같은 분 기를 자아낸다. 사실 음악계의 어려움은 그들 스스로 치

열한 경쟁을 하게 만들었고 음악계에서 성공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

어가기만큼이나 어려운 실정에서 그들이 오늘도 할 수 있는 것은 연습, 

 연습뿐이다. (…) 좁은 문을 통과하기 해선 단단히 몸을 수그리고 

웅크려야 한다. 어쩌면 아  고통을 감수해야만 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 문을 통과하기 해 그들은 오늘도 밤 늦게까지 학교를 지키는  

다른 수꾼이 되고 있다. 그들은 꿈꾼다. 진정한 음악인이 되기 위해 또 

거장이 되기 위해 그들은 연습실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 학보, 1998, 169호).

음악계에 진입하는 일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진입하게 될 음악의 장 안에서 이들은 ‘신진세력’으

로 존재해야 했다. 이들은  이미 장 안에 견고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의 음악가들과 이들을 조력해주는 기획사와 방송국 사이에

서, 그리고 지속 으로 장 안으로 진입하는 “실력 좋은, 나이가 어린 

음악인들” 사이에서 “자기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야 했다. 그 안에서 

성공을 이룬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혹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따라서 그들은 24시간, 훈련소 같은 학교

에서 아  고통을 겪어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

들은 진정한 음악인, 거장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서울 학보,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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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호).11) 

대중음악, 혹은 대중예술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조금은 격이 떨어지

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대중의 반대말이 고급이 아님은 분명한데

도 대중이라는 의미는 곧 보편적으로 고급이라는 단어와 상반되는 느낌을 

갖게 하고 그런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어쩌

면 이런 느낌은 술을 하는 사람들―우리는 이들을 연 인이라

고 부른다―모두가 느끼는 비애인지도 모른다. 간략하게 계통을 살펴

보면 즉 음악계는 가요계라고 일축할 수 있다. (…) 올바른 음

악에 올바른 비평문화가 정착되어야만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다. 그 지 않은 이상 실력이 부족한 반짝 음악인들이 거 이러한 

향력에 의해 출 하게 되고 음악이란 것은 오로지 상품에 지나지 않

는 한 문화를 양산하게 된다(서울 학보, 1998, 169호). 

학보의 편집자는 음악이 여 히 고 술과의 이분법  인식 

속에서 논의되는 을 지 하면서 학과의 졸업생들이 처하게 될 

술인으로서의 열악한 우에 해 언 하기도 한다.  음악계 

일부에서 산업의 논리에 의해 실력이 없는 음악인들이 양산되고 상품

화되는 상황이 실제로는 그들의 실력이 결코 뒤처지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모든 술인을 ‘격이 없는’ 무엇으로 보는 인식을 타 하기 

해서는 비평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은 연습으로 

11) 학생들이 ‘열심을 내는’ 경향성은 심지어 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 사이에서

도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학보에 등장한 신입생 소감문에는 다음과 

같은 실용음악과 학생의 이 실려 있다. “그런데, 기본실력도 안 되어 있는 

내가 강의진도나 제 로 따라갈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었다. (…) 걱정해서 

해결되는 게 뭐가 있냐고, 앞으로 죽어라 열심히 하는 수밖에…”(정아림,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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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져진 학생들의 뛰어난 실력과 학교 밖의 취약한 실이 드러내는 

괴리를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구조  문제들(비평문화의 미정착, 산업논리

로의 종속 등)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실력 있는’ 졸업생들을 인정

해  수 있는 인식 ·구조  변화를 구한다. 

요약하자면, 해당 시기 실용음악과 내부의 행 자들이 스스로를 정

체화하는 여러 기제는 음악계의 구조 변동에서 아직 이에 한 

구조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과 함께 기존의 음악학과들이 이미 학문

 기반을 구축한 것처럼 실용음악과가 가진 특수성을 학이라는 제

도 안에서 ‘정당한 것’으로 구축하려는 시도와 연 된다.

6. 실용음악과의 학술적 발전

2008년을 후로 외 으로는 한류를 통해 국내의 K-pop 가수들

이 세계 으로 인기를 얻고, 내 으로는 이블 TV 채 인 Mnet에

서 방 한 <슈퍼스타 K 시즌1>을 시작으로 음악오디션 로그램이 지

상  3사는 물론 이블 TV에서도 인기를 얻게 된다. 이 가운데 2008

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문화비  2012>라는 이름으로 문화 술 

정책을 발표하고 정책의 4  목표  하나로 ‘콘텐츠가 부유한 나라’

를 내세운다. 이에 따라 ‘문화 콘텐츠’는 정부의 정책 상으로 부상

하고, 기야는 2011년 문화체육 부에 문화정책을 지원하는 

‘ 문화산업 ’이 신설된다. 박근혜 정부도 문화콘텐츠로서의 

음악을 정책화하면서 K-Pop으로 표되는 음악은 앞선 사회  

환경 속에서, 그리고 정부의 정책 안에서 ‘각 받는’ 산업의 하나로 

등극했다. 그 와 에도 음악을 하나의 술로 주장하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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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꾸 히 실용음악과 내부에서 진행된다. 학을 통폐합하려는 정부

의 정책에서 제시된 기   일부에서 ‘취업률’이 포함된 에 해서 

일부 실용음악과 교수들은 ‘ 술’을 하는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에

게 해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는 등 음악인들을 ‘ 술인’으로 

치 짓는다(남윤서, 2011).

6.1. 실용음악‘학’의 세분화·장르화

실용음악과가 개설된 학교들이 늘어나고 특히 최 로 4년제 

학에 실용음악과가 설립된 시기로부터 10년이 지남에 따라 각 학의 

교과과정도 좀 더 세분화· 문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음악

의 산업화에 따른 시 인 요구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음악‘학’을 한 이론이 체계화되고 실기 역에서도 장르의 분화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에서는 2·3년제 학

인 서울 와 4년제 학인 동덕여 , 경희 , 단국 를 상으로 이

들의 교과과정이 변화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 변화가 ‘실용음악과’

의 제도화를 어떠한 방식으로 심화시켰는지를 살펴보았다.12) 이들 

학의 교과목 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크게 이론 교과목의 보편

화와 재즈 합주 주의 실기과목 확장, 장르의 다양화, 그리고 산업·

12) 2년제 학의 표본집단으로 서울 술 학을 선정한 이유는 이 학이 국내 

실용음악과 역사에 있어 1980년  후반부터 재까지 가장 긴 역사를 보유하

고 있으며, 서울 의 교과과정이 이후 타 학에서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주요 모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동덕여 는 수도권에 실용음

악과가 설립된 최 의 4년제 학이면서 이후 실용음악과가 설립되는 학들

에서 이 학의 커리큘럼을 참고했다는 에서 향력이 있다고 보았다. 경희

와 단국 는 학부와 함께 학원 과정이 설립되어 있는 얼마 되지 않는 학

이라는 에서 분석 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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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련과목의 증가로 나타난다. 

6.1.1. 음악이론의 보편화

첫째는 음악이론의 변화다. 여기에는 재즈화성학 이론의 정립과 음

악분석과목의 세분화가 포함된다. 부분의 학교에서는 재즈 심의 

심화된 화성학 과목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했다. 서울

의 경우는 ‘화성학1-2’에 더하여 ‘실용음악화성학1-2’가 추가로 

개설되었고 동덕여 는 ‘기 화성학1-2’가 폐강되고 ‘재즈화성학1-2’

가, 경희 의 경우는 ‘반음계화성법’이 ‘재즈화성법1-2’로 변경된다. 

화성학 외에도 동덕여 는 필수과목으로 ‘재즈 법’과 ‘음악감상론

1-2’를 개설하여 재즈 심의 이론과목을 확 했으며 서울 도 ‘

음악기법’,13) ‘고 실용음악이론과 실습’, ‘재즈 법’ 등의 

 이론과목 구축을 시도했다. 경희  역시 클래식 이론을 폭축소하

고 ‘재즈화성법 이론’을 집 으로 가르치고 있다.14) 재즈화성을 

심으로 음악이론이 개편되는 데에는 복합 인 요소가 작용한다. 하나

는 국내에서 기에 실용음악과를 개설한 교수진들이 재즈 심의 학

풍이 조성되어 있는 미국의 버클리음  출신이 다수 기 때문에 그

들이 구성한 커리큘럼이 이후에 하나의 모델처럼 보편화되어갔다는 

에 있다.  다른 요인으로는 ‘ 음악’을 이론화할 수 있는 체계

화된 틀이 기존의 클래식 화성학에서 변형된 형태인 재즈화성학이 

부라는 데 있다. 재즈 심의 이론 교과과정은 실용음악학과의 학원

13) 19세기 말 이후 오늘날까지 음악의 주요 기법들을 이해하고 습득하며 실용

음악의 창작과 연주에 응용하는 과목이다(서울  홈페이지에서 참고). 

14) 경희 는 이 외에도 졸업 작품과 졸업논문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면서 ‘실기 

주의’ 학사과정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방지하고 이론과 실습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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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학과 외부의 음악 연구자들 사이에서 문제 으로 지 되기

도 한다(김인호, 2006; 박철홍, 2008; 이에스더, 2008; 이정선, 2010/2013). 

그러나 부분의 실용음악과에서 재즈화성학의 보편화는 이론  근

거가 무하다시피 했던 음악‘학’의 이론 정립에 필수 인 요소

로 작용하며 나아가 학문으로서의 음악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음악 분석과목이 구체화·정교화되는 양상 역시 주목할 만하다. 

경희 의 경우는 단순히 ‘음악분석’ 과목으로 개설되었던 교과목이 

재즈 심으로 심화된 화성분석, ‘재즈스타일연구’, ‘재즈피아노음악

분석’뿐만 아니라 ‘모던클래식음악’, ‘월드뮤직’, ‘동양음악’ 등 다양

화된 장르를 포 하는 교과목을 개설한다. 마찬가지로 동덕여 도 

‘음악분석법’이 ‘리듬과 양식’, ‘작품분석  무보법’으로 구체화되고, 

단국 도 뮤지컬학과가 폐지되면서 ‘재즈라인분석’을 개설하여 다른 

학과들과 유사한 커리큘럼으로 정착해 간다. 

6.1.2. 재즈 합주 위주의 실기과목 확장

실기과목이 세분화되는 와 에 재즈 주의 교과목도 추가로 개설

된다. 동덕여 는 ‘시창청음1-4’가 ‘시창청음1-2’와 ‘고 청음1-2’로 

분리되고 재즈연주에 필수 인 ‘리하모니제이션’ 과목을 개설한다. 

경희  역시 ‘시창청음’을 ‘재즈시창청음’으로, ‘동서음악퓨 앙상블

1-2’ ‘앙상블1-7’과 ‘재즈콰이어’로 재편했으며, 서울 는 음악

에 필수 인 ‘임 로비제이션’과 ‘빅밴드앙상블1-2’를 개설하면서 즉

흥연주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과목을 배치한다. 실기 과목의 체계

화는 국내에서 실용음악과가 설립된 배경과 깊이 연 이 있는데, 기존

의 제도권 음악에서 빗겨나 있는 음악의 ‘ 장성’을 문 인 작

품으로 승화하여 그 안에서 실용 이지만 술 인 가치를 만들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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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목 이 그것이다. 이러한 목 에서 재즈 이론을 심으로 한 실

기과목의 다양화는 필연 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작·편곡 과목 

변화의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 다. 

6.1.3. 장르의 다양화

셋째로, 학과에서 다루는 음악장르가 다양화되었다는 을 들 수 

있다. 이 변화는 실용음악과가 단순히 ‘재즈’ 주의 교육을 넘어서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로, 경희 는 ‘비밥클래스’, ‘라틴

클래스’, ‘블루스클래스1-2’가 새로 개설 고, 동덕여 는 ‘월드뮤직

연구’, ‘포크음악연구’와 ‘록음악연구’가 추가되었다. 특히, 1980년  

이후 음악계에서 비주류로 려난 포크와 록 장르가 연구과목으

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실용음악과가 포 할 수 있는 음악장르가 재

즈 이상이라는 의식을 드러낸다. 특히, 동덕여 는 ‘합주실기’ Ⅰ에서

부터 Ⅷ에 이르기까지 블루스, 스윙, 비밥, 펑크, 모던재즈는 물론 (모

던)록, K-pop, 게, 포크, R&B, 가스펠, 라틴, 아카펠라, 퓨  아 로

큐번, 크로스오버, 일 트로닉까지 사실상 부분의 음악 장르를 

다루려는 시도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경희 는 필수과목에 ‘ 화음

악1-2’를, 동덕여 는 ‘ 고음악실기’와 ‘뮤지컬워크샵1-2’를, 서울

도 ‘뮤지컬’ 과목을 개설하면서 상음악의 범 까지 포 한다. 요

컨 , 실용음악학과에서 다루는 음악장르의 다양화와 상음악의 확

는 이곳에서 배출된 문 인력이 K-pop 주의 음악산업 장에서 

종 다양성을 구축할 수 있는 기 가 된다.15)

15) 음악보다 먼  제도화·문화  정당화를 겪은 화의 경우에는 상업성 주

의 블록버스터 화 장르가 득세하는 산업구조 속에서도 장르분화가 비교  

뚜렷하고 세분화 되어 있고, 상업성과 거리를 둔 ‘ 술 화’ 장르의 작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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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산업·교육 관련 과목의 증가

마지막으로, 교직이수와 음악산업 련 교과목의 증가가 있다. 서

울 의 경우는 기존에 있던 ‘실기교육방법론’에 ‘교육학개론’이 추

가되고 단국 는 ‘음악 감상  비평’, ‘음악교수학습방법’, ‘음악교육

론’의 과목을 포함하는 문화 술교육사 과정이 신설되어 실용음악학

과의 교육내용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서울 와 

동덕여 에 개설된 ‘뮤직비즈니스(1-2)’ 수업은 음악 연주자뿐만 아니

라 음악산업 련 분야까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 주는 역

할을 한다. 

2000년  · 반과 2015년 재의 실용음악과 교과과정 비교분석

을 통해서 우리는 음악이 학제화된 학들의 커리큘럼이 일종의 

경향성을 띠며 공통지 을 찾아 가는 과정을 목격했다. 이론에서는 

재즈 화성학을 심으로 해서 고 화·세분화되었고, 이 같은 상은 

작·편곡을 비롯한 음악분석과 기  실기 역에서도 비슷했다. 이는 

제도화 과정을 거치면서 먼  제도 인 규범을 수용하고 규칙을 확립

한 조직을 다른 조직이 모방하면서 제도  환경이 동형화된다고 설명

했던 마이어와 로완(1977)의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언 했듯, 

국내 실용음악과의 교과목이 재즈를 심으로 한 이론과 실기과목으

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1988년 서울 에 처음 실용음악과가 탄생

할 때의 교수진과 이들이 구성한 커리큘럼이 아직 조직의 환경과 목

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신생 실용음악과들의 입장에서는 

수용자층이 견고히 형성되어 있다. 반면에 음악은 음악산업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장르 구분’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K-pop이 독 하는 구조(기획사, 미디

어, 수용자층에서)이다. , 화의 경우는 ‘ 화진흥 원회’가 있어 작권보

호와 정책에서부터 화DB구축까지 공식 인 리가 되고 있는 한편, 음

악은 그러한 기구가 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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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을 낮춰주는 해결책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16) 이러한 모방

 동형화를 통해 실용음악과들은 결국 ‘재즈 화성학 이론’과 실기를 

심으로 서로 유사한 형태의 커리큘럼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이 

실용음악과가 처음 설립된 1988년 이후 20여 년이 흐른 뒤에 일어난 

요인은, 처음 10년 동안은 국에 개설된 실용음악과 수가 채 20개교

도 되지 않았다는 것과 이후 10년은 앞선 에서 살펴보았듯 양 인 

팽창을 통해 자리를 잡아 가는 단계 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실용음

악과는 음악의 고등교육기 으로서 견고한 이론을 기반으로, 양

악과 국악으로 표되는 기존의 음악학과와는 구별되는 형태를 갖추

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6.2. 음악 연구의 확장: 실용음악과 관련 학위논문 분석

국의 4년제 학에 ‘실용음악’ 련 학원이 정착한 이후, 각 

학원에서는 자체 으로 생산되는 학 논문을 통해 기존 제도권 음

악 학에서 주된 연구 상으로 설정되지 못했던 음악과 련된 

연구들을 축 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소개했듯 특정 학문이 

16) 1988년 이후 10년이 흐른 뒤에도 국내에 실용음악과 수는 십여 곳에 불과했다

는 에서 당시 신생 실용음악과들이 처한 환경은 불안정했다고 볼 수 있다. 

, 이들 조직( 학들)의 목표 역시 불명확했는데 이는 실용음악과 설립 기에 

2년제 문 학들은 주로 정부 정책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특성화’ 학

을 목표로 학과를 설립한 반면, 4년제 학들은 클래식 학과의 정원을 채우거나 

양악과 국악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하기 한 목 으로 만들어지는 등 그 설립목

이 달랐기 때문이다. 2년제 문 학의 경우, 실용음악과를 특성화 학과로 

신설한 결과 학제화는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의 교과과정과 학사 운 에서는 

어떠한 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 다는 에서 이들의 목 은 불안정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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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학과
논문 수

(편)
비고

상명 학교 일반 학원 뉴미디어음악학과 111

상명 학교 문화기술 학원 뮤직테크놀로지학과 137 2012년 기 으로 

학원 이름 

변경

상명 학교 

술디자인 학원 

뮤직테크놀로지학과 

실용음악 공
36

동덕여자 학교 

공연 술 학원 
실용음악 공 80

단국 학교 문화 술 학원 
공연 술학과 음악 

제작, 경 공
72

명지 학교 문화 술 학원 실용음악과 15

경희 학교 

아트퓨 디자인 학원

퍼포 아트과정 

실용음악 공
9

앙 학교 술 학원
공연 상학과 

실용음악 공
1

백석 학교 음악 학원 실용음악학 3

세종 학교 융합 술 학원

(구 공연 술 학원)
실용음악학과 0

동국  문화 술 학원 실용음악과 0

총 논문 수: 464편

<표 2> 표집된 학교  학과의 논문 수

독자 인 정체성을 확보하기 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제도화

된 학문 공동체’는 후속 학문 세 를 지속 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에서 가장 필수 이다(양승목, 2005). 따라

서 본 에서는 2015년 재까지 생산된 학 논문을 몇 가지 기 으

로 분석하여 지 까지 생산된 연구들이 어떠한 성격을 띠며 발 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보려고 한다. 

국내 실용음악과 학원은 상명 학교의 일반 학원에서 뉴미디어

음악학과가 1996년 설치된 이후 20여 개가 개설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는 2014년 2학기부터 동국  문화 술 학원에 실용음악과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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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김수미, 2014; 이정선, 2013).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수도권 소재 학

원에 한정하여 학 논문을 수집했다. 상이 된 학교는 총 7개교 9개 

학과 다. 이들 학교에서 배출된 학 논문은 총 464편이었으며, 자세

한 사항은 <표 2>와 같다.

추출된 학 논문들 에는 본 연구의 5 에 해당하는 시기에 출

된 논문 31편도 일부 포함되는데,17) 이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약 

8년간 생산된 433편의 논문과는 양 으로 매우 미비하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학  논문이 폭발 으로 증가한 본 연구의 6 에 해당하는 

시기에 생산된 논문을 주된 분석 상으로 보는 방향을 택했고, 이  

시기와의 비교가 가능한 역에서는 5 에 해당하는 시기에 출 된 

논문 31편을 참조했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6.2.1. 연구 대상 음악의 장르적 분화 

해당 시기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음악 장르가 연구의 주제로 채택된다는 이다. 먼 , 

기 재즈 형식의 장르가 연구 상으로 채택되었던 이  시기와는 

달리 이후에는 비교   재즈 장르가 다양하게 등장했으며 재즈 

내에서도 한국 재즈, 유로피안 재즈 등 지역으로 구분되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록과 힙합, 게, 헤비 메탈 등 비교  제도권 음악과 

거리가 먼 장르의 연구가 더 많아지는 상 역시 하나의 특징이었다. 

, 비교  최근에 생겨나고 발 한 장르들도 다양하게 등장한다. 여

기에는 1990년  자음악 발 과 함께 등장한 일 트로니카와 월드

17) 본 연구의 5 에 해당되는 시기는 2007년까지이며, 이때까지 동덕여자 학교 

공연 술 학원 실용음악 공에서 15편, 단국 학교 문화 술 학원 공연

술학과의 음악 제작, 경 공에서 16편의 논문이 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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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용음악과에서 배출되는 국내 음악 련 논문 증가 추이 그래

뮤직의 일종인 아 로 쿠바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음악 장르의 출 도 여겨볼 만하다. 여기에는 국악, 트로트를 포함

하여 인디음악, K-Pop 장르까지 다양한 시기의 음악 장르가 포함된다. 

이 외에 CCM, 찬송가 등 종교음악도 주제로 등장한다.

6.2.2. 외국 음악 중심에서 국내 음악 중심으로의 점진적 이행

여 히 외국 음악과 련된 연구가 우세이기는 하나, 이 까지는 

연구의 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연구들이 지속 으로 나오고 

있는 경향도 하나의 특징이었다. 2008년 불과 다섯 개 수 에 머무르

던 련 논문 수는 2015년 3월까지 총 90개 축 되었는데, 이는 체 

논문의 20% 가량을 차지하지만 분석 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원의 

학 논문을 포함한다면 총합으로는 더 많은 수의 논문이 양 으로 축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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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음악 연구의 역 분화 

단순한 음악 분석의 연구 주에서 특정 인물과 장르, 음악사, 

교육제도 등의 연구가 생겨나기 시작한 도 두드러졌다. 음악 분석에

서도 국내 화음악, 고음악 등 다목  음악이 등장한다. 이 에서

도 국내 음악사와 련된 연구가 많아진 사실이 특징 인데,18) 

앞서 나타난 것처럼 연구 상의 음악장르가 다양화되면서 특정한 장

르가 국내 음악계에 미친 향을 탐구하는 연구들도 종종 있었다. 

, 국악의 기법을 차용하여 드럼 연주에 용한 방법을 소개하는 

고 원(2014)의 논문과 음악에서 사용되는 휘몰이와 자진모리장

단의 패턴을 분석한 한윤정(2015), 통국악을 콘트라베이스로 연주하

는 크로스오버 인 시도를 다룬 이태호(2013)의 연구도 실용음악과에

서 주도 으로 시도할 수 있는 역의 연구다. 국악 외에도 가요

의 가사 표 과 가창법을 다룬 연구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장필수

(2012)는 1980～1990년  원곡과 2010년 이후 리메이크된 곡을 심

으로 가창법을 비교하는 흥미로운 시도를 했고, 장문 (2014)은 주로 

포르투갈어로 노래되는 보사노바의 리듬 인 특징을 한국어 가사에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18) 한국 음악사와 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1960년  번안가요에 한 

연구｣(원재웅, 2008), ｢1990년  서태지가 한국 음악사에 미친 향에 

한 연구｣(김진, 2009), ｢한국 재즈의 형성 과정에 한 연구｣(박찬 , 2010), 

｢국내 인디음악의 개 과정에 한 연구｣(서보승, 2012), ｢한국 재즈의 발  

과정:1990년  이후를 심으로｣(정한올, 2012), ｢한국 인디 이블의 성장과

정과 발  방향에 한 연구｣(문진형, 2014), ｢Soul  Funk 음악스타일이 한국

음악에 미친 향에 한 연구: 1960년 ~1980년 ｣(김종군, 2010), ｢라

틴음악이 한국 음악에 미친 향에 한 연구｣(조성재, 2011), ｢모던포크음

악이 80년  한국 음악에 미친 향에 한 연구｣(이상 , 2011), ｢ 라질 

음악이 한국 음악에 끼친 향에 한 연구: 보사노바를 심으로｣(남사욱, 

2012), ｢한국 게의 개 과정과 특성에 한 연구｣(황은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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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음악산업’ 연구 

한편, 음악 산업이 주제가 된 연구들도 다양하게 있었다. 산업 

련 연구는 부분이 국내 음악 환경과 련된 것이었고 세부

으로 음반/디지털음원·엔터테인먼트/기획·음악방송·공연·산업구조의 

항목으로 나뉠 수 있다. 음반/디지털음원으로 분류된 연구들은 2000

년  한국 음반시장의 몰락을 다룬 황 숙(2008)의 논문과 디지털 음

원시장이 부상하면서 변화된 음반시장과 제작시스템 변화를 다룬 신

인호(2009)의 연구, 디지털 음원시장과(류정석, 2014) 디지털음반을 

략 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한 연구(진유석, 2015) 등이 있었다. 이러

한 연구 흐름은 디지털 음원이 음반시장을 압도하는  음악계의 

상황을 반 한다. 엔터테인먼트/기획 련 논문들은 한국 음악이 

기획사와 가수를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상을 연구한 김미희(2009)와 

가수 팬클럽을 상으로 하여 문화 마 을 분석한 김연주(2009)

와 방송 연  매니지먼트를 분석하거나(이동열, 2010; 이주리, 2013) 

K-Pop을 심으로 소  ‘신한류’로 불리는 상을 연구하는 주호일

(2012)의 연구 등이 있었다. 이 논문들 역시 형 기획사를 심으로 

국내 음악이 해외로 역을 넓 나가고 있는 산업  맥락 속에서 

이해된다. 방송과 련된 주제로는 서바이벌 음악 오디션 로그램의 

문제 과 발 방향을 다루는 박경옥(2012)의 연구와 EBS 스페이스 공

감을 소재로 TV 라이  음악방송이 음악 산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장연이(2013)의 연구가 있었다. 공연 련 논문도 6개로 다수

를 차지했다. 음악 공연 연출을 다루는 연구(이윤신, 2010)와 

음악 공연의 황과 활성화 방안을 다루는 연구(신강훈, 2010),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을 성공 인 지역축제로 보는 사례분석  연구(김

세진, 2012) 등이 있었다.19) 공연 련 연구가 2010년을 기 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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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련 연구가 등장하는 상은 최근 음악 공연·축제가 속

도로 늘어난 실을 반 해 다. 특정 장르인 인디와 산업이 결합된 

인디 이블, 인디 뮤지션 지원 련 연구도 3개 있었다(김미나, 2013; 

문진형, 2014; 안혜 , 2011). 이 외에도 음악 산업 체를 아우르는 

거시  연구들이 있었으며(이진주, 2013; 최 , 2013) 표 에 의한 

작권침해를 다룬 연구도 있었다(박찬숙, 2010).20) 

요컨 , 실용음악과가 개설된 학원에서 생산된 학 논문 분석을 

통해 우리는 시간에 따라 연구 소재가 되는 음악 장르가 다양해지고, 

느린 속도이기는 하나 국내 음악계와 련된 연구가 늘어나며, 

음악 분석을 넘어 음악인·특정 장르·음악사 등의 연구가 가능해지는 

것과 음악 산업 연구가 등장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러한 변화는 

음악이 문화 으로 정당화되는 과정을 증명하는 증거로 기능할 

수 있다. 먼 , 음악 연구 주제의 장르가 분화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음악이 독립 인 음악 역으로 자리매김했음을 알려 다. 다른 

술인 화의 경우, 그 문화  정당화 과정에서 다양한 장르로의 

이행은 필수 인 요소로 작용했으며 이는 음악의 경우도 동일하

게 용될 수 있다. 특히, 제도권 음악에서는 아직 ‘ 한’ 것으로 

여겨지는 장르까지도 연구로 포섭했다는 은 반 인 장르를 아우

19) 이 외에도 ｢ 주 지역 음악 인 라에 한 연구｣(김우리, 2009), ｢경상남도 

거창군의 지역문화축제에 한 연구: 음악 콘텐츠를 심으로｣(박민규, 

2013), ｢한국 재즈클럽의 한 연구｣(김의근, 2013), ｢ 음악 콘서트의 랜

드화에 한 연구: 이문세의 랜드 콘서트를 심으로｣(송세 , 2014) 등이 

있었다. 

20) 기타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 음악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코딩과 믹싱 

테크닉에 한 연구｣(노형우, 2009), ｢BGM의 음악  특성이 마 에 미치는 

효과에 한 연구｣( 미 , 2010), ｢아마추어 술단체의 지원 활성화 방안: 

주 5일 수업제 변화에 따른 지원을 심으로｣(김선 , 201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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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 음악’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 인 가치를 인정받아가는 동

향을 보여 다. , 여 히 은 수이기는 하지만 국내의 음악 환

경과 련된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은 1980년  처음 국내에 실

용음악과가 세워졌을 때 수입된 음악과 교과과정 심으로 학제화되

었던 것과는 다르게 한국의 상황에 맞는 음악을 고민하고 탐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주로 재즈 주의 서양 

곡을 분석하던 패턴을 탈피하고 특정 음악인, 장르, 음악사, 교육제도

를 연구하는 경향도 실용음악 교육이 ‘연주자’만 양성한다는 인식으

로부터 벗어나 국내 음악 연구를 질 으로 발 시킬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 다. 최근  음악 학회지에도 교수진이 필자이기는 

하나 실용음악 교육제도에 련된 이 게재되기도 하는 상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음악산업과 련된 논의가 증가한 

은 이 시기에 향을 미치기 시작했던 문화  상인 ‘한류’와 연

이 있다. 음악 산업의 역이 해외로 확 되면서 필연 으로 나타

나는 구조  변화에 해 심을 갖고 분석하는 연구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일부 평론가들과 연구자들은 음악과 련된 유일한 학제 

시스템이 국내에서는 연주자를 양성하는 실용음악과로 존재하기 때

문에 음악 산업과 정책에 련된 연구가 부족하고, 따라서 새로운 

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21)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

내 음악 산업에 련된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 으로 축 되는 

상은 음악 정책  산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국내 

음악계의 상황으로 볼 때 고무 이라고 단할 수 있다. 학과의 내·외

21) 이 고민 속에서 2014년 한국음악산업학회도 발족을 한 상황이며 2015년 12월

부터는 학회지 음악산업연구를 발간할 정이다(한국음악산업학회 홈페이

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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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 이러한 연구가 시도되고 축 ·공유될수록 음악 산업의 근

본 인 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상한다. 학 논문 

연구 동향을 통해서 드러나는 연구 양상은 음악을 보다 구체 이

고 문 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의 변화

를 간 으로 보여주고 있다.

7. 맺음말 

본 연구는 음악이 공식 인 제도 안으로 편입되어감에 따라 심

화되는 문화  정당화 과정을 ‘ 음악의 학제화’를 주제로 하여 탐

색하는 시도를 했다. 국내 음악의 학제인 실용음악과라는 언표는 

학과가 처음 세워진 이후 3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일반 인 개념

으로 정착하여 2015년 재 실용음악과는 음악계에서 주요한 교

육제도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용음악과의 사회  인식

이 높아진 원인을 학과의 설립이 경제 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고 

보는 에서 나아가서, “왜 실용음악과가 자본을 담보할 수 있는 

무엇이 되었는가”를 질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자연스럽게 국내 

음악계로 시선을 옮기게 했다. 국내에서 근  음악계가 정

립된 이래 음악은 1980년 를 기 으로 하여 인식 ·제도  변

화를 맞이한다. 그 에서도 음악의 학제화는 그동안 학교로부터 

배척당해왔던 상이 최고 고등교육기 으로 진입하고 정착하여 

2015년 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는 에서 요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용음악과의 제도화 역사는 국내 음악이 문화 으로 

정당화되어오는 과정과 맞물리며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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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문화  정당화라는 으로 실용음악과의 제도화 역사

를 돌아보는 시도를 했다. 

국내에서 최 로 음악이 학제화된 곳은 서울 술 학교의 

신인 서울 술 문 학이다. 1988년 서울  국악과 2부에 ‘실용음

악 공’이 설립되는데, 1989년에는 ‘실용음악과’로 독립한다. 서울

의 실용음악과는 통음악을 그 근거로 한 ‘한국 인’ 음악을 

교육해야 한다는 당 성을 갖고 실용음악을 이론과 실기를 갖춘 하나

의 ‘학문’으로 정립하려는 목 으로 시작되었다. 학과 기에는 작곡

과와 성악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미국 버클리 음 에서 재즈학(jazz 

studies)을 수학하고 오거나 국내에서 음악을 업으로 삼던 길옥윤, 

정성조, 최창권 등이 기 교수진으로 임용되었다. 이후 1994년부터

는 2·3년제 학에서 다양한 학과의 명칭으로 음악 련 학과가 

생겨났다. 

이후 10년여의 시간은 2, 3, 4년제 학과 학원에서 실용음악과

가 증했는데, 여기에는 음악산업, 문인력 개념, 학 정책의 변화

가 변수로 작용을 했다. 이 시기에는 음악이 문화 으로 정당화되

어가는 과정 에 실용음악과 내부에서도 음악을 하나의 

술로 정체화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2·3년제와 4년제 

학을 표하는 학들을 선정하여 분석한 입시요강의 변화 추이, 

학보를 통해 나타나는 표어  기사 등을 바탕으로 이를 탐구했다. 

입시요강의 경우 공이 다양해지고 필기  이론시험이 정교해지며, 

음악학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변화해 왔

음을 발견했다. 한편, 학보  기사에 게재된 은 음악을 담당하

는 ‘ 문 술인’을 배출하는 기 으로 실용음악과의 성격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이는 제도권 음악으로부터 독립된 치를 확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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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이며, 음악계의 빠른 변화를 뒷받침하는 구조가 불안정

한 상황 가운데 학제도 안에서 학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내부의 

시도와도 연 된다. 요컨  1997년을 시작으로 근 10년 동안 음

악은 학이라는 제도를 거치면서 문성과 술성이라는 새로운 종

류의 성격을 부여받는다.

한편, 2000년  이후 음악의 학제로서 실용음악과는 학원에

서 지속 으로 학 논문을 배출하는데 이러한 변화는 음악을 하

나의 학문  상으로 정체화하고 있다는 요한 근거가 된다. 실제

로 배출된 논문 가운데 국내의 음악 환경이나 기존 음악학에서는 

심을 갖지 않았던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주제로 삼는 연구들이 늘

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실용음악과들 간의 교과과정이 ‘재즈이론’을 

심으로 세분화되고 발 된 형태로 ‘동형화’되었다는 도 실용음악

과 자체의 학술  제도화는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국내에서 ‘실용음악과’라는 이름으로 정착하고 발 해 나간 

음악의 교육제도는 음악이 술로서 문화 으로 정당화되어 

가는 과정과 향을 주고받으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딴따라’

로 하게 취 받아 오던 음악이 한국 사회의 고등교육기 이

라 할 수 있는 학교의 교육제도 안으로 포섭된 사건은 그 자체로 

음악이 문화 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음악의 학제도로의 진입은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극단의 

만남이며, 학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제도권 음악에 한 도 이기도 

했다. 특히, ‘ 학교육’ 수료 여부와 학 출신에 해 큰 의미를 부여

하는 한국에서 음악이 학으로 편입된 사건 못지않게 요한 사

실은 실용음악과가 2년제 술 학 안에서부터 개설되기 시작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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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를수록 술 학이 아닌 일반 학으로, 4년제 학으로, 수

도권으로, 4년제로 진입하여 결국에는 학원 과정까지 개설이 되었

다는 이다. 이후 학원에 개설된 실용음악과에서 자체 으로 생산

된 학 논문은 고등교육기 으로서의 학에서 음악을 연구할 

수 있는 학문 공동체가 마련되었음을 뜻하며, 학문장 안에서 음

악이 ‘연구의 상’으로서의 지 를 획득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국내에 실용음악과가 설립되고 제도로 정착하기 시작한 반기는 

음악에 한 인식  차원에서부터 정책 등 거시 인 역까지 걸

친 변화를 통해 바우만이 언 했던 ‘기회 공간’이 마련되는 시기 다. 

실용음악과의 제도화는 이미 이루어졌거나 진행 에 있는 ‘기회 공

간’ 속에서 일회 인 사건이라기보다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과 내부 행 자들이 음악을 술에 치

시키거나 독립된 하나의 술 장르로 정체화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을 

하는데, 음악의 문화  정당화는 이러한 학과의 내부 행 자들뿐

만 아니라 외부 주체들이 실용음악과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학과가 

공유하는 습이나 행동체계에 해 인지하게 되는 변화들을 통해서 

심화된다. 이러한 양상은 과정으로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졌음을 증명

한다. 

본 연구는 음악을 하나의 술로 해석하는 시도를 해 

‘문화  정당화’라는 을 차용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 이 

연구는 기존의 문화  정당화 이론을 용하는 연구의 통에서 학문

의 역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종류의 문화  생산물이 학문제도 안으

로 편입한 이후 일종의 술로 인정받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가능성

을 열어 주었다. 국내 음악의 문화  계 상승 과정을 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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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여다 으로써 그동안 도외시되었던 국내 음악의 역사  지형

과 변화 양상을 악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음악에서도 다양한 하  장르를 모두 고

려하지 못했다는 이 한계로 남는다. 일례로, 국내 부분의 실용음

악과들은 재즈를 기 로 한 이론과 실기 과목이 주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재즈와 비(非)재즈 장르와의 립 계

가 실제로 학과 내에서 존재하기도 한다.22) , 이 연구는 ‘국내 

음악’이라는 상당히 방 한 범 의 소재를 연구의 주제로 다루고 있

어 모든 역을 깊이 다룰 수 없었고, 음악의 문화  정당화 과정

을 제도에 을 맞추어 사회학 으로 탐구하는 과정으로 인해 제도 

안의 행 자들이 지니는 역동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 한계 들은 앞으

로 서로 다른 역에서, 심지어는 음악과  련이 없어 보이

는 분야에서 국내 음악을 바라보는 다(多)맥락  을 견지한 

연구들의 축 을 통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음악을 

하나의 ‘콘텐츠’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는 논의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국내 음악의 상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의 차원에

서 ‘고 음악’의 타자로 경계가 그어지는 상은 잔존하고 있다. 이는 

여 히 학의 음악 련 학과가 ‘음악과’가 아닌 ‘실용음악과’로 

구별되는 제도  실에서도 드러난다. 그런 에서 음악은 ‘실

용음악’이라는 명칭으로 제도화되었으나, 그 문화  정당화는 여 히 

더 진행되어야 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인식과 실의 괴리는 

산업의 역으로 기울어 있는 국내 음악 담론의 한계이기도 하다. 

22) 재즈와 비(非)재즈와의 갈등 계에 해서는 필자의 석사학  논문  5장 

3  ｢ 음악계 속의 ‘실용음악(과)’: 신문보도 분석｣에서 좀 더 구체 으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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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서도 다차원 으로 국내 음악계를 해석하려는 노력은 필

수 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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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cess of cultural legitimacy of 

the Korean Popular music: 
Focusing on the entry of the ‘Practical Music’ and 

settlement into the university system

Jang Hyewon(Yonsei University)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the process of cultural legitimation of 

Korean pop music. The Korean Pop music scene formed through the his-

tory of the process of academic development in Korean pop music. The 

concept of ‘Practical Music’ was not discussed in everyday life more than 

20 years ago. However, since the 1980s, Korean pop music went through 

social/institutional changes. The ‘Practical Music’, which was first devel-

oped by Seoul Institute of the Arts, became a main agent of bringing 

into existence pop music. Some critics of pop music in Korea, including 

researchers of pop music, interpret that the aspects of rapid increase in 

the ‘Practical Music’ and the acquisition of the power in the Korean pop 

music is by economic logic. Then how could the Korean pop music that 

was isolated in schools with fields of ‘Practical Music’ and with no guar-

antee of any economic profit enter into the academic field when the 

Korean pop music had become the one that guaranteed money? This 

study begins with knowing this aspect of the problem. This trial looks 

at the development of the ‘Practical Music’ through the perspective of 

cultural legitimation of Korean pop music. It sees the occurre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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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p music’s academic entry as a part of a cultural legitimation 

in the midst of popular music coming to settle in the popular arts. 

Thus, the research is done to seek what kind of relationship they have 

between the institutionalism of the ‘Practical Music’ and the Korean pop 

music. In order to do this, I analyzed the internal structure change of 

the related thesis by using Baumann’s cultural legitimation theory. 

The Korean pop music by getting special help those colleges has in 

Korea, achieved a new image of well-trained pop musicians through for-

mal education after institutions such as college. At the same time, the 

Korean pop music has started to be seen in an artistic dimension by 

being acknowledged not by a type of entertainment, but by a form of 

pop art, trying to identify the ‘Practical Music’ as an institution of train-

ing professional musicians. Through that process, the Korean pop music 

was being mentioned as a form of more detailed pop art in the in-

dustry/policy discourse. Later on, the ‘Practical Music’ was established 

even in the graduate schools, and it received characteristic as an academic 

community. This process shows that the Korean pop music gradually be-

came acknowledged as a pop art in the dimension of academic/artistic 

status. Thus this study, trying to translate the Korean pop music as a 

perspective of cultural legitimation, was an attempt to watch the status 

of Korean pop music by adding the opinions from which discuss the eco-

nomic value of Korean pop music. 

Keywords: Korean pop music, cultural legitimacy, pop music’s entry into 

education system, institutionalization of ‘Practical Music’, 

pop music as a form of pop art

* 이 논문은 2015년 10월 12일에 투고되어 11월 8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11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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