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두언

저자
(Authors)

김창남

출처
(Source)

대중음악 , (9), 2012.5, 5-8 (4 pages)

Koren Journal of Popular Music , (9), 2012.5, 5-8 (4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대중음악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the Study of Popular Music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2010819

APA Style 김창남 (2012). 권두언. 대중음악, (9), 5-8.

이용정보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
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
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
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연세대학교
165.***.14.104
2018/04/12 20:35 (KST)

http://www.dbpia.co.kr/Publication/PLCT00002168
http://www.dbpia.co.kr/Issue/VOIS00100091
http://www.dbpia.co.kr/Publication/PLCT00002168
http://www.dbpia.co.kr/Issue/VOIS00100091
http://www.dbpia.co.kr/Publisher/IPRD00013533


권두언_김창남   5

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9호

권두언

김창남(성공회 학교 신문방송학과/문화 학원 교수, 

한국 음악학회 회장)

지난해 12월 3일 한국 음악학회는 매우 색다른 학술 회를 열

었다. 학술 논문 발표와 음악 공연이 함께한 컨퍼런스 는데, 음

악을 주 연구 상으로 삼고 있는 학회로서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

지만, 사실 아카데믹한 학술 담론의 장에 음악 공연이 함께 섞이는 

경은 보기 드문 일이다. 한국 음악학회가 공연과 학술 발표가 

함께하는 컨퍼런스를 갖게 된 계기는 작년이 김해송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데 있었다. 으로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

만, 김해송은 식민지시  한국 음악계를 표하는 인물이다. 작곡

가 고 가수 으며 로듀서 고 악단장이었던 그는 당  음악

계의 가장 향력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가 가수 이난 의 남편이

자 김 시스터즈의 아버지란 사실은, 그가 식민지시  한국 음악에 

미친 향에 비하면 그리 요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의 이름이 

비교  덜 알려진 이유는 그가 한국 쟁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까닭이

다. 납북되었을 가능성이 많았지만 월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의 이름은 남한의 음악사에서 지워졌다. 

한국 음악학회는 김해송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의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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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업 을 조명하는 학술논문 발표와 함께 그가 남긴 주요 작품

을 무 에 올리는 콘서트를 열었다. 세 편의 논문과 평론이 발표되었

고 학회 회원 몇 분과 인디음악인 성기완이 김해송의 표곡들을 연

주했는데, 그의 음악세계를 처음 한 많은 청 이 시 를 앞서 간 

그의 천재성에 놀라움을 치 못했다. 이번  음악 9호는 그날 

발표․토론되었던 김해송 련 논문을 심으로 구성되었다. 말하자

면 김해송 특집인 셈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음악사에서 기억되고 

조명되어야 할 음악인들의 세계를 보여주는, 학술 발표와 콘서트가 

함께하는 자리를 지속 으로 마련할 정이다. 

음악학자 이소 은 김해송의 음악에 나타나는 재즈  요소와 선법

을 분석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김해송은 재즈의 기본 어법을 자유

롭게 구사하며 트로트나 신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재즈를 결

합시켰다는 에서 당  음악에서 매우 개성 인 세계를 구축한 

작곡가로 평가된다. 그의 노래로 비교  잘 알려진 <오빠는 풍각쟁

이> 등에서 보이듯, 그의 음악이 당 의 주류 던 트로트 음악의 비

애미와는 다른 풍자와 해학을 보여  것도 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희는 1930년 에 시작해 쟁 직 까지 이루어진 김해송의 무

 활동을 다양한 자료와 증언을 토 로 재구성하고 있다. 한국 

음악의 공식 역사에서 삭제됨으로써 공백으로 남아 있던 김해송의 흔

을 새롭게 추 하고 역사화하는 작업의 첫 단계를 밟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김해송의 활동은 식민지시 와 해방 후에 명멸했던 코드사

나 악극단의 궤 과 히 연 되어 있다. 그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우리 음악사의 요한 한 고리를 새롭게 되찾는 일과 다름없다.

성기완은 인디음악계에 리 알려진 뮤지션이자 시인, 평론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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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김해송의 주요 곡들을 뮤지션의 시각으로 살펴보면서 김해송의 

재즈를 미국 재즈의 음악  특성과 연 시켜 분석한다. 그의 분석은 

김해송의 음악이 조선의 통 장단을 재즈의 리듬과 결합시키면서 탄

생한 하이 리드 성격의 음악임을 보여 다. 이 을 통해서 김해송의 

음악은 비로소 재즈라는 음악  맥락 속에 분명한 자리를 얻고 있다. 

김해송 특집과 함께 이번 호에도 자유 주제의 들이 실린다. 논문 

한 편과 평론 두 편이다. 김두완의 논문은 한국의 음악 평론이라

는 장이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과정을 살핀다. 다른 모든 장이 그 듯 

음악 평론이라는 장 역시 다양한 행 자와 매체, 제도 등이 경합

하고 상호 련을 맺으며 향을 주고받는 공간이다. 그의 논문은 한

국의 음악 평론이 태동하고 변화하며 발 해온 과정을 처음으로 

학술  차원에서 정리한 로서 지 않은 의의를 갖고 있다.

김병오의 은 MBC TV의 <나는 가수다>를 다룬다. <나는 가수

다>는 잘 알려진 가수들이 노래 경연을 벌이는 로그램으로, 시작하

면서부터 많은 화제를 뿌려왔고  지 않은 비 을 받아왔다. 이 

은 <나는 가수다>에 해 쏟아진 여러 가지 비 의 지 들을 꼼꼼

히 살펴보면서 이에 한 반박을 통해 로그램이 가진 의의를 조명

하고 있다. <나는 가수다>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건 사실이지

만 몇 마디 말로 쉽게 폄하될 수 있을 만큼 그 의의가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이동연은 재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이팝(K-pop) 아이돌 그룹

의 스타일을 네 가지 코드를 심으로 살핀다. 스타일은 그 자체로 

음악  상은 아니지만 부분의 음악 하 문화가 독특한 스타

일과 연 되어 있고 음악 스타들의 스타일이 팬들에게 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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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다는 에서 음악 문화의 가장 요한 요소 가운데 하

나다. 이동연은 큐트, 섹슈얼, 트로, 포스트 팝아트 등 네 가지 코드

를 통해 이팝 아이돌 그룹의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의미를 

보여 다.

 음악 9호의 권두언을 쓰는 지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의 가

치와 원칙을 하는 지 않은 문제들로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한

동안 우리의 가슴을 끓게 했던 희망의 언어들이 시나 로 잦아들면서 

냉소와 반목, 회의가 그 자리를 신하는 우려스러운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지  희망을 버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요한 

것은 좀 더 멀리 내다보며 좀 더 깊이 성찰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음악학회와  음악은 어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작

은 장에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어려운 상황에서 좋은 

을  필자들과 수고한 학회 편집진, 그리고 도서출  한울 계자

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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