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냥과 육의 약기 개량 

서인화(국링국악원 학예연구관) 

1. 머리말 

셔 양응악의 유입과 함께 전통악기가 서양식 극장에서 연주되고 전용응악올 

! 기초로 한 창작옹악에 서양 융악적 요소가 수용되연서 국악기가 변화되기 
시작했다 예를 을연， 이왕직아악부에서 아쟁의 출올 하나 혹온 울올 더했고， 1 최 

숭회 우용반주단의 박성옥이 산조아쟁을 안을고， 김영철은 서양 기타와 거문고의 

앤리에 기초해서 청현긍이라는 악기를 고안했다 그러다가 1950년 전쟁으로 한 

반도가 분단외연서 냥북의 예술과 악기는 변화왼 사회제제 속에서 서효 다른 길 

올 걷게 되었다 전통음악올 보존하고 계숭하는데 주력한 냥한의 국악계에서는 

개인 연주자， 제작자， 작곡가 뿐 아니라 국링국악원 퉁의 기관이 국악기 개량 연 

구가 간헐적으로 추진했다 이후 전용응악의 보존과 함께 정차 창작음악 안똥이 

황발해지연서 1980년대 중반부터 개향악기가 종더 부각되었다 개량에 대한 계 

속적인 논의 속에서， ‘개량’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운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2 

‘개량’이라는 용어는 지급까지 일반적으로 풍용되고 있으며， 현재 일부 개량악기 

l 성경련한궁악기개량연구ι ’예술논운징，(서율 얘융씬 196끼 제6호 r판재 생경원션생 
구순기녕 완재논문징，(서용 용하용암사， 2000), 25쪽애서 채인용 

l 서한엉은 ”연화시키고 고쳐진 악기률이 기존의 악기응보다 기놓연이냐 능융적인 속연에 
서 양상되었다는 정용 긍정칙으로 겸중양기 션에는 개량이악는 용어는 보유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연개(햇i!'<)’라는 용어용 대안으로 재시한 아 있대서한엉， ‘국악기 연재작엽， 그 득과 
실"， 2002 한욱전용용악학회 전국찍}승대회 기죠벌표한국전용융악01， 쩌3호 한국전용융악 

악회 2002, 445쪽 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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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악기와 항께 창작음악 연주에 사용되고 있다 

복한의 악기개량은 좀더 일쩍이 1950년대 후반우터 대체로 1970년대까지 징중 

적이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작업은 1990년 제1회 영민족 통일옴악회와 

’90 송년 홍일전통음악회가 개최되는 동 욱한과 교류 공연이 할발해지연서 냥한 

에 직접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혔다 붓한에서는 ‘민족악기’와 양악기가 함께 연주 

하는 애합연성을 지향하며， 전통악기를 개량하여 이것을 전통악기와 대체하여 연 

주하고있다 

냥한의 악기개량에 대해서는 보고서， 논문， 명온 퉁이 있다 북한의 악기 개량 

에 대해서는 1967년부터 발앵원 조선문학예술총동앵 중앙위원회 기판지인 월간 

r조선예술」을 용해 알 수 있다 그 내용이 서울대학교에서 발행한 r북한의 전홍 

옹악J3과 권요성 교수 퉁이 집필한 r북한음악의 이모저모J' 동의 저서에서 정리 

왼 바있다 

。1 글에서는 한반도 운단이후 냥북한의 악기개량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흩 종 

합하여 냥북한 악기개량의 역사와 내용올 알아보고， 그간의 악기개량에 대한 평 

가릅 재검토함으로써 냥한 악기개량의 앞으로의 방향올 제시하고자 한다 

2 냥한 악기 개항의 역사와 내용 

분단이후 냥한에서의 악기개량은 연주자， 작곡가， 제작자들의 개별적 작업으로 

이루어지거나 기판과 연구자 중싱의 정책적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냥한의 악기 

개량은 전통사회의 무대와 달리 큰 극장올 고허한 옹량의 확대， 연주의 연의률 

위한 악기 구조 개선， 창작음악에서 서양식 'l! it융 7응 옹계의 정확한 음고 연주 

와 자유로운 전조가 가놓하도록 한 것이 주릎 이룬다 기관의 정책적 연구로는 

악기 교육의 효율성올 위한 규격화와 악기 대량생산올 위한 제작 기계화 시도 등 

이 있었다 

악기별로 간단히 살펴보연， 가야금의 경우， 일찍이 기존의 산초가야금 제1현파 

제2현 사이에 한 중용 더 엉어 13현 가야금융 만들었던 성금연이 1960년대에 15 

현 가야금융 만들어 창작융악올 연주했다 이후 계속 현융 늘여 19B()년대 들어 

j 앙중연， 신대청， 권도회， 성기연 ”쩌4장 개량옹악 서융대학교 홍양용악연구소 연구흥서 3 
r꽉언의 션용용악，(서융 서융대학교 출딴우， 2002)‘ 231 .275쪽 

‘ 권요성 외， 확한 개량약기외 현양 ，륙한응악의 이모저모，(서울 인속왼‘ 2001), ~295쪽 



냥파 륙외 악기 깨량 43 

악일훈의 18현， 1 985년 이성천의 21현， 1990년 황명주의 17현 동 다현가야금 곡 

률이 망표되었다 1995년 국링국악관현악단 창단 연주에서 박엉훈의 22현 가야 

긍융 위한 곡이 발표되었고， 이 곡올 연주했던 김일륨이 이 가야금에 세 중올 더 

보태어 25현가야금융 사용하기 시작했다5 현재는 이 다현가야금 중에서 25현가 

야금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연， 천익창온 1973년부터 고용과 저융올 위 

한 전자가야금(고옴창긍과 져용창긍)‘ 10현 아쟁， 23현 가야금 풍율 개발했고， 최 

지애(한국옹악발전연구씬장)는 1994년부터 선홍객인 용향융 찾아 이릅 유지하고 

항전시키기 위해 기존 가야금에 덧싼올 대는 퉁 현악기용 충성으로 악기 개량 작 

업융했다 

거운고， 해금 풍 기타 현악기의 경우， 01채화는 거문고 현융 늘리기 시작혜서 

1980년 중반에 기존 6현융 7현으로 늘이고， 2α”년 8현.2001년 10현 거문고용 

만흩었다 또한 。l창흥옹 용향 개선융 위혜 현악기의 안족과 얘의 내부에 공간융 

만드는 풍 다양한 작업융 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김영찌는 1999년 개량혜 

금연구회률 초직하고 고용해긍， 져응해금， 대해금‘ 1 . 3현융 유현으로 쓰고 2.4 

현율 중현으로 사용하는 4현 해금융 제작쨌다 1980년대 국악 판현악단이 늘어 

나연서 악기장 고흥곤은 판현악에 맞게 양금의 크기용 키우고 현올 늘리는 작업 

융했다 

관악기의 경우， 대긍옹 1980년대 후반부터 잉재앤， 이용구， 신용훈 퉁이 각각 

지공 추가， 키 부착 혹옹 대냐우 소재 대신 혹단 샤용 동율 시도했다 피리는 갱 

재국 외 연주자 6영이 피리개량위띤회훌 셜링하고 1999년 피리의 용역 확대와 

효과적인 연주엉 개방융 위해 대피리훌 안올었는대 나무판대에 금속키흘 당았고， 

2()()2년 악인기는 저융역 확대용 쩌뼈 시누대용 길게 하고 대나우 키용 당아 황 

총피리와 입종피리 퉁융 고안했다 박성기， 깅현곤 풍 제작자도 연주자들의 제안 

과 본인의 개발로 악기 개량융 시도했다 

기판과 연구자 중심의 정책척 연구로 이루어진 악기개량 사업옹 보연， 장사훈 교 

수가 서울대학교 학술조사 연구조성비훌 교부받아 1였년 Z원부터 1964년 11월까 

지 국악기 개량 연구흉 수앵했다 6 01때 대상악기는 현악기인 거운고， 가야금， 월 

금， 향비파였다 연구방법온 악기구조의 재겁토， 옹정호'1， 쩨착실엉이며， 연구 장 

소는 서울대학교 융악대악， 국립국악원， 성수동 정용 피아노 제작소였다 

’ 용에진한국악기，(서용 국엉국악씬， 2(00), 122-123~용 
‘ 성정원 ι녁악기개양연구 r예f논운깅，(서융 예슐원， 196끼 셰6호 r판얘 생정링선생 

구순기녕 l'l찌논운집，(서융 용하*~A" 2000). 25쪽에서 재인용 



44 

이흉 이어 1964년 12월 국럽국악앤에서 국악기개량연구위원회용 알족했다 대 

상악기는 거문고， 가야금， 대금， 단소， 피리 둥이었으며， 외측위원옹 김기수， 박흥 

수， 이주환， 이혜구， 장사훈， 간사는 김성진， 김태섭이었다 신경철， 김광주， 김용 

기， 겁세준이 째작자로 창여했다 그 경과흉 가지고 1967년 4월 1 7일부터 22일까 

지 6일간 개량국악기션시회용 개최했는데， 동아일보는 t국악기 개량의 첫 성과J 

강 를 요재 밑에 r우선 21종 시도J， r나일론 프라스틱 퉁 사용， 반응1*홉) 넙어 

용역도 넓히고j라는 부제용 경고 아직은 개량의 초기 단계이지안 그 성과는 큰 

것으로 국악계의 주옥용 끌고 있다”고 하는 둥 언혼의 반향이 컸다7 이 개량연 

구에서 판악기는 규격화용 외해 철세， 합성수지 퉁용 사용했고 현악기는 연주 효 

윤성융 위해 툴패용 나사식으로 바꾸고 반음올 훌리교 내려는 기계장치 동윷 고 

안하여 가야금 동 현악기 23개， 철판대금 둥 완악기 11 개， 흉관 3개， 땅향 동 타 

악기 Z개흩 션시했다8 

이후 1974년부터 1975년까지 한국문화얘술진흥앤。l 국악기 규격화 보급 지웬 

사업용 실시했는데， 이 사업용 가야음과 당소흘 중심으로 악기 개량과 판련올 갖 

고 진앵되었다 가야금옹 현의 재철융 화학성유로 하끄 줄 꼬는 땅식융 기계화하 

였으며 옴세의 목재흉 압혹 가공했다 부툴의 기놓융 없애고 현융 단앨식으로 사 

용했다 안촉도 안정성융 강안하여 규격화했다 단소는 앙성수지로 2단식 상하 

죠엄식으로 안을었다 이형제 제작한 가야긍 200대와 단소 400대훌 전국 국악교 

육실시학교， 국립국악왼파 개인에재 배부했다 

。l어 국럽국악왼온 1980년대에도 악기 개량 사업융 계속했는데9 륙혀 1985년 

부터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용용으로 국악기 개량쩌앤펴톨 결성었다 ’86 아시 

아 경기대회와 88 서융 용엄픽용 위해 취타대와 창작용악 연주용 향"1파， 당비 

따， 월금， 양금， 해금， 나방， 냐각， 태영소， 용Jl， 대고， 좌고， 우고， 운라 퉁올 개 

량 제작하고， 1989년 12원 개량악기 시연회 및 전시회용 개최혔다 이때 중응용 

파 저옹용 해금， 용역대명 판악기와 옴조절 장치 부확 북 동융 시헝 제작하고， 

‘개량대명소와 기존 태영소와의 Spectrum 분석에 판얻 연구 국악기 연주옵에 

대한 용져1진통수의 Spectrum 용석애 판한 연구’， “국악기 개량융 위한 12용의 

’ 융이E‘ 국혐국악씬 약사 건앤 1 400년 개앤 5JJ년 궁링국악앤사，(서융 국앵국악앤 

2(01)‘ 59쪽 
• 용이근， “국업극악앤 약사“ 위의 에‘ 59욕 
’ 용이근국악기 재양일지’‘굿링국악왼 주최 광't5JJ주년 기녕억K1대회 -• 광욕 5JJ년 

욱악충흥 5JJ년，(서융 국엉악앤 1995), 517.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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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정치 연구" “향비파， 당비파， 월금의 복원과 개량에 관한 연구’ 둥 논문올 발 

표했다 

전라륙도럽국악단에서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중국 연연대학 죠선족악기연 

구소 상익악기 현악기 기술팀과 공동작업으로 현악기의 읍량 확대룡 중심으로 

악기개량을 시도했다 이 사업올 똥해 투렷한 올립융 위한 내부구조융 설치 가야 

금， 전자 가야금， 해금 25정 윷 제작했다 이어 1999년 광주광역시 북구청 국악기 

개량사업단에서 역시 현악기룡 중싱으로 응의 씬훤한 흐홈옹 위해 상판 안쪽에 

골올 완 가야금， 거문고， 해금 총 3총윷 안들었다 영동군에서는 2001년 난계국악 

기제작촌융 세우고 국악기의 대중적 보급을 목표로 악기 개량을 추진했다 이콧 

에서 제작촌 대표인 조준석이 연주자， 옹향학자， 옥재 전문가와 항께 해금과 가 

야금올 비훗한 현악기 개량 사업올 추진했다 

국립국악원에서는 2006년 악기연구소훌 개소하여 음향， 재료 전문가와 제작자 

률 채용하고 악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함께 과학적 기초위에서 악기 개량올 

영행하고 있다 그동안 쌍골축의 대체소재 개발올 위한 합쭉대금， 응고 조철 나 

각， 태영소 약음기 등을 제작했다 

운단 이후 이렇게 개량 혹은 개방왼 악기의 일부는 사라지끄， 단셰에 따라 서 

효 다른 악기용 사용하는 과정융 거지기도 하연서， 일부 악기가 션숭되어 션흉악 

기와 함께 창작옴악올 연주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3 혹한 악기 개량의 역사와 내용10 

륙한에서는 민족음악에 전통음악 뿐 아니라 현대음악올 포함하는 등 동시대성 

올 강조하고 있다 11 같은 의미에서 ‘민족악기’의 중싱옹 개향악기이다 북한의 

악기 개량은 ‘주셰사상’에 입각하여 1950년대 후반부터 국링악기연구소와 각 도 

의 악기연구소， 옹악무용대학 민족기악과흉 중싱으로， 여러 악기공장에서 이루어 

졌다 그 역사를 다응 인용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 1956년 조션료용당 제3차 대회 이후 시기부터 옹약분야에서는 주셰용 새우 

기 외한 투쟁이 힘있게 얼어졌으며 민족옴악과 인족악기용 옐전하는 현쉰석 요 

” 은운 인용의 경우 육한Ji7I엉용 그대로 사용항 
" 김히영， 용악에 있어서의 인촉적 용엉" ，죠선응악J 1958년 4월~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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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맞게 재조하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었다 욕히 1961년 우리 당 재4차대회용 

계기로 하여 우리의 인쪽응악가동옹 민족악기복구정비사업용 션연척으료 진앵 

하여 60여 종에 당하는 악기올융 션시희에 내놓아 빈축용악의 우수성파 유구성 

용 시외하였다 1960년대 후반기에 융어서연서 악기개량사업용 더육 안양<1 명 

어졌다 .. ( f조선예술J 1992년 11영혹 42-44용， 인촉악기의 개량과 용악옐전 

리민선) 

북한에서는 이러한 악기 개량에 대한 반대가 있었지안 다옴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겉이 이를 옥고주의로 비딴하고 탁생흘 제거하여 전홍 악기률 ‘현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냥의 것안 쳐다보는 사대주의자융온 서구용악과 서양악기안융 숭상하연서 

우리의 민족융악과 인촉악기는 하나도 보장 것이 없다고 혀우주의적으호 나왔 

고 시대의 벨전올 보지 옷하는 욕고주의자등온 이용바 〈민족적 전용〉융 운운하 

연서 냥톡장파 같이 지난날 륙권계급을이 슐이냐 마시연서 우르언 환소리용 우 

리 인족이 계숭하여야 힐 전용이라고 하연서 양성에서 뿐 아니라 인족악기에서 

도 쩍소리용 보존하려고 인촉악기개량올 반대하여 나섰습니다 

'1호 이러한 시기인 1962년 3영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대주 

의자융과 북고주의자울의 찍용융 얀호히 융리치시고 우리의 민족용악융 민족적 

바탕에서 현대화하며 그에 맞게 인족 악기원 적극 개량 방션시훤 데 대한 가장 

현영한 양칩융 밝혀 주시었융니다” 

('조션예슐J 1997년 7월호 50-51쪽 수기/ 인촉악기개량앙선에 용려수신 뜨 

거옹 사랑 } 학사 액영일) 

위에서 현대화란 서양옹악식 영균윷 7응응계의 정확한 연주와 션조가 가능하 

게 하고， 옹량과 음역윷 확대하고， 주법상의 운제정올 해결하는 것이다 더왈어 

민족객 특성을 살리기 위해 가능한 한 농현이 구현힐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악 

기 개량의 기초 외에서 1960년대 민족악기와 양악기룡 합주하는 소위 ‘배합연성’ 

합주가 이투어졌다 이렇게 안을어진 개량 악기들은 1970년대 초 피바다식 혁명 

가극 반주에 황용되었다 12 01륭 위해 서양악기로 전통음악올 연주하기 위한 연 

구릉 하고， 양악올 전공하는 작곡가들도 션홍악기룡 연구하도록 했다 

12 "1970년대초 피바다식 혁영가극에서 생안혁용 냥김없이 힐휘하였다” 용흥싱， ‘인쪽악기 

현대척개량앙션의 력사적 의의와 ~대언 생양엌 ，죠션예슐J 2001년 2월~ 64-<5쪽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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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명로 상펴보연， 가야긍옹 일찍이 우를올 없애고 출올 개량하여 중의 기능 

융 높이고 옹량용 확대했다 차용 출 수룡 늘려서 1983년에 이르연 21출이 쓰이 

게 왼 것으로 보이는데 13 지급도 이 21 현 가야금이 널리 사용왼다 1968년에는 

가야급 선자장치용 개방혔다 14 

육류긍온 1970년대 초에 개발되었다 이것용 판현악에서 분산화옹융 앙당하던 

와공후용 가야금처렁 눔혀 놓고 연주빨 수 있는 탄현악기로 안든 것이다 악기의 

구조률 정차적으로 개선하여， 용역융 밟혔고 다양한 용씩올 워하여 연용장치훌 

셜'1하고 진조가 가농하게 했다 판현악에서 화려한 융향흩 내는 악시로 사용외 

고있다 

해금은 종 사이에 끼었던 활융 개앙시키고 짚용판융 셜치하고 영주실의 현융 

철선으로 바꾸었다 기촌의 2현융 3현으로， 다시 4현으로 늘려 아지 바이용련처 

업 사용하고 있다 크기훌 당려하여 소해금， 중해금， 대뼈급， 저혜금융 개항했 

다 2001년 출판한 r조선민족악기도갑'J 15에도 현악기 중에 해읍올 가장 언저 소 

개하여 해금의 비중이 크다는 것융 알 수 있다 

또한 판현악 연주윤 위해 관악기 개량을 중요하게 다루어，l6 고읍단소 중용저 

대， 고응저대， 대피리， 저음피리 퉁융 만들었다 악기의 유격화률 위해 판대룡 대 

냐우에서 욕채로 야었고， 용씩융 우드럽게 했다 키흩 닿아 빠른 반옹계 연주， 이 

조， 션조， 갱확한 용갱 연주흉 가능하게 했다 또 새납융 개양하고， 저용이 나도록 

새납의 길이용 능여 장새납올 안툴었다 또한 관현악에서 사용할 용갱융 가진 타 

악기을 안들고， 전자음악이 진취적인 정서툴 고양'f는데 객합하다는 정융 고혀하 

여 1985년 ‘보천보션자악단’올 성립하였다 17 

하지안 이처영 재량왼 악기 외애 개량이 중단원 악기는 공연장에서 연주하지 

않았다 거운고의 정우， 옹색용 부드럽게 하기 위혜 슐대용 보다 연한 채철로 바 

꾼다든지 거문고 술대와 악기의 바닥과 마촬올 중이기 위해 스얻지홉 대기도 했 

는데 안촉한안한 개량에 이르지 옷했다 18 20이년 r초선민족악기도강j에 거문고 

13 김영싱， 지랑스러훈 우리나라 민혹악기 가야금 r죠션예~J 1983년 7월혹 79용O용 

14 "인쪽악기개량에셔 거둔 성과 ，조션예슐'J 1968년 12앵효 

" ，조션인혹악기도강，(푼액에슬총엉*영사‘ 2001 년)， 11용 
‘ 우리의 인혹 악기 방선용 에씬 수령닝의 크나를 애려 ，죠션예슐J 1 972년 11영호 

13ι16쪽 

17 김영주 “죠션삭션자융악양전에 *으신 당멸의 엽칙’ r죠션예슐" 200!년 10월.L 27.28쪽 

l ’ 윤충강 싹언외 거용고는 갱양 사라졌흩꺼?‘ ，쩍석 J 1995년 1월호 ’극악이 아뀌고 잉 
다，(셔융 인속앤‘ 2(04), 3SO쪽에서 찌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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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60년대까지 인족옴악연주에 쓰였으나， 현재는 민족옴악연구훌 위하여 연 

주자와 악기를 보존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19 

。}쟁의 정우도 마찬가지이다 아생옹 1960년대에 소아생， 중아갱， 대아갱， 저아 

쟁으로 개량되었지만m 만족스러운 개량에 이르지 옷하고 ，조선민쪽악기도강j에 

“아쟁속악기들은 1970년대초까지 민족기악에서 쓰이였고 현재는 민족음악연구률 

위하여 연주자들과 악기룡 보존하고 있다"2 1고 하였다 다융 인용문온 아쟁의 개 

량과정올보여준다 

용량이 좀 약한 부족갱이 있지안 용역도 넓고 구현지딴으로 개량한 결과에 

기슐척 가놓성도 확대되었으며 전초， 01조적 기능도 웬안하게 수앵형 수 ~게 

되었다 이셰 훈지엉에서 좀더 민양생융 보장힐 수 있는 주엉셰계률 완성하연 

손색이 없지 않겠는기 비피와 같용 련상용 우시할 수 없으며 용히 연주의 인 

함성 옥연에서는 해금이나 비파에 비하여 상대격인 제약성이 있는 것안온 사실 

’ ( '초션에숭J 1968년 8훨혹 90-91 쭉， 민족악기 개량과 장현악 연성 • 정용 

호) 

아갱옹 그보다 썩 이후인 고려시기에 나온 악기인에 개량얻 것도 소리색갈 

에서 욕색이 없고 안로 출올 녕겨야 소리용 낼 수 있으므로 선융이 동강나고 빠 

용 기교부용용 도저히 연주하기 용난하었다 ( '조선얘슐J 1984년 7월호‘ 7-11 
쪽， 자랑스러용 인촉악기 해긍에 깃든 용멸의 이야기 - 서태석) 

또한 흥소도 읍고 조정융 위해 관대훌 율로 나누는 퉁 개량을 하다가 중단되어 

공연장에서 사라졌다 r조선민족악기도갑」에는 ’ '1 940년대 후반기에 둥소는 우와 

아래의 올립홍올 나누고 옹역을 확대시켰으며 갈갱구멍에는 보호악올 씌웠다 

1960년대 전반기에 개량되여 1 970년대 중엽까지 독주와 함주에 널리 쓰이였으나 

현재는 쓰지 않고 인쪽옵악연구룡 위하여 연주자와 악기흘 보존하고 있다1잉고 

되어있다 

이러한 악기 개량은 1980년대 초에 일단락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90 

년대 r조선예숭j올 보연， 새로운 악기 개량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과거 개량 

의 역사릅 재정리한다거나， 연주법 개발과 연구 관련 글이 주률 이루고 있기 때 

" ，죠선인촉악기도강'，(문학예슐종앙출딴사 2001년). 38욕 

a 인쪽악기개양에서 거동 생과 .. ，조선예슐"J 1968년 12원호 

" ，조선민족악기도강，(운학예슐종합용딴사， 2001 년)， 41옥 

" ，죠션민쪽악기도강'，(운액예슐총앙종판사 2001년) η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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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4 냥욕한개향악기 비교 

1) 악기 개량의 주째 

냥한에서는 연주자틀이 개인격으로 연주의 필요에 의해 악기에 연화룡 주다가 

1960년대 초부터 국립국악원 둥이 “션통적인 국악의 형식에 양악융 정옥시켜 새 

로운 용의 영역옹‘23 개척하고자 국악기 개량연구사업융 추진한 이후， 적지 않옹 

개량 사엉이 있었다 그러나 이 악기들은 실제 연주에서는 많이 쓰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0년대부터 국악기 개량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우터 창작융 

악에서 개량악기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연주자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악기 개량에 대해 다양한 영가가 있지만 이 지연 

에서 일일이 거론하기는 어렵다 천쩌적으로 용 때 연주자 개인의 악기 개량옹 

기판의 악기 개량에 비해서 자신의 연주융 용혜 종더 적극적으로 피드액되고 지 

속객으로 보완훨 수 있는 장정융 지닌다 그러나 이 악기듭은 대셰로 자신의 제 

자와 학교， 단체훌 충싱으로 배타객으로 연주되는 한계읍 지닌다 뭉흔 이러한 

문제갱이 일정현 시간이 흘러 정리되는 모습올 보이기도 한다 17, 18, 21 , 강‘ 25 

동 여러 개로 현의 수용 늘린 가야픔을이 사용되다가 지금용 주로 25현가야금이 

장작옵악에 쪽닝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국가기관의 악기 개량온 정액척 연구의 성격올 띠는 경향이 있었다 196()-80 

년대 기판에서 개량한 악기톨이 개인이 개량한 악기애 비해 환용도가 낮은 연이 

고， 국인의 세뭄에 의한 국가예산이 소요왼다는 정에서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가 놓았다 25 

n 용이곤， 학링굿악앤 약사 r건원 1400년 개씬 50년 축엄국악원Ab (서융 국링국악앤 
20(1), 59쪽 

i ‘ 용충'J， ‘천악장의 앙표에 대한 논영’ r한국천용용악학'，(서융 한국전용융약악회 2002) 

제U.489쪽 

g 장사훈용 1 985년 풍예진흥원에셔 '.최된 ‘즉악기 개량 앙양갱엉융 위힌 심포지엄 에서 
국영국악앤에서 져속 사업으료 각종 악기의 개량사업이 진예딩 tI} ~.íl..， 한국문예진흥원과 

국언학악앤 주판으로 가야고 피리 동 중정적으로 개강사업융 얼인 야‘ 있는떼 어느 연이나 

당초에 뜻한 대로의 성파용 거두지 옷했으며 ‘재량이 아닌 개악(&흉)으로 ，~신‘하었다고 영 

가엉다 그 앤인 종얘 첫껴효 판갱외 내실 없는 -생씩주'i (fu{;.호훌)“용 !t~다〈장사훈， 현악 
기 깨랑의 설제와 문제생 ‘ r국악기개앙종앙보고서J. 574if.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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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한에서는 이처렁 대체로 60년대 。1후 개인격으로 개량한 악기등이 사용되다 

가 일부가 사라지는 과정융 거치며 정리되었고， 국가기관에서는 규격화 퉁 정책 

척인 연구에 종더 초갱융 우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악기개량 결파， 냥한에서 

는 전용악기와 일부 개량악기가 공존하며‘ 대체로 각각 전용용악파 창작응악 연 

주에 사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복한에서는 사회주의 째찌에서 강한 추진력으로 1960-80년대까지 

집중적으로 악기개량이 이후어졌다 개량악기들용 용영회와 전시회 둥올 통해 공 

개적인 영가흘 거쳤다 욕한의 용완용에서 개량악기를얘 대한 영가는 ‘김일성 수 

령닝’과 ‘김정일 풍지’의 주체사상에 의한 흉륭한 작업이었다는 찬사 일색이고， 

개인의 작업은 북한 체제의 혹성상 기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개량악기가 무 

대에 오르고， 개량이 중단왼 악기는 획일적으로 우대에서 사라졌다 

2) 파학적 연구 

장사훈용 앞서 언급한 논문얘서 우수한 악기에 대한 옹향적 분석 풍 악기에 대 

한 기초과학객 연구가 부족함융 지적했다 이 문제는 1985년부터 89년까지 국립 

국악원 국악기개량연구위앤이었언 이성천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다 그는 “혹자는 

일부의 악기에 대해서 싱얘한 개량이라고 단언항 수도 있융지 용라도 악기재작 

은 한번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영엄한 이치용 안다연 셜혹 실패했다고 땅 

하는 대상의 일부 악기는 개선과 보완의 과재가 주어진， 어쩌연 이러한 과정융 

요구하는 기본객 제작용이라고 이해해야 힐 것이다 거문고와 가야금 그리고 우 

리외 모든 악기가 수액년 또는 수천년의 역사를 살아오연서 알게 모르게 수정되 

고 보완되어 오늘의 악기로 전송되어 왔다는 역사적 진실융 용이해。t'26 할 것이 

며， 국악기 개량이 일부 실얘 또는 미완성이라고 한다연 그것용 국악기 자셰에 

대한 악기옹향학 동 파학적 기초 연구 부재와 악기제작 기숱 우족 등에 원인이 

있다고했다 

이빼구도 이와 비슷한 판갱얘서 기초연구의 중요성용 강조하였다 

과거와 강이 적용 사랑이 사랑'lI얘서 를기에는 충용하였융지 요르는 악기도 

오늘날 천영올 수용하는 를 연주피장의 우대 휘에서 연주핑 예 그 해험한 충혹 

기외 멍융 벌지 않고서는 장내에 다 툴리게 하기가 어영다 와히 국악의 생영이 

라고 할 그 이요한 가야금의 놓현소리까지 빠지지 않고 률기에는 금일의 연주회 

‘ 이성천， ‘종함영 7~"， r국악기개량종앙보고셔，(셔융 묵악기재양쩌앤희 1989), 335-38쪽 



냥파 북의 악기 개량 

장옹 너무도 넓다 그러나 악기의 융량 중대흩 연구하는데 주의힐 정온 국악의 

욕갱융 상살해셔는 안 원다는 것이다 가까운 예모 일본에서도 고도의 용량용 

늘。1기 위해서， 그 중융 힘껏 앵앵<) 최여 놓은 결과 그 옥적용 당성하였지안， 

그 반연에 왼손의 농현융 용가능케하여 고도의 톡욕한 앗용 잃었다 한다 그야 

알료 죄항융 고치혀다가 소용 잡는 격이다 이강이 가야금의 공명 한가지안올 

개량하려도 그에 따르는 문제가 많다 종의 질， 옥 영주실의 종휴와 그 꼬는 앙 

엉， 또 현청의 쪽과 중 진동의 관계 동， 융량 중대와 식점 판계되는 사항도 연구 

되지 않으연 안 된다 (한국악기전시션 1%9년 9월 11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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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냥한의 악기 개량 초기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r조선음악」과 r조선예 

술J 퉁 잡지에 악기에 대한 옹향과 구조 실험 논문이 많은 것올 보연 북한의 악 

기 개량에는 상당한 과학적 연구가 따랐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악기연구소에 

서 2006년 25현가야금의 응향개선용 위해 컵유터 시융레이션을 통해 가야금 올 

링홍의 두께융 높인 적이 있는데，28 북한 21현 가야금은 이미 그런 것올 확인한 

바 있다 그것은 북한의 악기 개량이 파학적인 실험융 통해 이루어진 것을 보여 

주는 일연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서구화의 문제 

전용 악기는 개량과정에서 서구화되었다 악기 개량이 추구해용 음량의 확대， 

악기 구조의 개선， 정확한 읍고와 전조의 모앨은 서구의 악기였다 。1 런 정에서 

악기 개량이 전용 옴계률 없애고 전용 읍악을 서양융계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 

다 29 

이 문제는 북한도 다르지 않다 아니 더 심각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관악기를 

보연 판대흉 나우로 바꾸고 여러 개의 치율 닿아 음색과 외형이 전홍악기에서 많 

이 달라졌다 북한 대피리의 경우 서양 클라리넷파 비슷하고 운지엉도 통일하다 

중국이나 연연 조선족 개량악기와 비교해도 북한의 개량악기가 종더 셔양악기와 

가강다 r북한읍악의 이모저모j에서도 북한의 악기 개량은 “북한에서 주장한 주 

제객인 악기개량의 논리와는 당려 개량악기의 조융법윤 서양악기와의 어올링을 

? 이에구 국악기 개양의 의의와 중갱“‘ r얀당속문새흑，(서용 인속앤， 2(03), 326혹 
3 죠영재 천재흉 ‘ 25현긍 용양 개선 연구 ，국악기용양연구보고서，(서용 국링국악원， 

2α)6) ， 15-84쪽 

" 0)상안 냥륙한의 서양용악 수용 연구‘ 냥륙한 옹악의 용정생 회복융 위한 대토흔여 
주애양1[1， r한국전용용악학，(서울 한국전용용악학회， 2이)J) 창간호， 3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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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12명균융 조융업으로 모두 바뀌었고， 외형에 있어 가야긍올 기타화 하지는 

않았어도 대부분의 민족판악기가 서양판악기의 모습과 흉사하게 만들어졌다 이 

두 가지 정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연 서양악기가 민족악기에 복속되었다고 보 

기 어렵다”고 명가했다 

이와 강은 영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론이 없다 이북 출신으로 1960년대 초에 1 

년간 방송문화연구소에서 ‘이륙앙송’올 듣는 역할올 했던 영론가 이상만응 북한 

이 가장 실얘한 것은 “한국의 선흥음악을 본정척으로 파괴하는， 즉 서양의 음계 

구조에 오든 것올 맞추어 악기흘 개량하였다”는 정이라고 명가했다 이와 같은 

북한 악기의 서구화의 경향에 대해 이상안은 북한의 서양음악의 수용과 관련이 

있응올 양시했다 이상만에 따르연， 일제강정기에 우리나라 서양옴악계에서 이륙 

출신 음악가들의 영향력이 컸고， 이것은 서양음악의 기초훌 제공한 기독교의 유 

입이 이북에서 더 앨랐다는 것과 판련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냥북한 악기 개량에서 서구화의 문제는 심각하며， 분단이전으로 까지 소 

급된다고 할 수 있다 

4) 음악판과 악기 개량에 대한 자세 

냥한과 북한의 악기 개량의 차이는 체제와 음악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항 수 

있다 남한에서는 1960년대우터 전통운화의 중요성에 대한 각성이 일연서 전통 

음악파 악기가 보존의 대상이 되었다 한연， 이 시기에 새마올 운통， 현대화융 위 

한 각총 ‘운동’이 진행되연서 이와 패훌 같이하며 국악기 개량이 이루어졌다 따 

라서 일제 강정과 서구 문화의 급격한 도입으로 항예해진 정홍옴악을 보존하는 

데 가치융 두연서도 국악기 개량사업이 다소 형식적， 관료적으로 추진되는 양상 

올 띠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냥한에서 전통악기는 외형은 유지하연서 줄 수흘 늘리는 둥 대체 

로 소극객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전흉악기는 전흥응악을 연주하고， 개량악기는 

창작음악을 연주하는 한정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악기마다 상황이 달라서 

양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대에서 사용하는 양금의 크기가 션용 양금보다 

커졌고， 01쟁은 7， 8 ， 9현이던 것이 이제는 전통음악이든 창작음악이든 대개 10현 

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욱한의 옥류금과 같이 전용적 외형에서 연화된 악기는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아 새로운 악기를 만들어내는 식의 개량은 많지 않다 

g 이상인 냥붓한의 서양융악 수용 연'i"， ￥l의 책， 3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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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9월 국립국악원장으로서 국악기개량사업올 했던 한반영31은 일찍이 전 

통악기를 개량악기로 대셰 하혀는 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전통음악을 연 

주하는 데는 현악기의 현수 동 전통악기가 부족함이 없으며 옴량올 크게 하려다 

가 옹색올 상실하기 쉬우므로 차라리 전기객 확성으로 해결하는 연이 낫기 때문 

에 전통악기릎 개량악기로 대체하려는 생각을 버려야하며， 개량악기는 창작음악 

을 위해 안들고 국악기와 유사한 새 악기도 과강하게 안드는 식으로 악기 개량올 

추진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창작응악에 있어서도 좀더 전통음악 어볍올 강조한 서한엉운 다음과 

같이 썼다 

‘전용악기는 전용옹악의 연주에 사용하연 되고， 개량악기는 창작국악에 사 

용하연 원다는 식으로 문제등 해결하허는 이분엉적 사고는 자칫 위엉한 경과 

훌 초래할 수도 있융니다 다시 얄해 〈창작국악〉의 뿌리나 바탕이 〈전용융악〉 

이라는 너무도 운영한 명제용 영두에 두지 않는 사고라는 정에서 더용 그러합 

니다 '" 

。1와 반대로 작곡가 액대융응 적극적인 악기 개량올 촉구하며 “과거지향적 전 

홍판과 개량 후에 권위룡 상실하게 핑을 염려하는 기득권자들의 이해가 경쳐서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33라고 했다 또한 악기개량이 부진 

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하여 일제강정기에 서양용악융 주체척으로 소화해내지 못 

한 상태에서 전용음악올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이 우선척인 문제였다는 정파 “ 50 
년대 이후 조국의 분단 상태에서 이데올로기의 피해는 우리사회에서 보수는 좋 

은 것이고 진보는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융 주어서 과거지향적인 전용관윷 고수 

하려는 시대사조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악기 개량의 핵심은 용 

일원 응정， 합리적인 연주법 개발과 읍량의 크기에 있으며 걸럼동이 악기의 음색 

이며， ‘새로운 ‘한국음악‘은 전통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전통으로부터 출발한다” 

고하였다 

" 힌안영 극악기 개량의 기본방향 r국악기개량종앙보고서，(서융 국악기개량위앤회 
1989), 60쪽 
잉 서한엉， “국악기 언개작업 그 특파 실 2002 한국전용용악학회 전국악슐대회 기죠양lL 

rι냉전용읍악학，(서용 한국션용용약학회 2(이l2) 채3호 449쪽 

피 액대용， 전용용악의 시대적 연화와 국악기개량 r한국용약사학보，(정산 한국옹악사학 
회 19%) 제 16집. 102-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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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흔가 이소영 역시 “그간 수많은 악기개량이 시도했음에도 북한 중국 일본 

과 알려 그 결파가 미홉했던 것은 과학적이고 조직적인 악기제작의 파갱이 결여 

됐던 데에도 원인올 찾올 수 있겠지안‘ 전반적인 전홍옵악계의 응악판이 전홍악 

기의 ‘보존’에 역정을 두고 개량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데서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34 

냥현에서 국악기 개량이 사회의 보수성파 션통음악의 보존에 치중한 정책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은 타당한 측연이 있다 그러나 이 댁분에 냥한은 

‘북한 중국파 달리’ 전통 악기의 보존과 활용도가 높다 반연， 북한에서는 전홍 

악기용 개량악기로 대체하연서 천통올 잃은 부운이 많다 북한의 개량악기는 민 

족척 륙성을 위해 놓현올 강조하고 있지만， ‘인민올 위해’ 연주 연의흘 도모하고 

진취척이고 와르고 경쾌한 음악 연주흘 지향하는 북한 악기는 아우리 놓현융 강 

조한다고 해도 납한의 전통악기와 비교한다연 효과가 크지 않다 예를 틀연 육류 

금의 경우 중의 장력이 앵앵하고 농현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있다 35 북한과 

비슷한 파갱율 거쳐 옹 연변의 신용춘도 “전흥은 모르연서 개량안 알고 살아용 

정릅말이 국악”으로 자신의 음악올 표현했다 36 

5 향후방향 

지금까지 냥북한의 악기 개량에 대해 주체， 과학적 연구， 서구화의 문제， 옹악 

관파 악기개량에 대한 자세로 나누어 비교한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냥한의 악기 

개량의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기관의 악기 개량 사업은 단기간의 연구 성과률 기대하지 알고 장기 

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관의 주도로 개량원 악기는 

항용도가 낮았다 그러나 위의 이성천의 표현대로 “개선파 보완”올 흥해 2000년 

대에 다시 제작되어 활용에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도 있다 이흘 좀더 껄영하연， 

국렵국악원에서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올율링픽올 기해 1985년부터 

” 이소영， ‘국악기개양 잊 그 논외외 현앙파 이후 전땅한국옹악사학효，(정산 한국용 

악사학회， 19%), 재 1 6집， 193용 

” 와당 “현국 천용약기 개량의 현앙파 과쩨 중 문현 망언 ，낭안용악'J('서웅 냥안융악'Á}， 

1995) 용권 27혹 25쪽 

‘ 신용훈， 악기개양연구’ 2002 한국션용용악학회 션국학술대회 기죠알j{， '한국전용용악 

학，(셔울 한국전용용악악회 ， 2002) 씨 3:t.， 4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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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까지 개량했던 취타악기들을 지난 2007년 국빈앙한환영식 개선사업37~ι로 

다시 보완하여 제작했다 그래서 이 악기들이 국땅부에 의해 청와대 국빈환영식 

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너무 빠른 시일 안에 악기 개량의 성과를 보 

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가 생각왼다 앞으로 실객 위주의 개량보다 종더 체 

계적으로 음악의 방향에 따라 신중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힐 것이다 

둘째， 과학적 연구에 있어서는 1990년대부터 국럽국악원에서 그간의 문제정올 

극복하기 위해 〈우리소리 찾기>， (국악기 기초연구〉흘 시작했고， 2006년 악기 

연구소 개소 후에 악기의 음향， 구조， 재료 및 불성 퉁 악기에 대한 기초과학적 

연구흘 추진하고 있다 요즘옹 많은 연구가 여러 관련 학문의 협동으로 이루어지 

는 추세에 있다 악기연구는 특히 무척 팡엉위하고 김이 있는 과학적 접근올 요 

한다 음향， 재료， 기계， 통계， 싱리 풍 다양한 분야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단， 

악기의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다보연 자칫 연구 사업이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냐 

거나 실험에 빠져 음악적 현상과 얼어질 수 있는 영려가 있다 깊이 있는 과학적 

연구를 수앵하되 과학과 예슬의 경계에서 의미 있는 지정올 찾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남북한 모두 서양옹악의 영향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초기에 

러시아의 강한 영향권 안에 있었il， 악기 개량은 중국 잊 연변의 악기 개량과 영 

향올 주고받으연서 진앵되었다 또한 복한의 개량 악기는 배합연성올 하는 서양 

악기와 관련을 갖기 때운에 북한 개량 악기를 연구할 때는 서양악기와 비교 연구 

할 핑요도 있다 남북한에서 공흉으로 운제가 되는 서구화의 문제는 악기 혹응 

음악안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사회문화 전반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랭온 논 

문에서 방향올 셜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국제화가 이서구권의 서구화로 이 

해되기 쉬운 문제점과 이보다 한결응 더 나아가서 다문화 시대에 민족 정홍성의 

문제 둥과 항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음악판과 악기 개량에 대한 자세와 판련해서는 냥한에서 국악기 개량이 

사회의 보수성파 선홍응악의 보존에 치중한 정책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은 타당한 측연이 있다 하지안 국악기 개량이 이처렁 신중했던 탓에 냥한의 

국악기가 중국이나 북한 악기와 비교힐 때 전통적인 모융올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동시에 존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국악기가 건강한 방향으로 가지 않올까 하는 것이다 

” 서인화 갱환회 악기얀‘ 취타악기 욕씬 개양 '2(1(η 국인앵한환영식 개선TF사염보고 
서，(서윷 국링국악앤‘ 2007), 138- 1 63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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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알 

냥륙한의 악기 개량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추진되어 왔다 시기적으로 냥한 

은 1960년대부터， 북한은 조금 더 일찍이 1950년대부터 악기 개량올 시작했다 

냥한응 개인객으로 추진한 악기 개량과 함께 기관의 정책적인 연구률 병앵하며 

간힐객으로 악기개량올 해 옹 반연， 북한은 1960-70년대에 공산당이 악기개량올 

집단적，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현 당계에 이르렀다 냥한에서는 전용음악 보존 정 

책이 작용하여 대셰로 전흉악기와 개량악기가 서로 다른 음악을 연주했다연， 북 

한에서는 악기 개량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연서 전통악기는 공연장에서 사라졌 

다 

남북한의 개량악기는 서구화라는 정에서 공흥정을 지니지안， 정도의 차이가 많 

다 이글에서는 남북한의 악기 개량에 대해 첫째 악기 개량의 주세， 둘째 과학객 

연구， 셋째 서구화의 문제， 넷째 융악판파 악기개량에 대한 자세를 비교하였다 

그 경과， 악기 개량이 장기적으로 옹향， 구조， 재료와 윤성 풍 종합적인 연구실험 

과 함께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악기 개량의 서구화의 문제는 세계화와 다운 

화 시대에 민촉 정통성의 문제 둥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고， 음악판파 악기 개량 

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냥한에서는 북한의 개량악기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욕한의 개량악기는 장정도 

많아서 옹량이 크고 응역이 넓고 옹색이 화려하다 걸으로 보기에는 제작 기술이 

떨어져 조장해 보이는데， 연주자를은 그 악기률 가지고 뛰어난 연주기량으로 용 

악융 만들고 있다 북한 악기의 수용은 운영 악기 개량의 시행칙오윤 중일 것이 

므로38 냥한에서 악기를 개량하는데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 할 것 없이 이미 

앞서간 북한 악기릎 수용하자는 견해도 있었다 실제 요즘 북한의 대피리 동 북 

한 악기의 일부가 냥한에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국립국악관현악단 풍 여러 악단에 

서 북한 악기가 전통악기 혹은 개량악기와 함께 쓰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북 

한 악기의 수용으로 냥한에서 국악기 개량 연구용 그칭 일은 아니고， 악기 개량 

은 자체적인 과학적 실험과 음악적 필요에 맞추어 장기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악기는 계속 연해왔다 남북의 악기 개량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처혐 서로 

g 용충강냥한약기개량도 좋지안 용힌악기 수용이 더 좋다’‘ 용악교육신훈 1994년 8영 

10일 r국악이 바뀌고 있다.，(서웅 인속띤， 2004), 32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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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환경에서 연화해온 남북한 악기의 수용 운제는 한반도의 용일율 대비하여 

영도로 논의되어야 힐 것이다 냥북한의 홍일 문제가 한안도만의 문제가 아니 

듯이 냥북한의 악기 개량의 문제도 향후 세계객인 호릅 속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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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cation of Musical Instruments i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So, lnhwa (The National Center for Korean Traditional Perfonnmg Arts) 

The modification of musical instruments has been carried out 

differently in the South and North Korea. In this paper, I compared the 

two cases from four perspectives: fi rstly, the body (subject) of 

modification of musical instruments; secondly, scientific research on the 

instruments; thirdly, problem of Westernization; and fourth ly, views on 

music and on the modification of musical instrumen ts. 

First, in the Sou th, i t can be said that the modification was started 

mainl y in the 19605, while in the North it had already begun early in the 

19505. In the South, the ind ividuals and institutions intermittently made 

modifications, while in the North the communist party promoted it en 

masse, especially in the 1960s and 1970s. The Sou th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the preservation of its traditional music, and its modified 

instruments have been used mainly for contemporary music, while in the 

North the modified instruments replaced the traditional ones on the 

performing stage. 

Second, in the process of mod ification, only a modest amount of 

scientific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musical instruments until 

recently, but more has been initi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Musica l Instruments Research Office at the National Center f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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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in the year of 2006 in the South. 

According to the journals about music and musical instruments published 

in the North, it is regarded to have been done in the North more in the 

past, when the modification was actively made. 

Third, Korean traditional musical instruments seem to have been 

Westernized in the process of modification both in the South and North 

Korea. It is more serious in the North, where the modifications have been 

radical. The problem of the Westernization shou ld be dealt with together 

with the issue of national authenticity in the period of globalization and 

multi-culturaHsm more in the futu re. 

Four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servative in the 

modification of musical instruments compared with the North, where 

people worked more progressively and even radically for the modification 

of society. But, in any healthy society, I believe that we need both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forces. 

South Korean music scholars need to investigate the mod ified musical 

instruments of the North - not only to understand the people and arts, 

but also as referents for a future music in the Korean peninsula . Musical 

instruments have been changed throughout history. As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s not a matter of Korean people only but of all the 

world, the problem of modification of musical instruments of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should be approached more in the view of the 

whole worl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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