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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한국 음악학회, 통권 13호

권두언

김창남(성공회 학교 신문방송학과/문화 학원 교수,

한국 음악학회 회장)

어느 시인은 ‘숨 쉬기도 미안한 4월’이라고 노래했다. 바다 한가운

데서 뒤집힌 유람선에 갇  있던 3백여 명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한 채 생명을 잃었다. 그들 부분이 채 피어나지도 못한 

고등학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숨져 간 생명에 애도하고 어

처구니없도록 무능한 정부에 분노했다. 그 무나 당연한 감정에도 

시비를 걸고 싶어 하는 자들은 슬픔과 분노로 몸을 떠는 시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며 윽박질러댔다. 타인의 고통에 철 히 둔감한 자들

이 버젓이 권력을 잡고 있다는 아  확인 속에, 그 게 잔인한 날이 

갔다.

세월호 사건은 한국사회의 민낯을 백일하에 드러냈다. 이 천민화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난은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은 돈을 해 아주 쉽게 재난의 험성을 무시한다. 재난이 생기

지 않을 때 모든 이윤은 자본의 몫이지만 재난이 일어나면 모든 고통

은 철 하게 오직 보통 사람들에게만 가된다. 험사회의 험은 

결코 평등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이 의 비극은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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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홍  앞 인디 음악인들을 심으로 ‘세월호를 지켜보는 작

은 음악인들의 선언’이 있었다. 많은 음악인이 거리 곳곳에서 세월호

의 아픔에 공감하고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는 뜻을 담아 1인 

시 를 하고 길거리 공연을 벌 다. 김창완, 윤일상, 김형석, 윤민석, 

연 석, 유희열, 안치환, 우리나라, 백자 등 뜻있는 음악인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고 분노하는 창작곡을 발표했다. 여 히 음악

은 슬픔과 분노를 드러내고 함께 공감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걸까? 이 엄청난 재난이 우리 사회의 천민자

본주의  구조에 기인한 것이라면, 만연한 이기주의와 부패의 사슬 

속에 배태된 것이라면, 언제든 사고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 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모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다면 음악은, 

음악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 험사회에서 음악과 음악인의 역할을 

새삼 고민하게 되는 요즘이다.

 음악 13호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이 진행되는 속에서 비되

었다. 수백 명이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슬픔과 분노가 하늘을 

르는 가운데 어쩌면 무 한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자괴감이 없을 수 없었다. 언제든 죄 없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세상에서 하루하루 일상을 채워가며 해야 할 일을 해간다는 것은 얼

마나 끔 하며 동시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싶다. 무엇을 하든 요

한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 앞에 닥친 일들을 묵묵

히 해나가면서도 일상의 안온함에 빠져들지 않고 늘 깨어 있는 것, 

기억하고 공감하고 분노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임을 새삼 다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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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모두 다섯 편의 이 실렸다. 밴드 ‘다섯손가락’의 멤

버 던 뮤지션 출신 임형순 선생은 7080시 의 캠퍼스 밴드가 보여  

활동과 음악이 한국 록 음악에 미친 향을 이야기한다. 한국 록 음악

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캠퍼스 밴드의 역사와 그들이 배출한 빼

어난 뮤지션들의 음악  성과가 정리되어 있다. 황은지 선생의 은 

한국 음악 신에서 게음악이 등장하고 가지를 치며 성장해온 역

사를 개 한다. 제3세계 음악이 미권 음악 신에 성공 으로 자

리 잡은 표 사례인 게음악이 한국에서도 다양한 음악인들의 작업

을 통해 나름의 방식으로 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 다. 아자미 토시오 

교수의 (최혜은 옮김)은 20세기  일본 음반 산업의 성장을 이끈 

일본축음기상회의 성격과 역할을 다룬다. 이 시기의 일본 음반 산업은 

식민지 조선의 음반 산업과도 한 연 을 맺고 있는 터라 우리 

음악 산업의 역사와 련해서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다. 

박성건 선생은 한국에 재즈 음악이 도입되고 변화해온 과정을 귀한 

사진 자료로 보여 다. 희귀 사진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

미 있는 감동을 해주는 이다. 최민우 선생은 신  교수가 쓴 

가요, 이팝 그리고 그 머에 한 서평을 기고해주었다. 음

악 련 출 물을 면 하게 읽어내고 소개하는 일 역시  음악이 

꾸 히 해야 하는 요한 작업이다.

좋은 을 주신 여러 필자들, 늘 애써주시는 한울 편집부의 여러분

들께 감사드린다.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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