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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세기 초 전통음악은 국립국악원의 재정비, 무형문화재 제도, 국악의 교육제도화, 국악관현악
단의 등장 등을 통해 현대화의 기틀이 마련되었고 현대적 국악계로 재편되었다. 그러나 국악은 
공연예술계와 문화사업이라는 두 주류의 흐름에서 비껴나고 문화유산의 범주에 머물게 되었다. 
하지만 신진예술가들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계속하게 되는데 2000년대 이
후 세계화와 함께 등장한 글로벌 음악시장은 도전의 장을 제공하며 동시에 새로운 음악실천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21세기 한국음악과 세계화의 교차지점에서 구성된 새로운 방식의 음악실천
을 고찰한다.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 상세히 다루지 못했던 국내외 공연 및 유통 플랫폼의 등장
과 이러한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입의 궤적과 함께 새로운 음악하기의 실천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특히 글로벌 산업으로서의 월드뮤직 시장이 구성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워멕스와 같은 글로벌 월드뮤직마켓, 국내 예술생산자들을 글로벌 시장으로 소개하는 공연과 유
통의 플랫폼으로서 서울아트마켓, 저니 투 코리안 뮤직,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천차만별 콘서
트, 여우락 페스티벌, 소리프런티어, 전주세계소리축제, 울산월드뮤직축제 등의 마켓, 경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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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페스티벌을 고찰한다. 그리고 월드뮤직 장 안으로 안착한 <들소리>, <김주홍과 노름마치>로 
부터 <토리앙상블>, <잠비나이>, <숨>, <블랙 스트링> 등 아티스트의 사례를 살펴본다. 

세계화의 토양안에서 구축된 다양한 플랫폼들은 연행자들의 글로벌 실천을 용이하게 하였다. 
세계화의 조건 안에서 글로벌 음악하기를 선택한 연행자들은 기존 국악계에서 실천하였던 음악관
습, 음악어법, 악기, 연주법을 취사선택함으로서 다자성의 실험과 개성이 드러나는 창작실천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국악의 세계화”를 실천하는 과정이며, 초문화적 상상력으로 상호
문화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글로벌 시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어】월드뮤직, 국악의 세계화, 공연예술플랫폼, 글로벌 음악실천, 글로벌 한국음악

1. 들어가며
20세기 초 제국주의로 비롯된 시련을 겪은 전통음악은 20세기 중반 국가주

의의 등장, 국립국악원의 재정비, 무형문화제 제도, 교육제도화, 국악관현악단
의 등장 등을 통해 기틀이 마련되면서 현대적 국악계로 재편되었다. 현대적으
로 재편된 국악은 기존 음악의 갈래를 포괄하면서도 시대적 요청에 맞는 무대 
공연물로 재구성되었으며 교육제도화와 함께 특정한 방식으로 공고화되었다. 
그러나 현대화 과정을 통해 전통적 미학을 유지할 수 없었던 사회의 변화는 전
통음악의 소극적 수용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더 나아가 국악은 상업적 대중
문화산업 안에 포섭되지 못하면서 ‘국가적 요구’는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주변
화’된 모순된 장르예술로 남게 되었다. 즉, 공연예술계와 문화산업이라는 거대
한 두 주류의 흐름에서 비껴난 국악은 운명적으로 ‘문화유산’의 범주 안에 머물
게 되었다.

하지만 양적으로 성장한 국악계와 교육제도화를 통해 예술생산자 대열에 합
류한 새로운 세대의 엘리트 신진예술가들은 시대를 담고자 국악의 현대화, 대중
화, 생활화 같은 담론으로 무장하고, 민족전통의 기호를 호출하여 전통과 현대의 
담지자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며 동시대 국악을 전개시켜왔다. 즉 현대 국악
의 흐름은 시대의 요청에 따른 주체들의 적극적 행위의 결과물인 셈이다.

20세기의 음악현상을 제국주의, 식민주의, 후식민주의, 국가주의, 민족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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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21세기 초반은 전지구화 혹은 세계화를 제외하고 
논할 수 없다. 이미 20세기를 통해 전 세계의 음악 산업은 글로벌 단위에서 재
편되었고 음악 산업 안에 가장 소극적으로 참여했거나 배제되었던 지역의 전통
음악들도 80년대 후반 등장한 장르마켓인 ‘월드뮤직’ 안으로 포섭되었다.1) 21
세기가 되면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촉발한 공연무형문화유산의 경쟁
까지 더해져2) 전통음악계도 글로벌 문화산업으로 재편되는 시기를 맞고 있
다.3)

앞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두 흐름을 인지하고 시대의 변화 속에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한국전통음악의 행위자들과 21세기의 세계화가 교차하는 지점을 주
목하였다. 그리하여 월드뮤직의 등장, 성격, 제도화 과정, 서구와 비서구의 관
계, 월드뮤직의 이동과정, 세계화의 등장이 한국전통음악에 미친 영향으로 국
악의 월드뮤직화 과정, 한국전통음악의 해외진출 성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고
찰해 왔다. 특히 국악의 주체들이 세계화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면서, 
이들은 “국악의 세계화”라는 수사를 전면에 드러내며 당시 국내에 상륙한 월드
뮤직과의 접합을 시도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국적없는 월드뮤직화”4)라는 평단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월드뮤직 장
르와의 혼종을 시도하거나 월드뮤직류의 음악언어를 배치하기도 하였다. 특히 
스스로를 월드뮤직이라 지칭하고, 새로운 장르인 월드뮤직안에 위치시키는 것
으로 “국악의 월드뮤직화”를 이끌었다. 이를 통해 국악계에서 “월드뮤직”은 세
계화의 기표로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국악이 새로운 장르인 “월드뮤직”과

 1) 월드뮤직의 구성물은 글로벌적으로 유통된 지역의 대중, 전통, 혼종음악 혹은 전통 및 지역대중음악의 
변용물 등 그 음악의 특성상 대중음악과 전통음악의 양 진영에서 동시에 연구될 필요가 있다. 

 2)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 촉발한 국가 간 문화 유산화 경쟁과 문화 정치적 정경에 관하여서는 정수진,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정치학－유네스코 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 실천민속학연구(실천

민속학회, 2015), 287~318쪽 참조.
 3) 이에 대해서는 이원태 외 7인, 전통예술의 세계화 방안－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김희선, 국악의 세계화: 2000년대 해외공연사례를 중심으로 , 공연문화연구 제27집(한국공
연문화학회, 2013), 369~411쪽 등 참조.

 4) 이소영, 창작국악의 비평적 담론에 대한 쟁점별 논고 , 음악학 제11집(한국음악학학회, 2004), 43~ 
79쪽; 전지영, 25현 가야금에 대해 , 갇힌 존재의 예술, 열린 예술(북코리아, 200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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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맺음을 시도함으로써 세계화의 참여가 실천됨 셈이다.
이후 국가의제로 설정된 “국악의 세계화”를 통해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기

획된 국악은 본격적으로 월드뮤직의 장으로 진입하여 “글로벌의 세계 안에 무
사히 안착”5)되는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국악의 세계화” 과정들은 
오히려 세계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경험하기 전 단계인 탐색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악의 지평이 글로벌로 확장된 지난 십년은 “탈영토화”되고 
중층적 방식으로 “재영토화”된 글로벌 월드뮤직의 역동적 장을 경험한 시기였
다. 즉 세계화는 도달해야 하는 목적이 아니라 국악의 환경이 되었음을 인지하
는 과정이었고 “월드뮤직”은 포섭되기를 희망하는 특수한 장르가 아니라 “재영
토화”된 글로벌의 상징적 기표임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들 주체들은 이전에 수사로 설정된 “국악의 세계화”가 
기대했던 문화생산물로서의 성공이나 국악의 세계화를 통해 “민족의 영광을 재
현해 줄” “세계화의 욕망”6)을 뛰어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세계화의 토양 하
에 복합적이고 다원적 문화”7)로서의 글로벌 탈경계의 음악하기를 실천 중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악이 월드뮤직 장과 접합한 이후 전통음악 주체들의 월
드뮤직 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글로벌 탈경계적 실천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세계화와 공연예술계의 변화를 살피고 세계화 및 제도화에 관여한 국내외 공연 
창작 및 유통 플랫폼의 등장을 고찰한 후 글로벌 음악하기의 실천주체가 된 행
위자들의 실천과정과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5) 김희선, 국악의 세계화:2000년대 해외공연사례를 중심으로 , 공연문화연구 제27집(한국공연문화학
회, 2013), 383쪽.

6) 위의 글.
7)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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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화의 환경과 공연예술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장으로의 확장

1) 세계화 환경과 공연예술의 초국적 재편

세계화와 관련된 초기 이론들은 자본의 세계적 흐름을 강조하는 경제 세계화
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세계를 중심부, 반중심부, 주변부로 중심부 자본의 주변
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8) 1990년대 이후 급격한 과학, 기술, 통신,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세계화가 심화되고, 물질, 상품 뿐 아니라 인구, 기술, 자
본, 이념, 문화, 정보, 지식이 세계적 규모로 끊임없이 이동하게 되었다. 이로 인
해 국가, 집단, 개인들이 상호 의존하게 되고 유동적 관계들이 변화하는 탈경계
적(脫境界的), 탈국적(脫國的)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시공
간은 국가나 지역의 경계를 넘어 원거리 행위(action at distance)와 지역 간의 
상호작용의 복합적 관계를 맺는 것9)으로 정치적이며 기술적일 뿐만 아니라 문
화적인 것임을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이다.10)

세계화와 관련한 초기의 논의들은 세계화를 통해 중심부의 문화에 치중한 획
일화와 동질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세계화가 심화되
면서 주변의 문화가 중심문화에 도전하거나 전복하고 주변 문화 간에 새로운 관
계맺음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계화의 다른 현상인 지역화 혹은 글로컬리제이션
(glocaliztion)11)이 등장하여 오히려 세계의 여러 곳에서 독자적인 문화 정체성

 8) 윌러스타인. 김시완 역, 변화하는 세계체제 : 탈아메리카와 문화이동(백의, 1995).
 9) 기든스. 김현옥 역,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한울, 1997).
10) 기든스. 김현옥 역, 질주하는 세계(생각의 나무, 2000).
11) 세계화와 현지화(지역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전략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세계화를 추구하면

서도 현지의 문화에 적응하고 현지 고객의 특성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경영전략을 가리키는 말이
다. 일례로 글로벌 브랜드인 패스트푸드업체 맥도널드의 경우 한국 시장에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맛인 불고기버거를 개발해 현지화에 성공을 거두기도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글로컬리제이션 



16   동양음악 제40집

을 부흥시키거나 추동하는 힘이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경계를 넘
어 여러 지역에서 전에는 없던 새로운 문화지대가 구성되기도 한다.12) 이는 획
일화되는 세계화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하거나 타문화와의 접촉
을 통해 자문화에 대한 성찰이 강화되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 것이기도 한다. 흥
미로운 점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각 로컬의 문화와 전통이 부각되면서 문화다양
성이 경쟁력과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세계화의 과정에는 문화적 획
일화, 표준화, 동질화와 문화다양성이 구성하는 문화적 역동성의 확대와 로컬의 
재발견의 기회가 동시에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는 전 세계 문화
예술의 생산과 소비의 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문화예술은 기본적
으로 장소성과 정체성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특수성과 지역성을 지
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경계를 넘나드는 세계화의 흐름들이 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는 문화예술계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며 전 세계 예술생산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주고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생산과 소비의 전 지구적 플
랫폼과 구성․재구성이 이루어지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지대가 발현되는 
등 흥미로운 역동적 장을 이끌고 있다. 굳이 아파두라이의 ‘탈구(displacement)’
나 톰린슨의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현
재 세계화된 예술계는 이미 특정 민족, 국가로부터 탈구되고 특정 정체성이나 
지역성으로 부터도 탈영토화 되어가는 수많은 지점들을 보여주고 있다.13) 즉 
세계화는 기존의 국가, 민족 등 예술의 고유의 조건들을 대신하는 환경이 된 것
이다.

이에 대해 아파두라이는 현재 세계의 상태는 국민국가(nation-state)의 마지
막 단계로 세계화의 시대에서는 상상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견
한 바 있다. 특히 국가나 민족정체성이 힘을 상실하는 세계화 시대에 상상력은 

[glocalization]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2) 위의 글.
13) 아파두라이. 차원현 역, 전 지구적 문화경제에서의 탈구와 차이 , 고삐 풀린 현대성(현실문화연구, 

2004); 톰린슨. 강대인 역, 문화제국주의(나남,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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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집단이 상상을 통해 다른 집단으로부터 구별시키는 공동체 정체성을 구
성하며 이때 초국적 상상력은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여 상상력을 동원하는 대중
의 실천적 행위로써 초국가, 탈지역의 세계화 시대를 선도하는 동인이 될 것이
라는 것이다.14) 다시 말하면 세계화를 추동하는 힘은 개인과 집단의 상상력과 
일상의 경험과 실천을 수반하는 세계화의 수행이라는 것이다. 세계화의 일상의 
수행은 영화, 음악, 공연예술, TV, 뉴스, 광고 등 다양한 문화상품의 전 지구적 
생산과 소비와 이를 통한 문화적 취향과 생활양식을 포괄한다.

전 지구화가 가속됨에 따라 세계 공연예술계도 전 지구적 맥락안에서 재편되
고 있음을 목격중이다. 특히 20세기 후반 탈식민 탈근대 과정에서 등장한 포스
트 모더니즘적 사유와 담론의 등장으로 이미 예술은 다양한 경계 넘기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세계화 시대를 맞아 공연예술은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과 장르
의 경계를 넘나들게 되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예술정보와 새로운 공연양식의 
실험은 이제 실시간으로 전 지구적으로 공유되고 있으며 세계화는 공연예술계
에 무한경쟁 시대의 도래와 기회라는 두 가지 상반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의 다양한 공연예술이 전 지구적으로 생산 소비되면서 예술소비
자들의 수행은 점차 세계적인 것이 되어, 각기 공연예술에 대한 소비욕구와 기
대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 환경의 발달은 대중문화의 다변화에 기여
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디지털 융복합적 장르와 뉴미디어 예술
을 만들어 내고 있다. 즉 포스트 모던적 징후였던 경계 넘기는 순수예술과 대중
예술, 디지털과 아날로그, 예술장르의 경계의 의미를 흐리게 하고 있다. 여기에 
가세한 세계화는 이제 지역의 예술과 세계의 예술의 혼종과 지역의 독자적 장르
의 세계적 탈장르 탈지역 생산과 소비 어떤 것도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내고 있
는 것이다. 순수예술의 상업화는 더 이상 비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으며 다양한 
방식의 글로벌 공연예술 프로젝트가 전 지구적으로 진행 중이다.

공연예술계의 세계화는 글로벌 제도화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프랑

14) 아파두라이. 차원현 역,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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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칸느에서 열리는 음악산업 마켓인 미뎀(MIDEM),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APAP(Association of Performing Arts Presenters),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공연예술마켓인 CINARS(Commerce international des arts de la scène), 유럽
에서 열리는 월드뮤직 마켓인 WOMEX(World Music Expo)와 같은 글로벌 공
연 견본시 및 유통 마켓, WOMAD(World Music and Dance), 에딘버러 페스티
벌, 아비뇽 페스티벌 등의 글로벌 공연예술 페스티벌, 전 지구적 네트워크로 무
장한 전천후 에이전시, 프로듀서, 기획자 등은 실시간으로 전세계의 극장과 페스
티벌 글로벌한 공연예술의 작품과 아티스트를 소개한다.

이제 공연예술시장은 글로벌 단위로 재편되어 서구의 공연물인 브로드웨이, 
웨스트 앤드의 뮤지컬, <퀴담>과 같은 아트서커스, 메트로폴리탄의 오페라 뿐 
아니라 비서구의 공연생산물도 세계적 유통의 근거를 갖게 되었으며 SNS와 유
투브 등은 전세계 공연소식의 실시간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 공연예술계 
등장한 포스트 모더니즘적 탈장르 탈경계의 공연예술물의 증가로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 유행처럼 번지는가 하면 국제적 공연활동이 용이
해졌다. 또한 음반시장을 대신해 새롭게 각광받는 라이브 공연과 미디어를 통한 
실시간 유통으로 예술소비자들은 타 지역의 공연, 장르,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과정을 통해 지역음악들의 전 지구적 통
용이 용이해졌으며 1980년대 등장한 마켓 용어인 월드뮤직은 점차 서구중심에
서 벗어나 비서구 지역으로 이동하는 하나의 역동적 장으로 구성되었다.15)

2) 국내 공연예술 플랫폼의 등장과 역할

국악의 월드뮤직 장의 접합은 국악계 내부의 담론 변화16)와 국제교류와 세계

15) 김희선, 국악의 세계화와:2000년대 해외공연사례를 중심으로 , 공연문화연구 제27집(한국공연문화
학회, 2013).

16) 수사로서 ‘국악의 세계화’ 등장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선행연구에서 국악계의 월드뮤직 담론은 “기
존의 담론인 국악의 현대화, 국악의 대중화와 맥락이 맞닿아”있으며 이는 국악계에 존재한 “외부적인 
압박과 내부적인 고민과 성찰의 결과”이며 “현대화, 대중화 담론의 진화물”로 “대중화와 현대화의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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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지향하는 국가·민간단위의 전략적 행보의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전략적 행
보를 매개로 월드뮤직계에 접합하려는 시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목격되고 있
으며, 2000년대 후반 들어서 연극, 무용, 국악분야에서도 국제교류에 관심을 갖
고 활동을 시작한 민간단체, 협회, 기획자들 등장하였다.17)

이 과정에서 공연계 국제교류기금의 마켓 적합화가 이루어졌으며 예술경영지
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등 기관지와 웹진을 통해서
도 국제교류 관련 정보가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예술과 음악의 국제유통마켓, 다양한 창작경연대회 등 유통 및 창작 플랫폼
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마켓, 경연대회, 페스티벌 등의 형태로 서울아트마켓, 저
니 투 코리안 뮤직, 아르코 창작음악제,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천차만별 콘
서트, 여우락 페스티벌 등인데, 이를 통해 신세대 아티스트들이 공연계에 등단하
고 예술계에서 생산하는 공연물의 유통이 용이해 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
다. 여기서는 이 중 한국전통음악의 글로벌 유통에 관계를 맺는데 역할을 했던 
주요 플랫폼의 등장과 궤적을 고찰하고자 한다.

한국전통음악의 글로벌 유통에 주요한 역할을 한 가장 중요한 플랫폼은 2005
년 시작된 국제공연견본시 마켓인 서울아트마켓(PAMS: Performing Art Market 
in Seoul)이다. 서울아트마켓은 쇼케이스인 팸스 초이스(PAMS Choice)를 통해 
국내 유수의 민간단체의 국제 지향적 작품을 무대에 소개하고 해외 관련 프로모

아래 모여있다가 국악의 세계화라는 깃발로 헤쳐모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고찰한 바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악계의 오랜 과제인 관객확보와 관련이 있으며 세계화 담론과 함께 등장한 국악계 
현실인식의 결과물로 “로컬에서 성공하지 못한 관객의 확보를 탈영역의 단위에서 해결되기를 열망”하
는 것으로 이해한다. 즉 국악계의 세계화와 월드뮤직의 담론의 등장은 “국악계 내부의 상황, 학습, 자가
진단 및 전략, 세계화의 일상적 경험, 새로운 문화 환경의 변화” 등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세계화의 
가속으로 앞서 언급한 세계 공연예술현장의 변화와 세계화 정책의 등장으로 공연예술은 국가 프로젝트
로 기획되기 시작하였고 K-pop과 한류 등 한국 발 대중문화생산물의 글로벌 성공의 경험으로 한국형 
문화 콘텐츠물의 개발요구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국악계 내부에서는 국악의 대중화를 대치할 새로운 
담론이 요구되었다. 즉 국악의 세계화는 국악계, 국가, 세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결과물이며, 
이 과정에서 해외진출의 성격이 바뀌었다[김희선, 국악의 세계화 담론과 월드뮤직화 , 음악과 문화
제20집(세계음악학회, 2009), 27~54쪽; 김희선, 국악의 세계화: 2000년대 해외공연사례를 중심으로 , 
공연문화연구 제27집(한국공연문화학회, 2013), 369~411쪽].

17)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교류 기획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이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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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와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관련 아티스트와 작품을 통한 해외 시장개척을 목표
로 시작되었다.

서울아트마켓은 초기 쇼케이스의 음악분야를 기악, 성악, 극 장르로 분류하고 
서양음악과 국악을 동시에 배치하였다. 2005년~2006년에 선정된 아티스트는 
국악에서 당시 공연계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퓨전국악단체인 <공명>, <강은일 
해금플러스>, <오감도>, <그림>, 처음부터 세계진출을 목표로 다례를 주제로 음
악, 무용, 서예, 다도를 스토리와 엮은 극화된 복합작품으로 구성했던 <다악>, 
젊은 판소리 그룹 <타루>였다. 또한 서양음악으로는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
주단체인 <뉴 아시아 사중주단>과 <한국 페스티벌 앙상블>이었다.

서울아트마켓은 이후 음악분야에서 클래식 음악을 제외하고 월드뮤직을 구체
적인 타깃 마켓으로 설정하면서 2007년 이후에는 국악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하
게 된다. 2007년~2008년의 선정그룹을 보면 그러한 방향선회의 결과가 드러나
는데, 2007년의 <바이날로그>, <공명>, 2008년의 <이스터 녹스>는 당시 월드뮤
직을 표방하며 활동하던 퓨전국악그룹들이었다. 선정된 그룹들 중 2007년의 
<예산족>과 2008년 <김주홍과 노름마치>는 사물 타악과 구음을 바탕으로 하는 
사물놀이의 후예로 세계무대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그룹이었다. 2008년 선정된 
전재덕은 하모니카 연주자로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을 아우르는 레퍼토리를 갖
고 있는 탈경계 음악연행자였다.

2009년에는 이자람이 만든 <판소리 만들기 자>, 작곡가 장영규의 국악그룹 
<비빙>, 원일이 이끄는 <바람곶>,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수상한 젊은 
그룹 <불세출>이 선정되었고, 2010년은 프리 재즈 듀오 <미연 & 박재천>, 허윤
정, 강권순, 민영치의 <토리 앙상블>, 당시 신진 그룹이었던 <청배 연희단>과 
<거문고 팩토리>가 선정되었다. 2011년에는 가야금－피리 듀오 <숨>, <카오스
모스 근동 사중주단>, 국악그룹 <정가악회>와 <공명>이 선정되었고, 2012년에
는 <비빙>, <앙상블 시나위>, 유경화가 이끄는 <사이>, <잠비나이>가 선정되었
다. 2013년에는 박민희, <공명>, <앙상블 시나위>, <더 광대>, <타루>가 선정되
었고, 2014년에는 박우재, <타루>, 한승석 & 정재일, <이희문 컴퍼니>가 선정되
었다. 2015년에는 <바라지>, 박민희, <창작그룹 노니>, <타니모션>, <판소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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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기 자>가 선정되었고, 2016년에는 김효영, 박경소, 박지하, <이희문 컴퍼니>, 
<판소리 만들기 자>등이 선정되었다. 이들은 2005년 이후 월드뮤직의 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그룹과 개인들로 이루어진 서울아트마켓은 이들의 주요한 
플랫폼이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에는 국내 단체들의 해외진출의 전문역량강화, 국제교류 전문기획자 
양성, 마켓 개발, 국제교류 펀딩 적합화, 네트워크 확장 및 예술유통활성화, 예술
단체 자생력 강화, 예술정보생산 및 활용강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문화체육관
광부 산하에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2007년부터 전통예술 해외진
출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전문가 초청 교류지원 프로그램인 “저니 투 코리안 뮤
직(Journey to Korean Music)”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아트마켓 기
간 동안 전 세계의 월드뮤직 전문가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음악공연, 쇼케이스 
관람, 학술행사, 연주자들과의 네트워크, 한국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되며, 프로그
램 안에서는 기획자들이 선별한 작품과 아티스트를 공모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팸스 초이스는 창작자의 공연물을 쇼케이스 형식으로 보여주는데 반해 “저니 
투 코리안 뮤직”에서는 기획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유로운 포맷, 장소, 시간안
배를 통해 다양한 아티스트를 여러 맥락에서 소개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기획
자와 아티스트에게는 현장에서 월드뮤직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쌓아갈 수 있
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효과적이었다. “저니 투 코리안 뮤직”을 통해 차승민, 박
경소, 가민, 박민희, 김보라, 정민아와 같은 신진 솔로 연주자과 <김주홍과 노름
마치>, <나무>, <블랙 스트링>, <이도> 등의 중견 그룹, 화랭이 김정희, 이태백, 
이지영, 허윤정, 유경화 등의 중견 명인급 연주자들이 소개되었다. 또, 이사벨 
소퍼, 찰스 질렛, 마틴 후버스, 패트릭 드 그룻, 벤 맨델슨, 랜디 레이니 로쉬, 
사이먼 브로튼, 죠수아 칙 같은 글로벌 마켓 프로모터, 예술감독, 공연기획자, 
에이전시 등이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은 국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획자, 연주자, 학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후 월드뮤직 장의 한국음
악의 주요한 매개자가 되었다.18)

이러한 유통 플랫폼 이외에도 2007년부터 시작된 창작 플랫폼들의 등장도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창작 플랫폼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이



22   동양음악 제40집

를 통해 신진 아티스트가 데뷔하였으며 이후에 이들 아티스트들이 유통 플랫폼
을 통해 글로벌의 장 안으로 들어가는 성장하였다. 200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
최하고 국악방송이 주관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는 궁극적으로는 방송용 
음원발굴을 위한 작품중심 경연대회로 시작되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프로젝트 락>, <불세출>, <이스터 녹스>, <아나야>, 
<정민아>, <곽수은>, <나리랑>, <프로젝트 시나위>, 차승민, <숨>, <신국악단 소
리아>, <사회적 기업 노리단>, <억스>, <아시아 뮤직 앙상블>, <고래야>, <재
비>, <절대가인>, <타니모션>, <다올소리> 등의 수상자가 배출되었다. 대회가 
여러 해 동안 진행되는 동안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인 신진 아티스트와 창작곡 공급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에는 민간에서 이러한 창작 플랫폼이 등장하였는데 신진 아티스트에
게 공연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경연대회의 성격을 갖는 프로그램으로 시
작한 “천차만별 콘서트”이다. 국악 특화의 민간 소극장인 북촌창우극장에서 소
극장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린 플랫폼이었다. 신진 예술가들의 실험정신을 극대
화하고 국제적 공연물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창
작중심의 아티스트들이 자신들의 공연물을 올려 실질적인 공연용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실제로 참가한 연주자들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 대표 창작음
악을 갖게 된 후 여러 작품을 추가로 확장 구성하여 무대에 서기도 하였고 자신
들의 창작품으로 공연물을 구성하는 실험무대로 공연계에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를 통해 <아나야>, <비빙>, <불세출>, <별악>, <고래야>, 차승민, 아리수, 김
보라, <타니모션>, <Vann>, <숨>, <거문고 팩토리> 등의 아티스트들이 배출 됨
으로써 이들의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창작 플랫폼의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만 하다.19) 이후 북촌창우극장은 2010년부터 창우 월드뮤직 페스티벌과 

18) 김희선은 국악의 세계화: 2000년대 해외공연사례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제27집(한국공연문화
학회, 2013), 369~411쪽]에서 팸스 초이스와 국악선정단체를 소개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을 방문한 글로벌 월드뮤직계의 인사들의 명단은 상기논문의 부록(2008년~2013년 서울아트마켓 참가 
해외 마켓 전문가 명단, 407쪽)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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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악기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글로벌 월드뮤직과 재즈계의 
아티스트들을 국악계에 본격 소개하였고, “천차만별 콘서트”를 통해 성장한 신
진 아티스트들에게 국제적 명성의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 기회를 갖게 함
으로써 이들의 글로벌 실천에 주요한 매개지가 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음으로 살펴볼 플랫폼은 페스티벌을 통한 유통 플랫폼이다. 2010년 동시에 
시작한 국립극장의 “여우락(여기 우리 음악이 있다) 페스티벌”과 전주세계소리
축제의 “소리 프런티어” 경연대회이다. 첫 해의 “여우락 페스티벌”은 “당신만 몰
랐던 세계가 먼저 알아본 한국월드뮤직”을 모토로 당시 월드뮤직 장에 소개되고 
있던 <공명>, <노름마치>, <소나기 프로젝트>, <들소리>를 소개하였다. 2011년 
“여우락 페스티벌”에서는 워멕스 무대에 등장했던 <바람곶>, <토리 앙상블>, 
<공명>, <들소리>를 소개하였고, 2012년에는 꽃별, 정민아, 이자람, <김주홍과 
노름마치>, <정가악회>, <그림>, 2013년 황병기－양방언, <푸리>, <정가악회>, 
<공명>, <그림>을 소개하였으며, 동해안 별신굿 화랭이 김정희－임동창－호주 
재즈 드러머 사이먼 바커(영화 땡큐 마스터 킴 주인공), 앙상블 시나위－민은경, 
김수철을 소개하였다.

2014년 5주년을 맞아 “더 이상 경계는 없다”, “한국음악에 뿌리를 두고 세계
와 소통하는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우리음악축제”로 모토를 
전환한 후 강태환, 한승석, 장영규, 박우재, 이희문, 정은혜, 서영도, 정재일, DJ 
소울 스케이프, 양방언, <공명> 등의 콜라보레이션을 소개하였다. 2015년에는 
국제적 재즈 아티스트들과 국악의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면서 나윤선－허윤정, 
프렐류드－전영랑, 이상은－남궁연－민영치－김주원, 조슬렝 미에니엘－이아
람, 이로 란탈라－정은혜 등을 소개하였다. 2016년에는 이생강, 신관웅, 두 번째 
달, 이희문, 이봉근, 프렐류드, 박중훈, 김영재, 조윤성, 이지수, 박경훈, 송창식 
등의 아티스트들을 무대에 올렸다. 또한 전주세계소리축제의 소리 프런티어에서

19) 2015년 이후 천차만별 콘서트는 경연형식의 포맷은 그대로 살리고 분야를 넓혀 “신진 국악 실험무대”
의 명칭으로 기악, 성악, 춤 분야로 세분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북촌창우극장의 <천차만별 콘서트>, 서
촌공간 서로의 <별난 소리판> 등 서울 시내의 여러 소극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운영극장과 주제는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전통공연진흥재단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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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룹 <아나야>, <소나기 프로젝트>, <억스>, <불세출>, <바이날로그>, <타니
모션>, <주리스 쿤스> 등과 개인 연주자 안은경, 권송희 등이 수상하였는데 이
들 아티스들 역시 이후 글로벌 장에 진출한 주요 아티스트였으므로 이들 페스티
벌이 유통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20)

그런가 하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형 뮤직마켓도 구성되었다. 월
드뮤직과 한국전통, 대중음악의 아시아 유통 플랫폼으로 아시아퍼시픽뮤직미팅
(APaMM)이 울산에서,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 비즈니스 뮤직 마켓으로 
서울뮤직페어(Mu: con 뮤콘)이 서울에서 각각 시작되었다. 이들 마켓은 장르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국내외 음악산업 관계자와 뮤지션 간 상호교류,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아티스트의 해외진출과 음악 
산업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비즈매칭 프로그램, 컨퍼런스, 쇼케이스,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 세계의 페스티벌, 프로듀서, 음악산업 관계자들에게 한
국음악을 소개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국내 월드뮤직 페스티벌도 전통음악의 글로벌 실천에 
주요한 유통 플랫폼으로 등장하였다. 한국에서 월드뮤직 페스티벌은 2001년 전
주세계소리축제로 시작하여 2004년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2007년 원 월드뮤직 
페스티벌, 2008년 울산월드뮤직 페스티벌, 2009년 정선 월드뮤직 페스티벌, 
2010년 광주 월드뮤직 페스티벌, 2011년 창우 월드뮤직 워크숍 페스티벌, 세계
전통악기축제 등이 등장하다.

국내 월드뮤직의 등장은 월드뮤직 장의 한국음악과 관계가 깊다. 왜냐하면 국
내 월드뮤직 페스티벌이 국악계 신진 혹은 창작활동을 주로 하는 아티스트들에
게 공연의 무대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월드뮤직 장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21) 앞서 소개한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 프런티어는 
첫 해부터 해외 월드뮤직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경연 플랫폼과 공

20) 전주세계소리축제, 여우락 페스티벌 프로그램 북 발췌.
21) 국내 월드뮤직 페스티벌에 등장한 국악그룹의 리스트는 김희선, 월드뮤직의 문화번역: 한국적 월드뮤

직의 전개와 성격 , 음악과 문화 제30집(세계음악학회, 2014), 49쪽의 <부록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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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플랫폼을 겸하므로써 축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수상자들이 월드뮤직 장으
로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 재즈 앤 월드뮤직 페
스티벌(Amersfoort Jazz and World music festival), 대만국제예술중심(Taiwan 
National Center for Traditional Arts) 등 해외 유수 페스티벌이나 기관과 연계
하여 소리 프론티어 수상팀에게 국제무대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였다. 

페스티벌의 역량과 국제교류의 경험이 확장되면서 월드뮤직 장으로의 진입은 
점차 다변화, 정교화되고 있다. 즉 세계화가 공연예술계의 주요한 환경으로 등장
하면서 공연예술계는 전 지구적으로 재편되고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글로벌 공
연예술계의 다양한 창작과 유통 플랫폼들은 로컬의 음악들을 글로벌 단위로 소
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등장한 다양한 플랫폼들은 
한국 아티스트들이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글로벌 접속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3. 글로벌 월드뮤직 장에서 한국음악의 궤적
여기서는 앞서 살핀 국내외 다양한 활동으로 국악이 월드뮤직의 장 안으로 

접합하게 된 이후 한국음악의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소개된 장르는 사물놀이로 김덕수 패 사물놀이는 본격적으로 월드뮤
직 장이 구성되는 시점부터 세계시장에 등장하고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
후 사물놀이의 후예들인 <들소리>, <소나기 프로젝트>, <김주홍과 노름마치> 등
이 월드뮤직 장 안에서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장르 친밀성에 기인한다.

사물놀이의 후예로 가장 먼저 월드뮤직 장에 등장한 그룹은 <들소리>였다. 
1984년 창단한 <들소리>는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축원고사, 타악, 구음, 기악연
주, 대고공연 등 퍼포먼스와 연주를 결합한 무대공연작품으로 구성하였다. 국내
에서 <들소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 이는 국악계 내 창작단체들이 
주요 연주자를 중심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방식과 달리 <들소리>는 고유의 공연
콘텐츠를 먼저 구성하고 공연에 맞는 단원을 모집하여 활동하였기 때문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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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성과 상품화의 사이에서 상품화 쪽에 가깝게 보이는 그룹의 활동을 기존 국악
계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들소리>는 처음부터 해외무대를 
목표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2003년 싱가포르 아츠 마켓 쇼케이스에 진출한 이
후 호주, 영국, 싱가포르, 스페인의 워매드 무대에 선 후 2006년에는 해외지부인 
들소리 영국법인(Dulsori, UK. Ltd)을 설립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현지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APAP, 글로벌 페스트, 로스
킬데 락 페스티벌 등을 비롯하여 전세계 50여개국 이상에서 공연을 지속하면서 
한국음악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였다는 평을 받기도 한다.22)

현재 사물놀이의 후예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타악그룹 <김주홍
과 노름마치>는 1993년 창단하여 국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던 중 공연예술계
가 세계화 과정을 통해 전환되던 시기인 2007년 독일 크랑웰턴 페스티벌 참가
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글로벌 접합을 시작하였다. <김주홍과 노름마치>는 앞서 
소개한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면서 국제 월드뮤직공연계에 인
지도를 높여왔다. 서울아트마켓, APAP, Live! Singapore, 바벨메드뮤직 등의 유
통 플랫폼을 통해 프랑스 슈드 페스티벌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페스티벌과 2008
년 서울아트마켓 팸스 초이스 쇼케이스를 통해서 뉴욕 월드뮤직협회(World 
Music Institute, WMI)와 계약을 맺어 미국 투어를 진행하였다. 글로벌 기반의  
그룹 활동은 이들의 정체성과 활동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는데 2013년부
터 시작한 SSBD(Same Same But Different)는 글로벌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이
었으며, <김주홍과 노름마치>의 글로벌 유통은 점차 다변화되고 다방향으로 전
개되고 있다.23)

사물놀이 이후 한국전통음악의 월드뮤직 장의 본격적 소개는 월드뮤직 견본
시인 워멕스(WOMEX, World Music Exo)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워멕스 마켓 
이전에 가야금 앙상블 <사계>의 프랑스 미뎀 마켓24) 소개, <다악>의 캐나다 시

22) http://cafe.naver.com/dulsori 발췌(2016년 9월 검색) 및 면접.
23) http://kor.theapro.kr/?sub_num=161 발췌(2016년 9월 검색).
24) 미뎀 MIDEM(The World's Music Market)은 프랑스 깐느에서 매년 1월 개최되는 상업음악중심의 세

계음악산업마켓이다. 1967년 창립되어 매년 전문가 및 예술가 만명이상이 참가하는 세계최대규모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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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 마켓 초청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본격적으로 월드뮤직 장에 진입하지 못하
였다.

워멕스에 처음 등장한 단체는 2008년 워멕스 오프 쇼케이스의 오프닝으로 초
청을 받은 <공명>이다. 2009년에는 <들소리>가 정식 쇼케이스에 선정되었다. 
2010년에는 워멕스 사상 최초로 자국의 음악이 아닌 음악으로 오프닝 공연이 
무대에 오르며 화제를 낳았는데, 한국의 공연팀 <토리 앙상블>, <바람곶>, <비
빙>이 초청을 받았다. 워멕스의 오프닝 공연은 월드뮤직의 장에 한국음악이 본
격적으로 진입하였음을 알리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전략적 해외진출의 결실로도 
이해될 수 있는데, 그 배경에는 이들 그룹들은 앞서 소개한 서울아트마켓의 “저
니 투 코리안 뮤직”에 참가했던 유럽 월드뮤직 인사들의 영향이 있었다.

그 이후로도 워멕스 쇼케이스에 선정된 한국 단체는 2012년 <거문고 팩토
리>, 2013년 <잠비나이>, <숨>, 2014년 <김주홍과 노름마치>, 2015년 <바라
지>, 2016년 <블랙 스트링>으로 이어지는데, 이들은 주로 팸스 초이스와 저니 
투 코리안 뮤직을 통해 월드뮤직 장의 주요 페스티벌, 극장, 프로모터들의 주목
을 받았던 단체들이다. 2009년 한국음악이 워멕스에 소개된 이후 현재 한국음악
은 워멕스에 가장 많이 선정된 아시아 음악 중 하나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험
을 통해 국제교류전문기획자로 등장한 김유정(예술경영지원센터), 계명국(허브
뮤직, 블랙스트링 매니저), 이정헌(전 울산 월드뮤직 디렉터 겸 에이팜 창립), 김
민경(울산 월드뮤직 페스티벌), 이수진(거문고 팩토리 매니저), 김형군(잠비나이 
매니저) 등의 역할도 주요하였다.

월드뮤직 장 진입 이후 <거문고 팩토리>는 네덜란드 루츠페스티벌, 폴란드 재
즈 페스티벌, 북유럽의 로스킬데 페스티벌에 초청되었고, 유럽과 북미의 투어도 
진행한 바 있다. <고래야>는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페스티벌에 초청받았고, 
<토리 앙상블>은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페낭의 재즈 페스티벌, 호주, 뉴질랜드의 

켓으로 팝, 락, 재즈, 클래식 등 음악견본시로 기획자, 제작자, 출판사, 음반기획사, 언론사 등이 참가한
다. 2016년에 50회를 맞는다. 미뎀(MIDEM)은 음악, 방송, 통신, 영상 분야에서 세계적인 규모와 명성
을 자랑하는 방송영상견본시, 국제음악견본시인 MIPIM, MIPTV, featuring MILIA, MIPCOM, 
MAPIC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리드 미뎀(ReedMIDEM)이 주최 및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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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매드 등에 초청받았다. <정가악회>는 바르셀로나의 뮤직 마켓, 스페인 플라멩
코 페스티벌, 불가리아 포크 페스티벌 페스티벌에 참가한 이후 판소리－플라멩
코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국제무대 활동 중 국제적 월드뮤직 에이전시인 얼스 비트(Earth Beat)와 직접 
계약을 맺고 음반과 국제적인 공연활동을 하게 된 <잠비나이>와 <숨>의 활동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잠비나이>는 2010년 데뷔 이후 국악계보다 인디음악계에
서 주목을 받으며, 2011년 'EBS 스페이스 공감'의 '올해의 헬로루키'와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한 후 2012년 서울아트마켓 팸스 초이스에 선정되었다. 팸스 초이스
와 “저니 투 코리안 뮤직”의 월드뮤직 관계자들에 의해 국제무대에서의 가능성
을 인정받은 후 바로 이어 2013년 워멕스 쇼케이스에 선정되면서 국제무대에 
소개되었고, 이들의 활동을 주목한 네덜란드 에이전시 얼스 비트(Earth Beat)의 
제롬 윌리엄스와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글로벌 활동을 시작하였다.25) 2014년에
는 북미 최대 음악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SXSW)에 초청받았다. 2015
년에는 한국대중음악상의 올해의 크로스오버 앨범상을 수상하고 북유럽 최대의 
록 페스티벌인 덴마크 로스킬데 락 페스티벌, 세르비아의 엑시트 페스티벌, 포르
투갈 월드뮤직 페스티벌 FMM, 시에라 네바다 월드뮤직 페스티벌, 글래스톤 베
리 페스티벌 등 유럽과 미국의 주요 페스티벌의 초청을 받아 공연하였다.

2016초 <잠비나이>의 영국 벨라 유니온(Bella Union)과의 음반계약 뉴스는 
대중문화산업계와 한류계에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켰다. 전세계 인디록과 포스트 
씬에서 주목 받는 레이블을 가진 음반사인 벨라 유니온에서로 한국의 전통음악
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 아티스트가 최초로 본격 앨범 발매계약과 피지컬 및 온
라인상으로 전세계 배급망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큰 뉴스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음반이 전 세계 동시 발매와 동시에 전 세계 주요 음악 페스티벌 15개과 공연 
섭외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 전반에 반향을 일으켰다.26) <잠비나이>

25) 얼스비트 잠비나이 소개기사 http://earthbeat.nl/jambinai; http://www.doindie.co.kr/posts/jambinai 
–interview;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29/0200000000AKR20160729062800005. 
HTML 등 발췌.

26)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잠비나이>의 벨라 유티온과의 계약을 홍보하면서 이들의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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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규 2집 “은서(隱棲, A HERMITAGE)”는 발매 이후 영국 잡지 <더 콰이어
터스(The Quietus)>가 선정한 ‘2016년 상반기 톱 100 앨범 리스트’에서 15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잠비나이>의 음악은 국악기를 중심에 놓되 음악적으로는 국악, 인디, 메탈, 
아방가르드, 포스트 락 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국제적 월드뮤직, 대중음악, 락 
등 음악마켓전반을 어우르는 활동을 보인다. 이들을 일컫는 이름으로 기존 국악
계에서 사용하지 않던 밴드라는 명칭을 붙인 것도 이들의 지향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실제로 <잠비나이>의 행보는 국악계보다는 오히려 대중음악계에서 “글
로벌 뮤직마켓에서 가장 핫한 밴드”, “포스트 락 밴드 잠비나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일례로 세계 최대 규모의 뮤직마켓이라 일컬어지는 SXSW의 K-POP 
NIGHT OUT이라는 제목으로 구성된 한국 뮤직 쇼케이스에는 넬, 장기하와 얼
굴들, 크라잉 넛, 이디오 테입, 박재범, 현아 등의 대중 음악가 및, 인디뮤지션과 
함께 배치된 바 있다.27)

<숨[su: m]>은 두 명의 아티스트가 가야금, 피리, 생황, 태평소, 타악 등 여러 
악기로 공연하는 그룹이며, 앞서 소개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국제 월드뮤직계
에 안착하게 된 대표적 그룹이다. 2009년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실험정신상
을 수상하고, “서울문화재단 NArT 젊은 예술가” 음악 부문에 선정되었으며, 
2010년 숨 1집 앨범 <공간에서 숨 쉬다>를 발매하였다. 2011년에 예술경영지원
센터 팸스 초이스에 선정된 후 울산 월드뮤직 페스티벌을 통해 네델란드 얼스비
트 에이전시 제롬 윌리암스(Jerome Williams)와의 만나게 되었다. 이후 2013년
에는 제롬 윌리엄스의 제안으로 중국의 신생 월드뮤직 페스티벌인 SOUND OF 
THE XITY(SOTX)에 참가하고, 같은 해 워멕스 쇼케이스에도 선정되었다. 
2013에는 미국 원 비트 펠로우로 선정되어 해외 레지던시(residency)를 경험하
고 2014년에는 서울에서 열린 뮤콘에 참가한 후 네델란드 시네마시아 페스티벌, 
영국 워매드, 벨기에 스핑크스 믹스트 페스티벌, 말레이시아 페낭 조지타운 페스

행보를 강조한 바 있다.
27) https://nl.linkedin.com/in/jerome-williams-256758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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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벌 등에 초청되었고, 폴란드 크로스 컬쳐 페스티벌(Cross Culture Festival)에
서는 최고 공연 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이탈리
아, 스웨덴의 주요 극장에서 단독 공연을 진행하였다. 2015년에는 미국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SXSW), 홍콩 아트페스티벌, 브라질 MIMO 페스티벌 등 세
계 주요 페스티벌에 초청을 받고 북미 및 유럽 단독공연 투어로 26개 도시 30여 
회의 공연을 하였으며, 2016년에는 호주 워매드(WOMADelaide), 워매드 뉴질
랜드(WOMAD NZ), 프랑스 재즈 술 래 뽀미에와 뉘 소노르 축제를 비롯하여 
폴란드와 스웨덴의 축제에서 계속하여 초청받는 등 월드뮤직 장의 대표적 한국 
아티스트로 성장하였다.

앞서 그룹들이 신진 연주자들의 약진을 보여주고 있다면 거문고 연주자 허윤
정이 이끄는 <토리 앙상블>(허윤정 거문고, 강권순 정가, 민영치 타악)과 <블랙 
스트링>(허윤정 거문고, 이아람 대금, 오정수 베이스 기타, 황민황 타악․구음)
은 한국전통음악계의 중견의 힘과 한국음악의 즉흥성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
고 있는 그룹들이다.

<토리 앙상블>은 이미 2010 워멕스를 통해 월드뮤직 장 안으로 진입한 후 폴
란드, 말레이시아의 재즈 페스티벌 뿐 아니라 호주와 뉴질랜드의 워매드에도 초
청받은 바 있다. 2011년 UK 커넥션 프로젝트를 통해 결성된 <블랙 스트링>은 
2014 팸스 초이스 선정 이후 월드뮤직과 재즈계 양 진영의 페스티벌과 공연에 
초청을 받고 있던 중 2016년 유럽의 최고 재즈 레이블이라 일컬어지는 메이저 
음반사 ACT와 다섯 장 정규음반 계약을 맺고 가을 음반을 출시하면서 공연계와 
평단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016년에는 워멕스의 공식 쇼케이스 아티스트
로 선정되어 글로벌 공연계에 주목을 받으며 안착한 대표적 그룹이 되었다. <블
랙 스트링> 허윤정은 국악계 인물로 드물게 문화예술전문 잡지 <객석>의 표지
를 장식하기도 하였고28) <블랙 스트링>의 첫 ACT 출신 음반 “Mask Dance”는 
월드뮤직 잡지인 에프루츠(fRoots)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매체에 리뷰가 실리

28) 송현민, 거문고 연주자 허윤정 전통을 입력하여 미래를 출력하다 , 월간 객석 2016년 11월호(객석컴
퍼니, 2016), 54~61쪽.



<그림 1> <블랙 스트링>과 “Mask Dance” 음반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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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전 세계 공연장과 페스티벌에서 공연요청이 쇄도하는 그룹이 되었다.29)

월드뮤직 씬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하나의 사례로 오스트
리아 비엔나에서 2012년부터 열리기 시작한 클래시컬 넥스트 마켓을 들 수 있다. 
클래시컬 넥스트는 고전 음악의 마켓으로 워멕스에서 클래식음악만을 분리하여 
예술음악을 중심으로 전통음악, 실험음악, 아방가르드, 비주류음악을 포함하는 
아트음악의 유통 견본시이다. 작곡가와 연주자가 함께 참여 가능한 마켓으로 워
멕스에 비해 실험적 월드뮤직, 각국의 민속악기로 연주하는 현대음악 등 새로운 
범주의 월드뮤직에 대한 실험의 장이 되고 있다. 첫해에 한국의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과 작곡가 임준희가 공식 초청된 바 있으며 한국전통음악인 산조 뿐 아니
라 예술창작곡과 실험적 성격의 가야금 연주곡이 공연되어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월드뮤직 장의 한국음악의 등장은 다른 차원에서 한국음악의 글로벌
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 글로벌 월드뮤직 장에서 한국전통음악계를 주목하게 되
면서 오히려 마켓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음악의 가능성을 평가하고 한국의 아티
스트들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가지 예로 한국 포니 캐년에서 음반을 

29) http://www.frootsmag.com/content/issue/reviews/ 참고.



<그림 2> 월드뮤직 잡지 에프루츠의 그룹 이도 음반 리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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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한 그룹 <이도>를 들 수 있다. <이도>는 워멕스나 혹은 주요 월드뮤직 페스
티벌에서 적극적 활동을 벌이진 않았지만, 2015 출시 음반<여민락>(포니 캐년 
코리아)이 월드뮤직 잡지 에프루츠와 주요 월드뮤직 웹사이트에 음반리뷰가 실
렸다.30) 이는 이제 한국전통음악계의 글로벌 단계는 무대의 장소성을 넘어선 실
천으로 전환되었다고 하겠다.

이에 더하여 월드뮤직에 한정되어 진행되었던 전통음악의 반경은 해외 레지
던시에 직접 참가하고 마켓에 참가하는 등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30) 그룹 <이도>의 음반리뷰가 이러한 매체에 실리게 된 데는 미국 월드뮤직 에이전시인 조슈아 칙을 통해
서 가능하였다. 조슈아 칙은 “저니 투 코리안 뮤직”의 초창기 초청자로 이후 한국음악계의 활동을 눈여
겨 보면서 해외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http://worldmusiccentral.org/2016/03/21/yeominrok-a-thrilling-musical-journey/
CD Reviews, http://www.farsidemusic.com/acatalog/Traditional_Korea.html
http://www.farsidemusic.com/acatalog/Roots_Crossover___Collaboration.html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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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글로벌 네트워크 안으로 가담한 아티스트들이 등장하였다는 점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아티스트들은 기존의 국악의 패러다임인 창작－연주의 이
분법을 넘어 스스로 자신의 음악의 창작자가 되기도 하고 기획자가 되기도 하면
서 적극적으로 해외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한다. 더 나아가 몇몇 개
인 아티스트들은 해외 레지던시나 유학의 과정을 통해 과감하게 자신의 거주지
를 본국이 아닌 해외 거점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적극적 탈경계 활동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한국음악의 글로벌 실천의 범주를 더욱 넓히고 있다고 하겠다.31)

4. 한국전통음악의 탈경계 실천의 의미와 전망
사물놀이로 시작한 한국전통음악의 월드뮤직 장 진입은 특히 지난 십여 년간 

국내외 환경변화들 속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다변화되고 정교화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전통음악 장르 뿐 아니라, 사물놀이와 같이 전통음악 
바탕의 무대공연물이나, 전통음악 바탕의 창작음악 장르까지 포괄하여 지역 장
르명인 ‘국악’으로 소개되면서 월드뮤직 장 안에서 한국음악은 안착된 행보를 
보여준다.

현재 이들은 지역음악의 소개 뿐 아니라 국제적 월드뮤직, 재즈, 락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경험하면서 다자성의 실험을 거듭하고 있다. 이
러한 이들의 활동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월드뮤직의 장을 통해 한국전통음악
이 글로벌 탈경계 음악활동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31) 대금 연주자 김혜림은 해외 유학을 갔던 영국을 근거지로 글로벌한 공연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해금 
연주자 여수연과 피리 연주자 가민 강효선은 국립국악원 연주단을 그만두고 현재 뉴욕이나 샌프란시스
코 등을 거점으로 국내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페스티벌 진출지
원 2013 월드뮤직 마켓 및 공연예술마켓 참가지원사업 참가자 리서치 자료집에는 피리 주자 가민 강효
선의 클래시컬 넥스트, 고래야 대표 안상욱의 에딘버러 프린지, 비빙 대표 김지명, 정가악회 매니저 박
인혜의 바르셀로나 뮤직마켓, 재영 대금 연주자 김혜림의 유럽공연예술회의, 허브뮤직 기획자 정혜리, 
종려나무 프로덕션 대표 이수진(청배 기획팀장, 거문고 팩토리 기획자), 그룹 숨 대표 박지하의 월드뮤
직 엑스포 참가기와 동향보고서가 실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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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음악은 월드뮤직의 장과 만나며 국악, 재즈, 락, 포스트 락, 클래식, 무속, 
영성, 예술, 아방가르드, 즉흥, 실험, 일렉트로니카 등 다양한 장르 명으로 소개
되면서 점차 실험과 음악의 성격이 다변화하고 진화 중이다. 즉 국악을 중심으
로 펼쳐졌던 한국음악의 현대적 흐름의 여러 실험과 도전의 응집된 역량이 세계
화 시대 월드뮤직의 장과 만나 펼쳐지는 중이라 할 수 있다.

<잠비나이>, <숨>, <거문고 팩토리>, <토리 앙상블>, <블랙 스트링>등은 기존
의 관습적인 장르명을 쉽게 붙일 수 없는 난해하거나 동시대적인 음악관습, 음
악어법, 악기, 연주법까지도 취사선택하였다. 이들의 음악은 사물놀이가 표방했
던 관습적 무대공연물, 퓨전국악이나 국악대중화가 선택했던 ‘대중’을 위한 쉬운 
음악인 이지 리스닝을 넘어 프리 재즈, 포스트록, 아방가르드, 펑크, 헤비메탈, 
월드뮤직 등 다양한 장르의 실험을 거듭함으로써 자신들의 음악에서 민족성을 
탈구시켜 버린다.

<거문고 팩토리>의 음악에 대해 송라인즈 잡지의 편집장인 사이먼 브로튼은 
“월드뮤직, 아방가르드, 헤비메탈…뭐라고 정의해도 상관없다. 그들의 음악은 
독창적이고 강렬하며 심장을 뛰게 한다. 단언컨대 그것은 당신이 이전에 들었던 
그 어떤 음악과도 다를 것이다”라고 평했다. 유사하게 그룹 잠비나이의 에이전
시는 잠비나이를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는 음악 그러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음악(The Music that exist everywhere but belongs nowhere)”라 소개한다. <토
리 앙상블>과 <블랙 스트링>의 리더인 허윤정은 “블랙스트링을 하면서 특정 대
중을 상정할 수도 없었고 상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악만 했을 
뿐”32)이며 “내게 이제 국내, 해외는 의미가 없다. 경계가 없다. 나를 불러주는 
무대가 있으면 가는 거지 국내든 해외든 상관없다…이분법적으로 해외와 국내
의 경계를 나누기보다 이제는 우리 음악을 하고…”(예술경영지원센터 더 아프로 
인터뷰)라고 자신의 음악의 탈경계를 선언한다. 이들에게 있어 자신들의 음악 
행위에서 평단의 평가나 민족성의 재현은 더 이상 중요한 존재의 준거가 아니며 

32) 송현민, 거문고 연주자 허윤정 전통을 입력하여 미래를 출력하다 , 월간 객석 2016년 11월호(객석컴
퍼니,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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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창작국악이 기대어 왔던 작곡가도 이들의 음악에서는 의미가 없다.33)
월드뮤직의 장은 동시대 국악의 새로운 실험의 공간이자 연행 환경이 된 셈이

며 국악에 선입견을 가지지 않은 월드뮤직 관객은 도전정신을 가진 예술가들을 
위한 유익한 환경이 되고 있는 셈이다. 월드뮤직의 장에서의 활동을 통해 동시
대 국악은 관습적 음악어법에 근거하거나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는 창작의 아이
디어들을 펼쳐 보임으로써 보편성으로서 음악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
들의 작업은 궁극적으로 내부와 외부 세계의 접점을 찾아 전통과 동시대를 관통
하는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의 국악세계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 즉 “국악의 세계화가 궁극적으로 국악의 주변적 위치를 회복
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나 전통, 무형문화재, 문화유산이라는 기호를 둘러싼 후
광효과”34)를 극복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잠비나이>는 인터뷰 기사에서 “우리 음악을 국악 세계화라 지칭하지 말아 
달라”고 선언함으로써 “민족주의적 표상으로 호명된 국악에 한국사회의 세계화
의 욕망이 투영되어 국가이미지 재고를 위해 임의로 설정된 수사학이면서 동시
에 이 수사에는 국악의 주체들에게는 국악이 로컬에서 가진 주변적 위치를 글로
벌 지위 인정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으로서의 국악의 세계화와 “민족주
의와 세계화 사이에 끼어 이를 재현, 대변, 귀환되는 주체로 왜곡된 공허한 표

33) 허윤정 이외에도 여러 아티스트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음악의 주체임을 선언한다. <김주홍과 노름마
치> 대표 김주홍은 “해외진출 초창기, 유럽에 가면 항상 중국이나 일본 단체냐고 물었다. 그런데 이제는 
유럽에서도 한국에 좋은 음악과 단체가 있다는 걸 안다. 우리의 음악적 색깔을 정확히 이해하고 무대에 
세우려고 한다...중략...과거 한국음악, 전통음악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식하면서도 보존 대상으로 여기던 
이들이 이제는 한국음악을 하면 세계적인 예술가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으며 <정가악회> 대표 천재현도 “해외진출 경험을 통해 연주자들이 성장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27명 단원이 전부 무대에 서게 하려고 한다. 예술가의 성장 이외에 남는 건 없다...중
략...국내에 시장이 없다는 건 다 아는 문제다. 그렇다면 해외에 나가 우리 것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에서 
남는 건 뭘까 고민했다. 그러다 스페인에 가서 플라멩코와의 교류를 시도했고, 이를 함께한 친구들이 
성장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고 만약 성과가 좋다면 다른 쪽에 모델이 될 수 있을 거다. 정말 좋았던 
건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연주자들이 조금씩이라도 알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한다. 
[KAMS 10주년 특집 좌담 세계 속 한국음악의 미래를 위해 <해외진출, 그리고 그 후>, http://webzine. 
gokams.or.kr/mobile/plan/view.asp?idx=1539&page=10&c_idx=46&searchString=].

34) 김희선, 국악의 세계화 담론과 월드뮤직화 , 음악과 문화 제20집(세계음악학회, 2009), 27~54쪽.
김희선, 국악의 세계화:2000년대 해외공연사례를 중심으로 , 공연문화연구 제27집(한국공연문화학
회, 2013), 369~4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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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35)으로서의 국악을 경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단일하고 고정된 배타적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억압된 모습을 넘어, 

국악이라는 이름을 통해 민족주의적 표상으로 호명되기보다 초문화적 상상력을 
시도하여 관습적 텍스트로부터 의도적 거리두기를 하여 글로벌 시대에 상호문
화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태도로 읽어낼 수 있다. 한편 이는 “글로벌 시대의 예술
창작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데 글로벌 시대의 예술은 기존의 단일하고 
안정적인 정체성을 해체하고 복수적, 혼종적, 개방적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여러 
문화를 가로지르고 접합하면서 새롭게 배치되는 복합적 양상에 주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36)는 스튜어트 홀이 지적한 글로벌 시대의 예술창작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월드뮤직 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음악과 문화적 텍스트들은 때로는 혼종적이
지만 이러한 혼종성은 퓨전 국악이 드러냈던 일괄적이며 관습적인 대중성을 차
용한 혼종과는 다르다. 이념적 정체성으로서의 한국적 혹은 민족적 정체성을 넘
어서서 이전보다 복합적이며 상이한 문화의 맥락이 가진 다양한 텍스트들과 과
감하게 결합함으로써 다른 차원의 새로운 정서를 만들어 낸다. 즉 세계화를 통해 
‘탈영토화’한 전 지구의 공간 안에 실천적 행위자들의 탈경계적 행위로 새로운 
투쟁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구성해 내는 새로운 정서들은 궁극
적으로 한국적이면서 동시에 글로벌적이며, 동시에 자유롭고 개인적이며 파편화
되고, 민족적으로 탈구된 탈경계적이며 역동적이며, 복합적 차원의 것이다.

한편 이는 창작국악, 퓨전국악의 시대를 통해 국악계 내부에 등장한 작가적 
예술가군과 대중적 엔터테이너군의 창조적 역량들이 집결되고 다양한 창작과 유
통의 플랫폼을 통해 연주자가 창작과 기획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 시대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월드뮤직의 장은 허구적인 “국악의 세계화”의 
구호를 넘어 국악계에 실험, 시도, 도전의 가능성을 재고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
며 코스모폴리탄적 실천을 가능케 하는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5) 위의 글.
36) 스튜어트 홀. 전효관 역, 모더니티의 미래(현실문화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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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문화적 동질화와 차이의 분절과 긴장관계로 해석된다.37) 즉 세계화
를 통한 문화 동질화와 세계적 패권주의에 반발하는 민족문화의 보호와 복원의 
저항경향이 드러나는 일 또한 세계화 이후 드러나는 긴장관계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문화는 경제논리의 단선적 사고로만 설명할 수 없으며, 문화가 가진 자
율성과 문화 현상의 다차원성을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문화는 다양한 실천 속
에서 접합되는 공간을 의미하게 된다.38)

세계화 시대의 월드뮤직의 장은 문화동질화에 대한 우려와 차이에 기반을 둔 
민족문화 보호의 저항경향의 긴장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 주는 장이며, 이 과정
에서 벌어지는 충돌, 저항, 협상, 혼종 등 복합적 양상과 다차원성을 실천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월드뮤직의 장 안으로 한국전통음악을 가지고 들어가는 아티
스트들은 전 지구화가 그려내는 탈경계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세계화를 실천하
는 주체로서 글로벌 시대 한국음악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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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rean Traditional Music in the Field of World Music: 

－The Trajectory and Meaning of Practices of Trans-boundar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Kim, Hee-Sun
(Kookmin University, National Gugak Center)

The hardship of the traditional music of the early 20th century which caused 

by the Japanese Imperialism was subjugated and reorganized by establishing 

institutions including nationalism, modern means of educational institutions, 

national heritage system, the National Gugak Center and modern traditional 

orchestras. Reorganized modern gugak included earlier repertoires of traditional 

music with new repertoires for modern stage and these repertoires have fixed. 

However, traditional music which could not be taken into cultural industry and 

only remained at the boundary of heritage. However, growing numbers of artists 

who were raised by the modern system strived to survive.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the younger generation of artists and their global 

activities since 2000 along with the emergence of globalization and world music. 

I examine the recent music practice of Korean music within the global market 

to explore how several global and local flatforms have worked for them to prepare 

the global market and ways in which globalization have experienced by them. In 

this paper, with examples of Dulsori, Kim Ju-hong and Noreum Machi, T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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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emble, Jambinai, Su: m, Black String and others, I argue that they are the 

main agency of reveling global identity by creating with their trans-boundary 

music. These Korean artists, as subjectivities of practicing global identity, in the 

field of world music, create a new meanings of Korean music in the era of 

globalization.

【Keywords】world music, globalization of gugak, flatforms of performing arts, global music practice, 
global Korean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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