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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 대중음악에서 소울음악은 뛰어난 가수로서의 평가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가 열광하는 소울음악을 이해하
기 위해서 음악의 모태가 되어진, 흑인들의 피와 땀이 서린 광활한 대지에서 외치는 소리(Filed Holler)와 그들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며 노래하던 송스터(Songster)음악인 블루스. 그리고 정신적 유일한 안식처인 교회 음악과 중요한 뮤지션들
을 고찰하였다. 특히, 탄생시점인 1960년대 미국의 사회적 배경은 소울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수많은 외세의 침략가운데 처절한 식민 지배를 받아온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노예역사를 가진 흑인들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흑인들에게 소울음악은, 사회적 태도의 표현이며 분노표출의 음악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홍수처럼 쏟아지는 많은 음악 가운데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음악이 너무나 부족하다. 흑인들의 처절한 삶의 
투쟁으로 얻어낸 고귀한 결정체인 소울음악이 우리에게 단지 이성에 대한 구애와 화려한 보컬의 능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음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소울음악이 흑인들에게 정체성과 자존감 회복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듯이 우리사회에
서 약자들의 소리를 시원하게 외칠 수 있는 본질의 소리가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소울, 흑인음악, 모타운, 블루스, 재즈, 문화융복합
Abstract  In popular music, soul music is becoming an evaluation criteria in  Korea. Blues, a songer music 
that was singing and lamenting Filed Holler and their suffering in a vast land of black blood and sweat, which 
became the mother of music to understand our enthusiastic soul music. And the only spiritual  haven, church 
music and important musicians. Especially in the 1960s Americans social background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understand the soul music of birth time. Our country, which has undergone tremendous colonial rule 
amid numerous foreign invasions, is naturally ashamed of its aging skies. For Black-Americans soul music is 
an expression and anger expression anger. However, many musicians, who are flooded with floods in our 
country, are destined to experience the essence of life. 'Soul music' the noble choice of choice music, is known 
to be the ultimate reminder of the misery of the eternal disaster. As soul music has become a powerful it is 
understandable that it has become an exagg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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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소울(Soul)의 사전적의미는 ‘영혼’, ‘정신’이다. 대중음

악에서 소울은 ‘영혼이 들어간’ 음악이다. 그것은 바로

‘흑인의 영혼이 들어간’ 음악이다. 그렇기에 소울을 음악

적 장르로 한정지어 담아서 풀어내기에는 그 의미가 너

무나 크고 광범위하다. 소울음악이란 흑인들 자존심의

음악이며 그들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신대륙 미국에 이주한 백인들의 노동력을 대신하기

위해 17세기(1619년)부터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와,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던 미국 흑인들은 1865년 법적으

로 노예에서 해방된 지 이백년이 지난 20세기(1960년대)

에 와서야제대로된진정한그들의목소리를내기시작

했다. 인간대우못받던그들이 “Black is Beautiful”을 외

치며 자존감을 세우고, 스스로 백인 권력에 대항하여 자

신들의권리를찾는투쟁을시작한것이다. 그 전면에바

로 소울 음악이 앞장서고 있다. 폭발적인 보컬 가창력과

열정적인 연주, 흥분된 무대 매너와 같은 소울음악의 요

소들은 대중을 거칠게 자극시키며 백인에 대해 쌓여온

분노와흑인들의슬픈역사를토해내고있다[1,2]. 흑인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소울음악은 지금도 네오 소울이라는

장르로미국뿐만아니라전세계대중음악시장을주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도인정받는보컬들의면면을살펴보면소

울음악을 구사하고 있고, 어쩌면 소울풀한 가창력을 선

보여야 인정받는 시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

많은외세의침략에고되고슬픈식민지역사를가진우

리나라는 흑인들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소울음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좋아하는 이

유로볼수있다. 그러나소울음악의본질적인면은사라

지고 그저 음악적 형식만을 차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난하고 천대받은 흑인들의 외침

에서 시작하여 지금 세계가 사랑하는 음악으로 거듭난

소울음악의 본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소울음악이 탄생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배경 및 이론적 고찰 
2.1 1960년대 시대적 배경

1960년대 미국은 1954년 브라운 대 토피카 교육위원

회 재판과 1955년 “로자 파크스”에 의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부터 시작된 흑인 인권운동의 결과로 1964년 민

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1963년 흑

인에게 우호적이던 대통령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1965년

급진적무장흑인운동가말콤X, 비폭력흑인운동을주

도하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8년에 암살당하는 사건

과 1965년 로스앤젤레스 흑인폭동과 1967년 디트로이트

흑인폭동이 일어나는 격동의 시기이기도 하다. 또한 베

트남전쟁으로 인한 반전운동의 물결로 히피족의 사랑과

평화운동, 이피족의 격렬한 학생운동이 일어난다. 보수

기성세대의억압에대한진보적인젊은이들의반란은정

치뿐아니라성, 외모, 음악등기존의모든가치들에대해

반항했다[3].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혼돈 속에서 젊은이들

은 마약을 복용하고 기존질서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던

시기였다. 인종을 초월한 젊은이들의 새로운 세상에 대

한 열망은 음악을 통해 하나로 뭉치며 강력하게 표현해

내게된다. 1960년대를관통하는아이콘 “비틀즈”를 중심

으로 ‘록’음악진영과 “밥 딜런”을 중심으로 ‘포크’음악진

영, “제임스 브라운”을 필두로 하는 흑인음악진영, 모두

가하나의이념을향한열망을담아내게된다. 그것은사

랑과평화와평등이었다. 특히, 거센소용돌이속의주체

가 되는 흑인음악진영은 오랜 착취와 탄압과 불평등에

항거하는 메시지를 소울음악을 통해 전달하게 된다.

1969년 우드스탁페스티벌에서흑.백 음악인들이한자리

에 모이는 역사를 남기게 된다[4].

2.2 소울음악의 특징
‘소울’은 흑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1960년

대 시대적 배경을 기반으로 흑인의 개성이 강하게 표출

되는 음악이다. ‘소울음악’은 장르로 규정되어지는 음악

스타일이기 전에, 백인의 관습을 강요당하며 노예로 살

아가면서 잃어버린, 고향 아프리카 흑인들의 태생적 근

원인 ‘원초적인소리’와 ‘리듬’을 중요시하고그들의본질

을 되찾아야 한다는 사상을 표현해낸 음악이다.

흑인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숨김없이 드러내기

위해고음을내지르며힘있게외치는샤우팅창법과격

정적인 리듬을 특징으로 한다[5,6]. 당시 폭발한 흑인 인

권운동과함께하며선동적이고격렬한이미지를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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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백인들의 클래시컬하고 우아한 화성적 진행을

바탕으로한고급스러운멜로디와부드러운보컬사운드

위주인 ‘스탠다드팝’ 음악에비해, 흑인들만의고유한유

전자인리듬을기반으로단순반복되는화성진행과격렬

한 사운드에 선동적인 창법을 구사함으로써, 자유에 대

한흑인들의갈망을강력한메시지로담아전달한것이다.

‘소울’의 음악적바탕은 ‘가스펠’이란 신앙적인의미의

거룩한 음악과 ‘블루스’란 속세적인 어둠의 음악이라 인

식된음악이토양을이룬다. ‘가스펠’과 ‘블루스’의대지에

‘소울’이 꽃피고 발전하여 지금 대중음악을 지배하는 흑

인음악 형성에 관한 열매를 수확한 것이다.

3. 본론
3.1 블루스음악
블루스란 명칭은 1912년 블루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W. C핸디”가 발표한 <St. Louis Blues>란노래제목에

서 정착했다. 초기 블루스는 19세기 노예해방이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흑인들의 처참한 환경에 대한 그

들의슬픔, 고뇌, 절망감등솔직한표현이었다. 블루스는

아프리카흑인들에의해서전해진그들고향의민속음악

과 백인들의 유럽 음악이 혼합되어 흑인 특유의 감성으

로 풀어낸 음악이다. 그것은 흑인들의 한을 담아낸 노래

라고 할 수 있다[7]. 그러나 음악적 형식으로 모두 슬픈

음악은 아니었다.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블루스도 있었

다. 슬픈그들의삶을때론있는그대로의구슬프게, 때론

밝은 형식으로 풀어냈다. 블루스의 독특한 음악적 특징

과 형식은 로큰롤을 비롯해 미국 대중음악에 지대한 영

향을 미쳤다.

블루스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3행시 형식으로 각 1행은 4마디씩으로 모두 12

마디의형이이루어지는가사와멜로디의구성이다. 제 1

행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제 2행은 똑같이 다시 한

번호소를하고, 제 3행은얘기에대한해결로결론을맺

는다. 즉, 제 1행과제 2행이같은가사로구성된다. 멜로

디의 경우에도제 1행과 제 2행의 멜로디가 같고제 3행

은 다른 멜로디가 나타난다. 총12마디로 이루어진 AAB

형식으로 12마디블루스(twelve-bar blues)라고불린다[8].

둘째, 멜로디에 사용되는 음계의 특색이다.

유럽백인의 12음계에서 제 3음과 제 7음이 반음 정도

낮은 독특한 음계를 사용했다. 이러한 음계는 백인들에

게상식적으로이해할수없는음색으로받아들여졌으나,

이는 흑인 음악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것

은 지금 블루스 스케일이라 불리고 반음 내려진 음계를

블루 노트(Blue Note)라 한다. 블루스 음악의 등장은

R&B를 포함한 현재의 많은 장르의 음악들이 생성되는

모태가 되었기에 음악적, 역사적 가치는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다[9].

[Fig. 1] Major&Blues Scale

셋째로는 독특한 음악적 화성진행(코드진행)을 들 수

있다.

누구에게도제대로된음악을배운적없는가난한흑

인들은값싸고구하기쉬운하모니카나기타를사용하여

독학으로 그들의감정을 표현했다. 블루스는 주요 3화음

만으로 단순하게 구성되고 있다. 유럽 클래식음악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4도에서 5도, 1도로 진행하는 독특한

진행은교회음악의아멘종지에서유래되어진것으로볼

수있다[10]. 특히, 해결되지않는연속적인단7도(7th)음

의사용은유럽클래식음악에서찾아보기힘든구조이다.

[Fig. 2] Blue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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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가스펠
가스펠은 ‘신성한 R&B’라 불린다.(Garofalo, 1997) 보

컬의 ‘콜앤리스펀스’(Call and Response)와격정적인영

적 필링을 음악의 뿌리로 가지고 있는 가스펠은 1920년

대 도시 흑인 할렘가에 근본주의 신앙의 교회가 급증하

면서 퍼져나간다. 애원하듯 절규하는 보컬 창법은 점프

블루스뮤지션들뿐만아니라백인로큰롤스타가수들의

노래에서뚜렷하게 나타난다[11]. 1950년대후반 “샘쿡”

과 “레이 찰스”는 가스펠 곡에 세속적인 가사를 붙여 노

래하는 등 가스펠 곡을 변용하여 소울음악의 탄생을 암

시하였다. 1920년대 “틴들리” 목사(1851~1933)가 작곡한

〈나는승리하리라 I'll Overcome〉라는곡은훗날미국

민권운동의 운동가인 〈우리 승리하리라 We Shall

Overcome〉로 변형되어 널리 불리어질 만큼 가스펠음

악은소울음악에열정과신념을제공하는역할을담당한

것이다.

3.3 소울음악의 위대한 아티스트
‘소울의 전설’인 “레이 찰스”(Ray Charles Robinson,

1930~2004)는 신성한 교회음악을 세속적인 가사로 바꾸

어흥겨운리듬에담아내는대담성을보여주며소울음악

의 문을연다. 1960년 <Georgia on my mind>는인종차

별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조지아 주에서 공연

금지를당했다가 1979년 해금된후조지아주의공식노

래로정해지기도한다. 특히, 그는 1962년 백인컨트리음

악을 그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앨범 <Modern Sounds in

Country and Western Music>을 발표하는 파격적인 실

험을 시도한다. ‘무리하고 유치한 시도’라는 비평에도 불

구하고당시 1백만장넘게팔리는대히트앨범이됐다.

대표곡 <I Can’t Stop Loving You>는 소울음악이 인종

을 떠나 모두에게 사랑받는 음악으로 자리 잡게 한다.

'소울의 대부'로 불리는 “제임스 브라운”((James

Joseph Brown, 1933∼2006)은 "소울 음악과 민권운동은

함께 성장해왔다"고 말한다. 화산이 폭발하는 듯한 노래

로 흑인들의 분노와 한을 표현하며 '미스터 다이너마이

트'라는별칭을얻는다. 1968년 <Say It Loud-I'm Black

and I'm Proud>는 흑인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흑인들의

찬가로 추앙받는다. 이 말은 지금의 힙합음악의 랩가사

에 자주 등장하는 흑인들의 슬로건이 된다. 그의 음악적

유산은 “마이클 잭슨”으로 이어지고 또한, 그의 음악은

펑키음악의전형을정립하며힙합음악에샘플링되어지

며 현대의 소울이라 일컬어지는 힙합음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12].

'소울의 여왕'이란 추앙받는 “아레사 프랭클

린”(Aretha Franklin. 1942~)은 “오티스 레딩”의 원곡인

<Respect>를 1967년 발표하였다. 이곡은디트로이트폭

동 때 인간적 존중을 요구하는 흑인시위대의 찬가로 불

려 지며 차별과 멸시에 대항하였다. 이를 기념으로 디트

로이트 시장 “제롬 카바나”는 ‘아레사 프랭클린의 날’을

선포하기도 했다. '소울의 왕' “오티스 레딩”(Otis

Redding. 1941∼1967)은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후대

보컬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레이백(Lay back)보컬의 효시로 간절하고 애절한 그

의 음성으로 부른 1967년 <I've Been Loving You Too

Long>은 격정적이면서도 발라드한 소울 보컬의 아름다

움극치를보여준다. ‘소울의개척자’ “윌슨피켓”(Wilson

Pickett, 1941~2006)은 1965년 <In The Midnight Hour>

에서 보여주듯 빅밴드와 록밴드가 결합된 거대한 ‘Huge

사운드’를 들려준다. 열광적인 교회 부흥회를 보는듯한

그의 무대는 ‘멤피스 소울’ 사운드의 한 축을 담당한다.

‘모타운의 황태자’ “마빈 게이”(Marvin Gaye, 1939∼

1984)는 소울음악을 대중화시키며 역사상 가장 성공한

흑인레이블인 ‘모타운레코드’의상징적인존재이다[13].

흑인의 영혼을 팔아 돈을 번다는 비평을 무시하며 백인

의입맛에맞는소울음악을만들어낸독재적인사장 “배

리 고디”에 맞서 1971년 사회비판적이고 반전 메시지와

기존의소울과다른낭만적인사운드의소울을들려주는

파격적인 사운드의 <What’s Going on>과 기존의 성향

과 다른 섹슈얼한 사운드의 상징적인 곡이 되는 1973년

<Let’s get it on>을발표하며소울음악이거칠고투박하

다는통념을뒤흔드며 “스티비원더”와 같은뮤지션에게

영감을 부여하게 된다[13,14].

“퍼시슬레지”(Percy Sledge)는 1966년 'When a man

loves a woman‘으로차트 1위를기록하고 1991년 백인가

수 “마이클 볼튼”이 다시 불러 1위를 차지한다. “마이클

볼튼”과 같은백인이구사하는소울을 ’White Soul‘ 혹은

’Blue eyed Soul‘로규정한다. 이는 로큰롤음악의경우처

럼소울음악도백인들이잠식하여수많은백인뮤지션들

이 탄생하게 되고, 현재 소울의 본질적인 정신을 계승하

는 것은 힙합음악이 되고 소울은 백인 취향의 스타일로



A Study on the Birth and Development Process of Soul Mus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459

변화하며 대중음악시장의 상품으로 전락하는 듯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4. 결론
록평론가 “아놀드쇼”는 ‘소울은흑인들의거만(sass)

분노(anger) 격노(rage)다. 그것은느낌이아니라신념이

며 멋이 아니라 힘이다. 그것은 의식의 폭발이며 흑인들

자존(self-pride) 힘(power) 그리고 성장에 대한 잠재력

(potential for growth)에 대한 각성으로 점화된 것이다.’

라고 정의 하였다. 이처럼 소울은 하나의 음악적 양식이

아니라음악을표현하는뮤지션들의정신과태도가중요

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흑인인권운동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배제하고 본다면 그 의미는 반감할 것이

다. 이러한논점의시각에서바라볼때, 현재흑인들의본

질적인 저항의식을 담고 있는 이 시대 소울은 힙합음악

이라 하겠다[15].

록음악은 젊은 백인들이 불의에 대한 저항과 기존질

서에 대한 반항이라면, 소울은 강제로 처참한 삶을 부여

하고 강요하며, 인간적인 멸시를 가하던 백인사회에 대

한흑인의저항이라할수있다. 록음악은계급투쟁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특히 젊은이들과 기성세대와의

가치관전쟁이었다면, 소울은인간으로서최소한의삶의

의미를얻기위해생명을건, ‘죽느냐사느냐’라는원초적

이고 본능의 전쟁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소울음악은

한때의트렌드로치부되는대중음악의한갈래가아니라,

시대에 맞선 예술가들의 혼을 담아낸 삶의 이야기라 하

겠다.

혼을 담아내지 않고 그저 시대적 흐름에 편입되어 흘

러가는 음악은 공장에서 생산해내는 제품과 같이, 그저

생활의편의로서역할만을수행하는 공산품과다름없고,

진실하고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홍수

처럼 쏟아지는 많은 음악 가운데 삶의 본질을 관통하는

음악이 너무나 부족하다. 부패한 기존질서를 부숴내고

새로운시대를열려고노력했던음악인들의노력이허망

하게 느껴진다. 대다수의 가수들이 추구하는 음악적 방

향을 말할 때 소울음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흑인

들의 피와 땀의 결과인 이 영혼의 음악이 혹시, 화려한

테크닉의과시와흥분으로고조되는분위기에취한것은

아닐까 의문을 제기하여 본다. 소울음악은 흑인들의 처

절한 삶의 투쟁으로 얻어낸 고귀한 결정체임을 잊지 말

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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