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례>

1. 서론

2. 계정식의 한국음악 연구와 그의 음악세계에 미친 영향

3. 한국음악(1935)의 의의와 가치

4. 결론

동양음악 제40집｜187~218쪽｜2016. 12

계정식 한국음악의 음악학적 의의*
47)

－1930년대 독일 비교음악학계의 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윤 영 해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국문초록】

한국음악 학계 최초의 박사학위 취득자인 계정식의 박사학위논문이자 저서 한국음악을 중심

으로 그의 저술이 가지는 음악학적 의의와 그가 한국음악연구에 입문하게 된 1930년대 독일 음악

계의 비교음악학적 방법론에 의거한 한국음악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 글이다. 

계정식의 연구는 선행연구로서 주로 참고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는 에카르트의 한국음악
(1930)보다 실제 악곡에 대한 설명의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치중하고 있다. 그가 한국음악 

연구와 인연을 가진 계기는 독일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연구를 시작하면서 부터이며 그의 

연구는 당시 독일 학계의 주된 음악학의 학문 경향이었던 녹음자료의 수집과 채보를 바탕으로 

한 음악적 분석이라는 비교음악학적 연구방법론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계정식의 한국음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악곡들은 대부분은 1910년부터 1930년대에 생성

된 유성기 음반과 당시의 새로운 경향이었던 이상준의 악곡집, 즉 창가집에 수록된 당대의 악곡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진흥사업단의 한국학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

아 수행된 연구임(AKS-2015-KFR-1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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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으로 하고 있다. 악보와 음원을 제시하고 한국음악의 개별 악곡을 감상에 필요한 설명과 

함께 서술한 한국음악은 당시 독일을 비롯한 유렵의 독자들에게 한국음악을 본격적으로 소개하

는 역할을 하 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연구서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의 연구는 1930년  독일 

비교음악학계의 비유럽권 음악연구의 경향을 한국음악을 상으로 충실히 반 하고 있으며, 녹음

자료의 수집과 채보 및 분석을 포함하는 현장연구의 방법론을 당시 한국의 상황에 맞는 유성기 

음반과 창가집을 상으로 하 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주제어】계정식, 에카르트, 이상준, 김인식, 창가집, 조선속곡집, 신선속곡집, 담바구야, 밤엿타령

1. 서론

계정식(1904~1974)은 바이올린 연주자이며 한국 최초의 교향악단 고려교향

악단의 초  지휘자로 활동하 던 음악가이며 한국음악학계의 첫 번째 박사학

위 취득자이다. 계정식의 저술 한국음악–유럽식 기보로 역보(譯譜)된 17개 악

곡들에 한 최초의 소개 및 논평1)은 그가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듬해에 독일

에서 출간한 한국음악을 소개하는 글로 그의 박사 학위논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의 저서는 한국인에 의해 서구의 언어(독일어)로 출판된 최초

의 한국음악 안내서로서 20세기 전반 서구 유럽에 한국음악을 알리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 다.

그의 저술 한국음악은 소제목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17개의 악곡을 

중심으로 당시 다양한 장르의 한국음악을 오선보로 기록하고 그에 하여 간단

히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계정식의 연구 및 저술 이전에도 서양 음악 학계에서 

서양인들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을 소개하고자 하는 시도는 간간히 진행되어 왔

지만2) 계정식 박사의 논문이 한국인의 관점에서 서양의 언어로(독일어) 한국음

 1) 이하 한국음악으로 지칭하도록 하며 원제목은 다음과 같다.
CH, S. KEH, Die Koreanische Musik-Einführung und Besprechung von 17 zum ersten Mal in die 
europäische Notenschrift übertragenen Kompositionen, Heitz and co, Leipzig, Strassburg. Zürich; 
1935.

 2) 당시의 한국음악을 소개하고 있는 서양 학자의 연구로는 쿠랑과 에카르트의 연구가 있고 한국음악을 

악보를 첨부하여 소개하고 있는 글은 헐버트의 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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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을 채보하고 분석하 다는 점과, 1935년에 독일어로 서양 음악학계에 발표되

어 서구에 한국음악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점을 감안하

면, 계정식의 한국음악 연구는 한국음악학계에서도 그 의의를 재고할 필요가 있

다. 바이올린 연주자 던 그가 독일에서 한국음악을 주제로 채보를 바탕으로 한 

분석적 연구를 진행하고 한국음악 소개서를 출판 하 던 점은 당시 한국내에서 

진행된 안확, 함화진, 송석하, 정노식의 한국음악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계정식의 한국음악를 중심으로 계정식이 한국음악 연

구에 입문하게 된 경위와 1930년  독일 음악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연

구 경향, 비교음악학계의 아시아권 음악 연구방법론 등을 논의하고 계정식 한

국음악이 가지는 음악학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2. 계정식의 한국음악 연구와 그의 음악세계에 미친 영향

계정식은 17세에 이미 바이올린 독주회를 하 을 정도로 일찍이 천재 바이올

리니스트로 이름을 알렸으며 70세로 미국에서 사망할 때까지 바이올리니스트, 

교향악단의 지휘자, 교육자로 꾸준히 활동하 다. 한국에서 출판된 그의 저작물

은 교육서적인 중등노래교본(초급용)(1946)3)과 그가 노년기에 심취하 던 오

페라를 소개하는 오페라의 샘(1962)4)이 있다. 서양음악 학계에서의 그의 음

악가로서의 명성과 활동이 그간 중들에게 잘 알려진 것과 조적으로 그의 첫 

번째 저술이자 한국음악을 주제로 하고 있는 한국음악에 하여는 잘 알려진 

Maurice Courant, "La Musique en Coree" Encyclopedie de la musique et dictionnaire de 
conserpatoire(Paris;Charles Delagreve, 1913~1931).
Andre Eckardt, Koreanische Musik(Verleger Tokyo: Deutsche Gesellschaft f. Natur-u. 
Völkerkunde Ostasiens Leipzig: Verlag Asia Major, 1930).
Hulbert Homer, ｢Korean Vocal Music｣, The Korean Repository(Seoul; The Trilingual Press, 
1896).

 3) 계정식, 중등노래교본(초급용)(교회음악연구회, 1946).
 4) 계정식, 오페라의 샘(好學社,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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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없다. 한국음악은 독일어 저술로서 그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

듬해(1935) 독일에서 출간되었다.5) 독일 유학 이전에도 이미 천재적인 바이올

리니스트로 이름을 떨쳤던 그가 바이올린 공부를 위해 독일로 유학을 떠날 당시

만 해도 한국음악 연구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의 한

국음악과의 인연은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바이올린 연주자로 활동하던 계정식이 독일로 유학을 떠난 것은 1923년으로 

확인된다.6) 그는 1922년 숭실전문학교를 중퇴하고 일본 도쿄의 도요(東洋)음악

학의 바이올린 전공으로 유학하 으나 이듬해인 1923년 독일로 다시 유학을 

떠난다. 1924년부터 1929년 졸업할 때까지 독일 뷔르츠부르크 바이에른

(Bayerishes Staatskonservatorium der Musik)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 고 이후 

뷔르츠부르크 학교(Universitat Wurzburger) 철학부와 스위스 바젤 학교

(Universitat Basel)에서 수학하며 1934년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 후 1935년 한국

으로 귀국하 다. 그의 주요 행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계정식(桂貞植)박사의 주요 약력7)

1904년 9월 18일 평양 계리 86번지에서 예수교회 목사의 자녀로 출생

0000년 숭덕보통학교와 숭인상업학교 졸업

1920년 기독청년음악회(신의주공회당)에서 독주

1921년 평양음악회(평양청년회 주최), 평양숭실 학교지육과 주최 음악회. 평안극

장 연주회, 등에서 바이올린 연주 

1922년 숭실전문학교8) 중퇴 도쿄 도요(東洋)음악 학 바이올린 전공

 5) 계정식, ｢나의 구주생활십삼년｣, 신인문학 제2권, 3호(청조사, 1935); 김수현, 한국근 음악기사자료

집 잡지편 제5권(민속원, 2008), 86쪽에서 재인용.
 6) 위의 글.
 7) 계정식의 주요 행적은 오유진(2013)의 연구와 관련 신문, 잡지의 기사를 바탕으로 정리하 다. 

오유진, ｢계정식의 생애와 음악활동｣, 음악과 민족 제45호(민족음악학회, 2013); 송방송, 한국근

음악기사자료집 색인편(민속원, 2009) 참조. 
 8) 미국인 선교사 배위량(裵緯良: W.M.Baird)이 세운 학교로 당시 서북지방 음악활동 중심지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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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년 평양 제일관 송별연주회9) 후 독일유학. 

1924년 독일 뷔르츠부르크 바이에른(Bayerishes Staatskonservatorium der Musik)

에서 바이올린을 전공, 

1929년 졸업 이후 뷔르츠부르크 학교(Universitat Wurzburger) 철학부와 스위스 

바젤 학교(Universitat Basel)에서 수학

1934년 바젤 학교에서 조선의 궁정음악과 민요에 관한 논문으로 철학박사학위

(Ph.D.)를 취득

1935년 3월에 귀국 후 연주자와 교육자로 활발히 활동. 귀국연주회에서 ｢방아타령｣, 

｢취태평지곡｣ 등을 바이올린 곡으로 재편성하여 연주 활동. 한국음악을 

독일에서 독일어로 출판

1935년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

1941년 조선음악협회, 조선임전보국단, 경성음악협회 이사, 경성후생실내악단 지휘

자, 동아악단 단원으로 연주와 지휘를 담당

1945년 10월 고려교향악단(현 서울시립교향악단) 초  지휘자

1946년 2월 경성음악학원 교수로 잠시 재직

1946년 계정식음악학원 설립

1961년 미국 이주 브루클린 음악학교 교수 재직, 한국음악협회 고문으로 활동

1974년 10월 3일 뉴욕(New York) 앰허스트(Amherst)에서 사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계정식의 음악활동은 주로 바이올린 연주 활동과 

지휘자, 교육자로서의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정식이 한국

인 최초로 한국음악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독일어로 한국음악을 소개하

는 저서를 출판하며 한국음악계에 기여한 계기는 그의 유학처가 독일이라는 사

실과 무관하지 않다. 1900년 부터 시작된 독일음악 학계의 비교음악학 열풍이 

고 이화여자전문학교나 연희전문학교와 더불어 해방전까지 서양음악가를 배출하는 전문 음악 교육기관

이었다. 
 9) 1923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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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한국음악 연구와 인연을 맺게 된 직접적인 계기 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

다.10) 음악연구와 관련하여 한국음악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을 계기로 그는 한국

음악에 한 음악적 이해도가 깊어졌으며 이후 그의 음악에도 이러한 한국음악

에 한 관심과 이해가 꾸준히 반 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는 한국 귀국 이

전 독일에서의 연주활동에서도 한국의 전통음악을 모티브로 바이올린 연주에 

적용한 악곡을 연주하 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가 1935년 한국 귀국 직후 가

진 연주회에서 ｢취태평지곡｣이나 ｢방아타령｣과 같은 악곡을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하여 연주하 던11) 기록을 참고하여 보면 이러한 추측은 신빙성을 더한다. 

또한 그는 한 아악연주회에 참석한 이후 한국음악의 음악적 가치를 설명하는 글

을 잡지에 기고하는 등 그의 한국음악과의 인연은 그의 음악관에 큰 향을 끼

쳤다.12)

3. 한국음악(1935)의 의의와 가치

독일어로 출판된 한국음악이라는 저술은 계정식의 한국음악(1935) 이외

에 독일인 신부 안드레아스 에카르트(1884~1968)의 한국음악(1930)13)이 있

10) 계정식의 한국음악의 서문에서 주로 참고한 한국음악 연구 관련 선행논문 에카르트(1930)의 서문에

도 당시 독일 비교음악학계의 비유럽권 음악에 한 연구가 진행된 상황, 에카르트가 한국음악을 연구

하게 된 경위 등이 당시 독일 학계의 비교음악학 연구가 성행하 던 학문적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에카르트 역시도 당시 비교음악학계에서 중국과 일본 음악에 관한 연구에 비하여 한국음악에 한 연구

가 매우 부진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에카르트(1930) 서문 내용 참조. 
11) 취태평지곡과 방아타령은 그의 저술 한국음악에서 소개하고 있는 17악곡 중에 포함된 곡이다. 

1935.5.15 공회당연주회 곡명: 아악태평지곡

1935.7.2 진남포, 선천연주회 곡명: 방아타령, 취태평지곡

1935.7.5 선천 <지방순회공연 조선일보 주최>공연 곡명: 방아타령, 취태평지곡

오유진, 앞의 글(2013).
12) 계정식, ｢아악공개연주를듣고｣, 조광 38호(1938); 김수현, 한국근 음악기사자료집 잡지편 제7권

(민속원, 2008)에서 재인용.
13) 에카르트의 논문명은 계정식의 글에 수록된 정보를 그 로 수록하 다.

Andreas Eckardt (O.S.B.: Koreanische Musik, Tokzo, 1930. Mitteilungen der Deutschen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 Band ⅩⅩⅣ, Teil B. 



<그림 1> 계정식의 한국음악 표지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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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정식은 한국음악 서언에서 에카르트의 한국음악｣(1930)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계정식의 한국음악에 한 논의는 

에카르트의 한국음악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내용에 

따라서 에카르트의 동명 저술 한국음악도 함께 논의하기로 한다. 

1) 한국음악의 구성

부록 악보 16면과 본문 76쪽에 달하는 한국음악은 서언과 맺음말을 제외하

고 총 Ⅵ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음악(1935)의 전체적인 구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에카르트의 한국음

악(1930)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글로 번역한 목차의 세부적인 구

성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계정식 논문 목차

서언

Ⅰ. 한국의 역사와 문화사에 하여

Ⅱ. 음악철학

Ⅲ. 한국음악의 본질

　a) 음 체계

　b) 가자와 악공

Ⅳ. 악기의 형태와 연주방식

　a) 해금(바이올린)의 구조와 연주방식

　b) 장구연주에서 딱 소리내기

　c) 리듬 일반론

　d) 선율 일반론

　e) 헤테로포니

Ⅴ. 연주

Ⅵ. 유성기음반

　궁정과 불교음악

　민속음악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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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형식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부분은 한국음악을 이해하고 감상하는데 필요한 음악적 상식

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Ⅰ장부터 Ⅴ장까지의 내용에 해당한다. Ⅰ. 한국의 역사

와 문화사에 하여, Ⅱ. 음악철학, Ⅲ. 한국음악의 본질, Ⅳ. 악기의 형태와 연주

방식, Ⅴ. 연주의 부분들로 한국음악의 역사, 음악철학, 악기, 일반적인 연주법에 

한 설명 부분이다. 두 번째 부분 Ⅵ장 '유성기음반' 부분은 한국 음악 중 그가 

엄선한 악곡들의 제목의 유래,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음원(유성기음반)의 출처를 

소개하고 오선보로 채보한 악보를 함께 수록하면서 악곡의 실제적인 감상을 위

한 설명을 첨부하고 있다. 부제에서 밝히고 있는 17곡은 Ⅵ장에 차례로 수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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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고 악보는 부록으로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각 악곡은 음악을 소개하는 

부분과 곡명의 유래, 간단한 음악에 한 설명과 감상법을 소개하고 있다.

17개의 악곡은 음악의 장르에 따라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궁정과 불교음악’인데 ‘취태평지곡’, ‘만년장환지곡’, ‘타령’, ‘본 산’의 네 

곡이 포함되어 있다. 취태평지곡과 만년장환지곡은 궁정음악으로 분류하고 타령

과 본 산을 ‘ 산회상’의 속곡의 의미로 해석하여 불교음악으로 구분한 한 것

으로 보인다. 산회상에 포함되는 악곡을 불교음악으로 구분한 점은 당시 한국

의 음악 장르를 구분하는 관점에서도 보편적인 구분은 아니다. 실제로 네 악곡

의 유성기 음반 음원 정보가 부록 악보에 수록되어 있는데 각각 음반에 적힌 

음반 정보의 부분에도 산회상에 포함되는 악곡은 불교음악이 아니라 ‘정악’으

로 구분되어 있다.14) 계정식이 ‘ 산회상’계열의 악곡을 불교음악이라고 구분한 

것은 1920~30년  당시 일본 음악계에서 일본에 소개된 한국 음악을 바라보는 

관점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1920~30년  산회상이 일본에 소개 되었을 

때 일본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산회상은 한국의 불교음악으로 인식되고 있었

다.15) 계정식이 ‘ 산회상’계열의 악곡을 불교 음악으로 구분 한 것은 이러한 

일본 음악계의 산회상에 한 장르 인식을 수용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

다.16)

세 번째 카테고리에는 ‘민속음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부록 악보를 참고하여 

악보 음반정보 음원 출처

1. Cü thä pyong zik kok 연례악 victor Orthophonic 49803-B

2. Man niong zang huan zi kok 연례악 victor Orthophonic 49803-A

3. Thariong 정악 Columbia 40006-6(20074)

4. Bon niong san 정악 Columbia 40006-A(20673)

14) 궁정음악과 불교음악으로 분류한 악곡의 유성기 음반 음원정보를 참조

15) 산회상을 불교음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일본학계의 경향은 다음의 연구에도 잘 드러나 있다. “…연

주곡목은 산회상 전편 13곡으로 이는 약 이천년 이전의 불교음악이 비곡으로서 오늘랄 까지 유지되

어 온 것이다.…이토 노보루 역시 다음 과 같이 조선정악단의 연주곡목으로 산회상을 거론하고 있으

며, 또한 산회상이 불교음악임을 강조하고 있다.…”[임혜정, 조선정악단에 관한 일고찰－일본 연주

회 기록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사학보 제49집(한국음악사학회, 2012), 531쪽].
16) 산회상에 해 불교음악으로 인식한 것은 계정식의 한국음악이 일제시  일본음악계의 장르 인식을 

그 로 수용한 결과라고 보여지며 그의 한국음악에 관한 지식은 박사학위 취득 직전의 독일과 일본의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에카르트 <한국음악> 목차

Ⅰ. 음악에 한 동아시아인의 세계관과 그것의 문학, 

철학, 종교와의 연관성

Ⅱ. 음구성

Ⅲ. 음악의 분류

Ⅳ. 역사적인 기록들

Ⅴ. 다양한 악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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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성악곡과 기악곡의 형태로 13곡을 수록하고 있다. 민속음악 13곡에 하여

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하겠다. 즉 한국음악에 수록된 17곡의 악

곡은 저자 계정식의 한국음악에 한 음악관과 비교음악학의 비유럽권 음악에 

한 관점을 반 하여 유럽인들의 입장에서 한국음악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잘 

표현하며 입문하기에 좋은 곡들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저술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음악에 문외한인 유럽인들에게 

한국음악을 소개하려는 의도에서 한국음악의 이해를 위한 음악적 기본 지식과 

감상 악곡을 선정하여 개별 악곡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한

국음악을 악보와 음원을 첨부하여 상세히 소개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를 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계정식의 한국음악이 한국음악일반론과 음악소개의 부분으로 구분

하여 실제 악곡의 개별적인 소개 부분이 추가된 것은 에카르트 한국음악
(1930)과 차별되는 점이다.17) 에카르트 한국음악의 내용은 계정식 한국음악
의 Ⅰ~Ⅲ장의 부분에 요약되어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에카르트 한국음악을 

참조하 다고 서술되어 있다. 에카르트 한국음악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7) 에카르트는 20년간(1909~1928) 선교사로 한국에 머물렀으며 한국의 전통문화에 한 한국미술사를 

비롯한 많은 서적을 집필하 으며 한국음악도 그 중 하나에 포함된다. 



Ⅵ. 악보, 선율, 화음

Ⅶ. 악현, 관현악, 합창,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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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성은 계정식의 연구가 에카르트의 한국음악에 서술된 한국음

악에 한 기본적인 관점과 학설을 수용하고 있으며 에카르트의 연구에서 실제 

음악에 한 자신의 이해를 바탕으로 악곡 이해에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서술

한 것으로 판단된다. 계정식의 한국음악에서 에카르트의 논의에서 발전하여 

독창적인 견해를 피력한 부분은 Ⅳ장부터이다.

계정식 한국음악의 Ⅳ장 ‘악기의 형태와 연주방식’의 부분에는 다섯 항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a. 해금의 구조와 연주방식, b. 장구연주에서 소리내

기’의 부분이 악기에 한 부분이며 ‘c. 리듬 일반론, d. 선율 일반론, e. 헤테르

포니’의 부분이 연주방식과 관련된 부분이다. 악기 해설 부분에서는 다른 악기

에 한 설명은 에카르트의 설명을 참고하라고 하면서 생략하고 있으며 그가 전

공하고 있는 악기 바이올린과 유사한 악기로 그가 인식한 해금과 장단 반주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악기 장고의 연주기법, 악기의 특성 등을 수록하고 있

다.18) 연주 방식과 관련된 부분 리듬일반론, 선율일반론, 헤테르포니의 부분도 

뒷부분에 수록된 악곡들의 예를 들면서 독자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 예

로 다음의 예문에서 보는바와 같이 리듬일반론에서 타령에 관해 서술한 부분은 

그 음악을 상상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듯 설명하고 있다.

리듬적인 움직임을 단순한 수단으로 하여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Nr 1(취태평지곡)과 Nr.3(타령)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Nr.3(타령)에서는 

18) “천 년이 넘는 동안 악기의 형태와 연주방식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 역사적인 이유로 

나라가 망한 것을 제외하고, 한국에서는 어떤 발전도, 관습의 변화도 허락지 않았던 조상숭배에 한 

종교적 표상들은 여전히 효력을 지니고 있다. 전해오는 악기들의 형상은 물론 그것들의 연주방식도 신

성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것들은 수 세기 동안 변하지 않고 그 로 전승되었다. 에카르트는 15개의 관악

기와 10개의 현악기, 그리고 30 여개의 타악기와 종(鍾) 등의 형태와 연주방식에 해 상세하게 설명했

다. 본고에서는 다만 다음 두 종류 악기의 특별한 사용에 해서만 보충하여 진술해 보기로 한다.”[번역

본, Ⅳ장 내용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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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리듬 형(시칠리아 의 방식으로)을 통해 청자(聽者)에게 종소리의 환상이 전달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독일 교회의 종들이 천천히 흔들리는 것이 아닌, 이탈리아 종탑 

속에 있는 작은 종들이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에 비견된다. 19)

Ⅴ장은 Ⅳ장의 일반론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선곡한 17개의 악곡을 상으

로 음악분석이나 이론에 치중한 것이 아니라 악곡의 유래, 음악을 감상하는데 

필요한 선법과 장단, 감상 포인트와 같은 설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계정식 한국음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첫 부분은 한국음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음악일반론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에는 타문화권의 

음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역사, 철학적 배경, 음악이론, 악기에 해 서술하고 

있으며 에카르트의 저술에서 많은 부분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부분은 한국 음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악기, 선율, 연주법과 같은 특징을 서양

음악의 용어와 비교하면서 설명하여 서양음악에 친숙한 유럽의 독자들을 위해 

한국음악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 전반에 관한 독자적인 음악적 

해석은 그가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한국음악과 서양음악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

었기에 가능한 작업이었다고 판단된다. 서양의 음악언어로 독자들의 악곡 감상

을 염두에 둔 그의 설명은 유럽의 독자들이 직접 음악을 들어보면서 한국음악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음악에 사용된 비교음악학 연구방법론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계정식과 에카르트의 동명저술 한곡음악은 한국음

악을 유럽의 독자들에게 소개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계정식의 한
국음악이 에카르트의 한국음악의 논의를 실제 악곡과 함께 구체화 하고자 하

19) 번역본의 ‘c. 리듬일반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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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점은 계정식의 글 서문에도 쓰여져 있다.

…현재까지 한국음악에 해서는 단 한편의 논문만 출판되었다.20) 논문의 저자 안

드레아스 에카르트 신부(Ordo Sancti Benedicti)는 철저한 조사를 토 로 하여 자료들

에 한 문화사적인 교육적 설명을 제공해주고 있다.21)

이렇듯 한국음악이라는 한국음악 소개서가 1930년 를 기점으로 연이어 

출판되고 계정식의 한국음악이 에카르트의 한국음악을 구체화하고 확장시

킨 저술 이라는 점은 당시 독일 학계의 비교음악학이 성행하 던 학계의 경향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계정식은 서문에서 에카르트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비교음악학의 방법론을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선 이러한 연구에 의거하고, 비교음악학(Musikwissenschaft)을 보조수단으로 하

여 이 감사할 만 한 시도를 보충하는 것이 본 논문의 과제라고 하겠다.…22)

이 두 저술이 이렇듯 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모두 비교음악학의 연구

방법론을 토 로 하고 있고 독일이라는 지역적 동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교음

악학은 민족음악학의 전신으로 1900년  초기 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성

행하 고 독일에서는 호른보스텔을 중심으로 비교음악학이 중심적 역할을 하

다.23) 비교음악학의 주된 연구 상이 비유럽권의 음악이었던 상황에서 한국음

악은 다른 아시아 지역 음악인 중국음악과 일본음악에 비하여서도 학계의 관심 

20) Andreas Eckardt, Koreanische Musik(Tokyo, 1930).
21) 계정식, 앞의 글(1935) 서언 중. 박균의 번역본 참고.
22) 위의 글.
23) “1905년에 베를린 녹음자료실을 떠맡은 호른보스텔로 인하여 새로운 전공학문(비교음악학)은 음악학과 

민족학 쪽으로 확 되었다. 그는 기본방법을 발전시켰다.…호른보스텔의 제자로서 이 사람들은 베를린

에서 받은 충동을 그후 구미 여러 활동처에서 다시 구미 여러 활동처에서 다시 다음세 에 주었는데, 
그 중에서는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도 있었다.…”[로베르 귄터, 이혜구 역, ｢비교음악학과 민족음악학

－구라파에서의 비구주 음악연구의 역사와 현황｣; 이강숙, 종족음악과 문화(민음사, 1982), 63쪽].



200   동양음악 제40집

역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본격적인 연구는 에카르트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당시 학계의 상황은 에카르트의 한국음악서문에 잘 나타

나있다.

…여행자들은 한국에 이런 수 천년된 음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또 육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중국 음악에 해서는 바그너(Mitt. OAG. 2권, 

12집)와 F. Stein의 논문(ebd, 1권 9집), Lavignac의 음악 백과사전, M. Courant(1권, 

77쪽), A.W. Ambros(음악사 in Geschichte der Musik, 라이프치히 1897, 1권 

510~529쪽), Lob. Lachmann의 동양 음악 Musil des Orients, Breslau 1929(비교, 문

헌제시 Literaturangabe 104쪽)에서, R. Wilhelm (중국연구소 Chinainstitut, Frankfurt 

a.M. 1928)등을 통해 이미 잘 알려졌고, 또한 일본음악에 해서도 Dr. Müller 논문들

(Mitt. OAG. 1권, 6편, 1876 9집), R. Dittrich( ebd, 1897 58집), Fr. v. Zedtwitz(ebd, 

4권 33집), A. W. Ambros (l.c. 529~535 쪽), Courant(l.c. 234쪽) 등을 통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음악에 해서는 M. Courant(l.c. 243쪽)의 프랑스어의 

논문과 약간의 일본 잡지의 글(Chosen, 1권, 146ff.쪽,; Geibun 18권 1, 2집)을 제외하

고는 안내책자조차도 없다. 이 책이 독일문학과 음악사의 틈새들을 메우는데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물론 주제를 총체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글이 한국 음악에 한 하나의 안내서로 간주될 수 있길 희망한다!…24)

계정식이 천재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일찍이 활동하 고 석사과정까지도 독

일에서 바이올린 전공자로 활동하 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박사논문의 주제로 

한국음악을 선택하고 비교음악학의 연구 방법론을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그

가 독일로 유학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그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한국

음악을 연구 주제로 선택한 것은 당시 독일 음악학계에서 비교음악학이 중심적 

역할을 하 던 학문적 경향과 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국인으로서 모국의 음악

24) Andre Eckardt, 앞의 글(1930) 서문 중. 박균의 미발표 번역본을 참조하 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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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주제로 택한 것은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다음의 글은 1900년  독

일 비교음악학의 연구 경향을 잘 설명해 준다.

“…전문화의 발전에 따라서 연구인이 개개의 음악문화별로 전문화되었는데 학생과 

그의 공부도 체 그와 같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 학에는 각 문화지역별 센터가 생겼

다. 예를들면 베를린에서는 특히 터어키와 근동음악에 중점을 두고, 퀼른에서는 현재 

인도․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중점을 둔다.…1905년에 베를린 녹음자료실을 떠맡은 

호른보스텔로 인하여 새로운 전공학문(비교음악학)은 음악학과 민족학 쪽으로 확 되

었다. 그는 기본방법을 발전시켰다.…호른보스텔의 제자로서 이 사람들은 베를린에서 

받은 충동을 그후 구미 여러 활동처에서 다음 세 에 주었는데, 그 중에서는 아시아인

과 아프리카인도 있었다.…”.25)

계정식이 서문에서 밝힌바와 같이 그는 비교음악학의 방법론을 사용하겠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그의 한국음악은 구전음악을 연구하는 비교음악학의 연구

방법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당  비교음악학의 연구 방법은 (1)원천자료의 

수집과 (2)실험실의 작업(채보와 분석)26)이 중요하게 제기되었는데 한국음악 유

성기 음반을 수집하고 채보하고 분석함으로서 계정식은 비교음악학의 연구방법

론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당시 독일은 녹음자료실(archive)의 녹

음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를 통한 채보 및 분석 연구가 비교음악학자들의 주

된 연구 경향이었다.27)

물론 계정식 이전에도 헐버트(1863~1949)28)와 에카르트처럼 서양 학자들을 

25) 로베르트 귄터, 앞의 글; 이강숙, 앞의 글(1982), 65~67쪽.
26) “…비구주 음악문화 역에서의 모든 연구계획은 두 가지의 전제에 의존하는데, 그 둘은 즉(1)원천자료

와 (2)실험실의 작업(field work의 상 되는 개념으로 채보와 분석)이다. 또 한편 그 연구계획에는 세가

지의 활동이 있는데, 그것은 (1)현장연구와 재료수집, (2)채보와 분석, (3)연구결과를 특수문제의 주제의 

범위내에서 해석하는 것이다.…”[로베르 귄터, 앞의 글; 이강숙, 앞의 글(1982), 69쪽 참조].
27) 이강숙, 앞의 글(1982), 63쪽.
28) 서양의 한국음악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음악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아니지만 한국의 성악곡을 세 가지 

다른 스타일로 규정하고 오선보로 채보하여 한국의 성악곡을 소개한 헐버트의 저술이 있으나 한국의 

성악곡의 형식에 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 고 아리랑, 시조, 바람이분다(필자주－군밤타령)의 



악보
음원 출처

연주자

1. Cü thä pyong zik kok
victor Orthophonic 49803-B

조선이왕직아악부 지휘 함화진

2. Man niong zang huan zi kok
victor Orthophonic 49803-A

조선이왕직아악부 지휘 함화진

3. Thariong

Columbia 40006-6(20074)

정악구락부 양금 김상순 현금 조이순 단소 조동석 
금 김계선 해금 지용구 장구 김경식

4. Bon niong san

Columbia 40006-A(20673)

정악구락부 양금 김상순 현금 조이순 단소 조동석
금 김계선 해금 지용구 장구 김경식

<표 1> 계정식 한국음악에 수록된 악보 음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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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으로도 한국음악의 오선보 채보 작업은 시도된 적이 있으나 한국음악 정악과 

민속악 장르를 통틀어서 구체적으로 17곡을 선정하여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계정식이 처음 시도한 것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 그의 한국

음악은 자료수집부터 분석을 총 망라한 1930년  독일 학계의 비교음악학의 

방법론을 충실히 따르고 있어 20세기 전반기 한국음악 현장조사의 경향과 방법론

을 제시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그 음악학적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할 것이다.

3) 한국음악에 소개된 17악곡

계정식의 Koreanisch Musik에서 소개하고 있는 악곡은 모두 17곡이며 부

록에 오선보로도 수록되어 있다. 분석에 사용된 악곡 중 12곡에 한해서는 유성

기에 취입된 음원을 제시하고 나머지 다섯 곡의 악보에는 악보만 제시되어 있

다. 17곡은 다음의 표와 같다.29)

악보를 수록하기도 하 으나 연구한 악곡의 수가 적어 본격적인 연구 논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Homer Hulbert, 앞의 글(1896)].
29) 계정식의 증언에 따르면 연구에 사용된 유성기음반은 그가 한국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채보한 것으로 

파악된다[계정식, ｢나의 구주생활십삼년｣, 신인문학 제2권, 3호(청조사, 1935); 김수현, 한국근 음

악기사자료집 잡지편 제5권(민속원, 2008), 86쪽에서 재인용].



5. Yot-ruf(Bam yot)
미상

미상

6. I pal ziong zun ka
미상

미상

7. Tampa kuja
미상

미상

8. Pak ion pok po
Columbia 40050-A(20725)

백모란 이 산홍

9. Pang a Tharyong
Columbia 40034-A Viva-tonal recording(20720-1)

장고 박춘재 해금 지용구 피리 고재덕

10. Yang san do
Columbia 40034-A(20720-1)

장고 박춘재 해금 지용구 피리 고재덕

11. Nuk za bäki
Columbia 40063-A viva-tonal recording(20707)

창 이화중선, 장고 이흥원 

12. Za zin nuk za bäki
Columbia 40063-6(20708)

창 이화중선 장고 이흥원

13. Tä yang ka
미상

미상

14. Han kan su Tharyong
Columbia 40050-B(20726)

창 백모란 이 산홍

15. Niong pien ka
Columbia 40034-B(20719-1) 

장고 박춘재, 해금 지용구 피리 고재덕 

16. San nion pul ka
Columbia 40034-B(20719-1)30) 

장고 박춘재, 해금 지용구 피리 고재덕 

17. Pumo un tok ka
미상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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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악곡 부분은 채보에 사용된 음원인 유성기 음반의 정보도 수록하고 

있어 이를 토 로 가사의 내용 1930년  악곡명 등 음악의 구체적인 양상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음원정보가 수록되지 않은 악보에서 악곡명과 가사는 한국어 

발음을 독일어로 표기하 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전반의 한글 고어를 사용하고 

30) ‘산염불가’의 음반번호는 원문 71쪽의 본문에 기재된 내용과 원문의 부록악보 15쪽에 기재된 Columbia 
40056-B(20726)의 내용이 잘못 수록된 것으로 보이며, 한국음반아카이브연구소 홈페이지(www. 
sparchive.co.kr)의 내용에 따르면 악보 15의 변가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하여 수록하 다.



<악보 1> 계정식 <밤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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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각각의 악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곡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음원정보가 누락되어 독일어 곡명만 수록된 악곡은 ‘Yot-ruf(Bam yot)’, ‘I 

pal ziong zun ka’, ‘ Tampa kuja’, ‘Tä yang ka’, ‘Pumo un tok ka’의 총 다섯 

곡이다. 음원이 없는 악곡들을 차례 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악보 음원목록 중 다섯 번째 악곡인 ‘Bam yot’은 가사가 있는 성악곡으로 본

문에는 ‘Yot-ruf’ 즉 ‘엿치는 노래’ 정도로 해석되며 뒤의 악보에는 ‘밤엿’이라는 

제목이 있으며 가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밤엿타령>이라는 민요로 확인된

다. 계정식의 논문에서는 이상준의 sammlung ausgewählter volkslieder 

koreanisch31)를 참고하 다고 적혀 있다.32) 현재 확인된 이상준의 창가집 중

에서 신선속곡집(新選俗曲集)(1923)33)에 수록된 밤엿타령은 계정식 <밤엿타

령>의 5째 마디부터의 선율과 가사가 동일하다. 계정식과 이상준의 악보에 수록

된 <밤엿타령>다음과 같다.

31) Ni, Sang-zun: sammlung ausgewählter volkslieder koreanisch, korea
32) 이상준은(1884∼1948)은 당시 근  서양식 음악교육을 받은 초기 음악교육가의 한 사람으로서 1910년

부터 다수의 악보집을 발행하 는데 그 중 어느 악보를 언급하는 것인지는 추후 자세히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이상준(1884~1948)은 초기 음악교육서적인 창가집과 민요 등 한국음악의 오선보 작업 1세

로서 활약하 으며 1911년 조선정악전습소에 입학하여 1913년 2기 졸업생으로 졸업하 다[박은경, ｢이
상준연구｣, 낭만음악 11권, 2호(낭만음악사, 1999)에서 참조].

33) 이상준, 新選俗曲集(滙東書館, 1923)에도 ‘밤엿타령’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으나 계정식의 논문에 수

록된 악보와는 조금 다르다.



<악보 2> 이상준 신선속곡집에 수록된 <밤엿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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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상준과 함께 초기 창가집을 많이 만들었던 김인식의 악보집에도 <밤

엿타령>이 수록되어 있고 부제에 ‘평양셩중에서 노래’라고 적혀있어 당시 

평양에서 유행하 던 속곡(俗曲)의 한 악곡인 것으로 보인다.34) 

악보 음원목록 중 여섯 번째 악곡인 ‘I Pal ziong zun ka’는 여러 창가집에 

수록된 내용과 조해 본 결과 ‘신조이팔청춘가’를 수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신조 이팔청춘가는 “이팔은 청춘에 소년몸 되어서‘로 시작하는 형태가 신조

의 모습이다.35) 이팔청춘가는 계정식의 논문에서 이상준의 <Altkoreanische 

Volkslieder>를36) 참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준의 신선속곡집(1923), 

조선속곡집(1914)에도 이팔청춘가의 악보가 수록되어 있는데 악보의 박자표

를 6/8에서 6/4으로 바꾸고 조표를 바꾼 부분이 다르지만 이상준의 악보들 중 

신선속곡집에 수록된 악보와 더 유사하다. 계정식과 이상준의 이팔청춘가의 

악보는 다음과 같다.

34) 밤엿타령, 新撰古今雜歌(德興書林, 1917), 6쪽.
밤엿타령(평양셩중에서 노래)
호초胡椒양념 밤엿이어 밤엿 /오밤엿은 목침木枕만큼 목침木枕 /돈업이외상外上이오 외外上 

/매움고도 달큼오 달큼

악곡의 가사들은 한국음반아카이브의 홈페이지를 참고하 다(www.sparchive.co.kr).
35) 신조 이팔청춘가의 가사는 다음의 가사집에도 수록되어 있다. 

신제이팔청춘가, 新式流行二八靑春唱歌集(時潮社, 1929), 17쪽.
박춘재 김홍도 (창) 
이팔은 청춘의 소년몸 되여서 문명의 학문을 닥거를봅시다. 세월이 가기는 홀으는물같고 사람이 늙기는 

바람결갓고나 중략 

36) Ni, sang-zun, <Ausgewählte Volkslieder>, Seoul, Korea.



<악보 3> 계정식 <이팔정춘가>

<악보 4> 이상준 신선속곡집에 수록된 <이팔청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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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음원목록 중 일곱 번째 악곡인 ‘Tampa kuja’는 에카르트의 글에서 인용

하 다고 계정식은 적고 있다.37) 그러나 에카르트가 처음 출판한 한국음악의 



<악보 5> 계정식의 <담바구야>

<악보 6> 에카르트의 <담바구야>(1968)

계정식 한국음악의 음악학적 의의   207

원본을 현재 구할 수 없어 38년 후 출판한 다른 책 Music-Lied-Tanz In 

Korea38)에 수록된 <담바구야>의 악보와 조하여 보았는데 이 악보가 계정식

의 악보와 거의 동일하여 계정식이 에카르트의 한국음악(1930)에 수록되었던 

악보를 재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담바구야>는 유성기 음반에도 여러 

번 녹음되었는데 계정식은 에카르트(1930)의 악보를 차용한 점이 주목할 만하

다. 계정식과 에카르트(1968)의 <담바구야>의 악보는 다음과 같다.

37) Auch Eckardt hat dieses Liedchen aufgezeichnet, a, a, O., S. 60, Nr. 7. Anbang. 
38) Andre Eckardt, MUSIK-LIED-TANZ IN KOREA｣(GERMANY: H. BOUVIER u. CO. VERLAG, 

BONN, 1968).



<악보 7> 계정식의 <대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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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보 음원목록 중 열세 번째 악곡인 ‘Tä yang ka’는 태양가로 읽을 수 있으나 

20세기 전반기의 태양가로 알려진 곡과는 가사가 완전히 다르다. ‘Tä’의 가사는 

‘ ’로 읽는다는 가정에서 < 양가>로 추정하며 이상준의 <Ausgewählte 

Volkslieder>를 참고하 다는 설명을 근거39)로 이상준의 창가집 신선속곡집
(1923)에 수록된 다른 악곡들과 비교하여 보면 <몽금포타령(신식 양)> 뒷부분

에 속곡(俗曲)들의 가사를 적어놓은 곳에 <몽금포타령(大洋)>이라는 곡의 가사

가 ‘골짜기 적은물이 여러번 합하여’로 시작하는 가사와 일치하며 악보도 거의 

일치한다. <몽금포타령>을 < 양가>로 부르고 ‘골짜기’로 가사가 시작되는 부분

을 < 양가>로 부르는 것은 1910~30년 의 관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40) 이

상준의 악보집 조선속곡집(1929)에는 양의 가사만 적혀있고 신선속곡집
(1923)과 조선속곡집(1914)에는 <몽금포타령( 양)>의 악보와 가사가 수록되

어 있으나 계정식이 참고하고 있는 악보는 이상준의 악보집 중에서 신선속곡집
에 수록된 악보와 가장 유사하여 계정식의 < 양가>의 악보와 신선속곡집에 

수록된 악보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9) 앞서 언급된 <sammlung ausgewählter volkslieder koreanisch>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40) 반면 조금 후 의 악보이기는 하지만 조선의민요에는 ‘몽금포타령(일명 양)’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 양>을 부제로 달고 있으며 ‘골작이 적은물’로 시작되는 가사는 7절에 수록되어 있다[성경린ㆍ장사

훈, 조선의 민요(국제음악문화사, 1949)].
몽금포타령(일명 양)
1절: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금일도 상봉에 임만나 보겠네." (후렴)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나 

혼자 살래나." 2절: "갈 길은 멀고요 행선(行船)은 더디니/늦바람 불라고 성황(城隍)님 조른다."…

7절: 골작이 적은물은 여러 번 합하여 태평양 서양이 되었고나



<악보 8> 이상준 신선속곡집에 수록된 <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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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악보 음원목록 중 열일곱 번째 악곡인 ‘Pumo un tok ka’는 음원은 

적혀있지 않고 악보만 수록되어 있는데 김인식의 敎科適用普通唱歌集(全)41)

41) 父母의 恩德(其一), 敎科適用普通唱歌集(全)(청송당서점, 1917), 6쪽. 
一.산山아산山아놉흔산山아 네아모리놉다들



<악보 8> 계정식<부모은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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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록된 ‘부모의 은덕’ 1절의 가사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상 계정식의 악보 중에서 음원 정보가 없어서 악곡명이 불분명하 던 악곡

들의 제목과 출처를 살펴보고 그 결과 음원이 따로 제시되지 않은 악보들의 악

곡명과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악보만 제시된 악곡들은 모두 당시 유행하

던 민요 또는 속요, 창가에 속하는 악곡들로 계정식이 이상준과 김인식의 창가

집을 참고하여 발췌한 악곡들이다. 이들 악곡은 유성기 음반에 취입되지는 않았

지만 다수의 창가집, 속가집(俗歌集)에 수록될 정도로 당시 중적으로 많은 인

기가 있는 악곡들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담바구야’, ‘밤엿타령’, 신조 몽금포

타령인 ‘ 양’과 등과 같은 악곡을 선정하여 수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부모父母 날기르신 놉흔은덕恩德밋츨소냐

놉고놉흔부모은덕부모은덕父母恩德 어이면보 報答랴



악보 음원 및 악보, 가사의 출전

1. 취태평지곡(Cü thä pyong zik kok) victor Orthophonic 49803-B

2. 만년장환지곡(Man niong zang huan zi kok) victor Orthophonic 49803-A

3. 타령(Thariong) Columbia 40006-6(20074)

4. 본 산(Bon niong san) Columbia 40006-A(20673)

5. Bam yot)42)

<sammlung ausgewählter volkslieder koreanisch>, 
Ni, Sang-zun, 

이상준, 新撰俗曲集,(1923)

6. 이팔청춘가(I pal ziong zun ka)43)
<altkoreanische volkslieder>, Ni, Sang-zun

이상준, 新撰俗曲集,(1923)

7. 담바구야(Tampa kuja) 에카르트Koreanisch Misik44)

8. 박연폭포(Pak ion pok po) Columbia 40050-A(20725)

9. 방아타령(Pang a Tharyong)
Columbia 40034-A 
 Viva-tonal recording(20720-1)

10. 양산도(Yang san do) Columbia 40034-A(20720-1)

11. 육자배기(Nuk za bäki)
Columbia 40063-A 
viva-tonal recording(20707)

12. 자진육자배기(Za zin nuk za bäki) Columbia 40063-6(20708)

13. 양가(몽금포타령)(Tä yang ka)

<sammlung ausgewählter volkslieder koreanisch>
Ni, Sang-zun

이상준, 新撰俗曲集,(1923)

<표 2> 계정식의 한국음악에 수록된 악곡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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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내용에 따르면 그가 분석에 사용한 악곡은 궁정음악, 불교음악, 민

속악의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으며 민속악은 1900~1934년 사이에 유행하던 

잡가(雜歌), 속요(俗謠), 창가(唱歌)등으로 분류되었던 노래들을 상으로 분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민속악으로 분류되는 노래들이 13곡

으로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이상 계정식의 한국음악에 수록된 17 악곡의 

음원과 참고 악보들은 다음과 같다.

42) Ni, sang-zun, 앞의 글.
43) 계정식의 글에는 이상준의 <Altkoreanische Volkslieder>를 참고하 음이 각주로 쓰여 있어 앞의 악보집

과 다른 악보집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글.
44) 원문(1968)에도 있다.



14. 한강수타령(Han kan su Tharyong) Columbia 40050-B(20726)

15. 변가(Niong pien ka) Columbia 40034-B(20719-1) 

16. 산염불가(San nion pul ka) Columbia 40034-B(20719-1) 

17. 부모은덕가(Pumo un tok ka)
?

김인식, 敎科適用普通唱歌集(全)(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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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계정식의 한국음악에는 유럽의 독자들을 위

해 그들이 한국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음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17

개의 악곡을 선택하여 수록하고 있다. 17개의 악곡 중에서 12곡은 음원을 제시

하고 있고 5곡의 악곡은 악보로 그 설명을 신하고 있는데 12곡은 계정식의 

판단에서 예술성과 음악성이 높다고 판단된 악곡들로 주로 전문 음악인들에 의

해서 연주되는 전문음악의 역에 속하는 악곡들이다. 나머지 음원 정보 없이 

악보로만 제시한 5곡은 당시 속곡(俗曲), 또는 창가(唱歌)와 같은 이름으로 유행

하던 민간의 유행가(잡가, 속요－ 양가, 이팔청춘가) 또는 재미있는 음악적 유

래 또는 한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악곡들로(밤엿타령, 담바구야, 부모은덕가) 

전문 음악인들의 예술성과 음악성을 표현하는 음악이 아닌 일반 중의 장르

던 창가 악곡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음악인들의 음악뿐 아니

라 민간의 유행가를 함께 소개한 것은 그가 비교음악학적 관점에서 한국음악을 

연구하고자 하 던 의도가 반 된 결과라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면 계정

식은 이상준, 김인식의 악보집과 같이 당시 한국에서 출판된 민간 창가집을 참

고하고 있고 그 악곡들 중에서 담바구야, 밤엿타령, 부모은덕가, 양가, 이팔청

춘가와 같은 당 의 민간의 유행하는 악곡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 한국음악의 

감상을 염두에 둔 각 악곡에 한 그의 해석은 1900년  전반기 민간 음악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상 한국음악의 구성, 연구방법론, 악곡 등을 살펴보면, 계정식의 한국음

악은 비유럽권 음악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 던 1930년  비교음악학의45) 연

구방법론을 수용한 한국음악에 한 현장 연구에 바탕한 연구서이고, 비교음악

학의 연구 특성상 출판 이후 유럽의 독자들에게 한국음악 전반을 소개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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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 결론

계정식은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한국최초 교향악단의 초  지휘자로서

의 명성을 누렸던 것에 비해 한국음악연구계 최초의 박사학위 취득자라는 그의 

이력은 그동안 재 로 조명되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계정식의 박사학위논

문이자 저서 한국음악을 중심으로 그의 저술이 가지는 음악학적 의의와 그가 

한국음악연구에 입문하게 된 1930년  독일 음악계의 한국음악 연구 경향을 살

펴보고자 하 다.

계정식의 한국음악은 1935년 독일에서 독일어로 출판되었으며 에카르트의 

한국음악(1930)과 더불어 유럽에서 한국음악 소개서로서 인정되었다. 그가 한

국음악 연구와 인연을 가진 계기는 독일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연구 다. 

그가 그 이전에 한국음악에 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점은 여러 가지 

정황 정보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의 저술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선행연구가 

독일의 한국음악 연구가 에카르트의 동명저술 한국음악이며 그가 악곡을 소

개하며 채보한 악곡의 가사와 선곡의 부분은 1910년부터 1930년 에 출판된 

이상준의 신선속곡집, 조선속곡집 또는 김인식의 창가집에 의거하고 있고 

1920년  출반된 유성기 음반을 그 음원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논

의를 뒷받침 한다고 하겠다. 또 그의 악보에서 산회상을 불교음악이라고 구분

한 것도 당시 일본 음악계의 관행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가 한국음악에 관심

을 가지게 된 것은 그가 박사학위 과정을 수학하게 된 시점과 가까운 시기라는 

점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이 시기에 가진 한국음악과의 인연은 향후 그의 음

악 연주 활동에도 향을 끼쳤음을 귀국 후 연주회 기록(그의 저술에서 분석되

45) 비교음악학은 후에 비유럽권 음악학자들이 음악적 차별을 강조하는 개념이며 ‘비교’는 연구 방법론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학자들의 인식과 함께 후에 민족음악학(종족음악학)으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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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곡을 바이올린 연주곡으로 편곡하거나 작곡하여 연주하 던 기록)과 잡지

에 기고한 글 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본격적으로 그의 한국음악의 음악학적 가치를 논의하자면, 에카르트의 저

술에 비하여 실제 음악을 다루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다. 계정식의 저술에서 한

국음악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음악 일반론과 역사, 철학에 한 부분은 에카르트

의 연구를 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그는 음악가이자 한국인으로서 한국음악에 

한 음악적 이해를 바탕으로, 서양의 음악어법으로 한국음악을 유럽인들에게 

충실히 설명하고자 하 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실제 악곡의 선정 과정에서도 

음악성이 높은 정악 악곡에서부터 민속 예술 악곡, 민간의 속요까지 망라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음악일반론의 부분에서도 이러한 한국음악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해금, 장구에 한 악기설명, 헤테르포니, 리듬일반론, 선율일

반론) 첨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또한 연구서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의 연구는 1930년  독일 비교음악학계의 

비유럽권 음악연구의 경향을 한국음악을 상으로 충실히 반 하고 있으며 녹

음자료의 수집과 채보 및 분석을 포함하는 현장연구의 방법론을 보여주는 연구

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계정식은 그의 글 서문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학생이었고, 일

본의 스승이었다’라고 진술한 에카르트의 글을 인용하며 한국음악의 역사와 개

요에 한 에카르트의 견해를 그 로 수용하고 있다. 친일음악가라는 그의 행적

에 한 평가와는 별도로 서양음악 어법과 언어로 1930년  유럽에 한국의 민

간 음악을 음악적으로 이해시키고 소개하고자 하 던 그의 한국음악 편찬에 

한 성과는 그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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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cademic value of the book
Die Koreanische Musik*

46)

Youn, Young-Hae

(Asian Music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article to examine the academic value of the book Die Koreanische 

Musik. Dr. Keh's work based on the comparative musicology of the German in 

the 1930s. 

Dr. Keh's Die Koreanische Musik(1935) focuses much on the description of 

actual music rather than Eckardt's  Die Koreanische Musik  (1930) which states 

that it is mainly referred to as a prior study. Most of the music in his book mainly 

covered in the Korean music from the 1910s to the 1930s.

It is possible to assume that Dr. Keh's Die Koreanische Musik played a role 

in introducing Korean music to the readers of German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at the time with musical scores and sound sources and describing the 

individual pieces of Korean music along with explanations. 

Futhermore, In an aspect of academic thesis, his work reflects the tendency of 

non-European music studies in German in the 1930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Foundation Research Support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AKS-2015-KFR-12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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