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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축제를 통해서 살펴본 한국 대중음악계의 비전

박 흠(가슴네트워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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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대중음악축제와 지자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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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성공적인 대중음악축제 기획 방안

3. 결론

  3.1. 대중음악축제: 도시의 브랜드 파워,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산업적인 기능

  3.2. 대중음악축제의 또 다른 산업적 가능성: 뮤지션의 해외 진출

음악축제는 지역 술축제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음악산업 활성화에 일

조하는 역할도 한다. 1960년  이래 서구에서 열린 거  규모의 음악축제

는 새로운 음반을 발표한 뮤지션들에게 음반 로모션을 하기 한 가장 

한 공간  하나로 기능했다. 그래서 공연기획 측면에서 보면 음악축제는 

음악산업 발 에 많은 향을 미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런 역할을 하

는 음악축제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근본 으로 음악

을 ‘이 시 의 술’로 바라보는 이 일반인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정책 

담당자와 매체 종사자에게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는 음악축제가 갖는 

문화 인 의미를 간과하게 만들었고, 음악축제가 음악산업 안에서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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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대중음악축제, 음악산업, 대중예술, 시대적 현상, 축제 참여의 즐거움

있는 역할도 제 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재 공연시장에서 음악축제는 격한 성장세에 있다. 2008년 

음악계를 ‘페스티벌의 해’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음악축제가 

열렸다는 이 증거로 제시될 수 있다. 이는 단지 일시 인 상이 아니라 

‘시 인 상’에 가깝다. 기존의 음악축제들은 더욱 내실을 다져가고 있고, 

신생 음악축제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이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나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성공 때문에 

많은 지자체가 음악축제의 가능성에 심을 보이기 시작해서이기도 하다. 그

리고 수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 인 여가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그 향유 

상에 음악축제가 올랐기 때문일 것이고, 한 사람들이 1990년  말부터 

화제를 통해서 경험한 ‘축제 참여의 즐거움’을 음악축제에서도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경제 인 여건의 개선으로 문화비 지출을 ‘당연히’ 할 비가 된 

사람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화제, 음악축제를 포함한 

술축제에 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재 주목받는 음악축제는 그런 시

인 흐름 안에 있다는 분석이다. 한 음악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장르의 

음악축제가 음악산업의 한 축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는 을 상기한다면, 역으

로 음악축제가 음반산업을 포함한 음악산업의 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

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 서론

음악축제1)는 지역 술축제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한 국가의 음

1) 김지 , “Rock & Roll! 8월은 록 페스티벌의 계 ”, 매일경제신문 2008년 7월 

25일자. “음악축제는 특정한 장르 혹은 행사의 성격에 따라 여러 뮤지션이 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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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산업2) 활성화에 일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1960년  이래 서구

에서 거  규모의 음악축제가 새로운 음반을 발표한 뮤지션에게 

음반 로모션을 하기 한 가장 한 공간  하나로 기능함으로

써 음악 신(scene)을 활성화했다는 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공연기획 측면에서 보면 음악축제는 라이 클럽과 함께 그 나라

의 음악산업 발 에 많은 향을 미친다. 한 서구의 경우 음악축제 

자체의 막 한 수익 창출이 축제기획자나 해당 지자체에게 큰 심의 

상이었다. 그런 이유로 음반사, 뮤지션, 지자체 모두 음악축제

가 열리는 것에 호의 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런 역

이로 공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많은 가수의 공연을 상 으로 렴한 가격에 

볼 수 있다는 에서 무엇보다 매력 이다. 보통 짧게는 이틀, 길게는 사흘 동안 

하루 종일 공연이 이루어지며 수천수만의 사람이 모이고 형 스타디움은 물론 

바닷가나 스키장 등 많은 사람이 들어찰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가능하다. 

음악축제의 명사로 꼽히는 1969년 우드스톡(Woodstock) 페스티벌만 해도 우

드스톡의 한 목장에서 열려 사흘 동안 45만 명의 사람들이 다녀갔다. 지 도 

미국, 국, 독일, 일본 등 각국에서는 각종 음악축제가 1년 내내 열리고 수많은 

이 운집한다. 문화산업 으로도 음악, 문화, 공연, 패션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음악축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 받고 있다. 명칭에서 본다면, 

‘록 페스티벌’이라고 하더라도 꼭 록이라는 특정 장르의 음악만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록의 범주가 넓어진 탓에 정통 록은 물론이고 하드록, 블루스 록, 

재즈 록, 라틴 록, 펑크 등 세부장르와 힙합, 테크노, 월드뮤직, 그리고 좀 더 

인 팝에 이르기까지 한마디로 음악의 모든 것을 아우른다. 규모 

공연인 만큼 라이 가 가능한 실력  뮤지션이 기본이고 내한공연이 부담스러운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도 종종 볼 수 있다.”

2) 음악산업은 음반, 공연, 작곡, 출 , 작권 리,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방송·

고· 화 등의 상물에 삽입되는 음악 등, 아티스트와 음원을 활용해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산업을 일컫는다. 즉, 음악산업은 음반산업을 주축으로 한 공연산

업, 악기제조업, 악보출 업 등 통  음악산업뿐 아니라 TV, 라디오 등 방송미

디어나 화의 삽입음악, 핸드폰 벨소리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국문화콘텐

츠진흥원, 2005 음악산업 백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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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는 음악축제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3) 이는 근본

으로 음악을 ‘이 시 의 술’로 바라보는 이 일반인

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정책 담당자와 매체 종사자에게도 부족해 보이

기 때문이다. 만약 ‘트 드’(범지구  당  술 교류의 의미), ‘동시

성’, ‘사회성’4) 등을 가장 유효 하게 담아낼 수 있는 술 형태를 

재 시 에서 찾는다면 화와 함께 음악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

될 수 있음에도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인식은 소수에 속한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어도 1960년  이후 음악이 ‘20세기 문화 술의 

보고’5)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에 한 인식이 매우 

뒤떨어져 있다. 이는 음악 련 정책 생산에서 오류가 생기는 데

에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결국 ‘ 음악에 한 인식의 문제’는 

음악을 주로 엔터테인먼트 역 안에서만 다루게 했고, 그래서 

음악은 한국에서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했다. 이는 음악축제

가 지닌 문화 인 의미를 간과하게 했고, 음악축제가 음악산업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제 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축제를 지엽 으로 분류해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음악축제가 서구의 사례와 달리 사회 ·문

3) 인천 역시의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나 경기도 가평군의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등이 비  있는 모범 사례이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한 이들이 내용 면에

서 좋은 평가를 받고, 집객에 성공했을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해외 음악축제와 

같은 역할을 제 로 수행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4) 트 드, 동시 성, 사회성은 문화기획자들이 콘텐츠를 기획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 인 요소이다.

5) 술에서 ‘창작’은 그 시 를 어떤 식으로든 담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에

서 음악은 20세기 들어 매체의 발달과 함께 실질 으로 발 하기 시작

했고, 무수한 장르 인 분 가 형성되면서 폭발 인 창작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20세기 인류 문화의 보고’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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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축제의 산업  의미_박 흠  45

화 ·산업 으로 제 로 인식되지 않는 데에 일조했다. 표 인 사례

가 축제를 논할 때 ‘지역축제’와 등치해 이야기하는 경향이고, 이는 

정책 단 에서 더욱 심하다. 즉, 이는 축제를 ‘지역성 표출’의 수단으

로 한정해 보는 시각이고, 그래서 지역성을 조화롭게 담아낸 로그램

이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원활한 로그램을 가진 축제를 이상 인 축

제로 보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축제를 원론 으로 보는 시각도 지 

않은데, 이는 축제를 그 기원으로부터 따져서 ‘카니발’ 성격으로 간주

한다. 이 게 지역성, 카니발로 축제를 재단하려는 고 인 시각은 

음악축제는 물론이거니와 술축제조차 축제로 보지 않고 ‘이벤

트’로 보는 경향을 지닌다.  세계 으로 유명한 축제 에는 지역성

을 드러내거나 카니발 성격의 축제들도 있지만, 요하게 다루어지는 

축제들은 이미 술축제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다. 서유럽에서는 어

도 1960년  이후 부분의 은이는 ‘페스티벌’을 들었을 때 ‘록뮤

직·팝뮤직 페스티벌’을 떠올린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축제 련 정책을 제 로 펼치는 데 문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례로 문화체육 부에서 펴낸 ｢2007 문화

축제 종합평가 보고서｣를 보면 체 51개 축제 에서 음악축제

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하나뿐이다. 물론 한국 음악축제가 콘텐

츠 측면이나 성 측면에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한 때가 지 사운

드 페스티벌(1999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2004년), 명 음악밸리 축

제(2005년),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2006년) 시작 이후인 2007년 무렵이

므로 ｢2007 문화 축제 종합평가 보고서｣에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

벌 하나만 사례로 다루었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음악축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궁 하다. 이미 한국에서도 20～30  ‘유료’ 객을 

폭발 으로 운집할 수 있는 축제는 화제와 더불어 음악축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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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음악 통권 3호(2009년 상반기)

며, 따라서 이에 한 의미를 면 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서구의 대중음악축제

음악축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에 록음악이  

세계 으로 향력을 미치면서부터이다. 당시는 반 ·평화운동이 서

구에서 정을 이루던 시기 고, 이런 사회 ·음악  분 기 속에서 

1960년  반부터 미국 뉴욕, 샌 란시스코 등지를 심으로 형 

록 페스티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시  흐름 속에 1969년 8월 15일 뉴욕 근처 우드스톡

에서 ‘3 Days of Peace & Music’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우드스톡 

페스티벌에는 3일 동안 45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람객이 모여 

공연을 즐기고 그들만의 해방구를 만들었다. 록음악에 한 순수한 

열정과 평화를 갈구했던 이 축제는 록 페스티벌이 추구하는 형이 

되었고, 이후 생긴 래스톤베리 페스티벌(Glastonbury Festival)이나 후

지 록 페스티벌(Fuji Rock Festival) 등은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우드스톡 

페스티벌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재 음악 마니아들 사이에서  세계 으로 가장 유명한 음악

축제는 일본의 후지 록 페스티벌(7월)과 서머소닉 페스티벌(8월), 국

의 래스톤베리 페스티벌(6월)과 딩 & 리즈 페스티벌(8월) 등이다. 

한 뮤직비즈니스 축제의 형태를 띠면서 시기 으로 겨울과 에 치

러지기 때문에 음악 마니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랑스의 미뎀 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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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벌(1월)과 미국의 SXSW(South By Southwest) 페스티벌(3월)6)도 음악

산업 계자들에게는 지명도가 있다.

개 해외 음악축제는 철 히 음악 마니아 상으로 마 을 

펼치고, 유료공연 형태이다. 그리고 3일 이상 축제가 열리는 것이 일

반 인데, 이는 그것이 다양한 음악과 뮤지션을 소개하기 한 최소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텐트  운 을 통한 장기 인 공연 람과 심야 

스 티 등이 하나의 축제문화로 자리 잡은 탓도 있다. 한 장르 면에

서는 록이나 크로스오버가 음악축제의 심이다. 음악 신에서 2000년 

이후 블랙뮤직(힙합, 알앤비 등)이 강세이기는 하지만, 활한 야외에서 

벌어지는 음악축제에서는 그래도 록음악이 심이 되는 경우가 

일반 이다.

개의 음악축제가 6～8월 사이에 열리는 이유는 학생 등 학

생층의 여름방학과 직장인의 여름휴가 기간을 고려하기 때문인데, 이

는 해외 음악축제 주 객층의 연령 가 20 인 것과 련이 있

다. 그리고 후지 록 페스티벌이나 SXSW 페스티벌과 같은 표 인 

음악축제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운  주체는 개 민간 

기업조직이고 축제가 알려져 안정 으로 운 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표 1>은 20개의 표 인 해외 음악축제에 한 간

략한 소개이다.

6) 국제  명성을 얻은 멀티미디어 축제인 SXSW는 음악·필름·멀티미디어 컨퍼런

스로 1987년에 처음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신인 발굴의 최고 축제로 평가받고 

있고, 소니 - BMG, 워 러더스, EMI, 유니버셜 등 메이  음반사들이 참여

하는 음악·미디어 컨퍼런스이기도 하다. 이 축제에는 공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트 이드 쇼, 컨퍼런스(비즈니스 워크 , 뮤지션 인터뷰, 강연 등)도 무수히 펼쳐

지는 등 한마디로 ‘종합 뮤직비즈니스’ 형태의 축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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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명
시작

연도

시기

(기간)
장소 장르 비고

몽트뢰 재즈 1967 7월(15일) 스 스 몽트뢰 재즈 2006년은 크로스-장르

우드스톡 1969 8월(3일) 미국 뉴욕 크로스- 장르
1994, 1999, 2005년 

개최

래스톤베리 1970 6월(3일) 국 래스톤베리 록
연극, 행 술, 

시회 병행

록 워처 1974 6월(4일) 벨기에 록 -

딩& 리즈 1976 8월(3일) 국 딩·리즈 록 두 도시 동시 진행

록캄링&

록킴 크
1985 6월(3일)

독일 아이펠·뉘른

베르그
록 두 도시 동시 진행

락 인 리오 1985
5～6월

(5일)

라질 리오 데

자네이루
크로스- 장르

1991, 2001, 2004,

2006년 개최

다이나모 1986 -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헤비메탈 -

SXSW 1987 3월(5일) 미국 오스틴 크로스- 장르 뮤직비즈니스 형태

러  퍼 이드 1989 7월(1일) 독일 베를린 테크노 -

롤라팔루자 1991 8월(3일)
2006년은 미국 시

카고 그랜드 크 
크로스- 장르 순회 록 페스티벌

오타와 블루스 1994 7월(10일) 캐나다 오타와 블루스 
가스펠, 소울, 알앤

비도 수용

티 인 더 크 1994 7월(2일)

스코틀랜드

스트래스클라이드 

공원

록 뮤지션 간의 교류

오즈페스트 1995
6～8월

(30일)

미국·캐나다

역 투어
헤비메탈 순회 록 페스티벌

V 1996 8월(2일)
국 챔 포트·

스태퍼드셔
록

버진 코드의

막강한 자본력

후지 록 1997 7월(3일)
일본 니가타 나에

바 스키장
록

2005년 12만 5,000

명 입장

릴리스 페어 1997 - 캐나다, 미국 순회 크로스- 장르 2000년부터 단

터스카 메탈 1998 7월(3일) 핀란드 헤비메탈 -

서머소닉 2000
8월

(2～3일)
일본 도쿄·오사카 록 두 도시 동시 진행

다운로드 2003 6월(3일) 국 도닝톤 크 헤비메탈 -

<표 1> 해외 음악축제 황(2006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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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중음악축제와 지자체 정책

해외 음악축제들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 정책에 근간을 두고 

축제기획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고, 그런 축제들은 명확한 축제 미

션, 비  등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에서는 명음악밸리축

제7)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정도를 제외하고는 음악축제 에

서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다.

그간 음악축제를 보면 개 특정 지역의 공연장에서 일반 인 

음악 공연이되 시간만 길게 늘인 형태에 그쳤다. 즉, 미국의 SXSW 

페스티벌, 일본의 후지 록 페스티벌이나 국의 래스톤베리 페스티

벌처럼 해당 축제가 축제 기간에 ‘개최도시의 축제 비 하에 만들어

진 음악 문 콘텐츠’로 개최 도시를 감싸 안아버리는 경우는 거의 찾

아볼 수 없었다. 이 도시들은 축제의 연륜이 쌓이면서  더 외부에

서 축제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태이고, 축제 덕분에 해당 

도시를 기억하게 만드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지자체 입장에서 성공한 음악축제는 음악산업에서 발생하는 

경제  효과 못지않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둔다. 

를 들면 미국 텍사스 오스틴 시에서 열리는 SXSW 페스티벌의 경우 

오스틴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간 으로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

고 있고, 오스틴 시의 도시 이미지를 문화 으로 구 하는 데에도 일

조했다. 보통 매년 3월에 열리는 이 행사는 코드사의 A&R (뮤지션 

7) 명시는 ‘음악도시 명’ 건설을 통해서 한국의 음악 창작·제작·유통·공연, 

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한다는 음악도시 

비 을 지니고 있었다. 재는 ‘음악밸리 사업’이 폐기되면서 ‘ 명 음악밸리 

축제’도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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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명
지자체가 얻는 

경제 인 효과
축제로부터 생되는 부가효과

후지 록

․축제 연매출이 

300～400억 원 

수

․후지 록 페스티벌로 인해 나에바의 산업 활성화

․이름 없는 지방 소도시가  세계 인 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 나에바에서 추구한 도시정책이 정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SXSW

․Music Festival: 

249억 원

․Film/Interactive 

Festival: 133억 원

․참 자들의 평

균 경비 지출: 

27만 원/일

․오스틴 시에 한  세계 언론의 주목도가 날로 높아

지고 있음

․음악공연장, 음식 , 술집들의 수입이 축제가 없는 달

의 최고 매상보다 45% 증가함

․  세계 17개국에 국제교류센터가 설치되어 오스틴 시

가 ‘  세계 라이  음악의 수도’라는 별명을 얻음

․오스틴 시에 가장 큰 컨퍼런스가 열림

․축제가 열리기 에 오스틴 시에 있는 호텔방 2만 1,879

개가 약 완료됨

<표 2> 후지 록 페스티벌과 SXSW 페스티벌의 경제  효과(2006년 기 )

섭외 트)과 뮤지션을 연결해주는 기능과 각 나라 뮤지션이 미국·

국을 포 하는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시하는 

기획을 한다. 2006년에는 오스틴 시 6번가를 심으로 자리 잡은 약 

60개의 공연장(라이 클럽 심)에서 1,300여 명의 뮤지션이 참여한 

1,500여 개의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장 규모도 300명 정도를 수용하

는 곳부터 3,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라이  클럽, 형 공연장, 그

리고 2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시청 앞 야외공연장까지 다양하다. 이런 

다양한 공연장에서 이블·국가·장르별로 나뉘어 여러 공연이 펼쳐지

는데, 2006년에는 모리씨(Morrissey), 안소니 해 턴(Anthony Hamilton), 

카메라 옵스큐라(Camera Obscura), 슈퍼청크(Superchunk), 샬라탄스 

UK(The Charlatans UK), 히든 카메라스(The Hidden Cameras), 닷슨스(The 

Datsuns), 오  몬트리올(Of Montreal) 등 수백여 이 공연을 가졌다. 

2006년에는 약 50만 원 정도이던 일(全日) 입장권이 1만 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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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렸고(공연장마다 개별 으로 입장권을 팔기도 함), 오스틴 시의 호텔방 

2만 2,000여 개가 완 히 찼다고 하며, 맥주회사, 음반사, 음향기기업

체 등 많은 스폰서가 함께했다. <표 2>는 후지 록 페스티벌과 SXSW 

페스티벌의 경제  효과를 정리한 것이다.

2.3. 한국에서 대중음악축제의 비전과 산업적인 전망8)

이토록 많은 록 페스티벌이 열리고, 이토록 많은 쟁쟁한 해외 뮤지션

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한민국 건국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록 페

스티벌’이라는 이름을 건 공연만 잡아 여덟 개가 넘고, 내한 공연이 

아닌 록 페스티벌로 우리나라를 찾는 해외 록 밴드만도 셀 수 없을 정도

이다. …… 내년에도 몇몇 록 페스티벌이 비 이라는 이야기까지 심

심치 않게 들려온다.9)

한국에서 ‘음반시장’은 괴멸되기 일보 직 이지만 ‘음악산업’은 성

장할 가능성이 높다. 음악산업은 음반시장, 음원시장, 공연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재 통 인 시장인 음반시장이 어려울 뿐, 음원

시장과 공연시장은 성장세에 있기 때문이다.10) 특히 공연시장 에서 

음악축제가 연간 30% 성장할 것으로 상하는 기 도 있다. 2008년 

음악계를 ‘페스티벌의 해’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음악

8) 박 흠, ｢ 음악축제를 통해서 살펴본 한국 음악계의 비 ｣, 문화과학 
55호, 2008, 347～369쪽에서 발췌.

9) 안인용, “여름이다, 록 페스티벌이다”, 한겨 신문 2008년 7월 17일자.

10) 일반 인 공연시장은 재 다소 고 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형 록 페스티벌 

심의 음악축제는 날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 인 공연시장을 성장세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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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이 증거로 제시될 수 있을 텐데, 이는 일시

인 상이 아니라 ‘시 인 상’에 가깝다. 기존의 음악축제들은 더

욱 내실을 다져가고 있고, 신생 음악축제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 일

단 정례화되어 확실히 자리를 잡은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11)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12) 등을 비롯해, 비정기 이기는 하지만 서태지의 ETP

페스트 등도 2008년에 열렸다. 여기에 최근 한 음악 이블방송사에서 

주 하는 한국 록그룹 페스티벌 ‘ 이어볼 페스티벌’과 구시가 주

최하는 ‘ 구 국제 재즈 페스티벌’ 등이 새롭게 시작되었고, 이미 

소 규모의 인디음악 페스티벌은 여러 차례 열렸다. 이는 인천 펜타포

트 록 페스티벌이나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성공13) 때문에 많은 지

자체들이 음악축제의 가능성에 심을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정치인들(지자체장 등)이 음악축제의 장성과 그에 따른 

정치 인 활용성14)에 주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11) 제작사 측에 따르면 티켓수입만으로 손익분기 (B.E.P)를 맞추었다고 한다.

12) 재 이 축제에는 국내외 재즈 마니아들의 심이 집 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

민을 제외한 외지 방문객 비율이 9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외지 방문객의 

지출비용으로 지역 내에 유발한 생산·소득·고용유발효과를 추정한 결과 생산

유발효과는 약 94억 8,000만 원으로 추산되었다. ｢제3회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평가분석｣, 2006.

13) 여기서의 성공은 티켓 매 등에서의 직 인 수입과 아울러 지역경제 유발효

과를 보여  것을 말한다. 이는 음악축제가 문화산업, 산업 측면에서 해당 

지자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다.

14) 선거 때 ‘표’가 필요한 지역 정치인들이 자신의 표밭에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으로 음악축제에 새롭게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성공한 음악축제에는 수만 명의 사람(유권자)이 일시에 모이는데, 가령 개막식

의 VIP 소개 시간에 축제로 들떠 있는 지역민에게 자신을 공식 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단히 유용하다. 그래서 음악 련 정책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음악축제를 만들기도 한다. 일례로 명시는 ‘ 명 음악밸

리’ 사업을 폐기하면서 명 음악밸리 축제도 같이 없앴는데(2008년 축제 산

을 배정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음악축제가 단됨), 2008년 6월에 갑자기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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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수용자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 인 여가 생활이 보편화되면

서 그 수용 상에 음악축제가 오른 것이고, 한 1990년  말부터 

화제를 통해서 경험한 ‘축제 참여의 즐거움’을 음악축제에서도 발

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경제 인 여건의 개선으로 문화비 지출을 

‘당연히’ 할 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화제, 음악축제를 포함한 술축제에 심을 기울이는 듯

하다. 즉, 이 부류의 사람들은 문화 술에 돈을 쓸 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납득할 만한’ 문화상품만 개발된다면 기꺼이 자신의 지갑을 

연다. 재 주목받는 음악축제는 이러한 시 인 흐름 안에 있다고 

분석된다.15) 그래서 음악 공연산업의 성장을 측할 수 있는 것

이다. 한 음악 선진국일수록 다양한 장르의 음악축제가 음악산

업의 한 축을 든든히 지키고 있다는 을 상기한다면, 역으로 음악축

제가 음반산업을 포함한 음악산업의 구조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겨 신문 안인용 기자는 음악축제와 음악시장과 련해 다음

산을 편성하면서 축제 이름을 ‘ 명음악축제’로 바꿔 복원했다. 자세한 속사

정은 모르겠지만, 지자체장의 정치 인 단이 개입되었거나 뒤늦게나마 음악

축제의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15) 재 음반 매량의 감, 장르 획일화의 고착 등 어두운 소식 일색인 음악

계에서 음악축제의 두드러진 성장은 의아할 정도이다. 이는 반 로 이야기하

면, 음반에서는 문화 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반을 사지 않는다

는 것이고, 음악축제에서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음악축제에 간다

는 의미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은 일반 인 음반 기획과 성공한 음악축

제 기획이 본질 으로 다르다는 이다. 이는 바로 ‘콘텐츠의 질’ 부분이다.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자라섬 페스티벌, 지 사운드 페스티벌 등 성공 으로 

자리를 잡은 음악축제를 보면 체로 ‘양질의 뮤지션’이 출연한다. 그리고 그런 

음악축제일수록 상업 으로 성공할 뿐 아니라 좋은 평가도 받는다. 이런 음악

축제에 ‘아이돌 스타’들이 나오는 것을 본 이 있는가?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출연진은 흔히 말하는 ‘언더그라운드 뮤지션’ 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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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침체된 음반시장의 활로를 록 페스티벌에

서 찾기도 한다. 해외 록밴드나 국내 인디밴드 모두에게 록 페스티벌

은 인지도를 높이는 호의 기회다. 록 페스티벌을 통해 이름을 알린 

뮤지션은 앨범 매에서 큰 폭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를 

린다. 음반시장이나 뮤지션을 해 록 페스티벌이 활성화되어야 한

다는 주장도 있다. 록 페스티벌을 통해 앨범 매나 내한 공연 등이 

이 지고, 이를 기반으로 록 페스티벌과 음반시장, 뮤지션이 함께 커

나간다는 것이다.”16)

2.4. 국내 대중음악축제의 현황

다음으로는 2008년 재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음악축제를 분

석보다는 ‘가이드’ 형식으로 살펴본다.

■ 광주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www.gymf.or.kr)

날짜: 5월 30～31일

장소: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

내용: 크로스오버 음악축제, 청소년음악인재 양성을 위한 경연대회

2006년에 시작된 주 청소년 음악 페스티벌은 ‘청소년’이라는 단어

가 들어간 음악축제이지만 10～40 의 음악애호가를 상으로 한 

로그램을 구성한다. 한 ‘ 의 음악을 부탁해(>_<)’라는 슬로건으로 

청소년 음악인재 양성에도 을 맞췄다. 년과 달리 아이돌 스타 

심으로 꾸려지던 이벤트 심의 행사에서 탈피해 국내는 물론 주 

16) 안인용, “여름이다, 록 페스티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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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음악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가수의 공연과 무

들을 비했다.  본 행사 하루 인 29일에는 클럽 네버마인드에서 

음악다큐멘터리로 구성된 음악 상회와 연 석, 순이네 담벼락의 공

연 등으로 꾸며진 야행사 ‘GYMF 2008의 밤’이 열렸다. 첫째 날인 

30일에는 김 컨벤션센터 야외무 에서 기성곡 본선경연과 라스

틱 피 , 비둘기우유 등 인디밴드의 공연과 ‘ 주포크 30년’ 행사로 

1970～1980년  <이름 모를 소녀>, <하얀 나비> 등을 불러 인기를 

끌었던 포크가수 고(故) 김정호 트리뷰트 공연을 안치환, 한보리, 김원

, 꼬두메가 꾸렸다. 둘째 날인 31일에는 창작곡 본선경연과 ‘ 음

악 명인’ 코 에 한 애, 강산에가, ‘ 스타 제 이션’ 코 에 빅뱅, 

쥬얼리가 각각 출연했다. 한 축제가 끝난 후 ‘사후 지원 로그램’

으로 6월 18일에 홍  상상마당 공연장에서 창작곡 경연 회 입상

들의 로모션 공연이 있었다.

■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www.pentaportrock.com)

날짜: 7월 25～27일

장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우자동차판매 부지

내용: 록 음악축제. 같은 시기에 열리는 일본의 후지 록 페스티벌과 

연계해 현재 트렌드의 해외 뮤지션 참여.

2006년에 시작된 국내 최  규모의 음악축제이다. 페스티벌이 열리는 

72시간 동안 캠핑하며 공연을 즐기는 펜타포트는 후지 록 페스티벌처

럼 ‘음악, 열정, 자연주의, D.I.Y(Do It Yourself), 우정’의 다섯 가지 정

신을 표방하며 표 인 국내 록 페스티벌로 자리를 잡았다. 이번 공

연에도 ‘펜타포트’의 징크스인 장맛비가 쏟아져 모래 바닥이 진흙탕

이 되었지만, 마니아들의 열정을 식히지는 못했다. 2008년에는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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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 로 나선 국 밴드 트래비스와 언더월드 외에도 미국의 가십과 

국의 피더, 한국의 자우림, 델리스 이스, 이한철과 런런런어웨이즈 

등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58개 이 참여했다.

■ 울산 서머 페스티벌(www.usmbc.co.kr/mbc_2008/sf_2008/main.html)

날짜: 7월 26일～8월 1일

장소: 울산광역시 문수월드컵구장 호반광장과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북구 강동해변 등

내용: 중국, 일본 등 한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대중가요축제

2008년으로 6회째를 맞는 울산 서머 페스티벌은 트로트, 싱싱, 가요 

스페셜, 해변, 스타 스페셜, 아 마, 록 7개 부문으로 나눠 7일간 

릴 이 콘서트를 펼쳤다.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세 가 즐길 

수 있도록 트로트에서 록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구성했다. 출연자

는 김수희, 숙, 박상철, 변진섭, 홍서범, 조갑경, 장윤정, 박 빈, SG

워 비, 시, 원더걸스, 쥬얼리, MC몽, 이승기, 록, 태진아, 부활, 

노 인, 크라이넛 등이다.

■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www.rockfestival.co.kr)

날짜: 8월 2～3일

장소: 부산광역시 다대포 해수욕장

내용: 헤비메탈 중심의 록 음악축제

2008년으로 9회를 맞이하는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에는 한국, 일본, 

미국, 국, 호주, 말 이시아 등 6개국 18개의 록밴드가 참가했다. 

미국의 헤비메탈 밴드 쉐도우즈 폴, 국의 펑크록 밴드 소호돌스와, 

펜타포트 페스티벌에도 참여했던 호주 록 밴드 엔드오  패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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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축제의 산업  의미_박 흠  57

라틴록 밴드 코  살보와 모던 록 밴드 시가베챠즈, 로그 시  록

에 바탕을 둔 말 이지아의 템퍼드 메탈 등 해외 밴드들이 참여했다. 

국내 밴드로는 뜨거운 감자, 강산에 밴드, 피아 등 기성 과 디어 클라

우드 등 신인 밴드들이 나섰다. 부 행사로 출연 밴드의 기념품 매

와 사인회 등이 이루어지는 록 라자가 마련 다. 부산에서는 부산국

제 화제와 더불어 가장 큰 지역 문화행사로 꼽는다.

■ 대한민국 음악 대향연(www.koreamusicfestival.net)

날짜: 8월 12～16일

장소: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엑스포장 일원

내용: 동해안을 찾은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축제

한민국 음악 향연은 지난 2004년 ‘ 한민국 음악축제’로 시작했

다. 지난 2006, 2007년 속 시 단독 공연으로 바 어 ‘ 한민국 음악 

향연’으로 행사 명칭을 변경해 2008년에 5회를 맞이했다. ‘특별한 

만남의 음악도시 속 ’라는 주제로 세 와 장르를 월한 음악축제를 

표방한다. 통상설 공연  지역 문화 술인 공연, 한여름 밤의 화

제, 테마별 음악 공연 등의 코 가 마련되었다. 특히 페스티벌은 주간

과 야간 행사로 나눠져 진행되는데 주간에는 다트게임, 룰렛 등이 진

행되고 야간에는 워 스, 콘서트, 장기자랑, 스경연, 청가수 공

연 등이 연출 다. 첫날인 8월 12일에는 성인과 은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음악회’ 형식의 개막공연이고, 인순이, 록, 신지, 

샤이니, 슈퍼키드, 임형주, 자우림, 윤하, 진 등이 출연했다. 둘째 

날에는 1980～1990년 를 풍미했던 ‘추억의 콘서트’ 형식이고, 장윤

정, 박 빈, 박상민, 주 미, 변진섭, 윙크, 박강성, 김정민, 서인  등

이 출연했다. 마지막 날에는 이승환의 단독 콘서트가 ‘I Love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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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속 ’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 제천 국제 음악영화제(www.jimff.org)

날짜: 8월 14～19일

장소: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반무대, TTC 복합상영관 일대

내용: 음악영화 상영. 야외 음악공연 병행

2008년에 4회를 맞은 제천 국제 음악 화제는 작년을 ‘음악 화제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는 해’로 정했다. 휴양 화제, 화음악축제라는 

그간의 인식에서 탈피해 본격 으로 음악 화의 장르화를 시도하겠

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이번에는 모두 30개국 82편의 화들이 출품

다. 개막작으로는 국 다큐멘터리 ‘ 앳하트: 로큰롤 인생’이 선정

으며, 폐막작으로는 ‘비지터’가 객들과 만났다. ‘시네마콘서트’가 

열리고, 네 가지 콘셉트로 진행될 ‘원 썸머 나잇’을 비롯해 ‘제천 라이

 이스’와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도 진행 다. 국제경쟁 부문으로 

‘세계음악 화의 흐름’ 섹션을 신설했고, ‘주제와 변주’ 섹션에서는 

1920～1940년  할리우드 고  뮤지컬 화 7편을 청해 상 했다. 

‘시네 심포니’ 섹션은 음악을 주제로 한 극장 화가, ‘뮤직 인 사이

트’ 섹션은 음악 문 다큐멘터리가 소개되었고, ‘한국 음악 화의 오

늘 섹션’에서는 최근 제작된 한국 음악 화를 집  조명했다. 그리고 

감동이 살아 있는 가족 화들을 모은 ‘패 리 페스트’ 섹션과 음악 

소재의 국내외 유수 단편 화를 청한 ‘음악단편 ’ 등이 비

되었다. 한 음악 화 사  제작지원 제도 도입을 통해 음악 화 제

작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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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P페스트(www.etpfest.com)

날짜: 8월 14～15일

장소: 서울시 잠실야구장과 야외광장

내용: 서태지가 기획한 글로벌 록 페스티벌

이 축제는 ‘기괴한 태지 사람들의 축제’(Eerie Taiji People’s Festival)라는 

의미이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음악  네트워크를 쌓아온 서태지가 

2001년 음악을 통해 뮤지션과 객이 소통하자는 뜻에서 마련했고, 

2002년과 2004년에 이어 2008년으로 네 번째이다. 4년 만에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서태지 측은 이제까지 서태지를 좋아하는 이들만의 

축제 성격이 강했던 데서 벗어나 매년 개최되는 ‘도심형 록 페스티벌’

로 변화를 시도했다. 2008년 라인업  가장 길을 끄는 스타는 서태

지와 마릴린 맨슨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4년 만에 발표한 8집 앨범의 

공식 활동을 시작할 정이다. 이 밖에 일본의 몽키 매직, 드래곤 애

쉬, 미국의 모던 록 밴드 데스 캡 포 큐티, 한국의 에픽 하이, 크라잉 

넛, 클래지콰이 로젝트 등 강한 개성을 지닌 밴드가 참여했다.

■ 동두천 록 페스티벌(www.krock21.net)

날짜: 8월 14～17일

장소: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국민관광지 특설무대

내용: 가장 오래된 지역 록 음악축제

1999년 국내 록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소요 록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08년에 10회를 맞은 음악축제이다. 산에서 열리는 

페스티벌답게 나무와 숲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 록의 해방감을 만끽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넥스트, 인순이 밴드, 김종서 밴드, 도원

경 밴드, 블랙홀, 크래쉬, 부활, 크라잉 넛, 문희 , 체리필터, 내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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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장치, 트랜스픽션, 강산에, 마야, 토미 키타 등 50여 개 이 참여

했다.  20년 만에 재결성된 백두산의 무 도 볼 수 있었다. 여기에 

일본에서 니코틴, 서바이 , 아웃 이지, 404 Not Found 등의 밴드가 

가세하고, 미국의 설 인 스래시메탈 밴드인 앤스랙스(Anthrax)가 

참여했다.

■ 대구 국제 재즈 페스티벌(www.dijf.co.kr)

날짜: 8월 22～24일

장소: 대구광역시 수성아트피아와 도심 일대

내용: 젊음과 예술의 축제를 표방

2008년에 생긴 음악축제이다. 성과 음악  완성도를 추구하는 음

악가들을 심으로 3일 동안 재즈와 컨템퍼러리 음악의 향연을 선사

한다는 계획이다. 축제 첫째 날에는 지역의 재즈 빅밴드 애 재즈오

스트라를 심으로 색소폰 연주자 이정식, 버클리음  교수인 제리 

시코, 재즈 바이올린 연주자 유진박 등이 출연했다. 둘째 날에는 일본 

오사카를 심으로 활동 인 퓨 밴드 블랙캔디, 필윤그룹, 2007 한

국 음악상 재즈& 크로스오버 부문 2 왕을 수상한 웅산밴드 등이 

출연했다. 셋째 날에는 지역을 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 백

진우 밴드, 인 인기를 얻고 있는 흑인음악그룹 디시티, 캐나

다의 재즈밴드 이스턴 스카이 등이 출연했다. 이 밖에도 축제 기간에 

도심의 라이 하우스와 재즈클럽 등에서 지역 음악가들이 매일 공연

을 열고, 경쟁을 통해 선발된 연주자들이 오 스트라와의 연 기회를 

갖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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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www.jarasumjazz.com)

날짜: 10월 2～5일

장소: 경기도 가평군 자라섬, 가평읍내 일원

내용: 가평군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난 대표적인 재즈 페스티벌

2008년으로 5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2004년에 시작되어 그해 3만여 

명, 이듬해 7만여 명, 3회째에 10만여 명이 넘는 람객들을 이끌어내

며 표 인 음악축제로 성장해왔다. 올해는 재즈 스테이지, 티 스

테이지, 뮤직 아일랜드, 아시안 스테이지, 스트리트 공연 등의 로그

램이 비되었다. 존 애버크롬비 쿼텟, 나윤선& 치 올스타즈, 존 

스코필드 & 조로바노 쿼텟 등이 참여했다.

■ 울산 월드뮤직 축제(www.cheoyong.or.kr)

날짜: 10월 2～5일

장소: 울산광역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및 문화공원

내용: 처용문화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음악축제

2007년에 시작된 음악축제이다. 행사 기간 내에 ‘울산 재즈 페스티

벌’(제9회)이 같이 열린다. 해외 으로는 호드리구 아웅(포르투갈), 

크리스티나 랑코(포르투갈), 르 앙상블(이란· 랑스) 등이 출연했고, 

국내 으로는 산족, 고스트 드 등이 출연했다.

■ 쌈지 사운드 페스티벌(www.ssamziesoundfestival.com)

날짜: 10월 3일

장소: 서울시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용: 관록의 인디음악축제. ‘숨은 고수’ 코너를 통한 신인 발굴 프로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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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잡화 회사인 ‘ 지’가 아트마  차원으로 1999년에 시작한 음

악축제이다. 그간 국내의 많은 음악축제가 사라진 결과 어느덧 최장수 

음악축제가 되었고, 홍  심의 음악 마니아에게는 가장 인지도

가 높은 음악축제이다. ‘숨은 고수’, ‘무림 고수’, ‘물 건 온 고수’ 등

의 코 를 통해 많은 비주류 뮤지션을 주목시키는 효과를 보여  

정 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다소 키치 인 캐치 이즈 때문에 뮤지

션들에게는 악 향을 주는 면도 있어, 10주년을 기 으로 체 인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17)

■ 그랜드민트 페스티벌(www.mintpaper.com)

날짜: 10월 17～19일

장소: 서울시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3개 스테이지

내용: 여성지향적 도심 음악축제. 장르와 상관없이 ‘예쁜’ 음악이 모

이는 페스티벌

2007년에 시작된 음악축제이다. 기존 페스티벌과 방송 주의 가요 

환경에서 잘 다루지 않지만 감성이 풍부하고 음악성을 갖췄으면서도 

인 코드도 갖춘 ‘ 쁜’ 음악 심으로 로그램을 구성한다. 그

러다보니 장르는 포크, 모던록, 일 트로니카, 제3세계 음악 등 다양

하다. 록 페스티벌의 헤드뱅잉이나 , 다이빙이 부담스러웠던 

객, 음악 속에서 포근함을 느끼고 싶어 하는 객을 한 페스티벌을 

지향한다고 한다. 페스티벌 이디로 이하나가 정해졌고, 공연의 헤드

라이  토이 유희열을 비롯해 정재형, 여름가을겨울, 피아니스트 이

17) 지는 재 ‘ 지 아트 로젝트’에 이어서 ‘ 지 농부 로젝트’를 표방한 바 

있다. 그래서 내년도 지 사운드 페스티벌부터는 기획 부분에서 이 과는 다

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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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 자우림, 언니네 이발 , 페퍼톤스, 이지형 등이 출연했다. 2008

년에 상업 으로 가장 성공한 음악축제로 일컬어진다.

2.5. 성공적인 대중음악축제 기획 방안

많은 국내 음악축제의 표 인 문제 을 지 해보면, 축제의 

존재 이유나 로그램 내용을 따지기보다는 집객을 시한다는 , 

지자체 기반 축제의 경우 축제의 탄생 이유가 해당 도시의 음악 

정책과 련이 어 음악 문축제가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 

장기 인 비 을 가지고 음악축제를 운 하는 조직이 많지 않다는 , 

축제 사무국 운 이 안정 이지 않아 축제 로그램의 질과 축제 자

생성에 한 계획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 술감독 등 문가가 축

제 기획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이벤트와 다르지 않은 결과물이 나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 일반인의 음악축제 자체에 한 인식

이 떨어진다는  등을 들 수 있다. 일례로 성공  사례로 알려진 해외 

음악축제들은 출연진을 결정할 때 해당 축제에서 추구하는 음악 스타

일에 맞으면서 재 트 드의 감각을 보여주는 뮤지션들을 선호한다. 

물론 인지도도 요시하지만 그보다는 음악 인 내용을 시한다. 하

지만 국내의 많은 음악축제에서는 일반 으로 주최 측이 집객 문제를 

가장 요하게 따지기 때문에 축제 기획자들은 출연자를 결정할 때 

뮤지션의 인지도, 특히 공  방송을 통한 인 인지도를 우선시

한다. 이러한 은 한국에서 아직도 음악 문축제가 제 로 정착

하지 못하고 있는 요한 요인  하나이다.

그 다면 성공 인 음악축제를 만들어가기 해서는 어떤 고

려 사항이 필요할까? 필자가 생각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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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음악 문축제에 걸맞은 콘셉트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서는 여태까지 무수한 음악 련 축제가 기획되어왔지만 정작 음

악축제의 느낌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았고, 짜깁기 형태의 로그램 

구성을 보여주는 축제도 지 않았다.

둘째, 행사 주체의 사업 목표에 부합하는 축제 정책이 필요하다. 

축제는 행사 주체(지자체, 기업 등)의 련 사업을 ‘설명’하고 ‘홍보’하

는 기능을 아울러 갖는다. 이에 따라 비 을 제시해야 하고, 그러기 

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임무, 비 , 상, 목표’가 명확히 설정

되어야 한다.

셋째, 축제 탄생 이유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축제 기획·평가에서

는 해당 축제가 만들어진 이유를 언제나 되새기고 염두에 두어야 한

다. 따라서 그런 고유의 특징에 근거해 해당 축제가 평가되고 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많은 지역 축제가 지나치게 다양

한 요구를 하나의 틀 안에서 구 하려는 백화 식 방향 설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 으로는 그 게 열거되는 요구  어느 하나도 제

로 충족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충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지역 축

제들이 안고 있는 한계이다.

넷째, 소기의 성과에 한 설정과 집 이 필요하다. 결국 축제 평가

의 핵심은 그 축제가 사 에 설정된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있다. 그래서 축제 기획에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은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다. 만약 어떤 지자체가 ‘도시 이미지 

마 ’ 차원에서 축제를 만들었다면, 축제가 벌어진 상황에서 요

한 것은 ‘집객’이 아니라 그 도시가 원하는 이미지를 해당 축제가 행

사를 통해서 얻게 해주었는지이다.

다섯째, 음악 발 에 한 기여가 필요하다. 음악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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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좋은 공연을 보여주는 행사를 넘어서 해당 지역에 음악 인

라를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국내 음악 발 의 원동력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해서는 음악축제를 통해 음악 신의 성

장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한 고민이 필요하다.18)

이러한 다섯 가지 사항이 고려된 다음에는 실제로 축제를 만들 

문 인력의 결합이 필요하다. 어  보면 문 인력은 축제에서 가장 

요한 요소이므로, 축제 기획에 독립 인 권한이 주어진 상태에서 

문 인력이 히 결합하기만 한다면,  다섯 가지 고려 이 제

로 수용될 수 있다. 즉, 어도 일정한 수 을 갖춘 축제 내용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문 인력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 우수한 공연 기획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국내외 음악에 한 해박한 지식이 필요하다. 축제기

획의 반은 기획자가 가진 정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 재의 축제

는 ‘복합문화콘텐츠’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문화기획에 한 

감각이 필요하다. 즉, 음악축제라고 해서 음악 공연 기획만 해서는 부

족하고, 서  콘텐츠로 음악을 활용한 다양한 기획과 음악 이외의 기획

이 필요하다. 이는 람객을 장기간(보통 3일간) 축제 장에 머물게 하

기 해 다양한 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가족 단 의 람객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음악축제는 복합문화공간 는 

18) 그러기 해서라도 뮤지션 처우 문제는 시 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해외 뮤지션과 국내 뮤지션 간의 개런티 차이가 심한 것은 계속 지 되는 사항

이다. 많은 음악축제에서 해외 스타들의 개런티로 최고 수천만 원을 지 하면

서 국내 인디밴드들에게는 상 으로 매우 열악한 출연료를 책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심한 경우 거의 차비 수 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ETP

페스트는 출연 조건으로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등 다른 

록 페스티벌에 출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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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콤 스와 비슷한 개념이다.

3. 결론

3.1. 대중음악축제: 도시의 브랜드 파워,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산업적인 기능

축제는 국가와 도시의 랜드 워를 높인다.19) 선진국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극 으로 행사 지원에 나서는 것은 축제를 단순

히 축제가 아닌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에 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일례로 에든버러 페스티

벌 같은 경우가 표 이다. “인구 45만 명의 도시 에든버러는 매년 

8월이면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250만 명의 객으로 북 인다. 연  

화, 책, 과학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축제가 열리지만, 8개의 페스티

벌이 집 돼 있는 8월에는 그야말로 축제의 도시가 된다. 그 에서도 

일등공신이 린지 페스티벌. 1947년 에든버러 인터내셔  페스티벌

에 청받지 못한 8개 극단이 만든 행사인 에든버러 린지 페스티벌

은 이후 매년 꾸 히 성장해 2008년에는 2,050개 공연 단체가 참가하

19) 국가 랜드 이미지는 국민, 기업, 문화유산, 정치, 외교,  등 여러 요소가 

복합 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이 가운데 은 국가 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마 에서 아주 요하고 효율 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여행이 가져다주는 

한 국가의 이미지는 시각 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이미지에도 큰 향을 끼칠 

수 있다. 외국 투자가들이 투자처를 결정하는 데 해당 국가의 여행 이미지는 

큰 향을 끼친다고 한다. 윤 미, “  세계에 아일랜드를 하라!”, 한겨

신문 2007년 6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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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네스북이 인정한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이다. 이 행사를 해 

에든버러를 찾는 객만 150만 명에 이른다. 에든버러 여름축제가 

가져오는 경제  효과는 1억 3,500만 운드(약 2,544억 원), 그  린

지 페스티벌의 효과는 반이 넘는 7,500만 운드(1,413억 원)이다.”20)

음악축제의 경우에도 일본의 후지 록 페스티벌, 국의 래스

톤베리 페스티벌, 미국의 SXSW 페스티벌의 경우 주최 측의 연 매출

이 400억 원 이고,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이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이 축제들이 해당 국가의 음악산업에서 요한 기능을 한다는 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음악축제는 아티

스트들의 홍보·마 에 상당히 정 인 역할을 한다. 거 한 음악 

마니아 집단 앞에서 가장 단기간에 음악만으로 자신들을 알릴 수 있

다는 에서, 특히 재능 있는 신인 뮤지션에게는 음악축제 출연이 

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런 시스템은 음반산업(음원산업)을 활성화하

고, 결과 으로 해당 뮤지션의 음반(음원)을 구입한 사람들이 다시 공

연장을 찾기 때문에 라이 클럽을 포함한 공연산업을 활성화한다. 이

런 이유로 일본과 미권의 음반산업은 한국처럼 격하게 무 지지 

않고 최소한 일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고, 공연산업은 여 히 활황

이다.

3.2. 대중음악축제의 또 다른 산업적 가능성: 뮤지션의 해외 진출

음악 뮤지션들의 해외 진출은 주류나 비주류 모두에게 요하

고 필요하다. 주류 쪽은 음반사들이 어느 정도 자본이 있기 때문에 

20) 김소연·이성원, “어딜 가나 변축제…왜 우린 에든버러 같은 축제 하나 없을

까”, 한국일보 2007년 9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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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류 쪽만 따로 이야기한다면, 뮤지션들의 해외 진출 방안으로서 

축제 참가나 음반 유통에 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미국의 

SXSW 페스티벌이나 일본의 후지 록 페스티벌 등에 참여하는 자체가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해외 유명 음악 페스티벌

에 참가할 경우 체재비, 홍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 SXSW 페스티벌에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이 ‘국가 인 차원’21)

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지원을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뮤지션들의 축제 참가와 함께 음반의 해외 유통을 지원하기 해서 

수출업무에서 ‘상사’ 개념의 ‘모(母) 이블 설립  운  지원’ 정책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재 국내에는 수백 개의 인디 이블이 있는

데,22) 이들의 한계는 해외 진출을 하고 싶어도 자본과 경험의 문제 

때문에 쉽사리 시도하지 못한다는 이다. 일례로 일본은 별도의(한국

과는 다른 형태의) ‘인디즈’ 시장과 유통망이 존재한다. 그러나 1년에 

1～3장 정도 음반을 발매하는 한국 쪽 인디 이블 입장에서는 일본의 

인디즈 유통망과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마  비용과 노하우가 없다

는 것이 문제가 된다. 즉, 재로서는 구조 으로 일본에서 음반을 팔

기가 힘들다. 그래서 홍보, 유통, 마 을 행하는 모 이블을 만들

고, 여기에 해외 진출을 원하는 많은 자(子) 이블이 소속되는 개념을 

21) 2006년 경우 잉 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는 UK로 묶여 100  정도

가 참여했고, 그에 해 국 술 원회가 총 으로 지원했다. 그 외에 일본

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도 국처럼 참여했다. 뮤직비즈니스 행사를 하는 컨벤

션센터에서는 각 나라별로 홍보용 책자와 CD를 무료로 배포했고, 각 나라별로 

정규 공연 이외에 티 겸 공연을 따로 진행했다.

22) 2003년 이후로는 매년 200장 이상의 인디음반이 나오고 있고, 이  상당수는 

뮤지션이 스스로 설립한 ‘자가 이블’에서 출시되고 있다. 추정하건  어도 

100～200개 이상의 인디 이블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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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수 있다. 이 모 이블은 순 히 해외시장 홍보, 유통, 마

을 담하는 기능을 갖고, 자 이블이 해외시장에 실질 으로 진출하

기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일례로 모 이블이 매달 자 이블의 

발매작 에서 ‘ 지에서 매가 가능할 만한’23) 음반들을 심으로 

일정한 계약을 맺어 음악잡지 카탈로그 고 등 마 을 행하고, 

한 지 음악축제, 투어 등을 주선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정부가 모 이블이 지출하는 고, 축제 참가, 투어 등에 소요되는 

행 비용을 일정 기간 보존해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내에 아시아 시장과 구미 시장을 목표로 하는 ‘비

즈니스 문’ 성격의 음악축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축제 로그램 안에 ‘비즈니스 센터’ 기능을 넣고, 향력 있는 해외 

음악 계자들을 지속 으로 불러들이는 방법이다. 이 같은 투자는 

국가  홍보뿐 아니라 산업 진흥 등의 경제  효과도 발생시키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상된다.

23) 자 이블의 모든 발매작을 해외에서 유통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 히 마

인 에서 선별해 유통해야 효과 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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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ustrial meaning of popular music festival: 
Vision of Korean popular music scene relating to popular 

music festival

Park Jun-Heum(Gaseum Network)

In addition to serving as regional art festivals, popular music festivals 

also serve to stimulate the music industry. The large scale popular music 

festivals that have been held in the West since the 1960s have func-

tioned as one of the most suitable places for musicians about to release 

a new album to promote their work. Therefore, viewed from the per-

spective of concert planning, popular music festivals have exerted a larg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 music industry.

In Korea, however, even now there is little appreciation of this point, 

and it is difficult to see any stimulation in the popular music festivals 

that are fulfilling this role. Fundamentally, this is because the view that 

popular music is “the popular art form of this generation” seems in-

sufficient both to the general public and also to policy makers and the 

media. This has resulted in Koreans missing the cultural meaning held 

by popular music festivals, and the part that popular music festivals 

could play in the music industry has not been properly realized.

Despite this, music festivals are in a position of rapid growth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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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s currently on the market. As evidence for this, one could 

offer the variety of music festivals being held, making 2008 for the 

music world worthy of being designated the “Year of the Festival.” This 

is not merely a passing phase but is closer to a “generational 

phenomenon.” The established music festivals are becoming even more 

substantial, and new musical festivals continue to appear as well.

This growth comes as a result of the many regional organizations 

which have begun showing interest in the potential of musical festivals 

since the success of the Incheon Pentaport Rock Festival and the 

Jarasum Jazz Festival. Further, viewed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music festivals have arisen as an object of consumption as a lifestyle 

of recreation and leisure becomes more widespread. Furthermore, it ap-

pears that people have discovered in the music festivals the same “joy 

of participation in a festival” that they have experienced at film festivals 

since the late 1990s.

Now, with the improvement of economic conditions, the number of 

people who are ‘definitely’ ready to expend money on recreation is 

increasing. Such people are considered to be interested in art festivals, 

which include film and music festivals. It is our analysis that music fes-

tivals, which are currently receiving much attention, are part of this 

generational trend. In addition, let us keep in mind the fact that, the 

more musically developed the country, the more music festivals in a 

variety of genres are a pillar supporting the music industry. It is also 

our opinion that, inversely, music festivals aid in strengthening the struc-

ture of the record industry and the music industry of which it is a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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