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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 21-、

松

국악과가 1959년 서울대학쿄 음대에 섣랩펀 지가 꼭 30년이라는 지금 이 섯청에서 치난 

날들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90년대를 내다보는 이번 세미나는 의의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30년이라는 세월은흔히 학문의 한세대를 가름하는 준거흘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국악과의 설렵 이후 30年 동안에 이루어진 세대교체 이전과 이후에 발전된 한국 음악학의 

성장과정을 첨검하는 일이 본인에게 주어진 “국악과 30년의 발자취 : 이론분야의 회고와 전 

망”으로 이해하고 글을 쓰려고 한다. 

국악과를 세운 만당션생넘과 운초선생넘 그리고 그 제자들은 전통음악의 창조척 계송이라 

는 시대척 사명을 가지고 그동안 창작·연주·교육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을 

뿐 아니라， 이론분야의 핵심이라고 할 한국음악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음악학의 성 

장과정과 문제캠에 대해서 펼자는 두 차례나 정리할 기회를 가졌으므로 (1) 해방 이전부터 

(1) 첫 번 기 회 는 1980년 1월 영 남대 학교 民族文化없究所의 “民族文化맑究의 方向”이 라는 심 포지 움 
이 었고， 두번째 기 회 는 1986년 2월 樂書孤會에 서 개최 한 “國樂史없究의 問題”라는 세 미 나이 며， 
세번째 기회는 1986년 가올 서올대학교 음대 부설 東洋音樂맑究所의 창립 10주년기념 “韓國音
樂史뽕과 民倚音樂學의 方法과 課題”라는 심포지움이었다. 여기에서 발표된 훨자의 글 “韓園音
樂學의 成흉過程과 當面問題”는 『民族文化의 w究方向JJ (경 산 : 영 남대 民族文化맑究所， 1980) , 
145-72쪽 포는 빼著 『韓國音樂史%究』 경산 : 영남대학교 충판부， 1982). 3-25쪽에 복간되었고， 
“輪國音樂史흙究의 며顧와 展望 : 801건대 전반”은 『예울과 비명 JJ (서울 : 서울신문사， 1986) , 통 
권 제 11호， 272-89쪽 또는 빼著， w韓國音樂學序說JJ (서 올 : 세 광음악총판사， 1989) , 131-54쪽에 
복간되 었으며 , “韓國音樂史學의 짧究方法”은 『民族音樂學』 서 올 : 서 울대 음대 東洋숍樂맑究所， 
J986) , 제 8 칩. 9-24쪽 또는 『韓國숍樂學序說J]， 65-88쪽에 복간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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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전반기까지 전통음악의 연구업척과 문제정에 대한 논의는 그때 발표한 글플을 참 

고하도록 하면 좋을 듯 싶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흔분야의 핵심이 곧 한국음악학을 올바르 

게 정립하는 일이라고 보는 각도에서， 지난 30년의 연구엽적을 다음의 두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밝혀 말하자면 이론분야의 핵심을 한국음악학의 정립이라고 했을 때， 펄자는 

“한국음악”과 “학”， 이 상 두 갈래 로 나누어 서 회 고해 보고 상 다는 뜻이 다. 

2. 園훌界에서의 훌훌園音뿔論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하고 한국국악학회의 회원으로 전통음악연구를 이론분야의 핵심으 

로 삼은 국악계에서 30년 동안에 논의된 한국음악론은 크게 보아 두 갈래로 구분될 수 있 

을 것이다. 하나는 한국음악을 한국의 전통음악 즉 국악의 약칭으로 보고서 논리를 전개하 

는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이 땅의 음악지성 모두가 앞으로 모색해야 할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이라는 관점에서 논리를 전개하는 시각이다. 첫째 시각은 만당션생닙과 운초선생 

님을 중심으로 삼은 국악과의 제 l 세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한국음악론이고， 둘째 시 

각은 국악과의 제 2 세대와 제 3 세대외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한국음악론에서 발견된다. 

한국음악론은 한국음악학의 연구법위와 갈래체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핵심의 하나 

이 무로， 좀 더 자세 히 30년의 한국음악론을 회 고해 보려 고 한다. 

앞서 언급한 만당선생님이나 운초선생넘께서 국악 또는 한국음악의 개념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거론한 글은 필자가 아는 한에서는 없다. 다만 한만영교수가 1977년 전통음악의 준 

말로 국악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2) ， 만당션생넘께서 1978년 국악학이라는 말을 다시 

사용한 적이 있다 (3) 1976년도 국악학 분야의 연구엽적을 한교수가 언급할 때， 이혜구의 

『한국옴악논총J]， 장사훈의 『국악총론』과 『한국음악사d1， 이창배의 『한국가창대계』 성경련의 

『한국음악논고』와 『국악감상』 이 성 천의 『국악사J1， 김 용진의 『국악기 해 설J1， 박기 환의 『국악 

개폰J]， 이상의 단행본을 서술하고 있다 (41 여기서 언급된 저자들 중에서 이혜구 • 장사훈 • 

성경련은 국악과의 제 1 세대에 틀고， 이성천 • 검용진은 국악과의 제 2 세대에 든다. 그들의 

저서에 사용펀 한국음악과 국악 관련 책명 모두가 전통음악을 돗하는말로사용되고 있다. 

한국음악이라는 명칭은 이보다 훨씬 앞서 만당선생넘의 첫변째 논문집인 『한국음악연구』 

(2) 韓萬榮， “음악"， r文훌年뿔 : 1976年度~ (서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7), 120쪽. 
(3) 李惠求， “國樂學에 對하여Ji'廣場~ (서울 :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78) , 21-22쪽 또는 그의 글 

모음. Ji'陳堂續文賣鐵~ (서올 : 천풍언쇄주식회사， 1985) , 233-43쪽에 복간펀 글 창조. 앞으로는 
『曉堂빼文責짧』에 복간된 글에서 인용될 것엄. 

(4) 본고의 각추 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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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에서 처음으로 샤용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셔문의 일부를 인용해보자. 

내 當初 英文學徒로서， 韓國音樂에 好奇心을 갖게된 것은 放送事業에 연고플 맺은 뒤서부터였다. 

거기서 처음으로 國樂A을 접하였고， 또 外國A에게 우리 音樂융 說明하여야 할 14地에 있었다. 그 

러기 협하여 그에 關한 漢然한 口傳說話보다 確톨한 文없을 찾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 音樂에 빼한 

文없은 척고， 또 있어도 거의 다 읽기 어려운 漢文으로되었다. 過去에 漢文 모르는 音樂A은 自己專

門에 뼈한 記錄을 남기 지 못하였고， 또 漢文 아는 學者는 대 개 自 己音樂올 소홀히 하었기 째 문이 라 

고 생각한다. 古樂讀는 겨우 :十餘年前 李秉U皮先生과 故宋錫훌훌民의 3훌集으로 斯界의 빼心올 끌었던 

것인데， 그 解讀에 힘썼고，!E. 예전 音樂演奏의 모습을 理解하기 ~하여 그에 關한 그렴을 涉擺하였 

다. 그후 大學에서 國藥史의 講座를 擔當하게 되자， 全짧歷史를 構成할 部分에 解決할 問題가 많음 

올 느껴， 機會있는 대로 그에 빼한 빼文을 짧表하었는데 그것이 이럭저럭 二十餘篇이 되었고， 그것 

올 지금 冊으로 엮게 되었다 (51 

이 서문에서 언급된 한국음악이 곧 전통음악인 국악을 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 

문이 쓰여진 1957년 이전 카툴릭 청년(1955)에 발표한 “한국음악발달사초" (6) 나 유네스코 

한국총람(1956) 에 쓰신 “한국음악개요" (7)에서도 만당선생님은 구체적인 개념규정을 하지 

않으시고， 다만 전통음악인 국악의 뭇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음악에 대한 뚜렷한 개 

념규정이 제 l 세대들에 의해서 거론된 적은 없으나， 글 속에 언급된 내용을분석해보면， 제 

1세대의 한국음악론은 국악에 한정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국악과의 제 l 세대가 국 

악을 한국음악의 약칭i로 보는 시각이 앞서 언급한 운초선생님의 『한국음악사.11(1976)냐 『국 

악총론J) (1976)등에 또 국악학이 라는 명 칭 에 그대 로 반영 되 었다고 할 수 있으며 , 그러 한 개 

념규정이 오늘날까지 아무런 논란의 쟁점이 없이 제 2 세대들에게 전송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음악에 대 한 시 각이 전통음악인 국악에 한정 될 수 없다는 견해 가 국악계 와 양악계 에 

서 1980년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한국음악 : 그 진과 준의 경우”라 

는 글올 발표한 이후 (8) 이강숙교수는 지금까지 국악계에서 사용된 한국음악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음악폰을 전개하면서 많은 명론들을 그의 『열린음악의세계』 

(1980) • Ii'음악의 방법J)(1982) • Ii'음악적 모국어를 위하여.11(1985) • Ii'음악의 이해J) CI985)에서 

발표하였다.떼 이강숙 교수에 의한 양악계의 한국음악폰은 다시 이건용 교수에 의해서 『한 

국옴악의 논리와 윤리J)(1987) 에 일단 정리되었고(lOl ， 최근에는 노동은 교수의 『한국만족음 

(5) 李惠求， Ii'韓國音樂隔究Jl (서울 : 국민음악연구회， 1957), 3쪽. 
(6) 李惠求， Ii'韓國音樂맑究Jl， 184-89쪽. 
(7) 李惠求， Ii'빼國音樂隔究~， 73-81쪽. 
(8) 李康淑， “Korean Music Culture: Genuine and Quasi-Korean Music" (韓國홉樂 : 그 합과 뼈 

의 경우)， Ii'張師動博土回甲紀念東洋音樂짧農Jl (서울 : 한국국악학회， 1977), 265-80쪽. 
(9) 李康淑， 옴악의 方法(서울 : 민융사， 1982): Ii'음악껴 포국어흘 휘하여Jl (서올 : 현음사， 1985); 

『음악의 理解.lI (서울 : 민옴사， 1985)에 포함펀 韓國홉樂짧 참조. 
(10) 이건용， Ii"한국음악의 논리와 윤리.lI (셔올 : 싸광음악출판사， 1987)에 포함펀 韓國音樂輪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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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현단계J](1989)에서도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음악론이 거본되고 있지만(lil ， 여기서는 북 

악과의 30년 발자취를 회고하는 마당이묘로， 한국음악론에 대한 양악계의 견해는 제외시키 

려고 한다. 따라서 국악과의 제 2 세대에 속하는 필자의 한국음악폰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 

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한국음악론이 제 2 세대의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거론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78년 한국음악학이라는 명칭을 펼자가 국악학이라는 용어 대신에 처음으로 제시한 이 

후(12) ， 한국음악은 과거의 음악문화 뿐 아니 라 현재의 우리나라 음악문화를 포괄하는 용어 

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과거 지향적얀 국악학이라는 용어 대신에 미래 지향척 학술용어로 

한국음악학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3) 한국음악에 대한 이러한 시각에서 

필자는 양악의 수용시대에 이어서 민족음악의 모색시대를 한국음악사의 시대구분론에서 언 

급하였고(14) ， 졸저『한국음악통사J](l984)에서도 음악사적 관점에서 국악과 한국음악의 개념 

을 대략 아래와 같이 구분지었다. 

국악은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승된 전통음악의 모든 갈래를 보존하는 뭇의 과거 지향적 

용어라고 규청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음악은 앞으로 모색되어야 할 바람직한 민족음악이라 

는 의미로서，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에 의한 음악문화 뿐 아니라， 셔양음악의 자주척 수 

용에 따른 음악문화를 모두 포괄하는 미 래 지 향적 용어 라고 규정 하였다(15) 다시 말해 서 

한국음악의 개념은 오늘의 국악 개념보다 한 차원 높은 상위개념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음 

악사적 관첨에서 그 말은 민족음악의 모색을 시도하는 지금에 이어서 다음 시대의 용어로 

사용되 어 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졸저 『한국음악통사』에서 개콸척으로 논의된 한국음악의 개념은 1980년 후반에 이르러 

상흔할 기회를 얻어 펼자에 의해서 좀더 자세히 논하게 되었고n6) ， 그러한 글들을 모아 엮 

어서 『한국음악서절J](1989)로 출간하였다(17) 이제 그동안 발표된 필자의 한국음악론의 핵 

(11) 노동은， Ii한국민족음악혐단계.llC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89)에 있는 민족음악론 참조. 

(12) 빼橋， “韓國音樂學 관계 論文作成을 위 한 한 指針 (I) : 註釋의 形式을 중섬 으로"， l'民族音樂
學J (1978) , 제 2 집 , 45-75쪽 또는 빼著 『韓國音樂史맑究..!I (1982) , 149-86 쪽에 “韓國音樂댐용 
~究論文의 註釋 形式옮”으로 복간된 글 참조. 

(13) 뼈橋， “韓國音樂學과 文化훌훌術했關 : 1980年代 方向定立울 위 한 提를"， Ii月 刊文훌振興..!I (서 울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9) , 통권 제 51호， 17-18 또는 『빼國音樂史陽究..!I， 28쪽 창조. 

(14) 빼橋， “韓國音樂史의 時代닮分 式論"， {i"民族文化論農J (청산 : 영남대民族文化맑究所， 1983) , 
제 5 칩 , 167-83쪽 또한 『韓國音樂學序說..!I (1989) , 221-49쪽에 복간펀 끌 창조. 

(15) 뼈著， Ii韓國音樂通史..!I (셔울 : 일조각， 1984) , 577-80쪽. 

(16) 빼橋，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 : 그 개념갱렵을 위한 시론"， r예술파 비평..!I (1988) , 통권 
제 13호， 232-45쪽 또는 韓國音樂學序說， 177-93쪽에 복간펀 글 창조. 

(17) 빼著， Ii韓國音樂學序說..!I (서 올 : 셰 광음악출판사， 1989). 내 용은 제 1 부 : 韓國홉樂홍과 音樂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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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간단히 요약함으로써， 국악과의 제 2 세대에 의한 한국음악의 개념규정을 먼저 통시척 

관점에서 본 견해에 (18) 이어셔 공시적 관점에서 본 견해의 요약으로 마무리지을까 한다. 

민족음악으로셔의 한국음악은 민족음악의 개념에 대한 이해없이 제대로 그 개념을 규정 

하기 어렵다. 개화기 이후 전개된 양악의 수용시대와 민족음악의 모색시대에서 한민족의 

음악지성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서양음악의 자주적 수용과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 

이렇게 두 가지로 펼자는 보았다. 한국근대음악사와 현대음악사에서 양악의 자주적 수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오늘외 음악적 상황은 국악의 창조적 계숭이 라는 시대척 과제 이 

전의 문제 곧 전통음악의 존렵이 위태로운 실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오늘의 음악적 현실 

아래서 민족음악의 개 념 은 양악의 자주적 수용이 이 루어지 지 옷하면 옷할수록 한민족 모두 

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음악으로 규청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화기 이후 외세에 대한 쩌항 

의식으로 싹트기 시작한 한국의 민족주의와 벨 수 없는 역사적 성격을 지닌 개념이 바로 

민족음악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외세에 대한 민족의 주체적 생존을 위해 투쟁한 이념을 한국의 

민족주의1로 이해할 때， 이 땅에서 전개된 양악에 대한 위기의식을 청산하게끔 역사적 상황 

이 변하면， 민족음악의 개 념 은 부정 되 어 야 할 시 한부의 용어 에 불과하고， 민족음악은 그 

때에 이르러서는 한 차원 높은 음악의 개념에 흡수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양악의 

자주척 수용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서양음악이라는 외세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현실 

아래서 전통음악의 생존을 위해서 펄요한 것이 바로 민족음악의 개념이라는 뜻이다. 이렇 

듯 통시적 관첨에서 본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론에 이어서 이제 공시적 관점에서 본 

견해 를(19) 요약할 차례 이 다. 

오늘날 미 • 소의 초강대국처럼 엄청난 군사력을 지니지도 뭇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선진국에도 들지 못하는 후진국의 대명사가 이른바 제 3 세계이‘다. 제 3 세계에 투는 나라들 

은 여기 저기도 옷드는 가난한 나라 곧 약소국가인데， 이런 나라의 대부분이 옛날에 식민 

홉에 여섯연의 글(“한국음악학의 개념청립율 위한 시롱 “한국음악학의 범위와 갈래" “음악 

사학이라는 학운”， “한국음악사학의 연구방법”， “한국음악학의 과제와 전망”， “한국음악사연구 

의 회고와 전망")과 제 2 부 : 韓園音樂論과 音樂史論에 여섯펀의 글 

(“한국음악의 좌표”，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 “한국음악의 원류”， “한국음악사의 새로 

운 시각”， “한국음악사의 시대구분 시론”，“한국근대음악사의 새로운 이해") 및 제 3 부 : 韓國
音樂뽕맑究홉 비형(“한국음악의 한 결질”， “한국전통음악 이해의 걸잡이”， “미국대학 속의 한 
국음악연구") 그리고 부록 : 한국음악연구의 울타리 (“세계음악사의 편찬작엽 현황”， “한국한자 
어사천 시안본에 대한 의견”， “산조연구의 회고와 문제점")으로 구성됨. 

(18) 11韓國音樂學序論~， 178-85쪽의 “민족음악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요약됨-

(19)11韓國音樂學序說~， 185-91쪽의 “한국의 민족음악과 제 3 세계음악”에서 요약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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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였거나 지금은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청치척으로나 경제적으로 반식먼지 상태에 쳐한 

나라들이다. 선진국을 향해서 애쓰는 한국도 이러한 제 3세계에 드는 나라의 하나이다. 

제 3 세계의 민족주의가 내세운 명동의 이념은 약소국가의 민족음악론에서 그대로 수용될 

수 있는 바， 서양음악이 세계음악으로 인식될 수 없다는 논리가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는 

이념이 바로 제 3 세계 민족주의의 이념이다. 세계음악의 보펀성은 강대국이나 션진국 또는 

약소국가를 구성 하는 여 러 민족의 음악문화라는 륙수성의 공통분모에서 추출되 어 야 하는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제 3 세계의 일원인 한국은 갱치적인 

견지에서나 경제적인 관정에서 주도적으로 세계역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가 

야할 사명을 지녔을 뿐 아니라， 한국의 민족음악론은 세계음악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 

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결롱에 이르게 된다. 

한국음악외 개념은 통시적인 관점에서 조명해보면 한민족의 근대화 이후 전개된 양악에 

대한 위기의식 속에셔 등장하게 된 민족음악이라는 시한부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공시적 차원에서 생각할 때， 제 3 세계의 민족음악을 세계음악사의 발전으로 유도하 

기 위한 중요한 민족음악의 개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뒤집어 말하자면 민족음 

악￡로서의 한국음악은 한국현대음악사에서 국악의 창조척 계승과 양악의 자주적 수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개념이라고 보았고， 그것이 제 3 세계 민족음악의 바람칙 스 

러운 모텔， 곧 세계음악사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올 해야 할 개념으로 규정하 

였다. 

3. 뭘間으로서의 韓園音훌學 

우리의 민족음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이흔적￡로 연구하는 “학” 또는 “학문” 

이 바로 한국음악학이라고 보고， 여기서는 “학”에 대한 30년 동안에 있었떤 논의를 다루고 

자 한다. 한국음악돈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국악과의 쩨 l 세대들은 구체적오로 한국음악의 

개념을‘거론하지 않았올 뿐 아니라， 필자가 아는 한에서 “학”에 대해서도 1960년대에 전혀 

거흔된 적이 없다. 다만 만당 선생님께서 1978년 “國樂學에 對하여”라는 글에셔 1957년에 

사용한 국악학회의 명칭을 국악학이라는 용어의 시초로 지적했￡나 (2이， 국악학의 학문적 

개념에 대한 최초의 논의로 보거 어렵지 않을까 한다. 오히려 국악학의 학문적 개념에 대 

한 서술은 1978년의 글에서 최초로 있었고， 두번째의 언급이 1986년 “한국음악사학과 민족 

(20) W뼈堂빼文責緣~，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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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의 방법과 과제”라는 달에 있었다고 하겠다 (211 

전통음악의 학문척 연구로 본 국악학의 뿌리는 만당선생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2) 1920년 

대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국악의 학술적 연구활동은 1948년부터 이혜구 • 장사훈 • 성경련의 

주도에 의한 국악연구발표회에서 이루어졌고(23) ， 본격척인 국악연구활동은 1957년 국악학회 

라는 이름 아래 정기적으로 펼쳐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41 그러나 이 모든 연구활동이 

국악학의 학문적 개념규정에 관한 논의로 보기 어려우묘로， 만당 선생넘의 “國樂學에 對하 

여”라는 글을 최초의 학문적 규정으로 보고서 논의를 진행시키려고 한다. 

堅.:한 뽕間이 되려면， 눈으로 볼 수 있고， 뀌로 들을 수 없는 事實에서 버發하여 그 抽흥에 도달 

하는 方法이 取하여져야 할 것이다. 國樂에 빼한 全般的 훌훌로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많存짧， 뻐l컨 

대 陰陽說 같은 抽훌論으로 部分的 훌實올 說明하려는 方法은 堅톨하다고 할 수 없다. 우체척 事.:

에 서 그 抽象에 도달하는 方法이 단순한 事.:의 羅列과 다롬은 물론이 다. 時間의 連，.이 라는 관계 

以外에는 아무 相互빼係가 없는 寶料를 斷片的으로 주워 모아 엮은 國樂史는 바람직한 것이 옷된다 

훌훌과 事톨 間의 관계의 考察과 說明이 抽象에 이르는 길이 펀다. 어느 特種의 音樂의 맑究가 分析

과 記述에 그치고， 훌톨과 훌톰 사이의 關係의 考察과 說明율 缺하면， 그 抽象에 까지 미치지 뭇한 

맑究는 깊이가 있고 意義가 있다고 하기 어려올 것이다. 

구체척 훌톨을 抽훌化하는 方法， 즉 事흩間의 빼係考察方法과 比較方法은 다옵과 같은 정 에서 類似

하다 하겠다.mI롤 들면， 나비를 많이 흉集하고， 나비들을 비교하여 그 빛에 基하여 分類하였을 째， 

그 나비들의 빛이 왜 各各 다른가를 묻고， 그 빛과 樓息處의 빼係를 考察하여， 그 이유를 保護色이 

란 說로 說明한다. 물론 比較方法은 比較對象이 共通點을 가져 야 효과척 이 다. 바꿔 말하면 比較方法

윤 比較對象에 constant와 variant가 없存해 야 適用될 수 있다. 나비 의 種이 constant요， 나비 의 各

各 다른 빛이 variant요， 保護色說이 抽象化라 하겠다. 

國樂의 갱우 國樂을 홉程의 차이로 居樂과 獅樂으로 구별하는데， 그 音程이 各各 다른 이유는 무 

앗인가? 聲樂曲이 器樂曲￡로 變하었을 때 일어냐는 變化는 우슨 까닭에서인가? 鉉樂曲이 管樂曲

으로 變하였을 때 생기는 그 變化는 무슨 필요에서 생기는가? 嚴式音樂과 非歲式音樂의 비교， 느린 

홉樂과 빠른 音樂의 비교， 樂讀없이 演奏되는 빼興音樂과 記讀된 音樂의 演奏의 비교 등 比較를 통 

한 抽象化는 國樂學의 目願를 좀 더 분명히 해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같이 國樂의 比較를 통하여 比較협象의 차이가 抽象化되고 說明될 수 있다연， 그 說이 外國音樂

의 경우에도 타당한지 그 與否가 外國의 音樂學界에서 검토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國樂의 抽象 결 

과가 外國學界에 서 비 판을 받융 때 에 는， 國樂學說이 아니 라 音樂學說이 라 해 야 마땅하고， 國樂뿔이 

아니라 音樂學이라야 옳을 것이다. 韓國學의 경우도 國樂學의 경우로 미루어 생각하면， 웰國의 훌.: 

에서 出發하여 어느 學說에 도달하고 外國의 빼聯學問에 寄與할 수 있을 때에는 韓國學이란 명칭이 

옐요없게 되고， À文科學이란 말로 바꾸어질 것이 아닐까 한다 (251 

(21) Il'曉堂빼文賣錄.!I， 233-42쪽의 “國樂學에 對하여 ” 및 『民族音樂學.!I (1986) , 제 8 집 , 1-8쪽 창조. 
(22) Il'曉堂續文賣錄.!I， 234쪽의 각주 3과 4 참조. 
(23) 꿇師動， Il'國樂漸훨.!I (서 울 : 청 연사， 1961), 349쪽. 
(24) 李惠求， ~免堂文責錄(서울 : 한국국악학회， 1970) , 75-77쪽 • 銀師動， w驚明의 東西音樂.!I (서울 

보진재 , 1974) , 335-52쪽 창조. 
(;l5) Il'陳堂續文責錄.!I， 239-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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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만당선생념의 윗 인용문은 “학”에 대한 제 l 세대의 첫번째 개 

념규정이라고 보아도 좋을 듯 싶다. 사실간의 관계고찰방법과 비교방법에 관한 언급은 한 

국음악학의 정립을 위한 최초의 연구방법론이라고 하겠기 때문이다. 그의 비교방법폰은 

“한국음악사학과 민속음악학의 방법과 과제”에서 필자의 글을 (26) 비판하는 잣대로 쏘였고， 

행국음악학의 두 연구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꺼論 學問에 있어서 假說이 學說을 세우는데 하나의 重훨한 方法이지만， 往往 新資料發見 !E.는 新

解釋이라고 自處하는 興分에서 證明이 越忽해진 f없說은 學說이 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批判力 없 

는 一般 讀者률 짧導하기 쉽 다는 點이 고， 韓國音樂史學의 方法은 假說에서 出發하는 演釋方法보다도 

比較方法이 나의 觀險으로는 맑究에 더 有益하다고 생 각하며 , 그 比較方法은 韓國音樂과 他國音樂의 

類似點을 比較하는 것이 아니고， 그 比較에셔 類似面 보다 差異面에 置重하여 그 差異의 이유플 說

明하게 하는 것이라는 點， 韓國音樂史學의 홉面 問題는 꺼論時代區分도 重훌하지만， 史*f가 質弱하 

고， 있더 라도 大職 年代의 明示도 없고 斷片的인 實情下에 서 는 그런 斷片的인 點올 線으로 連結하는 

作業이 더 時急‘한 課題라고 생 각한다는 첨 , 그리 고 韓國民힘音樂學의 方法은 信據性있는 資料를 흉 

集하는 方法， 演奏가 아니 고 學問을 위 하여 서 는， 중요하지 않은 音을 省略하고 採讀하는 方法 보다 

裝節音을 包含하여 을리는 音을 일일히 척은 採讀法이 先行되었으면 좋겠다는 點짧者 自身이 맑 

究할 問題點이 後者에 더 있기 때 문에 ), 굶述分析法은 音樂構造를 音階 리 듬 같은 훨素로 分析하는 

것 보다는， 音樂構造률 終止形에 基하여 章으로 分析하고， 그 章에 反復句의 有無를 調훌하고， 反復

句에서 變한 部分과 不變의 部分을 가려내어 그것올 記述하고， 그 훌化過程을 說明하는 方法이 音樂

~l홉에 더 有益하다고 생 각하는 點， 韓國民f갑音樂學의 課問는 資料의 信觀性을 위 하여 셔 도 더 많은 

採讀을 하는 일이 라는 點입 니 다 (27) 

한국음악사학과 민속음악학을 포괄하는 한국음악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만당선생님의 견 

해에 관해서 국악과의 제 2세대들이 앞으로 계숭 발전시켜야 할 과제의 하나라고 본다. 그 

까닭을 말하자연， 한국음악학의 연구방법에 대한 제 2 세대의 언급이 “한국민속음악학의 염 

구방법”이 권요성교수에 의해서 (28) , 또 “한국음악사학의 연구방법”이 필자에 의해서 (29) 

1986년의 세미냐에서 발표된 이후에 발견되지 않기 때운이다. 이제 한국음악학의 연쿠방법 

에 대한 국악과 제 2 세대의 건해를 앞에서 언급한 두 논문에서 요약해 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현장조사에 의한 한국민속음악학은 민족음악학(ethnomusicology)이나 음악인류학(anthr-

(26) 빼橋， “韓國音樂史學의 lJf究方法論"， IF韓國音樂史맑究~ (1982) , 87-114쭉 ; “韓國音樂史의 時代
區分 試論"， IF民族文化짧훌훌~ (1983) , 제 5 집， 167-83쪽 ; “한국음악학이 란 무엇인가 : 그 개념 

정렵올 위한 시흔"， u예술과 버팽.iI (1985) , 동권 제 8 호， 99-115쪽. 위의 세 글윤 모두 뼈著， 
『韓國音樂學序說.iI (1989)에 복간됨 -

(27) 李惠求， “韓國音樂史홈과 民(~音樂學의 方法과 課題 IF民族音樂學~ (1986) , 제 8 집， 6-7쪽
(28) 樓五聖， “韓國民洛音樂學의 %퓨究方法" IF民族音樂學.iI， 제 8 집 , 41-49쪽. 

(29) 빼橋， “韓國홉樂史學의 짧究方法 IF民族音樂學.iI， 제 8 칩 , 9-24쪽 또는 『韓國音樂學序짧~. 
65-88쪽에 복간판 글 참조. 



- 29-

opology of music)의 연구방법과 백을 같이 한다고 본 권교수는 현장조사 채보 분석 종합 

이라는 연구과갱을 거친다고 하였다. 각론에 앞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음악을 연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음악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하고， 둘째 민속음악연구에 

서 음악구조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하며， 세째 민속음악학의 연구대상을 확대해 

야 한다는 세가지 전제를 지적하였다. 이어서 권교수는 연희중심적 접근방법 (perfdrmance 

centered approach) 또는 상황적 방법 (contextural method)의 현장론적 조사방법 곧 총체적 

(holistic) 연 구방법 에 이 어 서 역 사지 리 학적 (historicogeographical) 방법 또는 전 파론(qiffus

ionism)적 방법， 정신분석학적 (psyco-analytical) 방법과 구조주의 (structuralism)적 방법을 

경우에 따라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각론에서 누가 • 어디서 • 언제 • 무엇을 • 어떻게 • 왜 조사하는가라는 기본적인 현장 조사 

방법의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면서 거론한 다음에， 채보방법에는 주요음과 비주요음을 구 

별하지 않는 채보방법 (EPIC transcription)과 주요음과 장식음을구별하는채보방법 (EMIC 

transcription)을 소개하고 난 후에， 자료센터인 아카이브(Archive)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채보의 다음 단계인 분석방법을 언급하면서 지금까지의 연구업척을， 

(1) 음악의 짜임새， 즉 가락과 시김새 • 장단 • 흘 • 헤헤로포니 • 변조 풍에 관련된 연구 

(2) 민속음악의 유래나 계통에 대한 역사적 고찰 

(3) 민속음악에 대한 각 악기의 연주법이나 발생법에 대한 연구 

(4) 민속음악 중에서 다른 갈래의 비교방법에 의한 고찰 

(5) 한국의 민속음악과 동양 여 러 나라의 음악과의 비 교고찰떠0) 

이상 다섯 유형으로 분류한 후 분명한 분석방법의 언급이 논문에 없음올 문제로 지적하였 

다. 이어서 변천해 가는 민속예술의 속성을 감안한 공시적 관점에서의 연구와 그 민속예능 

의 역사척 뿌리즐 캐내기 위한 통시켜 관점에서의 연구， 곧 띤속예능의 공시성과 통시성이 

더불어 연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끝으로 한국민속음악학의 특정을 밝히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민속음악연구에 눈을 돌려야 함을 지적하였다. 

“한국음악사학의 연구방법”이라는 글에서 필자는 음악사학이란 어떤 학문인가， 한국음악 

사를 왜 연구해야 하는가， 한국음악사를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상 세 갈래로 나누어 논 

술하였다. 음악의 역사를 연구하는 음악사학은 역사학이 아닌 음악학의 한 갈래에 속해야 

한다는 견해에 이어서， 그 학문이 첫째 우리가 사는 세대의 음악운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둘째 건전한 사고능력과 비판능력을 걸려주며， 세째 미래의 음악운화에 대한 건실한 

(30) 홈五뿔.'*國民f씁音樂學의 Ijff究方法. Ii'民族音樂學J. 제 8 집 • 47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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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을 걸러주는 학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왜 한국음악사를 연구해야 하는가라는 한국음 

악사학의 목적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첫째 잘뭇된 음악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둘째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송과 서양음악의 자주적 수용에 대한 당위성을 밝히기 위해셔， 

세째 미래에 전개될 한국음악의 정통성을 정렴하기 위해서， 네째 한민족이 세계음악사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라는 네가지 이유로 필자는 요약하였다.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필자는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음악사연구의 세 단계가 자료정리 • 사실고중 • 이론갱럽으로 압축되는데， 이 세단계 중에서 자료정 

라가 음악사연구의 서론이고， 사질고종이 연구의 본론이 될 수 있지만， 이론갱렵이 노른자의 씨눈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음악사연구의 이론청렵은 역사의 논리와 가치관 그리고 역사적 사명의식융 

제대로 갖추었올 때 가능하고， 연구방법도 그러한 이흔청럽에 발맞추어 수렵되어야 한다는 의천을 

제시하였다. 한국옴악사의 연구방법에 관하여 구체척으로 두가지가 제시되었으니， 하나는 총체적 접 

근방법이라는 것이고， 업체적 또는 구조적 연구방법이 다른 하나이다. 총체척 접근방법은 인간의 역 

사라는 거대한 유기체 안에서 생성펀 음악의 역사연구가 음악양식의 변천사연구에만 머무를 것이 아 

니라 마땅히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의 폭 넓은 지식과 연구방법에 의거하여 총체척인 관첨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업체척 또는 구조켜 연구방법이란 음악사의 전개과청에서 생성된 

여러 갈래의 음악실상이 갱과 선과 연으로 구성된 기하학척 구조의 시간축과 그 음악문화를 만들어 

낸 공간축의 상호관계 속에서 골고루 파헤쳐질 째 드러난다는 것으로 이해훨 수 있다고 하였다 (31) 

국악과의 제 1 세대와 제 2 세대에 의해서 지난 30년 동안에 한국음악학의 연구방법에 대 

하여 거론된 바를 뒤돌아 보건대， 학문의 개념정립을 위한 토론이 겨우 시작 단계에 머물 

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음악학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학술토론 

이 겨우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86년에 이르러서야 구체적 논란의 실마리를 풀어 나 

강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어떻게라는 연구방법과 왜라는 연구목적 이외에 무엇이라는 연구 

범위와 갈래체계에 대한 논의 역시 독립된 학문의 독자정율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 

러므로 펼자는 한국음악학의 연구범위와 갈래체계에 대한 의견올 음악학계에 제시해 보았 

지만(32) ， 아직 국악과의 제 2 세대에 의하여 그러한 주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31) 빼橋， “빼國音業史훌의 liJf究方法.. 民族音樂學， 제 8 집 , 22-23쪽 또는 『韓國音樂學序說.ll， 85-86 
쪽창조. 

(32) 빼輪， “한국음악학의 범위와 감래"， IF音 • 樂 • 學~ n (서울 : 민음사， 1989)에 기고 중. w韓國

音樂學序說.ll， 24-44쪽에 복간펀 글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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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말 : 轉團音業뿔의 훌훌률 위한 두가지 質問

서울대 음대 국악과의 설립 30년을 회고하는 마당에서 국악이론분야의 핵심을 한국음악 

학의 정립으로 보고， 필자는 “한국음악”과 “학“으로 구분하여 회고해보았다. 한국음악의 

개념은 전통음악을 뜻하는 국악만을 포괄하는 용어로 한정될 수 없고， 국악의 창초적 계승 

및 양악의 자주적 수용에 의해서 앞으로 이 땅에서 전개될 민족음악으로서의 한국음악이라 

고 규정하였다. 근대화 이후 이 땅에서 전개된 양악에 대한 위기의식이 존재하는 한에서는 

민족음악이 펼요한 개념이지만， 민족음악의 개념은 그러한 위기의식에서 해방되는 역사적 

상황의 변화시에는 한 자원 높은 상위개념의 음악에 흡수되어야 할 시한부의 개념이라고 

통시적 차원에서 언급하였다. 공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음악은 제 3 세계 민족음악의 한 갈 

래로 분류될 수 있으E로， 한국의 민족음악이 음악의 보펀성 추구라는 세계음악학의 시대 

적 과제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악인을 포함한 한민족의 음악지성들이 발전시켜야 함을 지 

적하였다. 

한국음악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서 전개된 “학”에 대한 논의를 이렇게 요약해 보려고 

한다. 1978년 이후 한국음악학의 학문적 개념규정을 위한 학술토론이 국악과의 제 1 세대인 

만당션생념에 의해서 “國樂學에 對하여”라는 글에서 최초로 거롱되어 겨우 시작단계에 머 

물려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음악학의 여런 시작단계에서 만당선생님께서 여당이지만 하 

시면서 제 2세대들에게 주신， “한국음악사학과 한국민속음악학외 과제는 속담에도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궁한 것. 즉 문제의 체험만 있으면， 자연히 출현할 것업니다. 중요 

、한 것은 각자의 문제의식이 분명해야 과제가 생기고 연구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33) 라는 

충고를 곰곰히 생각하면서 펼자는 다음과 갈은 질문을 던져보았다. 

한국음악학이 우리의 민족음악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으로 이해할 째， 90년대에 야르러 더욱 발전해야 할 한국음악학을 전망하면서 필자가 던진 

두가지 질문이 바로 그것이다. 곧 우리의 민족음악에 관한 문제가 과연 전통음악의 전공자 

즉 국악인들만의 문제인가는 첫쩨 물음이고， 한국음악학은 누구를 위한 학문인가라는 두번 

째 질문이다. 이 두 질문은 만당선생님의 윗 충고를 바탕으로 삼아 그동안 한국음악학이라 

는 학문을 어떻게 체계화시킬 것인가라는 펼자의 문제의식에서 냐온 과제이기는 하지만， 

국악과의 제 2 세대라고 자처하거나 제 3 세대에 속하는 우리 모두의 중지플 모아야 할 중요 

(33) 李惠求， “韓國音樂史學과 民(!á-音樂學의 方法과 課題"， Ii'民族音樂學.JI， 제 8 집 ,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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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제시해보는 것이다. 

우리민족음악의 문제가 국악인만의 문제로 한정지울 수 없고 이 땅의 음악지성을 포함한 

한격헤 모두의 문제로 삼아야 한다면， 한국음악학의 연구범위에 관한 첫번째 물음에 대해 

서 한국음악학의 모든 세대 들은 우선 양악계 에서 거 론되 고 있는 한국음악론에 관한 견해 에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것은 수용하는 자세 곧 진지한 대화의 문을 활짝 열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국근대음악사와 현대음악사는 전통음악의 창조적 계승에 의한 결과만 

으로 구성될 수 없고， 서양음악의 자주적 수용이라는 문제와도 관련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근대화 이후 전개된 양악의 역샤를 타의에 의한 수입 

사 일변도로 보지 않고 자주적인 수용사로 밝히려고 노력하는 양악계의 새로운 세대와 대 

혜를 통해서만이 올바른 한국현대음악사의 서술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어느 학문이건 간에 한 학자의 지적 도락의 도구로 삼을 수 없음이 분명할진데， 한국음 

악학이 누구를 위한 학문인가라는 절문은 민족음악의 주체인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외연할 

수 없도록 이끌어주는 물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음악의 전승과 관련된 국악에 

대한 기존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두번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노력이 앞으로 한국음악 

학계에서 폭 넓게 전개되어야 하리라고 보는 바이다. 90년대에 전개될 한국음악학을 전망 

하는 마당에서 필자의 이러한 질문들이 던져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국악과의 제 l 세대가 

뿌리를 박아 놓윤 한국음악학이라는 나무는 제대로 줄기와 가지를 뻗지 뭇할 것으/로 필자 

는 생각했기 때운이다. 



r이론분야의 회고와 천망」에 대한 논펑 

-민족움악학의 파괴력-

韓 萬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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榮

민족음악학의 발달은 결과적으로 음악적민주주의를 가져왔다. 과거 유럽의 옴악학자들이 

식민지정책과 그 맥을 같이한 인류학의 한 부분으로서 異民族， 즉 비서구인의 음악에 접근 

했던 것이， 마침내는 서양예술음악 우월사상(백인우월주의와도 통한다)을 깨뜨리고 모든 

민족의 음악은 그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식민치하를 

벗어나 독립국가가 되면서 정치적으로 대등국가임을 선언한 것과 방불하다. 

한국음악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음악학의 발달은 음악을 格調로 보던(예 : 천격) 수칙적 

음악관을 수명적인 것으로 바꿔 놓았다. 따라서 판소리던 잡가던 歌曲이던 각설이 타령이 

던 一視同仁이 되었다. 

宋교수는 이글에서 3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국악학」이란 말대신에 「한국음악학」이란 

용어를 사용하자고 이글 외에도 여러번에 걸쳐 힘주어 주장해왔다. 나의 견해는 그 어느쪽 

이던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r국사학」이나 「국문학J r국어학」 대신에 「한국역사학J ， r한국 

문학J ， r한국어 학」으로 사용되 어 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못보았거 니 와， 현재의 국호가 

한국이니까 한국음악일 뿐이‘지， 만일 통일되어 국호가 다른 명칭으로 바뀐다연 어떻게 할 

것인가 ? r고려음악학J ， r코리 아음악학」으로 바뀔것인가 ? 또 국악화이 과거의 전통옴악설 

명에만 관심이 있고 현재의 음악을 포콸하지 뭇했다는 지적이지만， 그것은 앞으로 학자들 

이 연구외 영역을 넓혀가면 될 것이다. 사실 「음악」이라는 용어를 「한국」이 「서양」에게 빼 

앗긴지 오래다. 서양음악은 음악이요 한국음악은 국악이 되었다. 이유는 물론 일제치하의 

음악교육에 기인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실지회복되어 「음악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r불란 

서음악학J r미국음악학」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 라， 불란서에 있어서의 「음악학J (Musicology 

in France) 미국에서의 「음악학J (Musicology in the United States)이 있듯이， r한국음악학」 

이기 보다는 한국에서의 「음악학」이어야 할 것이다. 

두번쩨는 한국음악학의 이론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과청을 약솔하였고， 마지막으로 한국 

음악학은 누구에 의한， 그리고 누구를 위한 학문인가를 自問自答하면서 양악계 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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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과 민족을 위한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이말을 하는지 그 이유를 찰 모르겠다. 국악학이 

어찌 국악인의 전유물언가? 나는 송교수의 양악학자 수용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세계의 

음악학자 누구나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또 사실 이제껏 그렇게 해왔다(Condit， Provine 

등의 예). 한국음악이 어찌 우리 민족만의 것이랴? 온 인류의 음악문화에 묶엇인가 기여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평론의 차원을 념어선 학문적 접근을 우리의 양악계 

뿐 아니라 외국학차들에서도 국사학 국문학 한국미술사학에서처럼 왕성하게 연구되어지기 

를·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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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분야의 회고와 천망」에 대한 논펑 

黃 俊 펌a 
(부산대) 

돌이 켜 보면， 국악이 론은 지 금까지 크게 두가지 분야로 나뉘 어 져 연구되 어 왔다고 하겠다. 

즉 다름아닌 좁은 의미의 국악이론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와한국음악사 연구가그것이다. 좁 

은 의미의 국악이론이란 다름아닌 국악의 기본적 음악조직과 구조에 관한 이론이다. 그러드 

로 이러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그동안 아악과 민속악의 수많은 악곡이 채보·정리되고 

그 악곡의 공간적 ·시간적 조직과 구조가 개별적￡로 그리고세부적으로논의 되어왔다. 그 

리고 이러한 연구는 전통음악 전반만을 다풀 뿐이었고 새로 작곡된 이른바 창작국악곡이나 

서양악기를 사용하여 작곡한 한국음악을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한국음 

악의 독특한 조직체계나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창작음악이 초금도 도움되지 않기 때뭄 

이 다. 이 처 렴 기 본적 인 국악이 폰을 체계화하는 것은 바로 조직 음악학(systematic musicology) 

적 접근방법으로서의 전통음악연구일 것이다. 한편， 국악사 연구는 한국음악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고대로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이 민족의 음악을 고찰하기 

위하여 고문헌을 섭렵하고 옛날 악보를 해독하여 옛음악을 살펴보고， 그 흐름을 엮어 음악 

사를 서숭해 왔다. 그러으로 음악사적 논저에서는 충분치는 않으나 근대에 수입된 서양음 

악이나 현대 창작국악도 다루어졌다. 이와같은 한국음악사연구는 당연히 역사음악학(histo

rical musicology)적 접근방볍의 국악이론 분야이다. 요컨대， 지나온 30년의 이론분야연구 

는 이러한 두가지 연구방법에 의하여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발표된 “전통음악연구 30년의 회고와 전망”은 한국음악이란 과연 무엇 

이고 어떻게 연국해야될 것인지를 반추하게 하는 점에서 의미있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한펀으로 국악과 창설 30주년에 즈음하여 지나온 발자취를 뒤돌아 보고， 공과를 돌이켜 향 

후의 발돋움을 기약하기 위한 글로서는 지나치게 국악과 한국음악의 개념에 대한 논의라고 

할 한국음악론과 그에 따른 한국음악학연구 방법 론에 많은 의 미 를 부여하여 논의 가 일방적 

으로 전개펀 느낌이 든다. 

발표자의 의도는 요컨대， 한국음악학의 연구대상과 범위가 보다 넓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그러했을 때 우리의 민족음악은 더욱 체계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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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려는 것으로 여걱진다. 그러냐 한국음악론의 필요성이 지내치게 강조되어 지금까지 욱 

악을 너무나 편협하게 연구해온 것쩌럼 논의가 전개되고 말았다. 예컨데， 마치 국악이론을 

연구하는 것이 지척 도락에 지나지 않았던 것처럼 보는 시각은 잘 납득되지 않는다. 뿐 만 

아니라 그려한 배경에는 한국음악론의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음 

악만을 주로 펀협하게 연구해 왔다는 논리가 깔려있는 듯하여 더욱 이해하기가 어렵다. 사 

실 국악이론의 두 갈래 중 조직음악학에 속하는 국악이론올 정립하는데 있어서 전통음악 

이외의 어떠한 현대국악이나 한국양악 작품의 논의도 필수척이 아니다. 때문에 전통음악올 

주로 연쿠하여 국악이론을 정립하려는 연구태도는 당연한 것이며 결단코 지척도락이라고 

할 수가 없다. 지금은 더욱 전통음악을 깊게 연구하여 기본적인 국악이론올 시급히 청리해 

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다. 기초척인 국악악전 조차도 아직 제대로 청렵시키지 못하였지 

않는가. 

한국음악론의 논의가 없으면 또한 올바른 음악사연구가 어렵고， 특히 한국근대 및 한국 

현대음악사의 서술이 바르게 되지 옷한다는 논리도 또한 이해하커 어렵다. 한국 음악론의 

논의도 필요하고 양악계의 새로운 세대와의 대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음악폰의 논의 

여하에 따라서 음악사 서술이 좌우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음악사는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즉 사관)에 따라서 그 서술이 좌우될 뿐이다. 근대 수입된 서양음악올 넓은 의미의 한국 

음악으로 인식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분명히 한국음악사연구의 대상이다. 그 연구 

가 미진했음을 인식부족의 탓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다만 관련분야의 연구자가 부족 

하였고 그저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을 뿐이다. 

현대 한국음악의 논의도 펼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음악을 논의한다면 그것은 음악사적인 

관첨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음악과 나아가서 미래에 전개될 우리 민족음악(또는 인류음악) 

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라 하겠다. 그렇다면 그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방향제시의 준거틀은 당연히 지나온 시대의 음악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첨 

에서 본다연 현대 한국음악을 논의하자면 먼저 그 준거틀이 명확히 마련되어야하고 그것은 

당연히 음악사연구로 귀납될 것이다. 현대 한국음악이 지금까지 별로 논의되지 못한 이유 

가 국악이론 연구자의 아집에서 비롯한 것은 결코 아니다. 준거틀도 마련하지 않고 오늘의 

음악을 논의하는 것이야 말로 오히려 아칩과 편견에 빠질 위험이 많다. 지나온 음악사도 

잘 모르면서 어찌 오늘과 내일의 음악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오히려 현대 

한국음악에 대한 논의플 위하여서도 음악사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지나온 30년의 전통음악연구를 새상 돌이켜보면 사실 깊은 반성과 자기성찰이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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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그것은 제 1 세대가 쌓아놓은 연구성과를 딛고 조직음악학적 • 역사음악학적 연구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더욱 심화시키지 뭇한 정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제 1 세대 

의 연구성과가 산만큼 높지만 결코 그것만으로 만족할 단계에 있지 않음을 깨달아서 더욱 

분야별 연구를 체계척으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에 있다고 본다. 제 1 세대의 충고가 발표자 

의 해석과는 달리 구체척 연구방법과 과제(예를들면 “한국민속음악학의 과제는 자료의 신 

반성을 위하여서도 더 많은 채보를 하는 일 ...... ")를 의미하고 있음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 

리하여 개별적 • 구체척 연구엽척이 챙이고 그 성과가 나타날 때 우리민족옴악을 보다 갱확 

히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현재와 미래의 우리 음악올 더욱 체계척으로 논 

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