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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음악의 정치성: 민중가요 <상록수>와 

소셜테이너 이효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수진(경주 학교)

1. 들어가는 말

2. 정치적 음악의 자리 찾기

3. 대통령 취임식 축하공연에 오른 <상록수>

4. 소셜테이너 이효리

5. 나가는 말

이 은 음악을 무 에 올리는 과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  맥락이 음

악에 한 의미와 정치성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논의한다. 한 가수의 정치 

사회  활동이 그의 노래를 수용하는 청 의 시선을 달라지게 할 수 있음을 

함께 논의한다. <상록수>는 민 가요의 표곡으로 손꼽힌다. 이 노래는 고 

노무  통령의 취임식 축하공연에서 양희은이 불러 공연의 하이라이트 부

분을 장식하기도 했다. 이 은 가장 인 민 가요  하나가 무 에 

오르게 되는 사회  함의를 모색하면서 이것이 이  시 가 받아들 던 것과

는 상반된 정치성을 내포함을 논의한다. 한 이효리의 변화된 활동 양상을 

분석해본다. 당  가장 잘 나가던 섹시 아이콘 이효리는 표  시비 이후 자숙

의 시간을 가지면서 유기 동물 보호에 극 참여했다. 이효리의 표  시비 

이  이후의 활동을 바탕으로 그의 사회 참여가 청 에게  다른 이미지를 

낳게 하 을 뿐 아니라 음악 만들기에도 향을 끼쳤음을 살펴본다. 음악

과 정치에 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이 민 가요의 종류와 의미에 주목하는 것

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은 음악이 정치  음악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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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음악과 정치, 정치적 음악, <상록수>, 이효리, 소셜테이너

과정으로써 음악의 정치를 살펴볼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한국 사회에서 정치  음악은 정부에 립하는 신념을 표 하는 도

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 가요, 풍물, 마당극은 표 인 

정치  음악 장르로 꼽힌다. 노랫말이나 음악 장르, 형식과는 상 없

이 이 공연 장르를 극 수용하고 창작하던 집단이 사회운동가, 노동

자 는 그들과 뜻을 함께하던 학생들이었다는 은 당  정권의 

과 귀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이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 공연 

장르들은 정부의 규제와 검열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특히 민 가

요 몇 곡은 지곡으로 분류되기도 하 다. 정부의 통제는 이런 정치

 음악을 더 분명하게 다른 공연 장르와 구분 가능하게 했다. 과거에 

그러했듯이 정치  음악으로서 여 히 민 가요와 풍물은 다양한 정

치 사회  이념과 염원을 담아내고서 시 의 한편에서 불리고 연주

된다. 그러나 시 는 변했고 정치  음악이던 민 가요와 가요의 

뚜렷해 보이던 경계선이 모호해졌다. 힙합과 랩 장르의 가수들이 민

가요의 표 퍼토리를 편곡해서 자신들의 앨범에 수록하고 동시  

10～20  은 청 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를 들어, 엠씨 스나이퍼

는 <상록수>를, 거북이는 <사계>를 편곡해 옮겼다. 한 장구, 꽹과리

의 울림은 보 되어야 할 통 술의 가치로 이야기되고 잘 만들어진 

 상품으로 무 에 올려지기도 한다. 이와는 반 로 가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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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던 노래가 선거캠페인에서 략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 다

면 정치  음악이란 무엇일까? 가 정치  음악을 만드는 주체일까? 

이 은 한때 민 가요의 상징이던 <상록수>가 통령 취임식에 섰던 

것과 가장 ‘ 인’ 가수 이효리의 정치, 사회를 향한 소신 발언과 

참여활동이 그의 이미지를 단번에 바꾸게 되었던 것에 주목한다. 그리

고 음악이 정치  음악으로 재구성되는 맥락을 고찰하며 가수의 정

치·사회  활동이 그의 노래를 수용하는 청 의 시선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을 살펴본다. 궁극 으로 이 은 음악을 무 에 올리는 

과정에 수반되는 다양한 사회  맥락이 음악에 한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음악과 정치라는 틀 안에 부여했

던 의미를 해체하고 재구성해볼 것이다. 이 연구는 어떻게 음악이 정

치  음악으로 재구성되는지, 시  변화가 과거 정치 으로 사용되

었던 음악 수용 방식에 어떤 차이를 낳게 하는지, 음악가를 정치  

음악인으로 만드는 맥락은 무엇인지를 논의한다는 에서 이 의 연

구물들과 구분을 지으려고 한다. 

2. 정치적 음악의 자리 찾기 

‘정치’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재

의 과정과 방법에 주목하는 음악, 문화, 문학 연구물들에서 정치 개

념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의 정치는 주변부와 심부의 권력

계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모습의 힘겨루기, 그리고 그 맥락 속의 산

물과 련이 있다. 불균등한 힘의 계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는 집단과 집단 사이 서로의 계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삶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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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식에 향을 끊임없이 향을 다. 한 각각에 응되는 상을 

재 하는 방식 속에서 드러날 수 있으며, 개인이 타인과 구분 짓고 

스스로를 표 해내는 과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재 의 

과정과 방법, 그리고 이에 한 담론들은 그 자체로 정치성을 띤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라는 개념은 좀 더 의의 개념으로 사용되어 

특정 정당의 활동을 지지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이거나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치 역사  이야기들을 극 으로 담아내는

데 사용된다. 이 게 복잡한 의미망을 가지고 있는 정치 개념이 음악

과 만나 ‘정치  음악’이라는 개념으로 수용될 때는 개 의의 개념

으로 사용될 때가 많다. 음악이 사회 안을 노랫말과 록, 포크와 같이 

특정 음악 양식에 담는 경우를 일컫는 경우가 있으며, 정치  음악인

은 그러한 음악을 무 에 올리는 사람 는 그러한 음악 활동 이외에

도 직 으로 시 에 참여하거나 발언하는 것을 말한다. 언뜻 정치

 음악인과 그들의 음악 성향을 구분해내는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페델리티와 키 가 지 했던 것처럼, 청 이 정치  메시지를 어느 

정도까지 음악에서 연  짓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쉽지 않으며, 그런 

음악의 가사에 주목한다고 할지라도 정치  메시지를 정확하게 밝

내는 일은 꽤 어려운 작업이다.1)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

치’의 의미를 서로 다른 힘의 계 속에서 비롯되어 빚어지는 산물들

과 그것의 재  방식이라고 본다면, 음악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치와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즉, 음악은 특정 시공간 속에서 비롯된 

역사 문화  산물이기 때문에 이미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치와 음악, 정치  음악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

1) Fedelity, Mark and Linda Keefe. “Political Pop, Political Fans: A Content Analysis 

of Music in Music Fan Blog”, Music and Politics, vol. 4, no. 1(2010), pp.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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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주 언 되는 음악가들이 있다. 2014년  세상을 떠난, 한국 사

회에도 잘 알려진 피트 시거를 시작으로 U2, 밥 딜런, 루스 스 링

스틴 등과 같은 서구 사회의 가수들, 그리고 한국의 김민기, 노찾사 

등은 그들의 노래가 사회를 향해 부르짖는 외침과 메시지를 직간

으로 하거나 가수가 무  밖 사회운동에 직  참여했던 실례 때문

에 정치 인 가수로 평가 받는다. 이 에서도 피트 시거는 포크 음악

의 거장으로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시  행렬에 지속 으로 참

여하고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노래에 담아 당  구성원들과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데 불렸던 것으로 유명하다.2) 피트 시거의 를 살펴보

면, 정치  음악이라는 개념은 가수 자신의 활동 이외에도 청 이 특

정 음악가와 그들의 음악에 부여하는 의미화 작업 과정 속에서 비롯

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기 때문에, 공연의 과 후,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음악을 소비, 생산, 재하는데 련된 모든 사람들은 음악의 

정치화와 정치  음악에 련될 수밖에 없다.3) 

그러나 정치  음악에 한 많은 연구 결과물들은 정치  음악의 

의미화 과정에 한 주목보다는, 특정 음악 장르를 정치  음악으로 

개념화 시키고 노랫말, 리듬, 선율을 분석하는 연구에 더 많은 심을 

쏟아왔다.4) 그 에서도 힙합, 블루스, 소울 같은 장르들은 아 리칸 

2) 피트 시거는 서양 음악학의 한 획을 그었던 찰스 시거의 아들로 미국에서 포크 

음악에 한 심과 인기를 다시  불러일으켰던 장본인이다. 1960년 에는 반

과 인권운동과 연계한 활동을 했으며 1990년  이후에는 환경 운동을 했다. 

2011년에는 고령의 나이에도 월가 령 시 에 시  일원으로 참여했던 것으

로도 잘 알려져 있다.

3) Mattern, Mark, Acting in Concert: Music, Community, and Political Actio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98.

4) 그 일례로 페델리티와 키 는 음악의 정치에 한 연구의 부분이 역사  맥락

에 주목하면서 가사의 의미를 해석하거나, 사회 공동체, 음악 운동, 그리고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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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인들의 슬픔, 고통을 표 하고 권 에 항하는 수단으로 

변되어 왔으며, 록은 기성세 의 문화에 응하면서 사회  메시지를 

담아온 것으로 정치, 기성 문화와 반 하는 입장을 변하는 장르로 

논의되었다. 장르와 노랫말에 한 것이 아니라면 마틴 클루난이 활발

하게 논의해온 음악에 가해졌던 정부의 검열과 련 정책들에 

한 심은 꾸 히 있어왔다.5)

음악이 정치 으로 어떤 메시지를 담는 데 사용되었는지 그 맥

락을 폭넓게 분석했던 로 세 명의 연구자를 꼽을 수 있다. 존 스트리

트는 음악을 정치  맥락에 본격 으로 논의했던 선구자  한 

명으로, 그는 국, 미국, 구 소련, 유럽 등지에서 흑인 가, 포크, 

록, 게, 펑크, 재즈 등의 음악 장르가 정치  도구로서 어떻게 사용

되고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분석했다.6) 스트

리트는 “노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 략) 흑인 노 들의 노래는 정치  행 라는 의도를 직 으로 내

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래가 사용되던 방법과 맥락 때문에 

한 맥락들 사이에서의 연  등에 해 논의해왔다고 밝히고 있다(Fedelity, Mark 

and Linda Keefe, “Political Pop, Political Fans: A Content Analysis of Music in Music 

Fan Blog”, Music and Politics, vol. 4, no. 1(2010), p. 3.

5) 검열에 련된 클루난의 표 연구물로는 Cloonan, Martin, Banned! Censorship of 

Popular Music in Britain, 1967～1992, 1996, Aldershot: Ashgate나 Cloonan, Martin, 

“Pop and the nation state: towards a theorisation”, Popular Music, vol. 18, no. 2(1999), 

pp. 193~208; Cloonan, Martin, “Call that censorship? Problem of definition”, in 

Martin Cloonan and R. Garofalo(eds.), Policing Pop,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2003, pp. 13～29, 마지막으로 Cloonan, Martin, “What is music censorship? 

Toward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erm”, in M. Korpe(ed.), Shoot the Singer: 

Music Censorship Today, London: Zed Books, 2004, pp. 3～5 등을 꼽을 수 있다.

6) Street, John, Rebel Rock: The Politics of Popular Music, Oxford: Blackwell Publishing,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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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정치 일 수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한 사회의 공동체가 노

래를 새로운 맥락 속에서 사용하면서 정치  음악으로 공동체에 받아

들여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7) 스트리트는 최근 연구에서 정치의 개

념을 더욱 확장시켰다. 청 의 취향, 음악 련 시상식, 소리·음악을 

둘러싼 개념들과 이데올로기, 이 모든 것들이 정치성을 띠고 있음을 

주장한다.8) 이 랫은 존 스트리트의 기 연구물과 비슷한 맥락으

로 흑인 가, 블루스, 포크 음악, 록큰롤이 사회  항을 표출하는 

데 사용되었던 역사  실례를 분석했다.9)10) 마크 매턴은 앞서 언 된 

두 연구자의 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서 제목에서도 보이는 “공

연 장에서 행동하기(acting in concert)”라는 개념을 고안해, 음악 공연의 

무  와 밖에서 표 되는 정치  행동을 분석했다. 정치  음악이라

는 개념을 구체 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세 명의 연구는 

공통 으로 음악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일조함으로써 더욱 더 

큰 향력을 가져온다는 을 역설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음악의 정치  사용에 한 연구가 서구 사회에서는 특정 시기

에 국한되지 않고 폭 넓게 이 졌던 것과는 다르게, 한국 음악 

연구의 성과물들은 정치  음악에 한 연구를 개 한국 사의 

7) 같은 책, p. 70. 

8) Street, John, Music and Politics, Cambridge: Polity Press, 2012.

9) Pratt, Ray, Rhythm and Resistance: The Political Uses of American Popular Music,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94.

10) 이 둘의 연구 외에도 비슷한 연구 성향을 띤 연구물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한 연구 실례로는 Baker, Katherine, Sounds of the Borderland: popular music, 

war, and nationalism in Croatia since 1991, London: Ashgate, 2010와 Lebrun, 

Barbara, Protest Music in France: production, identity and audiences, London: Ashgate, 

2009, 그리고 Peddie, Ian 편 , The Resisting Muse: Popular Music and Social Protest, 

London: Ashgate, 2006를 참조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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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의 시기 던 1960년 에서 1990년 까지를 집 으로 살펴보

고 있다. 특별히 풍물, 민 가요, 마당극, 탈춤 등의 장르를 둘러싼 

연구들이 목할만한 성과를 이 냈는데, 이는 이러한 공연 장르가 

주변부의 목소리를 변하는 것으로 수용되어 무 에 올려졌기 때문

이다. 이 공연 장르에 한 연구물들은 각각이 가지는 작품 내용과 

거리 는 이들 장르가 어떤 방식으로 주변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

울이고 사회를 향해 외쳤는지를 논의했으며 각각의 장르가 당 에 가

졌던  효과와 사회에서의 역할, 그리고 수 방식 등을 살폈다. 

이 에서도 민 가요는 통 공연의 어법을 차용하던 풍물, 마당극, 

탈춤과는 다르게 서구의 음악 어법을 사용한다는 에서 나머지 장르

들과 구분되었으며, ‘민 ’이라는 단어가 종종 수반된다는 에서 기

타 음악 장르와 구별되곤 했다. 이에 김창남은 민 가요와 음

악 사이의 구분이 한계가 있음을 지 하면서 민 가요를 한국 음

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재구성하는 시도를 한다.11) 민 가요라는 용

어가 가지는 한계를 차치하고서라도 민 가요는 음악과 정치 간의 연

계를 논의하는 데에 첫 출발 이 되어왔다. 

문학, 문화연구, 신문 방송학 등의 역에서 음악과 문화

를 진지한 학문의 연구 상으로 포함했던 것처럼,12) 음악학의 연구 

분야에서도 1980년  반을 시작으로 음악에 한 연구를 시도

11) 김창남, ｢민 가요의  음악사  의의｣, 民族文化論叢, 35호(2007), 51～81

쪽.

12) 이 미, 김창남의 연구물들은 민 가요를 한국 가요 역사에서 요한 부분

으로 삼아 민 가요의 표  퍼토리와 양식들을 연구하는 토 를 마련했다. 

한 신 , 이용우 최지선이 시도했던 포크, 록 장르에 한 역사  연구는 

민 가요의 근간이 된다고 이야기 되는 포크 음악, 그리고 항을 상징한다고 

알려진 록 장르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틀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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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13) 음악과 민족은 “ 음악의 이해”라는 주

제로, 민족 음악의 이해는 “오늘날의 음악”이라는 특별 주제로 

논문을 수록하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음악학 역에서 1990년  출간

된 술의 부분은 음악의 폭넓은 수용이 술 음악의 침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표 했다. 그러나 다양한 학문 역에서 정치

 음악의 실례로서 민 가요에 한 연구가 양과 질을 더해가는 것

과는 다르게, 음악학에서의 음악 연구에서 민 가요 는 정치  

음악에 한 심사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정치  음악에 한 

논의는 서구 술 음악사에서 바그 나 카라얀과 같은 음악인들이 어

떻게 정치에 결탁하고 당  정권에 이용되었었는지를 고찰하는 것에 

머물 뿐, 음악학이 이러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한국 사회로 을 돌린 

연구를 2000년  이 의 성과물 에서 찾기란 쉽지 않다. 2000년 

이래로 어느 학문 역이든 정치  음악으로서의 민 음악에 한 논

의가 꾸 히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경우 노랫말, 작곡가, 선율, 

노래가 지닌 사회  의미와 역할에 한 분석이 부분이어서 이  

시 의 연구 흐름과 뚜렷하게 달라진 을 찾기 힘들다. 

음악의 정치  사용은 사람들이 음악을 사용하고 하는 다양한 방

식 속에서 나타난다. 이 때 음악에 부여되는 의미는 마크 매턴이 강조

했던 것처럼, 한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고 재조정되면서 재구성되기도 

하며,  다른 목 으로 사용되면서 새롭게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

다.14) 따라서 이 은 음악을 만들고 공연하는 데 개입하는 사람들 

13) 한국 음악학 연구에 비약 인 도약을 가져왔던 송방송, 이강숙, 서우석과 같은 

음악학자들의 연구는 서구 술 음악을 주된 연구의 상으로 삼던 음악학에 

다양한 연구 상을 제시했다. 를 들어 서우석은 1980년  반에 ｢한국 

음악의 이해｣라는 을 발표하기도 했다. 

14) Mattern, Mark. Acting in Concert: Music, Community, and Political Action,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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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다양한 역학 계들을 되짚어보면서 정치  음악을 만드는 과

정으로 음악의 정치를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서 논의하는 정치란 비단 

의의 의미로써 사회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음악을 포함하면서 더 

나아가, 음악이 재 되는 과정과 방법, 그리고 이것이 청 에게 수용

되어 새롭게 구축되는 의미를 맥락화하는 데에 있다.

3. 대통령 취임식 축하 공연에 오른 <상록수>

<상록수>는 1977년 김민기가 발표한 곡이다. 원래는 노동자들의 

합동결혼식에서 불릴 축가로 만들어졌지만 사회운동가들 사이에서 

리 퍼졌고 근 20여 년 동안 지곡이었다. 지곡 목록에서 자유로

워지고서 <상록수>는 아이러니하게도 이후 정권의 공익 고, 캠페인, 

통령선거캠페인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부분은 통령선거캠페인과 취임식 축하 공연 무 에서 재구

성되는 <상록수>이다.

13  노태우 통령 취임식 때부터 신임 통령은 2월 25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통령 취임식을 가진다. 청 의 규모와, 무  구성, 

무 와 청  간의 간격, 청 인사, 특별 공연 구성 등은 각 정권의 

성향을 보여 다. 2003년 2월 25일 고 노무   통령의 취임식이 

실황 계되었다. 취임식은 보통 식  축하 공연과 취임식 본 행사로 

나뉜다. 편의상 이 에서는 취임식 식  축하 공연도 취임식이라 부

를 것이다. 이 두 행사 모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연이어 열리고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98,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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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축하 공연 마무리와 함께 신임 통령이 입장하기 때문이다. 

이 에서 다루는 취임식에 오른 <상록수> 공연 분석은 KBS에서 

계되었던 것을 토 로 이 졌다. 

노무   통령은 16  통령이었다. 정치인이 되기 , 그가 

인권변호사로 사회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다. 통령이 

되기  그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비교  활발하게 꾸려졌

던 ‘노무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이라는 단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존의 다른 정치인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노사모의 

활약은 그의 통령 선거캠페인이 다른 후보들과 크게 구분되는 데 

향을 주기도 했다. 를 들어 노란색은 노사모를 상징하는 색이었는

데 노사모는 노란 셔츠에 노란 풍선을 들고 그의 유세 장을 함께 

다녔으며 일반 회사원들은 자신들의 지지 후보를 보여주기 한 방법

으로 노란색 넥타이를 매고 다니기도 했기 때문이다. HOT와 젝스키

스 때부터 풍선과 단체 티셔츠의 색깔은 가요 열  팬들에게 다

른 팬 그룹과 의도  구분 짓기에 사용되곤 했다. 그런데 이것이 선거 

유세에도 등장해 노  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효과 으로 

다른 후보들로부터 구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 그는 통령 선거

에서 정치 고를 효과 으로 이용했던 첫 통령 후보이기도 했

다.15) 1992년 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도입되었던 정치 고는 고 노 

 통령이 후보 던 2002년 캠페인에서야 가장 강하고 설득력 있게 

각 후보들의 이미지를 재 하기 시작했으며 텔 비  고는 특히 효

15) 이수범은 고 노무   통령이 인간미 넘치는 이미지를 부각한 감성마 을 

략 으로 개했었음에 주목했다[이수범, ｢제16  통령 선거의 정치 고

에 한 연구: 신문 고의 내용분석을 심으로｣,  고연구, 58호(2003), 

115~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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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의 텔 비  선거캠페인은 어두운 바탕 화면 속에서 시작된다. 

흰색 셔츠, 어두운 배경, 검은 피아노로 인해 거의 흑백이 가까운 이 

고에서 기타만이 흐릿하게 자신의 색을 보여 다. 왼쪽 한편에는 

피아노와 얼굴을 보기 힘든 피아노 반주자가 있다. 그는 기타를 치며 

그의 애창곡으로 리 알려진 <상록수>를 직  부른다. 민 가요의 

표곡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상징성이 있으며 거의 20년 동

안 지곡 목록에 올라있었던 이 노래를 통령 선거캠페인을 한 

텔 비  고에서 부른 것이다. 그런 노래를 고 노  통령이 자신

의 정치 노선을 보여주는 데 사용하 다. 피아노도 기타도 그의 목소

리에도 화려한 장식음 없이 <상록수>를 노래하고 그동안 “국민이 

통령입니다”라는 내 이션 톤의 변화 없이 흘러나온다. 그가 직  부

른 통령 캠페인 텔 비  고의 <상록수>는 사회 운동가 출신이었

던 그의 배경을 더욱 공고히 해주었다. 

꽤 성공 이었던 선거 을 치르고, 그는 통령이 되었다. 취임식 

공연에서 안숙선, 국립 창극단, 고  무용단, 소 라노 등이 무 에 

올라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고 노  통령이 취임식 단상에 오르기 

직 , 양희은이 무 에 서고 <상록수>를 불 다. 양희은은 여느 때와 

다르게 한복을 입고 등장을 한다. 그가 먼  첫 소 을 부르기 시작해

서 신형원과 남궁옥분이 뒤따라 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합창단과 

체 오 스트라가 더 화려하고 웅장하게 노래의 사이사이를 채워나

갔다. <상록수> 노래가 불려질 때, 무  뒤에 설치된 형 스크린은 

노무 이 선거 유세 을 펼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노래의 최고 정

에 이르러 “끝내 이루리라”라는 가사가 불려질 때 양희은은 그 어떤 

공연에서 불 던 때보다 힘주어 명확하게 받아갔다. 합창단은 양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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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 악구를 그 로 이어받아 같은 소 을 반복하는데 이때 

니와 체 오 스트라가 함께 이 소 을 뒷받침한다. 노래가 끝나자마

자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고 노  통령이 단상 로 오른다.

이 에서는 특별히 <상록수>가 고 노  통령이 등장하기  

불려졌던, 축하 공연의 순서에 주목하려고 한다. <상록수>가 공연되

기 에는 <새로운 한민국을 하여>, <아름다운 수강산>, <아! 

한민국>, <희망의 속삭임> 등이 연주되었다. 공연 제목이 보여주듯

이 모든 공연들은 략 으로 희망에 찬 새로 출발하는 정부의 밝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다. 각 공연의 제목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 이 곡들이 연주되던 방식도 템포, 악상 개, 악구의 연결 등에서 

축제와 같은 분 기를 달하 다. 이와 조 으로 <상록수>는 장엄

하고 웅장한 분 기를 연출했다. 그러나 취임식에서의 <상록수>는 양

희은이 이십여 년  불 던 <상록수>와 분 기가 사뭇 달랐다. 유튜

에서 찾을 수 있는 양희은, 김민기의 <상록수>, 학가요제에 선 

양희은의 <상록수> 공연은 체 오 스트라가 일사불란하게 장엄한 

분 기를 만들어냈던 취임식 공연과는 조 이다. 유튜 에서 했

던 이들 <상록수> 노래 공연들은 하나 같이 루트와 피아노의 정갈

한 분 기로 시작된다. 어느 공연에서든 “우리 나갈 길”이나 “끝내 

이루리라” 소 에서는 다른 부분과 다르게 좀 더 강조되고 명확하게 

달될지언정 체 인 분 기는 시종일  고요하다. 어떤 표정과 몸

짓으로 이 노래를 불 을지도 쉽게 짐작이 가능하다. 학가요제에서 

양희은이 불 던 <상록수>는 비디오 일로 업로드되어 있다. 이 비

디오로 양희은이 부르는 <상록수>의 무  분 기를 엿볼 수 있는데, 

노래의 고요한 체 인 분 기를 보여주듯 그는 표정이나 몸짓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우리 나갈 길”, “끝내 이루리라”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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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손과 머리를 움직여가면서 고음으로 향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담담하게 가사를 달해간다. 김민기가 부른 <상록수>는 

양희은이 부른 것보다 훨씬 더 고요하면서도 다소 막한 분 기를 

연출한다. 그는 톤이나 악상에서도 거의 변화를 주지 않으며 읊조리는 

듯한 노래를 달한다. <상록수>가 그 당시 통기타 반주로 불리곤 했

다는 에 미 봤을 때, 몇 개의 악기만으로 반주되는 분 기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취임식에서의 공연은 이 노래가 지

녀왔던 기존의 분 기를 모두 바꿔놓았다. 체 오 스트라가 몰고 

가면서 진 으로 변화하는 악상이나 반복되는 니의 리듬은 공

연의 마지막을 웅장하고 장엄하게 끝맺을 수 있게 했으며 이 공연 직

후 애국가, 국기에 한 경례, 취임 연설 등을 포함하는 좀 더 공식

인 식으로 연결되는 데에까지 효과 인 장치로 사용되었다. 이런 음악

 장치는 새로 시작하는 정부의 포부와 각오를 표 하는 데에도 알

맞았다. 무엇보다도 한때 주변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를 담고 

있던 이 노래를 연주함으로써 <상록수>는 더 이상 주변부의 공동체에

서 마음을 담아 하는 메시지로 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이들

을 극 포용하겠다는 포부와 의미를 담고 있었다. 한 이 과 다른 

배경에서 배출해 낸 통령과 새 정부의 출발을 공고히 하는 데 략

으로 쓰일 수 있었다. 

이처럼 노래가 달하는 정치  의미가 확연히 다른 것은 노래가 

불리는 장소, 불리는 목 , 공연을 만드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16) 

16) <상록수>가  다른 목 으로 사용되었던 는  있다. 1998년 한민국 

건국 5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졌던 공익 고가 바로 그것이다. 이 고 속에서 

<상록수>는 배경음악으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한국의 자랑처럼 여겨지던 박세

리가 등장한다. 골 공이 웅덩이에 빠지자 그는 양말을 벗고 들어가는데 이 

때 자막으로 <상록수>의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루리라” 이 소 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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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고 노  통령이 통령 당선 시  보여주던 사회 참여활동을 

고려한다면 그의 지지자들과 고 노  통령 당사자는 비슷한 성격

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 은, 그 주체가 정치  힘을 가지

고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이 의 <상록수>가 정부에 반 하는 사람

들을 심으로 주변부에서 사회 변화를 해 불렸던 것과는 조 으

로, 취임식에서의 <상록수>는 정권을 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정부의 

새 출발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목 으로 새롭게 구성된 무 다.

4. 소셜테이너 이효리

소셜테이 는 사회 정치  운동에 참여하거나 사회 구조에 의견을 

표출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공개 으로 지지하는 연 인들을 일컫는 

단어다. SNS 덕분에 연 인들은 좀 더 쉽게 자신들의 생각을 올리고 

이것은 재빠르게 퍼진다. 한국 사회에서 김미화, 김제동, 윤도  등은 

표  소셜테이 로 여겨진다. 

최근 이효리도 소셜테이 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다. 핑클의 멤

버로 이효리는 문화의 상징이기도 했다. 2003년 이후 솔로 앨범

을 내면서 그는 섹시 가수로 이미지를 확고히 해왔다. 2003년에서 

2010년은 이효리의 최고 인기를 자랑하던 해 다. 말솜씨가 좋은 MC

이자, 임기응변이 능한 연 인, 가수, CF 스타이기도 했다. 한때는 이

효리 신드롬이라는 단어가 신문 지면을 장식할 정도 으며 신문, 잡지 

구 로 나뉘어 자막과 함께 불려진다. 이 공익 고에서 사용된 <상록수>는 

이 노래가 원래 불렸던 맥락과는 다르게 희망을 하는 의미에서 략 으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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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는 이효리 신드롬에 한 분석 기사가 나올 정도 다.17) 그녀

의 솔직함, 거침없는 발언부터 그녀의 섹시 이미지, 패션 스타일은 

의 엄청난 심을 끌었다. 그녀의 노래 <텐 미닛>은 단숨에 에

게서 사랑과 심을 받았던 만큼, 과감한 의상과 스로 비 을 받기

도 했다. 솔로로 독립한 이후 곧 인기몰이를 하던  2010년 발매된 

그녀의 새 앨범이 표  시비에 휘말렸다. 표 로 인한 혹한 논쟁과 

비  속에서 그는 잠시 공백기를 가졌다. 

공백 이후 그녀는 앨범이 아닌 유기견 보호 운동 사로 을 

다시 찾아왔다. 혹자는 유기견 보호는 정치  행보와 아무런 상 이 

없다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려는 것은 연 인의 사회 

참여 활동이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향을 미친다는 에서 충분히 

정치 인 활동이라는 데 있다. 를 들어, 그녀의 계속된 유기견 보호 

운동은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재빠르게 사 곧이어 유기견 입양의 

날이 2012년 6월 14일로 지정되었다. 한 이효리는 안부 문제나 

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환경에 한 여러 이슈들에 해서도 SNS

를 통해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해왔다. 직  유기견을 기르기도 하고, 

련 단체를 재정 으로 지원하기도 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이 동물을 

직거래하기로 한 것에 해 자신의 SNS에 신랄한 비 을 올리기도 

했으며 동물 사랑의 이미지가 굳어진 직후 그녀는 채식주의자가 될 

것임을 선언했다. 이효리가 남기는 트 터의 들은 엄청난 속도로 

리트윗되는 것뿐 아니라, 유기견 는 기타 다른 사회 문제들에 한 

17) 신문 기사를 넘어서서 조정호는 ｢이효리의 연도별 활동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 

요인 연구｣라는 논문에서 이효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품성과 그의 소속 기획

사의 략을 읽어낸다(｢이효리의 연도별 활동 사례 분석을 통한 성공 요인 

연구｣, 연세 학교 석사학 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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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필요한 경우 사람들이 그의 트 터에 리 알려달라고 을 

남기기도 한다. 를 들어 한 사람은 이효리의 트 터에 안부 여성

에 한 책 2 을 한 모 운동이 3일 밖에 남지 않았으며 아직 모  

달성 액에 못 미쳤다고 알린다. 이효리 효과를 알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녀의 행보는 섹시 아이콘이기만 하던 그녀를 단번에 개념 

연 인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이런 이미지 변화는 앞서 논의했던 정치

 음악의 유형들과는 구분이 된다. 왜냐하면 이효리의 경우 음악 공

연으로 사회  메시지를 달하지 않고 직 인 발언과 행동으로 정

치 사회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변화된 이미지를 략 으로 상품화했다는 주장도 온 히 배제할 수

는 없다. 그 이유는 이효리의 경우 개념 연 인의 행보가 표  시비 

후에 이 져 공백기 이후  앞에 큰 반  없이 다시 서는 재도약의 

토 가 되었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로는 개념 연 인의 이미지가 

인 가수에서 더 나아가 뮤지션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재구축 

할 수 있는 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뮤지션이란 개념은 

상품성 있는 인 가수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본인의 음악을 소신 

있게 만들 수 있는 가수, 음악인을 일컫는다. 표  시비 이  그의 

음악이 더 큰 무리의 을 해 만들어진 것이었다면, 공백기 이후

의 음악은 자작곡을 포함하기도 하며 인디 음악으로 이름을 알린 사

람들과의 작업을 시도한 것들도 있다. 그의 공백기 이후 이런 행보는 

여러 모로 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에 미루어, 혹자는 스타 

마 의  다른 략이라며 그녀의 사회 참여 활동을 정치성과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그가 

이미지 변신을 마  략으로 이용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지 않다. 

오히려 새로이 만들어진 그의 이미지와 아이덴티티가 청 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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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효리를 수용하는 방식에 향을 줬을 뿐 아니라 뮤지션 이효리

의 음악을 사회  메시지를 담은 운동과 재능 기부 캠페인 등에 사용

하기에 이르 다는 , 그리고 이것이 다시 그의 정치성을 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공고히 해주는 상호연계성에 있다. 

이효리는 2012년, 동물과 함께하는 그의 삶을 다룬 에세이집 가까

이를 출 했다. 한정 으로 나온 이 책은 단시간에 베스트셀러가 되

었다. 그는 책의 홍보 상을 만들었는데 이 비디오가 그의 변화된 

이미지를 비주얼 이미지로 보여주고 음악으로 들려 다. 1분 30  정

도의 짧은 홍보 상은 스틸 컷을 이어 놓은 것으로, 이 상에서 등장

하는 이효리는 무   가수 이효리가 아니라 동물과 함께 삶을 살아

가는 일반인 이효리로 그려진다. 빠른 템포, 격정 인 리듬을 연상하

게 했던 그의 표곡들과 다르게 피아노와 기타만으로 연주되는 배경

음악은 일반인 이효리를 더 부각시킨다. 그는 캐주얼한 의상을 하고 

밝은 미소와 함께 동물을 만지고 안아주고 함께 뒹굴고 잠을 자는 모

습을 연출하기도 한다. 화려한 색조 화장 없이 드 톤 화장을 하고서 

거의 매만지지 않은 듯한 머리카락을 찰랑거리면서 활짝 웃고 있다. 

의상도 주변 배경과 비교해 튀지 않는, 오히려 주변 배경에 묻힐 수도 

있는 의상들이었다. 이 장면은 새롭게 구축된 그녀의 젠더 아이덴티티

(gender identity)를 재 한 것이다. 화려한 의상과 화장을 하고 무 에 

올라서는 그의 모습이 도발 이면서도 건강미 넘치는 섹시한 여성을 

강조했다면, 이 홍보물 속 이효리는 모성애를 품은 자연 친화 인 사

랑으로 가득 찬 인간미 있는 여성성을 내세운다. 한 <텐미닛> 이후 

솔로 활동 기에 강조해왔던 솔직함과 당당함으로 뒷받침되어 자아

를 내세우고 있다면, 이 홍보 상 속 이효리는 나와 더불어 사는 환

경, 동물, 사람을 ‘돌볼 ’ 아는 이타  이미지를 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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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이 아니다. 이것은 실제 그녀의 음악 만들기에도 반 된다. 그

녀는 2011년 <남아주세요>, 2012년 <기억해> 짧은 두 곡을 재능 기부 

캠페인 참여 일환으로 내놓았으며 두 곡 모두 유기견 보호 련 활동

으로 사용되었다. 이 두 노래 모두 기타 반주의 고요한 분 기를 띤다. 

템포, 악상, 톤에서 큰 변화 없이 이효리는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달한다. 이 의 노래에서 강조되었던 육감 인 목소리는 

아  찾을 수 없다. 책 홍보 비디오나 재능 기부 캠페인에서의 두 음악

에서나 기존에 이효리가 강조해오던 섹시한 여 사, 자아를 드러내는 

데 극 이고 개방 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매턴은 음악가 개인

에게 부여되는 이미지 변화는 그의 사회  경험과 한 계가 있

다고 지 했다.18) 이것을 이효리에 용해봤을 때 그녀의 다양한 사

회 참여는 그녀의 이미지를 섹시한 가수에서 사려 깊은 소셜테이 로 

바꿔 놓았다. 이제 이효리는 정치성을 띠는 가수로서도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되었다.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데 동기가 된 그의 사

회  경험, 그리고 이에 따라 변화된 그의 음악 만들기, 그리고 다시 

그 아이덴티티를 확고히 다지기, 이 모든 것들은 상호 유기 으로 연

결되는 의미의 연결망으로 이효리의 정치성을 논의하는 데 수반되는 

것들이다. 

5. 나가는 말

김익두는 한국 음악 연구의 경향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연구물

18) Mattern, Mark, Acting in Concert: Music, Community, and Political Action,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1998,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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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연구 주제에서 공통 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역사, 가사와 음

악을 심으로 한 노래 분석, 음악의 장르 연구, 음악가의 연 기  

연구, 승 방식 등이라고 했다.19) 정치  음악과 련된 연구 한 

이와 비슷해서 가 정치  음악인이가, 언제 어디에서 이런 음악들이 

연주 되었는가에 한 질문이 부분이다. 음악의 정치성, 가수의 정

치성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구축된다. 이 은 그러한 맥락이 무엇인

지를 되짚어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노래를 무 에 올리는 사람, 노

래가 무 에 오르는 사회  여건과 목 , 노래를 부르는 가수, 가수의 

사회 참여 활동 등은 정치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맥락을 만든다. <상록

수>와 이효리의 는 정치성을 구 하는 서로 다른 맥락을 반 한다. 

자가 노래를 무 에 올리는 주체와 공연의 목 에 따라 만들어지는 

정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후자는 계속해서 재구성되는 가수의 아

이덴티티를 둘러싼 정치성이면서 동시에 그 맥락 속에서 이해 가능한 

가수의 정치성을 반 한다.

<상록수>는 지곡이 된 민 가요의 표 사례이다. 해  후에도 

여 히 이 노래는 민 가요 역사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재 은 세 에게 이 노래는 엠씨 스나이퍼가 부른 힙합 노래로 

는 고 노무  통령의 선거 홍보용 고 삽입곡으로, 그리고 통령 

취임식 축하공연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이 노래는 고 노무

 통령의 취임식 축하공연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장식했던 노래다. 

가수 양희은은 고 노 통령의 취임식  축하 공연에서 이 노래를 

불 다. 고 노 통령의 출마 이  정치 노선을 고려해보았을 때, <상

록수>의 공연은 그의 행보를 상징 으로 보여 다. 그럼에도 취임식

19) 김익두, ｢한국  가요사 검토｣, 공연 문화 연구 24호(2012), 227～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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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상록수>가 이  시 의 <상록수>와 다른 은 이 노래를 무

에 올리는 주체와 목 에 있다. 민주화 사회를 꿈꾸던 1970～1980

년  <상록수>가 정부의 이념에 반하는 방편으로 불렸다면, 취임식 

공연은 새로 출발하는 정권을 정당화하고 차별화하는 상반된 정치  

목 이 있다. 이 은 노무  통령 정권의 정책에 한 평가는 배제

하면서, 가장 인 민 가요  하나가 무 에 오르게 되는 사회

 함의를 모색하면서 이것이 이  시 가 받아들 던 것과는 상반된 

정치성을 내포한다는 을 되짚어 보았다. 민 가요의 상반된 공연 

맥락을 살펴본 후 이 은 한 이효리의 변화된 활동 양상을 살펴보

았다. 당  가장 잘 나가던 섹시 아이콘 이효리는 표  시비 이후 자숙

의 시간을 가지면서 유기 동물 보호에 극 참여했다. 이를 시작으로 

그는 정치 사회  사안에 한 의견을 과감하게 트 터를 통해 알리

기 시작했고 섹시 아이콘, 말 잘하는 가수로 여겨지던 이효리는 이제 

개념 연 인, 소셜 엔터테이 로 각 받게 되었다. 이효리의 표  시

비 이  이후의 활동을 바탕으로 그의 음악에 향한 달라진 수용 방식

을 살펴보면서, 그의 사회 참여가 청 에게  다른 이미지를 낳게 

하 을 뿐 아니라 음악 만들기에도 향을 끼쳤음을 논의했다. 

<상록수>와 이효리의 사례는 음악이 연주되고 만들어지는 다양한 

여건들, 음악가가 어떤 이미지로 수용되는지, 음악이 어떻게 사용되는

가와 련이 있다. <상록수>의 경우 정부에 의해 음악이 공연될 때 

음악이 가지고 있던 정치성이 달라질 수 있음에 주목했다. 이 노래가 

여 히 민 가요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더 이상 주변

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민 의 개념이 아니라 정부가  다른 정치  

목 으로 사용한 민 이었다. 이효리의 경우 가수 개인의 사회  경험

이 그의 이미지를 상반되게 재구성할 수 있음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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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가사, 음악의 물리  구조만으로는 정치 ·비정치  음악을 

개념화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다른 를 2005년 재결합한 노찾사

의 <열린음악회>, 윤도 의 <러 터>, <스페이스 공감> 출연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무 에 선 노찾사의 노래는 더 이상 정치  의미를 

수반하지 않는다. 다만 콘서트 형식으로 잘 조직되고 만들어진 음악이

다. 이 이 논의했던 것처럼 가 어떤 목 으로 이 음악들을 사용하

는가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정치  음악의 맥락을 되짚어 보기에 불충

분하다. 다양한 사회  맥락과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방법을 포함

한 정치성을 함께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  음악은 사회 으로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음악이 

무 에 올려지는 데에는 복잡한 맥락 속의 음악의 정치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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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litics of Music and Politicizing Music
Minjung Kayo at the Presidential Inauguration Ceremony 

and Lee Hyo-ri

Kim, Soo Jin(Gyeongju University)

In this paper, I first examine music staged at the President inaugural 

ceremony for Noh Mu-hyŏn in Korea. For President Noh Mu-hyŏn’s 

inaugural ceremony, one of the famous minjung kayo was sung by Yang 

Hŭi-ŭn. The singer, Yang Hŭi-ŭn, is known as one of the participants 

in song movements(Norae undong) and the singer of the song “Pine 

Tree,” composed by Kim Min-ki. By staging well-known piece among 

socio-political movement activists, the governments were declaring that 

their regimes would encompass those of low social status, whereas the 

songs supported the authority of the two governments. Also, I illustrate 

the ways in which Yi Hyo-ri’s active tweetting has changed her reception 

among listeners from a sexy and hot icon to a socially-active singer. By 

providing different examples,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music is politi-

cally and non-politically constructed by those who utilize music according 

to the various occasions and purposes for which they use music.

Keywords: music and politics, politicizing music, “Pine Tree”, Lee Hyo-ri, 

socialtainer

* 이 논문은 2014년 10월 5일에 투고되어 11월 1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11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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