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냥북한 음악의 동질성과 。1 정성 

권오성 (한양대학교 영예교수) 

。1 언 제8회 앓음악연구소 국내학술회의의 대제는 ‘남파 북의 전홍옹악’이 

! 다 이에 필자는 ‘냥북한 음악의 통질성과 이칠성’이란 주제로 얘기를 하 

고자 한다 우선 용어률 어떤 식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가 운제되겠지만 냥혹한 

학자가 동시에 오여서 개최하는 학술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냥한에서 혼히 &는 

용어을사용하겠다 

륙한에서는 용악의 개녕옹 “소리룡 형상수단으로 하여 현실올 반영하는 예술 

의 한 가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r조선의 민속선흉」에서는 북한 음악을 

‘인족옴악’이라 지칭하며 다용파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대， 중세， 근대에 창조되고 별전하여 용 민족옹악온 인민적인 인측융악과 

소수 용치지울의 향유율로 되끄 있던 궁중용악 그리고 총교읍악 동으로 나누어 

용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인속옴악응 우리 인민의 장조적인 로동과 생앙 속에서 

창죠되고 발전하여 온 인인적인 용악으로서 우리나라의 민족옹악 발션에서 주 

유용 이툰다 민속응악에는 인속가요(민요， 용요， 긴장가‘ 단7)) ， 민족기악(민 

족악기 민간 기악곡)， 인속극 옴악(딴소리， 장극)， 우속융악(우가， 우우) 퉁이 포 

왈왼다 l 

‘민족음악’올 ‘인속옴악’， 궁중옴악’， 종교음악’으로 분류하고， 이 중 ‘민속읍 

1 민속융약파 우용’ r조선의 인속션용」 켠 6 과여액파사전종합충딴사， 1995 



z 

악 에 대해서는 “ 1 민속용악 속의 역사개판， 2 민요， 3 풍요， 4 민족 악기， 5 

민간기악곡， 6 인속극 옴악， 7 민간 옴악단， 8 민속용악의 계송 발션”의 차에 

로설명하고 있다 

위의 용악의 갈래와 내용용 냥한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감이 남북한 

옹 동일한 역사와 옹악운화잡 공유했으나 1945년 광복 이후 서로 다른 이녕융 

창용하게 되연서 간극이 생기게 되었다 북한사회률 청저하게 판용하는 주셰사상 

응 용악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척용<1연서 냥북한 옹악의 간극용 더육 커져왔다 

이러한 시정에서 냥륙한 융악의 동질성과 이질성융 살여보자연 다양한 응악들 

올 대상으로 하여 논하기에는 여러 가지 연에서 곤란한 부용률이 있다 

언저 냥북한 음악에서의 동철성옹 천흥음악에서 어떠한 부분률이 현재도 북한 

에 냥아 있느냐 하는 것융 장 양아야 힐 텐데 냥한에서는 그 실태훌 장 알 수가 

없다 예용 들어， 실쩨로 대충을 앞에서 연주 되는 옹악용 우엇이고， 연주 되지는 

않지만 대학얘서 가르치고 있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풍의 산초가 우엇이 있는 

지 얄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냥한의 입장에서 왔올 때는 이미 없어졌다고 생 

각되어 용 전통 옹악 중에서 북한에 아직 냥아 있는 것옹 무엇이 있는지 알 영요 

가 있다 실제로 일부 냥한 학자툴옹 무속과 판연왼 굿융악이라든지 판소리와 같 

용 자료용 찾기 위해 얘썼고， 그 노력의 경파 1955년경에 녹읍되었으리라고 추정 

되는 명양의 다리굿과 잔상굿의 녹용테이프흩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장영철이라 

는 사랑의 책Z올 용해 딴소리애 대한 정보도 찾은 바 있는데， 깅일성은 딴소리훌 

쩍소리라고 하여 싫어했지만 1967년 5우터 9월까지 악동실이 개성시에 위치한 판 

용사에 들어가 그의 오쟁 재자풍인 공기냥 민소향 • 조혜숙 신우션 풍에게 딴소 

리 5가즙 재 션습시키고 녹용 보전하는 사업올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그 후 그 

녹용테이프률 채보한 오선보가 냥아있다는 사헤흉 확인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MBC에서 CD로 알매한 〈욕녘 땅 우리소리〉 퉁의 자료용 찾아내었고， 이외에도 

륙한의 녹융자료들이 않이 냥아 있올 것 갈지안 구셰객인 상황융 확인하기는 어 

렵다 이와 같이 냥북한 용악의 동질생올 찾자연 냥북。l 갖고 있는 전통융악의 

공연실황 녹읍자료라든지 혹용 연구보천융 위한 자료로서 녹읍 녹화된 자료들 

이 얼마안큼 있는지에 대하여 확인융 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또한 녹용자료의 존재 여부용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이루어져야 

한다 예풍 들어 북한의 자료에 의하연， 서도인요 잊 장가의 영장으로서 1 800년 

l 장영청， ’조선용악영인전 1, 용이상 융악연구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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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암에서 1 900년 초에 환동하였덩 허득선 영창이 샤당때 예슐의 산몰인 서도선 

소리(놀량사거리) 동웅 장 용렀고， 그 후 김땅울 계장화 깅판춘 김총조 운영 

수 리정화 양세진 동 많옹 서도소리 영창들이 할통하였다고 한다 분단 이전에 

냥한에서 활약했던 서도소리 영창으로는 장학선 김춘흥 이정혈 이반도화 김 

정연 오복녀 퉁이 있고.1990년 서융에서 개최되었던 용일융악회에서 서도소리 

용 용렀고 1998년에 사앙한 김진영은 북현애서 tt약하댄 서도소리 영창 중 하냐 

이다 이러한 북한의 서도소리가 현재 냥한에서 한용하고 있는 박기종 ‘ 겁광숙 

이훈목 둥의 서도소리를과는 어엔 판계가 있는지에 대해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항 것으로 생각된다 

한연 1964년부터 시행원 냥한의 무형문화재제도는 션용융 복원하고 선숭하는 

퉁 나읍대로의 역항올 하였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현재의 대중률과 함께 하며 전 

송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온 문제를 안고 있다 냥한애서 전홍응악 

에 대한 국악인들의 생각옹 힐 수 있는 대로 많이 발굴하여 보존하자는 태도가 

지얘적인 듯 하다 그러나 그것융 어떻게， 왜 보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판 

단은없는것같다 

이런 연에서 냥북한의 전용용악에 대한 논의에 앞서 양쪽이 공유하여야 할 것 

옹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냥옥한 옹악의 이질성옹 어떠한 것인가 

북한의 문화예술활동옹 주최사상의 군중노선에 입각한 군중문화， 군중예술이 

다 자온주의사회얘서의 예숭용 재능 있는 개인의 예슐성융 살리는 데 중점융 두 

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탁월한 성과훌 발휘하는 것파 국민 일반의 문화수준이 일 

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회주의국가인 륙한에서는 예슐과 개인의 성파보다는 

전안척인 문화수준 향상에 더 중점용 두고 운화예숭안동융 여 나간다 이와 같이 

남북의 문화예술활동이 근본객으로 차이가 있기 때운에 용악에 있어서의 동질성 

과 이질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실상은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에 더 많은 비중이 

실리게 마련이다 

이칠성이라는 측연애서 인요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바， 현재 북한에서 얘 

기하는 노동가요는 노동융 찬미하는 노래훌 말하며 각종 경제계획올 주인의 노 

역에 크게 의촌하고 있는 판계로 이 부류의 노래는 정쾌하고 단초로운 리등에， 

가사가 쉽다는 혹징융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온 노역 선동의 효과 외에도 지속 

객인 노역 및 생한고에서 야기되는 용명 불만이나 태안한 현상을 억제시키는 

효과와 함께 집단의식 속에서 일셰감올 조성시키기 위한 옥척올 갖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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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므로 김정일은 더 많은 노통가요의 창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고 

한다 “창작가들은 노래에 당원들파 근로자들이 수령닝에 교시와 당의 방침올 관 

첼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는 를끓는 현실융 식시하고， 생동하게 반영해야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사상 갑청과 지향올 풍부하게 당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렁에도 

울구하고 북한에서는 이러한 노똥가요가 적게 나오는 데에 용만올 표시하고 있 

는데， 그 이유를 다옹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첫째로는 작곡가들이 현실올 체험 

하지 옷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둘째로는 노래 가사를 짓는 작샤7똥이 

운제이며 좋은 가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작사가들이 고상한 것만 찾고 있 

기 때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반연， 냥한에서는 별도로 노동가요라고 부르는 것 

옹 별로 없올것이다 

북한의 서정가요는 대부분 용년 든 벌판이나 웅장한 건율 또는 대규오 공장을 

노래한 것이지안 가사의 대부분이 김일성의 은덕 혹은 당의 올바른 정책에서 비 

롯왼 것잉올 부연하는 것올 잊지 않고 있다 서정가요가 북한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대략 15% 정도인 바， 이는 김일성의 영도 또는 당 정책에 따라 북한의 사회가 

지상낙원으로 되었다는 내용이 주흘 이루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조국주제 노래， 

향토애 주제 노래라고도 훌린다 이러한 주제 노래들은 대부분이 민요 5음 음계 

의 초(초식)의 영조와 7옹계의 장조훌 취하고 있다 그것으로 인해 정서적 색껄올 

밝게 하고 아릅답게 하고 있다고 주장왼다 박자와 리등은 218, 9/8 , 6/8악자등이 

많이 사용왼다 선융 전개에 있어서는 민요들에 많이 적용된 반복엉과 장식음들 

올 이용하여 인족적인 정서를 살리려는 데 중정올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다 3 

북한에서 냥한의 응악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것올 살펴보연 다응과 같다 복 

한은 우리의 운학 예술 작용 전체가 ‘양키문화와 왜식 왜풍。! 판치는 국적불명 

의 문화’라고 비난하고 있다 북한응 이 같은 문화가 ‘미 일 반동툴과 그 앞잡이 

들의 인족문화 알살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북한온 이로 인해 ‘한국 

민틀의 정신세계가 황에해지고 있다’고까지 비약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올 토대 

로 북한은 우리의 옴악을 ‘식민지 에속화 정책의 중요한 사상적 도구의 하나로서 

안동화 퇴폐화 알세적인 것’이라고 애도하고 있다 륙한은 해방 후에 부패 타 

락한 미국 옴악이 홍수처렴 일려올어와 냥한에서 민족 옴악이 극도로 황예화되 

었다고 강조하며， 또한 여기에 일제시대의 잔재로 왜용(llill.\)이 음악 전반에 스 

’ http:/，삐og.nave r.com/PstPrin t.nhn?blogld-silversnow36&logNo-l400320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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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틀어 패덕 패릎파 색정 영색으로 치닫고 있다고 얄하고 있다 욕한은 이즙 용 

판어 자본주의 음악이라고 부르고 있다 복한옹 욕히 1 970년대 후반 이후부터 

‘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 칭부와 반동적 부르주아 용악의 철저한 배격’이라는 슬 

로건융 내걸었다 이 슬로건용 북한 갱소년총에 스며를 가능성이 있는 서구 읍악 

애 대한 차단 효과훌 위해 내걸었으며， 이것은 결국 우리의 용악율 부르주아 옴 

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욕한 김일생은 부 

르주아 용악의 정의훌 ‘감상파 비얘에 장겨 죽어가는 소리읍 내거냐 사랑의 마응 

융 용란하게 하는 것과 갈용 곡조의 노래’라고 서숭혔다‘ 

북한의 옵악 판계 잡지는 이용 방아 부르주아 용악의 배격 이유를 이렇게 성영 

하였다 “우리가 퇴예객인 부르주아 용악융 반대하여 후쟁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객대계급의 사상올 반영한 것으로서 적대계급의 이익융 위혜 욕무하여 우리 갱 

년툴과 인인툴올 혁영직으요 사고하지 뭇하도록 하며 부트주아 사상으로 아이시 

키자는 데 목적올 둔 반동걱 옹악이기 때문아다 계급사회에서 형성되고 알천왼 

오든 문화는 다 계급성올 띠는 바 여기에서 음악도 애외가 원 수 없다 째급사회 

에서 착취계급틀온 인인을의 계급의식올 무디게 하며 사랍툴융 부화 타락시켜 

적 아도 똑바로 가려옹 수 없게 함으로써 제 놈틀에게 항거할 줄 모르는 영원한 

노예로 순중하도륙 만든다 그러나 노통계급의 응악용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이악융 대연하는 음악으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옹 

위해 적극 이바지하는 창으로 당척이며 혁영적인 옴악이다 이와 감이 안동계급 

의 용악파 우리의 혁명적인 융악용 그 계급적 이해관계와 그 성격에서 뚜렷이 구 

용되게 왼다 ’라고 하었다5 

이와 갈이 냥북한 읍악외 이정성파 관련왼 부분응 너우나 많다 그 중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냥한파는 혐씬 다른 모습올 보여주고 있는 우운도 많이 있겠지 

만 여기서는 다읍의 몇 가지만올 얘기하고자 한다 

1. 집체 창작(했뻐 JN fl;)의 문세 

집에 창작이란 여러 사랑이 공용으로 노래의 가사와 곡융 안드는 것올 알한다 

。1 창작 방법온 특히 김일성에 대한 노얘의 경우， 그가 너우나 위대해서 어느 한 

’ 한상우혹한옹악의 성상파 허상" 서웅 신앤운화사. 1989 
’ 상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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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능력안으로는 형상이 용가능하기 때문에 나왔다고 한다 〈조국의 풍〉 

〈액두산의 눈보라〉 퉁이 최근 이렇게 만틀어진 노래이며 당연히 작곡 작사자 

의 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집셰 창작은 노래 뿐 아니라 김일성올 주인공으 

로 한 시 소껄 미술 작용의 창작에도 그대로 척용되고 있다 그들이 역작으로 

안툴어내었던 〈며바다〉 동 혁명가극도 대부분 겁셰창작얘 의뼈 안들어졌다는 것 

옹 이이 알려진 사실이다 

좀 다른 각도에셔 집체장작이한 것에 대해 생각혜온다연 역사척으로 올 때， 우 

리가 알고 있는 세종 당시의 신악 제정의 운제가 모두 임금 자신인 세종대앙에 

의하여 창작되었다고 기흑이 되어있고 또한 그렇게 껄영융 하고 있지안， 사실상 

그 당시에도 여러 사랑틀이 함께 집제 창작을 하였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렇기 때문에 한국 션용용악의 대부분이 익영성으로 되어있는 이유가 바로 집째 

장작파 연주가들얘 의해 혜탄가짝파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었기 예운이 아니었융 

까생각할수있다 

2 인요의 재형상화 

북한 융악올 그을온 인족융악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민족용악의 실체는 사실 

상 인중들이 생황 속에서 항상 우르고 있던 민요융 중성으로 하여 그 읍악올 새 

홉게 안들어가는 파갱얘서 서양용악의 장정올 흉수한 것이다 그들응 그을 냐용 

대효의 인족갱서애 바탕올 둔 새로운 용악올 안를어 내는 것올 바랑직스려운 것 

으로 여기여， 그러한 옹악이 곧 인족옹악의 개념이라고 항 수 있다 그렇기 때문 

에 판현악과 합창 혹응 톡창과 톡주 풍 서양 옹악의 연주 양식올 빌려와서 그들 

나용의 톡륙한 양식으로 인족융악융 표현하는 방법올 ‘재형상화’라는 말로 표현 

하고 있는 듯하다 

노래률 부룰 때 가사의 영확한 전달올 위해서는 기존의 민요창법으로서는 장 

되지가 않Jl， 서양식의 옐칸토 양성엉으로 부르더라도 그 가사천당에 문제가 있 

기 때운에 그들온 i민성앨성’이란 륙수한 발성엠올 개발하였다고 툴 수 있다 

판현악도 냥한의 경우 서양용악관현악단과 국악판현악단으로 각각 냐누어 연 

성하여 악단융 용영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서양식의 교향악단은 따로 있 

지만 자기 식의 인족용악용 표현하기 위해서 ‘애합관현악단 이란 새로운 판현악 

연성올 시도하였다 개량왼 선용 악기와 서양 악기§ 혼합해서 새률게 연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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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관현악융 운영하고 있으며 배합관현악의 판현악법에 대한 책6올 출판한 바 

있다 

3 혁명가요 

김일성과 그흘 추종하는 항일 혁명 투사들이 ‘항일빨치산투쟁’올 하연서 작 

사 작곡을 했다는 혁영가요는 북한에서 왜나 좋은 대우흩 받고 있다 약 100여 

곡 정도라는 북한의 공식 발표가 있었고， 혁명 옹악의 성격과 내용 풍에 대한 북 

측의 셜명은 다음과 짙다 “항일 혁영 옹악은 준영한 혁명척 현실올 생항객 바탕 

으로 하여 태어났으며 직정 손에 무장을 잡고 일제침략자들과 싸우는 항일 혁명 

투사들 자신에 의해 창조왼 가장 혁영적이고 인민적이며 전투적인 음악예술이다 

항일혁영옴악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셰사상과 주체적 문예사 

상을 제도적 지칭으로 하고 수령님의 정력적인 지도 볕에 창조핑으로써 조선혁 

영에 철저히 복무하는 주체적인 음악예숭로 찬란히 개화 발전될 수 있으며 우 

리나라 응악발전에서 일대 혁명객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항일혁영읍악전통의 

기본내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혁명객 음악예술의 사명 

과 역할， 창작원칙파 그 실천방도흘올 전연적으로 밝혀춘 영생올멸의 주체사상파 

문예리혼이다 항일 혁명음악전홍의 기본내용에서 중요한 자리률 차지하는 것응 

또한 항일혁영응악이 차지한 왈영의 엽적과 고귀한 창조경험이다 욱한은 김일성 

이 ‘항일멸치산투쟁’시정 〈조션의 노래) . ( 반일선가) . (조국광복회 10대 강 

령가) . (조선 인민 혁명군) . (토병가) . (피바다가〉 동의 가요률 창작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이 무엽 김일성을 찬양한 노래 〈조선의 별) - 송가의 시원이라고 

알려진 노래 이 붕려졌다고 한다 

결론 상아 다옹의 글올 인용한다 

묵한 옴악용 다릉 예술파 아찬가지효 사회주의석 사실주의에 입각8애， 창작 

연주외고 있다 북한 옹악의 욕색은 션융 연에서 소연 인요와 중국풍의 양식율 

따르고 있고 노래는 한국의 국민가요방식융 기본으로 하며‘ 창업온 Bl용 중싱의 

옥혹한 알성엉이 사용왼다 즉 북한 옹악의 기온 형태는 민족 전용융악과 서양 

응악올 배함한 톡륙한 구성용 보이고 있다 륙한에서 연주되는 천용옹악의 장르 

• 약정냥 ，얘앙환현악띤성냉， . 운얘종영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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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로 인요이여 그 밖에 가야긍 앵장， 농악 용이 연주되고 있다 혼히 욕한 노 

에률옹 군가나 엔진곡 갇융 거라는 선잉견올 가지고 있융련져 오르나 대우용。l 

가곡죠거나 대중가요 형식으로 부드렁고 잔잔한 리등이 주죠용 이훈다 또한 얘 

토앤， 차이코프스키 동의 서양 작용가의 작용도 즐겨 톨는다고 힌다 7 

북한옹 그 냐용대로 여러 가지 션용융악유산을융 가지고 민족직 특성용 설리 

연서 자주객이고 주째적인 철학융 바탕으로 나용대로의 천동올 계숭 양전시쳐 

왔다고 긍갱썩으로 올 수도 있다 그러나 납북한 용악의 이질성온 그 동안 60여 

년간 너무냐 많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욕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정에서 냥북의 옹악학자율이 함께 모여 긴일한 학숭정보급 교휴하는 

것옹 시급한 문재이다 우션 납~얘서 새로 방굴왼 고고학 자료 중 악기 및 주악 

도 둥에 관련왼 유율 빛 고분역화 동의 도상자료가 냥~0l.Ãl-를에 의하여 상호 조 

사왼 바가 없다 이러한 문재툴흘 냥륙한 학자를이 공동 연구할 훨요가 있올 것 

이다 예용 을어， 함경북도 용기 굴포리에서 발굴된 ‘뼈피리’훌 남쪽 학자흘온 그 

실물올 보지 옷하었고， 충청냥도 부여에서 발굴왼 다섯 종의 악기흉 연주하고 있 

는 ‘액제금동대향로’의 주악상융 북쪽학자들은 직갱 보지 뭇하였기 얘문에 냥북 

학자들이 공용으로 용악고고학 및 도상학 자료의 교휴차씬얘서 상호방문 조사 

힐 핑요가 있융것이다 

또한 북쪽에서는 이미 전용악기의 개량이 환땅히 진앵되어 현재 30여종 가량 

되는 개량악기로 민족옴악이 연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냥쪽에서는 수시 

로 악기 개량의 핑요성올 작곡가나 연주가등이 주장뼈 오고 있으며， 몇 가지 악 

기의 개량융 시도한 바 있다 그러냐 북쪽에서는 이미 30여 년 이상 악기개량올 

위하여 노력한 결과 많은 개량악기용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냥쪽에서 북쪽의 개 

량악기용 수입하여 연주해 훌 수도 있올 것이다 이로 인해 북쪽의 연주자률이 

냥쪽에 와서 그 악기의 연주엄율 가르쳐 줌으로서 자연스럽게 냥욱 옹악가들의 

교류가 이쭈어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왼다 

앞으로 언제가 휠지는 모르지안 냥혹통일이 왼다연 냥붓의 사랑등이 합째 오 

여 다항깨 부용 수 있는 노래나 강상할 수 있는 융악이 영요힐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용악용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냥한파 북한 모두에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며 또 가능하다연 냥북의 옹악가툴 혹히， 용악학자나 영론7r을。1 

함께 모여 용잉융 향한 새로운 옹악의 창작형태 연주형태 퉁애 대하여 논의항 

’ 주 3)과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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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요가 있융 것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항표왼 여러 논문흘에 의혜 그러한 기초 

가 아련되기룡 기대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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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of South and 
North Koreas Music 

O h sung Kwon (Professor Emeritus of Hanyang University) 

In North Korea, music is defined as "a branch of art which reflects the 

reality with the measure of sound", In fact, Juche idea which dominates 

North Korea society thoroughly won't be an exception that music has its 

effects on. Sou th Korea and North Korea share long history of over one 

whole millennium and legacy of music. Both have lived Qui modem days 

and suffered from 35 years of Japanese rapacious occupation together. But 

unfortunately South and North, due to outburst of ideological conflict 

since the independence in 1945, have walked ways of their O\'lJl . In 

positive side, North Korea could be seen to have succeeded and 

developed tradition in their own unique way based on the ideology of 

self independence and Juche, which means main body, while highlighting 

the national ethnic characteristics with various traditional musical 

heritages on their own. At this point, it will be necessary to find out 

what kinds and how much of traditional music stilI remain in North 

Korea so far, but in the South, the reality may not be known. 

To find out the homogeneity of South and North Koreas music, it will 

be necessary to check the existing amounts of data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n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recorded or Video-taped 

for research and preservation. [n addition, there also need be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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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to check the existence of relevant data. On the other hand, the 

intangible cultural assets system of Sou th Korea that was executed from 1964 

played quite a role of its own such as restoration and succession of tradition,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questions on how much of such assets are 

being succeeded among general public. Furthermore, while musicians of 

national dassic music in South Korea maintain dominantly such a direction 

of idea on traditional music that it is best to excavate and preserve as much 

musical assets as possible, there seems no fi rm1y established judgment how 

and why they should be preserved. In other words, it is judged that there 

first need be discussions on what both sides need to share before discussion 

on the traditional music of South and North Koreas. 

Now then with that said, what about the heterogeneity of South and 

North Koreas music? The cultural arts activities of North Korea are 

crowd culture and crowd arts based on crowd orientation of Juche idea. 

Since arts in capitalism society focus on proliferating the artistic aptitude 

of talented individuals, personal exercise of outstanding performance and 

the cultu ral level of general public do not coincide. However in North 

Korea which is a socialism country, they conduct culture arts activities 

with more emphaSiS on the improvement of overall cultural level than 

the performance of arts and individuals. Likewise, as the culture arts 

activities of Sou th and North show fundamental difference, discussion of 

the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of music in reality is subject to focus 

more on heterogeneity than homogeneity. 

When it comes to heterogeneity of South and North music, so much 

can be found. Examples of difference may be many which we may not 

check, but here, we would discuss only on several issues as follows: 

1. Matter of Collective Creation 

Collective creation refers to com posing of lyrics and notes of a song 

jointly by several persons. This creating method is known to hav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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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existence as Kim II-Seong is so grea t that ability of only one 

individual artist is not enough to create the image of him. <Under the 

Feathers of Mother Nation> and <Blizzard of Baekdu Mountain> etc are 

some of the songs composed recently that way, and of course the names 

of composers and lyric writer are not released. Collective creation is 

applied not only to composition of songs but also directly to creation of 

poems, novels and fine arts works with Kim U-Seong as main character. 

It is already widely known that <Sea of Blood ) etc that they created as 

endeavored works were mostly done in collective creation method . 

In view of collective creation in slightly different perspective, we may 

notice on the establishment of new music at the time of king Sejong in 

Chasun dynasty in the 15th century that the art works of such music 

were all created by the king himself to our knowledge so far, but in fact 

those works were made by a number of people in collective creation 

method . Here we see the reason why most of Korean traditional music 

exist anonymously. 

2. Reshaping of Folk Song 

In the North, they call North Korean music national music. The reality 

of such national music is that this genre of music is a new music formed 

based on the national emotions of their own by absorbing the merits of 

western music while newly making music genre with focus on folk song 

that general folks always sing in their daily life. The method of making 

distinct style of their own by borrowing wester music performing formats 

like orchestral music, chorus, vocal solo or recital etc to express such 

nationa l music is called reshaping. It may be observed in a way that they 

developed a special vocalizing method, national vocalizing method for 

existing folk song singing method or western bel canto vocalizing method 

may not deliver lyrics clearly when singing. In addition, unlike in the 

South where they operate orchestras separately in western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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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estras and nationa l classical music orchestras, the North is operating 

combined orchestra by mixing wester music instruments with reformed 

traditional music instruments in an attempt to organize new orchestras to 

express the national music of their own though they maintain western 

music symphony orchestra separately, and they have published a booK on 

combined orchestral music method l . 

3. Revolution Song 

Revol ution songs which are known to have been written and composed 

during "Anti-Japanese Figh" by Kim lI-Seong and anti-Japan revolution 

fighters who follow him are treated quite good in North Korea. About 

1,000 musics exist according to official release by the North Korea. About 

the natures and contents of revolution music, the North explains that: 

"Anti-Japan revolution music is a music art the most revolutionary, 

people-oriented and battlesome which is created by the anti-Japan 

revolution fighters themselves who were born in the stem and 

revolutionary reality and fought the imperial Japanese invaders with 

weapons in their hands. Having been created under the energetic 

leadership of our Great president Kim Il-5eong based on the directives 

of the great Juche idea and Juche literature and culture ideas of ou r 

respected Kim Il-5eong comrade, Anti-Japan revolution music blossomed 

and developed brilliantly to initiative music art in the thorough service 

for the revolution of Chosun our nation and brought forth one defini te 

revolutionary conversion in ou r nation's music development.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the basic contents of anti-Japan 

revolution music tradition are the mission and role of revolutionary 

music art, Juche idea of immortal eternity that brightened up creation 

principles and the practicing methods, and their literature and arts 

, Jeong-Nam Park, "Combined Orchestral Music Forming Method", Munye 
Publishing Co., Ltd., 1990. 



14 

theory. Also the immortal accomplishments of anti-Japan revolution 

music and its noble creation experience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of basic contents of anti-Japan revolution music tradition." 

As conclusion, the research quotes the following article: 

North Korea musics are created and played in pursuit of socia listic 

realism just as with other fields of art. As for North Korea music 

characteristics, tunes follow Soviet folk songs and Chinese style, and with 

songs based on South Korean national popular song sty le, singing is 

practiced by using unique vocalizing method which is combined by 

national traditional music and western music. In other words, basic form 

of North Korea music shows dis tinct structure which resulted from 

combination of national traditional music and western music. The genre 

of traditional music played in North Korea is mainly folk song, and 

additionally, gayageum accompanied singing, farming community music 

etc are played as well . Oftentimes, there can be prejudice that North 

Korea songs are always like military song or marching songs, however 

most of the songs are melodious tunes and popular song style, which reel 

out soft and gentle rhythms. Moreover, they also frequently enjoy works 

of western composers like Beethoven and Tchaikovsky etc.2 

As such, because there have been so much changes for the 60 or so 

years since the separation of the nation, the heterogeneity of South and 

North Koreas music is increasingly aggravating, and though we do not 

know when it will be, if the South and the North become unified, the 

nation will need to have music that all can sing and appreciate together, 

which should be researched both in South and North Koreas. If possible, 

musicians of the South in particular music scholars or critics will need to 

discuss future music creation and performance types for the unifi cation to 

come by meeting together. In such respect, it is hoped that various 

papers published in this academic journal may serve as preparation for 

such foundation. 

, Same as no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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