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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22호

권두언

김창남(한국 음악학회 회장,

성공회 학교 신문방송학과·문화 학원 교수)

한국 음악학회가 발간하는 학술   음악이 한국연구재

단의 등재후보지가 되었다. 등재제도에 해서 이런 런 논란이 없지 

않지만 어 든  음악이 그동안 쌓아온 학술  가치가 객 으

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등재지에 수록된 

논문만을 업 으로 인정하는 풍토 속에서 독자 인 연구 역을 만들

어가며  발간을 해 분투해온 그간의 노력이 나름의 결실을 맺

은 셈이다. 1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학회 활동을 지속하며 학술지

를 만들어온 학회의 운 진과 편집진, 좋은 들을 통해 지면을 풍부

하게 만들어  여러 연구자들에게 고마움을 한다. 

이번 호에는 모두 다섯 편의 학술 논문이 실린다. 손장희의 은 

일본 음악사의 문제를 다룬다. 한국 음악의 역사가 다분히 

일본 음악의 향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을 감안하면 일

본 음악에 한 연구는 상 으로 부족했던 셈이다. 이 은 근

래의 일본 음악사에 한 서술에서 흔히 드러나는 쇼와 시 의 

‘가요곡’과 헤이세이 시 의 ‘J-POP’이라는 도식화된 담론을 비 한

다. 이 에서 분석되고 있는, 쇼와 시 에서 헤이세이 시 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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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악의 흐름이 한국 음악사의 개 과정과도 여러모로 

흡사함을 알게 되는 건 이 의  다른 흥미요소이다.

우연치 않게 백욱인의 논문 역시 일본 음악과 련된다. 그는 

오시마 나기사 감독의 일본춘가고(日本春歌 )라는 화에서 군가와 

포크송, 운동가요들이 그를 향유하는 집단의 립과 갈등 속에 어떤 

식으로 유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한 오시마 나기사의 화에 

나오는 일본 군가나 운동가, 미국의 포크송이 1960년  한국과 일본

에서 어떻게 각기 다른 사회문화  변용을 거치고 있는지 보여 다. 

한국 음악사 서술에서 흔히 간과되어온 부분에 해 심을 환기

한다는 에서 주목할 만한 이다.

염 형은 1980년  한국 음악 씬이 장르 으로 다양화되면서 

성장한 과정을 다룬다. 그는 특히 MBC와 KBS가 매년 실시했던 연말 

가요제를 분석하면서 1970년 와 비교해 장르가 다양화되고 싱어송

라이터가 확 되며 음반사의 기획력이 증가하는 모습을 실증 으로 

보여 다. 이 논문의 놀라운 은 실제 7,80년  연말 가요제에 등장

한 가수들의 성별과 나이, 활동 경력, 표곡과 소속 음반사 등에 한 

실제 데이터를 촘촘히 분석했다는 이다. 이 논문에 실린 련 자료

는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김태윤은 서울 종로에 자리 잡은 클럽 겸 주  ‘신도시’를 심으로 

청년 술가들이 수행하고 있는 하 문화의 성격을 살펴본다. ‘신도

시’는 2010년  반 이후 청년 술가들이 모여 경제활동과 함께 다

양한 창조  실천을 진행하고 있는 술 공간이다. 필자는 이 공간이 

갖는 하 문화  특성을 술, 니얼 세 , 그리고 아시아라는 키

워드들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상업주의와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주류 

문화의 바깥에서 창조 인 에 지가 살아 숨 쉬는 하 문화  실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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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양상은 어떤 것이든 주목받아 마땅하다.

김책은 한국에서의 재즈, 재즈학, 혹은 재즈 교육학의 문제를 다룬

다. 한국 사회에서 재즈는 극히 소수자들의 문화이지만 이른바 실용음

악으로 불리는 음악 교육 체계에서는 가장 요한 음악으로 존재

한다. 필자는 한국 인 재즈학에 한 개념 정립 없이 종주국인 미국

의 재즈 교육 체계가 탈맥락화된 채 용되고 있는 실을 비 하며 

좀 더 한국 인 맥락에서 재즈, 혹은 재즈 교육에 한 연구가 필요함

을 역설한다. 한국 재즈에 한 학문  연구가 거의 부재한 실에서 

필자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라 여겨진다.

 음악은 그동안 학술 담론의 변두리에 있던 음악 연구의 

다양한 성과들을 집 하면서 음악이 사회와 역사에 한 가장 정

직하고 핍진한 기록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연구재단 등재를 계기로 

우리의 학술  여정이 한 단계 더 진 된 모습으로 보다 풍부한 성과

를 낳으며 지속될 수 있기를 기 한다. 변함없이  음악의 출간을 

지원해주고 있는 출 사 한울엠 러스(주) 편집진 여러분께 재삼 감사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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