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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금년은 운초 장사훈 선생님의 노력으로 동양음악연구소가 개소한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소한 첫 해부터 학술지 민족음악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제

호를 민족음악학으로 변경하 고, 현재는 동양음악연구소의 명칭에 걸맞은 

동양음악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이제 지령 40집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동안 불편하게 운 되었던 연구소의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하

습니다. 학술지 수록논문의 서비스와 논문투고 및 심사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인터넷 기반 환경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동양음악연구소의 정기 학술회의는 <한국음악의 시도>라는 주제로 9

월 2일 열렸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한국음악의 현 화와 중화를 위하여 부

단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아직도 그 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서 반세기 이상 연주(공연)와 작곡,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현 화와 중화를 

위하여 진행해왔던 다양한 시도를 정리해보고자 하는 의도 습니다. 기조발표는 

권오성교수님이 맡아 주셨고, 작곡, 교육, 국악관현악, 세계화, 가야금, 거문고 

이상 6분야의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의 면면이 각 분야의 현장에서 그러한 노력을 담당하

던 분들이었던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연과 함께 진행된 발

표는 그동안 내용 위주로 진행되었던 학술회의보다 훨씬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

로 채워졌습니다. 그날 발표된 논문 중 5편이 이번 40집에 수록되었습니다. 음

악의 연행 현장에서 체득하 던 내용을 글로 풀어내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완성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호에는 만의 북관음악에 쓰이고 있는 공척보와 관련된 논문을 수록

하 는바, 공척보가 실제 음악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만의 양상은 한국 고

악보의 재현(복원)에 한 생각을 유연하게 해 줄 것입니다. 근래 한국에 유학 



7

온 외국의 음악 전공자들이 자국의 음악을 한국에 소개함으로 써 한국의 음악

학자와 학생들이 동양 여러 나라의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합니다.

또, 한국음악 관련 최초의 학위 논문인 계정식 박사의 논문 번역본 일부를 수

록하 습니다. 계정식의 논문은 1930년 의 한국음악에 한 인식과 연구 배경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정식 박사의 학위논

문을 제공해주신 권오성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원고를 투고해주신 8분(김희선, 쉬운페, 안현정, 윤병천, 윤 해, 이상규, 이지

, 허윤정)과 번역을 맡아주신 박균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40

년 동안 연구소를 이끌어 주신 전임 소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환

경에서도 연구소를 위해 애써 주었던 연구원과 조교들(지금은 중견 학자로 활동

하고 있는)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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