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조선예술 음악관련 기사 살펴보기
1994년 조선예술의 음악관련 기사들은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시기적 이유로 1호부터 8호, 9호
부터 12호의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즉, 전반기에는 대체로 김정일과 관련된 《당신만 있으
면 우리는 이긴다》,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등의 노래들이 소개된 반면, 9-10, 11-12 합본 호
에는 김일성을 추모하는 《우리 수령님》, 《위대한 그 영상 영원하리》의 노래를 노래해설이나
평론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였다.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는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창작한 노래이며, 1993년에 북으로 송
환된 비전향장기수 리인모가 가사를 노래한 것이다. 그런데 이 노래는 리인모가 “40여년동안 미
제와 그 괴뢰들의 악형속에서 살아온 실지 체험한 생활의 인생관을 사실 그대로 쓴 것”이다.

그리고 조선예술 1994년 6호에는 리인모가 작사한 《신념과 의지의 찬가》도 실려있는데, 이
노래는 “인생관의 가장 기본문제인 혁명적수령관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사상예술성이
높은 음악적형상으로 깊이있게 펼쳐보임으로써 노래가 가지는 감화력과 생활력은 자못 큰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

이 두 곡은 모두 비전향장기수였던 리인모의 경험을 노래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는 점이 이색적이다.
김일성 사후인 9-10호에는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오신 크나큰 로고에 대한 진실한
형상 -가요 <우리 수령님>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노래는 인민을 위한 어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을
진실하게 노래하면서도 오직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수령님께서 한순간이라도 편히
쉬시옵기를 바라는 우리 인민들의 절절한 심정의 분출, 어버이수령님의 사랑과 배려에 보답하려는
충성의 맹세를 음악적으로 격조높이 구가하고있다.”고 하면서 김일성을 그리는 노래를 소개하였
다. 또한 11-12호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마음속에 길이 모시려는 다함없는 신념의 노래 -가요
<위대한 그 영상 영원하리>에 대하여” 역시 김일성 사후에 김일성에 대한 추모의 내용을 담고 있
는 노래이다. 그러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칭송한 가요명곡들의 사상예술적특성”과 “수령
복을 누리는 인민의 찬가-가요<우리의 김정일동지>에 대하여”와 같이 김정일을 추앙하는 노래를
연이어서 소개하고 있어 수령에 대한 그리움속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1994년 하반기에는 음악분야에서 김일성의 사망에 대하여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김정일

음악예술론 을 실제 음악에 적용하고 이론을 실

제로 이루어내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죽관악기에 손풍금을 배합한 반주형식
에 대하여”라든지, “우리 식 경음악의 주체성을 과시한 공연-왕재산경음악단의 공연을 보고”, 그
리고 “피아노 조기교육과 독연가 육성” 등을 보면, 김정일의

음악예술론 의 작곡, 연주, 그리고

음악후비육성이라는 내용에 들어맞게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죽관악기에 손풍금을 배합한 반주형식에 대하여”를 보면,

라고 하여 죽관악기와 손풍금이 융합될 수 없는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민족악기를 위주로 하면
서 양악기를 적당히 배합하여 인민들의 정서를 반영하는 반주형태를 새롭게 창조했으며, 이는 김
정일

음악예술론 의 민족악기를 우위로 한 양악기의 복종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1994년 조선예술의 음악분야에서 특이한 점은 음악에서 민족적 형식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민족음악을 시대와 인민의 요구, 지향에 맞게 발전시킨 우리 식 경음악”, “민족적정서와 현
대적미감이 옳게 구현된 기악작품-가야금독주곡<초소의 봄>에 대하여”, “민족적정서가 풍만하게
흘러넘치는 음악회-공훈예술가 김영도음악회를 보고”, “민족장단과 현대장단을 다양하게 활용한
우리 식의 전자음악” 과 같은 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배 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