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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심화된 전지구화는 국가와 국가, 동양과 서양, 자문

화와 타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상호문화적(intercultural) 현상을 확산시켰다.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이러한 변화는 음악의 창작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서양의 작곡가들이 동양의 철학과 사상, 문학, 미술, 음 재료 및 관습 같은 

문화 전반을 수용하는 상호문화적 작곡 경향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은 극

명하게 대립된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서양음악과 동양 타자의 오랜 역사

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로부터 기인한다. 17세기경부터 서양의 작곡가들은 

서양과 차별되는 동양 타자의 이미지를 서양의 음악언어로 그려내기 시작했

고,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동양의 음악과 문화 전반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

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음악에서의 상호문화주의가 

이전 시대의 오리엔탈리즘과 달리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별을 지양하고 

혼종성의 미학을 실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수용 과정에서 동양의 문화를 전근대적 문화와 동일시하고 서양

의 시선에서 왜곡, 전유, 모방하는 행위가 되풀이되므로 결국 오리엔탈리즘

의 확장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상호문화적 작곡 경향에 대한 상반된 해석 담론은 각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비판적 견해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에 작용하는 정치적, 사회적 

조건을 강조하여 음악 활동에 개입되는 개인의 상상력과 음악적 표현 가능

성을 간과한다. 또한 일방적인 지배와 피지배라는 권력 관계에 초점을 맞춤

으로써, 서양 작곡가들이 타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서양의 요소들을 어떻게 

선별, 변형, 조정하는지 고려하지 않는다. 즉, 타문화 수용 과정에서 일어나

는 문화들의 상호작용을 단순화하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긍정적 견해는 자

문화와 타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 창작 재료와 방식을 탐구하는 작곡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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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선택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구조적 조건이 유발하는 긴장관계를 

희석시킨다. 즉, 혼종성 개념을 미학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상이한 문화들이 

접촉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문화라는 개념을 고려해 볼 때,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

화 수용에 대한 상반된 해석은 이질적인 문화들이 결합하는 과정에 내재한 

양가성(兩價性)을 적확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호문화적

작곡 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조성과 문화적 긴장관계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는 기존의 상반된 해석 담론을 상호보완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상호문화를 단순히 문화 현

상을 기술하는 용어로 보지 않고, 그 현상을 분석하는 관점으로 채택할 것

을 제안했다. 상호문화적 관점이란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을 창조

적인 문화번역의 행위로 보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성과 정격성의 딜

레마를 중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작곡가들

이 동양 문화의 특정 요소를 탈각시키고 서양음악과 중재하는 과정에서 양

문화의 ‘동시대성과 대표성’, ‘시간적 이질성과 동질성’, ‘문화적 정격성과 개

인의 창조성’ 사이의 딜레마를 어떻게 다루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문화적 관점을 적용하여 존 케이지(John Cage)의 

《료안지》(Ryoanji, 1983-5)와 루 해리슨(Lou Harrison)의 《비파 콘체르토》

(Concerto for Pipa with String orchestra, 1997)를 재해석 하였다. 그 결과 

케이지는 선불교 사상을 중세 신학에 빗대어 이해함으로써 료안지 정원의 

정신적 의미를 탈각하고 정원의 형태와 주역(周易), 한국 전통음악의 외양

적 특징만을 추상화하여 음악의 매개변수를 구성하는 원리로 수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자문화와의 유비가 야기한 문화적 오독을 바탕으로 타문

화를 추상적, 구조적으로 수용했고 그 과정에서 양문화의 이질적인 시간성

을 교차시킨 것이다. 한편 해리슨은 중국의 전통 악기라는 비파의 상징성에 

주목하여 서양음악의 옛 양식을 두드러지게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비파와 

서양 악기의 보편적 속성이 강조되면서 비파의 고유한 특징을 탈각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즉, 시간의 회귀를 통해 비파를 서양 민속 악기와 동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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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수용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해석은 이질적인 문화들이 

얽혀가는 과정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작품 해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케이지와 

해리슨 모두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강조했고, 그 과

정에서 타문화의 정격성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진정한 “상호” 문화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반증하며, 상호문화

의 난제(難題)는 결국 음악의 가치평가에 대한 어려움으로 귀결된다. 그러

므로 상호문화적 작곡에 대한 해석 담론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타문화의 이

상적 수용 방식을 고민하고 판단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방대한 논의를 

체계화함으로써 앞으로의 후속 연구에 미약하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상호문화성/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ty, Interculturalism),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문화 혼종화(Hybridization), 

        존 케이지(John Cage), 루 해리슨(Lou Harrison). 

학  번 : 2013-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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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분열의 종식과 함께 확산된 초국적 자본주의와 

교통 및 통신 매체(media)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가를 넘나드는 여행과 이주

(移住) 및 즉각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면서 전지구화(globalization)1)

라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유발했다. 아파두라이(Arjun Appadurai)가 주장하듯 

매체와 이주의 결합이 국민 국가의 개념은 물론 오랫동안 세계를 양분해 온 

서양과 동양의 견고한 경계 역시 무너뜨리면서 우리 삶의 풍경(scape)2)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동·서양의　 “만남”, 문화적 “조우”(遭遇), 

“화합” 그리고 “결혼” 등의 은유는 더 이상 낯설지 않으며, 오히려 현대 사

회의 풍경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동양과 서양, 자문화와 타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이른바 ‘상호문화적’ 

(intercultural) 현상은 정치, 철학, 교육뿐만 아니라 문학, 연극, 무용, 미술, 

음악 등 예술의 영역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예술

가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동양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습득

하고 새로운 창작의 재료를 찾았다.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작곡

가들 역시 이러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동양이라는 타자와 직접적, 

1) globalization은 “전지구적 상호연관성이 점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흔히 “세계화”로 

번역되는데, 이 경우 global과 world의 의미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최갑수, “글로컬라이

제이션의 역사학”, 『인문연구』 57(2009), 2-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globalization을 

전지구화(全地球化)로 지칭한다.   
2) 아르준 아파두라이(1949- )는 인도 봄베이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하는 사회‧문화 인류

학자이다. 그는 현대 사회의 풍경은 더 이상 현존하는 중심-주변의 용어로는 이해될 수 

없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며 탈구적인 질서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지구적 

문화 흐름을 새롭게 파악하기 위한 다섯 가지 차원(ethnoscapes, mediascapes, 

technoscapes, financescapes, ideoscapes)을 제시했다.(김은중, “포스트식민주의를 거쳐, 모

더니티를 넘어, 트랜스모더니티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1/1(2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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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동양에 대한 직접적 경험은 독창성과 새로운 

음악 양식,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경향과 맞물려 서양음악의 창

작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 서양의 작곡가들은 동양의 철학, 사상, 

문학, 미술, 음 재료 및 관습과 같은 문화적 양식을 탐구하고 이를 적극적

으로 수용했다.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일시적이거나 국지적인 현상이 아

니라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일어난 현상이다. 예를 들어 1960-70년대에 

슈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은 “내 자신 속의 일본적인 것을 찾으려

했다”3)는 말과 함께 일본의 요소를 수용한 작품을 창작했으며, 카웰(Henry 

Cowell)과 해리슨(Lou Harrison) 등은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그 지역의 음

악을 반영한 작품을 썼다. 이 외에도 메시앙(Olivier Messiaen), 브리튼

(Benjamin Britten), 카겔(Mauricio Kagel), 파치(Harry Partch), 호바네스

(Alan Hovaness), 케이지(John Cage), 존(John Zorn) 등 수 많은 작곡가들

이 동양 여러 지역의 문화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품에 녹여냈다.  

서양의 음악언어로 동양의 이미지나 분위기를 환기했던 이전 시대의 

음악 관습과는 구별되는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현상은 오늘날 음

악의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 혹은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로 설

명된다. 현재 서양 작곡가들의 상호문화적 작곡 경향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에버렛(Yayoi 

Uno Everett)은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방식을 세분화하고 이를 

음악적 의미작용과 연관 지어 해석하며, 우츠(Christian Utz)는 음악의 모더

니즘과 상호문화성을 논하면서 타문화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적 보편

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코벳(John Corbett)은 주로 미

국 실험음악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감추어진 의미를 비판적으로 읽

어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히사마(Ellie M. Hisama)와 리처드슨(John 

3) Paul Griffiths, Modern music : a concise history from Debussy to Boulez (London: 

Thames and Hudson, 1978), 신금선 역, 『현대 음악사』(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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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ardson)은 음악의 상호문화주의에 내재된 차별적 시선을 날카롭게 짚

어낸다.4) 

즉, 현대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현상을 해석하는 다양한 시

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현상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사실상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서양음악과 동양 타자의 오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관계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므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결코 현대 사회의 문화적 만남, 화합, 결혼과 같은 시적 은유로 단순히 설

명할 수 없다. 

실제로 상호문화라는 개념은 전지구화 시대의 문화적 보편화와 동질화 

경향을 경계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그 개념 속에 여러 대립되는 가치들

을 함축하고 있다. 즉, 둘 이상의 이질적인 문화가 결합할 때에는 다양한 

층위에서 상반된 가치들 사이의 긴장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논의에는 이러한 긴장관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그 결과 상호문화적 작곡 경향에 무조건적으로 긍정

적인 의미가 부여되거나, 음악 분야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사회 이론을 일

률적으로 적용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연구는 현상의 

단면만을 조명하여 복합적 논의의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상호문화성이 거의 모든 학문의 중요한 연구 주제로 부각된 

이후로 문학, 연극, 무용 등 다른 예술분야에서 상호문화주의 담론이 확립

되어 체계적 연구의 기틀이 마련된 것과 대비된다. 이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보완하여 음악에서의 상호문화주의  

연구 체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대립적 해석 담론을 1) 통시적(通時的), 공시

적(公示的) 맥락에서 살펴보고 그 한계와 시사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2) 기존의 논의를 상호보완하여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내재된 

여러 쟁점들을 논의에 포괄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4) 이상 언급한 학자들의 연구는 본고의 Ⅲ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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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및 제한점  

본 논문의 본론은 크게 세 개의 장(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장에서는 먼

저 다른 학분 분야에서 정립된 일반적인 상호문화성 개념을 검토하고, 서양

음악 연구에 상호문화성 개념이 도입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살

펴본다. 

두 번째 장에서는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의 기저에 

놓인 공통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상

반된 해석 담론을 도출한다. 그 후 각 담론의 출현 배경과 흐름, 핵심 주장 

및 그 근거를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기존 논의의 한계 및 시사점을 짚어

본다.  

이를 토대로 세 번째 장에서는 논의를 보완하여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층위의 긴장관계를 포착할 수 있

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 이를 실제 작품 분석에 적용함으로써 그 유효성을 

검증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할 작품은 케이지(John Cage, 1912-1992)의 

《료안지》(Ryoanji, 1983-85)와 해리슨(Lou Harrison, 1917-2003)의 《비파 

콘체르토》(Concerto for pipa with String orchestra, 1997)이다. 이 두 작

곡가와 그들의 작품은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을 논할 때 가장 빈

번하게 다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료안지》와 《비파 콘체르토》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매우 극명하게 대비된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은 기존 논의를 

보완한 대안적 관점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각 장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 장은 오

늘날 동일한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이 대립하게 된 원인과 그 흐름을 

해명하는 이론적 배경이 된다. 특히 다른 학문분야에서 정립된 상호문화성

의 일반적 개념은 기존의 대립 담론이 시사하는 바와 한계를 모두 이해하고 

이를 보완하는데 논리적 토대로 작용한다. 

한편 본 연구는 연구 범위 및 사용 용어의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을 

두었다. 먼저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전지구화가 본격화된 제 2차 세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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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이후로 한정하며, 공간적 범위는 서양과 동양이라는 개략적 구분을 전제

한다. 그런데 이 공간적 구분은 비판의 소지가 있다. 오늘날 동양과 서양의 

지리적, 사회‧문화적 경계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

보다도 서양과 동양으로 양분하기에는 고유한 역사, 사회, 문화, 음악적 특

징을 지닌 여러 지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서양의 작곡가들이 동양 어느 지역의 어떤 

음악, 문화적 재료를 사용하는지를 분석하여 상호문화적 작곡 과정에 나타

나는 음악적 특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용의 의미를 둘러싸고 첨

예하게 대립하는 담론들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것이므로 여전히 서양과 동양

이라는 구분이 유효하다. 왜냐하면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지역은 분명 식민

과 피식민,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계 속에서 서양과 동양이라는 프레임으로 

사유되어 왔으며, 특히 오늘날 음악의 상호문화주의에 대한 논의 역시 서양

과 동양의 오랜 역사적, 사회적 관계를 고찰하는 다른 학문들의 영향을 받

아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인 것은 용어의 문제이다. 사

실 20세기,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현상은 

다양한 용어로 기술되고 있다. 상호문화성/상호문화주의 이외에도, ‘문화횡

단’(transculture), ‘초국가적’(transnational), ‘초민족적’(transethnic), ‘문화교

차’(cross-culture) 등의 용어가 비슷한 빈도로 사용된다.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수용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연구자들 

사이에서 용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

을 지닌 학자들은 상호문화, 문화횡단, 초국가/초민족, 문화교차 등의 용어

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현상

을 ‘상호문화적 작곡 경향’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상호문화성 개념이 동일한 

현상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할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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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연구는 20세기 중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상호문화적 작곡 경

향에 대한 상반된 담론을 검토하여 그 한계 및 시사점을 밝힌 후, 이를 보

완하여 해석의 지평 확장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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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

1.1 정의

상호문화는 ‘inter’와 ‘culture’ 두 단어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여기서 

‘inter’는 ‘관계’와 ‘사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5) ‘관계’는 문화

와 문화가 관련을 맺는다는 의미이고, ‘사이’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만나 새

로운 것이 창발하는 열린 공간을 의미한다. 즉, 상호문화성은 문화와 문화 

사이의 접촉과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개 문화의 변화 그리고 이에 수반

되는 상호융합의 현상과 가능성6)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문화 사이의 접촉과 교류, 결합은 결코 현대에만 나

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문화성이 오늘날 정치, 교육, 

예술, 철학 등 거의 모든 인문사회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전지구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문화들의 교류가 활발하고 빈번히 

일어나는 것이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주된 특징 중 하나이며, 더불어 

전지구적 문화 교류가 수반하는 문화의 동질화 경향을 경계하고 문화의 다

양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대

의 전지구적 문화 상호작용은 문화의 동질화와 이질화 혹은 다양성과 보편

성이라는 긴장관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상호문화성 개념을 촉

발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상호문화성 개념은 제국주의 시대 식민통치에서 보듯 문화의 말살이나 

5) 최현덕, “경계와 상호문화성: 상호문화 철학의 기본 과제”, 『코기토』66(2009), 314-315.
6) 박인철, 『현상학과 상호문화성』(파주: 아카넷, 201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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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압을 통해 타문화를 자문화로 흡수하는 형태의 문화 수용이 아니라 서로

의 차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는 문화의 상호작

용을 요청한다. 이는 2007년에 제정 공표된 유네스코의 “문화적 다양성 보

호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7)   

‘Interculturality’ refers to the existence and equitable interaction of diverse 

cultures and the possibility of generating shared cultural expressions through 

dialogue and mutual respect.8) 

‘상호문화성’은 다양한 문화들의 현존과 이 문화들 사이의 동등한 상호작용, 그리고 

대화와 상호존중을 통해 공유 가능한(shared) 문화적인 표현의 형식들을 창출할 가

능성을 말한다.9)

위의 규정에는 몇몇 핵심적인 단어들이 담겨있다. ‘다양한’, ‘동등한’, ‘공유 

가능한’이라는 세 단어는 상호문화성 개념의 등장배경부터 지향점까지를 압

축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모든 문화는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

로 문화 사이에 중심과 주변 같은 위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모든 문화가 그 

규모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진 만남의 주체가 되어 평화로운 방식으

로 공동의 문화 양식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상호문화성이라고 할 수 있다. 

반 퍼슨은 인간은 문화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주장10)했는데, 상호문화성은 이를 

확장하여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고 결합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당위적 개념이다. 

7) 위의 책, 62. 
8) 외교부, 『2015 유네스코 개황』, 253. 
9) 박인철, 『현상학과 상호문화성』, 62. 박인철은 ‘diverse’를 ‘상이한’, ‘refers to’를 ‘연관

된다’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상호문화성의 정의를 전달하는 데 있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어로 번역을 조금 수정하였다.  
10) C. A. van Peursen, Cultuur in stroomversnelling (Leiden: Martinus Nijhof, 1987). 

강영안 역,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서울: 서광사, 1994), 25. 박인철, 『현상학과 

상호문화성』, 3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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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이상에 가깝다. 이 개념이 마찰 없이 실현되기

는 어렵다. 왜냐하면 1) 문화의 다양성 인정 2)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가치의 인정 3) 상호작용을 통한 공동의 문화 및 문화적 공감대의 추구라는 

핵심 조건들은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양립하기보다는 많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11)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상호문화성 개념의 실현이 어려운 이유를 문화의 구성 주체인 인

간의 본성에서 찾을 수 있다.12) 모든 인간은 자신이 발 디디고 있는 시대와 

사회의 고유한 문화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는다. 달리 말하자면 문화는 그 

문화의 구성원들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낯선 문화를 접했을 때 강한 충격을 느끼

며, 타문화를 자문화와 결부시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13) 이때 자문

화의 가치를 기준으로 타문화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등 문화의 질적 위계

를 설정하는 편협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의 정서라는 측면에서 생각해본

다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거부반응이나 자문화에 대한 애착, 타문화에 대한 

편견은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14) 그러나 상호문화성은 이러한 불평등 

관계를 지양한다. 반면 상호문화성의 세 번째 조건인 상호 공유가능한 문화

적 표현 양식의 추구, 즉, 문화의 결합 현상은 오히려 역사 속에서 쉽게 찾

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인철은 상호문화성의 세 조건 중 앞의 두 조건이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에 기반을 둔 당위성과 윤리성을 강조한다면, 마지막 

조건은 문화의 결합적 속성에 기반을 둔 자연스러운 현상을 가리킨다고 본

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처럼 상호문화성의 조건들이 서로 구별되는 특성

을 지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양립가능하기가 어렵다. 

이와 더불어 문화의 결합이 일어날 때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용하게 

11) 박인철, 『현상학과 상호문화성』, 62. 
12) 박인철, 박인철의 주장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가 학술적 논의에서는 잘 다루어지

지 않았던 인간의 정서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13) 위의 책, 63-65.
14)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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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낯선 문화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합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문

화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선택과 합의이다.15) 이때, 각 문화권의 구성원들은 

각자 자유로운 선택을 하지만 각자의 선택이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그

것이 절대적인 다수의 의견이든, 영향력 있는 소수의 의견이든 아니면 이 

의견들을 조정하는 유인요소이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행사되는데, 이것

을 권력의 한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16) 

상호문화성이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차이를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충돌과 갈등을 대화나 

상호존중을 통한 합의라는 합리적 방식으로 조정하려는 기획이라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권력이 작용하므로 상호문화성 역시 문화의 권력 지

향성을 드러내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17) 요컨대 문화의 결합적 속성은 문

화들 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며, 문화의 권력 지향

성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내재적 성질이다. 

그러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은 문화적 차이를 받아들일 자유와 

그것의 결합을 추진하는 권력이 평등하고 이성적으로 작동하기보다 불평등

하고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15) 이러한 맥락에서 박인철은 정치와 문화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사성을 지적하면서 

문화의 권력적 속성을 설명하고, 상호문화성 논의에서 정치를 심도 깊게 다룬다. 실제로 

상호문화성 개념은 전지구화 시대의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참고. Ted 

Cantle, Interculturalism: The new era of cohesion and diversity (NY: Palgrave 

Macmillan, 2012)) 
16) 즉, 문화는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권력의 작용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된다. 그리

고 이렇게 선택과 합의를 통해 구성된 문화는 다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람시(Antonio Gramsci, 1891-1937)는 이러한 문화적 지배를 “헤게모니”(hegemony)라고 

정의한다. 그람시에 따르면, 헤게모니란 지배계급들이 단순히 사회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

라 도덕적, 지적 리더십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상황을 지칭한다. 이는 사회에 다수

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안정이 있음을 의미하며, 피지배 계급이 이상, 목적, 문화

적 의미들을 능동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정재철, 『문화연구자』(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12.)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논의의 한 

축을 발생시킨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출발하는 지점이며, 현대의 문화산업을 비판하는 

문화제국주의 이론의 주된 분석 프레임으로 기능한다.  
17) 박인철, 『현상학과 상호문화성』,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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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성 개념이 요청하는 ‘동등한’ 상호작용과 상호존중은 실제로 충족되기 

힘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현덕은 비대칭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한 

상호문화성의 핵심적인 문제는 중심과 주변 같은 기존의 경계 개념을 해체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의 권력 관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경계”18)를 

포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박인철의 주장처럼, “별다른 충돌 없이 조화로운 상호결합을 

통해 문화적 융합에 이르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상호문화성이라고 보고 이

것이 가능한 근거만을 찾아, 주로 윤리적인 태도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상과 

당위를 지향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를 배제하는 것”19)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호문화성 개념은 표면적으로 볼 때 단순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18) 최현덕, “경계와 상호문화성: 상호문화 철학의 기본 과제”, 313. 
19) 박인철, 『현상학과 상호문화성』,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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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속성: 내재적 긴장관계 

상호문화성은 다양한 층위에서 “서로 대립적이고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 보

이는 요소들의 긴장관계”20)를 그 개념 속에 함축하고 있다. 먼저 상호문화

성은 전지구화 시대의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성이라는 긴장관계 사이에서 출

발한 개념이다. 즉, 다양성과 보편성, 동질성과 이질성이라는 상반된 가치들

의 사이 영역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이 바로 상호문화성 개념을 싹 트게 한 

것이다. 

또한 상호문화성은 자아와 타자, 이질감과 친근감, 이성과 감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내포한다. 낯선 것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편견을 갖는 것은 인

간의 자연스러운 정서이지만, 상호문화성은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소통

을 통해 타자에 대한 윤리적 태도를 지닐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가장 중요

하고, 두드러진 또 다른 긴장관계는 윤리성과 권력 지향성 사이의 긴장관계

이다.21) 상호문화성 개념은 “나(자문화)와 타자(타문화)가 서로에 의해서 희

생되지 않으면서 만나야 한다”22)는 점에서 윤리성을 요청하지만, 결국은 하

나의 공간 속에서 여러 이질적인 문화들이 공존하는 최소한의 질서가 생성

된다는 점에서 폭력과는 구별되는 형태의 권력을 허용한다.  

결국 거시적인 관점에서 상호문화성은 무엇보다도 이상과 현실 사이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포르넷-베탕쿠어(Raúl Fornet-Betancourt)는 

“상호문화성은 현실적으로 저항을 내포하며 상호문화적 정신은 실천적 차원 

내지는 정치적, 윤리적 차원을 결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23) 상호문화성

20) 위의 책, 67. 
21) 본 논문에서 다루는 서양음악의 상호문화성을 둘러싼 상반된 논의들은 특히 윤리성과 

권력 지향성 사이의 긴장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과 Ⅳ장에서 구

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22) 최재식, “상호문화성의 현상학: 문화중심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성으로”, 『철학과 현상학 

연구』30(2006), 22. 
23) Michelle Becka, Interkulturalitaet im Denken Raúl Fornet-Betancourt (Nordhausen: 

Traugott Bautz, 2007), 103 이하. 최현덕, “경계와 상호문화성: 상호문화 철학의 기본과

제”, 31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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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등을 추구하는 이상과 불평등한 현실의 괴리 속에서 “현실을 해석하는 

데에서 나아가 현실을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학술적 기획”24)이므로, “이론과 

실천의 통합”25)이 중요하다. 

상호문화성 개념에 함축된 역설적인 긴장관계는 변증법적 합일에 도달

하기 위해 극복해야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상호문화성 개념 자체의 불가피

한 근본적인 속성이라 할 수 있다.26) 다시 말해 상호문화성은 이질적인 문

화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교섭의 공간”27)이자 문화의 결합 과정에서 상반된 

가치들 사이의 ‘중간영역’ 혹은 ‘사이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호문

화성의 ‘상호’는 “서로 다른 문화들의 교차와 얽힘”28)을 의미하며,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완전한 구분뿐만 아니라 자문화와 타문화가 단 하나로 수렴

되거나 통일되는 것29) 역시 지양한다. 

따라서 상호문화성에 대한 연구는 이질적인 문화들의 완전한 융합이나 

분리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층적이고 복잡한 긴장

관계 혹은 중간영역/사이공간을 해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

다. 상호문화성 개념에 내재한 본질적 긴장관계와 이에 대한 탐구는 음악 

연구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4) 상호문화성은 문화상대주의적인 시각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점에서 다소 방관적인 문

화상대주의나 다문화주의와는 구별된다. 최현덕, “경계와 상호문화성: 상호문화 철학의 

기본 과제”, 315. 
25) 박인철, 『현상학과 상호문화성』, 325. 
26) 위의 책, 67. 
27) 배정희, “‘텍스트’에서 ‘상호작용과 교섭의 공간’으로: 문화개념의 변화와 그 함의”, 『독

일어문화권연구』 17(2008), 325. 
28) 최재식, “상호문화성의 현상학: 문화중심주의를 넘어 상호문화성으로”, 25. 
29) 위의 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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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양음악과 타자로서의 동양

오늘날 서양음악 연구에서 상호문화성 개념은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현상을 설명할 때 요청된다. 그러나 이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는 서양음악과 동양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이는 장르, 양식, 어법 등 

음악 내적 발전사와 더불어 사회, 문화적 맥락을 함께 살펴볼 때 더욱 설득

력 있게 해명할 수 있다. 

로크(Ralph P. Locke)30)와 테일러(Timothy D. Taylor)31)에 따르면, 

서양음악에서 나타나는 동양 타자에 대한 논의는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로크와 테일러는 17세기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정신이나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를 생산한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과 음악 사이의 숨겨진 연관성을 

검토함으로써, 서양음악과 동양 타자의 관계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 장에서는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20세기 중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이 어떠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파

악할 것이다. 

30) Ralph P. Locke, Musical Exoticism: Images and Reflection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215.
31) Timothy D. Taylor, Beyond Exoticism: Western Music and the World (Durham &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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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서양의 음악언어를 통한 동양 재현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17세기, 즉 음악사에서 바로크 시대부터 서양음악에 

동양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테일러는 그 이유를 이 시기 유럽의 

사회, 문화적 상황과 음악적 발전의 맞물림에서 찾는다. 17세기 유럽은 그 

이전 시대부터 이어진 지리적 ‘발견’과 ‘탐험’을 바탕으로 동양을 향해 적극

적으로 진출한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유럽인들이 동양을 자신들과는 구

별되는 타자로서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음악적 측면에서는 

조성과 오페라라는 중요한 음악적 장치가 고안되었다. 조성이라는 음악 언

어는 음 사이의 위계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중심과 주변’, ‘가까움과 멂’이라

는 공간 감각을 청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들었고, 오페라는 여러 비음

악적 요소를 음악으로 드라마틱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즉, 타자

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청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음악적 수단이 생긴 것

이다.32) 이에 바로크 시대에는 헨델의 《벨사살》(Belshazzar, 1745)과 라

모의 《우아한 인도의 나라들》(Les Indes Galantes, 1735/36)33)과 같이 동

양을 소재로 한 오페라가 활발하게 작곡되었다.  

이후 18세기 중기에서 후기의 유럽에서는 개인의 이성을 무엇보다 중

요시하는 계몽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타자와의 차이를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대적 사고체계가 깊게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조성이 음악의 중심 원리로 공고히 자리 잡고 오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

는 한편 기악음악의 형식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더욱 더 다양한 방식으

로 동양을 청각화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서양음악이 타자

를 표현하는 일종의 음악적 코드(code)가 고안되었다는 것이다. 코드화를 

32) Taylor, Beyond Exoticism: Western Music and the World, 10, 24-29. 또한 테일러

는 역으로 조성과 오페라가 서양음악의 지배적인 음악적 장치로 확산된 것은 당시의 사

회, 문화적 분위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33) 이 작품은 4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터키/페루/페르시아/북미 지역을 가리킨다.

즉, 여기서 인도는 지리상의 동양뿐만 아니라 유럽과 구별되는 인식론상의 동양을 포괄

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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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동양은 가사, 무대, 의상 등의 구체적인 음악외적 재현 장치가 아니라, 

추상적인 음악적 요소로도 재현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약박이 위치할 자

리에 강박을 위치시킨다거나 예상 범위 밖의 조(key)로 전조를 한다거나 불

협화음, 분절된 멜로디의 사용하는 등의 음악적 기표(記標, signs)들을 통해

동양을 재현하는 관습이 확립되었다.34) 

19세기 후반부터는 유럽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제국주의적 식민 지배가 강화되고 다윈의 진화론이 서구 세계를 사로잡았

다. 이로 인해 동양은 ‘다를’ 뿐만 아니라 진화가 덜 된 ‘열등한’ 것으로 여

겨졌고, 서양과 동양 사이에 ‘과학적’, ‘발전적’, ‘남성적’ 서양과 ‘비과학적’, 

‘후진적’, ‘여성적’인 동양이라는 본질적 차이가 상정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분

위기는 음악에도 직,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생상스의 《삼손과 데릴라》

(Samson and Delilah, 1877)와 푸치니의 《나비부인》(Madama Butterfly, 

1904)처럼 동양을 ‘연약한 여성’, ‘관능적인 여성’, 혹은 ‘위험’하거나 ‘지배’

해야 하는 대상으로 그려내는 작품이 창작되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서구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잃어버린 과거의 무언가를 보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동양에 대한 강화된 판타지가 당시 서양 예술의 낭만적 이상과 

결합되었다. 대표적으로 림스키-코르샤코프는 《세헤라자데》(Scheherazade, 

1888)에서 상상 속 동양의 황홀함을 그려냈다. 

이와 더불어 동양을 코드화하는 음악적 기표들은 더욱 확대되었다. 기

존 조성의 장/단 스케일과는 구별되는 스케일(선법, 홀톤, 옥타토닉 등)과 

독특한 색채의 화성, 오케스트레이션, 그리고 아라베스크 선율 등의 음악적 

기표를 통해 작곡가들은 동양의 분위기를 환기시켰다. 즉, 이 시기 서양이 

바라본 동양은 음악적 기표들의 확장과 더불어 음악 작품에서 더욱 강력하

게 재현되었다.35)  

34) Taylor, Beyond Exoticism: Western Music and the World, 11.
35)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의 이러한 음악적 오리엔탈리즘은 이후 동양과 관계하는

거의 모든 서양음악이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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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7세기 이래로 유럽이 정치, 경제적으로 팽창하면서 동양 타자에 

대한 인식이 싹텄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서양 작곡가들이 음악을 

통해 동양 타자를 재현하는 음악적 오리엔탈리즘이 시작되었다. 오리엔탈리

즘은 서구 세계 밖에 놓인 동방 세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음악적 상상력

을 통해 펼쳐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특징은 ‘서양 음악

언어’를 통해 동양을 ‘재현’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헨델은 동양 군주를 묘사

할 때 실제 동양 문학이나 음악 전통과 유사한 양식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푸치니 역시 일본의 전통적인 음악적 요소들을 고수하지 않고 서양의 여러 

음악적 장치를 통해 나비부인의 연약함을 드러냈으며36), “동양의 아우라”37)

를 환기하는 스케일이나 화성, 오케스트레이션, 선율 역시 서양의 음악가들

이 발명한 것이었다. 즉, 서양 작곡가들의 “눈은 동양을, 귀는 서양을”38) 향

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캇(Dereck Scott)은 ‘동양’(the Orient)에 대한 음악

적 재현은 진정한 동양의 음악적 관습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서양의 음

악적 관습으로 굳어진 “미지의 세계에 대한 청각적 기표들”39)을 통해 이루

어진다고 지적했다. 즉, 동양은 작품의 중요한 소재이지만, 작곡의 과정에서 

동양의 음악 장르, 어법, 형식 및 양식이 직접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았다. 동

양을 표현하는 소재는 서양의 전통적인 음악 언어이다. 따라서 이러한 작품

들은 확실히 서양의 예술음악이라는 경계 안에 존재한다. 

36) Audrey Wozniak, “Orientalism, Regionalism, Cosmopolitanism: Musical Manifestations

of Cultural Hybridity”(2014), Honors Thesis Collection, Paper 225, 2.
37) Locke, Musical Exoticism: Images and Reflections, 215.
38) Ellen T. Harris, “With Eyes on the East and Ears in the West: Handel's Orientalist

Operas”, The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36/3(2006): 419-443.
39) Derek B. Scott, “Orientalism and Music Style,” Music Quarterly 82/2(1998), 309.

Wozniak, “Orientalism, Regionalism, Cosmopolitanism: Musical Manifestations of Cultural

Hybridity”(2014), 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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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세기의 사회, 문화, 음악 패러다임의 변화 

동양을 타자화, 신비화하고 그 이미지를 서양의 음악 언어로 재현하는 음악

적 오리엔탈리즘은 20세기에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러

한 동양 재현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서양음악과 동양

이 관계 맺기 시작했다. 

로크에 의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사회적으로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열등한 민족을 문

명화한다는 제국주의적 이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또한 안전

하고 빠르게 동양을 여행할 수 있게 되고, 녹음 기술의 발달로 동양 음악에 

대한 기록과 음향 샘플이 만들어졌다. 한편 미학적으로는 음악의 독창성

(originality)이 추구되면서, 표준화된 음악적 요소를 통하여 동양을 재현하

는 방식이 전형적인 것으로 평가 절하되었다. 마지막으로 1889년과 1900년

에 개최된 파리만국박람회(Exposition universelle de paris)40)를 통해 드뷔

시나 라벨 같은 서양 작곡가들은 자바, 발리, 중국, 일본 등 여러 동양 나라

의 음악,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1) 음악적 오리엔탈리즘의 

중요한 동인이었던 동양에 대한 신비감과 아우라가 감소되었고,41) 2) 예술

가들 사이에서 다른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우려는 태도가 나타났

으며,42) 3) 동양 음악‧문화에 대한 신뢰도 있는 정보가 증가하면서 동양에 

40) 한편 사이드(Edward Said, 1935-2003)는 유럽에서 열린 ‘만국’(세계) 박람회가 식민지, 

마을, 촌락, 도시, 궁전 등의 모델을 전시함으로써 이류 문화나 열등 문화가 순응적이며 

가변적이라고 강조하는 기능을 했다고 본다.(Edward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Alfred A. Knopf, 1993). 박홍규 역, 『문화와 제국주의』(서울: 문예출판

사, 2005.), 236.) 여러 음악학자들의 주장처럼 만국박람회가 유럽의 작곡가들에게 동양 

여러 나라의 음악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고, 동시에 사이드의 비판처럼 서구 우월

주의를 강화하는 기능을 했다는 점은 아래 장에서 살펴볼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음악‧문
화 수용의 복합적 성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41) Locke, Musical Exoticism: Images and Reflections, 215.
42)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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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음악가들의 지식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점차 동양의 이미지를 특정한 

음악적 기표들로 재현하는 것 보다는, 동양의 음악적 특징을 서양음악에 반

영하는 양상이 증가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드뷔시는 〈탑〉(Pagodes, 1903)

에 5음음계, 가믈란과 유사한 멜로디 윤곽, 음고가 높아질수록 선율을 더욱 

역동적으로 만드는 가믈란의 관습을 반영했다. 한편 미국에서 카웰(Henry 

Cowell, 1897-1965)은 1930년대 초반 “우리 시대의 새로운 음악을 건설하

기 위해서는 세계의 음악에 공통적인 재료들을 이용하는 것을 추구해야한

다”43)고 주장하면서 동양 문화의 공연 특성, 분위기, 음계, 리듬, 멜로디, 테

크닉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러한 경향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본격적으로 전지구화가 

가속화되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근대적 제국주의가 붕괴되면서 서양과 동양 

사이의 교류와 이주(移住)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통신 매

체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국가를 넘나드는 즉각적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

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활발한 이주와 혁신적인 매체의 결합이 모든 경

계, 다시 말해 중심과 주변의 모델을 붕괴시키면서 현대 사회의 풍경(scape)

을 재구성하는 현상은 서양음악의 창작과 소비에서도 나타났다.   

서양의 음악가들은 문화 재단의 경제적 후원44), 개인적 여행, 서구 사

회에 동양 사람들이 형성한 공동체, 유학 온 동양의 예술가들 등 여러 경로

를 통해 동양이라는 타자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1960년대 이

후 인류학과 음악인류학을 가르치는 학과가 대학 내에 생겨나고, 서양과 동

양의 현대 음악이 한데 모이는 다양한 페스티벌 및 컨퍼런스가 개최되면서 

동양 음악 전통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했다. 이는 일시적인 경험에 

그치기보다는 서양 음악가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영

향을 미쳤다.45) 

43) Henry Cowell, "Towards Neo-Primitivism" Modern Music 10/3(1932-3): 149-153.

David Nicholls, “Henry Cowell”, Grove Music Online [2016.11.16. 접속] 재인용.
44) 가장 대표적인 기관으로 록펠러 재단(Rockefeller Foundation)을 들 수 있다. 록펠러 재

단의 후원으로 카웰과 해리슨 같은 미국의 작곡가들은 아시아 지역의 지식인들과 교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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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변화 안에서 작곡가들은 독창성과 독특함(uniqueness)을 

추구하는 모더니즘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더욱 더 새로운 음악 양식과 장르, 

어법을 모색하기 위해 동양의 문화적 요소를 묘사적이거나 피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조적인 측면에서 다루었다.46)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전지구화가 심

화될수록 사회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요청되면서, 동양 

문화에 대한 탐구 및 서양음악과의 결합이 추구되기도 했다.  

한편 1978년 사이드(Edward Said)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을 

기점으로 동양을 대하는 서양의 서구 중심적인 시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지식체계가 형성되었다.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낸 담론 체제로 실재(實在)하는 동양과는 관

계가 없다”47)라고 주장했는데, 그의 주장은 서양음악의 연구와 비평에 광범

위하게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특히 동양을 소재로 하는 19세기 오페라는 

제국주의 이념을 반영한 것으로 강력한 비판을 받았고48), 이는 동양의 모습

을 상상하고 그 이미지를 서양의 음악언어로 재현했던 이전 시대 작품들의 

허구성을 비판하는 것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즉, 서양의 음악언어로 동양을 

재현하는 음악작품이 예술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이유로도 비판받

기 시작한 것이다.  

45) 예를 들어 카웰과 해리슨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거주하여, 유년기부터 동양의 음악과

문화를 접하면서 자랐다. 카웰은 중국, 일본, 인도의 전통음악을 들으면서 자랐고, 해리슨

은 1930년대에 매주 중국 오페라를 관람했다. 이들은 서양음악만큼이나 아시아 지역의

음악을 경험하면서 성장했다.(David Nicholls, “Transethnicism and the American

Experimental Tradition”, The Musical Quarterly 80/4(1996), 571.)
46) Locke, Musical Exoticism: Images and Reflections, 278.
47) 김용규, 『혼종문화론: 지구화 시대의 문화연구와 로컬의 문화적 상상력』(서울: 소명출

판, 2013), 434.
48) 예를 들어 푸치니의 《나비부인》은 단순히 미국인 장교와 15살 일본 게이샤의 비극적인

사랑을 그려낸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국가와 피식민지 국가 사이에서 벌어지는 역학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최영주, “식민주의 담론과 대항 담론 만들기: 《나비

부인》, 《미스 사이공》, 《엠. 나비》에 재현된 동양여성과 문화”, 『영미문학 페미니즘』

7/1(199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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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양 문화의 수용

20세기의 사회, 문화, 음악적 패러다임의 다각적 변화에 따라 동양의 분위

기나 이미지를 재현하기보다는 동양의 음 재료, 악기, 음악어법, 철학과 사

상, 문학 등을 탐구하고 이를 서양의 음악과 심층적으로 결합하려는 시도가 

확산되었다. 

즉, 서양 예술음악의 맥락에서 리사이틀이나 콘서트 등을 위한 작품을 

작곡할 때, 동양의 음악, 사상, 철학, 문학 등과 같은 문화적 양식이나 관습 

등을 수용하는 것49)이다. 비유하자면 ‘눈은 동양에, 귀는 서양에’ 두었던 이

전 시대와 달리 ‘눈과 귀가 모두 동양을’ 향해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

양 작곡가들은 대부분 동양을 연구하거나 동양의 예술가, 지식인, 철학가 

등과 협업하면서 동양의 문화로부터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이

유로 오늘날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이전 시대의 오리엔탈리즘과 

구별되는 상호문화적(intercultural) 작곡 혹은 음악의 상호문화성(주의)로50) 

설명되고 있다. 

상호문화적 작곡은 서양과 동양이라는 전통적인 세계관이 흐려지고 있

는 현대 사회의 풍경에 부합하여, 동‧서양의 경계를 뛰어 넘으려는 음악적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크는 서양 작곡가들에게 나타나

는 상호문화주의가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서양을 우리 세계의 것으로, 그 

이외 지역의 요소들을 다른 세계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

든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말한다.51)  

49) Locke, Musical Exoticism: Images and Reflections, 228.
50) 학자들마다 이러한 경향을 설명하는 용어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로크는 로야

(Shay Loya)의 연구에서 영향을 받아 문화횡단적(transcultural) 작곡이라는 용어를 채택

했고, 해리슨은 카웰의 음악을 설명하면서 초민족적 음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횡단, 초민족적/초국가적 음악, 상호문화성 등의 용어는 문화교차라는 표현과

혼용되기도 한다. 이 용어들은 전지구화 시대에 여러 이질적 문화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흐름을 논의하기 위해 사회과학자들이 고안한 용어이다. 이를 음악학자들이 음악

연구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각자 서로 다른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51) 위의 책,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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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호문화성 개념을 검토하면서 살펴보았듯, 이질적인 문화들이 

결합할 때는 기존의 경계가 해체되는 한편 새로운 경계들이 생겨난다. 자문

화와 타문화 사이의 본질적인 구별이 유효하지 않지만 이러한 이분법적 사

고의 유산이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는 전지구화의 모순성은 오늘날 문화연구

의 중요한 화두이다. 이러한 모순성은 음악의 창작과정에서도 나타날 것이

다. 실제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을 해석하는 날카로운 시각차가 

존재하며, 이는 상호문화적 작곡 경향이 결코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문

화 현상이 아님을 시사한다.52)  

따라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더불어 

그에 내포된 의미 및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장

에서는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기존의 대립 담론들을 검토

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논의의 프레임을 도출할 것이다.      

52) 로크는 초민족적/초국가적/문화횡단적/상호문화적 작곡 혹은 문화교차 등의 용어가 사

이드 이후 오리엔탈리즘이 함의하게 된 정치적 가치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

치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는 결코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될 수 없다. 

특히 상호문화성의 경우 강한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이다. 이는 아래의 장에서 

상세히 고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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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기존의 

상반된 담론들

이 장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의 음악, 사상, 철학

등을 직,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방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고 검토할 것이다. 기존의 논의는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을 1. 음

악에서 일어나는 문화의 혼종화 현상으로 파악하는 긍정적인 입장과 2. 동

양 문화에 대한 지배적 전유(appropriation)로 파악하는 회의적인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각 입장이 파생된 맥락과 핵심 주장 및 그 

근거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해석의 시각차가 발생하는 원인과 기존 논의

의 한계 및 시사점을 논할 것이다. 

1. 동·서양 음악문화의 수평적 혼종화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을 음악에서 일어나는 문화의 혼종화 현상

으로 보는 시각은 1) 창작된 작품에 나타나는 음악적 혼종화의 양상에 주목

하는 입장과 2) 창작 과정에 반영된 서양 작곡가들의 문화관을 파악하는 입

장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음악 외적인 요

인들보다 혼종성의 미학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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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음악적 혼종화의 단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악 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에 나타나는 음악적 혼종화의 양상

을 세분화한다. 대표적으로 에버렛(Yayoi Uno Everett)53)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수용이 음악적 측면에서 일곱 가지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고 보고, 이를 각 문화의 요소가 구별 가능한 정도에 따라 세 단계

로 범주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먼저 ‘전

이’(轉移, transference), ‘혼합’(混合, syncretism), ‘종합’(綜合, synthesis)의 세 

단계로 구획될 수 있다. 

전이

1.  동양의 

요소에 

근거한 형식, 

구조

2. 

동양적 감성 

환기

3. 음악 

외적인 동양 

문화 차용

4. 기존의 

동양 음악 

재료 인용

혼합

5. 동양의 

음악적 요소를 

서양에 이식

6. 동, 서양의 

악기를 병치

종합

7. 동양 음악의 

구조나 특징을 

서양음악의 

관습으로 독특하게 

변모시킴

동양 문화 수용  

[도표 1] 에버렛이 제시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단계 

53) Yayoi Uno Everett, “Intercultural Synthesis in Postwar Western Art Music: 

Historical Contexts, Perspectives, and Taxonomy”, in Locating East Asia in Western Art 

Music, eds. Yayoi Uno Everett & Frederick Lau (Middletown: Wesleyan University 

Press, 2003),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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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이

전이54)는 서양의 음악적 맥락 안에서 동양의 문화적 원천 즉, “동양의 텍스

트, 음악, 철학 등을 차용(borrow) 또는 전유(appropriate)하는 것”55)을 의

미한다. 에버렛에 따르면 서양 작곡가들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 작곡 방식을 

통해 동양의 요소를 전이시킨다.    

첫 번째 방식은 동양의 문화를 작품의 근본적인 미학적, 구조적 토대

로 삼되 결과적으로 동양의 소리는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다. 5, 60년대 메

시앙과 케이지의 작품이 이를 잘 보여준다. 메시앙의 경우에는 동양의 음악

적 요소를, 케이지의 경우에는 동양의 철학적, 사상적 요소를 서양 음악으

로 전이시켰다. 

예를 들어 메시앙의 음악어법에서는 리듬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라

고 할 수 있는데, 인도의 데시탈라스(deçî-tâlas)는 메시앙의 리듬 어법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토대로 작용한다. 메시앙은 13세기 인도 이론가 샤른가

드바(Carngadeva)가 정리한 120개의 리듬 일람표인 데시탈라스 중에서 특

히 93번 라가바르다나(Râgavardhana)의 리듬 원형56)을 확대, 축소, 역행 

등의 여러 방식을 통해 변화시켜 사용하였다. 한편 케이지는 선불교의 영향

으로 작곡가의 의도나 의지를 배제하고 소리가 자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음악57)을 만들고자 하는 미학을 전개했고,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중국의 주역에 바탕을 둔 우연성 작업(Chance Operations)을 전개했다. 즉, 

54) 에버렛이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음악‧문화 수용 과정을 설명하면서 “전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왜냐하면 정신분석 이론에서 나온 전이라는 개념은 행위자의 

무의식적 과정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버렛의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그녀가 제

시한 전이의 단계에는 작곡가의 의식적, 무의식적 수용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55) Everett, “Intercultural Synthesis in Postwar Western Art Music: Historical Contexts, 

Perspectives, and Taxonomy”, 15. 
56) 라가바르다나의 원형은 []이다. 메시앙은 이외에도 88번 락스크미카(lakskmîça, 

♪)와 105번 칸드라칼라(candrakalâ, ♩♩♩♪)를 자주 사용하였다. 
57) 김경순, “존 케이지 음악에 있어서 주역(周易)”, 『서양음악학』 12/2(2009),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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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의 철학은 5, 60년대 케이지의 음악미학과 음악어법이 자라나는 토양이

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메시앙과 케이지의 작곡 방식은 이전 시대의 작곡가들이 서양

의 음악언어로 동양을 재현하거나 동양적 이미지를 환기했던 것과는 다르

다. 오히려 동양 문화의 특징적인 요소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서양의 음악

언어를 창조했다는 점에서 반대된다. 

두 번째 방식은 이미 존재하는 동양의 음악이나 양식을 차용하지 않지

만 동양의 감수성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에버렛에 따르면 슈톡하우젠의 

«이노리»(Inori, 1973-4)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작품은 한 명 혹은 두 

명의 솔로 무용가와 오케스트라로 편성된 곡으로, 다이내믹, 리듬, 음형 등

의 음악적 파라미터를 단계별로 설정하고 조합하는 서양의 음악언어를 따르

고 있다. 단지 오케스트라 타악기 파트에 동양의 종을 포함시킨 것이 예외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노리’(祈り, 기도)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이 작

품이 자아내는 음향과 무용가의 기도하는 모습은 동양의 종교적 분위기를 

환기시킨다. 

세 번째 방식은 문학과 같은 음악 외적 수단을 통해서 동양의 ‘문화’를 

인용하는 것이다. 에버렛과 로크 등의 학자들이 지적하듯, 1950년대 이후 

다수의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의 전통적인 연극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음악극

을 창작했다. 연구에 의하면 특히 일본의 전통극인 노(能)58)가 서양 작곡가

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는데, 브리튼의 «컬류 강»(Curlew 

river, 1964)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브리튼은 이 작품에서 《스미다가와》

(隅田川, 스미다강)를 각색하여 기독교적 메시지를 담을 뿐만 아니라 노의

음악적, 연극적 요소를 빌려왔다. 한편 일본의 전통 시 하이쿠(俳句)59)도

58) 일본의 대표적인 가면극으로 그 기원과 발전 과정이 잘 밝혀져 있고, 오랫동안 꾸준히

전승되어 왔다. 특히 노는 오늘날 일본 사람에게도 대중적인 예능이 아니라, 뛰어난 예술

성을 지닌 고전적인 예능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경욱 편저, 『한국전통연희사전』(서울:

민속원, 2014), 261.)
59) 하이쿠는 5·7·5음의 17음응로 구성된 일본 전통시로 세계 최단 정형시라고 할 수 있다.

(김순전, 『일본의 사회와 문화』(서울: 제이앤씨, 201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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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 음악 창작에 주요한 원천이 되었다. 에버렛에 따르면 포웰(Mel 

Powell)과 슈반트너(Joseph Schwantner)의 작품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 이

들은 각각 일본의 전통 문학을 서양음악의 주요 장르인 예술가곡과 실내악

에 이식했다. 한편 에버렛이 예로 드는 또 다른 대표적 작곡가는 존(John 

Zorn)이다. 존의 경우 그의 작품 «금단의 열매» (Forbidden Fruit, 1987)

에서 여성 나레이터가 낭독하는 일본어 텍스트와 전자적 음향, 현악4중주를 

병치함으로써 동양의 음악 외적 요소를 서양음악으로 전이시켰다.   

네 번째 전이 방식은 동양의 기존 음악을 패러프레이즈하거 혹은 콜라

주(collage)나 몽타주(montage) 같은 형태로 인용, 가공하는 전략이다. 에버

렛에 따르면 슈톡하우젠의 «국가» (Hymnen, 1966-7)가 이를 잘 보여준

다. 이 작품에서 슈톡하우젠은 동양(혹은 더욱 포괄적으로 비서구)의 여러 

나라에 존재해 온 음악들을 작곡의 재료로 삼아 이를 전자적으로 변조하고 

새로운 악기 연주 파트를 첨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형시켜 인용하거나 중

첩시켰다.   

즉, 전이는 동양의 텍스트, 철학, 음악적 요소 등을 본래의 맥락에서 

추출하고 가공하여 서양음악의 맥락으로 옮겨오는 것이다. 에버렛이 주목하

는 전이 단계의 특징은 결과적으로 창작된 작품 내에서 동‧서양의 문화적 

요소가 혼재하지만, 서로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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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합

철학에서 혼합주의(syncretism)는 본질적으로 상이하거나 완전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여러 믿음을 조정하여 공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에서의 

혼합 역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례로 음악인류학자인 

메리엄(Alan Merriam)은 “오래된 의미들이 새로운 요소로 전환되는 과정 

혹은 새로운 가치가 옛 양식의 문화적 의의를 변화시키는 과정”60)이 음악

에서의 혼합(주의)라고 보았고, 한편 네틀은 “혼합(주의)은 서로 다른 음악

들이 양립 가능한 정도를 대략적으로 측정하고, 그것들이 합쳐지는 대략적

인 방향을 예측하는 것”61)이라고 주장했다. 

메리엄과 네틀이 제시한 혼합 개념의 핵심은 1) 양립 가능한 특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과 2) 결과적으로 문화의 양식과 가치 모두를 변화시

키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버렛은 “작곡의 과정에서 동, 서

양의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병합시키되, 동양의 요소들을 서양의 요소로부터 

구별가능한 정도로 원형을 보존하여 수용하는 것”62)을 혼합의 단계로 범주

화 했다. 

서양 작곡가들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서양음악과 동양의 문화를 혼합

한다. 그 첫 번째 방식은 동양 악기의 독특한 음색이나 동양 음악의 특정한 

요소를 서양의 악기63)로 구현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카웰의 작품 전반에

60) Alan Merriam, The Anthropology of Music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4), 314. Everett, “Intercultural Synthesis in Postwar Western Art Music: 

Historical Contexts, Perspectives, and Taxonomy”, 15, 재인용.
61) Bruno Nettl, “Change in Folk and Popular Music”, Journal of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8(1955), 107. Everett, “Intercultural Synthesis in Postwar 

Western Art Music: Historical Contexts, Perspectives, and Taxonomy”, 15, 재인용.
62) 위의 글. 
63) 에버렛은 “Western Counterpart”라고 표현한다. 이를 직역하면 “(동양 악기에) 대응되는 

서양의 악기”이다. 동양과 서양의 악기를 서로 “대응”시키는 생각은 오늘날 음악에서의 

상호문화적 교류를 구체화 하는 두드러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아틀라스 

앙상블(Atlas Ensemble)은 유럽과 동아시아 악기의 대부분이 중동 혹은 중앙아시아의 악

기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우드(oud)와 류트, 만돌린, 기타, 비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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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타나는 슬라이딩 톤(sliding tone)은 북경 오페라에서 높낮이의 변동이 

잦은 중국어를 표현할 때 발생하는 특유의 미끄러지는 음을 서양의 악기로 

구현한 것이다.64) 호바네스(Alan Hovhaness)의 «일본 목판화에 대한 판타

지 op.211»(Fantasy on Japanese Woodprints, 1965) 역시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호바네스는 1962-3년 일본에서 가부키(歌舞伎)65)와 샤미

센(三味線)66)을 공부한 후, 이를 바탕으로 1965년 이 작품을 작곡했다. 이 

작품은 소규모 오케스트라와 실로폰(혹은 마림바) 독주로 편성된 단악장의 

협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이 직접적으로 일본 악기를 위한 편성으

로 작곡된 것은 아니지만, 서양의 실로폰을 통해 일본 전통 음계에 바탕을 

둔 선율이 연주될 뿐만 아니라 일본 음악의 테크닉, 특히 샤미센의 비브라토

가 구현된다.67)  

이(ney)와 플루트, 당적∥카만차(kamancha)/케멘체(kemenche)와 얼후, 바이올린을 친족 

악기로 결합하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Harm Langenkamp, “From monologue to 

dialogu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Inter/Musical Collaboration- The Atlas 

ensemble and Silk Road Project”, (M.A. Diss., Utrecht University, 2007))  
64) Nancy Yunhwa Rao, “Henry Cowell and His Chinese Music Heritage: Theory of 

Sliding Tone and His Orchestral Work of 1953-1965”, in Locating East Asia in 

Western Art Music, 119-145. 
65) 가부키는 일본 고전연극의 하나로, 노래·춤·연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예술이다. 노

(能)가 중세 이전부터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해 600년 전 완성된 무사귀족의 예능이라면, 

가부키는 중세 이후 서민, 상공인으로부터 발전해 약 370년의 역사를 간직한 에도시대 

도시 시민 계급의 연극이다. (전경욱 편저, 『한국전통연희사전』, 37.)
66) 3현으로 된 류트계 발현악기이다. 중국의 삼현(三絃)이 오키나와에 전해져 산신(三線)이 

되었고, 이것이 일본 본토로 전해져 샤미센이 되었다. 초기에는 손가락으로 줄을 튕겼으

나 이후 바치(撥-은행잎모양의 채)를 사용하여 연주하게 되었다.(Kishibe Shigeo et al., 

Nihon no ongaku: rekishi to riron『日本の音樂: 歷史と理論』(Tokyo: Kokuritsu Gekijo 

Jigyobu, 1974). 이지선 역, 『일본음악의 역사와 이론』(서울: 민속원, 2003), 59-60.)  
67) 에버렛은 수용의 결과로 나타난 음악적 혼종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녀의 논고

에는 윤이상, 타케미츠 토루(武満 徹) 등 주로 동양 작곡가들의 작품이 이러한 혼합 전략

을 보여주는 예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서양 작곡가와 동양 작곡가의 

상호문화적 음악 활동이 서로 상반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

음을 주지하고, 서양의 맥락에서 동양의 음악문화가 수용되는 현상을 고찰하기 위해서 

연구 대상을 서양 작곡가와 작품들로 한정했으므로, 이 전략에 적합한 서양 작곡가의 작

품을 필자가 예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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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식은 한 작품 내에서 서양의 악기와 동양 악기를 공존시키

는 것, 보통 서양의 앙상블과 동양의 독주 악기를 병치시키는 것이다. 에버

렛에 따르면 이는 1960년대 이후 가장 두드러지는 동양 문화 수용 방식이

다. 호바네스의 «가야금, 타악,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곡 16번», 해

리슨의 «퍼시피카 론도»(Pacifika Rondo, 1963), «비파 콘체르토» 

(Concerto for P’ip’a with String Orchestra, 1997), «바이올린과 첼로, 자

바 가믈란을 위한 더블 콘체르토»(Double Concerto for Violin and Cello

with Javanese Gamelan, 1981-2) 등 많은 현대 서양음악 작품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혼합은 동양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동‧서양의 요소를 모두

가공하여 서로 매끄럽게(seamless)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의 문화가 서양음악으로 전이되었을 때보다 동‧서양의 요소들이 매끄럽

게 합쳐져 있다하더라도, 여전히 서로 구별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것이 

혼합 단계의 핵심적 특성이다. 에버렛이 혼합의 단계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점은 이 단계에서 서양의 작곡가들이 수용한 동양의 요소를 통해 동양이라

는 타문화를 ‘지시’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68) 에버렛에 따르면 수용된 

동양의 요소와 서양의 음악적 요소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서로 변화되기 때

문에, 타문화를 음악적으로 표상하는 기능은 옅어지고 대신에 작품 내에서

의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다.    

68) Everett, “Intercultural Synthesis in Postwar Western Art Music: Historical Contexts,

Perspectives, and Taxonom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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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전이, 혼합의 단계에서 나아가면 종합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인류음악학적 

시각에서 음악에서의 종합은 “서로 이질적인 혹은 모순적인(contradictory)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음악이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음악으로 완전

히 거듭나는 것”69)을 이다. 에버렛 역시 이러한 시각에 근거하여 작곡 과정

에서 동양의 요소와 서양의 요소를 서로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그 요소들이 하나의 음악적 전체로 얽히고설키게 만드는 것을 음악적 종합

의 단계로 보았다. 즉, 수용된 동양의 요소들과 서양의 요소들을 서로 구별

할 수 없을 때, 동양 문화의 종합적 수용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다. 

에버렛에 따르면 이는 동양 문화의 구조나 원리, 음향적 특징을 서양

의 음악 관습으로 독특하게 변모시킴으로써 음악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에

버렛에 따르면 케이지의 후기 작품인 «료안지»(Ryoanji, 1983-5)가 이러

한 종합적 수용 방식을 가장 잘 보여준다. 에버렛은 케이지가 일본의 정원

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품의 구조적 계획을 세우고 한국의 전통 음악에 영

향을 받은 연주법을 서양의 악기로 실현시켜 동양과 서양의 음악문화를 종

합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한다.  

즉, 종합은 동양의 요소와 서양의 요소를 일체(一體)화하는 것으로, 에

버렛에 따르면 자문화와 타문화의 이분법적인 경계가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상호문화적 수용 방식이다. 즉, “작곡가가 타문화에 스며들어” 

자문화와 타문화의 구별이 없어지므로 “타문화의 차용, 전유, 인용을 넘어서

는 의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70)  

 

69) Margaret Kartomi,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Musical Culture Contact: A 

Discussion of Terminology and Concepts”, Ethnomusicology 25/2(1981), 232-234. 

Everett, “Intercultural Synthesis in Postwar Western Art Music: Historical Contexts, 

Perspectives, and Taxonomy”, 15, 재인용.
70)  Everett, “Intercultural Synthesis in Postwar Western Art Music: Historical Contexts, 

Perspectives, and Taxonom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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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작곡 방식 작품 예

전이

동양의 요소에 근거한 

형식, 구조

O. Messiaen, Turangalila 

Symphony(1949) / Sept Haikai(1962) 

John Cage, Music of Changes(1951)

동양적 감성 환기 K. Stockhausen, Inori(1973-74)

음악 외적인 동양 문화 차용

Benjamin Britten, Curlew River(1964)

Joseph Schwantner, Sparrow(1979)

John Zorn, Forbidden Fruit(1987)

Mel Powell, Haiku Settings(1960)

기존의 동양 음악 재료 인용 K. Stockhausen, Hymnen(1966-7)

혼합

동양의 음악적 요소를 

서양의 대응되는 악기에 이식

H. Cowell의 “Sliding Tone”(작품 전반)

A. Hovhaness, 

Fantasy on Japanese Woodprints(1965)

동, 서양의 악기를 병치

A. Hovhaness, Symphony no.16(1963)

L. Harrison, P’ip’a Concerto(1997)/ 

Pacifika Rondo(1963)/ Double Concerto 

for Violin and Cello with Javanese 

Gamelan(1981–82)

종합

동양 음악의 구조나 특징을 

서양음악의 관습으로 독특하게 

변모시킴

J. Cage, 

Ryoanji(1983-85) 

[표 1]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단계와 작곡 방식, 

그에 따른 작품 예71)

71) 에버렛의 관점에 근거하여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음악‧문화 수용 경향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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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양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점의 투영

한편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을 음악에서의 문화 혼종화 현상으로 

파악하는 또 다른 입장에서는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을 이해하는 시각이 창

작의 과정에 반영된다고 본다. 즉, 음악 내적인 측면과 더불어 현실적인 맥

락을 고려하는 것이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이주의 영향으로 더 이상 세계를 서양과 동양으

로 양분하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은 시대에 ‘서양과 동양’, ‘자문화와 타문화’

라는 이분법적 관점은 점차 신빙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러나 Ⅱ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자아와 타자의 구분은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 근본적

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완전히 폐기될 수 없다. 즉, 전지구화 시

대에 점차 문화 사이의 뚜렷한 경계가 사라지고 있지만, 이분법적 사고의 

유산은 결코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츠

(Christian Utz)는 20세기 중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과정

에서 서양과 동양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가 흐려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

으로는 새로운 경계가 지속적으로 재정립된다고 주장한다.72) 요컨대 작곡가

가 동양의 문화적 요소를 접할 때, 자문화와 타문화의 구분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며 이는 상호문화적 작곡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완전한’ 혼합이나 종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츠는 서양의 작곡가가 동양의 소재를 다루는 기법뿐만 아

니라 특별히 타문화를 향해 취하는 작곡가의 (무)의식적 태도, 타문화를 이

해하는 방식 등을 주요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우츠는 음악의 상

호문화성을 분석하는 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네 가지 질문을 제시한다.73)  

72) Christian Utz, Neue Musik und Interkulturalität: von John Cage bis Tan Dun 

(Stuttgart: Steiner, 2002), 41.
73) 위의 책,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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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작곡가가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차이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가? 

둘째, 작곡 과정에서 타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셋째, 타문화의 요소를 “정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넷째, 작곡가가 타문화를 이해하는 시각이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을 바탕으로 우츠는 동양의 문화를 수용한 작품들은 이상적인 

문화 혼종화 단계에 완전히 도달했다기보다는 자문화중심주의와 문화상대주

의, 지역주의와 보편주의라는 양 극단 사이의 어딘가에 놓여있다고 주장한

다.74) 우츠에 따르면 특히 20세기 중, 후반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

용의 기저에는 지역주의적 시각과 보편주의적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75) 다

시 말해 완전한 혼종화의 실현은 아니지만, 이전 시대의 자문화중심주의와

는 구별된다는 측면에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을 긍정적으로 평

가하는 것이다.  

74) 위의 책, 41. 
75) 워즈니악(Audrey Wozniak)의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을 주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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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주의(regionalism)

작곡가가 동양의 음악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유한 음악 어법을 

풍성하게 만들거나 작곡 체계를 확장하기 위해 동양의 요소를 서양의 음악

에 통합(혹은 동화)시킬 때, 작곡가의 지역주의적 시각이 투영된다.76) 우츠

는 20세기 중, 후반 서양 작곡가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향을 보인다고 주장

한다. 

이는 특히 5, 60년대 메시앙과 케이지의 작품 그리고 존, 브리튼 등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메시앙은 그가 음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던 

리듬의 작곡 체계를 확장하기 위해 인도 전통 리듬을 차용했다. 그는 리듬

의 확대, 축소, 역행, 첨가 등 서양 예술음악의 작곡법을 인도의 리듬에 적

용하여 본래의 리듬 원형을 변화시켰다. 한편 케이지의 경우 중국의 주역을 

차용하여 음이 생성되는 작곡 시스템을 개발했다. 한편 존은 전자적 음향과 

현악 4중주에 일본어 텍스트를 결합하여 여러 이질적인 것들의 인용과 병치

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작곡 원리를 동양의 요소에까지 적용하였고, 브리튼

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오페라를 창작하면서 일본 전통극의 드라

마적, 음악적 요소들을 차용했다.    

이러한 작품들의 창작 과정에서 동양의 요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서양음악을 꾸미는 용도로 사용되기 보다는 작품의 구조적, 미학적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원래의 기능이나 의미와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서양음악 안으로 수용되기 때문에 수용된 재료의 정격성은 경미하

다.77) 비록 서양의 음악어법으로 동양의 분위기나 이미지를 재현할 때보다 

동양 문화에 중요한 기능을 부여하고, 그 요소들의 정격성을 고려한다하더

라도, 이는 여전히 서양음악을 중심에 두고 동양의 요소를 인용, 차용, 가공

하는 것이다. 

76) Utz, Neue Musik und Interkulturalität: von John Cage bis Tan Dun, 67-68. 우츠에 

따르면 통합은 의식적 과정이고, 동화는 부분적으로는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에버렛이 사

용한 전이의 개념 역시 무의식적 과정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견해가 상통한다.  
77) 위의 책,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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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양의 음악문화를 본래의 맥락으로부터 떼어내어 서양음악으로 

통합/동화시키는 경우, 수용된 동양 문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만 수용의 

목표는 결국 서양이라는 지역의 음악적 발전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그 기저

에는 지역주의적 시각이 투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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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주의(universalism)

작곡가가 동양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음악적 요소와 동양적 

요소들의 단순한 구분을 지양하고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시킬 때, 타문화에 대한 작곡가의 보편주의적 관점이 투영된다고 볼 수 

있다.78)

일례로 해리슨이 《바이올린과 첼로, 자바 가믈란을 위한 더블 콘체르토》

에서 이러한 시각을 읽을 수 있다.79) 이 작품은 인도네시아의 가믈란 앙상

블과 서양의 바이올린, 첼로 독주로 편성되어 있다. 가믈란과 바이올린, 첼

로 편성은 찾아보기 드문 편성일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음악 관습과 서

양의 예술음악 관습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 작품 내에서 

함께 연주되기 어렵다. 서양의 악기와 가믈란은 조율 체계가 다를 뿐만 아

니라 시간적 측면에서도 서양의 음악은 박자표와 마디로 박자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반면 가믈란은 공(gongs, 징)이나 켄당(kendhang, 북)의 신호로 

대략적인 빠르기를 조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슨은 바이올린과 첼로 

파트는 서양의 기보법으로, 가믈란 파트는 가믈란 기보법으로 표기하여80) 

이 세 악기가 동시에 연주될 수 있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 가믈란의 북을

통해서 템포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바이올린과 첼로 파트에 “rit.”, 

“accel.”을 기보하는 것이다.81) 

78) 우츠를 비롯하여 일각에서는 보편주의와 세계주의(cosmopolitanism)를 혼용한다. 엄밀히

말하여 세계주의는 모든 개인들의 문화, 사고방식, 역사, 목표 등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

식하고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와 구별되지만, 여기에서는 자문화중심주의 혹은 지

역주의와 달리 서양과 동양 문화 사이의 공통적 속성에 주목하여 두 문화의 공존을 추구

한다는 의미에서 동의어로 사용된다. 워즈니악의 연구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79) Wozniak, “Orientalism, Regionalism, Cosmopolitanism: Musical Manifestations of

Cultural Hybridity”(2014).
80) 위의 글, 21.
81)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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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 해리슨,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자바 가믈란을 위한 더블 

콘체르토》 1악장의 바이올린 악보 

[악보 2] 해리슨,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자바 가믈란을 위한 더블 

콘체르토》 1악장의 가믈란 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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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서양 음악 관습의 차이를 완전히 묵살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공통점

을 찾아 첼로, 바이올린, 가믈란을 다양한 방식으로 엮어낸 것이다. 바이올

린 연주자 워즈니악(Audrey Wozniak)에 따르면 이처럼 서로의 차이를 남

겨두는 한편 공통점을 찾아 함께 연주하도록 만드는 기보와 조율 체계로 인

해 연주자들은 서로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즉, 악보는 연주자들을 강력하

게 제한하기 보다는 연주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출발점이 된

다.82) 나아가 이로 인해 바이올린과 첼로는 독주 악기로서 독보적 위상을 

지니기보다는, 가믈란과 함께 합주 악기로 기능한다. 이러한 특성에 근거하

여 워즈니악은 해리슨이 동양의 음악문화를 수용하는 방식이 일종의 음악적 

“평등주의”(Egalitarianism)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해리슨은 동‧서양 음악문화 각각의 고유한 특

성을 인정하되, 그 차이를 경계 짓기보다는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든 것

이다. 그리고 이때, 수용된 동양의 요소들은 작품 내에서 서양의 음악적 요

소들과 동일한 위상을 지닌다. 우츠에 따르면 이러한 수용 과정에는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 서로의 공유 가능한 속성을 부

각시키는 보편주의적 관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각 

요소들의 고유한 문화적 특질, 즉 수용된 요소의 정격성은 희석되지만, 동

양과 서양의 요소 사이에 중심과 주변이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용 방식은 음악에서의 상호문화적 대화의 출발점이 된다.83)   

82) 위의 글. 21.
83) Utz, Neue Musik und Interkulturalität: von John Cage bis Tan Dun,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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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 ‘차이’의 음악적 표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과정에 지역주의적 혹은 보편주의적 관점

이 투영된다는 것은 결국 문화적 ‘차이’에 대한 작곡가의 시선이 음악적 표

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지닌다. 즉, 음악 작품은 순수한 소리의 조직

물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물이며 따라서 작곡가의 문화관

과 작품의 연관성을 읽어 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는 것이다.  

우츠의 분석에 따르면 동양의 문화적 요소들을 서양음악에 통합시키는 

경우, 동양을 소재로 한 이전 시대, 특히 19세기의 작품들처럼 작품 내에서 

문화적 자아와 문화적 타자 사이의 차이가 부각되지 않는다. 작곡가는 서양

과 동양의 차이를 강조하기 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동양의 요소들을 수

용하여 자신의 고유한 음악 양식이나 작곡 시스템을 풍성하게 만들기 때문

에 문화적 자아와 문화적 타자 사이의 구분은 완화된다.84) 그러나 수용의 

결과로 창작된 작품에 서양의 요소와 구별되는 동양의 요소를 지시하는 준

거가 존재한다. 즉, 문화적 자아와 문화적 타자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지 않

되, 그 차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편 동양의 음악, 문화적 요소들과 서양음악의 공통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두 문화권의 음악적 요소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엮어 종합하는 경우, 

문화적 자아와 문화적 타자 사이의 차이가 지양된다.85) 즉, 모든 문화들은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서로 공유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문화적 특수성보다는 보편성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의 통합과 화합을 이루려는 음악적 시도인 것이다. 

문화적 자아와 타자 사이의 차이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그 차이를 

대하는 작곡가의 관점은 수용된 동양 문화의 위상과 역할을 결정한다. 동양

을 소재로 한 이전 시대의 작품들에서처럼 서양과 동양의 차이가 강조되고 

나아가 대립되는 경우, 동양 타자를 표현하는 음악적 기표는 보통 장식적인 

84) 위의 책. 
85) 위의 책,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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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며, 그것이 실제 동양의 음악 관습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는 중요하

지 않다. 그러나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엄격한 구분을 지양하고 나아가 그 

차이를 극복하려고 할수록 수용된 동양의 음악문화는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것의 본래 맥락이나 기능, 관습 등이 중요하게 고려

되는 것이다. 

즉,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완화시키거나 그 차이를 극복하려고 한 점에서 음악적 오리엔탈리즘과 구별

된다. 특히 19세기의 오리엔탈리즘이 서양이라는 문화적 자아와 동양이라는 

문화적 타자의 차이를 매우 명확하게 제시하였음을 상기해볼 때, 제2차 세

계대전 이후 서양 작곡가들은 문화적 차이에 주목하기 보다는 음악을 통해 

문화들의 보편적인 결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타문화를 수용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

식은 모든 문화는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전제 하에 ‘자문화와 타문화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공유 가능한 문화적 표현의 형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츠는 서양과 동양 음악문화의 보편적인 결합을 

추구함으로써 각각의 고유한 특질이 희생될 수 있으므로, 이전의 오리엔탈

리즘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이상적인 동양 문화 수용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문화적 차이를 표현”86)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주

장한다.

86) 위의 책. 에버렛은 결과적으로 창작된 작품 내에서 동, 서양의 음악문화적 요소가 혼재

하지만 서로 명백히 구별되는 것을 문화적 종합의 가장 약한 단계인 타문화의 전이로 상

정했는데, 문화적 차이의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타문화를 전이는 풍성한 문화적 차

이를 드러낼 수 있는 작곡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한 것이다. 중국의 작곡가 탄 둔(Tan 

Dun)의 작품에 대한 에버렛과 우츠의 해석 차이가 이를 방증한다. 이는 곧 타문화의 수

용, 특히 음악이라는 추상적인 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문화적 타문화 수용이 결

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우츠 역시 풍부한 문화적 차이를 표현하는 것과 의

미 없는 단순한 타자의 재현 사이의 경계가 매우 얇다고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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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혼종성의 미학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 문화를 수용하는 전이, 혼합, 종합과 같은 방식은 고

정적이거나 배타적이지 않다. 한 사람의 서양 작곡가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동양 문화를 수용하지 않으며, 한 작품의 창작 과정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수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하게 추상적인 음악 작품을 통

해 작곡가의 지역주의적 관점과 보편주의적 관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87)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유의미하게 강조하는 상대주의적 태도

와 날카롭게 대조시키는 자문화중심주의적 태도 사이의 경계 역시 매우 얇

다. 즉,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이나 그것의 음악적 

표현을 자로 잰 듯 정확하게 나누어 살펴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에버렛과 

우츠의 분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분류의 정교함이 아니라 서양 작곡가들

의 동양 문화 수용을 해석하는 시각과 그 근거이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 문화를 수용할 때, 수용된 

동양의 요소뿐만 아니라 서양의 기존 관습 역시 변형시킨다는 점에 주목한

다. 즉,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을 서로 이질적인 문화가 만나 접

변(接變, acculturation)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접변의

과정에서 작곡가들은 거시적으로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특수성)에 초점을 

둘지 공통점(보편성)에 주목할지 결정하고 미시적으로 수용할 요소들을 선

별하고 그에 맞춰 기존의 요소들을 조정한다. 그리고 그 결과 수용된 동양

의 요소들은 단지 동양을 지시, 표상, 재현하는 기표(記標)로 기능하지 않는

다. 특히 동양 요소들의 명백한 지시성(指示性, referentiality)이 상실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창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수용된 동양 문화의 명시적이고 

87) 예를 들어 카웰은 대체로 서양 예술 음악의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 동양 음악‧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측면에서 서양(지역) 중심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

로는 모든 세계의 음악이 서양의 콘서트홀에서 연주되기에 적합하고 동시에 서양의 콘서

트홀이 매우 다양한 음악을 위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측면에서 보편주의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Wozniak, “Orientalism, Regionalism, Cosmopolitanism: Musical

Manifestations of Cultural Hybridity”(20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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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기의(記意)가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의미가 구성될 수 있는데,

그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는 것은 작곡가의 창작 의도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지각, 연상, 상상, 이해 작용이다. 따라서 작품의 의미에 관한 해석 작업이 

여러 층위에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작곡가와 청자는 서양과 동양이라는 이질적 문화들 사이의 

공간(in-between)88)에서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주체가 된다. 즉, 서양 작

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단순히 동양의 요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창

작자가 상이한 문화 사이의 틈새 공간에서 “적극적인 번역‧협상의 과정을

통해 문화의 혼종적인 속성을 각인하고 표현하는 것”89), 나아가 창작자와 

수용자가 각자의 사회‧정치적, 미학적, 사상적, 음악이론적 배경에 입각한 다

양한 해석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사회‧
정치적 관점에서의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 사회‧경제‧정치적 요인이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유일한 준거가 될 수는 없다. 에버렛이 “동양의 미학과 음

악을 서양의 음악으로 전환시키는”90) 수용 단계를 지칭할 때, ‘전유’ 대신 

‘전이’라는 용어를 선택했다고 명시한 점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전유는 어떤 문화의 구성원이 다른 문화의 문화적 요소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이 과정에서 타문화의 요소가 본래의 맥락과는 상

관없는 방식으로 왜곡되고 변형될 수도 있으므로 문화적 전유는 종종 타문

화를 부당하게 이용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특히 주류 문화에서 비주류의 

문화를 전유하거나, 국제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문화권에서 소수의 문화

를 전유할 때 전유는 서로 접촉하는 문화권 사이의 권력적 비대칭성을 비판

88) 인도 출신의 사회학자이자 탈식민주의 이론가 호미 바바가 문화의 혼종성을 논할 때,

사용한 표현이다. 이는 Ⅱ장의 3절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89) Christian Utz, “Polyphonies of Musical Meaning: Multiple Voices in my Works

Zersplitterung & telinga-mulut in the Context of a Globally informed Compositional

Practice”, 7 in Creative Dissonances: Asian Music in a Global Context, eds, Barbara

Mittler and Dorothea Redepenning (출판 예정).
90) Everett, “Intercultural Synthesis in Postwar Western Art Music: Historical Contexts,

Perspectives, and Taxonomy”,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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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함의를 지닌다. 에버렛은 전유가 이러한 비판적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

다.91) 즉, 사회‧경제‧정치적 가치 판단이 작품의 미적 가치 판단을 예단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우츠 역시 동양을 이해하는 

작곡가의 문화관에 대한 분석이 창작에서의 상호문화적 수용과 그 결과로 

탄생한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논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한다.92) 서양과 동

양 사이의 사회‧경제‧정치적 관계가 미학적 가치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않

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즉,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 20세기 중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동

양 문화 수용은 ‘혼종성의 미학’을 드러내는 것으로 1) 현대의 음악미학과 

창조적 작업을 자극하고 2) 서양과 동양이라는 개념적 이분법을 떠나 작품

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행위이다.   

      

     

91) Everett, “Intercultural Synthesis in Postwar Western Art Music: Historical Contexts, 

Perspectives, and Taxonomy”, 228.
92) Utz, Neue Musik und Interkulturalität: von John Cage bis Tan Dun,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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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결: 새로운 음악문화 융합 패러다임으로의 이행 

이 장에서는 20세기 중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긍

정적 입장을 살펴보았다. 즉, 문화의 접변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혼종성의 

미학을 부각시키면서 서양과 동양을 둘러싼 사회‧정치‧경제 문제와 같은 음

악 외적 요인들이 곧바로 예술적 가치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

이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과정

과 그 결과를 해석할 때 발생하는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창작과 청취의 

긴장관계는 미학적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것이다. 서로 이질적인 문화들의 

혼종화가 문화적 기표들이 지니고 있던 강력한 지시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수

용자가 작품의 해석에 보다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작품

의 의미가 새롭게 창조되고 풍성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 담론 이면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지구화 시대에 

“동양과 서양은 양분된 개체(個體)라기보다는 역동적으로 서로 연결된 유동

적인 문화적 총체(總體)로 다루어져야 한다”93)는 당위적 전제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지향점이 함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에버렛은 자문화와 

타문화가 구분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혼종화를 ‘단계화’하고, 우츠는 ‘상이한 

문화의 결합을 추구하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문화의 이상을 실

현하기 위해94)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이전 시대, 

특히 식민(제국)주의적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95) 전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93) 위의 글.
94) 우츠는 이를 두고 “작은 차이들에 대한 나르시시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무엇보다도

내재적으로 자기민족중심주의적 기원을 지닌 “보편적 예술이라는 허위 개념”에 그 차이

들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자아와 타자의 근원적인 비대칭(차이)을 강조하고 그 틈새공

간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Utz, “Polyphonies of Musical Meaning: Multiple

Voices in my Works Zersplitterung & telinga-mulut in the Context of a Globally

informed Compositional Practice”, 8.)
95) Everett, “Intercultural Synthesis in Postwar Western Art Music: Historical Contexts,

Perspectives, and Taxonomy”,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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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문화 융합 패러다임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작곡가들은 “문화의 중개인”(cultural broker)96)으로서 동‧서양

의 음악문화를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서양 작곡가들의 동

양 문화 수용은 전지구화에 의해 그 어느 때 보다 부각되고 있는 문화의 

상호연관성(interrelationship) 혹은 혼종적 문화정체성(mixed identities)97)의 

음악적 발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양과 동양

의 경계를 뛰어 넘으려는 서양 작곡가들의 시도는 비록 완전히 실현되지 않

았다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96) 위의 글, 15.
97) 끊임없이 이동하고 변화하는 초국적, 초문화적 사회에서 주체성이나 정체성은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으며 유동적이다. 즉, 주체의 문화적 정체성이란 안정적인 실제(reality)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다. 이를 문화이론에서는 혼종적 정체성(mixed

identities)이라는 용어로 기술한다.(Utz, Neue Musik und Interkulturalität: von John 

Cage bis Tan Dun, 21. 김용규, 『혼종문화론: 지구화 시대의 문화연구와 로컬의 문화

적 상상력』,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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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양 문화에 대한 서양의 지배적 전유(appropriation)

한편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의 혼종화 현상이 아니라 동양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유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즉,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이면에는 1) 서양

과 동양 사이에 시간적인 거리를 상정하고, 2) 동양을 일반화, 정형화하며, 

단순히 3) 동양풍을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놓여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볼 때,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서양이 오랫동안 동양에 대해 

행사했던 정치‧경제‧사회적 우위가 예술에서도 재현되는 것이다.

2.1 시간적 거리두기

회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서양 작곡가들은 동양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

서 근대적 서양과 원시적/고대의 동양이라는 시간적 거리를 상정하는 차별

적 시각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코벳(John Corbett)은 서양의 작곡가들이 

동시대에 존재하는 동양의 모습을 직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카웰의 

경우 동양적인 것을 원시적인 것과 동일시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카웰은 그

의 저서 『새로운 음악적 자원들』(New Musical Resources, 1930)에서 

“안정적인 음정 대신 계속 변화하는 음정에 기반을 둔 슬라이딩 톤은 원시

적 음악에서 빈번히, 그리고 동양 음악에서 종종 사용된다”, “거의 모든 동

양의, 원시적인 사람들이 리듬의 색채(shades)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나

아가 카웰은 이러한 “원시적인 동양 음악”의 생경한 뉘앙스가 빈사상태의 

서양음악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카웰이 고상한 서

양의 음악과 다른 동양음악의 원시성을 서양음악의 외연(外延)을 확장시키

는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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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겔(Mauricio Kagel, 1931-2008)의 «이국적 요소»(Exotica, 1972)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카겔은 서양을 돋보이기 위한 수단

으로서 동양을 바라보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발리, 중국, 인도, 타이, 티베

트, 일본 등의 비유럽 악기들이 사용되는 맥락을 «이국적 요소»에 그대로 

옮겨왔다. 여기서 카겔이 의미하는 맥락이란 전문성 혹은 음악이 삶 속에 

녹아있어 전문가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필요 없는 ‘원초적 상황’을 의미한

다.98) 동양 문화를 존중하려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카겔은 이 작품에서 동

양(혹은 비서구)의 사회, 문화적 관습에 대한 이해를 배제한 채 원초적 속

성만을 부각하고 있다. 

한편 코벳은 카웰의 제자인 해리슨과 케이지의 경우 카웰과 달리 동양

의 전통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방식으로 서양과 동양의 시간적 거리를 유

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해리슨은 동양의 전통 음악, 특히 인도네시

아, 베트남, 중국, 일본, 한국의 고전 음악에 주목하여 음계, 리듬, 조율법, 

악기의 특징 등을 습득했고 이를 작품에 반영하였다. 한편 케이지는 잘 알

려진 것처럼 동양의 사상을 그의 음악세계에 접목시켜 인도철학과 선불교를 

바탕으로 음악의 역할과 작곡의 목적 및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내

리고,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구축했다.99)  

요컨대 카웰과 카겔은 동양의 원초적 에너지에, 해리슨은 동양 음악의 

고유한 특질에, 케이지는 동양의 지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해리슨과 

케이지는 동양의 문화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동양을 원시화한 카겔과 카웰에 

비해 진일보한 이해를 보여준다. 그러나 코벳에 따르면 이들 모두가 동양의 

요소를 전통적인 것, 과거의 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키고 있다. 즉, 비록 서

양음악에 동양의 요소가 접목됨으로써 서양과 동양 사이의 ‘공간적 거리’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동양과의 ‘시간적 거리’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멀어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98) 김은하, “마우리치오 카겔(Mauricio Kagel)”, 『20세기 작곡가 연구 4』, 이석원, 오희

숙 책임편집 (파주: 음악세계, 2008), 349.  
99) 자세한 내용은 김경순, “존 케이지 음악에 있어서 주역(周易)”, 188-189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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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벳은 문화인류학자 파비앙(Johannes Fabian)의 연구에 근거하

여 동양과 시간적인 거리를 두는 서양 작곡가들의 태도가 19세기 제국주의 

이래로 서구 사회에 만연해 있던 문화인류학적 관점과 상통한다고 본다. 파

비앙에 따르면 문화에 대한 고전적인 인류학적 사고는 문화 ‘횡단’의 필수

적인 요건인 문화들의 동시대성을 거부했으며, 이는 타자의 ‘발견’을 주도한 

식민지 시대의 권력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공간적 거리두기’ 

(allochronic distancing)의 인식론으로 이어진다.100) 다시 말해 동양을 서양

과는 다른 과거의 시간에 위치시키는 것은 서양과 동양의 메워지지 않는 

“문명적” 격차를 강조하는 것이다.101) 이 문명적 격차는 미개한 피식민지를 

계몽하고 문명화한다는 제국주의 담론이 정당성을 획득하는 문화적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양은 옛 조상들의 원시적 

상태를 보여주는 전시물 혹은 서양이 잃어버린 것을 간직하고 있는 동경과 

향수의 대상으로 미화되었다.102) 

즉, 사이드의 주장처럼 시간적 거리두기는 “동양의 지혜” 같은 어구로 

이를 수식한다하더라도 결국 동양의 발전, 변화, 운동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양을 부정적인 영원성과 동일시하는 것이다.103) 이러한 관점에

서 코벳은 카겔과 카웰이 동양의 원초적 에너지에 주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리슨이 동양 여러 지역의 “전통적” 음악에 매료된 것 역시 고대 문명이 

주는 신선한 충격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비판한다. 즉, 동양의 전통은 근대

성을 상실한 채 그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는 시각 혹은 결코 변화하지 않아

야 한다는 시각이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다.104) 

100)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넘어서』(서울: 또하나의

문화, 2005), 50-51.  
101) 위의 글, 51. 
102) 위의 글.
103) 위의 글, 168. 
104) John Corbett, “Experimental Oriental: New Music and Other Others”, in Western 

music and its others: Difference, representation, and appropriation in music, eds. 

Georgina Born and David Hesmondhalgh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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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을 고대의 현현(顯現)으로 보거나 동양의 전통에 주목하는 것은 

서양의 작곡가들이 동양의 역동적인 시간성을 배제함으로써 동양의 문화를 

“지나치게 이국적인 것으로 독해”105)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여전히 동양을 음악적 대화의 또 다

른 주체로 보기보다는 시간이 정지된 채 박리되어 있는 타자로 대상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05)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넘어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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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일반화와 정형화(stereotype) 

1) 제한된 동양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점은 동양의 

여러 문화들의 개별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서양 문화와는 다른 

것을 동양의 문화로 단순화하고 한정짓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벳은 

서양의 작곡가들이 동양의 문화를 수용할 때, 그들이 수용한 동양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카웰은 그가 새로운 음

악적 자원이라고 언급한 동양의 음악적 요소들이 어느 지역의 관습인지는 

대략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 음악의 맥락, 즉 그것이 궁정음악인지 예

술음악인지 대중음악인지 민속음악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106) 

이러한 관점에서 동양 음악(혹은 ‘동양적인’ 음악)에 대한 케이지의 저

술을 살펴보면, 카웰과 달리 추상적인 방식으로 동양을 한정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서양음악과 대비되는 특징을 추출하여 동양음악을 일반적으

로 규정한다. 그는 “화음의 부재는 동양적인 것이다. 작품이 기보되고 한 번 

이상 연주되는 것은 서양적인 것이다. 진행하기 보다는 감성적이고 정적인 

상태로 머무르는 특성은 동양적인 것이다”107), “비(非)주제적, 비(非)화성적, 

비(非)동기적 그리고 순차적인 스케일 사용, 구조적인 리듬, 필수적으로 포

함되는 타악기 음향, 반음 보다 좁은 음정이 음악을 동양적으로 만드는 요

소들이다”108)라고 설명했다. 물론 케이지가 서양음악의 우월함 혹은 동양음

악의 열등함을 주장하기 위해 서양음악과 동양음악을 구분 짓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비록 가치판단을 내리지 않는 중립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케

이지는 18세기 계몽주의가 촉발시킨 서양과 동양 음악에 대한 서구적 담론, 

즉 ‘화성의 현존 대(對) 화성의 부재’, ‘기보 관습 대 구전 관습’, ‘동적 특성 

106) Corbett, “Experimental Oriental: New Music and Other Others”, 168.
107) John Cage, “The East in the West”(1946) in John Cage, Writer: previously 

uncollected pieces, ed. Richard Kostelanetz (NY: Limelight Editions, 1993), 24. 
108)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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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정적 특성’이라는 이분법을 되풀이하고 있다.109)  

요컨대 카웰과 케이지는 동양의 구체적인 지역, 음악이 창작되거나 연

주되는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집중하기 보다는 서양음악과는 ‘대조적인’ 요

소를 곧바로 동양의 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이들에게 동양이란 문화

적 특수성을 띠는 개별 문화들의 집합으로서의 타문화가 아니라 서양과는 

구별되는 모든 요소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이고 단일한 타문화인 것이다.    

한편 코벳은 해리슨의 경우 자문화와 수용하려는 타문화의 사회적, 문

화적 맥락의 동등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해리슨은 자문화의 음악

적 전통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타문화의 음악적 전통을 최소한 하나 이상

은 ‘잘’ 알고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110) 이처럼 해리슨은 그가 수용하는 음

악 관습의 지역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코벳은 해리슨이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를 뛰어 넘으려고 시도했음

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타문화의 지배 계급에서 주로 향유되던 음악에 집

중함으로써 동양 문화의 범위를 계층적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한다.111) 

즉, 서양의 작곡가들은 무엇이 동양적인 것인지를 명명(naming)하는 

행위를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동양을 재정의하고 이를 작품에 반영한 것이

다. 

109) Langenkamp, “From monologue to dialogue(?): The Poetics and Politics of 

Inter/Musical Collaboration- The Atlas ensemble and Silk Road Project”, 135. 
110) “누군가가 태어나고 자란 곳과 다른 지역의 음악적 전통을 최소한 하나 이상 잘 알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두 번째 획득물은 ‘동등한 것’이어야 한다. 만약 내가 

하이든을 안다면 그것과 ‘동등한’ 음악을 연구하고 배워야한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의 

가돈(Gadon), 동아시아의 궁정음악 혹은 실내악 등이다.” (Lou Harrison, “Cloverleaf: A 

little narrative with several ‘off-ramps’”, in Companion to Contemporary Musical 

Thought, eds. John Paynter, Tim Howell, Richard Orton, Peter Seymour (London: 

Routledge, 1992), 225.) 
111) 코벳이 볼 때 이는 계층 간의 경계를 허물지 못함으로써, 전지구화가 수반하는 문제점

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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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적 왜곡 

동양의 문화를 단순화하고 한정짓는 것과 더불어 서양의 작곡가들이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동양의 문화를 규격화하고 왜곡한다는 비판 역시 제

기된다. 대표적으로 데이비드 클라크(David J. Clark)는 케이지가 동양 철학

을 오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클라크는 동양의 선이 우연성을 내적으로 이

용한 것과 달리 케이지는 주역을 도입하여 우연성을 구체적인 “외적 수단”

으로 이용했고, 따라서 케이지의 우연성은 무의식적이거나 직관적 요소와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112) 즉, 선불교에서 자아로부터의 자유는 수행과 

좌선을 통해 변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자아는 없다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며 ‘무’(無)란 의식의 억제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113)에

도 불구하고, 케이지가 우연성 작업(Chance Operations)을 사용하여 작곡가 

내면의 의식을 제하는 것이 선불교의 무아론과 상통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노노(Luigi Nono) 역시 케이지가 

동양 철학을 그 자체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서 분리하여 자신의 우연성 

음악에서 하나의 장식처럼 사용했다고 지적한다.114) 

한편 일각에서는 케이지 미학의 진정한 기원은 사실상 서구 사회에 깊

이 뿌리내리고 있는 칸트철학과 정신분석학이며, 심지어 케이지가 배격하고

자한 고도로 구조화된 유럽의 총렬음악과 유사한 딜레마를 지니고 있다고 

분석한다.115)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케이지는 그저 자신의 음악관에 동양

의 정신이 깃들어있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써 작곡 기술의 취약함, 작

곡가로서의 책무 같은 모든 종류의 비판을 피하고,116) 전통적으로 서양음악

112) 주성옥. “서양 현대예술에 나타난 선과 오리엔탈리즘”, 『미학』 64(2010), 247. David 

J. Clarke, The Influence of Oriental Thought on Postwar American Painting and 

Sculpture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1988). 125. 재인용.
113) 강현종, “존 케이지의 우연성 음악에 대한 비판적 고찰: ‘자유이념’과 ‘동양철학의 수

용’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72. 
114) 위의 글. 47. 
115) 자세한 내용은 위의 글 82-92을 참고하라.  
116) 위의 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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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배해온 유럽의 헤게모니로부터 성공적으로 탈피한 것이다.117) 

즉, 케이지는 의식적이었든 무의식적이었든 동양 철학을 오용함으로써 

유럽 전통과는 구별되는 자신의 음악 세계를 공고히 하는 목적을 성취한 것

이다. 따라서 동양 철학을 본인의 의도에 맞추어 왜곡하여 도구적으로 사용

했다고 볼 수 있다. 

코벳은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케이지가 아시아의 문화 자원에 기원을 

둔 작곡 시스템을 고안했지만, 결과적으로 창작된 작품과 동양의 문화는 아

무런 관련이 없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돌로 된 일본 전통 정원의 시각적 

이미지를 음향이 생성되는 원리로 전치(轉置)한 《료안지》의 경우, 작품의 

표제와 작곡의 방식이 일본의 문화를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음향적 

울림은 일본의 음악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 무엇과도 닮지 않았다.118) 즉, 

동양의 문화를 본래 맥락과 역할, 그 의미로부터 축출하여 새로운 창작 원

리를 고안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케이지는 동양의 문화를 “개념적으로 전

유”119)하고 있다.  

117) Catherine M. Cameron, Dialectics in the Arts: The Rise of Experimentalism in 

American Music (CT: Praeger Press, 1996), 20-21. Everett, “Intercultural Synthesis 

in Postwar Western Art Music”, 2. 재인용.  
118) Corbett, “Experimental Oriental: New Music and Other Others”, 171. 
119)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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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성적 동양, 상상된 유토피아로서의 동양 

비판적인 시각에서 볼 때,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 문화를 정형화하는 또 다

른 방식은 동양을 여성적 이미지와 동일시하거나 모든 사회적, 도덕적 관습

이 적용되지 않는 유토피아와 동일시하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히사마(Ellie M. Hisama)는 동양을 ‘관능적인 여성’, ‘연약

한 여성’의 이미지와 결부시키는 서양 작곡가들의 폭력적인 시선을 지적하

면서 존(John Zorn)을 “동양인성애자”(Asiaphile)120)라고 거세게 비판한다. 

존의 작품들은 주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전자적 음향, 서양음악의 전통적인 

편성, 동양의 음악, 미학적 요소, 텍스트, 음악 등을 병치한 포스트모더니즘

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데, 히사마는 이처럼 양식적으로 다원화된 음악의 이

면에 동양 여성을 향한 관음적 시선이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주장한다.  

히사마에 따르면 존의 많은 작품에서 동양 여성은 보컬이나 나레이터

로 참여하는데, 이들의 역할은 ‘순수한’ 아시아의 정체성을 환기하는 것이

다. 그런데 그의 작품 속에서 동양 여성은 일관되게 남성들의 관음의 대상

으로 그려진다. 예를 들어 《금단의 열매》 프로그램 노트에서 작곡가는 일

본의 여배우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에게 창작의 영감을 준 특정한 그림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일본어 텍스트를 읽는 이 작품의 여성 나레이터는 그

가 언급한 그림 속에 등장하는 동양 여성의 페르소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림에서 여성은 관능적인 의상과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수줍은 듯 시선을 처

리하고 있고, 두 명의 남성이 여성을 노골적으로 응시하고 있다. 관능적이

고 순수한 동양 여성과 그녀를 바라보면서 경쟁하는 두 명의 남성이라는 구

도는 존의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즉, 존은 관능적인 동시에 순수한 것

을 바로 동양 여성의 정체성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히사마는 존을 이국적인 지역을 탐험하면서 수많은 

미녀들과 조우하고 모험의 끝자락에 결국은 승리를 쟁취하고 그 승리를 축

120) Ellie M. Hisama, “Postcolonialism on the Make: The Music of John Mellencamp, 

David Bowie and John Zorn”, Popular Music 12/2(1993),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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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받는 음악계의 “제임스 본드”라고 풍자한다.121) 즉, 히사마는 존의 작품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서양 작곡가들의 창작 과정에서 동양을 여성화했던 제

국주의적 시각, 즉 ‘남성적 서양’, ‘여성적 동양’이라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리처드슨(John Richardson)은 서양의 작곡가들이 서양음악이라는 

새로운 맥락에서 동양의 요소에 부여하는 의미에 주목하여, 서양 작곡가들

이 범하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그는 오리엔탈리즘에 도전하는 서양 작

곡가들의 작품에서조차 동양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이 변주되어 반복된다

고 비판한다. 리처드슨이 주목하는 반복된 고정관념이란 동양을 더욱 확대

된 젠더 이슈, 무릉도원 같은 이미지와 결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 하나가 서양 작곡가들이 가믈란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이다.  

드뷔시가 가믈란(Gamelan)122)의 특징적인 폴리포니(polyphony)를 작

품에 구조적으로 차용한 이후로 여러 서양 작곡가들이 가믈란 양식을 차용

하여 독특하게 변모시킨 작품을 작곡했다. 음악 내적인 측면에서 가믈란의 

구조적, 음향적 특징이 서양의 음악어법에 반영되고 역으로 이를 통해 서구 

사회에서 가믈란이 재창조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가믈란은 음악 외적인 

관점에서 또 다른 상징성을 지니기도 했다. 예를 들어 토마스 만(Thomas 

Mann)의 동명 소설을 각색한 오페라《베니스에서의 죽음》(Death in 

Venice, 1972)에서 가믈란 음향은 소설가 에센바흐(Aschenbach)가 사랑하

게 되는 폴란드 소년 타치오(Tadzio)와 결부되는데, 브렛(Philip Brett)에 따

르면 여기서 가믈란 양식은 어린 소년을 사랑하게 되는 성인 남성의 매력과 

타치오의 순수함을 표현하는 음악적 장치이다.123) 다시 말해 가믈란 음향은 

관습적인 유럽 사회 외부로부터 기인하는 힘인 동시에 주인공의 내부에서 

나타나는 신비롭고 매혹적이며 치명적인 힘인 것이다.124) 

121) 위의 글. 
122) 인도네시아의 타악기 중심의 합주형태를 의미하며, 동시에 이 합주를 구성하는 악기를 

지칭하기도 한다. 
123) Philip Brett, “Queer Musical Orientalism”, Echo: a music-centered jounral 9/1(2009), 

http://www.echo.ucla.edu/Volume9-Issue1/brett/brett1.html [2016. 05. 30.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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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브렛이 지적한 것처럼 브리튼, 카웰, 케이지, 해리슨과 같은 서양 

작곡가들의 작품에서 가믈란은 ‘성적, 사회적으로 소외된 개인의 복잡한 상

황을 상징’125)하는 은밀한 표식으로서 기능을 부여받았다.

리처드슨은 이처럼 동양적 요소가 작곡가나 음악적 페르소나의 비주류

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역할을 할 때, ‘동양’은 현실에서 자신을 억압하는 문

화적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화된 허구의 공간”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

다고 주장한다.126) 즉, 동양은 단지 서양 문화에 반(反)하는 모든 제약이 사

라진 유토피아(utopia), 주류 사회에 수용되지 못하는 개인의 안식처라는 상

징적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동양은 실제와 허구가 결합된 

‘반(半) 가상의 공간’으로서 이국적인 낯섦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나아가 

일종의 도피처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비판의 핵심은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의 음악적 요소에 부여하

는 매혹적 여성성 혹은 소외된 개인의 정체성, 유토피아로서의 상징성과 같

은 새로운 의미가 본질적으로는 실제 동양 사회의 모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

으며, 따라서 오리엔탈리즘적인 기존 선입견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124) Locke, Musical Exoticism: Images and Reflections, 242.
125) Philip Brett, “Queer Musical Orientalism”, Echo: a music-centered jounral 9/1(2009), 

http://www.echo.ucla.edu/Volume9-Issue1/brett/brett1.html [2016. 05. 30. 접속].
126) John Richardson, Singing Archaeology: Philip Glass’s “Akhnaten” (London: 

Wesleyan University Press, 1999),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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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동양풍의 재생산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동양의 음악적 음향, 

짜임새, 악기편성, 목소리, 음고와 리듬의 윤곽 등을 표면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코벳은 이를 “동시대의 중국풍”(chinoiserie)이라고 지

칭한다. 중국풍이란 약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미술, 가

구, 건축 등에 나타난 중국 또는 동양 양식이나 취미를 일컫는다. 즉, 코벳

은 동시대의 중국풍이라는 용어를 통해 오늘날 서양의 작곡가들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서구 사회에서 ‘동양의 음악’이라고 알려진 음악적 요소들을 단

지 장식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카웰의 《페르시안 세트》(Persian set, 1957)는 코벳이 동

시대의 중국풍이라고 일컫는 동양음악의 장식적인 수용 형태와 그 역사적 

뿌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카웰이 아시아 지역을 여행

하던 중, 이란에 머무르면서 페르시아와 서양의 음악 관습 및 악기를 혼합

하여 작곡한 것이다. 카웰 스스로 이 작품을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음악적 

접촉을 간단히 기록”127)한 것으로 특징지을 만큼, 이 작품은 이란 음악의 

특정한 표현 양식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작곡되었다. 그러나 코

벳은 이 작품을 두고 진정한 이란 음악의 제시라기보다는 서양의 시각에서 

바라본 ‘이란풍’ 음악의 재생산이라고 본다. 코벳의 주장은 카웰이 페르시아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인 방문객으로서, 페르시아와 미국 사회 모두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한 것이라고 지적한 삭스(Joel Sachs)의 견

해128)와 상통한다. 그러나 삭스와 달리 코벳은 이 작품을 두 문화 사이의 

직접적인 음악적 교류의 산물로 보기보다는 19세기 이국주의의 유산으로 

판단한다. 그는 카웰이 후기낭만주의 시대의 작곡가들과 마찬가지로 동양의 

127) Corbett, “Experimental Oriental: New Music and Other Others”, 172.
128) Joel Sachs, liner notes to Henry Cowell: Homage to Iran, Piano Pieces, Set of 

Five, Six Casual Developments, Two Songs, Continuum(dir. Cheryl Seltzer and Joel 

Sachs), Naxos 8.559193, CD,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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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짜깁기하여(pastiche) 마치 상업적 월드뮤직 같은 키치(kitsch)에 가

까운 작품을 생산했다고 비판한다. 

즉, 코벳은 카웰의 후기 작품에 나타나는 20세기 중반 동시대의 중국

풍이 이전 세대의 이국주의 전통으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카웰 이후의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맥락

에서 몰튼(Brian Morton)은 호바네스가 적당히 신비로운 ‘동양’과 그리스 

정교회 및 서양의 교회음악 그리고 진부한 ‘고전음악의 형식’이 결합된 작

품129)을 생산한다고 지적했다. 즉, 서양인의 관점에서 상상된 혹은 상상되

어온 동양을 상투적으로 재현하고, 이를 진지한 성찰 없이 단조롭고 피상적

으로 여러 서양의 요소들과 절충시켰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 호바네스의 작품은 카웰의 《페르시안 세트》보다 훨씬 더 가볍게 들을 

수 있고 쉽게 소비되는 “글로벌 시대 이국주의”130)의 전형이다. 

한편 해리슨의 경우에는 카웰이나 호바네스보다 더욱 더 동양의 음악

전통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슨은 서양음

악가의 관점에서 동양의 음악을 변질시키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131), 실제로 동양 여러 지역을 방문하여 그 음악의 역사와 이

론을 배운 후 그것을 충실하게 반영한 작품을 작곡했다. 

그러나 코벳은 비록 해리슨이 동양의 음악 전통에 관한 지식을 쌓고 

그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역설했다하더라도, 음악적인 측면에서 동‧서양의 악

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인도네시아의 스케일을 사용함으로써 다소 억지

스럽거나 호사스럽게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가지들을 접목한다고 비판한다. 

즉, 해리슨의 작품에는 동양의 음악과 문화에 대한 그의 지적 성취보다는 범세

계적인 지역을 표상하는 이국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고 보는 것이다.132) 

오히려 코벳은 카웰처럼 서양의 작곡가가 자신의 고유한 음악세계를 

129) Corbett, “Experimental Oriental: New Music and Other Others”, 172.
130) 위의 글. 
131) 권송택, “경계를 넘어서: 루 해리슨의 음악에 나타나는 한국음악적 요소 Ⅰ(1961-62)”, 

『서양음악학』 10/3(2007), 78.  
132) Corbett, “Experimental Oriental: New Music and Other Others”,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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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하기 위해서 동양의 음악적 요소들을 장식적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해리

슨이나 호바네스처럼 ‘동양의 음악’ 혹은 ‘동양적인 음악’을 (재)생산하는 것

을 목표로 삼는 동시대 중국풍을 더욱 비판한다. 코벳의 관점에서 호바네스

와 해리슨이 동양의 음악과 문화를 수용하는 방식은 “싸구려 모방을 오마주

로 포장한 가장 진심어린 형태의 아부를 보내는”133) 것과 같다. 즉, 호바네

스와 해리슨은 동양의 음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창작자로서의 독창성을 결

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페르시안 세트》 같은 카웰의 후기 작품과 

호바네스, 해리슨의 작품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동양의 요소는 동양의 음악 

그 자체라기보다 서양인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동양적인 음악을 표상하는 

것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는 “외래물을 순화”(醇化)134)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오랜 전통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사이드가 말하는 외래물의 

순화란 서양이 동양이라는 외래의 문화를 원형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서양 

문화에 친숙한 방식으로 표상함으로써 동양에 대한 위협이나 중압감을 완화

시키는 전략을 지칭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동양에 대한 단편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고 강요하는 부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즉, 코벳은 사이드의 주장을 

근거로 동양의 음악문화를 서양음악에 장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결국 “상상

력의 외면화(imaginative exteriorization)를 통해 형성된, 결코 파괴되지 않

는”135) 서양의 동양관을 강화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동양의 음악 그 자체를 생산하려는 해리슨의 시

도는 나아가 “그들(동양)은 스스로 자신을 대변할 수 없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 대변되어야 한다”136)는 식민주의적 사고관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133) 위의 글. 
134) Edward Said, Orientalism (New York: Pantheon Books, 1978). 박홍규 역, 『오리엔

탈리즘』(서울: 교보문고, 2007), 115. 원어는 domestication으로, 이전에 출판된 책에서

는 “외래물의 길들임”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135) 위의 책. 109.  
136)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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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결: 음악적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의 확장

이 장에서는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검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지구화의 본격화에 따라 동양에 대한 관

심과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서양의 작곡가들이 동양의 문화를 다

양한 방식으로 수용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 이면에는 여전히 동양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이 감추어져 있다. 즉, 서양과 동양이 사회‧정치‧경제적 측면에

서 오랜 시간동안 맺고 있었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문화의 영역, 심지어 

순수 예술이라 ‘믿어지는’ 음악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양음악의 창작을 위해 동양의 전통을 탐구하는 것, 무

엇이 동양적인 것인지 일반화하고 정형화하는 것, 그리고 서구 사회가 이해

가능한 동양풍의 음악을 생산하는 것은 서양의 시각에서 동양의 문화를 일

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사이드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양과의 차이를 강

조하기 위해 “동양화된(Orientalized) 동양”을 재현하고 그 고정된 이미지를 

유포하는 일종의 권력 행위가 음악적으로 발현(發現)된 것이다. 즉, 서양의 

작곡가들은 동양의 문화를 수용할 때, 결코 권력적 우위를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이러한 비판은 동·서양의 음악문화가 결합될 때 윤리적 차원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코벳이 주장하듯, 동양의 요소를 구조적

으로 활용하는 개념적 오리엔탈리즘이든, 동양의 소리를 작품 속에서 모방

하는 장식적 오리엔탈리즘이든, 서양의 작곡가들은 창작자로서의 예술적 성

취를 위해 동양의 문화를 본래의 맥락에서 분리하여 원하는 대로 가공하는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때 서양의 작곡가들은 마치 새로운 음악을 위해 미지의 세계를 ‘발

견’하고 ‘탐험’하여 그곳의 자원을 유용(流用)하는 ‘문화적 약탈자’와 같다. 

코벳은 특히 카웰, 케이지, 해리슨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실험음악의 경우, 

‘실험’이라는 수사를 통해 사회·정치적 함의로부터 중립적인 과학적 이미지

를 음악에 투사함으로써 동양의 문화를 서양음악의 발전을 위한 자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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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즉, 서양 예술음악을 형성한 ‘순수한 

예술적 탐구’라는 미적 이데올로기는 동양의 문화를 자유롭게 전유하는 “식

민주의적 충동”137)을 허용한다.13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이질적인 

문화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시대의 동등한 문화 교류 양상이라기보

다는 서양에 의해 구획된 기존의 경계를 더욱 강화하는 음악적 식민주의, 

오리엔탈리즘의 확장이다. 

137) Corbett, “Experimental Oriental: New Music and Other Others”, 166.  
138) 이와 동일한 논의가 연극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인도의 연극학자인 바루차(Rustom 

Bharucha)와 다스굽타(Gautam Dasgupta)는 1960, 70년대 유럽 및 미국의 실험연극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던 문화상호주의 연극이 서양 예술인들의 부당한 문화적 ‘도용’

으로서 타문화 또는 약소국의 문화를 변질시키고 서양의 지배 문화를 침투시키는 위험성

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한다.(최재오, “글로벌 시대의 문화상호주의 연극 담론 

연구”, 『한국연극학』 25(2005),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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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의 한계 및 시사점  

3.1 한계   

20세기 중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첨예한 시각의 

차이는 각 주장이 근거하고 있는 문화 이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먼저 Ⅲ-2절에서 검토한 비판적 시각은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이론, 그 중에서 특히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탈식민

주의란 제국주의의 잔재를 탐색, 규명하고 나아가 극복하려는 비판적 인문

사회학의 한 조류이다. 탈식민주의적 시각을 지닌 학자들은 정치적으로 제

국주의가 종식된 현대에도 문화적, 정신적인 식민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이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제국주의적인 억압구조

를 끊임없이 비판한다. 탈식민적 문화연구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사이드

는 서양이 동양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생산하여 서양의 우월성을 드러내

는 일종의 책략을 오리엔탈리즘이라고 규정했다.139) 사이드의 이론을 요약

하면 오리엔탈리즘이란 1)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기 위해 행사해 온 정치적, 

역사적, 문화적 담론체제이고, 2) 오리엔탈리즘은 실재하는 동양과 관계가 없

으며, 3) 서양인은 그 누구도 오리엔탈리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140)   

사이드의 이러한 비판은 음악 연구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주로  

제국주의적 논리가 작용했던 19세기의 서양 오페라가 탈식민주의적 음악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었지만,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근거한 비판적 연

구는 17세기 이후 동양과 관계를 맺은 모든 서양음악 작품에 적용되었다. 

요컨대 코벳, 히사마, 리처드슨 같은 이른바 탈식민주의 음악학자들은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에 기대어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과정에서

도 역사적으로 각인된 서양과 동양 사이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불평등이 

139) 정재철, 『문화연구의 핵심 개념』(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72. 
140) 김용규, 『혼종문화론: 지구화 시대의 문화연구와 로컬의 문화적 상상력』,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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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된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수용 과정에서 동양의 

문화가 왜곡된다는 점을 특히 강력하게 비판한다. 사이드의 주장처럼 서양 

작곡가가 수용한 것은 ‘실재하는 동양’이 아니라 서양 사회에서 ‘상상되어 

온 동양’과 관련된 것이며, 이는 서양과 동양의 차이와 우열을 강조하고 서

양음악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즉, 탈식민적 음악학의 

주된 비판은 서양의 작곡가들이 동양 문화의 실체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음악의 창작과 연주, 수용이 한 개인의 예술적 상상력의 발현

임을 상기해볼 때,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과정에서 동양의 정격

성이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가? 만약 음악 활동에는 창작자와 수용자의 상

상력이 개입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사이드의 이론을 음악에 그대로 적용한다

면,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교류를 시도하는 모든 서양 작곡가들은 일종의 

“원죄”(原罪)를 지게 된다.141)  

즉, Ⅲ-2절에서 살펴본 비판적 견해는 음악 활동에 개입되는 개인의 

상상력과 창작자들의 음악적 표현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는 곧 정치

적, 사회적 조건이 항상 문화의 생산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 즉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조적 탈식민주의”142)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는 동양 문화가 서양 작곡가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 고려되지 않는다. 사이드 이론 자체가 지닌 한계가 음악 해석에서도 그

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이드는 일반화, 왜곡, 명명 등의 재현 행위를 통한 

서양의 동양 지배가 언제나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본다.143) 즉, 문화

의 교류 양상을 일방적인 지배와 피지배라는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사이드에 근거한 비판적 관점에서는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 

문화를 수용할 때 그에 맞추어 서양의 요소들을 어떻게 선별하고 변형하고 

조정하는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타문화 수용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141) Jonathan D. Bellman, “Musical Voyages and Their Baggage: Orientalism in Music 

and Critical Musicology”, The Musical Quarterly 94/3(2011), 426.
142) Bellman, “Musical Voyages and Their Baggage: Orientalism in Music and Critical 

Musicology”, 428. 
143) 김용규, 『혼종문화론: 지구화 시대의 문화연구와 로컬의 문화적 상상력』,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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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을 단일하게 압축시키고 단순화하는 것이다.           

반면 Ⅲ-1절에서 살펴본 긍정적인 입장은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인해 

지리적 경계를 넘어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개인 간의 

상호 교류가 심도 있게 일어나고 있다는 전지구화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근대 이후의 문화학자들은 문화가 서로 배타적이라기보다는 서로 의존적이

고 혼종적이라는 점에 동의하는데, 이러한 문화의 상호연관적 성격은 전지

구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함께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전지구화 시대

의 문화는 중심과 주변, 자문화와 타문화의 이분법적인 구분 해체되는 과정

에 놓여있으며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의 음악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일방적인 

착취라기보다는 문화의 역동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늘날 문화 연구에서 이러한 주장은 또 다른 탈식민주의 학자 바바

(Homi K. Bhabha)의 혼종성 개념을 통해 뒷받침 된다. 바바가 볼 때, 서양

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 욕망과 불안함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이로 인해 서양의 권력적 우월함은 결코 언제나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식민과 피식민, 서양과 동양,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에는 타

협과 저항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바바는 상이한 문화가 만나

는 “제 3의 공간”(Third Space) 혹은 “사이-내”(in-between) 공간을 설정

하고, 이 공간에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교섭하고, 뒤섞이는 문화적 

번역과 혼종”144)이 일어난다고 본다. 

즉, 바바의 이론은 1) 지배 문화에 미치는 피지배 문화의 영향력에 주

목하여 2) 본질적으로 타고난, 고정된, 순수한 문화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폐

기하고 문화의 양가성(兩價性, ambivalence)과 혼종성을 밝힘으로써 3) 문

화의 역동적인 교환 과정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때문에 

오늘날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바바의 이론에 기대어 전지구화 시대의 문화 

변화를 설명한다. Ⅲ-1절에서 살펴본 에버렛과 우츠의 견해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바바의 혼종성 개념에 예술의 미적 가치

를 접목시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과정을 동양과 서양 문화의 

144) 위의 책,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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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불투명한 문화의 번역과 혼종의 과정으로 상정한

다. 또한 이들은 창작자, 작품, 수용자의 사이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해

석 가능성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서양과 동양 음악‧문화의 혼종화 

과정에서 작동할 수 있는 권력의 비대칭성이 간과된다. 에버렛은 창작자와 

수용자의 사회적, 정치적, 사상적 배경에 따라서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

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음악 작품의 해석적 의미를 구성하는 자연스

러운 과정으로 본다. 즉, 개인의 무의식이 문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

하여 모든 사회‧경제적, 정치적, 사상적 요소들을 문화 속으로 용해시키는 

문화주의적(culturalism)145) 시각을 보여준다. 한편 우츠는 문화의 혼종화에 

성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작곡가들이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공통점만을 강조하여 문화적 차이를 말살시키거나 반대로 차이점만

을 강조하여 문화적 공통점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제 3

의 공간에서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균형 있게 탐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 역시 작곡가가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

하고 창작의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정치적, 사상적 토대

가 유발하는 현실적인 긴장관계를 희석시킨다. 

즉, Ⅲ-1절에서 살펴본 긍정적 시각은 혼종성 개념을 미학적으로 축소

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요인이 불러일으키는 문화적 갈등을 간과한 채 서양 

음악에 나타나는 혼종성을 전지구화 시대의 “문화 논리”146)로 상정할 위험

성을 내포한다.147)

145) Patrice Pavis, Theatre at the Crossroads of Culture (Florence: Taylor and Francis, 

2003), 178. 
146) 김용규, 『혼종문화론: 지구화 시대의 문화연구와 로컬의 문화적 상상력』, 288.
147) 20세기 중반 이후의 상호문화적 작곡 경향을 논의할 때, 중요한 이론적 토대가 되는 

사이드와 바바의 이론은 모두 국가 혹은 인종 사이의 관계를 비교 문화적으로 고찰함으

로써, 제국주의의 잔재를 파헤치고 나아가 이를 극복하려는 학문적 시도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이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사이드가 정치적으로 제국주의의 시대가 종언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 전반에서 서양과 동양, 유럽과 아랍의 지배-피지배 구도와 

차별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제국주의의 잔재를 탐색하는 데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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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사점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상반된 해석 담론은 각각 그 한계

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한 쪽의 시각이 옳고 그르다거나 혹은 

모두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Ⅲ장에서 살펴본 모든 견

해가 설득력을 지닌 타당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서로 다른 문화들이 접촉

하고, 교류하고, 혼합되고,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의 결합적 속성이

지만, 19세기 서양의 제국주의적 식민 지배로 인해 이러한 속성이 부정적으

로 변질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즉, 20세기 초반 정치적 제국주의가 종

식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제국주의적 힘은 비가시적으

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전지구화 시대의 문화적 풍경은 식민 

시대의 연장이면서 동시에 단절”148)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20세기 중반 이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을 둘러싼 

상반된 담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전지구화 시대의 

양가적인 문화 풍경이 음악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적확하게 보여준다. Ⅱ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이한 문화들이 결합될 때는 여러 차원에서의 긴장

관계가 발생한다. 가장 첫 번째로는 문화들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상반

된 가치가 충돌하며,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를 탐구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과

정에서 이질감과 친근감, 이성과 감성, 나아가 권력과 윤리의 딜레마가 수

반되는 것이다.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해석 담론의 대립

은 상이한 문화가 결합될 때 발생하는 보편성과 특수성, 권력과 윤리의 긴

을 맞추고 있다면, 바바는 식민 권력의 불완전성을 전제하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복합적 관계에 주목하여 저항과 전복 가능성 즉, 피지배자들의 주체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이드의 이론이 오리엔탈리즘을 설명하기 위해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관

계를 단순화하여 서양과 동양의 이분법적 구조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 사이드 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 바바의 이론은 혼종성 내부에서 작동하는 

현실적 불평등을 간과함으로써 문화의 혼종성을 무조건적인 긍정적 가치로 격상시키는 

문화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148) 김용규, 『혼종문화론: 지구화 시대의 문화연구와 로컬의 문화적 상상력』,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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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계가 음악이라는 예술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화두임을 증명한다. 

다만 기존의 연구는 각각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창작자 개인

의 선택 문제 아니면 사회구조적 요인이 유발하는 권력 문제에 치우침으로

써 이러한 긴장관계를 포괄적으로 논의에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Ⅲ장의 1절과 2장에서 살펴본 해석 담론들은 상호보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즉,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과정에 내재된 창조성과 문화적 

긴장관계를 균형 있게 논의하는 것은 기존 담론의 수정과 상호보완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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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재해석

1. 상호문화적 현상에서 상호문화적 관점으로의 전환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해석의 관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 동‧ 
서양 음악문화의 화합의 장이자 경쟁의 장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의를 어떻게 보완해야하는가?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을 새로운 시대의 음악문화 융합 패러

다임의 출현으로 보든 19세기 식민(제국)주의의 확장으로 보든 분명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의 상호문화적 작곡 경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전지구화

라고 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는 것이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서양과 동양, 중심과 주변, 제국과 피식민의 공간적 거리

가 응축되고 문화의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그리고 양방향으로 발생

하는 것이 사실이다. 전지구화 현상 속에서 하나의 문화는 오직 한 지역에

만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세계를 여행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바바가 제시한 

제 3의 역동적 공간은 상이한 문화의 만남이 빚어내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분석 가능하게 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149) 즉, 자문화에 미치는 타문화

의 영향력을 논의에서 배제하고, 문화의 흐름을 일방적인 것으로 진단하는 

것은 상이한 문화의 만남에 대한 논의를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을 타문화가 자

문화 속으로 이식되는 투명한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자문화와 타문화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변형, 결합되는 불투명한 과정으로 상정하고 그 과정에서 발

생하는 갈등과 딜레마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곧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을 단순히 상이한 

149) 최재오, “글로벌 시대의 문화상호주의 연극 담론 연구: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에 

대한 해체적 관점”,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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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들의 만남이라는 현상으로 파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 

속에 내재한 긴장관계를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상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상호문화’를 현상을 기술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

한 해석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Ⅱ장에서 살펴본 상호문화성의 개념을 상기해 보면, 이는 타당한 제안

이라 할 수 있다. 상호문화라는 개념은 다양한 층위에서 서로 대립적이고 

조화를 이루기 힘든 요소들의 긴장관계를 함축하고 있으며, 이 개념에 함축

된 역설적인 긴장관계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속성이다.150) 그

러므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연구는 동‧서양의 완전한 

융합이나 분리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그 사이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층적

이고 복잡한 긴장관계를 해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절에서는 상호문화적 관점을 음악의 창작과정 분석에 적용하는 방

안을 구체화할 것이다.     

150) 박인철, 『현상학과 상호문화성』,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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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창조적 문화번역

문화의 전달과정은 단순히 타문화의 획득이 아니라 타문화의 뿌리 뽑힘과 

새로운 문화적 현상들의 창조라는 다양한 단계들을 거친다.151) 즉, 서로 이

질적인 문화가 만날 때는 일방적인 흡수나 합병이 일어나기 보다는 문화들

이 접촉하는 접경지대, 이른바 제 3의 공간에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변화하고, 결합하는 역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문화의 혼종화는 자

문화와 타문화 사이에서 “문화동화, 문화탈피, 문화창조의 세 단계가 동시에 

일어나는”152)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틈새 공간 속에서 문화의 혼종을 이끄는 주체는 인간 행위자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타자의 언어, 행동 양식, 가치관 등에 내재화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맥락’에 맞게 의미를 만들어 내는 문화 ‘번역’ 행위의 주

체이다.153) 그런데 인간은 특정한 시공간에 존재하며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자신의 세계관을 형성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는 이러한 개인의 세계관이 반영되며, 반대로 이로부터 행위가 시작된다고 

할 수도 있다. 즉, 인간은 타문화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세계관과 환

경, 사회와 문화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문화번역 역시 

결코 투명하고 가치중립적인 행위일 수 없다. 문화번역의 주체는 결코 “중

립적이고 초월적인 매개자”154)가 아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타자의 언어, 행동 양식, 가치관 등에 내재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맥락’에 맞게 의미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타문화의 맥락’

에 비추어 해석하고, 동시에 타문화가 수용되는 ‘자문화의 맥락’에 비추어 

151) 김용규, 『혼종문화론: 지구화 시대의 문화연구와 로컬의 문화적 상상력』, 306-314. 

쿠바의 인류학자이자 음악인류학자인 오르티즈(Fernando Ortiz, 1881-1969)는 문화의 

전달 과정을 인간의 유전 과정에 비유한다. 즉, 문화의 전달 결과로 발생하는 혼종 문화

는 자손이 항상 두 양친과 닮았으면서도 부모와는 다른 개성을 지니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152) 위의 책. 
153)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넘어서』, 48. 
154) 위의 책,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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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번역은 상이한 상

징과 의미체계 사이의 관계를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이질적인 상징체계를 

조정하고 조작하는 것이다.155)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번역은 객관적인 관찰

의 과정이라기보다는 창조적인 독해의 과정이다.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음악문화 수용 역시 서양과 동양의 문화라는 서

로 다른 상징체계를 매개하는 문화번역의 과정이며, 작곡가들은 문화번역의 

주체이다. 이 과정에서 서양 작곡가들은 문화번역이라는 창조적 행위와 작

곡이라는 창조적 행위를 동시에 수행한다. 즉,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이중의 창조성이 개입하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음악이라는 예술 분야에서 일어나는 타문화 수용 과정에 대해 논할 때, 무

엇보다도 타문화의 요소들을 선별하고 이를 자문화의 맥락에 맞게 변환하는 

주체의 창조적 에너지에 주목해야 한다.156) 요컨대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음악문화 수용을 문화의 창조적 번역이라고 보았을 때, 그 과정에서 일어나

는 문화의 ‘선택’과 ‘가공’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문화번역의 개념을 상기해 볼 때, 문화적 요소들의 선별과 가공은 서양의 

음악과 동양의 음악, 문화라는 상이한 상징체계 모두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적 상호문화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는 상이한 

문화들 사이의 근원적인 비대칭을 강조하고, 그 사이의 번역과 협상이 이루

어지는 틈새 공간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우츠의 견해는 타당하다. 다

만 문화번역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라는 양분적 가치 판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문화번역의 결과보다 그 과정에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화번역의 과정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는 

155) 위의 책, 53. 
156) 일찍이 작가이자 문학비평가인 라마(Ángel Rama, 1926-1983)는 문학 분야에서 문화 

횡단을 논할 때, 주체의 창조적 에너지와 선별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학 작가들이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주제와 형식을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창조적인 선택

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김용규, 『혼종문화론: 지구화 시대의 문화연구와 

로컬의 문화적 상상력』, 315-32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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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가 타문화를 수용할 때, 자문화 내부에서의 이해 가능성을 위하여 타

문화의 특정 요소를 탈각시키고 자문화와 중재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한다. 상호문화주의 담론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이미 이 과정을 추정하는 이론이 제시되어 있다. 물론 공연예술

을 대상으로 한 이론을 음악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음악에서

의 문화번역 과정을 추적하는데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다.157) 

공연예술 이론의 큰 줄기를 참고하여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과정을 추적해 보면, 먼저 작곡가들은 1) 수용할 타문화의 사회적 상징성, 

기능, 특징 등을 이해한 후 2) 이러한 문화적 특성이 어떠한 예술적 수단을 

통해 기호화되었는지 혹은 될 수 있는지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작곡가는 

3) 타문화와 자문화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 즉,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문화와 자문화를 중재할 전략을 선택한다. 이 

전략에는 4) 상이한 문화에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던 음악사상적, 미학적 혹

은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가치 등의 상부 구조를 통합‧분리‧절충하는 것과 작

품의 주제, 형식, 편성, 음향, 짜임새, 제스쳐 등의 음악적 요소를 선택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5) 작품 내에서 중재된 문화적 요소를 전달하기 

위한 여러 사항들, 예컨대 장소의 연출이나 연주 시의 요구사항 등을 결정

하는 작품 연주의 준비 작업까지 이어진다.   

157) 본 연구에서 참고한 이론은 연극기호학자 파비스(Patrice Pavis, 1947-  )의 〈문화의 

모래시계〉(the Hourglass of Culture) 모형이다. 20세기 후반부터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상호문화주의 공연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문화의 모래시계〉는 서양 

공연예술의 제작 및 소비 과정에서 타문화가 자문화로 이동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모형

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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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작곡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화번역의 과정

요컨대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동양이라는 타문화를 서양음악의 

청자들이 “이해가능”하도록 전유하는 문화의 창조적 번역 행위이다. 따라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음악문화 수용에 대한 연구는 어떠한 동양의 요소가 

서양음악의 맥락으로 “이식”되었는지를 밝히기보다 창작의 재료로 선별된 

동양적 요소의 본래 맥락, 의미, 가치 등이 어떻게 보존 혹은 탈각되는지, 

그것이 서양의 어떠한 요소와 결합되는지를 추적하여 한 작품 내에서 상이

한 문화들이 “얽혀있는” 방식을 해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작곡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화번역의 과정

문화적 이해
1) 타문화의 특정 요소가 가진 사회적 상징성, 기능, 

특징 등을 이해

예술적 이해
2) 타문화의 특성이 어떤 예술적 수단을 통해 기호화

되었는지 혹은 될 수 있는지 파악

중재자의 관점
3) 타문화와 자문화 사이의 공통점(보편성)과 차이점

(특수성) 인식 → 중재 전략 선택

작곡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중재 작업

4) 음악사상적, 미학적,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가치 등 

상부 구조 통합/분리/절충

작품의 주제, 형식, 편성, 음향, 텍스쳐, 제스쳐 등 구

체적인 음악적 요소 선택

연주를 위한 준비 작업
5) 중재된 문화적 요소를 연주를 통해 전달하기 위한 

여러 사항들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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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문화번역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딜레마(dilemma)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이라는 문화번역의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번역 주체가 특정 타문화를 탐구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최초의 

단계부터 타문화에 대한 실증적 관찰보다는 창조적 독해가 이루어진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과정에서 번역 주체인 작

곡가의 주관이 작용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다. 

특히 창작자가 타문화와 자문화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과정이

라 할 수 있다.158) 무엇보다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은 (무)의식적으로 

작곡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관념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질적인 타문화를 수용할 때, 작곡가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것159)이지만, 이 과정에서 서양과 

동양을 둘러싼 현실적인 위계가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에서의 교섭과 협상에 

미치는 영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Ⅲ장에서 살펴본 비판 담론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즉,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동양과 서양이

라는 이분법을 뛰어넘으려는 이상과 문화적 힘의 불균형이 작용하는 현실이 

상충한다. 그런데 추상적인 음악 작품, 특히 언어적 요소가 부재하는 기악

158) 윤지현, “파비스(P. Pavis)의 ‘문화의 모래시계’를 적용한 무용공연의 문화상호성 연구: 

「수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와「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63. 
159) 이는 전지구화 시대의 상호문화성 담론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화두이다. 현대 음악

에 나타나는 문화의 혼종화 경향에 주목하는 학자들 역시 무엇보다 문화의 보편성과 특

수성 사이의 문제를 강조한다. 음악뿐만 아니라 연극, 무용 분야의 상호문화성 연구에서

도 타문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창작자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취하는 방식으로 친숙한 것(자문화)와 낯선 것(타문화)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

데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바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창작자가 상이한 

문화 사이에서 교섭할 때, 현실적으로 문화적 힘의 불균형이 작동하여 또 다른 딜레마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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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경우 이러한 갈등은 명백하게 드러나기보다는 작곡 과정의 이면에서 

일종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Ⅲ장에서 살펴본 상반된 해

석 담론은 두 가지 주요한 딜레마를 암시한다. 그것은 바로 시간성과 정격

성의 딜레마이다. 다시 말해, 추상적인 소리의 예술인 음악의 영역에서 문

화적 힘의 불균형이 작용하는 방식은 시간성과 정격성의 딜레마의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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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성의 딜레마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 문화를 수용할 때, ‘전통’적인 것에 주목하여 동양과

의 시간적 거리를 상정함으로써 문화적 우위를 확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다. 현재와 과거라는 시간적 거리는 결국 문화적 발전과 낙후라는 가치평가

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의 전통을 수용하는 것은 상호 

간의 대등한 문화 교류라기보다는 문화적 힘의 불균형을 드러내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타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가 직면하는 가장 큰 과제

는 서로 다른 문화들 사이의 ‘차이’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이다. 18-9세기 

이후 동양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문화가 동양으로 유입되는 서구화가 진

행되었음을 고려할 때, 동양 전통에 대한 서양 작곡가들의 관심은 서양의 

요소들과 가장 차이를 보이는 동양 문화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즉, 서양과 동양 문화 사이의 대등한 교류를 위해서 동양의 현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한편, 서양과 다른 동양 문화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동양의 전통이 주목받게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드러난다. 다시 말해,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 음악문화를 수용할 때, 서양과 동양의 ‘동시대성’(혹은 동

양의 현대성)에 주목하면 동양의 ‘대표성’(typicality, 혹은 전형성)이 희석되

고 반대로 동양의 대표성에 주목하면 서로의 동시대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

는 ‘시간성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간성의 문제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전지구적 문화 연구 전반의 

중요한 화두이다. 실제로 서양과 동양, 동, 서양 내의 여러 국가들, 나아가 

한 국가 내의 여러 지역들은 서로 다른 발전 단계를 거치고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경험되는 시간은 균일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한 지역 내에서도 

여러 단계의 시간성이 공존할 수 있다. 음악적 측면에서 볼 때, 동양 여러 

나라에서 서양의 음악을 수용하고 자국의 전통 음악문화를 개량하는 한편, 

동시에 전통 음악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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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구화는 서구의 근대적 시간을 세계적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여러 지

역의 다양한 시간성을 억압하며,160) 반대로 여러 지역들의 무수히 이질적인 

시간성들을 부각시켜 주변화된 문화를 복원하기도 한다.161) 즉, 상이한 문

화들의 만남은 ‘시간의 동질화’와 ‘이질화’ 사이의 긴장관계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이질적인 문화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동시대성과 대표성’, 

‘시간의 동질화와 이질화’라는 시간성의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즉,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전통’ 문화 수용은 동양 전통에 대한 관심으로 

환원되거나, 서양과 동양의 시간적 거리두기로 치부되기보다는 시간성의 딜

레마 속에서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서양 작곡가들은 서양과 

동양의 동시대성을 무시하고 현대적 서양과 전통적 동양이라는 이분법을 재

생산하는가? 아니면 서양과 동양의 동시대성을 강조하여 근대적 시간성을 

일반화하는가? 아니면 동양의 전통을 부각시킴으로써 서양과 동양의 이질적

인 시간을 드러내어 억압된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는가? 아니면 동양의 전통

을 흡수하여 서구 중심의 시간성을 확산시키는가? 아마도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과정에서 시간성의 딜레마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방식으

로 표출될 것이다. 

160) 기든스(Anthony Giddens)에 따르면 전지구화는 자본주의와 산업화, 민족 국가, 기술과 

과학의 발달, 비판적 사고 등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지구화가 진행되는 방

식 중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근대화 정책에 따라 서양의 사상, 제도, 문물이 

세계 여러 나라로 전파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든스는 전지구화를 “근대성의 전

지구적 확산”이라고 본다.(윤지현, “파비스(P. Pavis)의 ‘문화의 모래시계’를 적용한 무용

공연의 문화상호성 연구: 「수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와「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중심으로”, 26.)   
161) 탈식민주의 연구자들은 국민문화의 고유한 역사성은 사실상 민족 내부의 다양한 문화

적 차이와 이질적 시간성을 제한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국가 주도의 근대화는  

민족 내 다양한 시간성을 억압하고 근대적 시간을 확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

게도 전지구화의 심화, 특히 전지구적 의사소통의 확대는 국민 국가의 영향력을 약화시

키고 지역(로컬)과 지역의 직접적인 접촉을 강화함으로써 세계 내 지역들의 다양한 이질

적 시간성들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김용규, 『혼종문화론: 지구화 시대의 문화

연구와 로컬의 문화적 상상력』,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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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격성(authenticity)의 딜레마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에 대한 여러 해석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수용된 동양 문화의 정격성 문제이다. 비판적인 시각

에서 볼 때, 서양 작곡가들은 동양 음악문화를 자신들의 기호에 맞추어 변

형하고 왜곡시켜 동양 음악문화의 원본성을 훼손하며, 이러한 행위의 이면

에는 동양에 대한 서양의 오랜 권력적, 문화적 우위에 대한 인식이 놓여있

다. 한편 동, 서양 문화의 혼종화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때도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를 공존시키되, 동양 음악문화 본래의 맥락을 사려 깊게 고려하

는 것이 중요하다. 

즉, 동양 문화 실제 혹은 있는 그대로의, 진정한 동양 음악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된 후, 이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수용 방식이 지향

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주장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양 음악문

화의 ‘정격성’은 동양에 대한 서양 작곡가들의 존중심 혹은 차별적인 시선

을 드러내는 일종의 지표이다. 수용된 동양 음악문화의 정격성은 서양과 동

양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의 문화적 위계가 음악 작품 내에서 발현되는 대표

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의 타당성을 평가하

는 척도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정격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 과정에서 정격성 문제는 가장 부각되는 이

슈 중 하나이지만, 정격성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동양 음악문화의 ‘정격

성’이란 일차적으로 ‘진짜의’, ‘실제의’, ‘사실의’라는 의미를 지닌다. 즉, 서

양 작곡가들이 동양 문화를 수용할 때, 동양 음악문화의 진본성(眞本性)을 

재현하는 것이 상호문화적 수용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

양 음악문화의 진본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동양의 음악은 전통

적으로 기보되어 그 원형이 박제된 채 후대에 전승되기보다는 구비전승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변형과 축적, 개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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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즉, 악보, 작곡가의 의도나 시학 등 

진본성을 확인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고, 바로 이것이 동양 음악의 미학이기 

때문이다. 한편 문학, 철학, 사상 등의 동양 문화를 수용하는 경우, 비(非)음

악적 요소를 음악적 요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음악적인 요소의 본래의 

구체적인 맥락이나 성질이 어떻게 변형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직

면하게 된다. 물론 서양과 다른 동양의 작곡개념과 연주관습 그 자체, 동양 

문화의 정신성 그 자체를 추상화 하여 동양 음악의 정수(精髓)로 상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본래의 특정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으

므로 정격성 논의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격적인’ 동양의 음악문화를 정의하고 선별하는 

것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동양 음악문화의 진본성을 보존하면서 어떻게 ‘예

술적으로 가공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음악은 사실에 입각

한 기록물이라기보다는 창작자의 상상력이 발현되는 예술이라는 관념이 정

격성의 문제와 충돌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음악문화 수

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작곡가의 창조성 혹은 독창성, 개성의 문제는 음악의 

상호문화성 논의를 구성하는 한 축이다. 일례로 케이지(John Cage)와 해리

슨(Lou Harrison)이 모두 비서구 문화권의 음악문화를 전유하고 있음에도 

음악계에서 서로 다른 위상을 지니게 된 이유는 작곡가의 독창성과 개성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이다.162) 요컨대 해리슨이 개인적인 작곡 스타일

보다는 타문화권의 음악 전통에 친숙한 작곡 방식 나아가 비개인적이고 보

편적인 작곡 스타일을 보여준다면, 케이지는 동양의 사상과 초민족적인 가

치를 기반으로 매우 개인화된 하이모더니즘적 작곡 양식을 보여주는데, 이

러한 개인적 스타일의 차이, 새로움의 차이가 이 둘의 미학적 평가에 큰 영

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도로 개인화된 방식으로 동양 음악문화를 

다루는 것은 또다시 “원본의 진정한 가치를 소멸시키는 엔트로피적 감소”163)

로 여겨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양의 혹은 비서구의] 민속적, 전통적 음

162) Nicholls, “Transethnicism and the American Experimental Tradition”, 569-579, 587. 
163) 김용규. 『혼종문화론: 지구화 시대의 문화연구와 로컬의 문화적 상상력』,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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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양식이 현대 음악 어법에 차용될 때, [그것은] 과대 추상화되어서도, 동

시에 과소 추상화되어서도 안된다”164)라는 주장은 대등한 문화 교류의 이상

과 창조적 문화번역 실제가 수반하는 ‘정격성의 딜레마’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타문화의 정격성은 상호문화적 수용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만 충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서양 작곡가들의 상호문화적 동양 음악문화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격성과 창조성(독창성) 사이의 긴장관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 딜레마 속에서 ‘정통성’과 ‘진정성’이라는 이슈가 파생되기 때문이다. 서

양 작곡가들의 동양 음악문화 수용을 동양 음악문화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바탕으로 한 창조성의 발현이라고 가정한다하더라도, 서양 작곡가들이 동양 

문화에 정통하는 것이 가능한가? 자신들의 예술관에 비추어 동양의 음악문

화를 변형하고 가공할 때,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가?라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이다. 사실 정통성과 진정성의 문제는 

음악 내적 요인보다는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

어 있다. 음악의 상호문화성 논의에 있어서 정통성과 진정성에 대한 문제는 

특히 행위 주체의 인종적, 민족적 배경과 결부되는 경향을 보인다. 로크에 

따르면 비서구권 출신의 작곡가가 비서구 음악을 전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자연스러운 표현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과 달리 서양인의 경우 제국주의적 

약탈자 혹은 “원주민이 되려고 하는” 무책임한 식민지 정착민으로 조롱받을 

위험을 안고 있다.165)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상호문화성에 관한 논의가 가

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연극 분야에서도 서구 작가에 의한 타문화권 

공연 전통의 재현에서 유독 재현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현상이 

관찰된다.166) 음악과 연극 분야의 유사한 논란은 예술에서의 타문화 수용이 

164) Langenkamp, “Close Encounters of Another Kind: Strategies of Intercultural 

Composition, 1960s-2000s”, Dutch Journal of Music Theory 16/3(2011), 183. [ ] 필

자 삽입. 
165) Locke, Musical Exoticism: Images and Reflections, 284.
166) 윤지현, “파비스(P. Pavis)의 ‘문화의 모래시계’를 적용한 무용공연의 문화상호성 연구: 

「수퍼스타 예수 그리스도」와「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를 중심으로”, 3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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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문화를 둘러싼 역사적, 정치·경제적, 사회적 상황과 창작자 개인의 독창

성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과정임을 증명한다.    

이처럼 복합적인 의미를 내포한 정격성167)의 딜레마는 예술 그 중에서

도 추상적인 소리의 예술인 음악에서 특히 까다로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

러나 이 문제는 간과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질적인 문화의 만

남은 이상과 실제의 끊임없는 대립이며, 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궁

극적으로 추구해야할 지향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창성이 결여된 타

문화의 모방 vs. 타문화에 대한 왜곡과 훼손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문화적 

정격성과 예술적 창조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작곡가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취하는 전략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167) authenticity의 의미와 용례는 이미배, “‘authenticity’ 개념의 음악학적 적용: 한국 서양

음악계에서 나타나는 징후들”, 『음악이론연구』 26/1(2016): 90-114에 상술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정격성은 “정격연주” 혹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연주”를 둘러싼 논쟁 속

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시간성의 딜레마와 정격성의 딜레마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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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문화적 관점을 적용한 분석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시간성과 정격성의 딜레마를 수반하는 

창조적인 문화번역의 행위라는 상호문화적 관점을 실제 작품의 창작 과정 

분석에 적용하려 한다. 여러 작품들 중에서 Ⅲ장에서 해석의 관점에 따라 

강력한 문화 혼종화의 예 혹은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의 예로 제시된 두 작

품, 존 케이지의 《료안지》와 루 해리슨의《비파 콘체르토》에 나타난 동

양 문화 수용 방식을 상호문화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것이다.  

2.1 존 케이지, 《료안지》(Ryoanji, 1983-5)

케이지가 1983-85년에 걸쳐 작곡한 《료안지》는 제목이 지칭하듯 일본의 

대표적인 선불교 사원인 료안지(龍安寺, 용안사) 내에 있는 정원을 음악적

으로 형상화 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본래 오보에 독주(solo)와 타악기 오블

리가토(obbligato)가 함께 연주되는 형태로 작곡되었으나, 이후 플루트, 성

악, 콘트라베이스와 인성(人聲)(1983-1984), 트롬본 독주(1985) 및 오케스

트라 반주(1984)가 추가되어 《료안지》시리즈가 형성되었다.168) 1992년 7

월 인터뷰에169) 따르면 첼리스트 미카엘 바흐(Michael Bach)의 요청으로 

《료안지》의 첼로 버전 작곡에 착수했지만 끝내 완성하지는 못했다.

168) 오보에 독주는 오스트리닉(James Ostryniec), 플루트 독주는 에이트킨(Robert Aitken), 

성악 독창은 간츠(Isabelle Ganz), 콘트라베이스와 인성을 위한 작품은 린드라(Joelle 

Leandre), 트롬본은 풀커슨(James Fulkerson), 타악기 오블리가토는 퍼글리스(Michael 

Pugliese)에게 헌정되었다. 
169) Joan Retallack, Musicage: Cage Muses on words, art, music (Hanover, NH: 

Wesleyan University Press, 1996), 24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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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료안지(龍安寺) 정원 

료안지는 일본 교토(京都)에 위치한 선종 사찰로, 15세기 중반(1450년)에 

세워졌다. 12세기 말엽 송나라로부터 선종이 전파되면서 일본에 선종 사원

의 건축 및 정원 양식이 정착되었고 이후 14세기 말부터 선종 사찰 내에 

가레산스이(枯山水) 양식의 정원이 조성되기 시작했는데,170) 료안지의 방장

(方丈)171) 앞뜰에도 가레산스이 양식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가레산스이 

양식이란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돌, 자갈, 모래 등을 통해 주로 강이나 바다 

등의 자연 풍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가레산스이 정원은 주

로 사원의 방장 안에 있는 좁은 뜰에 조성되는데, 이는 좁은 공간에서도 

“선(禪)의 경지를 추구하면서 대우주인 자연과 합일하며 삶의 이치를 깨달

으려는 선불교의 세계관”172)이 투영된 것이다.     

료안지의 정원은 흙 담장을 통해 외부공간과 구별된 직사각형의 좁은 

평지에 깔린 흰 모래와 특정한 형태로 배치된 15개의 돌로 구성되어 있다. 

15개의 돌이 대칭적으로 고르게 배치되어 있지 않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5

개, 2개, 3개, 2개, 3개씩 무리지어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각

에서는 15개의 돌이 7개(5개+2개), 5개(3개+2개), 3개로 무리지어 배치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 정원의 기원 및 변천, 함축적 의미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무수한 가설이 존재하는 상태로 남아 있다.  

170) 김후련, “한국과 일본 정원문화에 함축된 철학과 미의식: 일본의 ‘료안지’와 한국의 ‘부

용지’를 중심으로”, 『철학과 문화』 27(2014), 84.
171) 원래 사방의 길이가 1장(약 3.03m)이 되는 방이라는 뜻으로, 유마거사(維摩居士)가 병

들었을 때, 자신이 거처했던 사방 1장의 방에 병문안을 온 3만 2천명을 모두 앉혔다는 

설화에서 방장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오늘날 방장은 주지, 화상, 고승을 뜻하거나 이와 

같이 높은 승려의 처소를 의미한다.(“방장”,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한국고전용어

사전』2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1), 772-773)
172) 김후련, “한국과 일본 정원문화에 함축된 철학과 미의식: 일본의 ‘료안지’와 한국의 ‘부

용지’를 중심으로”, 8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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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료안지 정원   

그런데 료안지 정원에 놓인 15개의 돌은 그 모양과 배치가 보는 각도에 따

라 다르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보더라도 15개 돌 전부가 보이지 않는다. 

이 정원을 지상에서 볼 때는 반드시 하나의 돌이 시야에서 벗어나기 때문

에, 15개의 돌을 동시에 모두 보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아야만 한

다. 이는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온 우주,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 수 

없으며, 끊임없는 참선을 통해서만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는 선종의 가르침

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료안지 정원은 감상의 대상이

자 수행의 장이다.173)     

173) 위의 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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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분석

(1) 작곡 배경

케이지는 1962년 교토를 방문했을 때, 료안지의 정원을 처음 접했다. 여러 

저술 및 강연에서 지속적으로 료안지 정원을 언급한 점을 통해 그가 료안지 

정원으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케이지가 빈 공간에 몇 개의 돌과 모래, 이끼

가 놓인 정원을 보고 “침묵 속에 던져진 소리로서의 음악” 혹은 “소리가 발

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침묵”이라는 그의 음악관을 떠올렸을 것이라는 

점이다.174) 

[그림 2] 료안지 정원을 바라보는 케이지 

료안지 정원이 본격적으로 작품의 주제가 된 것은 1980년대 초이다. 케이지

는 1982년에 그가 집필한 책의 프랑스어 판을 디자인한 것을 계기로, 1983

년부터 170점에 달하는 〈Where R = Ryoanji〉 시리즈를 그렸다. 여기서 

‘Where’은 료안지 정원의 본질은 어디에서나 발견될 수 있다는 뜻을 지닌

174) James Pritchett, The music of John Cage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190. Stephen Whittington, “Digging In John Cage’s Garden: Cage and Ryoanji”, 

Malaysian Music Journal 2/2(20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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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견해는 료안지 정원의 돌이 철저한 계획을 통해 배치된 것이 아

니라는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한 저자는 [일본의 돌 정원에 대한] 글에서 세부적인 분석과 다이어그램을 통해 [15개] 

돌의 위치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기하학적 계획을 따르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하더

라도] 단순하게 배치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정확한 이름은 잘 기억

나지 않지만) 일본의 음악 및 무용 비평가인 아시하라(Ashihara)에게 그 공간에서 돌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는 그에게 정원 내 돌들 사이의 

관계가 계획된 것인지 의심스러우며, 모래의 공허함(emptiness)은 어느 지점에서나 돌들

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했다.175) 

즉, 케이지는 료안지 정원 내 돌의 위치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176)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케이지는 스스로 준비한 

15개의 돌 두 세트(set)와 우연성 작업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다. 케이지는 

그림의 크기에 따라 어떤 세트의 돌을 사용할지 자율적으로 결정했고, 반면 

얼마나 많은 돌을 사용할지, 어떤 돌을 어디에 위치시켜 그릴지를 우연성 

작업을 통해 결정했다. 더불어 그는 굵기가 다른 17개의 연필을 준비하고, 

그 중에서 돌의 둘레를 그리는 데 사용할 연필 역시 우연성 작업을 통해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우연성 작업은 척전법(擲錢法)이 아니라 컴퓨터 프

로그램을 통해 실행되었다.     

175) John Cage, A Year From Monday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1967), 137. 
176) Whittington, “Digging In John Cage’s Garden: Cage and Ryoanji”,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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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명 세부사항 주 사용년도 

ic 주역 숫자를 생성 포괄적인 command line 제공  84-91

tic 시간 값을 생성하는데 특화된 ic 프로그램  84-91

yroverx
료안지 시리즈를 그릴 때 필요한 연필 사이즈와 돌의 위

치 값을 생성
87

pic
간단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으로서 입력 값에 맞춰 데

이터 테이블을 생성
91

[표 3] 케이지가 사용했던 주역 프로그램 중 일부177) 

[그림 3] Where R=Ryoanji(R2/9)178)

료안지를 그리는 작업을 시작한 그 해, 오보에 연주자 오스트리닉(James 

Ostryniec)이 일본에서 연주할 작품을 케이지에게 위촉하면서 《료안지》의 

작곡도 시작되었다. 오스트리닉은 오보에 연주법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케

이지에게 건넸는데, 케이지는 그 중 한 권의 책에 서술된 ‘오보에 연주자들

은 한 옥타브를 7개 혹은 12개의 음으로 분할하지 않고 24개의 음으로 분

할해서 하나의 음을 연주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구절에 주목했다.179) 그러나 케이지 스스로 오보에 연주를 듣고 오보에는 

177) Retallack, Musicage: Cage Muses on words, art, music, 315에서 발췌. 
178) 료안지 시리즈에 속한 그림들에는 각각 3R/5, R2/9과 같은 개별 제목이 붙어있는데, 

여기에서 R은 료안지 정원의 돌의 숫자인 15를 의미하고 / 이후의 숫자는 그림에 사용

된 연필의 수를 뜻한다. [그림 3]의 경우 총 225개 돌의 실루엣(15X15, 15개 돌을 15번

씩 그리는 것)을 9개의 연필로 그린 것이다. Corinna Thierolf(ed), John Cage-Ryoanji, 

(München: Schirmer/Mosel, 201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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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지는 음(sliding tone)을 낸다고 생각했고, 이 미끄러지는 음이 돌의 

둘레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180) 이 아이디어는 곧 료안지 정

원의 음악화로 이어졌다. 아마도 이러한 연상 작용은 당시에 케이지가 료안

지 그림 시리즈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2) 작곡 과정 

케이지는 먼저 두 페이지에 네 개의 직사각형을 그린 후, 수직 축에 균등한 

간격으로 음고를 표시하고 수평 축을 통해 음이 지속되는 시간을 나타내어 

소리가 생성되는 공간을 형성했다. 이 두 페이지는 곡을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piece)으로, 비유하자면 하나의 음악적 정원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케

이지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돌들을 모형화 한 ‘종이 템플

릿’들을 직사각형 보표에 놓고, 각각의 둘레를 ‘네 종류의 선’으로 구별되게 

그렸다. 이 선들은 수직 축에 표시된 음고와 수평 축의 길이에 맞추어 ‘글

리산도’로 연주되는데, ―로 된 선은 독주자가 실제로 연주하고 ‥‥, --, ‧
-‧-로 된 선은 미리 녹음하여 연주 시 재생한다. 독주 악기를 위한 《료안

지》는 8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악을 위한 《료안지》는 9개의 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79) John Cage, “Ryoanji: Solos for Oboe, Flute, Contrabass, Voice, Trombone with 

Percussion or Orchestral Obbligato(1983-85)”, PAJ 31/3(2009), 58. 
180) Retallack, Musicage: Cage Muses on words, art, music,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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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3] 《료안지》의 콘트라베이스 버전181)

(With kind permission of C.F. Peters Ltd & Co. KG, Leipzig)

《료안지》의 작곡 과정에서도 많은 요소들이 우연성 작업을 통해 결정되었

다. 케이지는 먼저 연주 가능한 음역을 상정하고, 그 음역에 존재하는 모든 

개별 음과 돌 모양의 템플릿에 각각 번호를 매겼다. 이후 주역 프로그램으

로 산출한 숫자가 적힌 IC supply sheet을 통해 각 부분(네 개의 보표)의 

세부 음역과 사용할 템플릿 및 템플릿이 놓이는 위치(즉, 글리산도의 음정), 

템플릿을 그리는 선의 종류(일종의 독립된 성부) 등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케이지는 그림을 그릴 때보다 더욱 더 많은 규칙을 적용하였

다. 시간의 비가역적 속성과 한명의 연주자가 동시에 중첩되는 글리산도를 

연주하지 못하는 물리적 한계, 그리고 그래픽 기보를 통해 고정된 소리를 

실현할 악기의 특성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182) 

181) 직사각형 보표 위의 선은 인성을 위한 기보, 글리산도 옆의 로마 숫자는 현의 번호를 

의미한다. John Cage, Ryoanji for Contrabass, (New York: Henmar Press Inc, 1984) 
182) 시간을 역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직사각형 보표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혀야한

다. 그러므로 악보에 기보된 돌 템플릿은 원형이 아니라 반원형이다. 또한 한 사람의 연

주자가 동시에 다른 것을 연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템플릿들이 겹칠 경우 연주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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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 작품의 경우 가사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케이지는 

그가 쓴 레트리즘(lettrism)183) 경향의 하이쿠에 나오는 글자에 우연성 작업

을 통해 선정한 몇몇 모음을 추가하여 《료안지》의 가사를 썼다. 예컨대 

첫 부분의 가사 “dya ayl-y rya, eul fio pie air ki”는 “dlyr, l, f, pr ([그리

고] 하이쿠의 첫 부분인 k)”에 무작위적으로 모음이 추가된 것이다.184) 이

러한 파편화 경향은 동양 사상에 대한 케이지의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나는 다름슈타트에서 분쇄와 파편화, 예를 들어 성악 텍스트에서 단어 대신에 음절을, 

음절 대신에 글자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사물이 부처

가 되도록 사물을 분해해야한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너무나도 동양적으로 느껴

진다면, “‘나무토막을 쪼개라, 그러면 거기에 예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리스도교 영지

주의(Christian Gnostic) 말씀을 기억하라.”185) 

한편 료안지 정원의 모래는 타악기 반주로 표현되었다. 한 마디 안에서 다

섯 박이 연주되는데, 이 다섯 박의 위치 역시 주역 프로그램을 통해 결정되

었다. 그러나 한 마디의 박자가 13박, 14박, 15박으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리듬의 패턴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186) 타악기 연주자는 금속과 나무처럼 

서로 공명이 적은 악기(혹은 물체를) 최소한 두 개 이상 선택하여 동일한 

리듬을 연주한다. 

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악기의 가능한 음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연성 

작업을 실행하기 전에 많은 요소들이 미리 결정되고, 제한되는 것이다.     
183) 1940년대 후반의 프랑스 문학 운동으로 말의 뜻보다 문자가 모여서 내는 소리 효과를 

중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케이지는 조이스(James Joyce)의 『피네간의 경야』(Finnegan’s 

Wake)에서 몇몇 글자를 추출하여 레트리즘 경향의 하이쿠를 썼다. 
184) Cage, “Ryoanji: Solos for Oboe, Flute, Contrabass, Voice, Trombone with 

Percussion or Orchestral Obbligato(1983-85)”, 59. 
185) Cage, A Year From Monday, 136. 
186) 다섯 번의 두드림(icti-ictus의 복수형)이 일어난다는 표현이 더욱 정확하다. 케이지 스

스로도 청자들이 리듬 패턴을 의식적으로 분석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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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4] 《료안지》의 타악기 오블리가토

(With kind permission of C.F. Peters Ltd & Co. KG, Leipzig)

이후 창작된 타악기 반주의 오케스트라 버전에서도 약 20명의 연주자들이 

각자 선택한 서로 다른 악기들로 동일한 리듬을 연주한다. 이는 “한국음악

의 특징적인 헤테로포니”처럼 동일한 것을 연주하되, 연주자가 선택한 악기

의 특성에 따라 미묘한 시간차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항상 새로운 소리가 

나도록 의도한 것이다.187) 

187) 케이지는 1984년 3월 23일 지롤라모(Joseph Di Girolamo)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를 

“한국의 유니즌”(Korean unison)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Laura Kuhn(ed), The selected 

letters of John Cage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2016),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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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주 방식 

《료안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주할 수 있는 작품이다. 타악기 혹은 오케

스트라의 악기 구성, 연주할 독주 파트 수와 종류, 전체적인 템포, 다이내

믹, 독주 성부 사이의 시간적 관계 등 세부적인 사항에 변화를 줄 수 있으

며, 여러 버전의 《료안지》를 동시에 연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주자의 

선택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연주가 가능하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변하

지 않는 본질적인 요소는 독주와 타악기(또는 오케스트라) 반주가 정원의 

돌과 모래의 관계를 형상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개의 직사각형 보표로 된] 두 페이지는 각각 “정원”의 소리이다. 글리산도는 가능

한 음악의 소리보다 자연의 음향에 가깝게, 그리고 부드럽게 연주되어야 한다. ..... 이

[타악기] 소리는 정원의 “모래”이다. 이는 조용하게 연주되어야하지만, 단지 음향적 배

경으로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 타악기는 어느 사이에 음악의 전경(前景)으로 떠오를 

수도 있다. 타악기 반주는 다이내믹의 자연스럽고 미묘한 변화와 같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치 모래위에 비추는 불빛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료안지 정원을 음악으로 표현하려는 강한 예술적 의도

가 내포되어 있다. 작곡 과정에서 케이지는 역설적으로 우연성 작업을 통한 

무의도적 결정, 연주자의 자율적 선택 및 순간적 우연에 의한 모든 가능성

을 지향하는 동시에 작곡가로서 여러 가지 요소 및 한계들을 계산하여 작품

의 전체적인 틀을 조직함으로써 이 표현 의도를 실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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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화적 유비와 오독에 근거한 동아시아 문화의 추상적, 구조적 수용 

 

케이지는 자아를 부정하는 무아(無我), 모든 존재에 부처가 내재하므로 각

각이 세상의 중심이며 동시에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는 무애(無碍)와 원융(圓融)의 정신을 선불교 사상의 정수로 파악했고188), 

이것이 료안지 정원의 특수한 형태에 함축되어 있다고 보았다. 특히 정원 

내 돌과 모래 사이의 관계를 강조한 점을 통해 료안지 정원에 나타난 원융

무애의 정신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케이지는 선불교와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의 공통점을 언급

했다. 실제로 케이지는 여러 강연 및 저술에서 선불교와 영지주의, 신학자 

에크하르트(Eckhart)의 사상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서

양의 중세 신학과 관련지어 선불교 사상을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선을 주제로 토론을 하다보면 가끔 이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아주 좋은 말씀이지

만, 저희 실정에는 맞지 않을 것 같군요. 동양 사상이니까요.” 사실 동양이냐 서양이냐

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동서양의 문제는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 그런데도 

여전히 동서양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면, 에크하르트[의 사상이나] 블라이스가 선

에 관해 쓴 영어 문헌을 참조하라.189)

  

영지주의와 신학자 에크하르트로 대표되는 그리스도교 신비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내면으로 침잠하여 그 안에서 신을 체험하고, 신과의 합일을 이루려

는 사상이다. 특히 에크하르트는 욕망, 앎, 소유, 자아, 나아가 신(God)까지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비울 때, 비로소 신과의 합일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

한다. 다시 말해 모든 피조물들은 그 자체로 순수한 무(無)이며, 신은 만물

에 흘러들어가 각각의 내면에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190) 이는 신이 만물의 

188) John Cage, Silence: Lectures and Writings (Middletown, CT: Wesleyan University 

Press, 2010), Richard Kostelanetz, Conversing with Cage (NY: Limelight Editions, 

1988). 
189) Cage, Silence: Lectures and Writings, 나현영 역, 『사일런스: 존 케이지의 강연과 

글』 (서울: 오픈하우스, 2014), 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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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원인이자 원리이므로 신만이 필연적 실재이며 모든 피조물들의 세계는 

우연적이라는 시각을 전제로 한다.191) 케이지는 다수의 서적과 강연, 인터

뷰에서 에카르트의 사상과 선불교의 무아, 무심, 무애의 정신을 동일선상에

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컨대 동양적 개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자의식

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야 하며,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에 의해 완전해진다”라는 에카르트의 주장192)을 덧붙인다. 즉, 무아와 무의

도, 우연에 대한 케이지의 이해는 선불교뿐만 아니라 신과의 합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의지를 버려야 한다193)는 에카르트의 사상에 기인한 것이다. 

즉, 케이지 음악의 무의도성은 상당 부분 중세 신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두

고 있다. 

이러한 사유는 케이지가 료안지 정원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

다. 케이지는 정원 내 돌의 배치가 인간이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안에 담긴 ‘내적 참선을 위한 수행의 

장’이라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았다.194) 나아가 ‘어디에서나’ 료안지 정원의 

영향이 발휘될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여러 장소에서 수집한 돌의 모양을 악

보에 옮겼다. 이는 주역의 프로그램화에서도 나타난다. 케이지가 주목한 것

190) 길희성, 『마이스터 엑카르트의 영성 사상』 (칠곡군: 분도출판사, 2003), 91. 
191) Raymond B. Blakney(trans.), Meister Eckhart: a Modern Translation (NY: Harper 

& Brothers, 1941), 이민재 역,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서울: 다산글방, 2013), 40. 
192) 프리쳇(James Pritchett)은 케이지가 이 문구를 Raymond B. Blakney(trans.), Meister 

Eckhart: a Modern Translation으로부터 발췌하여 그의 강연 및 저술에 인용다고 밝혔다.  
193) 김권일, “신비주의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신학전망』 173(2011), 243. 
194) 하루는 그가 실수로 14개의 돌만을 그렸는데, 료안지 정원의 돌의 배치가 지상에서는 

14개만 보이게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고 한다.(David Bernstein & Christoper 

Hatch, Writing Through John Cage’s Music, Poetry, and Art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0), 242) 그러나 1992년 인터뷰에서 케이지는 단순히 료안지 정원

의 돌이 세 그룹으로 놓여있다고 말한다.(Retallack, Musicage: Cage Muses on words, 

art, music, 243.) 작곡가 휘팅턴(Stephen Whittington)은 케이지가 돌의 배치를 우연적이

라고 인식한 이유는 “예술은 그 작동방식에서 자연을 모방 한다”라는 기치(旗幟)에서 우

연성이 핵심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인용구가 본래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

스의 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케이지의 동양 사상 수용에 대한 더욱 심도 깊고 복합적

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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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괘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답(=숫자)’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역의 프로세스만을 컴퓨터로 옮겨

온 것이다. 한국 전통음악의 헤테로포니를 표방하는 오케스트라 반주 역시 

무아와 우연에 대한 사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케이지는 

자문화와 타문화를 유비하면서 ‘타문화의 본래 맥락이나 의미를 탈각하고 

대표적인 형태’를 추상화하여 타문화를 수용한 것이다.    

한편 케이지가 동아시아 문화의 대표적 특징을 추상화한 요소들을 다

루는 방식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케이지가 추상화 한 동아시아의 

요소들을 통해 만들어낸 것은 선율의 형태와 구조, 연주 방식과 같은 작품

의 구성 원리이다. 일례로 주역 프로그램을 작동하면서 그가 던진 질문은 

자연의 순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작품의 구조를 형성하는 규칙들에 관한 것

이었다. 

이 과정에서 동양 문화의 동시대성과 정격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케이지에게 동아시아 문화는 곧 전통 문화였다. 특히 그는 지속적으로 선불

교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와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양을 중세 서

양과 동일시했다.195) 즉, 케이지는 동양과 서양의 동시대성을 인식하지 못

하고, 무의식적으로 “전통적 신비주의”와 “근대적 합리주의”라는 프레임을 

동, 서양의 관계에 투영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동양과 서양의 이질적 시

간성은 치열하게 대립되기보다는 서로 교차되고 있다. 동양의 전통은 서양의 

전통과 결합하여 작품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작

곡 규칙이 작동하며, 이 규칙은 다시 동양의 전통을 통해 발현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 문화의 이질적 시간의 교차를 통해 시간성과 대표성 사이의 

딜레마가 교묘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동양 문화의 정격성에 대해서는 

치밀한 사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료안지 정원의 계획적 배치를 인정

하지 않음으로써, 본래 료안지 정원이 감상자들의 내면적 변화를 이끌어내

는데 기능을 지닌 것과 반대로 케이지의 《료안지》는 정원 외형의 구조적 

형상화로 귀결되었다.196) 선불교 사상을 서양의 신비주의에 빗대어 이해하

195) 케이지는 “East in the West”(1946)에서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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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동아시아 문화의 형태적 특징만을 수용한 것이다. 즉, 케이지는 자문

화와의 유비(類比)에 따른 무의식적 오독에 근거하여 타문화의 외연적 특징

을 추상적, 합리적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196) 이러한 맥락에서 타케미츠(武満 徹, 1930-1996)는 케이지가 일본 문화에 접근하는 방

식이 때로는 극도로 논리적이라고 평가했다. Toru Takemitsu, Tooi Yobigoe no Kanata 

e(Beyond the Fall Calls) (Tokyo: Shinchosha, 1992), 26. Mikiko Sakamoto, 

"Takemitsu and the Influence of "Cage Shock": Transforming the Japanese Ideology 

into Music"(2010). Student Research, Creative Activity, and Performance - School of 

Music (Paper 23), 12에서 재인용. 타케미츠와 사카모토의 주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다

면, 만약 케이지가 료안지 정원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수행적 기능을 이해했다면, 

료안지 정원을 음악화하는 작곡 방식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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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 선불교와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 차이점: 료안지 정원의 형태 

중재자의 

관점

우연성 작업을 통한 

돌 모양의 글리산도화 + 

헤테로포니를 자아내는 

불규칙 리듬 유니즌

동아시아 문화의 

추상화(정원의 형태 

+ 주역, 헤테로포니)

-자문화(신비주의)

와의 유비

합리적(논리적) 

구조화

중재 

작업

선불교의 무아, 무애, 원융

모래와 15개의 돌이 놓인 

료안지 정원 

정원 내 돌과 모래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곡/악기 조합 

문화적

이해

예술적

이해

연주준비 

작업

이질적 시간의 교차

동아시아 문화의 수행적 

의미 탈각

[도표 2] 《료안지》에 나타난 문화번역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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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루 해리슨,《비파 콘체르토》(Concerto for Pipa with 

String orchestra, 1997)

《비파 콘체르토》는 미국의 작곡가 루 해리슨의 비교적 대규모 작품으로, 

링컨 공연 예술 센터(Lincoln Center for Performing Arts)의 위촉을 통해 

1997년에 작곡 및 초연되었다. 해리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인도네시아 

가믈란과 서양의 독주 악기를 위한 편성의 곡을 주로 작곡했으나, 반대로 

《비파 콘체르토》는 서양 오케스트라(현악 합주)와 비파(琵琶) 독주로 편

성되어 있다.197) 이 작품은 링컨 공연 예술 센터, 지휘자 데이비스(Dennis 

Russell Davies), 비파 연주자 우 만(Wu Man)에게 헌정되었다.198) 우 만에 

따르면, 해리슨은 비파 협주곡을 쓴 최초의 서양 작곡가이다. 

197) Leta E. Miller, liner notes to Harrison for Strings: Suite No. 2 for strings, Suite 

for Symphonic Strings, Concerto for Pipa with String Orchestra, Wu Man, The New 

Professionals Orchestra(con. Rebecca Miller), Mode Records 140, CD, 2004. 
198) 해리슨에 따르면 《비파 콘체르토》는 지휘자 데이비스의 요청과 링컨 공연 예술 센터

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우 만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완성되었다. 즉, 이 작품은 기획부

터 공연까지 지휘자, 작곡가, 연주자 및 극장의 협업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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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파(琵琶) 

비파는 긴 목, 원형이나 배 모양의 울림통, 뱀의 피부나 나무로 만들어진 

울림판과 4개 혹은 5개의 현, 그리고 류트와 유사하게 주(柱-목 부분에 위

치한 줄 받침)와 괘(棵-공명판에 위치한 줄 받침)199)을 지닌 아시아의 발현

악기이다. 비파는 20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중국, 한국, 일

본, 베트남 등지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200) 비파라는 명칭은 두 가지의 

연주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批)는 밖으로 현을 튕기는 주법이고, ‘파’

(把)는 안으로 현을 타는 주법이다. 

고대부터 비파는 여러 유사한 형태의 악기를 포괄했는데, 그 형태를 

크게 직경비파(直頸琵琶)와 곡경비파(曲頸琵琶)로 나눌 수 있다. 직경비파

는 악기의 머리 부분이 곧고, 곡경비파는 머리 부분이 굽어있다. 직경비파

는 대략 진한(秦漢)시대(대략 기원전 2세기-기원후 3세기)부터 그 기록이 남

아있는데, 원형 울림통에 4현 12괘로 된 악기를 한비파라고 불렀다고 한

다.201) 곡경비파는 남북조(南北朝)시대(약 4세기)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

졌으며, 그 기원은 고대 페르시아로 거슬러 올라간다.202) 이 비파는 배 모양의 

울림통과 4현 4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기울여서 발목(撥木, plectrum)으로 

연주했다. 이를 현대 중국 비파의 원형(archetype)이라 볼 수 있다.203) 이후 

수당(隋唐)시대(약 7세기 초)에는 곡경비파와 유사한 모양에 크기가 좀 더 

작고 5개의 현으로 구성된 비파 또한 사용되었다. 

당(唐)대(약 9세기) 이후, 비파는 일반적으로 네 줄로 구성된 곡경비파

를 지칭하였다.204) 비파는 오랜 세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를 거듭하였

다. 예컨대 처음에는 악기를 기울여서 발목으로 연주하던 것을 세워서 직접 

199) 주와 괘는 서양 악기의 프렛(fret)으로 볼 수 있다.  
200)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비파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였다. 향비파의 경우 가야금, 거문고와 

함께 삼현(三絃)으로 알려졌었으나 오늘날 한국에서 비파는 널리 잘 연주되지 않고 있다.  
201) 한은영, 『비파의 세계』(과천: 비파코리아, 2005), 21. 
202) Robert C. Provine, “Pipa”, Groove Music Online, [2016.11.09. 접속]. 
203) 위의 글. 
204)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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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으로 연주하게 되면서 기교가 발전했다. 또한 점점 주와 괘의 수가 증가

하여 청(淸)대(약 17세기 이후)에 4주 10괘, 4주 12괘로 발전하였고, 근대

에 들어 6주 18괘로 발전하였다.205) 현대의 비파는 반음 간격으로 괘가 증

가되어 4현 6주 24괘로 이루어져 있다. 각 줄은 A, D, E, A로 조현되어 있

고, 전체 음역은 A-E’’’’(A2-E6)로 세 옥타브 반 정도이다. 한편 1950년대

부터는 명주실이 아니라 철사에 나일론과 구리를 감아 만든 줄을 사용하게 

되면서 다시 손가락에 플라스틱 조각을 끼고 연주하게 되었다. 서양 음악의 

수용이 비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오늘날의 비파는 티크(단단한 

재목)로 된 뒷판과 오동나무 울림판, 상아나 물소 뿔 혹은 나무로 만든 주

와 줄감개, 대나무로 된 괘 위에 금속 재질의 4줄을 팽팽하게 고정시킨 형

태를 띤다. 1963년생인 우 만이 서양음악계에 소개한 악기는 바로 이러한 

형태의 악기이다.206)  

    [그림 4]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중국의 비파207)  

205) 한은영, 『비파의 세계』, 22. 
206) “Wu Man: NPR Music Tiny Desk Concert”, 

    https://www.youtube.com/watch?v=Rg_iZhUlyRE [2016.11.09. 접속]. 
207) “pipa”, http://www.uscycs.org/instruments/pipa/ [2016.11.09.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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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분석 

(1) 음계 

비파를 위한 작품을 위촉받았을 때, 해리슨은 전통적인 비파 레퍼토리 양식

을 따르기보다는 새로운 비파 작품을 창작하고자 했고, 우 만 역시 비파의 

새로운 사운드를 원했다.208) 이에 해리슨은 《비파 콘체르토》작곡에 착수할 

당시 반음계적으로 진행하는 패시지를 구상했으나 곧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아 스스로 몇 개의 6음 모드(mode)를 조직했다. 그는 우 만으로부터 이 

모드들이 비파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 이를 작품을 구성하는 기본 

모드로 채택했다.209)

《비파 콘체르토》는 총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악장마

다 각각 서로 다른 모드가 사용되었다. 각 모드의 종음(終音, hometone)은 

A, E, D, C인데, A, E, D는 비파 개방현의 음과 일치하며 C는 개방현의 

음은 아니지만 “비파가 연주하기에 좋은 음”210)이다. 

208) “Ojai at Berkeley 2015: Wu Man on Lou Harrison”,
    https://www.youtube.com/watch?v=4Hd3R6bzCqI [2016.11.18. 접속]. 
209) Lou Harrison Music Manuscripts, MS 132, ser.1, box. 18.2. Special Collections 

and Archives, Library of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당시 두 사람은 이메일

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팩스로 의견을 교환했다. 해리슨이 우 만에게 보낸 서신

은 산타크루즈 대학교 도서관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다. 
210) Lou Harrison Music Manuscripts, MS 132, ser.1, box. 18.2. 해리슨은 이 작품에 사

용한 모드를 설명하면서 “hometone”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본고에서는 서양음악 관

습에 따라 종음(finalis)이라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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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장 구성 모드 

Ⅰ. Allegro 

Ⅱ. Bits 

& Pieces 

1. Troika 

2. Three Sharing

3. Wind and Plum 

4. Neapolitan  

Ⅲ. Threnody for 

   Richard Locke 

Ⅳ. Estampie 

[표 4] 《비파 콘체르토》의 악장 구성과 각 악장에 사용된 모드 

이 작품에 사용된 네 개의 모드는 구성음이 6개라는 측면에서 볼 때, 5음 

(혹은 7음)을 주로 사용했던 중국의 전통 음계보다는 서양의 중세 헥사코드

(hexachord)와 유사하다. 그러나 동시에 각 모드 구성음 사이의 음정이 단3

도와 장2도(Ⅰ악장의 경우, 단3도와 장/단2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중국 5음음계와의 유사성 역시 엿볼 수 있다. 

(2) 선율 및 형식

《비파 콘체르토》에서는 거의 모든 악장에서 주요 선율이 거의 변주 없이 

반복되며 이를 통해 형식이 갖추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선율의 반복에 근거하여 볼 때, 1악장은 고전적 의미의 협주곡과 달리 

소나타 형식이 아닌, A-B-C-B-A-Coda로 진행되는 대칭적인 아치 형식

을 취하고 있다. A섹션에서 첼로와 더블베이스가 E-A의 완전4도 음정을 

강하게 연주하며 곡의 시작을 알리면, 곧바로 비파가 A음에서 E음까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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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으로 상행했다가 다시 A음으로 회귀하는 첫 번째 주제 선율을 연주한

다. 2박으로 절도 있게 움직이는 첫 번째 주제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에서 반복된 후, 다시 비파에서 등장한다. 이후 B섹션에서는 대조적

으로 3박의 표현적인 두 번째 주제 선율이 두 번 제시된다.

 [악보 5] 《비파 콘체르토》 1악장의 첫 번째 주제 선율

[악보 6] 《비파 콘체르토》 1악장의 두 번째 주제 선율의 구조

두 개의 주제 선율이 충분히 반복된 후, 4분음표에서 8분음표로 기준박이 

바뀌고, 첼로 솔로에서 하행 도약하는 특징적인 장-단(長-短) 음형이 새롭

게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 C섹션을 결정짓는 장-단 음형은 각 악

기군에서 교대로 혹은 유니즌/옥타브 중복으로 연주된다. 

[악보 7] 《비파 콘체르토》 1악장 C섹션의 특징적인 장-단 음형

C섹션이 끝나면 B섹션과 A섹션이 변주 없이 그대로 반복되며, 이를 이어 

Coda에서 현악 오케스트라가 A음부터 E음까지 점차 격렬하게 하행한 후, 

모든 악기가 동시에 강하게 화음을 울리며 곡을 종결한다. 1악장의 종결화

음은 A, E, D, A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구성음은 A음을 기준으로 완전4

도, 완전5도 간격을 이루며, 이는 비파의 개방현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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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악장에서 각 섹션을 특징짓는 세 개의 선율 중 첫 번째 주요 선율과 

C섹션의 특징적인 장단 음형은 반복 될 때, 각각 다른 악기군에서 교대로 

반복되거나 선율을 연주하는 악기가 점차 추가되면서 짜임새가 두터워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동일한 선율을 각 성부가 시간차를 두고 제시하는 13

세기 영국 다성 성악음악의 양식(rota)을 변형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비파 콘체르토》의 자필 악보 및 스케치를 보면, 처음에 총 5악장을 구상

한 흔적이 있으며, 다섯 번째 악장이 라운드(Round)211)라고 되어 있다.212) 

그런데 1악장에 사용된 모드 위에 라운드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아, 

4악장 구성으로 변경되면서 원래 5악장이었던 라운드를 1악장 Allegro로 수

정한 것으로 보인다. 즉, 1악장의 형식은 아치형 구조에 변형된 라운드 양

식을 결합한 것이다. 

[표 5] 1악장의 형식과 특징

211) 라운드라는 용어는 16세기 영국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이러한 형태의 음악은 훨씬 이

전부터 발견된다. 중세 시대 영국에서는 이를 로타(rota)라고 불렀다.     
212) Lou Harrison Music Manuscripts, MS 132, ser.1, box. 18.2. 

섹션 마디 특징

A 1-39

- 비파와 현악 오케스트라가 A음으로 수렴되는 2박 계통의 절도 

있는 주제 선율을 교대로 제시

- 주제 선율의 교대만으로 이루어짐

B 40-67

- 비파와 바이올린 솔로가 3박 계통의 표현적인 두 번째 주제 선율을 

제시

- 이 선율은 세부적으로 대구를 이루고 있으며, D음으로 수렴함

C 68-107

- 하행 도약하는 특징적인 장-단 음형이 새롭게 등장함

- 기준박의 변화(♩→♪), 새로운 음형의 등장 및 새로운 음의(C, G) 

부각을 통해 곡의 분위기가 전환됨

B 107-119 - B의 변주 없는 반복

A 120-150 - A의 변주 없는 반복

Coda 151-164
- 현악 오케스트라가 비파의 선율을 이어받아 A에서 E음까지 하행

- 모든 악기가 A-D-E-A로 구성된 화음을 울리며 곡이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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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장은 〈잡동사니들〉(Bits and Pieces)라는 제목처럼 네 개의 짧은 곡들

로 이루어진 작은 모음곡(little suit)이다. 2악장의 첫 곡인 “트로이카” 

(Troika)는 러시아의 삼두마차를 의미한다. 삼두마차가 눈 쌓인 벌판을 질

주하는 이미지는 러시아 민요와 민속춤의 대표적인 모티브로, 트로이카는 

러시아의 민속 문화를 상징한다. 이 곡은 트로이카 춤의 박자처럼 빠른 템

포의 4/4를 기본 박자로 진행되며, 비파를 통해 러시아의 민속 악기 발랄라

이카(Balalaika)213)가 환기된다.214)  

“트로이카”에서는 E음과 B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 개의 주요 선율

이 등장한다. 바이올린과 비파에서 두 개의 주제 선율이 변주 없이 반복될 

때, 비파 독주에서는 곡의 처음과 끝, 그리고 주제 선율 사이에 하나의 특

징적인 선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비파 독주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선율은 마치 리토르넬로(ritornello)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악보 8] 2악장, “트로이카”, 비파의 반복되는 선율

즉, “트로이카”는 합주가 아닌 독주로 연주되는 특징적 반복구에 두 개의 

주제 선율이 교대로 등장하는 변형된 리토르넬로 형식[R(intro)-A- 

R(interlude)-A-R(interlude)-B-A-R(postlude)]을 띠고 있다. 

2악장의 두 번째 곡 “Three Sharing”에서 ‘Three’는 비파, 첼로, 더블

베이스를 지칭하며, ‘Sharing’은 이 세 악기가 ‘리드미클(Rhythmicle)’215)로 

213) 러시아의 대표적인 민속악기인 발랄라이카는 삼각형 모양의 몸통과 세 줄의 현으로 구

성된 발현악기이다. (이보경, “발랄라이카”(Balalaika), 네이버 악기백과, [2016.11.02. 접속].)  
214) Miller, liner notes to Harrison for Strings: Suite No. 2 for strings, Suite for 

Symphonic Strings, Concerto for Pipa with String Orchestra. 
215) 이러한 표현은 카웰의 멜로디클(melodicle, melodic cell: 세 음이나 네 음으로 된 작은 

동기를 연결시켜 곡을 발전시키는 기법)을 리듬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7개의 리듬형과 

연주법은 《비파 콘체르토》의 파트보 및 총보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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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7개의 기본 리듬형을 서로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목이 암시

하듯이, 이 곡은 세 명의 현악기 연주자가 마치 타악기처럼 악기의 몸체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브릿지 아래를 손가락이나 활등(혹은 목재 막대기)

으로 두드려 7개의 기본 리듬형을 연주하는 것이다. 

곡의 전반부에서는 세 악기가 주로 동일한 리듬형을 동시에 연주한다. 

그러나 점점 곡이 진행될수록 서로 다른 리듬형이 연주되거나 선행하는 리

듬형이 축소되어 후행하면서 리듬적 폴리포니를 형성하다가 곡의 종반부에

서는 동일한 리듬형을 시간차를 두고 도입하는 리듬의 돌림노래(마디 

42-67)가 나타난다. 즉, 1악장에서 라운드의 원리가 기악에 적용되었다면, 

“Three Sharing”에서는 라운드의 원리가 리듬에 적용된 것이다. 

 세 번째 곡 “바람과 매화”(Wind and Plum)는 중국 작곡가 리우텐화

(刘天华, Liu Tienhua)의 얼후(二胡)216) 작품을 떠올리며 작곡한 곡으

로217), 제목이 중국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만 중국의 음악, 문화적 요소를 

직접적으로 인용 혹은 차용하거나 음화(音畫, tone-painting)하지는 않았다. 

이 곡은 반복을 포함하여 총 27마디로 이루어진 짧은 곡이다. 이 곡의 주요

선율은 제 1바이올린과 비파에서 연주되며, 이때 바이올린과 비파는 서로 

선율을 주고받으며 대구(對句)를 이룬다. C#음을 중심으로 완만한 아치형을 

그리는 바이올린 선율은 부드럽고 서정적이며, 이에 대한 비파의 대구 선율

은 E음을 중심으로 한 하모닉스와 음 사이를 미끄러지며 움직이는(sliding 

tone) 트레몰로로 아득함을 자아낸다. 즉, 이 곡은 구조적인 형식을 따르기

보다는 E와 C# 두 음을 중심으로 긴 호흡의 선율이 느리고 자유롭게 진행

되는 양상을 띤다. 

216) 얼후는 중국의 전통 찰현악기로, 그 유래는 당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얼후는 단단

한 나무로 만든 6각형 또는 8각형의 금통(울림통) 위에 세워진 약 80cm의 금간(지지대)

에 두 개의 현이 달려있는 형태이며, 이 현을 활로 그어 연주한다.(박두리나, 『얼후 기

초 강의』(서울: 민속원, 2012), 11-22.)
217) 해리슨은 밀러(Leta Miller)와의 인터뷰에서 디(Richard Dee)가 중국음악연주회에서 연

주한 리우텐화의 작품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작품명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Leta E. Miller, Lou Harrison: Composing a Worl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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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악장의 마지막 곡은 “네아폴리탄”(Neapolitan)이다. 이는 만돌린

(madolin)이 성행했던 나폴리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서 비파는 만돌

린을 모방한다. 이 곡에는 비파와 현악오케스트라의 역할이 분명하게 구분

되어 있는데, 현악 오케스트라가 형성하는 밝은 음향 위에서 비파가 주요 

선율을 연주한다. 비파는 순차적으로 두 개의 선율을 제시하는데, 그 후 첫 

번째 선율이 두 번 더 반복되어 전체적으로 A-B-A-A의 구조가 형성된다. 

[악보 9] 2악장, “네아폴리탄”, 첫 번째 주제 선율(마디 1-6, 13-18, 19-24)

2악장은 유기적인 짜임새를 지니고 있는 단일 악장이라기보다는 각기 다른 

성격의 소곡(小曲)들이 패치워크처럼 모여 있는 모음곡이다. 그러나 선율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종음과 완전 4도/5도(혹은 장6도) 관계에 있는 몇 개의 

음이 두드러지거나, 몇 개의 주요 선율(혹은 리드미컬)이 변주 없이 반복되

는 공통점이 드러난다.  

형식 특징

트로이카

변형된 

리토르넬로 

[R-A-R-A-

R-B-A-R]

- 러시아의 민속 악기를 연상시킴

- 특징적인 비파 악구가 마치 리토르넬로처럼 반복됨

- E음과 B음이 중심적인 역할을 함

Three 

Sharing

리듬의 

라운드 

- 7개의 기본 리듬형이 동시에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등장하여 리듬의 폴리포니가 형성됨

- 라운드의 원리를 리듬에 적용하여 곡의 클라이맥스를 

형성함

바람과 매화 -
- 느리고 서정적인 선율이 자유롭게 진행됨

- E음과 C#음이 중심적인 역할을 함

네아폴리탄 A-B-A-A

- 비파의 트레몰로가 만돌린을 연상시킴

- 비파와 현악오케스트라의 역할이 명확히 구별되며, 

비파의 선율이 곡의 구조를 결정

[표 6] 2악장,〈잡동사니들〉의 형식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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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장 〈리차드 로크를 위한 애가(哀歌)〉(Threnody for Richard Locke)는 

‘애가’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느린 템포에 길게 이어지는 서정적인 선율이 

두드러지는 악장이다.218) 

“트로이카”와 유사하게, 3악장에서는 네 개의 주요 선율이 등장하며, 

주로 바이올린에서 세 개의 주제 선율이 정서적 클라이맥스를 형성하는 동

안, 비파에서는 이와 대조적으로 담담하게 흘러가는 독주 패시지가 주제 선

율 사이에서 거의 변화 없이 반복된다. 

3악장을 시작하는 바이올린의 첫 번째 주제 선율은 짧은 선율 동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면서 점차 확장되는 양상을 띤다. 즉, 선율 동기가 일

종의 동형진행을 거듭하는데, 그 사이에서 동일한 음가(=4분음표, 한 박)로 

순차 상행과 하행을 반복하는 짧은 악구가 주제 선율이 진행하는 것을 보조

하거나 마무리한다. 두 번째 주제 선율 역시 첫 번째 주제 선율과 유사하게 

작은 아치형을 그리는 바이올린의 짧은 선율이 동형진행하면서 확장되는 양

상을 보인다. 세 번째 주제 선율 첫 번째 주제 선율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세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에서 선율의 진행을 보조했던 순차 상행-하행 

악구가 독립되어 연장된 것으로,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높은 음역에서 두 옥

타브에 걸쳐 동형진행을 거듭하면서 클라이맥스를 형성한다. 

즉,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연주하는 주제 선율은 짧은 선율 동기/악구

가 동형진행을 통해 아치형을 그리며 계속 이어지면서 “애가”라는 표제에 

부합하는 정서적 효과를 자아낸다.   

한편 비파의 독주 패시지는 주제 선율 사이에서 연결구의 역할을 한

다. 비파 패시지 역시 주요 선율과 마찬가지로 짧은 선율 동기가 동형진행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선율이 길게 이어지고 뻗어나가기 

보다는 제자리에서 반복되는 형태를 보인다. 또한 주로 5음(G, A, B, D, F)

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요 선율과 매우 대조적인 분위기를 띤다. 그러나 3악

218) Miller, liner notes to Harrison for Strings: Suite No. 2 for strings, Suite for 

Symphonic Strings, Concerto for Pipa with String Orchestra. 밀러에 따르면 아름답고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선율은 해리슨 음악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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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비파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러한 대조성이 강조되

지는 않는다. 

이러한 선율의 구성적 특징과 전개 방식에 근거하여 볼 때, 이 악장은 

A-R(pipa)-B-R(pipa)-A’-B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표 7] 3악장의 형식과 특징 

4악장 〈에스탕피〉는 악장의 제목처럼 중세 기악 춤곡인 에스탕피의 형식

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거시적으로는 각 구(句, punctum)가 종지를 달리하

여[열린 종지(overt), 닫힌 종지(closed)] 두 번 제시되며, 미시적으로는 3/4

박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의 박자변화 없이 유지된다. 이 악장은 해리슨

이 디자인한 7개의 악구를 토대로 진행된다.219) 즉, 이 곡의 구조는 A(a+o, 

a+c)-B(b+o, b+c)-C(c+o, c+c)-D(d+o, d+c)-E(e+o, e+c)-F(f+o, f+c)- 

G(g+o, g+c)-Coda로 도식화 할 수 있다.   

219) 해리슨은 각 구의 시작을 악보에 명시하고 있다.  

섹션 마디 특징

A 1-13

- 짧은 선율 모티브가 동형진행을 통해 확장됨

- 동형진행을 거듭하는 동안 그 사이에서 동일한 음가로 순차 상, 하

행을 반복하는 짧은 악구가 주제 선율의 진행을 보조하거나 마무

리함 

R 13-20

- 주로 5음(G, A, B, D, F)로 구성되어 있음

- 음역대가 넓지 않아 선율이 진행되기보다는 제자리로 돌아오

는 듯한 느낌을 자아냄

B 20-30 - 작은 아치형을 그리는 새로운 주제 선율이 동형진행하면서 확장됨

R 30-38 - 이전의 비파 패시지가 거의 변화 없이 반복됨

A’ 38-50

- 첫 번째 주제 선율이 확장될 때, 선율 전개를 보조했던 짧은 악구

가 독립되어 선율 모티브로 제시됨

- 선율 모티브가 높은 음역에서 두 옥타브에 걸쳐 동형진행하며 확

장됨

- 정서적 클라이맥스를 형성함

B 50-62 - B섹션이 변주 없이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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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션 세부 구조 마디 섹션 세부 구조 마디 

A

a 1-13

E

e 207-211
overt 14-28 overt 212-230

a 29-41 e 230-234
closed 42-55 closed 235-251

B

b 56-65

F

f 251-267
overt 65-78 overt 268-278

b 79-88 f 278-294
closed 89-99 closed 295-303

C

c 100-111

G

g 304-318
overt 112-126 overt 319-329

c 127-138 g 330-344
closed 139-152 closed 345-353

D

d 153-166

Coda - 353-366
overt 167-181

c 182-195
closed 196-207

[표 8] 4악장,〈에스탕피〉의 구조 

첫 번째 악구 시작  프레이즈(a)

열린 종지 닫힌 종지

[악보 10] 4악장, 〈에스탕피〉, A섹션의 구조적 토대

A섹션의 구조적 토대를 통해 열린 종지는 G음으로 닫힌 종지는 C음으로 

끝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코다로 이어지는 G섹션을 제외한 모든 섹션

에서 나타난다. 즉, 완전 5도 간격의 C음과 G음이 선율의 구심점으로 기능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4악장의 종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C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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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D섹션의 종지, F섹션과 G섹션의 종지가 동일하다는 점이다. 4악장에서 

나타나는 종지의 두 가지 특징은 중세 에스탕피의 특징을 환기한다. 중세 

에스탕피에서는 1) 각 악구(풍툼)의 종결구가 동일하고, 2) 열린 종지와 닫

힌 종지가 각각 ⅱ와 ⅰ도로 끝나는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즉, 약간

의 변화를 주었지만 중세 에스탕피의 특징을 명백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4악장은 중세의 에스탕피보다 길이와 규모 면에서 훨씬 더 확

장되었지만, 에스탕피의 주요한 특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3) 음향

➀ 완전 4/5도, 감5도 음향   

1악장, 2악장의 “트로이카”, “네아폴리탄”에서 주요 선율이 제시될 때, 저음

역 악기가 연주하는 베이스 라인에서 완전 4도 혹은 완전 5도 간격의 음정

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악보 11] 1악장 B섹션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베이스 라인

[악보 12] 2악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베이스 라인

완전 4도/5도 음정은 베이스 라인에서 수평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수

직적으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1악장의 B섹션을 보면, A-D-A-G로 구성

된 베이스 위에서 제 2바이올린이 완전 4도 간격(A-D-G, E-A-D)의 음형

을 펼치며, 각 마디의 강박에서 베이스, 제2바이올린, 솔로 바이올린, 비파

가 수직적으로 완전 4도 혹은 완전 5도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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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13] 1악장, B섹션 강박에 위치한 음 

즉, 전통적인 서양 음계가 아닌 새로운 음계가 사용되었지만, 완전 협화음

정 개념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➁ 화성적 음향 

완전 4도/5도와 같은 완전 협화음정 뿐만 아니라 3화음을 연상시키는 음향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례로 2악장의 “바람과 매화”의 중반부에서는 

제 2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옥타브 병행으로 E-B-G 하행 도약한(마디  

11-13) 이후, 제 2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와 베이스가 각각 E음과 G음을 

끝까지 지속하면서 단3화음과 유사한 음향을 창출한다. 

2악장의 “네아폴리탄”에서는 A장조가 연상될 만큼 전체적으로 3화음

의 음향이 특히 두드러진다. A음과 E음으로 이루어진 베이스 위에서 바이

올린-비올라의 장3도 음형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주 없이 반복되다가 

A-C#-E로 3화음을 이루며 종결된다. 

3악장의 경우, 첼로와 베이스에서 종종 5, 7, 9화음과 유사한 음향이 

창출된다. 또한 3악장의 종결부에서는 비올라, 첼로, 베이스가 A음부터 C#

음까지 긴 호흡으로 순차 하행하여 바이올린의 최상성부와 감5도를 이루며 

종지하여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외성 

감5도 형성

[악보 14] 3악장, B섹션 종결부의 순차 하행 베이스와 종결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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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악장의 제목이 “애가”임을 고려할 때, 특히 베이스의 순차 하행은 바로크 

시대의 관습과 유사하게 슬픔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➂ 선율 악기의 타악화

2악장과 4악장에서 비파, 콘트라베이스와 첼로는 타악기처럼 연주된다. 2악

장에서는 비파, 콘트라베이스, 첼로 연주자들이 악기의 몸체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브릿지 아래를 손가락/활등(혹은 목재 막대기)으로 두드려 주로 

목재의 울림을 강조한다. 한편 4악장의 경우 첼로와 베이스에서 3박 계열의 

리듬 패턴이 반복될 때, 연주자들은 2악장에서처럼 악기의 몸체나 브릿지 

아래를 두드려 소음과 같은 독특한 음향을 형성한다. 이러한 저음역 악기의 

타악화는 리듬감을 강화하여 본래 에스탕피가 지닌 춤곡으로서의 기능을 환

기한다. 

➃ 만돌린 음향의 모방 

작은 모음곡 양식을 띠고 있는 2악장 중 1, 3, 4번 곡의 표제는 각각 러시

아, 중국, 나폴리의 민속적 풍경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 1, 4번 곡에서 비

파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러시아의 발랄라이카와 나폴리의 만돌린을 연상시

킨다. 특히 4번 곡 “네아폴리탄”에서 비파는 의도적으로 만돌린을 모방한다. 

출판 악보뿐만 아니라 작곡 스케치에도 “네아폴리탄”의 도입부에는 “만돌린

처럼 지속적으로 트레몰로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케스트라가 창출

하는 장3화음 음향 역시 비파가 트레몰로를 통해 만돌린의 밝고 경쾌한 음

색을 표현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 115 -

(4) 《비파 콘체르토》의 네 가지 특성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비파 콘체르토》를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조망해 

볼 수 있다. 첫째, 비파와 현악 오케스트라는 동일한 음 조직 원리에 기반

을 두고 있다. 해리슨은 새로운 6음 모드를 창출하여 서로 다른 문화적 배

경을 지닌 악기들의 음 체계를 통일시켰다.  

둘째, 이 작품의 악장 구성은 일반적인 협주곡과 구별된다. 소나타 형

식이 아닌 ‘라운드’에 기반을 둔 1악장, 2악장의 ‘모음곡’과 4악장의 ‘에스탕

피’ 등 독자적인 양식들이 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 즉, 거시적인 시각에서 

볼 때 작품 전체가 모음곡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을 구성하는 

모든 양식은 중세 시대부터 성행했으며, 주제의 변주나 발전보다는 반복을 

통해 전개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공통점이 이질적인 양식들을 하나

의 작품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비파 콘체르토》라는 제목처럼, 비파가 독주 악기로 쓰이지만 

비파와 현악 오케스트라는 서로 대조를 이루거나 독주와 반주 같은 위계를 

형성하기보다는 ‘함께’한다. 이 작품에서 비파와 현악 오케스트라는 주로 동

일한 주제 선율(혹은 리드미클)을 교대로 혹은 동시에 연주한다. 또한 2악

장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타악화된다. 한편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비파는 

종종 발랄라이카, 만돌린 같은 또 다른 서양의 악기처럼 연주되기도 한다. 

넷째, 모든 악장에 종음을 비롯하여 몇 개의 음이 중요하게 사용되며, 

이 음들은 종음과 주로 완전 4도/5도(혹은 장6도)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음

정 관계는 곡 전반에 걸쳐 수평적, 수직적으로 두드러진다. 뿐만 아니라 3

도 간격으로 쌓아올린 화성적인 음향이 창출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즉, 상

이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악기들의 공존을 위해 장/단 음계에서 탈피한 새

로운 6음 모드를 창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양 공통관습시대의 음악 

어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6음 모드의 종음을 “홈”(home)톤

이라 명명한 점에서도 확실히 드러난다.  

이와 같은 주요 특징은 해리슨이 중국의 비파를 서양음악의 맥락으로 

옮기오는 문화번역의 과정과 그 양상을 해석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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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간의 회귀를 통한 중국 전통 악기의 동질적 수용

해리슨은 지휘자 데이비스의 요청과 링컨 공연 예술 센터의 지원을 받아 

《비파 콘체르토》의 작곡에 착수할 때부터, 비파 연주자 우 만을 염두에 

두고 그녀와의 교류를 지속했다. 1990년대 초, 우 만은 서양에 중국 음악을 

소개한 첫 세대로서 크로노스 콰르텟(Kronos Quartet)과의 협연 및 여러 

미국 작곡가들의 작품 초연을 통해 비파 명연주자(virtuoso)로 입지를 굳히

고 있었다. 즉, 해리슨은 우 만을 통해 비파를 중국의 전통 악기이자 동시

에 화려한 기교를 발휘할 수 있는 악기로 인식했다. 이에 아시아 악기를 사

용한 다른 작품들과는 대조적으로 비파를 독주 악기로 내세운 콘체르토를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리슨은 비파를 현악 오케스트라와 대비시키기보다는 비파와 

서양 악기가 지닌 보편적인 속성을 부각시킨다. 위의 절에서 살펴본 이 작

품의 특징 즉, 모든 악기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음 체계의 형성, 비파와 현

악 오케스트라의 동일한 주제 공유, 비파를 통한 서양의 류트계 악기(발랄

라이카, 특히 만돌린) 환기, 나무와 현을 튕겨 내는 동질적인 음향 창출 등

은 곧 비파와 서양 악기 사이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전략인 것이다. 즉, 비

파는 타문화의 생소한 악기가 아니라 자문화의 악기와 많은 공통점을 지닌 

친숙한 악기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이한 음악문화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양음악 전통, 특히 중세와 바로크의 음악 양식으로 돌아간

다는 것이다. 우 만이 서양음악에 도입한 비파는 20세기에 이르러 변화를 

거듭한 비파였다. 즉, 해리슨이 본 비파는 2천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 악기이자 동시에 울림판의 괘가 반음 간격으로 위치하여 서양의 12음

을 연주할 수 있는 악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슨은 장, 단조 음계나 

12음렬뿐만 아니라 중국의 5음, 7음음계에서도 벗어나 새로운 6음 모드를 

형성했다. 물론 구성적인 측면에서 동일하지 않지만 해리슨의 6음 모드는 

중세 음악이론의 기초를 이룬 6음음계, 헥사코드(hexachord)를 연상시킨다. 



- 117 -

또한 해리슨은 비파와 현악 오케스트라가 동일한 주제를 반복할 때, 주로 

라운드 양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작품에서 가장 규모가 길고 화려한 4악

장은 에스탕피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한편 비파와 서양 민속 악기들

을 관련시키고 그 악장에 모음곡 양식을 도입한 점, 나아가 곡 전체가 모음

곡 양상을 띠는 점 역시 고전적 의미의 협주곡보다는 바로크 시대의 음악 

관습과 닮아있다. 

즉, 해리슨은 비파의 현대적 모습보다는 비파가 지닌 전통 악기로서의 

상징성에 주목함으로써 동양을 전근대와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해리슨은 이러한 시간적 이분화를 견지하지 않고, 서양음악의 전통을 되살

리는 독특한 전략을 취한다. 요컨대 자문화의 시간적 회귀를 통해 타문화의 

‘전통적인’ 악기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비파 콘체르토》에서 중국 음악의 전통은 그 어느 것 

하나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러시아와 나폴

리의 민속적 풍경과 서양의 옛 음악 양식이다. 즉, 중국의 전통은 서양의 

민속적 전통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파는 현악 오케스트라와 동일한 음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서양식의 화성적인 음향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류트계의 다른 악기

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2악장에서 비파가 연상시키는 발랄라이카 혹은 

만돌린이 반대로 비파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작곡가이자 기타, 

만돌린 연주자인 폴란스키(Larry Polansky)는 “《비파 콘체트로》에 관심이 

있는 만돌린 연주자라면 각 악장마다 다른 악기들220)을 사용하여 이 작품을 

연주하는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라고 말했고, 해리슨 역시 이 작품을 만돌

린으로 연주하는 것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필사본에 남아있다. 공식적으로 

해리슨은 폴란스키의 전언과 함께 다른 악기(만돌린)로 연주할 경우 비파의 

네 줄을 함께 눌러 소리 내는 화음(cross-fret chords, barre chords)을 옥

타브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고 총보의 서문에 기록해 두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비파는 서양 악기의 일부처럼 기능하고 있다. 즉, 비파와 서양 악

220) 맥락상 크기가 다른 여러 만돌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118 -

기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파가 지닌 고유한 특성이 탈각된 것이

다. 

요컨대 해리슨은 비파의 전통성에 주목하여 서양음악의 전통으로 회귀

함으로써 양 문화의 동시간성을 획득하고 서로의 공통점(보편적 속성)에 주

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비파가 대체 불가능한 독주악기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비파의 정격성과 대표성, 특수성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하지 않았다. 즉, 해리슨은 시간의 회귀를 통해 비파를 

서양 민속 악기와 동질화하여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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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 서양 현악기와 비파의 구조, 

          서양 민속음악과 중국 전통음악 

- 차이점: 비파의 조현과 음역

중재자의 

관점

1. 헥사코드와 유사한 음계 창안

2. 서양 류트계 악기 환기

3. 비파와 현악 오케스트라가 

동일한 주제 공유

4. 비파와 서양 현악기의 타악화

서양의 중세, 

바로크 음악 양식 

사용 및 민속음악 

환기

- 서양 민속음악  

  및 현악기와의 

  공통점 부각

중재 

작업

비파 독주와 현악 오케스트라 편성

그러나 만돌린 같은 다른 악기로 독주 악기 대체 허용

연주준비 

작업

비파 = 중국의 전통악기 &

화려한 기교를 발휘할 수 있는 독주 악기

문화적
‧

예술적

이해

서양 전통으로의 회귀를 

통한 시간의 동질화

비파의 고유한 특징 탈각

[도표 3] 《비파 콘체르토》에 나타난 문화번역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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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상호”문화의 난제(難題)와 음악의 

가치평가 문제

본 연구는 20세기 중반 이후 본격화된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이 

오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나타난 복합적인 문화 현상임을 

인지하고, 상호문화적 작곡 경향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상호보완하여 작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적인 상호문화성의 개념을 검토하고, 서양음악과 

동양 타자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

용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양 작곡가들은 17세

기경부터 동양의 이미지를 서양의 음악언어로 그려내기 시작했으며, 전지구

화가 심화된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동양의 음악과 문화를 직,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상호문화적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에

서는 이전 시대의 오리엔탈리즘과 달리 서양과 동양의 문화적 차이를 지양

하고 혼종성의 미학을 실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이라고 주장하는 반

면,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수용 과정에서 동양의 음악, 문화를 왜곡, 전유하

거나 단순히 모방하는 행위가 재생산되므로 결국 오리엔탈리즘의 확장과 다

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호문화성이 상이한 문화들 사이의 동등한 결합을 추구하는 

한편 다양한 층위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워 보이는 요소들의 긴장관

계를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시각차는 곧 이질

적인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 내재한 양가성(兩價性)을 적확하게 드러낸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해석 담론들은 각각 문화의 자율성 혹은 사

회구조적 요인이 유발하는 권력 문제에 치우침으로써 타문화 수용의 복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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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양상을 단편적으로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필자는 기존 논의가 상호보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하나의 방안으로서 상호문화를 단순히 문화적 현상을 기술하는 용어로 보지 

않고, 그 현상을 분석하는 관점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다. 상호문화적 관

점에서 볼 때,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은 창조적인 문화번역의 행

위로, 이 과정에서 자문화와 타문화에 대한 창작자의 주관적 이해가 개입되

므로 시간성과 정격성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논쟁의 중심에 있는 두 작품, 케이지의 《료안지》와 해리슨의 

《비파 콘체르토》를 재해석하였다.  

그 결과 케이지는 중세 신학에 빗대어 선불교의 무아 사상을 이해하여 

무의식적으로 료안지 정원이 지닌 내적 참선과 수행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탈각하고 정원의 형태를 음악적으로 형상화했다. 이 과정에서 주역과 한국 

전통음악의 외양적 특징 역시 악곡 구성 및 음악적 표현의 원리로 받아들였

다. 즉, 동양의 전통은 서양의 전통과 결합하여 작품 창작의 방향성을 제시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 작곡 규칙이 작동하며, 이 규칙은 다시 동양의 

전통을 통해 발현된다. 요컨대 케이지는 자문화와의 유비에 따른 오독을 바

탕으로 타문화를 추상적, 구조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양문화의 이질적인 시간

성을 교차시켰다. 한편 해리슨은 비파의 전통성에 주목하여 서양음악의 옛 

양식을 두드러지게 사용하면서 비파의 고유한 특징을 탈각시키고 비파와 서

양 악기의 보편적 속성을 강조하였다. 즉, 시간의 회귀를 통해 비파를 서양

의 민속 악기와 동질화화여 수용한 것이다. 

이처럼 케이지와 해리슨의 작품은 동‧서양 음악 문화의 매끄러운

(seamless) 혼종화 또는 반대로 동양 문화의 일방적인 왜곡이나 전유, 싸구

려 모방이나 동양풍보다는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문화적 얽힘의 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해석

은 음악의 창작과정에서 이질적인 문화들이 얽혀가는 과정에 조금 더 다가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효하다. 

그런데 상호문화적 관점에서의 해석을 통해 케이지와 해리슨의 문화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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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케이지와 해리슨 모두 동양

의 문화를 전통적인 것으로 환원하되 각각 동‧서양의 이질적 시간을 교차시

키거나 서양의 시간을 되돌림으로써 자문화와 타문화 사이의 시간성 문제를 

교묘하게 다루는 반면 정격성의 문제는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 케이지는 자

문화에 빗대어 타문화 사상을 잘못 읽어냈으나 이를 인식하지 못했고, 특히 

해리슨은 자문화와의 동시간성과 보편성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비파를 서양 

악기처럼 다루어 타문화 본연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것만의 고유한 특성 역

시 고려하지 않았다. 즉, 수용하는 타문화의 고유한 특성이나 수행적, 정신

적 진의(眞意)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정격성과 창조성 사이의 긴장관계를 

진지하게 사유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정격성과 창조성 사이의 긴장관계가 정격성의 희생으로 일관되

는 점은 이질적인 문화가 결합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케이지와 해리슨의 동양 문화 수용 과정을 잘 살

펴보면 정격성의 희생이 단지 타문화에 대한 거리두기와 차별, 배타에서 비

롯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 희생이 자문화와 타문화의 공통점

을 강조하는 과정, 다시 말해 문화적 경계의 해체, 나아가 동등한 문화 교

류의 이상을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진정한 “상호” 문화의 실현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반증한다. 

상호문화의 난제(難題)는 결국 음악의 가치평가에 대한 어려움으로 귀

결된다. 해리슨의 예에서 보듯, 표면적으로 타문화의 요소를 그대로 차용하

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이면에서 분명 자문화와의 상호작용이 여러 방

식으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독창성이 결여된 모방이라 할 수만은 없고, 

반대로 케이지의 경우에서처럼 그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타문화를 과거의 문

화와 동일시하거나 타문화를 변형시킨다 해서 이를 타문화에 대한 일방적 

착취라고 평가절하 할 수 없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음악의 창작을 위해 

타문화를 직, 간접적으로 수용했다고 해서 이를 자연스러운 문화의 혼종화

로 받아들이는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다. 즉, 오랫동안 음악의 가치를 

재단하던 독창성, 정격성, 다양성이라는 기존의 척도와는 다른 가치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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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지구화 시대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해석 

담론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지식 체계를 제공하며, 동시에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프레임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문화 연구자가 현장 곳곳

에서 흘러넘치는 증후들을 읽고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 내는 개입자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처럼,221) 음악학자 역시 해석적 개입자로서 창작자들

이 타문화의 이상적 수용 방식을 고민하고 판단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양 작곡가들의 동양 문화 수용에 대한 방대한 논의를 체계화함으로써 음

악의 상호문화성에 대한 연구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문학, 연극, 미술, 무

용과 같은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그 동안 음악 분야에서는 상호문화주의 

담론에 대한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전지구화 

시대 음악의 상호문화성에 관한 후속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음악학과 다른 학문분야 사이의 교차점을 형성함으로써 전지구화 

시대의 상호문화성에 대한 학제적(interdisciplinary) 연구의 가능성을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21세기에는 국가 간의 경계, 인종 간의 경계, 민족 간의 경계, 자문화

와 타문화의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 이는 음악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더욱이 오늘날에는 서양음악 작곡가의 정의부터 문제가 된다. 더 

이상 국적이나 인종, 민족이 이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개인이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과 공동체, 그리고 

그것의 역사가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요컨대 

자문화와 타문화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지만 자문화와 타문화의 구별은 문화 

정체성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의 상호 

작용 양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그만큼 상이한 문화가 접촉할 때 

221)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젠더, 인종, 계층의 경계를 넘어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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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갈등의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될 것

이다. 

따라서 오늘날 음악에서의 진정한 “상호” 문화적 수용의 방향성과 그 

가치평가에 대해 고민하는 이론적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이 긴 여정의 첫 걸음으로 아직 상호문화적 작곡 과정이 수반하는 

명과 암, 그 결과로 탄생한 작품에 대한 가치평가의 새로운 기준 등 많은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음악에서의 상

호문화주의 담론이 다양한 시각에서 더욱 밀도 있게 탐구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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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Interpretive Discourses on 

Western Composers’ Eastern Culture 

Acceptance since the Mid-20th Century
– With Priority Given to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 

Hyun-ji, Lee 

Department of Music, music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rowing preponderance of the globalization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has prompted the expansion of interculturality undermining 

inter-state, western-eastern, and own-cultural and other-cultural 

boundary. Such sociocultural transformation has been influential to  

music composition. With western composers’ embracing the overall 

culture of the East including philosophy, reflection, literature, art, 

musical material and custom, an intercultural composition has been 

prominent.

However, the scholarly comprehension on the western musical 

acceptance of eastern culture shows a sharp contrast, which is based on 

the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Wes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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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From 17th century, western composers sharpened the image of the 

East as other beings distinguished from the West and described that 

image in the western musical language. Since the mid-20th century, 

they have tended to accept the eastern music and overall culture. A 

positive perspective on this transformation asserts that unlike previous 

orientalism, interculturalism in music is the new paradigm to avoid the 

cultural discrimination of the West and East and exercise the aesthetics 

of hybridization. Meanwhile, the negative one accentuates the 

identification of eastern culture with premodern one in the acceptance 

process. It also issues that the distortion, appropriation, and imitation of 

the eastern culture in the western way, asserting those are de facto 

expansion of orientalism. 

The two divergent discourses on intercultural composition have 

respective limitations. First, the negative perspective disregards the 

individual imagination and musical expression in musical activities by 

focusing on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 in cultur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addition, the view’s emphasis on dominant and 

subordinate relations interferes with contemplating how the western 

composers sort, manipulate, and adjust western factors in line with the 

eastern culture they accommodate. That is, the constraint of the 

negative perception is the simplification of inter-action of cultures. 

Next, the positive perspective focuses on similarity and difference in 

own culture and other culture as well as composer’s personal choice 

exploring compositio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ingly dilutes the 

tension caused by social structural factors. Namely, conflicts from the 

encounter of dissimilar cultures are overlooked by the aesthetic 

reduction of hybridization. 

Considering the concept of interculturality, however, it can be 

asserted that the inconsistent comprehension on western compo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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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of eastern culture clearly reveals the ambivalence in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cultures. In this sense, both perspectives should 

be complemented in order to explore creativity and cultural tension in 

an inter-cultural composition properly.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interculturality should be seen as a 

perspective to analyze a cultural event instead of a term to describe the 

event simply. What intercultural perspective is to postulate western 

composers’ accommodation of eastern culture as a creative cultural 

translation involving dilemma of temporality and authenticity.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how western composers manage the 

dilemma between the ‘contemporaneity and representativeness’, ‘temporal 

heterogeneity and homogeneity’ of the two distinctive cultures and the 

‘cultural authenticity and personal creativity’ in the course of eliminating 

and incorporating the specific components of eastern culture. 

This research is to re-interpret Royanji(1983-5) by John Cage and 

Concerto for Pipa with String Orchestra(1997) by Lou Harrison. With 

his apprehension of Zen Buddhism implicated in the medieval theology, 

John Cage employs the elimination of the spiritual connotation of 

Ryoanji Garden and the abstraction of the shape of the garden, and  

the ostensible characteristics of I-Ching, Korean traditional music for 

constituting musical parameters. Explicitly, his composition intercrosses 

heterogeneous temporality of the two cultures with abstract and 

structural acceptance of eastern culture based on misinterpretation by 

the analogy of own culture. Meanwhile, taking an interest in the 

symbol of Pipa, Chinese traditional instrument, Harrison notably adopts 

the old form of western music. His work conceals Pipa’s unique trait 

and spotlights the universality of Pipa and western instruments, which 

shows the homogenization of the former with the latter by the 

regress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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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pretation from intercultural perspective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 a valuable tool to precisely see how different cultures 

are interweaved. Regarding Cage’s and Harrison’s work, it is scrutinized 

that they emphasize the homogeneity of own and other cultures, rather 

than heterogeneity, at the expense of the elimination of other culture’s 

authenticity. This point implies that the realization of genuine 

interculturality is bumpy and the baffling problem of interculturality 

goes to the valuation difficulty of music consequently. In this context, it 

is significantly required to bring up discourse on intercultural 

composition continually providing chances for composers to deliberate 

the ideal acceptance of other culture. This research has its academic 

significance in terms of the systematic analysis of intercultural 

composition which will be contributory to follow-up studies. 

keywords : Interculturality, Interculturalism, Orientalism, Hybridization, 

John Cage, Lou Har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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