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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1970~1980년대 한국 대중음악사 서술의 쟁점:

불확정적 텍스트와 복합적 매개의 난점*1)

신 (성공회 학교)

1. ‘가요사’ 혹은 통사(通史)의 욕망

2. ‘명반론’의 몰역사적 역사성

3. ‘무대사’의 (불)가능성과 신화

4. 나오며

음악의 역사 서술에서 쟁 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기구분의 문제, 나아가 음악사의 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

다. 음악이 악보, 음반, 무 를 비롯한 복합  매개에 의해 구축된다는 

, 그 결과 음악의 텍스트가 종종 불확정 이라는 은 그 역사를 서술

할 때 난 으로 작동한다. ‘가요사’와 ‘명반론’으로 표되는 기존의 두 가지 

역사 서술은 상이한 시각, 상이한 동기, 상이한 취향에도 불구하고 ‘동질  

공간에서의 시간의 연속  흐름’을 제하고 있다. 그 지만 음악이 생산

되고 순환되는 공간은 이질  장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  흐름은 단 과 

불연속성을 내장한다. 특히 이 의 인 1970～1980년  한국 음악의 

경우 격한 시공간  변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요사의) 연 기  기술이나 

(명반론의) 통시  비교 모두 한계를 드러낸다. 반면 ‘무 사’는 음악생산의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M0005). 이 은 국립아시아문화 당 아시아

문화정보원 아카이빙 로젝트인 ‘아시아의 음악’(1년차: 한국의 음악)

의 보고서(미간)의 한 장(章)으로 수록될 정이라는 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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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대중음악, 역사, 지리, 명반, 무대

진정성(authenticity)을 구성하는 장이자 제도로 기능해 왔지만 이에 한 연

구는 깊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향후의 안은 시공간의 분리와 통합의 

복잡한 과정을 두텁게 기술하면서 음악의 ‘역사’ 못지않게 음악의 

‘지리’에 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먼  밝 둘 것은 이 이 2014년 11월 6일 한국 술종합학교 통

술원에서 주최한 <한국 문화사 연구의 진단과 망>이라는 학술 심

포지엄에서 발표한 이라는 이다. 그때 나는 ‘1970~1980년  한

국 음악사의 쟁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요청받았는데, 처음 요

청을 받을 때부터 어떤 난감함이 있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만,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한국에서 음악이 “오랫동안 지 인 심 상으로 여겨

지지 않았”(김창남 편, 2012: 3)다는 학계의 상황이다. ‘ 음악학’이라

고 명명되는 학술  연구 분과(discipline)가 공식 ·제도 으로 확립되

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은 문학이나 화와는 다르게 아직도 정당

성 투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음악에 한 학문  

담론만을 상으로  주제를 다루는 것이 과연 하고 유효한지에 

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래서 이 에서 다루는 ‘ 음악사’라는 

상이 반드시 학술논문이나 학술서 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을 미리 밝 둘 필요가 있다.1) 

1) 실제로 음악 연구에서 학술  연구와 비(非)학술  연구 사이의 경계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매우 유동 이다. 2012년에 발간된  음악의 이해(김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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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음악사를 생산해 온 학술 ·비학술  담론들의 주

체들 사이에 활발한 논쟁이 개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이다. 쟁 이란 

‘논쟁’을 제로 하지만, 음악사의 경우 논쟁이 공개 으로 개

된 경우는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 음악사의 

쟁 은 실제로 수행된 논쟁을 직  비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각 논자

가 생산한 담론에 내장된 사유의 조각들을 추출하여 비교하는 것에 

가까울 것이다. 즉, 이후 언 되는 쟁 들은 발표자에 의해 설정되었

다는 것, 그리고 이 이 암묵  쟁 의 발굴을 통해 발표자의 향후 

연구 설계를 소개하는 성격을 띤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는 시기  한정이다. 1970~1980년 는 ‘당 ’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역사’가 되기에는 아직은 가까운 시

기다. 실제로 음악사에 한 술들 가운데 1970~1980년 만을 

상으로 하는 경우는 매우 다. 그래서 해당 시기만을 집 으로 

다룬 작들뿐만 아니라 더 폭넓은 시기를 다루는 작들도 논의의 

상에 포함될 것이다. 그 결과 이 의 주제는 ‘ 음악의 역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조  더 일반 인 것이 될 것이다. 한 

잘 정리된 생각의 결론이라기보다는 거친 아이디어의 제시에 가깝다. 

1. ‘가요사’ 혹은 통사(通史)의 욕망

먼  짚고 넘어갈 은 한국에서 음악사에 한 음악산업계(이

편)에 한 장(章)을 기고한 13명의 필자들 가운데 제도권 학계에 속하지 않은 이는 

네 명에 이른다. 정도와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외국, 이른바 서양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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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업계’로 약함)  련 이익단체의 ‘공식 ’ 역사서술이 양 으로 

많지 않을 뿐더러 질 으로 체계 이지 않다는 것이다. 1990년  한

국 상음반 회2)에서 발간된 두 개의 연감(한국 상음반 회, 1995; 

1998)의 서술은 소략한 편이고, 이후 해당 업계에서 포  조사·연구

를 수행한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 연구·조사 기능이 활성화된 

서양의 사례에 한 조사(최지선·박애경, 2008)나 일본의 사례에 한 

조사(신 ·이 희, 2008)에 의하면, 이들 선진국의 경우 업계 내부자

들에 의한 공식  술들이 상당수 축 되어 있다. 

업계에서 공식  서술이 충분치 않다고 해도, 업계와 가까운 거리

에서 음악사를 서술한 들이 없지는 않다. 그 가운데 고(故) 황문

평이 1980년 에 발간한 일련의 작들은 시기 으로 가장 선구 이

다(황문평, 1981; 1983; 1989). 그 시기  선구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작에 한 후  연구자의 반응은 “본격  학술체계를 갖추지는 못했

다… 때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주  기억에만 의존”(이 희, 2004)했

다, 혹은 “ 체로 ‘야화’나 ‘비사’ 형식의 이어서 ‘정사(正史)’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이 있다”(장유정, 2008: 80) 등으로 우호 이지는 않

다. 이런 특징은 1990년  이후 업계와 일정한 련을 갖는 몇몇 서

들도 공유하는 특징이다(김 , 1994; 김지평, 2000).

아마도 이들 자에게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방법과 체계를 요구하

는 것 자체가 낯설지도 모른다. 따라서 조사의 도와 방법의 성

2) 당시 한국 상음반 회는 1972년 설립된 한국음반 회 후신으로, 상(비디오)

과 결합하여 1990년 에 존속했다. 그 뒤 상(비디오)과 분리되어 한국음반산업

회, 한국음악산업 회 등으로 개칭했다가 디지털 음악(이른바 ‘음원’)이 일반

화된 이후 차 그 기능을 상실했다. 디지털 음악과 련된 이익단체는 2001년 

설립된 음원제작자 회(KAPP)인데, 최근 이 단체가 한국음반산업 회(RIAK)로 

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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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이들 서술이 제하고 있는 일종의 사 (史

觀)을 지 하는 것으로 쟁 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런 역사 서술의 일반  특징은 한국 음악의 사(全史) 혹은 

통사3)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요

의 기원을 근  이  시기까지 무리하게 소 하는 경우도 있으니, 

를 들어 김 의 경우 상고시  가요, 고려가요, 근  이후 1990년

까지 가요를 모두 ‘가요’라는 이름으로 포 해 고찰하고 있다. 그

지만 체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사이의 어떤 시 을 기원으

로 설정하고 이후 을 쓰는 시 에까지 이르는 기간의 ‘ 가요사’, 

여서 ‘가요사’가 구축된다. 단, 가요사를 구성하는 물리  기간(time 

span)에 해서 엄정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라서, 경우에 따라서 ‘반

세기’(성음사, 1975), ‘60년’(황문평, 1983), ‘100년’(황문평, 1987) 등의 상

이한 기간이 설정되고 있다. 

여기서 요한 것은 어떤 기간이 음악사의 기간으로 한가

보다는, 설정된 기간이 어떻든 ‘가요사’의 역사 서술은 연속  시간성

을 제한다는 이다. 즉, 그 기간 동안의 시간  불연속성을 월하

는 무언가가 연속 으로 계승되고 진화해 왔다는 암묵  가정이 존재

한다는 이다. 즉, 사로서 가요사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시간  불

연속성을 무시 혹은 간과하고 음악의 역사를 ‘민족사’의 일부로 

자리 잡고 싶어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4)

3) ‘ 사’와 ‘통사’를 구분한 것은 통사가 반드시 사를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제한된 시기를 설정하고 서술하는 역사는 사는 아니지만 통사에 속한다. 

단, 이 에서 언 하는 ‘가요사’의 술들은 통사이자 사인 경우가 많다. ‘시

작부터 끝까지’를 포 하려는 사는 종종 암묵 인 목 론을 가질 때가 많다. 

4) 야마우치 후미타카는 연속  시간성을 가정하는 역사서술을 ‘민족’의 담론과 

연  지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다양한 행 자들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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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징후 인 것은 음악사로서 ‘가요사’를 구축하려는 

작들은 ‘ 음악’보다는 ‘ 가요’라는 용어법에 만족하고 있다는 

이다. 1970~1980년 의 음악이 그 ‘ 가요’와 맺는 계는 

모호하고 선별 이다. 부분의 경우 1970~1980년  음악은 가

요사의 마지막 장(chapter)으로 배치되어 있고, 이  시기의 연속으로 

가정되고 있다. 많은 작들에서 1930년 와 1960년 를 가요의 

‘황 기’로 규정하는 시기구분으로 인해 1970~1980년  음악의 

지 는 심 이지 않다. 추측컨 , 자들은 ‘반세기’, ‘60년’, ‘100

년’의 시간성을 설정하면서 하나의 역사  순환의 매듭을 말하고 싶

었는지도 모른다. 

21세기에 어든 시 에서 조망할 때 필요한 것은 음악의 

역사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시기구분으로 보인

다. 그 시기구분의 문제는 음악사의 상이 무엇인지라는 더 근본

인 문제를 제기한다. 

‘가요사’는 가요라는 작품 텍스트의 실존을 제하면서 그 텍

스트의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다. 그 텍스트는 ‘악곡’(때로 여서 ‘곡’) 

혹은 ‘노래’라는 실체, 그리고 그 실체의 주체들인 작가(작사가·작곡가)

와 연행자(가수)의 존재를 가정한다. 그래서 ‘히트곡(혹은 명곡)과 그 곡

을 만든 작가와 그 곡을 부른 인기가수’를 심으로 연 기 으로 서

‘업계인’으로 하나가 되어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 ‘민족’의 구호” 고, 이는 “역

 정권, 특히 1970년  정권의 음악 정책”과 불가분하다는 것이다(야마우

치, 2005: 14~15). 이제까지 언 한 역사 서술의 주체들이 업계, 정확히 말하면 

음악산업계와 거리가 가까운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음악산업

계가 국가의 문화정책으로부터 자율성을 리기가 곤란했던 역사  맥락을 고려

할 때, ‘민족’은 불연속  사건들로 철된 역사를 시간  연속성으로 재서사화

하는 데 유효한 수단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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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하는 것이 통사의 표  서술방식이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라는 

통속  표 은 하나의 곡과 련된 서사들을 편년체(編年體)로 서술하

는 방식을 말해 다. 즉, ‘몇 년도에 모 가수가 어떤 곡으로 히트를 

냈다’는 식의 연속  서사가 반복되는 형식을 피하기가 힘들다. 

오해를 피하기 해 밝 두면, 나는 ‘작품 분석’의 요성을 부정하

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90년  이후 출간된 통사 형태의 작들 

가운데 일부는 업계 친화  시각과는  다른 시각에서, 텍스트에 

한 두터운 기술(記述)을 수행하고 있다는 에서 앞 에서 언 한 

작들과 구분된다(박찬호, 1992, 20095); 이 미, 1998). 그 지만 이런 

연구들에서조차 1945년까지의 음악/ 가요에 해서는 상세하

게 분석되어 있어도, 1945년 이후의 음악/ 가요에 한 기술

은 상 으로 소략하다는 인상을 받는다는 이다. 그 이유는 자들

의 공 분야와 심 역의  때문이라고 쉽게 평하고 지나칠 수

도 있고, 실제로 그럴 확률이 높다.

그 지만 이 을 징후 으로 해석한다면, 음악사, 나아가 

음악학 일반의 ‘ 상’이 무엇인가라는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이

는 음악이 가요라는 텍스트로 환원시키기 곤란한 기술, 매체, 

제도, 실천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사회문화  구축물(social construct)이

기 때문이다. 가요의 텍스트는 ‘악보’라는 이상  형태를 취하고 

이는 무 에서의 ‘실연’을 통해 재 된다고 가정되지만, 실제로 20세

기 후반 이후 음악은 이런 가정에서 멀어지는 실천을 생산하고 

확립시킨다. 즉, 음반, 정확히 말하면 ‘앨범’의 제작이라는 실천이다.

5) 1992년에 한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박찬호의 작은 1945년 이 의 음악

을 상으로 하고 있지만, 2009년에 1945년 이후 1970년 까지를 상으로 한 

 한 권의 작을 출 할 때 폭 증보, 재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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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반론’의 몰역사적 역사성

 

음반이 음악의 매개체로 헤게모니를 확립한 것은 언제부터일

까. 이 질문에 한 명확한 해답과는 무 하게 1990년  이후 등장한 

신진 음악 평론가들, 그리고 이들의 느슨한 세계를 지칭하는 ‘평

단’의 경우, 자료로서 음반을 요시하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그 발단은 강헌이 1995~1996년 한겨 를 통

해 35회 연재한 ｢한국 음악의 독립선언: 김민기에서 서태지까지｣

일 것이다. 이 기획은 한 회당 한 명의 ‘아티스트’와 그 표 음반(앨범)

을 선정하여 음반 리뷰를 수행하는 형태를 취했다. 즉, 그는 1970년

부터 1990년  반까지의 음악의 역사를 ‘명반에 한 리뷰’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몇 년 뒤인 1998년 음악 잡지 서 (Sub)의 편집인인 박 흠은 

‘100  명반’이라는 기획을 진행한 바 있고, 그 성과를 하나의 단행본

(박 흠, 1999)으로 출 했다. 그 뒤 잡지가 이런 런 이유로 사라진 

뒤에는 가슴네트워크라는 문화기획자 그룹을 결성한 뒤 2008년 경
향신문의 후원을 받아 ‘ 음악 100  명반’을 선정하고 신문의 지

면을 통해 1년 동안 동일한 제목으로 연재했다. 이 음반 리뷰는 한 

권의 책(박 흠 외, 2008)으로 출 되었다.

이 기획에서 ‘명반’에 한 아무런 시기  한정을 설정하지 않았다

는 불운한 사실에 한 나의 상세한 평가는 다른 곳(신 , 2009)에서 

상세히 수행되었으므로 반복을 피하고자 한다. 지  지 할 것 하나는 

이런 기획이 이른바 ‘명반’과 그 앨범의 주인인 ‘아티스트’에 해 시

간의 한정을 월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실천이라는 이다. 이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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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음악 100  명반의 연도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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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은 불멸의 작품을 찾는 마음으로 창의  술가들이 녹음한 작품

들을 선정한 뒤 그것들에 해 감상을 쓰는 방식을 취한다. 통상 100

개의 앨범을 선정하는 것은 하나의 행이고, 부분의 경우 그 100개

의 순 를 매기는 실천을 동반한다. 따라서 명반을 선정하는 작업은 

그 성격상 비역사 이거나 역사 일 수밖에 없다. 역사  시간성의 

환원 불가능한 차이는 ‘음반(앨범)의 리티(quality)’라는 추상 인 미

학  기 에 의해 균질화된다.

그런데 명반으로 선정되는 음반(앨범)의 연도별 분포를 보면, 역사

 시 에 한 평가가 간 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림 1>에서 

쪽은 100  명반의 연도별 분포를, 아래쪽은 상  20개 명반의 연

도별 분포를 각각 보여 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100  명반의 

압도  다수는 1980년  반부터 1990년  반에 집 되어 있다는 

, 그리고 20  명반의 압도  다수는 1980년  후반에 집 되어 

있다는 이다. 아울러 1970년 에 발표된 음반들 가운데 100  명반

으로 선정된 음반들은 극소수지만 모두 높은 순 를 차지하고 있다는 

, 그리고 1990년  후반 이후 발표된 음반들은 100  명반에 그다

지 많이 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지하는 순 도 높지 않다는 

도 확인된다. 

결국 시 를 월한 통시  가치를 갖는 명반의 리스트와 그 순

는 간  방식으로 역사에 한 을 드러낸다. 그것은 1980년 , 

정확히 말하면 1980년  반부터 1990년  반에 이르는 시기가 

음악의 황 기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다. 특정한 세

가 특정한 시 에 형성한 특정한 취향이 월  가치를 갖게 되는 것

이다. 1970년  음악의 요성이 과소평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1960년  이 의 음악은 아  역사로부터 소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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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보의 부족과 사실 검증의 오류로 철되어 있는 이혜숙·손

우석(2003)의 경우 ‘ 명’이라는 수사를 사용하는 목 론  역사 을 

가지고 있다는 에서 불손하다. ‘한국 음악사’라는 보편  제목

과 달리 1960년  이 의 역사는 제거되어 있고, 1970~1980년 의 

역사는 1990년 를 서술하기 해서만 존재하고 있다. 김학선(2012)

의 경우 제목에 시기  한정을 달고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

지만, 1960년  이 의 역사는 언 되지 않고 있고 1980년 와 1990

년 에 가장 많은 비 을 할애하고 있다. 

최근에는 LP시  체를 포 하는 음반을 소개하는 작(최규성, 

2013)이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의 기획들과는 달리 각 시 에 생산

된 음반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1980년 는 “우리 음

악의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 시기”로 규정되며, 그 이유들로는 “ 상과 

음악의 결합 이 의 마지막 순수의 시 ”(399쪽), “주류와 비주류가 

공존했던 르네상스 시 ”(399쪽), “다양한 뮤지션들과 풍성한 장르의 

음악이 넘쳐났던 최 의 활황기”(419쪽) 등을 들고 있다. 이와는 조

으로 자가 가장 애착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1970년 는 오히려 

“암흑기”(399쪽)로 간단히 규정되고 있다. 음악의 환경이 암흑기

인 것인지 창의력이 암흑기인 것인지에 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

는 서술이다. 

어느 기간이 음악의 황 기인가에 한 논의는 미묘한 주제이

고, 그 결과 그 규정은 세  간 인정 투쟁의 양상을 띤다. “음악성으로

도 훌륭했던 음악인이 으로도 인기를 끌었던 거의 유일한 시

기”라는 논거로 (1980년 가 아니라) 1990년 가 황 기라고 주장한 공

동 작(신승렬 외, 1990)은 ‘1990년 를 빛낸 명반 50’을 선정하는 방

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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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명반론의 서술 주체들이 평단에 속하는 이른바 수집가

(collector) 혹은 감식가(connoisseur)라는 것은 쉽게 상할 수 있다. 따라

서 그 작업이 헌신과 희생을 토 로 한다는 을 인정한다고 해도, 

음반이라는 상을 물신화(fetishization)하고 상들 사이의 완고한 질

서를 형성시킨다는 인상을 지울 수는 없다. 이는 음반을 그토록 소

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음반이 생산되고 순환되는 세부  컨텍스트

에 해서는 깊은 심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로 나타난다.6)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러 명반론들의 경합은 ‘어떤 시 가 

음악의 황 기인가’라는 다소 소모 인 논쟁으로 귀결되었다. 시

를 월하는 미학  리티를 평가하는 작업은 특정 시  특정한 

음악이 어떤 문화 ·소통  가치를 생산했는가라는 질문으로 

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필요는 ‘10년 ’로 구분되는 음악

사의 시기구분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더 근본 인 질문을 제기할 필요

가 있다.7)

6) 한 로 음악 100  명반의 리스트에서 들국화 1집(1985. 1 ), 산울림 1집

(1977. 5 ), 이문세 4집(1987. 16 )의 음반사는 모두 ‘서라벌 코드’로 표기되어 

있다. 그 지만 세 음반의 제작자는 실제로는 동아기획(김 ), 성음사(이흥주), 

킹 코드(박성배)로 각각 다르다. 당시 음반법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음반이라는 

텍스트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산업  컨텍스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7) 장유정(2008)은 양식의 변화, 기술의 변화, 제도의 변화, 정치상황의 변화, 감수성

의 변화, 음반 산업의 변화라는 여섯 가지 기 을 동원하여 1929년까지, 1930년

부터 1945년까지, 1946년부터 1960년까지, 1961년부터 1975년까지, 1976년부터 

1991년까지, 1992년부터라는 여섯 개의 시기구분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 

화권의 음악사의 경우 ‘10년 ’를 단 로 하는 시기구분이 당연시되고 

있지는 않다. 이 에 한 외국에서의 사례는 신 ·이 희(2008), 신

(2008)을 각각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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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대사’의 (불)가능성과 신화 

국제 음악학의 비조인 사이먼 리스는 오래 에 “20세기의 

음악은 20세기의 음반(popular record)을 의미한다”(Frith, 1988: 12)

고 서술한 이 있다. 이는 음반이 음악의 주요 매개체(mediator)라

는 자명한 사실을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 지만 그의 

말이 음악의 매개체가 오직 음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오히려 20세기 음악의 역사가 왜 음반이라는 지배  매개

체를 필요로 했는지를 질문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달리 말하면 음반이 

음악의 지배  매개체로서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역사  과정이 존재

했고, 그 과정에서는 다양한 매개체들이 때로는 경합하고, 때로는 

조하는 양상들이 존재했다. 앙투앙 에니옹(Antoine Hennion)이 음악의 

매개체들로 악기, 음악인, 악보, 무 , 음반들을 망라하면서 상이한 음

악 유형 혹은 장르에서 상이한 매개(mediation)와 연행양식(mode of per-

formance)이 작동함을 논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Hennion, 2003).

이는 음악의 매개체로 어느 하나를 지정하는 것이 단순하거나, 

때로 험하다는 것을 말해 다. 특히 한국처럼 오랫동안 음악 산업

의 주변에 있었던 경우 음반이 지배  매개체로 확립되는 과정은 시

기 으로 늦었고, 다른 매개체와의 경합과 조의 과정은 더욱 복잡했

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음반이 개인  소비와 

소장의 상으로 이상 으로 ‘ 화’된 것은 아무리 일  소 하더

라도 1970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그 이  시기까지는 음악의 경험에서 음반 외의 매개체가 음

반 못지않게 요했다는 을 의미한다. 한 로 박찬호는 1945년 이

후의 가요를 논할 때 ‘무 가요’와 ‘ 코드 가요’를 구분하고(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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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009: 31, 55), 뒤에는 ‘방송가요’(박찬호, 2009: 373)라는 범주를 사

용했다. 이런 구분은 지  시 에서는 매우 낯설게 들리지만, 1980년

에 한 가수가 쓴 에서조차 “무  가수와 코드 가수라는 말이 

있다”(조용필, 1982: 162)면서 ‘무 ’와 ‘ 코드’라는 매개체를 구분하

는 것으로 보아 음악 생산의 장에서 이 구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남

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면 1970~1980년 , 넓게 보아서 1960년 부터 1980년 에 

이르는 시기는 코드, 즉 음반의 량생산과 량소비가 하나의 규

으로 정착하는 과정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무 를 

비롯한 기존 매개체는 같은 기간 차 쇠퇴하거나 어도 이  시기

의 요성을 잃어나가는 과정을 밟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악

보나 음반을 통해 재 된 텍스트에 한 고찰이라는 좁은 의미의 

가요사를 넘어 ‘무 ’라는 용어로 통칭되는 습, 제도, 실천에 

해 고찰하는 작업은 그 요성에도 불구하고 음악의 역사 서술에

서 충분히 인지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1970년 까지 한국에서 음악에 한 1차 자료들은 음

반의 역사라기보다는 무 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상이한 무 들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기록을 담고 있다. 를 들어 ‘악

극 무 ’, ‘미8군 무 ’, ‘극장 쇼 무 ’, ‘일반 무 ’, ‘방송 무 ’, ‘밤

무 ’ 등이 그것이다.8) 1980년  이후에는 이 무 가 음악의 매

개체로서 요성이 쇠퇴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지만, 특정 유형 음악 

8) 그런 에서 앞서 언 한 황문평의 작들은 역설  요성을 가질 수 있다. 

그것은 그가 1940～1950년 에 성기를 구가했던 ‘악극’에 한 많은 기억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작은 1차 사료라기보다는 하나의 ‘구술사’로서 

징후 으로 재독해될 필요가 있다. 즉, 그의 작에서 텍스트는 ‘단곡’이라기보

다는 ‘악극’이라는 하나의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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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의 경우 무 는 아직까지도 그 요성을 잃지 않고 있을뿐더러 

오히려 더 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를 들어 1980년 의 ‘주류’ 음

악은 지상  방송의 ‘쇼 로그램’ 무 와 불가분하고, ‘언더그라운

드’ 음악은 ‘소극장 콘서트’라는 무 와 불가분하다. 악보로 재 되는 

명곡, 코딩으로 재 되는 명반뿐만 아니라 쇼 로그램과 소극장 

콘서트 자체가 음악의 텍스트를 구성하는 것이다.

무 는 악보나 음반과는 달리 직  경험하기가 상 으로 곤란한 

시공간  제약이 있다. 그래서 조사·연구하기 어렵다는 속성으로 인

해 음악사에서 신비로운 상이 되어 왔다. 달리 말하면 무 는 

특정 음악의 진정성(authenticity)을 구성하는 장이자 제도로 기능해 

왔다. 무 와 음반이 서로 경합하고 방송(TV와 라디오)이 지배  매체

로 부상한 1970~1980년  시기에도 음악의 ‘진정성’(혹은 ‘비진정성’)

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무 의 장성’은 강하게 작용했다. 이에 한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가가 1970~1980년  음악사, 

나아가 음악사 체를 연구할 때 가장 요한 쟁 일 것이다.

이런 지 이 무 에서 라이  음악이 수행되는 장에 한 역사가 

가장 우월하고 요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실제로 음악

생산자의 서술들은 무 , 이른바 장을 특권화하는  다른 편향이 

있다. 나는 단지 음악의 역사가 악곡이나 음반의 역사로 환원될 

수 없는 다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다면성을 균형 있게 고찰하는 

다양한 시도가 서로 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지 않다면, 평

단이나 학계에서의 연구가 음악 생산과 순환의 ‘ 장’에 있었던 사람

들의 냉소를 받는 상, 이와 반 로 그 장에 있던 사람들의 ‘비논

리 ’ 역사 서술이 평단이나 학계의 무 심을 낳고 있는 악순환은 반

복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식, 정보, 권력의 비 칭성과 어떻게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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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는 각 연구자의 몫일 것이다. 

4. 나오며

이상에서 음악사의 상이한 유형의 서술들을 거칠게 살펴보았

다. 그 가운데 ‘가요사’와 ‘명반론’으로 표되는 두 개의 역사 서술은 

상이한 주체, 상이한 동기, 상이한 취향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

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내가 다른 (신 , 2013)에서 시론 으

로 거칠게 지 했듯 그 공통 은 ‘동질  공간에서의 시간의 연속  

흐름’을 제하고 있다는 이다. 달리 말해서, 음악이 생산되고 

순환되는 공간은 이질  장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  흐름은 단

과 불연속성을 내장한다. 특히 1970~1980년 의 한국처럼 격한 시

공간  변환을 경험한 경우 음악의 연 기  기술이나 통시  비

교 모두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에 한 하나의 안은 시공간의 분리와 통합의 복잡한 과정을 

두텁게 기술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즉, 음악의 ‘역사’ 못지않게 

음악의 ‘지리’에 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안

이 래할 수 있는 서술상의 난 에 해서는 추후의 작업을 진행하

면서 밝히고 평가받고자 한다.9)

9) 나와 내 동료들의 음악 역사 서술 작업을 소개한다면, 1945년 이후 1970년

까지의 음악사를 서술하는 작업(신 ·이용우·최지선, 2005a; 2005b)에서

는 장소의 이질성과 복잡성을 고려하는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연 기  서술과 조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 지만 1980년  이후의 역사를 

서술할 때 연 기  서술은 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이에 한 시론은 다른 

(신 , 2013a; 2013b)에서 밝혔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성과라고 할 만한 수

은 아니라는 을 밝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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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ssues of Writing Histories of Korean 

Popular Music in the 1970-80s: The Difficulties 

of Indeterminate Texts and Complex Mediations

Shin, Hyunjoon(Sungkonghoe University)

One of the crucial issues of writing histories of popular music is that 

of periodization, which generated the object of the histories. The diffi-

culties lies in the generic characteristics of popular music whose mediators 

are complex(e.g. score record, stage etc.). It is often the case that the text 

of popular music in indeterminate. Two dominant writing of popular mu-

sic can be dubbed as ‘history of popular song’ and ‘the discourse of can-

onical album’ respectively. Although the one is differed from other in 

terms of perspectives, motives, and tastes, it shares a concept of the con-

tinuous time flow in homogeneous space. But the space for the pro-

duction and circulation of popular music is composed of heterogeneous 

places, and there exists discontinuity in time flow. Especially Korean pop-

ular music in the 1970～1980s, which is the focus of this paper, experi-

enced the radical transformation of time-space, so that the chronological 

description in the former, and diachronic comparison in the latter, have 

serious limitations. Last but not the least, ‘the history of stage’ is not 

well explored in academic studies on popular music, while the stage has 

performed important role as ‘real field(hyeonjang)’ and institution that con-

struct the authenticity for different genres/styles of popular music. An 

alternative can be sought at the thick description of complex proces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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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gration and separation of time-space through researching on ge-

ography, as well as history, of popular music in specific period. 

Keywords: popular music, history, geography, canon, stage

* 이 논문은 2015년 4월 5일에 투고되어 4월 25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5월 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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