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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일반논문

행보와 동행:

≪월간 윤종신≫의 매체와 협업에 관한 고찰*38)

김정원(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ide 박사 수료)

1. 들어가며

2. 행보 1: ≪월간 윤종신≫과 매체

  2.1. ≪월간 윤종신≫

  2.2. ≪월간 윤종신≫ 모바일 앱

3. 동행: ≪월간 윤종신≫에서의 협업

  3.1. 음악적 협업

  3.2. 비음악적 협업

4. 행보 2: 넓히고 새로 짓기

5. 나가며

* 이 은 필자가 2014년 2월 15일 미국 하와이 학 동서문화센터 국제 학원생 

학회(the 13
th

 East-West Center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 Conference on the 

Asian Pacific Region)에서 발표한 “Old-Fashioned Music on Up-To Date Devices: 

An Examination of the Utilization of a Mobile Application in Monthly Project by Korean 

Popular Singer Jongshin Yoon”, 동년 2월 23일 미국 음악인류학회 남캘리포니아 

하와이 지부학회(the 48
th
 Annual Meeting of Society for Ethnomusicology, Southern 

California and Hawai‘i Chapter)에서 발표한 “Going Together Toward Music: An 

Examination of Musical/Non-Musical Collaboration in Monthly Project by Korean 

Popular Singer Jongshin Yoon”, 그리고 동년 8월 9일 아시아 음악학회(the 

4th Inter-Asia Popular Music Studies Conference)에서 발표한 “Stepping Forward and 

Working Together: An Examination of the Utilization of a Mobile Application and 

Musical/Non-Musical Collaboration in Monthly Project by Korean Popular Singer 

Jongshin Yoon”을 통합, 수정, 번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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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윤종신, ≪월간 윤종신≫, 대중음악 매개, 대중음악 모바일 앱, 대중음악 

협업

이 은 ≪월간 윤종신≫의 매체 활용과 이 작업에서의 음악 , 그리고 비

음악  업에 해 고찰한다.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체의 발 은 음악의 생산과 장, 보 , 

소비 방식에 다양한 향을 미쳐왔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과 같은 모

바일 기기가 음악의 요한 매체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가수들은 시디 

발매 신 디지털 음원을 내놓거나 유튜 에 뮤직비디오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가들  윤종신과 그의 작업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그는 2010년 

4월부터 ≪월간 윤종신≫이라는 이름으로 다달이 한 곡에서 두 곡씩 발표하고 

있는데, 2012년 9월 호부터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음악을 선보이기 시작했

다. 한 ≪월간 윤종신≫ 반부터 진행되던 다른 가수  연주가, 작곡가, 

로듀서와의 음악  업을 미술가와 무용가, 화 평론가, 그리고 청취자들

까지 참여하는 비음악  업으로 확 시키기도 하 다. 

이 은 모바일 앱을 통한 ≪월간 윤종신≫의 매개  음악 ·비음악  

업이 음악에 한 음악하기를 확장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  ≪월간 

윤종신≫이 이른바 이팝 신에서 어떠한 장면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조명해 

볼 것이다. 이를 해 우선 ≪월간 윤종신≫ 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음악을 재 , 매개하는지를 알아본다. 다음으로 음악가

들과 다른 분야의 술가들이 ≪월간 윤종신≫에서 업을 하는 양상을 살피

고, 이러한 업과 음악하기의 련성을 논의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지난 4월 30일 래퍼 빈지노가 참여한 2015년 4월 호 <The Color>가 

발표되면서, ≪월간 윤종신≫은 만 5년째에 어들었다. 작년 4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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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일어난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2014년 

4월 호가 발간되지 않았던 것을 제외하곤, ≪월간 윤종신≫은 2010년 

4월 호를 시작으로 재까지 매달 꼬박꼬박 한 곡에서 많게는 세 곡의 

가요들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1) 이러한 행보는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음악을 통틀어 매우 드문 이기 때문에, 평자들은 ≪월

간 윤종신≫에서 매달 나오는 곡들의 음악  수  혹은 가치를 따지기

보다, 윤종신의 열정과 꾸 함을 높이 평가해왔다. 사실 한국 음

악계에서 가수, 작사가, 작곡가, 그리고 로듀서로서 윤종신이 최고

로 꼽히진 않는다. 게다가 그는 2003년부터 텔 비  능 쪽으로 활

동 역을 넓히면서 음악인으로서의 성격이 다소 불분명해진 것도 사

실이다. 그 다면 ≪월간 윤종신≫은 윤종신 스스로의 말마따나 “이쪽

쪽 다 제 로 잡히지 않는” 치에서 비롯된 “강박 념”이 “다작을 

통해 ‘음악은… (윤종신의) 생활이자… (윤종신과) 늘 붙어 다니는 것’이

라는 일종의 올가미를 우고… (윤종신) 자신을 채 질”하여 얻어낸 

결과물로 볼 수 있을까?2) 는 “1주일에 4일은 능하고 3일은 음악

하는” 윤종신의 정체성을 재정립시키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3)

이 은 기존의 평자들과는 다른 방향에서 ≪월간 윤종신≫에 근

1) 물론 2013년에는 에 윤종신이 불 거나 작사, 작곡했던 곡들을 다르게 편곡

하고 바꿔 부르는 일종의 리메이크 성격을 띤 ‘리페어’(repair)라는 이름의 작업들

이 진행 다.

2) 강명석, ｢윤종신 ‘ 능과 음악, 양다리가 아니가 양쪽 다 올인했다｣, 텐아시아, 

2010년 11월 21일, http://tenasia.hankyung.com/archives/5450; 박재덕, ｢[박재덕의 

턴] 2011년 가요계에서 윤종신이 갖는 의미｣, 조이뉴스24, 2011년 12월 11일, 

http://joy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700100&g_serial=62400

2&rrf=nv.

3) 박경은, ｢윤종신 ‘1주에 4일은 능, 3일은 음악하며 삽니다’｣, 경향신문, 2010

년 10월 31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 

312124455&code=9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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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특별히 ≪월간 윤종신≫을 매개(mediate)하는 모바일 애 리 이

션(이하 모바일 앱)과 이 작업에서의 음악 ·비음악  업에 주목하면

서, 이러한 매개체의 활용과 업의 양상이 음악의 실천  경험 

방식, 즉 음악과 련된 ‘음악하기’를 확장시키는 지 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월간 윤종신≫을 통해 이른바 이팝 신(K-pop scene)

에서 어떠한 장면이 구축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 행보 1: ≪월간 윤종신≫과 매체

2.1. ≪월간 윤종신≫

1990년 015B 1집의 객원 가수로 데뷔한 윤종신은 이듬해 자신의 

첫 앨범을 내놓으며 솔로 가수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음악 활동 

역이 노래에서 작사, 작곡, 로듀싱에까지 이르 지만, 앞서 언

했다시피 각 역에서 최고의 치에 있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따라

서 윤종신과 그의 음악 활동이 크게 주목받거나 논의의 상이 되었

던 은 드물었다. 그러나 그가 2010년에 시작하여 재까지 진행하

고 있는 ≪월간 윤종신≫은 음악 창작의 부지런함은 차치하고라도, 음

악 매개의 기반인 모바일 앱이 구성되는 방식과 음악의 재 (re-present) 

양상은 연구자로서 여겨볼 만하다.

2008년에 정규 11집 ≪동네 한 바퀴≫를 발표한 이후 윤종신은 

2010년 3월 말 신보를 발표한다. 이 신보는 ≪Monthly≫라는 이름으

로 단 두 곡이 실린 싱 이었다(<그림 1>). 윤종신은 앨범 발매 직후인 

2010년 4월 14일 문화방송 <음악여행 라라라>에 출연하여 앨범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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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maniadb.com/artist/108041?o=d&d=s. 

<그림 1> 싱  ≪Monthly≫의 표지

곡 <그  없이는 못살아>와 <막걸리나>를 부르는 한편, 다달이 곡을 

만들어 다음 달에 바로 발표하는 ≪Monthly≫라는 이름의 앨범들을 

선보일 정이라고 밝혔다. 이때 말한 로 그는 매달 꼬박꼬박 한두 

곡 씩 싱  앨범을 통해 발표했고, 2010년 6월부터는 ≪월간 윤종신≫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방식의 작업은 윤종신의 말을 인용하자면, 자신의 음악 “행

보”를 “일기” 쓰듯 “기록”하고, “팬들과 부지런히 교감할 수 있는 교

류 창구”이자 “다양하고 새로운 음악  변신”을 실험하는 장으로 설

명될 수 있다.4) 이에 따라 윤종신은 데뷔 때부터 자신의 주력 장르인 

발라드를 비롯하여 디스코, 재즈, 스윙, 락, 게, 보사노바와 같은 다

양한 음악 장르들을 ≪월간 윤종신≫에서 시도했다. 이러한 장르들은 

4) 김지윤, ｢윤종신 ‘음악  변신 선보일 것’ 먼슬리 로젝트 6일 공개｣, 뉴스엔, 

2010년 5월 6일, http://bit.ly/9WUUrj; 이은정, ｢윤종신 “인생 은 ‘내추럴’, 음악

은 ‘리버럴’”｣, 연합뉴스, 2010년 11월 8일, http://me2.do/G6pkoNDo; 김 , 

｢윤종신 ‘단정 짓지 말고 나를 지켜  달라’｣, 2010년 11월 15일, http://kbhman. 

com/index.php?mid=interview&page=2&document_srl=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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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음악가들이 작업에 동참하여 연주와 편곡을 담당하면서 이 질 

수 있었다. 를 들어 ≪월간 윤종신≫ 2011년 1월 호의 <Happy New 

Year … With You>는 재즈 피아니스트 김 민의 피처링과 함께 재즈

곡으로 완성되었고, 뒤이어 발표된 2011년 2월 호에 수록된 <바바바>

는 이상순의 기타 연주로써 보사노바가 되었다. 그러나 ≪월간 윤종

신≫의 실험 인 측면은 음악 장르 자체의 변화보다는 그 음악을 홍보

하고 매개하는 방식에서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월간 윤종신≫의 시 인 <Monthly>를 2010년 3월 말에 발표했을 

때 홍보를 해 윤종신은 지상  방송의 음악 로그램에 출연하여 

수록곡들을 라이 로 들려줬다. 이는 부분의 가수들이 신곡을 내놓

을 때 일반 으로 하는, 이른바 ‘고 ’인 음악 홍보 활동이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월간 윤종신≫은 처음과는 다른 로모션 방식

을 취했다. 수록곡의 뮤직비디오를 유튜 에 공개하고,5) 윤종신 개인

의 트 터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신보를 소개했다.6) 물론 이러한 

방식들을 이 에는 없었던 완 히 새로운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미 

수많은 국내외 가수들이 유튜  공식 채 에 음악을 업로드하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럼에도 이 이 ≪월간 윤종신≫의 홍보 방식을 실험 으로 평가하는 

데엔 음악 생산의 결과물만을 단순히 ‘선보이고’, 음악 소비자들에게 

‘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에 있다. ≪월간 윤종신≫과 련

하여 윤종신은 트 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그가 구와 어떻게 신곡을 

작업하는지,  어떠한 배경에서 그 음악을 만들게 되었는지를 일상처

5) ≪월간 윤종신≫의 유튜  채 은 https://www.youtube.com/user/monthlymelody이다.

6) 윤종신의 트 터는 https://twitter.com/melodymonthly, 페이스북 페이지는 https:// 

www.facebook.com/monthlyjs이다.

연세대학교 | IP: 165.***.14.104 | Accessed 2018/04/12 15:33(KST)



행보와 동행_김정원  51

럼 이야기한다.7)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에서 공유되는 ≪월

간 윤종신≫에 한 이야기는 음악과 아무런 련이 없는 사람들에게

까지도 음악의 생산 과정을 인식시켜 다. 게다가 음악에 한 ‘말’과 

‘ ’은 구체 인 소리나 노래 가사, 이미지와는  다른 형식으로 

음악의 다양한 측면들을 ‘재 ’시키는 동시에, ≪월간 윤종신≫을 ‘매

개’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

2.2. ≪월간 윤종신≫ 모바일 앱

2011년부터 ≪월간 윤종신≫ 싱 은 시디(CD) 신 디지털 음원으

로 매체를 체하게 된다.8) 그리고 2012년 9월에는 모바일 기기에서 

구동되는 ≪월간 윤종신≫ 앱이 출시되었다.9) 이 앱은 무료로 다운로

드가 가능하며, 구독 역시 무료이다. 

7) 물론 이것이 윤종신만의 고유한 방식은 아니다. 윤종신 외에도 김동률, 루시드 

폴, 이승환, 이  등이 개인 블로그와 홈페이지, 트 터, 페이스북에 신보를 만들

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팬들과 공유했다.

8) 그 다고 ≪월간 윤종신≫이 시디를 완 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매달의 수록곡

들은 연말 <행보>라는 이름으로 수합되어 윤종신의 정규 앨범 시디로 재발매된

다. 2010년에 발표된 ≪월간 윤종신≫의 곡들은 <행보 2010>으로 윤종신 정규 

12집, 2011년 ≪월간 윤종신≫ 수록곡들은 정규 13집 <행보 2011>로, 2012년과 

2013년에 ≪월간 윤종신≫으로 발표된 곡들은 각각 정규 14, 15집으로 분류되어 

재발매되었다. 정규 15집인 <행보 2013>은 세 장의 시디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시디는 ≪월간 윤종신≫ 이 에 정규 앨범으로 발표된 곡들  

일부를 골라 재즈 피아니스트 김 석, 조윤성과 업한 재즈 풍의 음악으로 구성

되어 있다.

9) 처음에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한 애 리 이션으로 출시되었으나, 2014년 

5월부터는 안드로이드 운  체제에서도 ≪월간 윤종신≫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애 의 ≪월간 윤종신≫ 앱은 https://itunes.apple.com/us/app/wolgan-yunjongsin/id 

557133093?mt=8, 안드로이드용은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 

com.caizer.yoon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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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윤종신과 업한 음악가들이 모델로 나선 짧은 동 상 형식의 움

직이는 사진, 혹은 미술가들의 앨범 커버10)

차례 ≪월간 윤종신≫ 콘텐츠 차례

편집장(발행인)

의 말11)
편집장 윤종신이 그 달의 곡과 업 음악가들을 간략히 설명

20XX 월간 윤종

신 XX월 호12)

․이달의 앨범아트: 앨범 아트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 소개13) 

․이달의 아티스트: 당월의 업 음악가들을 구체 으로 소개

․이달의 노래: 수록곡의 1분 미리 듣기, 가사 제공, 곡을 구입

하여 청취할 수 있는 온라인 음악 상 으로 링크, 수록곡의 작

사, 작곡, 편곡, 연주자 명단  창작 배경과 련 일화 공개 

․이달의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제작 장 사진 수록, 뮤직비디

오 링크

어수선한 화 

이야기14)

윤종신과 화평론가 허지웅, 가수 조정치, 화감독 장항 , 작사

가 김이나, 방송작가 김세윤, 가수 퓨어킴 등이 당월 음악과 련 

있는 화에 하여 담 

Cafe LOB Gallery15) 한국의 신진 미술 작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소개

월간 투게더16)
월의 ≪월간 윤종신≫을 들은 감상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 한 

팬들의 작품을 수록

아카이
2010년 4월 호부터 재까지 ≪월간 윤종신≫ 컬 션, 각 표지를 

클릭하면 음악 상 과 유튜  링크

만든 사람들
≪월간 윤종신≫에 참여한 음악가  다른 분야 술가, 제작진 

명단 수록

<표 1> ≪월간 윤종신≫ 모바일 앱 구성

2010년 3월 말 첫 <Monthly> 발표 직후 윤종신이 <음악여행 라라

라>에서 함께 출연했던 가수 하림의 말을 빌어 ‘월간지’ 같은 음악 

작업의 결과물을 다달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직후 ‘월간’이라는 표

이 같은 해 6월부터 정식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월간’ 그

리고 ‘잡지’는 ≪월간 윤종신≫의 음악 작업 형태뿐 아니라, 음악 외  

정체성을 결정지었다. 이에 따라 ≪월간 윤종신≫ 모바일 앱 역시 일

반 인 월간지처럼 구성되어 있다(<표 1>).

그런데 앱은 기본 으로 디지털 기기를 기반으로 한다. 즉 ≪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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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 모바일 앱이 담고 있는 내용은 디지털화된다. 따라서 앱은 

디지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실물의 정보, 다시 말해 시각이나 청각 

 하나에만 의존하는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앱은 디지털화된 다  매체 콘텐츠를 통해 음악에 해 ‘읽

고’, 음악의 재 을 ‘보고’ 음악 소리를 ‘듣는’ 행 를 하나의 랫폼 

내에서 순차 으로 혹은 동시에 가능  한다. 물론 이미 기존에 논의

되었던 바와 같이, 음악은 서로 결합된 다  매체를 거치며 재

되고 매개되어 왔다. 컨  시디에 포함된 해설지에는 노래 가사와 

10) 2012년 9월 호 표지에서는 짧은 기타 아르페지오 소리를, 2014년 8월과 11월, 

12월 호 표지에서는 동 상과 함께 당월 수록곡 <여자 없는 남자들>, <행복한 

물>, <지친 하루>의 일부를 들을 수 있다. 2015년에는 음악가들의 움직이는 

사진 신 미술가들이 당월의 음악을 시각화시킨 작품들을 표지에 사용하고 

있다. 이 작품들은 2013년에 사용되었던 앨범 아트처럼 음원의 앨범 사진 역할

을 한다.

11) 2015년 2월 호부터 편집장 신 발행인이라는 표 을 쓰고 있다.

12) 2015년 1월 호부터는 이 부분이 ‘이달의 아티스트’, ‘이달의 노래’, ‘이달의 

뮤직비디오’, ‘월간 토크’로 각기 분리되어 실린다. ‘월간 토크’는 앨범 커버, 

즉 표지에 사용된 작품을 만든 미술가들과 윤종신, 아트 디 터 이강훈의 담

을 공개한다. 

13) 엄 히 말하면 앨범 아트 작가  작품 소개는 2013년 ≪월간 윤종신≫ 앱들에

만 해당된다.

14) ‘어수선한 화 이야기’는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윤종신 & 허지웅의 어수선

한 화 이야기’로 진행되었다가, 이후 2015년 1월까지 ‘어수선한 화 이야기’

로 명칭이 변경되어 휴재되었다. 2015년 2월에 윤종신, 방송작가 김세윤, 가수 

퓨어킴의 담으로 재개되었는데, 2015년 2월 호와 3월 호, 그리고 4월 호에는 

아트 디 터 이강훈과 미술가 김시훈, 진우, 서원미가 함께하기도 했다.

15) 2014년부터 ≪월간 윤종신≫이 앨범 아트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2013년에 이어 

달마다 미술가들을 선정해 그들의 작품을 서울 평창동 소재 카페 로 (Cafe 

LOB)에 시하고, ≪월간 윤종신≫ 모바일 앱에서도 ‘Cafe LOB Gallery’ 메뉴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16) ≪월간 투게더≫는 2014년 7월에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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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가의 사진  음악 정보가 수록되어 있어서 청취자들은 귀로 음

악 소리를 들으며 으로는 련된 사항을 읽을 수 있었다.  가수들

은 이시디(VCD)나 디 이디(DVD) 형태의 앨범을 발표해 팬들이 소

리와 더불어 사진과 동 상까지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월간 윤종

신≫이 러한 들과 구분되는 지 은 바로 앱이라서 가능한 ‘융합’

에 있다.

<표 1>에서 략 살펴보았듯이, ≪월간 윤종신≫은 언어, 그림, 사

진, 소리, 동 상 등 다양한 수단과 매체를 포함한다. 이러한 수단과 

매체들은 모바일 앱이라는 단일 랫폼 안에서 일차 으로는 수록곡 

자체를 재생시키고 곡과 연 되는 여러 사항들을 설명하며 시각화하

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재 시키면서, 결국 음악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월간 윤종신≫ 앱을 통해 일어나는 음악의 매개

는 기존의 음악 이시디나 디 이디 음반, 시디와 해설지의 에

서 발견되는 다  매체 간 ‘결합’보다 한층 더 복잡하다. ‘디지털화’를 

거친 각양의 콘텐츠들은 서로 다르게 음악을 재 시키면서도, 이 과정

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앱을 규정지음에 따라, ‘융합 매개’의 방식

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월간 윤종신≫의 콘텐츠들은 

구체 으로 어떻게 음악을 재 시켜 매개하는 것일까?

우선 표지는 윤종신과 작업에 함께 한 음악가들의 모습, 그리고 수

록곡의 내용과 분 기를 나타내는 이미지를 움직이는 사진, 혹은 미술 

작품으로 보여 다. 2013년 한 해 동안 ≪월간 윤종신≫ 앱 콘텐츠에 

포함되었던 ‘앨범 아트’는 한국의 신진 작가들이 참여해 윤종신과 그

의 음악을 미술 작품으로 표 한 것이다. 이 작품들은 ≪월간 윤종신≫ 

앱에서 소개됨은 물론, 윤종신 소유의 카페 로 에서 실제로 시된

다. 한 매달의 앨범 아트는 당월 음원의 앨범 사진 역할을 하여 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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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디지털 기기에서 재생될 때 보인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월간 

투게더’는 문 작가가 아닌 청취자들이 참여하는 콘텐츠이다. 팬들

이 월의 ≪월간 윤종신≫을 듣고 그 느낌을 그림, , 공연 등으로 

표 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공유하면 선정작들이 월간 투게더

에 실린다. 따라서 표지와 앨범 아트, 월간 투게더는 음악의 수용과 

해석  재해석, 시각  재 이라는 메커니즘을 구 한다.

≪월간 윤종신≫ 앱에서 ‘편집장의 말’과 수록곡을 소개하는 ‘이달

의 노래’는 음악 자체의 특징뿐 아니라 그 음악의 맥락과 생산 과정을 

로써 풀어낸다. 기본 으로는 시디 해설지와 마찬가지로 가사와 참

여 음악가들을 소개하지만, 이에 덧붙여 창작의 계기, 배경, 가사의 

의미, 선율의 성격과 연주에서의 주안  등을 상술한다.  업 음악

가들의 인터뷰를 보태 그들이 ≪월간 윤종신≫을 만들고 연주할 때 

무엇을 요시하는지, 어떻게 음악을 해석하는지에 해 구체 으로 

알게 해 다. 이러한 부분들은 음악이 소리와 이미지로 재 됨을 넘어 

문자화 그리고 정보화되는 일련의 과정, 즉 음악이 문자를 거쳐 정보

로서 재 되는 과정을 보여 다. 

‘어수선한 화 이야기’는 <표 1>에서 알 수 있다시피, 윤종신과 

화평론가 허지웅, 그 외 사람들이 모여 당월 ≪월간 윤종신≫ 수록

곡과 연 이 있는 화에 하여 이야기를 나  것을 녹음하여 유튜

에 업로드한 링크로 공개한다. 사실 오에스티(OST)를 들려주며 

화를 리뷰하는 방식은 한국의 많은 라디오 로그램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포맷이다. ≪월간 윤종신≫ 앱에 포함된 담 형식의 화 

리뷰 역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윤종신이 디제이(DJ)를 맡았던 라

디오 로그램 <두 시의 데이트>의 한 코 고, 허지웅 한 그 코

에서 진행을 했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라디오의 화 리뷰 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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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를 바꿔 옮겨진 것에 다름없다. 그런데 여기서 ‘라디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디오는 표 인 음악의 매개체  하나로 분류된다. 

라디오가 음악을 매개할 때의 과정을 살펴보면, 일차 으로는 재생된 

음악 소리가 먼 거리에 있는 다수의 청취자들에게 된다. 이때 디

제이는 음악에 한 각종 정보를 말로 달한다. 다시 말해 라디오에

서는 음악 소리와 사람의 말이 음악을 재   매개시킨다. 이러한 

라디오의 메커니즘이 화 이야기를 통해 ≪월간 윤종신≫ 앱에 포함

되면서 융합 매개의 한 방식으로써 작동하는 것이다.

지 까지 ≪월간 윤종신≫과 그 음악의 매개체인 모바일 앱의 구성, 

활용 방식에 해 살펴보았다. 앞서 언 된 바 로, ≪월간 윤종신≫

에는 다른 음악가들과 미술가, 화 평론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윤종신은 이를 ‘ 업’이라 칭한다.17) 

이 의 다음 부분은 ≪월간 윤종신≫에서 업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의를 논의한다.

3. 동행: ≪월간 윤종신≫에서의 협업

3.1. 음악적 협업

음악 생산에 있어 작사, 작곡, 편곡, 연주가 각기 다른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른바 분업 체제는 결코 특이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월

17) 강수진, ｢윤종신, 26개월 연속 앨범 발표… 실험은 지 부터｣, 경향신문, 

2012년 5월 2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 

05022122185&code=9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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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윤종신≫에서 이루어지는 업은 음악의 일반 인 생산 과정

으로만 이해하기엔 아까운 감이 있다. 작업의 최종 결과물에 참여자 

이름이 공개되고 단순히 그 공을 치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

인 업의 상황들이 모바일 앱과 윤종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상

에서 지속 으로 공유됨은 물론, 참여 음악가들이 집 으로 보다 

상세하게 조명되기 때문이다. 

≪월간 윤종신≫은 윤종신이 곡을 쓰고 노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

지만, 편곡은 다른 음악가가 맡아 왔다. 편곡 외에도 노래와 연주, 작

곡, 로듀싱에 동료 음악가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업은 2011년부

터 본격 으로 진행되었다.18) 앞서 를 든 것처럼 재즈 피아니스트 

김 민과 기타리스트 이상순이 연주와 편곡에 참여하면서 ≪월간 윤

종신≫에 재즈와 보사노바를 들여왔고, 이 우, 장필순, 이정, 정 일, 

정석원, 김그림, 신치림, 슈퍼주니어의 규  등이 2011년 ≪월간 윤종

신≫의 수록곡들을 부르고 편곡했다. 2012년의 ≪월간 윤종신≫은 아  

업으로만 진행되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윤종신이 로듀서로서 기

획하고 순 히 여성 가수들의 노래로만 이루어진 ‘여가수 특집’,19) 7월

부터 12월까지는 ‘ 로듀서 특집’으로 정석원, 장호일, 하림, 이규호, 

윤상, 김 철, 유희열이 작곡, 편곡, 로듀싱한 음악을 윤종신이 노래

했다. 2013년과 2014년의 ≪월간 윤종신≫은 동료 가수들과의 업이 

주를 이룬다.20)

18) 2010년 ≪월간 윤종신≫에서는 가수 김연우가 9월 호의 <후회 王>을 부르고, 

5월 호 <본능 으로>의 랩을 스윙스가 피처링한 바 있다.

19) 장재인, 호란, 김완선, 조원선, 박정 , 정인이 각각 1월 호 <느낌 Good>, 2월 

호 <그리움 축제>, 3월 호 <  사랑해 오늘따라>, 4월 호 <나른한 이별>, 5월 

호 <도착>, 6월 호 <오르막길>을 불 다.

20)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업한 가수들로는 성시경, 김연우, 김범수, 양 ,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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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월간 윤종신≫에서의 음악  업은 몇 가지 의의를 가진

다. 첫째로 다른 음악가들과의 업은 ≪월간 윤종신≫에서 음악  실

험을 가능  한다. 앞서 이 은 ≪월간 윤종신≫이 다양한 음악을 

실험하는 장임을 언 했다. 발라드를 주특기로 하는 윤종신이 발라드 

이외의 장르들을 ≪월간 윤종신≫에서 시도했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장르에 문가들과의 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월간 윤종신≫

에서의 음악  실험은 반드시 문가가 참여하는 색다른 장르의 시도

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다른 음악가들의 음악성이 ≪월간 윤종신≫

에서 재탐색, 재발견, 그리고 재발 될 때 역시 음악 인 실험이 가능

해진다. 를 들어 2012년 3월 호에서 업했던 김완선은 1980년  

말과 1990년  반을 풍미했던 스 가수 지만, ≪월간 윤종신≫에

서 <  사랑해 오늘따라>를 부르며 록발라드 가수로의 변신에 성공했

다. 이러한 음악  실험에 해 윤종신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연기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극작간데 

이 연기는 이 사람이 어울릴 것 같고, 요 연기는 요 사람이 어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실험들이죠. 실험들이고 내가 상했던 것과 잘 맞

아떨어지나라는 그런. 매칭이 내 상과 잘 떨어졌을 때 쾌감. 처음 불

을 때 내가 상했던 앙상블이 안 나오면 그것으로 가기 한, 그를 

제가 컨트롤하는 그 능력 속에서의  의  쾌감, 그런 것들. 아니면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게 나왔을 때 그게 더 좋은 경우도 

많고.21) 

래빗(J Rabbit), 박지윤, A.T, 스윗소로우, 김윤아, 이 , 퓨어킴, 뮤지, 강승윤, 

2AM의 임슬옹, 리(Kelly), 윤하, 스윙스(Swings), 정 일, 곽진언, 김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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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월간 윤종신≫에서의 업은 인지도가 높지 않거나 신인인 

음악가들이 에게 자신들의 이름과 음악  역량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 윤종신이 밝힌 로 ≪월간 윤종신≫의 음악  업

은 자신의 “인맥이 닿는” “섭외 가능한” 이들과 함께 진행되는데,22) 

그들 엔 이미 유명한 음악가도 있지만 아닌 이들도 있었다. 컨  

2010년 5월 호 수록곡 <본능 으로>와 2014년 9월 호의 <회색도시>에

서 랩을 맡았던 스윙스는 2007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는 하나, 그가 

처음 ≪월간 윤종신≫에서 업했던 2010년 한국의 힙합 신이 가지는 

비주류 정체성을 감안하더라도, 음악 반에 걸쳐 쉽게 거론되는 

이는 아니었다.  2013년 8월 호에서 노래했던 제이 래빗은 인디 밴드

이고, 2011년 9월 호 <니 생각>을 부른 김그림과 2014년 12월 호 <지

친 하루>에서 업한 곽진언, 김필은 오디션 로그램 슈퍼스타K 출신

의 신인 가수들이다. 이들은 ≪월간 윤종신≫의 원래 기획에 충실하면

서도 그 안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음악 특성을 히 드러냄으로써 

에게 그들의 존재와 음악을 동시에 알렸다.

그러나 앞서 언 한 로 음악에서 분업은 일반 이다. 게다가 

한국 음악계에서는 ‘015B’나 유희열의 ‘토이’가 ≪월간 윤종신≫ 

이 에 이미 음악 제작 과정에서의 분업을 넘어 다른 음악가들과의 

업을 추구해왔으며, 그를 발 으로 명성을 얻은 가수들도 상당하다. 

윤종신 역시 015B 객원 가수 출신으로서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

릴 수 있었고, 토이 앨범에서 노래를 부른 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음악 

활동을 펼친 이들이 꽤 있다. 하지만 015B나 토이가 진행해왔던 업

은 기획자 주도의 결과물로 보인다. 물론 015B와 토이 한 업을 

21) 2013년 8월 22일 서울 논 동 소재 미스틱 엔터테인먼트에서 필자와의 인터뷰.

22) 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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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과정에서 참여 음악가들과 충분히 소통했을 것이다. 그런데 

≪월간 윤종신≫에서의 업은 앞서 지 한 것처럼 최종 결과물이 나

오기에 앞서 참여자 섭외에서부터 창작  생산의 제반 과정들이 모

바일 앱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지속 으로 언 , 공개된다. 

즉, ≪월간 윤종신≫은 참여자들의 음악성이 서로 교환되고 충되는 

방식을 ‘ 시’하면서 강조하는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 ·연주 , 어떤 퍼포먼스에 한 경험을 제 

결과물에 빌리는 거죠. 평소에 그들의 연주 실력이나 음악  성향에 

한 커뮤니 이션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 를 들면 그런 두 가지 부류

의 창작가들이 있는데 자기가 미리 깨알같이 다 그려 놓은 것을 퍼포먼

스를 하는 사람들이 이어들이 그냥 연주하게 하는. 는 그런 어떤 

건축가 인 막 그런 구조물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는 곡과 가사와 

느낌을 쓰면 오히려 그들의 상상력을 같이 나 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제시도 하고… 많이 맡기는 편이에요… 하나하나씩 미리 다 만들어 놓

고 구 시키는 창작가라기보다는 한 40% 정도 만들어 놓고 나머지 

60%를 이어들과 같이 채워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월간 윤종

신≫이 가능한 것 같아요.23)

23) 와 같음. 한 2014년 7월 8일 필자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2012년 6월 호 

<오르막길>을 부른 가수 정인은 “… 특히 종신 오빠가 가사나 음악 스타일에서 

정인이라는 가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느낌 로만 진행한 게 아니셔서, 감

정이입이 쉽게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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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facebook.com/monthlyjs.

<그림 2> ≪월간 윤종신≫ 2013년 11월 호 뮤직비디오에 참여한 

무용가 최수진

3.2. 비음악적 협업

≪월간 윤종신≫에서의 업은 음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잠

시 살펴보았듯이 미술가, 화 평론가, 그리고 윤종신의 팬들까지 ≪월

간 윤종신≫ 모바일 앱의 콘텐츠 일부를 담당하며 작업에 참여했다. 

그리고 2013년 11월 호 <그  여 히 멋있는 사람> 뮤직비디오에는 

무용가가 출연하여 자신의 안무작을 선보이며 업하기도 했다

(<그림 2>). 이러한 비음악  업  미술가들의 참여가 가장 에 

띈다.

미술가들과 업은 2012년에 비 과정을 거쳐 ‘앨범 아트’라는 이

름으로 2013년 1월 호부터 시작되었다. 윤종신은 트 터에서 섭외한 

일러스트 이터 이강훈을 아트 디 터로 하여 ≪월간 윤종신≫에 미

술가들의 작품을 게재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윤종신과 그의 음악을 주제로 한 그림들로, 다양한 기법과 형식을 통

해 그 심상을 표 한 것들이다. 를 들어 2013년 2월 호 앨범 아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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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s://www.facebook.com/monthlyjs.

<그림 3> 윤미선 작가의 ≪월간 윤종신≫ 2013년 2월 호 앨범 아트

자료: https://www.facebook.com/monthlyjs.

<그림 4> 이에스더 작가의 ≪월간 윤종신≫ 2013년 7월 호 앨범 아트

천(패 릭)을 이용하여 윤종신을 그려냈으며(<그림 3>), 2013년 7월 호 

앨범 아트는 작은 그래픽 모형들을 컴퓨터로 작업한 작품이었다(<그림 

4>). 아트 디 터 이강훈은 ≪월간 윤종신≫에 실리는 다양한 “스타일”

의 미술 작품들이 오히려 “친 ”일 수 있다고 본다.24) 이강훈의 

24) 2013년 8월 13일 필자와의 서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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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로 ≪월간 윤종신≫에 참여한 작가들은 앨범 아트를 해 창작한 

그림 외에 다른 작품들도 소개한다. 한 편집 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들의 작업 방식과 작품 세계, 그리고 윤종신 음악에 한 그들의 

기억과 느낌을 이야기한다. 이러한 미술가들과의 비음악  업은 순

히 윤종신의 개인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지만,25) 그 생각은 작업의 

핵심을 이룬다. 즉 이 업의 요는 ‘시각 매체에 의한 청각 매체의 

재 ’에 있는 것이다. 한 이러한 재 은 어느 한 매체가 다른 매체

를 “보조해주는 개념이 아닌” “서로 동등한 치에서” “조율”하며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 특징이다.26)

팬들의 참여 한 ≪월간 윤종신≫의 비음악  업을 특징짓는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월간 윤종신≫은 ‘팬들과 교류 창구’로서의 

역할을 의도하며 시작되었다. 윤종신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팬들에게 음악에 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월

간 윤종신≫은 처음 의도한 바 로 진행되었는데, 팬들의 ‘참여’로 그 

교류가 완성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2010년 10월 호 <그  없이는 

못살아(늦가을)>의 뮤직비디오는 팬들이 송한 사진들로 꾸며졌다.27) 

팬들은 ≪월간 윤종신≫ 콘서트를 한 선곡에도 참여했다. 특히 2013

년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콘서트는 ‘구독자들의 선택’이라는 

부제를 달고 팬들이 투표로 선택한 곡들로만 퍼토리를 구성했다.28) 

25) 윤종신은 월간 디자인 2013년 5월 호에서 “지난 해 여름, 갑자기 1990년 에 

화실에 다닌, 지 의 30  , 후반 디자이 나 작가들 에 당시 그림을 그리며 

내 음악을 듣던 사람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종신에 한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 음악이나 모습을 어떻게 보고 해석할지 궁 했

습니다”라고 말한다.

26) 월간 디자인 2013년 5월 호에 실린 이강훈의 인터뷰 인용.

27) ≪월간 윤종신≫ 2010년 10월 호 <그  없이는 못살아(늦가을)> 뮤직비디오는 

https://youtu.be/5DXNXyodQxg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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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이 본격 인 ‘ 업자’로서 자리매김한 것은 2014년 7월에 ‘월간 

투게더’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월간 투게더

는 팬들이 월의 ≪월간 윤종신≫을 들은 감상을 시, 캘리그라피, 사

진, 일러스트, 가사, 곡 등 다양한 형식으로 표 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공유한 작품들을 선정하여 게재한다. 사진과 일러스트, 캘리

그라피와 같이 시각 매체를 이용한 작품들이 월간 투게더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29) ≪월간 윤종신≫의 음악을 ‘커버’하고,30) 원곡을 

편곡하거나 원곡에 한 감상을  다른 곡으로 새롭게 만들어 내

는 시도 한 드물지만 이루어졌다.

앞에서 살펴본 ≪월간 윤종신≫의 비음악  업은 청취자에게 수

용된 음악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석  재해석되는지,  매체를 넘나

들며 어떠한 방식으로 재 될 수 있는지를 보여 다. 즉 청각에 반응

하도록 음악이 소리로써 재 되는 것을 넘어, 무용, 회화, 시각디자인 

등을 거쳐 시각 으로 재 되고 매개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4. 행보 2: 넓히고 새로 짓기

토마스 투리노(Thomas Turino)는 미국의 민속음악, 재즈, 자음악, 

페루의 안데스 지역과 아 리카 짐바 웨의 통음악  음악의 

사례들을 심으로, 음악이란 단일한 술 형식이 아니며, “서로 다른 

28) 동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앵콜’ 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29) 2014년 11월 월간 투게더에는 월 곡인 <고요>를 듣고 만든 이크가 선정되

기도 하 다. 선정작은 http://instagram.com/p/vGAHupRPL3/에서 볼 수 있다.

30) 2014년 6월 호 곡인 <왠지 그럼 안 될 것 같아>의 커버가 내달 월간 투게더에 

선정되었다. 선정작은 http://youtu.be/dkrwfzh8G8g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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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요구와 방식을 실 시키는 뚜렷한 행동 유형”이라고 정의한

다.31) 크리스토퍼 스몰(Christopher Small) 한 음악은 “특정 사물이 아

닌 사람들의 행 ”라고 주장하면서, 뮤지킹(musicking), ‘음악하기’를 

개념화시킨다.32) 이와 같은 정의와 개념을 참고하여, 이 은 앞서 

살펴본 ≪월간 윤종신≫을 둘러싼 다양한 음악의 실천  경험을 음악

하기로 제안한다. 

이 음악하기는 ≪월간 윤종신≫이 모바일 앱을 통해 매개되고 비음

악  업을 거쳐 다양한 형식으로 음악이 재 되면서 그 경로가 확

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음악에서 음악하기를 행하는 음악의 실천자

(practitioner)로 흔히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연주가, 로듀서와 엔

지니어를 거론한다. 이들이 창작하고 연주하여 생산한 음악을 구입하

고 감상하거나 공연장을 찾는 소비자 혹은 청취자 한 실천자 범주

에 포함된다. 그런데 ≪월간 윤종신≫에서는 와 같은 실천자들과 더

불어 무용가와 미술가, 화 평론가, 방송 작가 등이 음악하기에 참여

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음악을 재 시키면서, 음악

하기의 경로를 넓힌다. 한 ≪월간 윤종신≫의 구독자들, 즉 팬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다양한 형식으로 재 되는 음악을 수용하는 과정에

서 감상을 머 음악 생산  매개에 한 정보까지 습득하는 한편, 

앱 콘텐츠  월간 투게더에 응모하여 ≪월간 윤종신≫ 생산에 직  

참여하면서, 범 한 음악하기를 실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은 ≪월간 윤종신≫이 이팝 신에서 어떠한 장면

31) Thomas Turino, Musis as Social Life: The Politics of Particip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p.1.

32) Christopher Small, Musicking: The Meanings of Performance and Listening,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1998,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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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앤디 베넷(Andy Bennett)과 리처드 피터

슨(Richard A. Peterson)은 음악에서 신(scene)이란 “한 무리의 음악

가, 제작자, 그리고 팬들이 자신들의 음악  취향을 집단 으로 공유

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들을 집단 으로 구분 짓는 지 과 그 맥

락”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말한다.33) 그러므로 음악 신은 지역

으로(locally), 지역을 넘나들며(translocally), 그리고 가상공간에도(virtually) 

구축될 수 있다.34) 최근 들어 이팝에 한 학계의 심이 늘어남에 

따라, 이팝 신에 한 논의 역시 진행 이다. 앞서 인용한 신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이팝 신은 “춤에 알맞은 리듬과 외기 쉬운 

선율”로 구성된 음악을 선보이는 “잘생기고 쁘며 몸매 좋은 아이돌 

스타”와35) 그들을 조직 으로 배출하고 리하는 연 기획사, 그리고 

온라인과 오 라인을 넘나들며 커버에서부터 이른바 ‘조공’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활동 양상이 특색인 국  팬덤이 삼각형을 이루는 모

양새로 구성될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홍  일 를 근거지로 하는 이

른바 ‘인디 신’, 이태원을 심으로 형성된 ‘힙합 신’ 등이 한국 

음악의 주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월간 윤종신≫은 러한 신들

에 걸치면서도 독자 인 장면을 만들어 낸다.

음악 인 실험의 장으로 기획했다 하더라도 ≪월간 윤종신≫은 윤

종신의 주특기인 발라드가 부분을 차지한다.36) 발라드는 1980년

33) Andy Bennett and Richard A. Peterson, Music Scenes: Local, Translocal, and Virtual,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2004, p.1.

34) 같은 책.

35) Hyunjoon Shin, “Have you ever seen the Rain? And who’ll stop the Rain?: the 

globalizing project of Korean pop(K-pop)”, Inter-Asia Cultural Studies Vol. 10(4), 

2009, p.507.

36) 2013년 6월 1일에 있었던 ‘<앵콜> 월간 윤종신 콘서트－구독자들의 선택’에서 

윤종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발라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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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990년  한국 가요의 주류 고 여 히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

만, 최근에 부상한 이팝과 한국 음악 신의 에서 볼 때 

확연히 두드러지는 장면을 보여주진 않는다. ≪월간 윤종신≫을 심

으로 구축된 발라드 신 한 마찬가지이다. 이에 해 팬들의 투표로 

선곡한 퍼토리로 꾸몄던 ≪월간 윤종신≫ 콘서트에서 윤종신은 다

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마지막 곡 1 곡이라고 뜰 겁니다. 그 노래가 가장 구독자 여러분들

한테 사랑 많이 받은 노랜데 뭐 공교롭게도 구독자들의 선택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곡이 차트에 오른 곡들이 아닙니다. 역시 비주류 집단이

란… 여러분들을 한 콘서트 고… 사회에 응하시길 바라겠고. 여러

분들이 비주류로 있는 한, 신 주류를 압박할 수 있는 비  있는 비주

류신 것 같아요. 완 한 아웃사이더 같진 않고요. 양다리 걸쳐 놓는 그

런 느낌이 있어요. 확 가는 음악을 들으실 거 같진 않고. 그래서 그런 

약간의 비주류감, 약간의 틀어 있는 감이 랑 맞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 다고 기 멀리 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게 바로 제 어떤 치

인 것 같은데…37) 

윤종신의 이 말은 이팝 혹은 한국 음악 신에서 ≪월간 윤종

신≫이 연출할 수 있는 장면을 시사한다. 이팝 순 에 들지 않는 

시다 보니까 월간 윤종신, 제가 잘하는 음악들 주로 하다 보니까 빠른 노래도 

있었지만은 그 게 표를 많이 주시지는 않았고요. 희들은  이별노래가 많

고요. 윤종신한테 원하는 여러분들의 정서가 있더라고요…”

37) 2013년 6월 1일 연세 학교 백양홀에서 열린 ‘<앵콜> 월간 윤종신 콘서트－구

독자들의 선택’에서 윤종신의 멘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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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르의 곡들을 만들고 연주하는 음악가이자 로듀서와 유별나지 않

으나 은근한 팬들은 고 인 공연장과 최신의 스마트폰, 태블릿

(tablet) 사이를 오가며 다차원  신을 구축한다. 그런데 이 신은 뚜렷

한 색과 모양을 갖추어 면에 드러나기보다, 이면으로 도사리면서 

인 한 면에 걸쳐 조용히 움직이는 회색 신이다. 

5. 나가며

이 은 ≪월간 윤종신≫을 매개하는 모바일 앱의 구성  음악 ·

비음악  업에 주목하여, 이 매개체를 기반으로 하는 업들이 음악

을 다양한 형식으로 재 시켜 매개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 이러

한 음악의 재 과 매개가 음악과 련한 음악하기의 범 를 넓힐 

수 있음을 주장하 다. 그리고 결코 도드라지진 않을지라도 ≪월간 

윤종신≫이 이팝 혹은 한국 음악에서 나름의 색을 가진 신을 

구축하고 있음을 지 하 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월간 윤종신≫에 

해 간단히 이야기를 보태며 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2015년 올해의 ≪월간 윤종신≫은 화를 주제로 하여 진행되고 있

다. 1월에는 화 <아메리칸 셰 >를 모티 로 한 게풍의 <쿠바 샌

드 치>가 스컬과 하하의 업으로 발표되었고, 2월에는 화 <버드

맨>으로부터 동일 제목의 노래 <BIRDMAN>이 나왔으며, 3월은 화 

<스틸 앨리스>에서 감을 받아 만든 <Memory>를 장재인의 목소리

로 들려 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4월 호는 특이하게도 미국의 화가 

마크 로스코(Mark Rothko)의 작품에 한 감상을 <The Color>라는 제

목의 음악으로 랩퍼 빈지노와 함께 표 한다. 특히 이 곡은 발표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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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원 사이트들에서 상 를 차지하기도 했다.38) 그러나 며칠 가

지 않아 순 에서 이른바 ‘ 탈’해 버리고 말았다. 이 곡에서 요즘 꽤 

‘핫한’ 빈지노와의 업이 ‘동반 상승’ 효과를 낸 것은 분명하지만, 

그 효험이 지속되기엔 왠지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부족한 면이란 그 동안 한국 음악계에서 윤종신이 차지해온 치

가 애매한 데에서 기인할 것일까? 혹은 그의 음악성  음악  역량이 

청취자들에게 지속 으로 어필하기엔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월간 

윤종신≫의 작업 방식이 “매번 최선의 조력자들과 결합”하지만 “매번 

마감에 맞춰 제작”해 는 탓에 생긴 “음악  한계”가 순 를 지속시

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일까?39) 

의 물음들에 한 답은 차후로 넘긴다. 이 이 ≪월간 윤종신≫

을 만드는 여러 경로들을 탐색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에 내재된 문제

을 짚어내는 수 에까지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필자는 음악 

자체를 비평하고자 이 을 쓴 것이 아니다. 비록 윤종신이 “시 를 

표할만한 걸작”을 만들어내고 노래하는 음악가가 아닐지라도,40) 그

리하여 ≪월간 윤종신≫이 학계에서 유의미한 논의를 이끌어내지 못

하고 있지만, 이 은 ‘부지런한 행보’로만 일컬어지는 그의 작업 양

상을 다각도에서 살피고,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궁리하고자 하 다. 

이 에서 ≪월간 윤종신≫에 근하고 고찰한 방식이, 향력 있는 

특정 음악가와 장르 연구  비평에 집 된 한국 음악에 한 논

의를 보다 다채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8) 최나 , ｢‘월간윤종신’ 윤종신X빈지노 통했다. ‘The Color’ 음원 1 ｣, 오센, 

2015년 4월 30일(http://osen.mt.co.kr/article/G1110140128). 

39) 김 , ｢가수도 마감을 해야 하니까｣, 2012년 1월 13일, http://music.daum.net/ 

musicbar/musicbar/detail?menu_id=0&board_id=2727.

40)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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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ide and Companion: An Investigation of a 

Mobile Application and Musical

/Non-Musical Collaboration on Monthly Project 

by Jong Shin Yoon

Kim, Jungwon(University of California at Riverside, Ph.D. Candidate)

In this paper, I investigate the utilization of a mobile application as 

well as musical and non-musical collaborations on Monthly Project by Jong 

Shin Yoon.

Technologies have diverse consequences for how popular music is pro-

duced, preserved, distributed, and consumed. Recently,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tablets play an increasingly significant role in 

circulating, mediating, and consuming popular music. Accordingly, pop 

musicians are commonly presenting digital albums and music videos for 

YouTube along with or in lieu of CDs. Among these musicians, Jong 

Shin Yoon has performed many experimental and productive activities 

through his Monthly Project in which he releases one or two songs month-

ly since March 2010. Additionally, since September 2012, Yoon has 

mediated and circulated these releases using the format of a mobile 

application. Moreover, he has conducted this project in collaboration not 

only with other popular musicians including singers, instrumentalists, 

composers, and producers but also with non-musicians such as painters, 

a dancer, a film critic, and his fans.

In this paper, I argue that both mediation of Monthly Project via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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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and musical/non-musical collaboration on the project can 

broaden the scope of ‘musicking.’ Further, I will elucidate how Yoon’s 

Monthly Project can construct a scene in K-pop or Korean popular music. 

In order to make an argument, I first look at the ways in which the 

mobile application for Monthly Project is constituted, re-presents and me-

diates music. Second, I explore how popular musicians and artists from 

other genres take part in the project. I also discuss how such musical 

and non-musical collaborations can be intertwined with musicking 

around popular music.

Keywords: Jong Shin Yoon, Monthly Project, mediation, mobile applica-

tions for popular music, collaboration on popular music

* 이 논문은 2015년 4월 5일에 투고되어 4월 23일에 심사가 완료되었고, 5월 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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