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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디지털 음악노동시장에서 실용음악과의 사회자본이

어떤 주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왜 이러한 교육공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종래의 논의들은 음악

산업에서 사회자본이 강조되는 원인을 산업 내 불안정성에서

찾아왔다. 산업 내에 만연한 고용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창

의노동자들이 사회자본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만으로는 최근 한국에서 실용음악과 사회자

본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실용음악과 졸업생 10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실용음악과 사회자본이 노동시장에서 보여주

는 효과를 검증하고, 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

석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실용음악과 제도의 특성을 중심으로 실용음악과 사회자

본의 실체를 살펴보았다. 실용음악과 제도는 음악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협업의 정신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

고 있었다.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이를 바탕으로 신뢰와 호혜의

규범을 기반으로 한 연결망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에서 형성된 이러한 사회자본이 지닌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실용음악과 사회자본은 커리어의 시작

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발판이 되

는 한편, 커리어를 형성하는 과정과 이들의 생계를 지탱하는

부업의 측면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처럼 실용음악과 사회자본이 보여주는 영향력의 원인을 디지

털 환경 하에서의 음악노동의 특성에서부터 찾아보았다. 디지

털 음악노동시장에서 아마추어가 범람하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로 귀결되고 있었으며

협업을 중시하는 음악산업의 특성은 신뢰와 호혜의 규범으로

이루어진 실용음악과 연결망이 매우 효율적인 연결망으로 작동

하는 배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은

단순히 더 많은 일자리 기회에 접근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좋

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직업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실용음악과

사회자본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어 : 창의산업, 디지털 음악노동시장, 사회자본, 실용음악과

학 번 : 2017-29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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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최근 한국사회에서 대중음악산업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

다. 디지털 음원시장이 부상한 이래로 방탄소년단(BTS) 등의 대중음

악인들이 국내외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전문음악인의 꿈을

키우는 청년층 역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방증하는 현상 중

하나가 ‘실용음악과’라는 예술고등교육제도의 폭발적인 성장이다. 대

학제도 내에 설립된 실용음악과 제도는 디지털 음원시장의 성공과

함께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급속도로 성장했다. 여러 대학들에서

실용음악과를 개설하면서 그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많은 지원자

들이 몰려들어 경쟁률 또한 높아졌고, 산업 내에서 실용음악과 졸업

생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목소리도 점차 크게 들려오고 있다.

실용음악과의 성장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이 형성하는 강한 연결망(strong tie)이 개개인의 창의노동자

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은 물론 산업을 지탱하는 큰 축으로 기능

한다는 점이다. 사실 창의산업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은 이미 수차례

강조되어온 바 있다. 창의산업의 사회자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불안정성’이라는 요소에 천착하여 이를 설명해왔다. 이들에 따

르면 장기간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프리랜서 및 프로젝트 단위

(project-based) 계약의 만연,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비공식적 채용

의 보편화 등이 만성적인 불안정성을 유발했다. 이러한 불안정한 환

경은 창의노동자들이 전문음악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자

본에 의지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기존 연구들의 설명이다(Blair,

2001; Lingo & Tepper, 2013; Hesmondhalgh&Baker, 2016).

그러나 한국 대중음악산업에서 실용음악과 연결망의 영향력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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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현상은 단순히 산업의 불안정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복잡하

고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기존의 설명만으로는 왜 ‘디지털화’가

고도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에서 ‘교육공간’을 매개로 한 사회자본이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음악노동시장이라는 배경에서 왜 ‘실용음악과’의 사회

자본이 주요하게 작동하는지를 밝힘과 동시에 이 사회자본이 실용음

악과 제도 내에서 어떻게 형성되며 노동시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이라는 조건과 음악노동의 특성을 중심

으로 실용음악과 사회자본을 조명해볼 것이다. 실용음악과의 부상은

음악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던진

다. 디지털 음악생산기술의 발달과 유통플랫폼의 확대로 압축해볼 수

있는 최근의 디지털화는 음악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기존의 개념을

뒤흔들 것으로 예견되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은 경제자본을 보유하지

않아도, 기획사나 유통사 등의 조직에 종속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음악을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음을 지적했다. 이

는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점차 흐려진다는 주장과 맞물리며

전문음악인이 딛고 서있는 기반을 약화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예

술고등교육의 성장은 오히려 누구나 음악작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되

면서 산업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

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실용음악

과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

상의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둘째, 음악산업의 창의노동은 ‘협업’을 중시하는 특성을 지닌다는 점

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불안정한

창의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얻기 위한 통로로서의 사회자본

에 주목했다면, 이 연구는 음악노동의 본래적 특성에서부터 그 원인

을 찾는다. 음악산업은 창작, 실연, 믹싱, 마스터링 등 생산의 전 과

정과 유통의 과정에서 창의노동자 간 긴밀한 협업을 요구한다. 좋은

음악을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단순한 분업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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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하다는 것이 업계에서 공유되는 인식이다. 각 창의노동자들이

추구하는 장르의 특성, 음악적 취향 등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루어지는 협업일 때 비로소 ‘좋은 음악’을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이들에게 있어 긴밀한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망은 일자리 기회의 확보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다. 즉, 실용음악과는 고도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

는 제도임과 동시에 효율적인 협업을 할 수 있는 연결망을 형성하도

록 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자본이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대중음악산업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

어온 것에 비해 이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연구는 지금까지 미진했

던 것이 사실이다. 음악인들의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는 연결망 분석

(Crossley, 2014)이나 온라인 소셜 미디어(social media) 이용행태에

대한 탐구(Fields et al. 2011)를 중심으로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

한 연결망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집중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으며 특히 오프라인의 사회자본에 대한 경험연구는 손

에 꼽을 정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대중음악인들

의 사회자본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도로서 디지털 환경에서

실용음악과 제도로 형성되는 강한 연결망이 이들의 직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두 가지의 큰 질문에서 출발한다. 첫째, 실용

음악과 사회자본은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가이다. 둘째, 왜 디지털 음악노동시장에서 다름 아닌 ‘실용음악과’라

는 예술고등교육제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가이다. 이를 살펴보

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제 2장에서는 디지털 음악노동시장의 특성, 음악산업의 사회

자본, 예술고등교육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1절에서는

디지털 기술변동과 음악산업의 변화를 정리하며 연구의 배경을 간략

하게 설명한다.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될 사회자본의 개념을 재

정리하고, 창의산업에서 사회자본이 중시되었던 배경을 살펴본 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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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음악산업에서 사회자본이 축적되는 방식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한

다. 마지막으로 예술고등교육을 창의노동자의 사회자본 형성의 장으

로 파악하는 연구를 정리한 후, 한국의 예술고등교육 중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용음악과’의 의미를 탐색한다. 다음으로 제 3

장에서는 연구대상인 주요 대학 실용음악과(서울예술대학교, 동아방

송예술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호원대학교)와 연구참여자 10인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면접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제 4장에서는

우선 실용음악과 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 안에서

어떻게 사회자본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본다. 제 1절을 통해 주요대학

실용음악과의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적 특성을

정리하고, 제 2절에서 이러한 제도 속에서 어떻게 사회자본이 형성되

는지를 사회관계의 발생, 신뢰, 호혜성의 규범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다음으로 제 5장에서는 실용음악과 졸업생의 커리어의 시작단계, 커

리어의 형성단계, 부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커리어 전반의 경험과 앞선

장들에서 정리했던 사회자본의 관계를 검토한다. 제 6장에서는 그렇

다면 왜 이러한 사회자본이 노동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추적한

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본 연

구의 함의를 제시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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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제 1절. 디지털 음악노동시장의 전개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이 되는 디지털 음악노동시장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음악산업의 중심이 오프라인 음반시장에

서 디지털 음원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

던 디지털 기술변동을 생산과 유통 양 측면에서 검토한다. 또한 이러

한 기술변동이 음악노동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선행연구를 ‘창의노동자’를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이러한 작업은

디지털 음악노동시장을 이해하는 배경적 지식을 제공해줄 것이다.

창의산업에서의 디지털화는 일반적으로 상징상품의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 걸친 디지털 기술의 도입을 일컫는다. 대중음악산업은 1980년

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며 여러 양상의 디지

털화를 보여주어 왔다 (김창남, 2012). 그 중에서도 이 연구가 주목하

고자 하는 ‘디지털화’는 음악생산 소프트웨어의 발달과 온라인 플랫

폼 및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산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술변동이다.

먼저 음악생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음악생산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실제 연주자 없이도 음악을 생산하고, 인간의 힘으로는 구현해낼 수

없던 사운드를 생산할 수 있게 만들었다. MIDI(Musical Istrument

Digital Interface) 시퀀서가 발달 및 각종 DAW(Digital Audio

Workstation)의 등장 및 보급이 비교적 적은 경제자본으로도 음원을

생산하고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다음으로 유통의 측면에서는 CD

등의 유형물에 고정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디지털 음원이 크게 발달

하여 오프라인 음악시장이 급속도로 축소되었다. 스트리밍 등 다양한

음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등장하여 음악의 ‘소유’가 아닌 ‘대

여’ 또는 ‘공유’의 시대로 탈바꿈되었고 유통사, 도/소매상을 경유해야

했던 유통과정이 상당부분 생략 가능해졌다. 또한 소셜미디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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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도 개인이 음악을 유통하고 홍보하는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

라 유통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디지털 기술변동은 음악산업을 크게 두 가지의 경로로 이

끌 것으로 예견되었다. 첫째,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였다. 앞서 지적한 생산과 유통과정의 변화

는 음악산업 내 가치사슬의 큰 변동을 불러왔다(Bockstedt et al.

2016, Hracs, 2012). 전통적인 음반산업에서는 아티스트, 레이블, 음반

유통사, 도/소매상의 경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도달하고, 아티스트 개

인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수직적인 가치사슬을 보여

주어 왔다면, 디지털 음악산업에서는 음반사, 제작사를 거치지 않아

도 음악인 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이 독립적으로 음악을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여러 연구들은 ‘탈중개

화(disintermediation)’라는 용어로 포착해왔으며(Leyshon, 2001;

Brousseau, 2008; Lee, 2009) 일각에서는 음악생산의 민주화

(democratization of production of music)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Leyshon, 2009). 이러한 변화는 음악산업에서 더 이상 전문가와 아

마추어가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이어지기도 했

다. 과거에 비해 쉽게 기술자원에 접근이 가능하고 적은 경제자본으

로도 음악의 생산/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음악인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도 문화생산자 및 유통자

가 될 수 있다는 프로듀서지(produsage) 열풍과 함께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Pinch&Bijsterveld, 2003; Bhattacharjee et al. 2007).

둘째, 디지털 음악노동시장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되는 사회

자본의 중요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온라인 공간

과 사회자본에 대한 담론은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에서부터 시작되었

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만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Baym, 1997; Wellman, 2001),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된 공동체는 개

방적이며 민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Sproull & Kiesler,

1991). Rheingold(1993)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상공간에서 형

성된 대부분의 사회적 관계가 물리적인 공간으로 이어져 결국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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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면대면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던 부분을 가능하게 하고

기존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네트워크에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

면서 개별 행위자들이 사회자본을 증가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는 것이다(박희봉, 2013).

이러한 온라인 공간과 사회자본의 긍정적 관계성에 대한 이론을

수용하여 음악산업에서도 보다 열려있는 평등한 온라인 공동체가 형

성되고, 개별 창의노동자들이 오프라인에서의 여러 조건들에 얽매이

지 않은 채 네트워크를 증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다. 즉,

혈연, 지연, 학연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폐쇄적 성격을 극복하고 창의노동자 간 민주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연구들은 디지털

음악 플랫폼이 고급/저급, 전문가/아마추어의 경계를 모두 허물고, 음

반 산업의지배 질서를 탈피하는 새로운 음악 수용과 민주적인 음악

소통 채널의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정명철, 오준호, 2017).

대표적으로 비그함(Bigham, 2013)은 “관계들을 듣기: 온라인 기타 활

동의 행위자 네트워크 연구”(Hearing Connections: An

Actor-Network Study of Online Guitar Activities)에서 시공간을 뛰

어넘는 상호간의 평등한 소통구조가 디지털 음악시대의 핵심적인 규

범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Lukasik(2013)은 독립 음악인들이 온라인

공간에 축적된 데이터를 통해 함께 작업할 사람들을 물색하고, 그들

에게 접촉하고, 이를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

도 하였다. 한국에서도 류설리(2016)의 연구는 서로 다른 기술과 노

하우를 가진 각각의 개인 창작자들이 웹이라는 무한한 공간을 통해

새로운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집합적 창작 과정’에 주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두 가지 예측이 한국의 대중음악산업에도 적

용될 수 있을지를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두 예측에 따르면 대중음악

산업에서는 전문가의 영역을 넘나드는 아마추어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며 ‘전문성’의 개념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

서 형성된 공동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며 디지털 음악노동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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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주요하게 작동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음악산업은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오프라인

의 연결망을 촉진하는 예술고등교육제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현

상이 발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이유를 제 6장에서 자세하게 추적

해볼 것이다.

제 2절. 사회자본과 음악노동시장

이 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활용될 사회자본 개념을 정리하고, 음악

노동시장에서 사회자본의 의미를 여러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재확인

한 후 음악산업에서 사회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실용음악과의 사회자본을 논의하는 발판을 마련

해볼 것이다.

1. 사회자본의 개념

이 항에서는 대중음악산업에서 사회자본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

서, 사회자본의 개념을 개괄적으로 훑어보고,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될 용어들의 의미를 재정립한다. 사회자본은 크게 거시적인 관점

과 미시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전자는 국가적 혹은 조직적인

차원에서 한 사회의 문화적 특성의 일환으로 사회자본을 바라본다.

이러한 관점의 연구들은 대규모 사회조사나 사회 전반에 대한 경험

적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증진 또는 경제발전과 같은 거시적

목표에 사회자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Putnam,

1995; Fukuyama, 1995).

그러나 본 연구는 개별 행위자들 간의 다양한 관계와 그 특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후자의 미시적인 관점을 채택한다. 미시적 관점에서

의 사회자본이란 개개인이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고 동원하는 자원이

다(Lin et al, 2001). 단, 사회자본을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태적인

자본으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Woolcock, 1998). 기본적으로 사회자

본은 사회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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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외, 2003). 사회자본은 개인에게만 귀속된 자원이 아니라 사회구

조 속에서 만들어지고, 그 구조 안에 있는 행위자의 특정한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Coleman, 1988). 따라서 사회자본은 관계망

(network)에 기초하여 협력(cooperation), 호혜(reciprocity), 상호성

(mutuality) 등을 촉진하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박희봉, 2013;

Coleman, 1988; Putnam, 2000). 이러한 관계적 특성 때문에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자본에 투자하더라도(Burt, 1992;

Fevre, 1992; Dex & Smith, 2000), 사회자본의 이익은 연결망 내의

구성원들에게 공유되는 특성을 보인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관점에 기초하여 사회자본의 다양한 하위요

소들을 살펴보고 음악노동시장에서 사회자본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을 포착해볼 것이다. 사회자본을 구성하는 하위요소에 대

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합의된

요소는 연결망(network), 신뢰(trust), 호혜성의 규범(norms of

reciprocity)이다(박희봉, 2009). 흔히 사회자본은 연결망과 동의어처

럼 활용되지만, 많은 연구들은 연결망이 신뢰와 규범을 바탕으로 작

동한다고 이야기하며 세 요소가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었다고 주장한

다(Stone & Hughes, 2002 ; Putnam, 1993).

먼저 연결망은 행위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

주는 관계의 구조이다. 연결망은 정보의 공유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연결망의 크기, 범위, 밀도 등 구조적 특성(안성호, 곽현근,

2002; 홍현미라, 2005)에 따라 사회자본의 성격 역시 다르게 나타난

다. 신뢰는 . 콜만에 따르면(Coleman, 1988), 신뢰는 사적인 관계에서

의 신뢰, 모르는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의 신뢰, 제도에 대한 신뢰로

유형화되며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묘사

된다. 마지막으로 호혜성의 규범이란 연결망에 소속된 행위자들 사이

에서 공유되는 행동의 규범이다. 호혜성의 규범은 여러 번의 거래

(transaction)가 반복되면서 만들어지는 문화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규범은 소속된 공동체의 공동목표에 개인들이 협력하게

만드는 요소이며 협력행위가 가져다주는 보상이 클수록 강화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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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인다. 또한 개인들의 일탈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

한다. 이른바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aed reciprocity)은 공동의 이

익을 위한 집합적 행위를 만들어내고,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Adler & Kwon, 2000).

앞서 사회자본을 논의했던 학자들은 사회자본의 여러 종류에 대

하여 이야기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자본은 밀접성, 개방성,

생성장소에 따라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Granovetter(1977)는 네트

워크의 밀접성에 따라 강한 연결망(strong tie)과 약한 연결망(weak

tie)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개인이 속한 집단이 개인적이고 비공식적

인 관계인가 아니면 공식적인 이차적 관계에 의거한 조직인가에 따

라 구분되는 개념이며 Newton(1999)은 전자에서는 두터운 신뢰

(thick trust)가, 후자에서는 얇은 신뢰(thin trust)가 발생한다고 파악

하였다. 다음으로 Anticliff et al(2007)은 네트워크의 개방성에 따라

열린 연결망과 닫힌 연결망으로 구분하였다. 닫힌 연결망은 연결망

내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잘 알고 있으며 유대감이 높은 배타적인

(exclusive) 관계가 특징이라면 열린 연결망이란 이질적인 구성원들

이 포용적인(inclusive) 관계를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Putnam은

결속적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가교적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고 있다(Stone & Hughes, 2000). 결속적

사회자본이란 밀도가 높거나 폐쇄적 관계망에서의 신뢰와 상호부조

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자본은 일상생활에서 일을 ‘수행해나가는

(getting by)’ 과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가교적 사회자본은

중첩되는 관계망과 관련되며, 한 관계망의 구성원이 다른 관계망의

자원과 기회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약할 수 있는

(getting ahead)’기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Granovetter의 약한

유대의 힘(strength of weak ties)과도 연결되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 11 -

개방적이고 약한 연결망과 폐쇄적이고 강한 연결망 중 사회자본

의 축적에 더 중요한 연결망은 무엇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

안 학자들 간 첨예한 의견의 대립이 있어왔다.

우선 그라노베터(Granovetter, 1973)는 현대사회에서의 인간관계

는 약한 연결망이 강한 연결망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고 주장했

다. 강한 연결망은 공유하는 정보가 중복되어(redundant) 직장을 구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새로운 정보들을 획득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약

한 연결망은 집단과 집단을 연결하는 느슨한 네트워크로서 더 많은

정보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라노베터에 따르면 직장

을 구하는 사람들은 강한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보다는 약

한 연결망으로 이어진 사람들에게서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

이 높다. 이러한 논지를 강화한 Burt(1992)는 행위자들이 개방적인

네트워크의 ‘구조적 구멍(structural hole)’의 위치에서 정보들을 중개

(brokering)하고 통제(controlling)함으로써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른바 ‘약한 연결망의 강함(strength of weak

tie)’을 강조해왔다.

이에 비해 Coleman(1988) 등은 폐쇄적이고 강한 연결망의 강점을

조명한다. 그는 폐쇄적인 연결망에서 규범의 준수와 상호호혜성을 바

탕으로 비로소 신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열린 연결망에서는 규범을

어기는 것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처벌이 부재하기 때문에 신뢰가 깨

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강한 연결망은 귀중한 정보들을 내부에서

만 공유하고 연결망의 외부자들은 정보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배타성

을 보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강한 연결망의 구성원들은 노동시장

사회자본의 종류

밀접성 강한 연결망 약한 연결망

개방성 폐쇄적 연결망 개방적 연결망

생성장소 결속적 사회자본 가교적 사회자본

표 1 사회자본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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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경쟁 속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의 대립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대중음악산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이후의 항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해볼 것이다.

2. 음악노동시장에서 사회자본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라고 말해진다. 음악산업과 같은 창의노동시장에서도 인적

자본은 물론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창의노

동시장에서도 상당한 숙련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Hesmondhalgh와 Baker(2016)는 창의노동자의 인적자본을 ‘숙련

(skill)’의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이들은 숙련을 창의적 숙련

과 예술적 숙련으로 구분한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확실하게 구분 지

을 수 있는 독창성, 새로운 표현방식이나 내용을 상상해내는 능력,

기존에는 연결 지어지지 않던 상이한 요소들을 결합할 수 있는 상상

력 등이 모두 창의적 숙련에 해당되며 반복적인 연습이나 현장경험

을 통해 획득되는 전문성은 예술적 숙련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숙련

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 아니라 업계에

서 지속적으로 일거리를 얻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자격으

로 여겨진다(McKinlay & Smith, 2009).

그러나 창의노동시장은 이러한 인적자본에 비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의 중요도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의 주장

이다. 개인의 인적자본만으로 시장에서의 성공이 결정된다는 주장

(Faulkner&Anderson, 1987)을 뒤집을 수 있을 만큼 노동자들의 사회

자본이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경험적 근거들이

제시되어 왔다(Blair, 2001; Lingo & Tepper, 2013;

Hesmondhalgh&Baker, 2016). 사회자본이 대중음악노동시장에서 조

명 받는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산업의 고용구조 속에서 사회자본은

안정적인 일거리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 창의산업은 프로젝트기반

노동, 프리랜서 노동, 단기 에이전시 계약 등 연속적이기보다는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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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고 유연한 고용관계가 매우 지배적으로 자리 잡은 영역이다. 이

는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자율성을 선사하지만(Waldfogel,

2017)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초래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Huws, 2014). 즉, 한 일거리가 끝맺음된 이

후 다음의 일거리를 적극적으로 찾아 헤매는 것이 대부분의 창의노

동자들에게는 매우 일상적인 과정이다. 끊임없이 일거리를 탐색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자리 정보가 상당 부분 비공식적인 사교현장

에서 공유되고 구인활동 역시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진행되는 경

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Davies & Sigthorsson, 2013). 대중음악시

장은 이러한 경향이 특히 더 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

악계의 경우 내부적으로 합의된 숙련측정 방식이 존재하며 특정한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의 채용 등 확실한 입직구가 존재한다. 물론

한 오케스트라에서 다른 오케스트라로 이동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

생하긴 하지만, 대중음악산업에서는 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고 고용이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 입직구가 분명하지 않

다는 점 등에서 불안정한 요소들을 더욱 많이 보유하고 있다.

네트워킹이 일자리 기회에 대한 양적인 접근만을 증진시키는 것

은 아니다. 만약 좋은 평판이 형성되고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산

업 내의 전문음악인 연결망에 속할 수 있다면 다음의 일거리를 확보

하기 훨씬 수월해진다. 이를 위해 많은 창의노동자들은 네트워크 내

에서 좋은 평판 만들기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Peticca et al,

2015; Hesmondhalgh & Baker, 2016). 창의산업은 창의노동자의 인

적자본, 즉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평가

로부터 측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예술성’이라는 요소가 이들의

숙련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로는 파악할 수 없는 숙

련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만으로는 측정

할 수 없는 이들의 숙련은 동료 노동자들,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주체

들에 의해 끊임없이 평가된다. 게다가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구 중

하나인 ‘You’re only as good as your last job’이 보여주듯 가장 최

근에 수행한 일이 판단의 근거가 되고 있어 매순간 좋은 평판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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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노력에는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는 것과 함께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로 인해 많은 창의노동자들이 자기착취(self-exploitation)에 시달리

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은(Rowlands & Handy, 2012) 일자리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이들이 연결망에 민감하게 반응해야함을 보여주

고 있다.

둘째, 사회자본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불안정한

업계에서 생존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자본은 단순히

더 많은 일자리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활동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여러 정보, 적절한 피드백, 정서적 지지와 위

안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창의노동자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환경에

서 네트워킹이라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한다(Randle&Culkin, 2009). 대표적으로 Kwon

et al (2018)은 한국의 대중음악산업에서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지

닌 사람일수록 산업 내에 잔류하려는 의도가 강한 집단에 속할 확률

이 더 높음을 밝히며 사회자본이 정서적 지지의 역할을 하는 한편

노동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구성하는 역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함의

를 제시하였다. 현재 속해있는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언제 또 일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언제까지 직업적으로 음악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 등을 품게 되는 환경 속에서 이

들은 동료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계속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

는 힘을 얻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자본은 심리적인 안전망을 제

공함으로써 음악인들의 직업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대중음악산업에서 사회자본은 비공식적인 채용 및 불

안정한 고용형태가 만연한 산업의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더 많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한편, 불안감을 극복하는 일

에도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다. 이는 공식적인 채용형태가 확립되어

있고 비교적 장기간의 고용이 보편적인 여타 산업에 비해 대중음악

산업에서 사회자본이 특히 더 중요성을 지니는 주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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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러한 지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음악노동의 특성에서

부터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불안정성에 집중한 선행

연구들의 설명은 분명 타당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의 논지를 그대

로 따라간다면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협업’이

중시되는 음악노동의 특성이 사회자본의 중요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음을 주장한다. 하나의 곡 또는 음반이 발매되기까지는 창작, 실연,

믹싱, 마스터링, 유통, 홍보 등 복잡다단한 과정이 요구되며, 이는 창

의노동자들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좋은 음악

을 생산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에는 각 과정들이 기계적

인 분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밀도 있는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누구와 함께 음악작업을 하느냐는 이들의 성과와 직결

되는 문제이다. 이미 일각의 연구들에서 사회자본을 통해 직업적 역

량이 강화됨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창의적 결과물은 여러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지며(Jones, 2011) 어떤 네트워

크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성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사회자본의 총

량 및 사회자본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창의노동자의 작업물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직업인으로서의 역량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적 네트워크가 프로젝트의 구인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맥락과 이

를 연결해본다면, 대중음악산업의 창의노동자들에게 사회자본은 더

좋은 직업적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3. 음악노동시장에서 사회자본의 축적

그렇다면, 대중음악산업에서의 사회자본은 어디에서, 어떻게 축적될

까? 창의산업 및 음악산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창의노동자의 사회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해왔다. 가족적

배경, 인턴 등의 초기직업활동, 교육적 배경이 그것이다.

먼저 가족적 배경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부모의 사회적 자본이

어떻게 자녀세대로 이전되는지를 다루고 있다(McKinlay & Smith,

2009). 이 연구들에서는 미디어산업이나 영화산업 등의 영역에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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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이미 상당한 사회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녀가 다른 사람

들보다 손쉽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새로운 일거리들에 접근하게 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했듯 ‘평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창의산업에서 부모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그러

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 혹은 가족이 극소수라는 점에도

주목해야한다. 현재 음악산업에는 상당히 다양한 청년층이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다. 그 중에서 부모 또는 다른 가족이 이미 해당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그들이 지닌 사회자본의 혜택을 투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창의산업이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

도 한국에서 크게 각광받지 못했던 분야임을 생각해본다면, 특히 음

악산업은 ‘딴따라’라는 멸칭 하에서 종종 기피의 대상이었던 점을 생

각해본다면 가족적 배경은 하나의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취급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인턴 등 초기직업경험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 창의노

동자들의 노동시장 진입은 공식적 경로와 비공식적 경로, 크게 두 경

로로 이루어진다. 초기직업경험을 통해 사회자본을 축적할 수 있다는

연구들은 이 중에서 인턴, 공채 등의 공식적 경로에 주목한다. 미디

어산업 등의 창의노동영역에서는 공채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고, 공채를 통해 채용된 노동자들이 도제시스템 하에서 장기간의

숙련을 형성하는 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Hesmondalgh & Baker,

2016). 따라서 공식적 루트를 통해 진입한 경우, 네트워크 형성은 자

연스럽게 보장된다고 이야기하는 흐름이 있다 (Davies &

Sigthorsson, 2013). 공식적인 진입로를 통해 산업에 유입된 경우, 함

께 일하는 동료, 선배 등과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고 평판을 잘 쌓아

나간다면 이후 이러한 연결망이 창의노동자의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것임은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대중음악산업에 비

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약점을 지닌다. 연습생을 공개적으로 모

집하는 아이돌산업,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공식적 진입로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진입로의 경우에도

전문음악인으로서의 커리어를 바로 시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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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에서도 홍대 인근의 라이브클럽들이 운영하던 자체 오디션

이 최근에는 거의 사라져 초기직업경험을 통한 연결망의 형성은 점

차 그 속성을 달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대중음악산업에 진입하는 일이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비공식적

인 경로란 사교활동이나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인맥을 통해 음

악산업에 진입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초기직업경험을 통해 연결

망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연결망 내에 속해 있어야 초기 직

업경험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현재 대중음악산업의 현실이다.

마지막은 교육적 배경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예술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주로 예술교육이

일정한 자격을 부여한다는 측면에 집중해왔다(Oakley et al, 2017).

그러나 최근에는 예술 고등교육 이수가 노동시장 진입 이전부터 공

고한 네트워크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이 평판과 인맥이 중요

한 창의노동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 여러

연구를 통해 규명되고 있다 (Comunian & Faggian, 2011; Hearn &

Bridgstock, 2010). 이러한 연구경향을 한국의 대중음악산업에 접목해

보면, 매우 특징적인 현상이 눈에 띤다. 바로 정규예술고등교육의 폭

발적 성장이다. 특히 점차 산업 내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실용음악

과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는 중요한 연

구과제가 될 것이다.

제 3절. 예술고등교육과 음악노동시장

1. 창의노동시장에서 예술고등교육의 역할

현재까지 창의노동시장과 관련된 논의에서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은 중심적인 자리에 위치하지는 않았다. 창의노동자들의

노동경험에 대해 다룬 많은 선행연구들은 창의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삶을 조명하는데 집중한다. 이들 상당수는 창의노동이 불안정성, 취

약성, 그리고 낮은 경제적 보상으로 특징지어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Gill and Pratt 2008; Menger 1999). 이후의 연구들은 이 불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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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음악노동자들의 일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특히 집중하거

나(Hracs, 2012)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노동자이자 창의적 인재로서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지 논의해왔다(Oakland et al. 2012).

이러한 연구들은 현재 산업 내의 노동자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

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게 하지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창의산업 내 노동자들 대부분이 동질적인 노동경

험을 지니고 있다고 전제한다. 물론 음악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창

의산업에는 유연한 고용관계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

에 일정 정도의 불안정성이 야기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임금을 비롯한 노동환경이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규명되었으며

(Slay, 2013) 각각의 창의노동자들이 일자리에 연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다르다. 따라서 창의노동자들 간 기회구조의 차이

를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이러한 연구들은 노

동시장 진입 이전의 경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들이 어떤

가족적 배경이나 교육적 배경을 지녔는지 등은 상기의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아왔다. 그러나 창의노동자들의 노동경험이

동일한 산업 내에서도 이질적인만큼 노동시장 진입 이전에 어떤 경

로를 밟아왔는지, 그리고 노동시장 진입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탐구하

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진입 이전의 가장 중요한

단계인 ‘교육’의 측면에 집중하여 고등교육과 창의노동시장으로의 진

입을 고찰해볼 것이다.

음악시장에서의 노동을 다룬 여러 연구들 중 교육공간에서 일터

로 이행되는 단계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의 자원을 언

급해왔다. 첫째, 음악활동에 필요한 각종 기술 및 숙련과 관련된 자

원이다. 교육의 가장 최우선순위의 목표는 학생들이 일정한 지식이나

숙련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술고등교육제도 역시 학생들

의 예술적 역량의 함양을 그 목표로 한다. 그러나 여타의 산업에 비

해 창의산업에서는 예술교육기관 졸업장의 의미가 상당히 저평가된

다는 주장이 있어왔다(Oakley et al. 2017). 이는 일반적으로 창의노

동영역에서 도제시스템을 통한 장기간의 숙련이 교육기관의 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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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얻어지는 자격(credential)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

다. 즉, 업무를 위해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지식과 기술적 역

량이 고등교육을 통해 어느 정도 습득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전

문직업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숙련이 요구된다는 것

이다. 이러한 진단은 창의산업에서 중시되는 가치에 대한 단서를 제

공하기는 하지만, 도제시스템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한국 음악산업

에서 예술고등교육의 의미를 탐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실용

음악과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4년 간 학생들에게 음악적 기술, 노

하우, 업계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는 예술성을 갖춘 음악인을 양성

함과 동시에 산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현장인력을 기르기 위함이

며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비해 현장과 더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교

육제도이다. 달리 말하면 각 조직이나 장에서의 도제식 훈련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그 기능이 실용음악과에 일부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실용음악과가 단순히 기술성을 담보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이외에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둘째, 예술고등교육기관이 문화적 자원을 축적하게 만든다는 연구

들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예술고등교육기관은 단순히 예술활

동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자본의 함

양을 촉진한다(Oakley et al. 2017) 예를 들어, 교육공간에서의 훈련

이 이들의 창의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이라고 파악하는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Oakley(2009)는 음악노

동시장에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의 희생

적일(sacrificial)만큼 업무에 매진하는 태도를 보이는 원인을 분석하

면서, 고등교육이 이들에게 일에 임하는 태도를 형성하게 했다고 주

장한다. 마찬가지로 Juuti와 Littleton(2010, 2012)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형성한 정체성이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고 커리어 경로

(career path)를 만들어나가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밝힌 바 있

다.

셋째, 마지막으로 예술 고등교육기관은 노동시장 진입 및 경력형

성에 필수적인 사회적 자본을 제공한다. 예술관련 고등교육을 이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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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학생들은 이후 노동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회자본을 축

적한다 (Comunian & Faggian, 2011). 이들이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

에서 경험했던 여러 팀 작업, 사적인 네트워킹, 공통된 관문을 넘으

며 형성한 유대감 등은 중요한 사회자본이 되어 이후 더 나은 일자

리 기회를 가지고 직업인으로서 이 산업에 잔존할 수 있게 한다. 관

련된 연구들 중 하나로 Hearn과 Bridgstock(2010)은 고등교육과정에

서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이것이 어떻게 기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한 바 있으며 Lukman et al(2013) 역시 교육과정에

서 동료들과 맺은 네트워크가 지속적인 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서술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음악산업으로 진출하고 싶어 하

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예술교육기관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

한 사회자본 축적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생각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예술고등교육기관이 이 세 차원의 자원을

모두 제공할 것으로 전제한다. 그러나 현재 음악산업을 비롯한 창의

산업에서 사회자본이 무엇보다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

려할 때, 노동시장 진입에 사회자본 축적의 기능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볼 것이다.

2. 한국의 예술고등교육 : 실용음악과

최근 한국은 한류열풍과 함께 음악산업의 엄청난 성장을 목도하

고 있다. 슈퍼스타K, Kpop스타 등을 중심으로 일었던 오디션 열풍,

아이돌 가수들을 중심으로 한 한류열풍 등은 전례 없는 음악산업의

성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발맞추어 수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음악

산업으로 유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주 어린 나이부

터 훈련에 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방증하는 현상 중 하

나는 정규 예술교육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이번 항에서는 한국 예술

고등교육의 역사를 돌아봄과 함께 이러한 예술고등교육의 폭발적 성

장의 의미를 짚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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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등교육제도에 대중음악이 하나의 장르로서 진입한 것은

약 30년 전인 1988년 서울예술전문대학1) 국악과 2부에 실용음악전공

이 개설되면서부터이다. 이는 1년 후 ‘실용음악과’라는 별도의 학과로

분리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실용음악과의 학제화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하상욱, 2014). 서울예전의 실용음악과 설립으로부터 시작

된 실용음악과의 생성기(1988~1997)를 거쳐 1998년에 이르면 실용음

악과는 확장기에 들어서게 된다. 생성기의 실용음악과는 학생모집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정한 장르로의 편중이 있었다면, 확장기부

터는 실용음악과의 인기가 상승하고 여러 장르를 포괄할 수 있는 다

양성이 확보되기 시작한다(양우석, 2018). 이 시기부터 전문대 및 일

반대학 모두 상당히 많은 실용음악과들이 새롭게 설립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현재 실용음악과는 생활음악과, 포스트모던음악과, 뮤직

프로덕션과, 재즈음악전공, K-POP전공, 뉴미디어전공 등 다양한 이

름의 전공으로 만들어져 있다(양은주, 2017)2). 전국적으로 전문대학

에는 53개, 일반대학에는 42개 대학이 이러한 실용음악관련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이외에도 학점은행제 과정이나 대학 부설의 콘서바토

리 과정에서도 실용음악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대학교육과정에 해당

하는 실용음악과의 운영은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약

20년 전인 1997년 7개의 2, 3년제 전문대학, 3개의 4년제 대학에 설

립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성장률이다 (장혜원, 2015).

그렇다면, 이러한 실용음악과의 성장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실용음악교육이 빠르게 증가했던 확장기는 디지털 음원시장이 발달

했던 시기와 중첩된다. 이는 우연적인 결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조

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디지털 음원시장의 발달이 대중음악산업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다(김영재, 김정기, 2013) 1990년부터 IMF 시기

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던 오프라인 음반산업은 2000년을

기점으로 그 규모가 축소되며 침체기를 맞게 된다. 이때 급속도로 성

1) 현재는 서울예술대학교

2)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에 존재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의 실용음악전공 관련 학과 또는

전공 명은 부록의 <표 5>와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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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기 시작한 디지털 음원시장은 한국 대중음악산업의 새로운 전기

를 만들어내었다. 즉, 디지털 음원시장의 성장은 대중음악시장 규모

의 확대로 이어졌고, 산업 내에서 더 많은 제작자, 창작자, 기획사를

수용할 수 있는 배경으로 기능했다. 대중음악 인력에 대한 시장의 수

요가 증가한 현상은 자연히 음악을 창작하는 전문 인력을 길러내는

실용음악과가 존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 2, 3, 4년제 대학을 막론하고 실용음악과가 증가하게 된다

(장혜원, 2015).

특히 음악산업 현장에서 디지털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는 이른바 ‘딴따라’ 취급을 받던 대중

음악이 학제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대

중음악에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냐는 비판적 질문들로부터 대학교육

을 통한 디지털 전문인력양성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용음악과가 확장되던 2000년 이후부터 학

과 내의 디지털 기술교육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 ‘한국적인

정서’를 중요하게 여기던 서울예대나 ‘재즈뮤직’ 등 특정한 장르가 기

반하던 학과들에서도 2000년을 전후로 디지털기술에 대한 커리큘럼

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현재는 ‘컴퓨터음악전공’이 따로 설립될 정도

로 실용음악과와 디지털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음악의 유통플랫폼이 다양화되고 대중음악의 소비가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통해 보다 일상화함으로써 연령에 관계없이

대중음악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진 것 역시 실용음악과의 확

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음악을 접하게

되고, 대중음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서

‘실용음악과’가 하나의 유의미한 선택지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처럼 대대적으로 확대된 실용음악과는 대중음악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주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현재의 실용음악과들은 음악산업

에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창의적인 전문인’을 기르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실제로 대중음악가를 꿈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용음악과 진학을 목표로 하여 입시에 몰두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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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렇다면, 실용음악과라는 교육제도가 실제 대중음악 노동시장

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

러나 현재까지 한국의 실용음악과에 대한 연구들은 실용음악과 자체

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고찰하거나(서상희, 2017; 하상욱, 2014), 해외

와의 비교를 통해 숙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의 개선을 요구

하거나(양우석, 2017) 실용음악교육의 제도화가 지니는 문화적 의미

(장혜원, 2015)만을 탐구해왔다. 이 연구는 이런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실용음악과가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서 수행하

는 역할을 다각도로 분석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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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의 설계

제 1절. 연구대상

본 연구는 실용음악과 제도 하에서 사회자본이 형성되는 양상과

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주요 대학 실용음악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다. 연구대상인 ‘주요 대학’은 모집인원과 지원

자 수, 입시경쟁률 등 정량적인 요소와 파일럿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업계종사자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였다. 주요대학에

해당하는 학교로는 서울예술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호원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가 있다. 지난 3년간의 입시통계를 기준으로 경쟁률과

평판이 모두 높은 네 개 학교의 실용음악과이며 이는 파일럿 인터뷰

에서 업계종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실용음악과의 명단과도 일치한다.

주요대학 실용음악과는 각각 다음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서

울예술대학은 3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음악학부에서 실용음악전공

을 개설하고 있다. 세부 전공으로는 노래, 작곡, 연주, 전자음악(음향

디자인)이 해당된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역시 3년제로 실용음악학부

를 따로 개설하고 있으며 크게 기악, 성악, 작곡전공을 개설한다. 이

중 성악전공은 클래식음악계의 성악과는 달리 대중음악 중심의 보컬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모집 과정에서는 각 전공의 세부분야를

특정한다. 기악은 피아노, 기타, 베이스, 드럼 및 퍼커션, 관악기 및

그 외 악기를, 보컬전공에서는 남/여를 따로 선발하며 작곡에는 싱어

송라이팅, 프로듀싱, 전자음악제작을 분류하여 뽑는다. 호원대학교는

4년제 대학으로 실용음악학부를 따로 개설하고 있으며 작곡, 보컬,

연주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모집에서는 작곡전공에서 작곡과 싱어송

라이터로 구분하여 인원수를 할당하고 연주전공으로는 피아노, 드럼,

베이스, 기타, 그 외 악기를 구분하여 모집한다. 동덕여자대학교는 4

년제로 운영되며 공연예술대학에 실용음악과를 개설하고 있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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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컬과 기악 두 전공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악은 피아노, 드럼, 베이

스, 기타, 그 외 악기로 세분된다.

설립연도 학제 개설 전공 모집인원

서울예대 1988 3년제

노래

약 30명
작곡

연주

전자음악

동아방송대 1998 3년제

기악

약 40명성악

작곡

호원대 2007 4년제

작곡

약 60 ~70명보컬

연주

동덕여대 1998 4년제
보컬

약 40명
기악

표 2 주요대학 실용음악과 기본 정보

연구대상은 위의 4개 대학 중 하나에서 실용음악과를 전공하였고

전문음악인으로서 활동한지 3년 이상, 15년 이하3)의 경력을 지니고

있는 졸업자들이다. ‘전문음악인’으로서의 경력은 실용음악 학원 출강

이나 레슨 등의 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창작 또는 실연활동에 해당되

는 라이브 공연과 음원제작에 참여한 햇수를 대략적으로 측정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 대중음악산업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활동기간을 측정하기는 다소 까다로웠다.

이에 첫 공연 또는 첫 음원제작 참여를 기준으로 하여 현재까지의

기간을 측정하였고, 이 중 1년 이상의 공백이 있을 경우 이 기간을

제외한 채 활동기간을 추산하였다.

이들에 대한 모집은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3) 유통의 측면에서 3세대 디지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cohort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위

하여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졸업생들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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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럿 인터뷰를 진행하며 접촉한 기획사 매니저의 소개, 둘째, 음악

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 큐오넷(Cuonet)을 통한 광범위한 모집, 셋

째, 지인의 소개이다. 각각의 경로를 통해 우선적으로 인터뷰 대상자

들을 물색한 후, 눈덩이 표집(snowballing)의 방식을 이용하여 10명

의 면접자를 모집하였다. 표집방식의 경우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의 명

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개개인의 전문음악인으로 활동한 기간의

편차가 커 일괄적으로 학번, 연령 등으로 면접대상자를 좁히기 힘들

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눈덩이 표집을 이용하였다. 단, 이 과정에서

특정한 학교로의 편향, 특정 연결망 내의 사람들로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물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수는 기존의

질적연구방법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Charmaz, 2013; Glaser and

Strauss 2011).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는 분석과 비교를

통해 수집되는 자료가 이론적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 10 ~ 20명 내외의 연구대상자가 선정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다양한 활동영역(장르 및 전공)

을 포함하는 규모를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시간과 경제적 비용의 제

약을 고려하여 10명의 면접자를 선정하였다. 면접대상자들에 대한 기

본적인 인적사항은 아래의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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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4) 활동기간 연령 성별 주 전공

A 09 9년 30대 남 기타

B 10 9년 30대 남 드럼

C 05 12년 30대 여
베 이 스 ,

작곡

D 05 5년 30대 여 피아노

E 11 8년 20대 여

피 아 노 ,

작곡, 기

타

F 12 5년 20대 여 보컬

G 08 10년 30대 남 기타

H 11 7년 20대 여 피아노

I 13 4년 20대 남
보컬, 작

곡, 기타

J 10 7년 30대 여 보컬

표 3 연구대상자 인적사항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20대 ~ 30대로 최소 4년에서 최대 12년의 활

동기간을 가지고 있는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이다. 학번은 05학번부터

13학번까지로 약 10년의 기간에 걸친 실용음악과 졸업생을 포괄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기간과 학번은 반드시 상관관계를 지니지는 않는

특징을 보인다. 예를 들어 D의 경우 학번은 05이지만 활동기간은 5

년에 불과한 반면 같은 05인 C는 약 12년의 활동기간을 지니고 있

다. 이는 실용음악과의 특성 상 전문음악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졸업생들은 대학입학 전부터 활

동경험이 있기도 하고, 일부 졸업생들은 매우 늦은 시기에 활동을 시

4) 연구참여자의 신상보호를 위해 출신학부를 따로 명기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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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거나 초기에 시작했더라도 장기간의 공백기를 가지기도 하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성별은 표집과정에서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연구대상자들의 주전공은 기타, 드럼, 베이스, 피아노 등의 기악분야

와 작곡분야, 보컬분야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C, E, I는 두 개

이상의 분야가 모두 자신의 전문분야라고 소개하고 있다.

면접자들은 모두 음원제작이나 공연에 수십 회 참여했던 전문음악

인들이다. 그러나 이들 중 오로지 음악활동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은 A와 E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개인레슨, 학원출강, 기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B와 D는 공연이나

창작활동보다는 교육활동에 더 매진하고 있었으며 G, I는 곧 음악활

동을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이들은 모두

주요 대학 실용음악과 졸업생의 지위를 지니고 있지만 서로 다른 노

동시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창의노동자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학교생활과 노동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중음악노동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을 해볼 것이다.

제 2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질적연구 방법의 하나인 심층면

접이다. 전통적으로 사회자본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연구들은 네

트워크 분석 등의 양적 방법을 주로 이용해왔다. 음악산업의 네트워

크에 대한 연구들 역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통

해 음악산업 내 다양한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보여주거나 여

성 등 특정한 행위자의 산업 내 성공이 네트워크와 어떤 연관을 지

니는지를 밝혀주었다(Crossley, 2015; McAndrew & Everette, 2015;

Hammou, 2014).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은 행위자와 행위자 간의 관

계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연결망의 속성과 의미를 분석하

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그러나 본 연

구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질적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첫째, 기존의 네트워크 분석 연구들은 개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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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와 밀접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었지만, 네트워크를 곧 사회자

본과 등치되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약한 연결망에서의 접촉이 반드시 유효한 사회자본으로 기능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다. 이는 설령 행위자들이 온라인상

에서 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고, 활발한 소통을 하더라도 그것

이 반드시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자본’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약한 연결망과 강한 연결

망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에 영향

을 미치는가는 실용음악과 졸업생들 개개인의 일상과 노동경험에 모

두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양적 방법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이

다. 따라서 대상자의 경험에 밀착하여 진행하는 심층면접이 이들의

사회자본을 연구하는데 더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둘째,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의 네트워크 지도를 그려내기에는 자료

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였다. 국내에 대중음악인들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조사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실용음악과 졸

업생들 중 업계에 전문음악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집단은 실질

적으로 파악불가능하다. 업계로부터의 이탈과 재진입이 빈번하게 일

어나기 때문이다. 일부 해외의 연구들은 유명 대중음악인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에서의 친구관계 또는 팔로잉 관계를 추적하는 방식을 채

택하지만, 이는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이 실제 일자리를 구함에 있어

주요하게 활용하는 연결망 분석에는 적절한 자료로 판단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용음악과 졸업생 10인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

시함으로써 이들의 연결망을 미시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한편

이들의 사회자본이 대중음악노동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분석해볼 것이다. 심층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

구대상자들의 실용음악과에서의 생활, 노동시장 진입, 그리고 노동시

장에서 경력을 만들어가는 시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꼼꼼히 기록하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은 연구대상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

소 (신촌, 왕십리, 노원 등)에서 최대 3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 번

의 만남에서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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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정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추가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하였다. 이 심층면접을 통해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축적한 사회자본의 실체를 파악하고, 디지털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사

회자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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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실용음악과 제도와 사회자본

이 장에서는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이 어떻게 실용음악과 내에서 사

회자본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사회자본을 어

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1절에서는 사회자본 형성의

토대가 되는 실용음악과의 제도적 특성을 살펴본다. 이후 2절에서 실

용음악과 졸업생들이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을 이들의 학교

생활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혀볼 것이다.

제 1절. 주요 대학 실용음악과 제도의 특성

이 절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주요대학 실용음악과 제도의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각 학과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향점, 개

설 과목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한국의 주요대학 실용음악

과가 공통적으로 담지하고 있는 제도적 특성을 드러내볼 것이다. 즉,

디지털 환경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져가는 ‘전문성’을 함양하는 제도

적 기반을 살펴봄과 동시에 긴밀한 협업을 만들어내는 신뢰와 호혜

의 연결망이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1. 학과목표

이번 항에서는 서울예술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호원대학교, 동

덕여자대학교의 학과목표를 중심으로 실용음악과 제도를 들여다본다.

각각의 대학은 <표 4>와 같이 학과의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서울예술대

학교

1. (우리 예술혼의 계발) 방만해지고 따라서 더욱 대학

간 경쟁력이 강화될 것을 대비하여 우리의 전통문

화와 정신을 바탕으로하는 한국적 실용음악교육을

표 4 주요 대학 실용음악과의 교육목표 (출처: 각 대학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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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시행하여 타대학실음악과와의 차별화를 모

색하고 나아가서는 실용음악의 교육과 작편곡의 글

로벌 차원의 한류를 이루어 세계를 지향한다.

2. (세계화) 글로벌화되고 더욱 혁신되어가는 실용(대

중)음악 흐름에 충실하면서 세계적 수준의 실용음

악교육의 수준을 극대화하면서 외국(대중)음악교육

일변도의 실용음악을 극복하고 새로운 한국적 실용

음악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국내의 실

용음악교육수요를 창출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실용

음악교육의 한류로 해외시장 창출을 지향한다

3. (예술-과학 융합)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자음악, 실

용음악제작, 영화음악기법등 과학적 테크놀로지와

결합되는 교과목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가능한 학생들의 작품제작 및 발표에 가

능한 테크놀로지 차원의 의미, 소재등을 접목 시킬

수 있는 키워 과학기술과 융합되어 가는 예술흐름

에 적응하게 한다. 또한 이를 위해 교양과목 차원의

컴퓨터관련 교과목의 수강을 가능하게 한다.

4. (연계·순환·통합) 한국의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정체

성 있는 한국적 실용음악교육을 위해 한국음악과의

교과과정 연계를 모색하며 연극,무용 등 무대예술과

미디어 및 영상예술교육과 접목된 매체예술들과 연

계된 교육을 위해 관련 학과와의 연계순환교육을

지향한다.

5. (산학협력) 음악제작사/기획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

고 제작사들과 장기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덕션을 제작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제작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파악하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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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차원의 교과운영을 지향한다.

동아방송

예술대학교

기악전공

1. 미래지향적 안목과 실기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2. 음악현장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실전 인력 배출

3. 개성과 창의성 있는 독창적 재능개발

4. 세계적 음악시장으로 진출할 글로벌 인재 양성

5. 인성과 열정을 겸비한 교육가적 자질 함양

성악전공

1. IT 환경에 적응하는 미래지향적 가수 양성

2. 음악현장 실무를 이끄는 리더쉽 능력 함양

3. 개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특성화된 실습교육

4. 차세대형 글로벌 아티스트 양성

5. 인성교육을 통한 자아존중과 인간존중을 실천하는

참인재 양성

작곡전공

1.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재능공동체 구축

2. 프로듀싱과 싱어송라이팅의 이론과 실기 능력을 3.

겸비한 탁월한 작곡가 양성

4. 문화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음악적 아이

디어를 콘텐츠로 구현하는 능력배양

5. 기술과 삼성의 조화를 이룬, 능동적 독립 실용음악

가 양성

동덕여자

대학교

1. 앙상블 실기 실습을 통하여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

고 배려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지성인을 기른다.

(배려하는 지성인)

2. 다양한 실습교육과 작품활동을 통하여 예술계열의

핵심요소인 창조적인 감성을 지닌 인재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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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인 지성인)

3. 여러 장르의 음악에 대한 이해력을 바탕으로 튼튼

한 음악이론과 실기능력을 갖춘 융복합형 전문인을

육성한다. (융복합형 전문인)

4.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마인드를 지닌 사회인을 육성한다. (기

여하는 사회인)

5. 국제화 사회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

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글로벌 마인드와 능력을

지닌 인재를 육성한다. (글로벌마인드 인재)

호원대학교

대목표: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용적인 프로음악인의 배출

작곡전공

1. 개성있고 차별화 된 작곡가와 피아노연주가의 배양

2. 예술적이면서 대중을 외면하지 않는 음악교육

3.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음

악인으로서의 자질 갖춤

보컬전공

1. 바른 발성을 익혀 성대수명을 지키고 목에 무리가

없게 노래한다.

2. 음악적 기본 교육을 통해 음악전체를 이해하는 보

컬리스트로 성장한다.

3. 감동을 줄 수 있는 노래를 한다.

연주전공

1. 개성 있고 차별화 된 연주가의 배양

2. 예술적이면서 대중을 외면하지 않는 음악교육

3.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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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학에서 제시하는 가장 큰 교육목표는 산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실용음악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바로 ‘전문성’을 갖춘 대중음악인의 배출이라고 할 수 있다. 호원대학

교에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음악인으로서

의 자질 갖춤’을 강조하거나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융복합형 전문인’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이런 경향성이 확인된다. 이는 디지털 음악노동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누구나 음악을 생산

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은 역설적으로, 아마추어들은 보유하기 힘

든 전문성에 대한 수요로 귀결될 수 있으며 대중음악인을 꿈꾸는 많

은 청년들이 실용음악과로 집결되는 원인 역시 전문성의 획득이다.

이러한 전문성은 음악적인 지식, 실연 또는 창작 능력, 디지털 기술

활용능력 등을 모두 포괄한다. 서울예대와 동아방송예술대학은 특히

디지털 기술과 연계된 전문음악인의 양성을 강조하는데, ‘과학적 테

크놀로지와 결합되는 교과목운영의 강화’ 또는 ‘IT 환경에 적응하는

미래지향적 가수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교육목표에서는 음악을 공동의 작업으로 인식하고 협

업의 정신을 증진하려는 의도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대중음악산업

은 앞서 언급되었듯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업계이다. 효율적으

로 운영되는 긴밀한 협업을 위해서는 음악적 능력과 함께 공동체 내

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중시하는 교육목

표를 일부 대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재능공동체의 구축’, 동덕여자대학교는 ‘앙

상블 실기실습을 통하여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소

양을 갖춘 지성인을 기른다.’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내세우며 이를 보

여주고 있다.

2. 교육과정

상기의 교육목표에 따라 각 대학은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타인과

악인으로서의 자질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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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있다. <표 5>은 각 대학

의 학년별 주요 교육과정을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서울예대, 동아방

송예술대, 호원대학교는 각각 학년별 교육과정을 명시해놓아 순서대

로 정리하였으며 동덕여자대학교는 별도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개

설교과목명을 나열하였다.

서울예대 동아방송예술대 호원대학교
동덕여자대학

교

1학년

기초악기랩

전공실기

화성학

실용음악화성

학

시창청음

전자음악

리듬합주

빅밴드앙상블

기초악기랩

전공실기

창업과진로

음향제작실습

기초앙상블

기초DAW시스

템(시퀀싱)

기초DAW시스

템(오디오프로

듀싱)

사보법

실용화성학

기초리듬연구

시창청음

재즈워크샵

무대실습

기초송라이팅

팝앙상블

실용음악이론1

시청청음

사보법(시벨리

우스)

앙상블워크샵

(팀별 합주지

도)

전공실기(1:1

개인레슨)

재즈화성학

음악감상론

연주실기

시창.청음

리듬편곡법

클래스피아노

클래스기타

합주실기

전공실기

사보법

고급화성학

레코딩실습

선법화성학

가요편곡법

작품분석 및

무보법

서양음악사

가요작법

퍼포먼스워크

샵

뮤지컬워크샵

광고음악실기

재즈편곡법

재즈음악사

영상음악실기

2학년

전공실기

합주실기

대위법

오디오프로세

싱

악기론

가사론

실용음악편곡

전공실기

음악가를 위한

영상제작 및 활

용기법

비트메이킹

로큰롤앙상블

기초편곡법

무대연주 재즈

어드밴스드 뮤

직워크샵(학내

연주)

DAW기초(로

직, 큐베이스)

실용음악이론2

앙상블1(장르

별 합주수업)

표 5 주요대학 학년별 교육과정 (기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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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송롸이팅

레파토리

음악교수학습방

법

재즈&월드뮤직

가상악기활용테

크닉

라지앙상블(캡

스톤디자인)

모타운앙상블

전공실기(1:1

개인레슨)

전공 LAB(전

공별심화 마스

터 클래스)

부 전 공 L A B

(본인전공 외

의 분야습득)
리듬연구

국악장단실기

지휘법

국악가락실기

월드뮤직연구

컴퓨터음악

고급청음

포크음악연구

록음악연구

현악편곡법

리하모니제이

션

보컬즉흥연주

콘서트워크샵

3학년

전공실기

리사이틀세미

나

졸업작품연구

현대음악기법

그룹스터디

임프로비제이

션

대중음악사

스트링편곡법

현대음악기법

관현악법

전공실기

창업과취업지도

졸업작품워크숍

문화예술교육현

장의 이해와 실

습

부전공기악

월드뮤직앙상블

일렉트로어쿠스

틱앙상블

싱어송라이터앙

상블

졸업작품 레파

토리

레코딩프로젝트

컨템포러리(퓨

전)앙상블

대중음악과 음

악산업

창작곡앙상블

프로페셔널 뮤

직워크샵(학내

연주)

작곡트레이닝

가요작사법

피 아 노 L A B

(피아노 전공

대상)

한국음악연구

앙상블(장르별

합주수업)

예술론

전공실기(1:!레

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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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을 참고하면 주요대학 실용음악과의 교과과정은 크게 음

악이론, 음악사, 전공실기, 합주수업, 디지털기술교육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실용음악과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

큼 이론과 실기교육을 모두 골고루 갖춘 교육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음악이론에 대한 수업들(화성학, 편곡법, 대위법 등)이 매우 주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각 전공에 따른 실기수업이 학년별로 개설

되고 있었다. 이러한 이론 및 실기 강좌들은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일

정한 숙련을 지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후 업계에서 실용음

악과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나의 유인이 될 것으로 파악

된다.

4개 대학의 교육과정 중 눈에 띄는 것은 앙상블, 합주실기 등의

이름으로 개설되는 합주수업이다. 서울예대는 1학년에게는 리듬합주

와 빅밴드앙상블, 2학년에는 합주실기 수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아

방송예술대학교는 1학년에 기초앙상블과 팝앙상블, 2학년에 로큰롤앙

상블, 라지앙상블, 모타운앙상블, 3학년에 월드뮤직 앙상블, 일렉트로

어쿠스틱 앙상블, 싱어송라이터 앙상블, 컨템포러리 앙상블, 창작곡

앙상블 등 다양한 앙상블 수업을 개설한다. 호원대학교 역시 학년에

따라 앙상블 워크샵, 앙상블(장르별 합주수업), 마스터클래스라는 심

화앙상블 수업을 열어 합주수업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교과목해설에서 “일반적인 실용

음악 분야에서 합주는 가장 실질적인 연주능력이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연주실기 강좌와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합주실기 강좌 또한 전공

4학년

마스터클래스

(심화 앙상블

수업)

믹 싱 테 크 닉

(DAW활용)

음악제작실습

전공실기(1:1

개인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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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없이 4학기 동안 의무적으로 수강이 부과되어 있다”고 밝히며

재즈, 레게, 포크, 펑크, R&B, 모던락, 비밥, 가스펠, 라틴, 아카펠라,

모던재즈, 퓨전, 아프로쿠반(Afrocuban), 크로스오버,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합주수업을 열고 있다. 이러한 합주수업이 어떻

게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서는 이후의 절에서 후술할 예정이다.

제 2절 사회자본의 형성과정

이 절에서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교육공간 내에서 어떻게 사회자

본을 형성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밝힌다. 실용음악과 졸업

생 10인과의 면접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지점은, 일반적으

로 이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끈끈한 인맥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이

다. 이 절에서는 실용음악과 제도 속에서 어떻게 네트워크, 신뢰, 호

혜성의 규범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면접자들의 학교생활 경험을 토대

로 밝혀보고자 한다.

1. 사회관계 발생의 공간

우선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도가 제공하는 공통의 공간

에서 사회관계의 발생을 경험한다. 앞서 1장에서 살펴보았던 사회자

본의 논의에 따르면, 사회자본의 형성을 위해서는 상호작용이 이루어

지는 초기에 일정한 사회적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실용음악과는 학

생들을 한 공간에 머무르도록 유도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냄으로

써 이러한 사회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

다. 물론 이러한 기능은 모든 학교나 조직이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한편으로는 매우 당연한 사실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기능은 대중음악산업에서는 보다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창의산업의 특징 중의 하나는 노동자들의 작업장이 종종 파편화되

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특정한 조직에 종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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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일하기 때문에 한 공간에 모이거나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한국 대중음악산업에서는 약

20년 전까지는 ‘홍대’라는 공간에 인디음악장르의 음악인들이 집적해

있었지만,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과 인디음악의 쇠퇴와 함께

이러한 지역 커뮤니티 역시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따라서 대중음악인

들을 묶어낼 수 있는 물리적, 상징적 공간의 존재는 사회자본의 축적

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실용음악과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대중음악인 또는 대중음악지망생들을 특정한 시공간으로 소환하고

이들 간의 사회관계를 자연스럽게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특장점을 지

니고 있다. 실제로 한 면접자는 실용음악과를 진학하지 않았을 때 겪

을 것으로 생각되는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로 바로 이런 사회관

계의 부재를 꼽았다.

G: 저희는 아무 것도 안 하고 학교에서 하란대로, 그냥 수업만

가도 저절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

데 제 친구는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실용음악과 안 나오고 혼

자 음악을 하겠다고 하는데 맨날 외롭다 하더라구요. 주변에

음악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음악인 모임 같은 게 활성화된

것도 아니니까. 저였어도 실용음악과를 오지 않았으면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2. 신뢰

학교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는 학교제도 속에서의 여러 상호작

용으로 이어지고, 학생들 간의 ‘신뢰’로 귀결된다. 실용음악과 학생들

의 서로에 대한 신뢰는 1차적으로는 입시과정에서 축적되고 입학을

통해 인증된 서로의 인적자본에서 기인한다. 우선 주요대학 실용음악

과는 모집인원이 약 30명에서 최대 70명 수준이며 개별 과마다 편차

는 있지만 그 경쟁률은 평균 10:1에서 최대 130:1까지 이를 정도로

매우 치열하다. 2019학년도 모집을 기준으로 호원대는 최대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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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음악학부 보컬전공), 동아방송예술대학교는 134:1 (전자음악제작

과), 서울예대는 114.7:1 (실용음악전공), 동덕여자대학교는 99.75:1

(보컬전공)의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다(각 대학 입학처,

2019). 따라서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들은 어려운 관문을 뚫었다는 자

부심과 함께 동기 및 선후배들의 기술과 숙련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의 신뢰를 갖게 된다고 응답했다.

D: 아무래도 저도 진짜 아무것도 없긴 한데 oo대 실음과 나왔

다하면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갔구나에 대한 인식이 있

어요. 아무래도 앨범이 둘 다 없는 사람이라고 치면 (실용음악

과 학생들은)한 번의 오디션을 통과한 애인거죠.

I: xx대 (실용음악) 전공이면 ‘일단 기본은 한다’ 이렇게 생각하

는 거? 실음과 입시하는 애들이 수백 수천 명인데 그 중에서 거

의 제일 탑인 애들이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현장에서 제일 잘

한다 이런 건 아닌데 기본은 할 거라는 생각이 깔려있어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하는 입시제도는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일정한 자

격을 갖춘 사람임을 증명하는 한편, 이들 간의 상당한 유대감을 형성

하도록 만든다. 면접자들은 ‘최소한 우리 학과에 올 정도면 기본 실

력은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적자본에 대한 신뢰는 실용음악과의 교육과정을 함께 밟

아나가면서 더욱 강화된다. 면접자들은 주요대학 실용음악과는 상당

히 양질의 이론 및 실기수업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주요

대학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교수진의

구성인데, 풍부한 업계경험과 음악적 지식을 보유한 교수들의 지도를

통해 모든 학위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일정한 숙련정도를 보일 것

으로 기대된다고 말한다. 이는 실용음악과 연결망이 단순히 같은 학

과라는 상징적인 징표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실력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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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신뢰를 강화하는 또 다른 교육과정으로는 합주수업이 있다.

주요대학 실용음악과의 교육과정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합주

수업은 학생들 간의 소통을 촉진하는 요소로 손꼽혔다. 합주수업은

앞선 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매학기 지속적으로 개설되며, 동덕여

자대학교의 경우 의무적으로 매 학년 수강해야하는 과목으로 지정되

어 있다. 합주수업은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서로의 음악적 역량과 취

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공하는 한편,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만든다.

H: 합주수업이 있는데 서로 이때 많이 친해지죠. 자주 볼 수밖

에 없으니까. 그리고 합주수업을 하다보면 누구는 뭘 잘하고

누구는 뭘 잘 한다 이런 거를 알게 되고. 한 학기동안 계속

모여서 맞춰나가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A: 학교에서 제일 좋았던 건 합주수업? 합주수업에서 서로 피

드백을 하고, 그럼 음악적 역량을 키우게 되죠. 그리고 서로를

알게 되고. 같은 과라고 해도 다 친하거나 맨날 이야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합주수업을 하면 얘기할 기회가 많아

져요.

F: 합주수업 하면 와.. 얘는 진짜 잘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

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죠. 그러면서 약간의 존경심? 누군

가는 저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것 같긴 한

데..(웃음)

면접자들은 실용음악과 연결망 내의 사람들을 잠재적인 직업동료이

자 사적인 친구라는 양가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면접조사 전

반에서 보여주어 왔다. 이들은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반복적으로 진

행되는 합주수업을 통해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의 직업적

역량과 인간적 면모를 바탕으로 신뢰를 형성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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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아는 사이’로 끝맺음 될 수도 있었던 사회적 관계가 이후 직

업적 영역에서의 사회자본으로 전환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들 간의 신뢰가 반드시 각자의 음악적 능력이나 인적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일부 면접자들은 일상적인 소통과정에

서 쌓이는 인간적인 신뢰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였다. 학과가 대체로

소규모 인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빈번하

게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들은 실용음악과에서 만난 인연들을 잠재적인 직

업동료임과 동시에 서로를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고민을 나누는 좋은

친구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J: (학과 동기, 선후배 들은) 같이 일하기 좋은 동료이기도 하지

만 좋은 친구죠. 꼭 일할 때만 도움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그러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들이라고 해야할까요?

3. 호혜성의 규범

앞서 살펴본 사회관계의 발생과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신뢰는

물론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Coleman(1988)은 개인적 이

기심을 막고 집단 전체의 목표를 향해 행동해야 한다는 상호부조의

규범이 사회자본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특히 강한 연결망

에서 서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호혜성의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고 주장했다.

면접자들은 실용음악과, 그리고 대중음악산업계가 상당히 ‘좁은’ 판

이라고 말하며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이른바 ‘모난 행동’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모난 행동이란 합주

등 협업이 필요한 프로젝트에서 개인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혹은

자신만의 음악적 해석을 고집하기 위해 타인과 의견을 조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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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H: 같이 연주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함께 맞춰야

하는 부분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능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남들이 못 따라올 거 같아도 무조건 어렵게 연주하는 거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근데 그런 식

으로 하면 같이 일 못하죠. 합주의 기본은 다같이 최대한의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서 보여주는 건데. 저라면 다음엔 그런

사람 안 써요.

면접자 H는 ‘최대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공동의 목표를 무시

하고 행동했던 한 지인의 예를 들며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곧 업계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평판이 채용의 중요한 근거

가 되는 대중음악산업에서 실제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많은 면접자들이 인간관계의 관리를 상당히 중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G: 약간 사람 성향이나 성격이 특이한, 사람 성격이 안 좋으면

관계가 어려워요. 어디가서도 실력은 좋은데 인성이 별로다

하면 같이 못해요.

B: 솔직히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성이 엄청 중요하거든

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도 안 써주면 끝이니까. 그래서 더 사

람들하고 잘 지내야한다고 봐요.

C: 인간관계도 프로듀싱의 큰 부분이에요.

연구자: 실용음악과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A: 인간관계를 잘 가꿔나가라. 아싸(outsider)느낌으로 가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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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면접자 G와 B는 이른바 ‘인성’의 문제가 인적자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해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실용음악과 내에서

는 구성원들이 집단의 공동목표를 따라야한다는 규범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동목표란 곧 좋은 음악을 생산하거나

연주해내는 것이며 이러한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

람들은 연결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본인들이 배제되지

않기 위해 연결망 내의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leman은 이러한 규범이 사회적 지원이나 지위, 명예나 다른 보상

등에 의해 강화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주요대학 실용

음악과가 대중음악산업에서 지니는 배타적 지위는 이러한 상호부조

의 규범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용음악과 학생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E: 실용음악과를 졸업하지 않고 대중음악에서 살아남는 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주변에만 봐도 그런 사람은 거

의 없는 것 같은데.

I: 우리학교가 유달리 그런 게 심하긴 해요. 업계에 xx대 출신

이 상당히 많고. 서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다, 그런 생각이

많아요. 제일 잘 되는 사람이 나머지 책임지는거다 농담 식으로

그런 말 자주 하고.

E: 교수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중에 누가 잘될지 모

른다. 지금 다들 잘 지내놓아야 나중에 좋게 돌아온다.

종합해보면, 학교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는 학교생활 중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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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속에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을 바탕으로 한 사회자본으로 변

모한다. 신뢰와 호혜의 규범이 자리 잡은 이 연결망은 다른 연결망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의 장에서는 이 연

결망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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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실용음악과 사회자본의 효과

이 장에서는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의 커리어 진입과 커리어 형성

과정, 그리고 부업을 얻는 과정에서 실용음악과에서 축적한 사회자본

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밝혀본다. 특히 디지털 기술변동

이 예고했던 온라인 공간의 부상이 어떻게 실용음악과 사회자본과

결합하고 있는지를 밝혀본다.

제 1절. 커리어의 시작

대중음악산업의 창의노동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노동시장을 진

입하는가는 지금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영역이다. 비공식적인

채용이 만연한 음악산업에서 개개인이 어떻게 일자리를 잡는지는 추

적하기 매우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개채용 혹은 적극적

인 캐스팅이 실행되고 있는 아이돌산업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창작자,

실연자 등은 인맥을 이용한 비공식적인 채용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

입했으리라 유추하는 것 이외에는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자료를 탐

색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어떻게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경로를 밝혀내볼

것이다.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졸업 후, 혹은 졸업 즈음에 노동시장으로 진

입하고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것과 달리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학위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일찍이 커리어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노동시장의 진입에 이수된 학위가 요구되거나 정해

진 입직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실용음악과에 입

학하게 되면 꾸준히 실제 업계에서 전문음악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진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첫 번째 주요 루트는 구조적

구멍(structural hole)에 해당하는 교수진의 소개이다.

실용음악과의 교수들은 주로 음악산업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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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 현직 전문음악인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음악산업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구조적 구멍

(structural hole)으로 기능할 수 있고, 이는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의

커리어 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면접자 J는 실용음악

과에 입학하기 이전 입시기간에서부터 교수진의 영향력을 인지하는

지망생들이 많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J: 실음과 입시준비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 많이 해요. 음악하

려는 사람이 실용음악과를 가야하는 제일 큰 이유는 교수인맥

이라고. 교수가 인맥으로 여기저기 꽂아줘야 좋은 기회를 잡거

든요. 아무리 날고기는 실력이 있어도 완전 대천재가 아닌 이

상 교수의 영향력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실음과 교수들은 보

통 이 바닥에서 엄청 오래 굴러먹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 저 사

람 잘 알기 때문에 이거하자 저거하자, 소개시켜줄 사람 없냐

이런 제안이 엄청 들어오더라구요.

J의 이와 같은 언급은 실용음악과의 교수진들이 산업 내에서 일자리

의 기회를 공급하는 개인 또는 집단과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연결해

주는 매개자로 존재하며, 이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실용음악과 진학결

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면접자 A와 E

는 교수의 추천을 통해서 전문음악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 회고한다.

연구자: 처음으로 전문적인 음악활동, 예를 들면 음반제작에

참여하거나 돈을 받는 공연에 참여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

세요

A: 제가 처음 일하게 된 것도, 저는 통기타를 좋아했거든요.

학교에서 통기타를 많이 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교수님이 통기

타 잘 치는 애들이 없냐고 학생들한테 물어봤나봐요. 그때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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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 통기타하면 A다 그래서. 그 연결을 통해서 00누나(아

티스트)를 통해서 하게 되고 연결이 되고. 인맥이 되게 중요하

구나. 말하자면 교수님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된 거죠.

E: 아는 교수님을 통해서(첫 공연에 참여했어요). 합주수업을

했던 교수님이 저를 예뻐하다가 누가 교수님한테 거기 누구

잘 하는 애 없냐고 하면 저를 소개시켜주시고. 그렇게 큰 걸

(큰 행사) 했었어요.

물론 이처럼 교수의 추천을 받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기회가 모든

실용음악과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수에게 다양한 제의

가 들어오더라도 그 기회가 여러 학생에게 골고루 분배되기 보다는

소수의 학생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교수를 통해 첫

일자리를 얻었던 A는 기회의 불평등한 분배에 대해 불만을 가진 학

생들도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교수의 소개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면 가장 좋지만 실제로는 다른 경로를 통해 전문음악인으로서의 활

동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고 말한다.

면접자들에 따르면 처음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가장 흔한 경로는

학교 동기, 선배들의 연결망을 통한 일자리의 제안이다. 이는 주로

먼저 업계로 진출한 동기, 선배, 때로는 후배들이 주변 지인의 부탁

을 받아 세션 혹은 객원멤버를 구하거나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

젝트에서 새로운 인력을 구하는 경우이다. 면접자 10인 중 총 5인이

이러한 연결망을 통해 초기의 직업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했다. 예

를 들어 면접자 D는 가장 처음 참여했던 공연을 동기를 통해 소개받

았다고 설명한다.

D: 제일 처음에 했던 게 XX콘서트를 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

에 행사처럼. 콘서트 처음에 라이브세션으로. 해보면서 이게 학

교에서 합주하는 거 외에는 처음 하는 거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했었거든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어떤 가수분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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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고 하셔서. 학생이니까(양해해주셨다). 3학년, 4학년 학생

인걸 아시고 친절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겁을 먹었다. 다르

구나. 교회에서는 반주를 계속 했고 그래서 비슷하게 하겠지 하

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건 동기 한

명한테 일이 들어와서 저한테 같이해서 해보자 그랬어요. 그

친구는 이미 몇 번 공연을 뛴 적이 있는 친구였는데 피아노

자리가 비었다고 주변에서 괜찮은 애를 데려오라고 해서.. 제

가 교회 반주 경험도 있고 하니까 저한테 같이 해보자 그랬

어요.

면접자 H는 이처럼 학교에서 형성된 연결망을 통해 첫 일자리를 구

하는 것이 본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

을 지적한다.

H: 학교사람들 소개로 처음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

교 들어오기 전부터 실용음악학원이나 레슨으로 이미 아는 사람

들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실력이 정말 좋은 사람들은 그런

루트로 일자리 제안이 오기도 하죠. 이미 레슨해주시는 분들이

딱 알아보고.. 그렇지만 보통은 실력이 다 고만고만해서. 선배나

동기들 중에서 사람을 빨리 구해야할 일이 있을 때, 제일 편하

니까 학교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럼 우리는 또 좋은 기회구나

싶어서 일하고.

H는 특히 긴급하게 인력을 보충해야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가장 가

까이에 있는 연결망을 주로 이용하게 되며, 실용음악과 학생이라면

그 연결망은 학교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일부 학생들의 경우 학교 외부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보다는 같은 학교 학생들과의 일상소통 속에서 앨범제작에

참여하거나 팀을 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용음악과 제도와

사회자본 형성에 대한 분석 중,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합주수업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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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교육과정과 일상적인 소통 속에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에 기반

한 연결망을 형성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연결망은 학교생활

중 전문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하는 주요 계기 중의 하나로 작동하기

도 한다.

J: 제가 3학년 때인가 친한 과 오빠가 저보고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그 오빠가 밥을 사주면서 내

가 이번에 앨범을 내는데 너가 도와줄래? 이런 식으로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냥 서로서로 도와주는 거니까. 하게 되었어

요.

F: 합주수업 같이 하다가 마음이 맞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밴

드를 만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같이 음악하는 게 그냥 좋아서

시작하게 되어서. 하다가 앨범으로 한번 내보자고 했어요. 친구

집이 잘 살았어서 지원을 많이 받았죠. 스튜디오도 따로 구해서

녹음작업을 하고 녹음하기 전에 곡을 이 친구가 가져오면 같이

편곡도 하고. 그런 경험이 되게 의미가 있었죠. 앨범을 내고 공

연도 했어요.

J는 학교 연결망 속에서 친밀하게 지냈던 인물이 자신의 음반을 제

작하는데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응답하면서 처음으로 음원녹음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런 경험은 본인만의 특수한 사례는 아

니며 많은 실용음악과 학생들이 학교동료들의 음악활동을 ‘품앗이’처

럼 도와주면서 전문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F는

본인의 주도 하에 학과 연결망을 이용하여 밴드를 결성한 경험을 공

유해주었다. 이들은 합주수업을 함께 했던 학과 친구들이었는데 합주

연습을 하며 서로의 음악적 취향이나 스타일이 잘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밴드를 결성하여 앨범을 제작하고 작지만 공연까지 하

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험은 실용음악과에 진

학하지 않는다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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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렇게 만들어지는 앨범들 또는 팀이 음악시장에서의 성공으

로 직결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 그러나 전문음악인으로서의 활

동에 시동을 거는 작업이 실용음악과 재학 중에 일어나며, 이것이 이

후의 직업경력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다.

E: 작게 애들이랑 뭐 해보자 벌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인맥을 뚫어놓거나 활동하는 걸 안 터

놨으면 아무리 실용음악과 졸업했어도 고립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중략) 마음맞은 애들끼리 짜서 앙상블 외에도 합

주실 빌려서 해보고, 어느 정도 모이면 공연장을 대관해서 공

연하고. 물론 그런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가족들만 오기는 하는

데 그래도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중략) 실제로 이런 활

동이 다른 학교에서는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또 실용음악과를 조금 더 일찍 접하고 들은 것도

많고 해서 일찍부터 이런 걸 해야 나중에 팀을 짜고 활동하기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입학하면 잘 하는 애를 물색부터 하고.

면접자 E의 사례는 친구들과의 가벼운 모임에서 시작된 행위가 어떻

게 커리어의 시작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해준다. 특히 최근의 실용음

악과 학생들은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의 학과활동이 진로로 이어진다

는 점을 매우 잘 인지하고 있으며 실용음악과에서 형성한 네트워크

를 본격적인 커리어 시작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상기의 경로들은 모두 실용음악과에서의 강한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례들을 나타내고 있다. 폐쇄적인 성격

을 지니고 있는 실용음악과 연결망 속에서 교수, 동기와 선후배들로

부터 일자리를 제안 받거나 연결망의 구성원들끼리 새로운 작업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전문음악인으로서의 활동을 시작한다. 이는 실

용음악과라는 공간이 제공하는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오갈 뿐 아니라 내부구성원의 결속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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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내고 있다.

한편, 디지털화가 대중음악인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문음악인으로 커

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면접자는 실용음악과의 강한 연결망과는 별개로 온라인

공간의 개방된 연결망을 활용하여 전문음악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고

자 했다고 회고했다. 면접자 I는 실용음악과 진학을 앞두고 이와 같

은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는 실용음악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쌓인 음악적 숙련, 그리고 만들어두었던 각종 작업물(자작곡 및 커버

곡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충분히 전문음악인으로서의 커리어를 시작

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고 말했다.

I: 요새는 유튜브를 워낙 많이 하고, 대박치면 완전 스타 되잖아

요. oo같은 사람들보면 구독자수가 천만이 넘고. 저도 그런 걸

노려본 거죠. 실용음악과 딱 입학하면서 그동안 작업했던 곡들

가지고 직접 노래부르고 연주하고 야심차게 올렸죠. 저는 진

짜 자신 있었거든요.

그러나 I는 자신의 YouTube 진출이 사실상 ‘실패기’로 끝맺음하였다

고 말한다. 처음 영상을 업로드 할 때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

였기 때문이다.

I: 구독자도 금방 늘고 그럴줄 알았는데 (웃음) 현실은 완전 망

했어요. 조회수 몇 백 나왔나? 그것도 대부분 가족들이랑 친구

들인 거 같고. 그거 보고 같이 작업하자 연락 주는 사람도 많을

줄 알았는데 열정페이로 일하자는 이상한 연락만 오고 그러더라

구요. 그래서 그냥 접었어요. 꾸준히 사람들이 주는 일 하면서

커리어를 쌓는게 더 중요하겠다 싶어서. 계정은 아직 살아있

긴한데.

I는 소셜미디어가 더 많은 사람들과 자신을 연결해주어 본인의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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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멀리 퍼트리기를 희망했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

었다고 말한다. 결국 그는 실용음악과에서의 강한 연결망을 활용하는

전략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I를 제외하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처음 시장에 진입한 경험을 들

려준 면접자는 없었다. 오히려 일부 면접자들은 온라인 공간을 통한

커리어의 시작에 비판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표

적으로 H의 언급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H: 저는 약간 허황된 경향이 있다고 봐요. 유투브로 시작해서

성공한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정말 되나? 차라리 탄탄하

게 자기 실력 먼저 쌓고 여러 경험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그런걸(유투브)하는게 낫지. 지금도 보면 유명한 연

예인들이 유투브하면 몇 십만 찍고 시작하잖아요. 내가 이미 팔

로워 수천 명 되는 인플루언서나 그런 거면 몰라도 저같이 일반

적인 사람들은 참신한 컨텐츠가 있지 않는 한 인터넷만으로 성

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운 좋아서 잠깐 주목받아도 그게

과연 유지가 될까요?

H는 온라인에서의 커리어 진출을 성공하는 건 소수에 불과하며 소셜

미디어와 같은 매체에 의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평가

한다. 오프라인에서의 연결망을 통해 직업세계에 뛰어드는 것이 온라

인 연결망을 통하는 것보다 더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이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절 커리어의 형성

다음으로 커리어의 형성과정에서 실용음악과의 연결망이 어떤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를 면접자들의 경험을 통해 분석해본다. 먼저 면접

자들은 산업의 불안정성을 사회자본으로 극복한 사례들을 매우 생생

하게 보여주었다. 앞서 설명되었듯 음악시장에서의 일은 표준화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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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방식과는 매우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소속사나 기획사에 소속

되어 있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프로

젝트 단위의 일에 종사한다. 즉, 특정한 공연에 참여하거나 특정 음

원에서 실연자, 엔지니어, 작곡가 등으로 참여하고 이 프로젝트가 종

료되면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하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다. 이렇듯

다음의 일거리를 예측하기 힘들고 늘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창

의노동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기회에 노출되기 위한 사회자본은 필

수적이다. 실용음악과의 연결망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졸업생들에

게 매우 큰 자산이다.

B: 예를 들어 동기가 무슨 일을 하는데 갑자기 드러머가 빵꾸

가 나서. 마침 그때 제가 동기한테 이야기를 듣고 같이 하게 되

었어요. 저는 인맥으로 많이 일을 얻게 되었죠. 대부분 이런

케이스에요.

C: 친구가 일을 따오면 고맙게도 저한테 소개해주기도 하고

같이 해보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연구자: 지금까지 참여하셨던 프로젝트나 공연행사 등 중에서

학교친구의 소개가 있었던 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F: 글쎄요..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한 70퍼센트 정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일거리를 구했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B, C, F를 포함한 많은 면접자들이 실용음악

과의 연결망을 꼽았다. 특히 F의 경우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참여했

던 일들의 약 70%는 실용음악과 연결망을 통해서였음을 밝히며 그

영향력을 드러내어 주었다. 이들은 동기, 선후배의 소개를 통해 일을

얻을 뿐 아니라 자신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결원이 생기

거나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면 주변인들 중 학교사람들을 최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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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였다.

위와 같이 응답을 한 면접자들은 학교생활 중 대체로 주변 사람들

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한다. 동아리 활동 등을 하더라도 주

된 활동의 공간은 학과였으며 여러 수업과 비공식적 모임들에서 끈

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면접자 J는 자신이

창작활동 대신 학원출강과 레슨에 매진하게 된 이유를 학과 내에서

사람들과 충분히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J: 저도 할 수만 있다면 계속 곡 만들고 연주하고 그러고 싶었

어요. 근데 저한테는 기회가 잘 오지 않더라구요. 이건 아마

제가 학교생활을 좀 열심히 안 한 거랑 관련 있을 거 같은데

사람들하고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일이 계속 들어와요. 꼭

일적인 얘기가 아니어도 꾸준히 연락도 해줘야하고.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전화도 딱 용건만 간단히. 할 말

없으면 카톡도 안하고. 이런 성격이 이쪽에서 살아남기에는 별

로 좋지는 않은 거 같아요.

J는 자신은 실용음악과의 연결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강한 연결

망에 결속된 구성원이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

고 강한 연결망의 구성원에서 벗어나있음이 자신의 커리어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을 내비친다. 물론 이는 J의 주관적인

인식이며 실제로는 인적자본이나 운 등 다른 요소들이 개입했을 가

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의 부족이 지속적인 일거

리의 확보가 힘들다는 위기의식을 불러온다는 점만큼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이들의 실용음악과 사회자본은 새로운 일거리를 얻을 때뿐 아

니라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자원이 되고 있다

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I: 저는 곧 접으려고 생각하고 있긴 해요. 중간 중간에 다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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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워낙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 경력이 좀 짧기도 하고 계

속 살아남을 만큼의 능력은 저한테 없는 거 같다는 판단이 들었

어요. 근데 아마 학교친구들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긴다고, 너 재

능 있다고 얘기 많이 해줬거든요.

F: 대중음악 쪽에서 일하면 주변 사람들한테(같은 업계가 아

닌 사람들한테) 고민 털어놓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어

른들은 아직도 딴따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냥 취미정

도로만 생각하지 제가 이걸 진지하게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납득시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은 학교친구들하

고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게 돼요.

I는 불안정성이 상존하는 산업의 구조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 즉 전문음악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배경에는

학교친구들의 지지와 지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중음

악인의 자본과 직업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Kwon et al(2018)의 연구

에서 더 많은 사회적 자본을 지닌 사람일수록 산업 내에 잔류하려는

의도가 강한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관찰결과와도 일치하는 부

분이다. F역시 같은 학교집단의 사람들과의 대화가 정서적인 위안을

가져다주며 음악활동을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는 실용음악과의 강한 연결망이 커리어의 형성과정에서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면접자들의 응답에서 확

인할 수 있었던 온라인 공간의 연결망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온라인 공간은 실용음악과 집단을 넘어서서 새로운 집단과의 접촉을

증대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셜미

디어(YouTube, Facebook, Instagram 등)는 최근 대중음악인과 대중

음악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은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음악인들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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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작업물을 공유하고, 서로를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경우 직접 연락

을 취해 협업을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B: 제가 하는 공연이 매주 페이스북에 영상이 올라가요. 그 영

상을 통해서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하신 거에요. 연주하는

거를 봤습니다. 어떤 앨범을 준비 중이었는데 연주영상을 보고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게 된 적이 있었죠.

E: 다른 사람들 영상 엄청 많이 보죠. 요새는 웬만하면 유튜브

에 다 올리니까. 보면서 이 사람은 연주를 잘 하는 구나 저 사

람 보컬 좋다. 이거 프로듀싱한 사람은 누구지? 그렇게 보고 필

요하면 연락도 해보고.

A: 실제로 저는 연락이 많이 와요. 인스타그램 DM(Direct

Message)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로 내가 요새 무슨 작업을 하

는데 같이 하고 싶다. 그런거. 그리고 같이 작업한 적도 꽤 있었

고요.

D: 음원제작에 믹싱단계가 있어요. 믹싱 엔지니어를 찾는데,

(중략) 000 앨범(유명 아티스트)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뒤졌어요.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거. 루트가 그렇

게 되어서 연락해서 작업을 한 적이 있어요. 작업결과는 만족스

러웠어요.

이들의 응답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연결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

혹은 집단들이 소셜미디어라는 공간을 통해서 서로 접촉하고 연결되

는 양상이 나타난다. 온라인상에 업로드 된 작업물을 통해 협업에 요

구되는 최소한의 정보를 파악하고, 서로에게 작업을 의뢰하거나 의뢰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즉, 창의노동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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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산업 내 연결망의 중심이 되는 사람

들(structural hole)에 접근하거나 협업하고 싶은 사람들과 새로운 연

결망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되었다. 이는 분명 연결망의

접촉면을 증가시키고 더 많은 정보가 공유되는 약한 연결망의 강점

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

다.

그러나 온라인의 약한 연결망은 때때로 새로운 일거리를 가져다주

긴 하지만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인식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의 장에서 상세하게 서술해볼 것이다.

제 3절 부업(Side job)

마지막으로는 부업과 연결망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부업은 디지

털 노동시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

수의 대중음악인들은 음악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

에 다양한 부업에 종사하고 있다. 많은 면접자들이 전문음악인으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부업을 찾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

했다. 이러한 부업 중 가장 선호되는 것은 실용음악과 지망생들을 대

상으로 한 개인레슨이나 실용음악학원 출강이다. 이러한 일은 창작활

동 또는 음악적 커리어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노

동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예술적 숙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급여조건이 낫다는 점, 다른 실용음악과

사람들과 새로운 인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선호된다.

<표 6>을 참고하면, 응답자들 중 A와 E를 제외한 면접자들은 모두

부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 중 7명이 학원출강 또는 개인레슨을

하고 있다.

부업여부 부업의 종류
A x -

B o 학원출강/레슨

표 6 연구대상자의 부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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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레슨이나 학원출강의 경우도 공개채용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연

결망을 통해 구인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특히 학원의 경우 이미 일하

고 있는 강사들의 연결망을 이용하여 채용이 이루어지며 실용음악과

에서 형성한 연결망이 자신들의 구직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

다는 면접자들이 다수였다.

F: 저는 학원에서 강의하는 거나 레슨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거

의 학교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연결을 많이 시켜줬어요. 특히

저희 과에서는 교육쪽으로 빠지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개인)작

업이랑 병행하다가 답이 안 나오면 강의하는 쪽으로 아예 진로

를 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교에서 그런 취업을 약간 장려하기

도 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 강사 뽑는다는데 추천 해줄테니까 같

이 일하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구인의 과정은 때로는 면대면이 아닌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이

루어지기도 한다.

D: (지금 학원출강은) 지인의 소개로요. 저를 직접적으로 소개한

다기보다는 지인이 SNS에 여기 선생님을 구합니다. 올려주면

관심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 식으로. 저도 만약 학원에

서 저한테 누구를 구하는데 아는 사람 있냐고 물어봐주면 그래

도 지인. 학교 동기나 선후배들한테 아는 사람들 위주로 많이

C o 레슨
D o 학원출강

E x -
F o 학원출강/레슨

G o 아르바이트(카페)

H o 학원출강
I o 레슨/아르바이트

J o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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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나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구인도 불특정다수, 혹은 소셜미디어로

이어진 약한 연결망 내의 모든 구성원들을 타겟으로 하지는 않는다

고 말한다. 일자리정보가 약한 연결망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는 것은

맞지만, 구직자가 학원 등의 일자리에 직접 연락을 취하는 방식이 아

니라 구인글을 올린 행위자를 경유하는 방식이다.

종합하자면, 커리어의 시작단계에서 실용음악과의 강한 연결망은 매

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강한 연결망의 구성원인 교수, 동기, 선

배, 후배들은 새로운 일자리에 서로를 소개하거나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동료로 기능하였다. 온라인의 약한 연결망은 혼자서도 커리

어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지만, 강한 연결망을 통한

경로에 비해 훨씬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커리

어의 형성단계에서도 실용음악과의 강한 연결망은 여러 일자리의 기

회를 가져다주는 좋은 자원이 되었으며 업계에서 버텨낼 수 있는 정

서적 지지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온라인의 연결망은 커리어의 형성과

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촉면을 늘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가능한 자원, 혹은

새로운 일거리를 확보하는데 유용한 자원으로 인식되지는 못하는 것

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부업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실용음악과의

강한 연결망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연구결

과는 디지털 음악노동시장에서 실용음악과의 강한 연결망이 커리어

의 시작부터 형성, 이를 지속하기 위한 부업활동에 이르기까지 지대

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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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실용음악과 사회자본 영향력 확대의 원인

앞선 장들에서 실용음악과에서 어떻게 사회자본이 형성되고 노동시

장에서 이러한 사회자본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면, 이 장에서는 디지털 음악노동시장에서 다름 아닌 실용음악과 사

회자본이 주요하게 기능하게 된 원인을 짚어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음악노동시장에서 사회자본이 중요성을 지닌

이유를 산업의 불안정성에서 찾았다. 물론 제 5장에서 드러나듯, 실

용음악과 졸업생들은 실제로 더 많은 일자리 기회에 접근하기 위해

연결망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만약 고

용불안정의 극복만이 사회자본의 역할이라면, 왜 다른 연결망이 아닌

실용음악과의 연결망이냐는 물음은 답변될 수 없다. 특히 온라인 연

결망의 크기가 증대하고 영향력이 확산된 디지털 환경에서 교육공간

을 매개로 한 오프라인 연결망이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추가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본 연구는 이를 크게 두 가지의 지점에서 추적한다. 첫째, 디지털

기술변동과 함께 창의노동자들에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

둘째,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의 특성 상 신뢰와 호혜의 규범이

중시된다는 점이다.

첫째, 면접자들은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선행연

구들의 지적과는 달리 업계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요

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디지털 기술변동과 함께 이

러한 경향이 강화되었을 가능성까지 제시하고 있다. 우선 디지털 음

악생산 소프트웨어의 보급이 이루어진 점, 아마추어 역시 이러한 디

지털 프로그램을 손쉽게 구할 수 있으며 사용방법 또한 온라인을 통

해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면접자들은

실제로 혼자서 음악을 만들고 앨범을 발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

었다는 점,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아마추어가 음악생산에 뛰어

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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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즘 세상에는 컴퓨터로 혼자서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미디(MIDI)다루는 법도 (학교에서) 배우니까. 프로그램을 다

룰 수 있으면서 개인적 음악도 할 수 있고, (혼자서) 음악을

만들고 녹음도 하고 앨범도 내고.

E: 옛날에는 음반 하나 만드려면 돈이 엄청 깨진다고 했거든

요. 물론 지금도 돈이 안 드는건 아닌데 옛날만큼은 아니

죠. 알음알음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녹음하고, 믹싱, 마스

터링 다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F: 가능은 해요. 유튜브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찾아보면 방

법이 다 나와 있어요. Cubase처럼 사람들이 많이 쓰는 툴은

강좌도 많고.,

그러나 전문적인 음악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디지털 프로

그램을 다루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다. 예를 들

어 누구나 MIDI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악기의 소리를 녹음해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환경이 주어졌다고 하여 누구나

저절로 좋은 악기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 솔직히 저는 제가 드러머이긴 하지만 MIDI를 하다보면

(MIDI가)저보다 낫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낼 수 없

는 소리를 얘는 낼 수 있으니까. 특히 저처럼 비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게 되게 재밌고 MIDI를 통해 제

가 내보고 싶었던 사운드를 구현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

리고 요즘은 저한테 드럼을 직접 쳐 달라 이게 아니라 미디로

찍어서 보내달라는 요청도 와요. 드럼연주자가 찍는 미디랑

아닌 사람이 찍는 거랑은 다르니까. 이게 일종의 새로운 일

거리가 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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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자 B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드럼연주를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어도 디지털 프로그램을 통해 비트를 녹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좋은 비트를 얻기 위해 드럼이 만들어낼 수

있는 비트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를 요구한다. 이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발견이다. 누구나 다 비트를 녹

음할 수 있게 만든 환경은 음악을 향유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치를 향

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다른 아마추어와는 확연히 구

분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업계에서 더욱 필요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상당한 인적자본

을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실용음악과는 디지털 환경에서 그 가치가

더욱 높게 평가받게 된다. 이는 최근 실용음악과의 영향력 확대를 설

명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둘째, 음악산업 내의 관계자들은 ‘협업’을 상당히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음악의 생산을 위해서는 창작, 실연, 프로듀싱 작업 각각에

대한 상당한 숙련도가 필요한데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갖추기는

려울 뿐 아니라 여러 사람과의 피드백을 거치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C: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의 가능성은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말

인 거 같아요. 정말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일 거에요. 음악은 협업이 중요하니까. 디지털 프로그램

은 (혼자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만 열어놓은 거죠. 가능성만.

D: 진짜 혼자서 하는 사람은 진짜 소수?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을 만큼 재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악기도 다루고 프로

듀싱에서 믹싱 마스터링까지 혼자 다 한다는 건데..

A: 혼자서 할 수는 있지만 퀄리티에 차이가 있죠. 믹싱이나 마

스터링도 사실 장비가 있어야 하고. 피드백이 없으면 어떻게 더

좋은 소리가 나는지를 모르고. 그냥 혼자 계속 한계를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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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죠.

G: 가끔 그렇게 혼자 한다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잘 되는

경우는 거의 못 봤네요. 진짜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오만한

사람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와 같은 ‘협업’을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누구와 협업하

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음악산업 창의노동자들에게 ‘일’이란 단순한

노동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좋은 음악’을 만드

는 작업이다. 면접자들은 음악작업의 목적이 다름 아닌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D: 음악이란 게 그냥 페이만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

거든요. 물론 페이 받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돈이 중

요하긴 하지만, 예술가라면 그것만 중요한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과 작업을 했을 때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냐. 이게 중요하고.

D는 예술가들은 협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만 고

려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

한다고 지적한다. 설령 적절한 경제적 보상을 받더라도 자신이 참여

한 작품이 충분히 좋은 질을 담보하고 있지 않다면, 음악인으로서의

커리어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면접자들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협업

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음악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인가의 문제가 대두된다. 협업

하는 사람의 음악적 성향은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중요

한 조건인데, 각자가 추구하는 장르나 방향성이 지나치게 다르다면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음악적 성향은 단기간의 만남이

나 접촉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더욱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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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다. 많은 면접자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커리어가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특정한 플랫폼 또는 사람을 경유할 때에 협

업에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G: (예전에 모르는 사람과 작업했을 때도) 저도 친구가 믿을만

하기 때문에 한거지. 만약 저한테 그냥 인터넷으로 dm으로 하

자고 해서 얼굴도 안 보고 하면 안 내킬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 확실한 연주들이나 앨범들을 볼 수 있으면.

실제로 온라인상에서 만난 전혀 모르던 사람과 작업을 한 적이 있다

고 했던 면접자 G도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음악적 성향을 알려줄 수

있는 지인이 없었다면 그 일을 맡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G의

지인은 이미 그와 작업을 해본 적이 있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었

고, G는 그 지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요청에 응한 것이지 그러한 경

로를 거치지 않았다면 거절했을 것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로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신뢰 역시 중요한 지점이다. 이들

은 특정한 회사나 조직 등의 울타리에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지니는

프로젝트의 불안정성을 인지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인간관계에

서 문제가 발생할 때 프로젝트 팀 자체가 와해되거나 불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B: 새로운 사람이랑 하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음악은

여럿이서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잘 맞는 게 굉장

히 중요해요. 제가 하던 밴드도 성격차이 때문에 좀 안 좋게 끝

났고.

이를 종합해본다면, 음악인들의 협업에서 음악적 능력과 인간적인 면

모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이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협업은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밴드멤버 구인에 대한

면접자 C의 이야기는 이러한 측면에서 불거지는 신뢰의 문제를 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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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드러낸 또 다른 사례이다.

C: 저희 밴드의 멤버도 건반하던 사람이 나가게 되면서 XX(온

라인 커뮤니티)에 구인광고를 올렸어요. 연락도 많이 받고 오디

션도 했는데 결국엔 아는 사람으로 결정되었어요. 구인광고를

올렸을 때 오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

보다 건너 건너 소개받은 사람이 (음악적으로) 더 잘 맞았어요.

확실한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주니까. (중략) 낯선사람을 만난다

는 게 굉장히 무섭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무한정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성향과 음

악, 스타일과 방향을 알아야 하는데 그게 말로만 오가기에는

되게 애매해요. 뭔가 다른 보여줄 것이 있어야죠. 어디 학교에

다녔다든지 누구를 안다든지.

C의 밴드는 공개적으로 구인광고를 내 사람을 채용하고자 했지만 결

과적으로는 지인네트워크를 통한 구인으로 귀결되었다고 말한다. 온

라인을 통해 만난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커리어정보나

오프라인 사회자본에 기반한 믿음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직업적 특성은 면접자들이 실용음악과의 연결망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는 주된 원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앞선 장에서 지적하

였듯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서로에 대한 비교적 깊

은 이해를 갖게 된다. 같이 실용음악과에서 생활한 동기나 선후배들

의 경우 합주수업,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의 취향, 추구하는 음

악적 성향, 직업적 역량을 파악하게 되며 끈끈한 인간적인 신뢰를 만

들어 나간다. 이처럼 신뢰와 호혜의 규범에 기반한 연결망은 협업 중

심의 노동시장에서 상당한 효율성을 제공한다. Coleman(1988)이 지

적하였듯 이러한 종류의 연결망은 거래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Putnam(1993) 역시 일반화된 호혜적 규범(norms of generalized

reciprocity)을 논하며 일반적 호혜성에 의존하는 사회는 불신의 사회

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왜 학교연결망을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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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면접자들의 응답은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

한다.

D: 저 같아도 일자리가 생기면 우선 학교동기나 선후배에게 먼

저 연락해요. 편하니까.

A: 편하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냈고, 이 사람이 뭘 잘 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아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할 수 있

어서 그런 것 같아요.

H: 학교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이유는 편해서. 이것저것 재지

않아도 되고요. 새로운 사람하고 일을 하려면 처음부터 다 알아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맞추기 위해 애를 써야하는데 학교

친구들은 서로 잘 알잖아요. 뭔가 같이 해본 경험도 아무래도

많고, 직접 같이 하지 않더라도 남이랑 한 걸 가까이에서 봤고.

그래서 제일 편하게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것 같네요.

면접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편하다’는 표현은 이러한 연결망의

효율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학교연결망 내의 사람은 학교생활 중에

여러 번 의사소통을 했던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 서로에 대해 잘 알

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일의 적임자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일

을 제안할 때도 일상적인 소통의 창구를 통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실용음악과 연결망은 이러한 강점을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강력

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종합하자면, 디지털 환경에서 실용음악과 연결망의 영향력이 강화된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로는 전문가의

영역을 넘나드는 아마추어의 범람이 오히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필요로 하게 만들었다. 이는 교육제도를 통해 검증된 인적자본을 가

지고 있는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

다. 둘째는 음악산업에서 ‘협업’의 중요성이 신뢰를 형성하고 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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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망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와 함께 작업을 하는가

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에서, 이미 서로를 잘 파악하고 있는 실용

음악과 연결망은 매우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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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론

제 1절 연구의 결과

이 연구는 디지털 음악노동시장에서 실용음악과의 사회자본이 노동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왜 실용음악과 사

회자본이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 2장에서

디지털 음악노동시장의 특성, 사회자본과 음악노동시장의 관계, 예술

고등교육과 음악노동시장의 관계를 간략하게 정리하며 디지털 환경

에서 실용음악과의 성장이 지니는 의미를 검토하고 제 3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연구방법을 논하였다.

제 4장 1절에서는 주요대학 실용음악과 제도의 특성을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각 과는 음악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함양과 협업의 정신 교육을 통해 산업에 즉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고 있었다. 이를 위한 교육과정으로는 이론

과 실기 모두를 포괄하는 다양한 강좌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공통적

으로 협업의 정신에 기반한 합주수업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 4장 2절에서는 이러한 교육제도 하에서 사회자본이 어떻게 형성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실용음악과는 파편화된 대중음악인들이

물리적이고 상징적 공간에 모임으로써 사회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에서 실용음악과 학생들은 치열

한 입시과정과 학과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서로의 인적자본에 대

한 신뢰를 구축하였다. 또한 합주수업 등을 통해 촉진된 상호작용은

서로를 직업동료이자 친구로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

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가 단순히 같은 학교에서 좋은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절로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들은 폐쇄성이 강한 집단 내에서 상호부조의 규범을 준수하기 위

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규범에서 이탈한 행위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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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연결망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제 5장에서는 실용음악과의 사회자본이 어떻게 이들의 커리어에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제 1절에서는 노동시장으로 진입하

는 커리어의 시작점에서 이들의 사회자본은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교수의 소개, 동기 및 선후배의 소개, 학교연

결망에서 조직된 프로젝트 등은 공개적 채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음악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어주고 있었

다. 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고자 했던

사례와 대비되며 실용음악과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게 한다.

제 2절에서는 커리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에 기반한 실용음악과 네트워크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음을 확

인했다. 마지막으로 제 3절에서는 대다수 창의노동자가 생계를 유지

하기 위해 선택하는 부업의 측면에서도 실용음악과 연결망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 6장에서는 실용음악과 사회자본이 이처럼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

하게 된 원인을 추적하였다. 우선 디지털 음악노동시장에서 아마추어

가 범람하는 현상은 고도의 전문성에 대한 수요로 귀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훈련하고 좋은 인재들을

선발하는 실용음악과의 인력들을 선호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다음으로 협업을 중시하는 음악산업의 특성은 음악

적인 역량과 인간적인 면모 모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중요성

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신뢰와 호혜의 규범으로 이루어진 실용음악과

연결망은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시장에서 매우 효율적인 협업을 촉

진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은 ‘불안정성’

속에서 단순히 더 많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좋은 성

과를 얻기 위해서 실용음악과 사회자본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다.

제 2절 연구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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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함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디지털

노동시장에서 ‘사회자본’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험연구를 제공한다. 사회자본은 창의노동자들의 직업경험을 결정하

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손꼽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명확

히 밝히고자 하는 경험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

다. 특히 디지털 기술변동으로 인한 산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창의노

동자의 사회자본이 어떻게 재조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탐구되지

않아 왔다. 본 연구는 대중음악산업 창의노동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

들이 활용하는 연결망의 특성을 밝혀보았으며, ‘실용음악과’라는 교육

제도가 사회자본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창의노동시장에 등장한 새로운 변수를 확인하게 하는 한편, 강한 연

결망의 강함(strength of strong weak)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디지털 환경 하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야할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둘째, 음악산업의 디지털화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

적으로 탐구했다. 음악산업의 디지털화가 불러온 변화에 대해서는 수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지만, 특정한 국가의 밀착해서 그 변화양상을

파헤친 연구들은 다소 미진했다. 즉, 기술결정론적 시각에 기반하여

디지털 기술변동이 열어놓은 가능성에 대한 일반론적인 예측은 범람

하였지만 그것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는 더 많은 경험연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디지털화가 개별 창의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는 더더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디지털 기술변동이

한국의 대중음악산업에서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기술변동이 특정한 국가 또는 시

장에서 고유의 제도적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굴절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셋째, 창의산업에서 고등교육제도의 의미를 재탐구하게 한다. 현재

한국에는 실용음악과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 평가될 정

도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아이돌산업을 중심으로 대중음악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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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실용음악과에 대한 이러

한 열기도 쉽게 식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래의 연구들은

예술고등교육기관을 인적자본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서만

파악해왔다. 이는 창의산업에서 고등교육기관이 지니는 다양한 역할

과 의미에 대한 성찰의 부족을 의미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이 노

동시장으로의 이행과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 역시 제대로 분석되

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이행의 전-단계이

자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주요 기제로 실용음악과를 분석하였다. 이러

한 작업은 예술고등교육의 확장된 기능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음악산업 창의노동자들의 직업경험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시

도를 하고자 했다. 종래의 연구들, 특히 한국의 창의노동자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창의노동의 ‘불안정성’에 집중한 논의를 지속했다. 이

는 창의노동자의 동질성에만 천착한 나머지 이들 사이에 이질적인

노동경험이 존재하고 있음은 포착해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제

창의노동자들이 ‘균일하게 불안정하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들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 다른 자본을 손에 쥐고 있으며 그로

인해 불평등한 기회구조에 노출되고 있음을 직시해야한다고 조심스

럽게 주장한다. 이를 위해 실용음악과 졸업생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창의노동자들의 직업경험을 보다 미시적으로 살펴보고, 한국대

중음악산업에서 실용음악과가 지니는 배타적 지위를 확인하였다. 이

러한 작업은 창의노동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기회구조의 차이를 일부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연구에서는 실용음악과를 졸업하

지 않은 대중음악인이 샘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창의노동시장 내

의 노동불평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작업은 이후 창의노동자들의 불평등한 기회구조 연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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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social capital in the

digital music labor market

Seokyoung Kim

The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research examined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the digital

music labor market.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precariousness of the music labor market to explain why social

capital is valued, suggesting that creative workers tend to rely on

social capital to overcome the market’s extreme job insecurity.

However, the explanation for this claim is insufficient in the case

of the South Korean music labor market research claim the this

explanation is insufficient to examine the case of the South

Korean music labor market. In the South Korea, the number of

college the practical music department has drastically increased

and the influence of graduates’ network also has expanded. This

leads to the question that why the connections formed through

the educational system have more influence in the digitalized

environment than other networks.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cal music department graduates, this study aimed to

explain the function of graduates’ social networks and why the

social capital of the emerging education system is more important

than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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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ly, the research analyzes the education system of practical

music department in South Korea. The system provides quality

training that fosters each students’ expertise and the spirit of

collaboration. The students build strong ties based on trust,

mutuality, and reciprocity during their educational years. Secondly,

the study examined how the social bond influenced graduates’

careers in the digital labor market. Their social networks are

stepping stones they use to enter the labor market, and they have

a profound impact on these individuals’ career development and

their ability to gain the side jobs that help sustain their

livelihoods. Thirdly, this study evaluated the causes of the

expanded influenc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labor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e flood of amateurs in the digital

music labor market has resulted in demand for highly specialized

workers. Also, since the music industry values collaborative work

for the creation of good music, the graduates’ networks, which are

based on trust and mutual reciprocity, have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other networks. Therefore, practical music

department graduates actively utilize their social networks to gain

access to job opportunities, create good music, and develop their

professional skills.

keywords : Creative Industry, Digital Music Labor

Market, Social Capital, Practical Music 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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