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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 he article considers at the notion of cultural euro<:enmsm (respe.:

tively, o::entrism of the Wcst) and its relationship to colonialism 

including aspects of neocolonialism. Furtnermore, the mnlcxts and back
ground of East Asian curocentrism are examined, especially those that are 

relevant for Korea. The consequences and problems of Korean eurocen

t<ism are taken into account, suchas its impact on Korean tradition and 

artificial neritage. TI.us the apt developmtmt of Korean music cuJ/ure in 

the 21" century is discusse4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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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융 융약윤화와 꺼유쥬의 

황준영(져웅얘~.2) 낌진아(서윷예악고) 

1 어리영 

21 세기의 우리e 우려운화의 가치를 고양 잉진시쳐 글g영화 하는 것융 하 
나인 지표"장고 았다 현대화릉욕격으오서구라는 이상을 양얘 승가쁘 

게 g여덩 '" 세기을 보앤 우리는 이재 한경 자외식응 첫개 의잉고 그히한 얘도오 

새상응 바라보고 있다 。 재까지 정대척으호 우J외하나고 여겼언 서구웅화의 의종 

성에서도 쇼긍은 자유증외샀다고 응 수 잉내 ‘" 고묶운，~씨 얘얀 지녁갱도 갱 
자 생겨나고 었다 그건나 우리에제는 여전히 서구주의가 뿌리 깊게 닝아 있다 

우리는 을표정화를 승호건으료 얘걸고 있으나 성상은 세계의 다양안 문회→S이 

나 g 뇌딩 간의 교유에t 간싱이 적고 서구의 극소수 니리똥이 갖고 있는 운화의 
수용에안 긍긍-jJl고 있대 디옥이 혼에 이 소수 나악융의 문화척 휘영응 우리 것 

￡료 나아가서 우리운회의 셔도 료 상는다 즉 우띠는 아직도 서구 중싱척인 구 

조직인 앵에써 혀”어나치 g하고 있다 아 상항응 득히 옹악운익에서 두브칙지제 

드러난다 

한킥에셔는 ‘응악t'o1라고 하연 우성 ‘서양응악 응 생각 한다 우랴 고옹의 응악 

응익이하연능 국악 또는 한국전용응약이강푸가어등텃용여서지져융하는 

게 통해이다 이러한 현상은 옹안 라디오， TV용 포항깐 예중 얘에와 연주회운화 

영안 아니라 공공 기굉등이냐 단체익 죠직영태아 ，갱λ}용 등에서도 야연히 드 



힌국 응각운'~I 서구주악 잉9 

라난다 더육 을아웅 것옹 익m.걱 갱 '1성。l 요구되는 악제애서도 。1건 우엉여가 

안습악의었다 1응악약 이아는 에영이 용으언 서양응악용한국응악약(국악학) 

또는 한국전용융악학끼리늠 쩍엉아 응으연 우리 고유응악을 ξ의얘상으료 다F룻 

다 지극히 쪼용까인 응악혀 이 연 이응으표 총완징 쩍듣 속에 우려 전흥응악에 

예장 양I의 연웅이 엉는 것에 예iμ셔 문제릉 제기 Sf.ì는 이도 꺼의 없다 또한 우 

리 응익움 논@ 때에도 "세기 일과 '"세기 초의 옥잉。 서 정링원 옹악학 에재 

잊 영어연파 옥일어권의 응악용이와 연구앙엽이 아시 응언의 진라인양 용히 샤 

용외고 있cf 

시경 서양용악온'"세기에 응어서서 갱도의 '1이는있겠으나한국에서 얀안 

아니라 거의 전 새끼의 음악계릉 장악하게 이었다 그염에도 전반져으로 실여 용 

얘 한국에서서엉 서구익 용악운파가 。1처링 안러 수용니고 이호약 원빽하게 항 

앙곡곡까지 용수잉 나려"' 잦기 엔응다 그영다연 이번 언끼，~융 낳게 찬 전에 조 

건파 용기는 우엇잉까? 얘 우리 g화가 "세기에 의μ{도 서구 강싱져 구죠에서 

에어"지 옷<it고 있응까? 이 의ff<에 대한에당의 성I싸껴를 이재까지 응딴원 악서 

에서 i옹 찾윤 수 있융까 하는 희양으g 서양응악사을 다루는 여러 껴을융 상J여보 

~.지앙r 대부운 서양용악파 ‘a-런g 기싼파 단씨 그러고 작곡가와 주요작용을 소 

재하늠 식으도 서양웅~j-<>I 이 영에 도임외는 역샤격 파갱안 상세히 서승3 이 있 

응 영， 영자의 의g 정응 근용적으< 해소히R는 예 도웅융 주지능 옷댔다 

이 등옹 외에 언급F 의운에서 중약하여 이 샤대 한국의 응악운화 현싱g 진안 

하고 *'1가서 야당직싼 우리나라의 {:.，*~회R는 우엇인지 생킥해 보고자 한다 

2 셔구주의의 형성과 세양용악의 제왜 

우선 서구수의 양 용어에 대핵여 는하는 것아 순서일 것이 cf. 아 용어는 영상 

화꾀어 흔히 쓰이고 있지안 이 용어 의 재닝얘 대6셔 생각애P껴 ~l-응 。1드도 

강융 것이다 서구주의늠 실찌호 각 지역을이 직언한 사의 정치t 운짜아 직성적 

으요 관련안 욕양식얀 개녕이기에 일안왼 징의는 거의 융-7'1-';능하지얀， 아주 일안 

적으로 일하지연 U서구에 o}우 쟁각 없。1 우소건씌으흐 조정을 맞추t 예도 잉 

장 또는 사각f끼라고 갱의양 수 있갱다 이려한 셔구주의는 11l~ol 서구주의의 

형성에 영양역융 끼치기 。1전인 '"꺼기 중안까지는 유렁주의약 잊지정나 

유영주의는 유언인드의 자기가지의 과대앵"에서 안생하였다고 용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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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유여이 새제의 응싱이내 그 야의 지역능옹 부수척인 지역이아는 사고에 싸 

당올두는디L 용시에 fr;영 외 오든지역을은 당연히 유딩에 의존해야한q는 。}전 

인수걱인 생각응 은연증이 내포하고 있다 잉건 이런 시각이 유영인을얀의 특갱 

응 아니라모 용 수도 었다 자고로 중국에도 중화주의 ιPJ이 았았기 얘f‘1대 

그러냐 이 λl장은 유영주익와는 구푼딩q 숭아주의는 하나의 인촉응 내세우는 

인족준의에 근거하지안 유강주의는여러 인촉늘융몽양한개녕이므표디 ~영외 

하고 욕양적。 다 더을어 운희 석 성향이 강한 중국주의와는 당리 유염 주의는 운 

화안안 이셔야 아리 。 서 실펴온 수 있는 것 강이 종쿄혀 정지적 킹셰적인 언에 

기안하고았다 

이이한 유경주의걱 사고는， 용히 지썩하듯이 I 17씨기와 ，，~기에 기세콩 었언 

8영의 재용주의에 근거하있다고 응 수는 없고 잎석。1 고내 윤영-"cε{ 않응 연혀} 

융 용해 역샤혀으으 서서히 영생되었q.고 보는 것이 더 정확라디 고예외} 증세에 

는 아얘의 옛 지도에서 니다나옷이 유영개녕응 잉안직으호 육싼구와 관앙지아 

생각영는대， 특:.~증온 선성 아지얀 욕용이 아닌 지역응 비신성영 구역이라쩌 인간에 

게 애가잉다고보았다2 

i 예응 을I'!， M.rie-There5 Alber ‘ Eurozentrisrnus - ein w(ψ‘ '.i!eS Phänomen m;' 
k이이"，11.0 Besood빼'00'\ R써 Fomet-Betanoou이 (세 DfYmi"an. ÒI!f' K 싸찌 ι d ““ “ “ 이 -，η tatio" Ò'" 1'1. InlenwtrimQ"" Kí끼'gress 껴r ιι b씨ψι ‘ 
PM""，에ι frankftitl ‘'" Main/Lond.αn: IIQα、ι~llg ffu InterkuhW'Cllc ιηiπ@ιatioc 



인9우 응악용화와 서구주의 잉1 

이려한 완정이 기옥R져 세계 원의 。1용칙 애경이 되었는，" 유겹깨닝은 언저 

기옥교를 종교표 가 신 유딩의 지역응에 제한되어 사용혀있다 하지안 u씨가부터 

는 유잉개념이 강야지으오 종모직이기3ι나R금 지여척인 용정이써 이왜씩기 시작 

하였다 

그 후 "새기얀 현재까지호 이아지 는 유영주의 또는 사구주'1가 생겨나게 되 

는 경칭혀 계기는 다릎 아닌 은대 식연주의의 안호이마 인인척으.5'_ 15세기 초 

포으우강이 。}프리키F응 징영한 시기우터 찌ι1 세제대갱이 종식딩 ""년까지를 

식인주익 시애라고 옹다 아 시이에 형갱씬 식이주의와 6 교앙안한 E행응이션 

의 로이씨띠나 아g시.에서도 을옹 찾응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구 시대을의 지 

애와 근떼의 식인주의는 서료 획 연히 구영연다 。 전 것온 양융 정영하고 지얘자 

층이 얘껴연시 씨죠ε 갱지세재가 도입와τ 연i밑 올허잉으키는 정도였대 하지 

얀 근대의 식민주의는 。1전 단깨에시 그치지 앙고 정치와 사회에제중 비옷히여 

언이릉 쪼양한 운아까시오 에앗음 양안 아니아， 경국 식이지 아간의 자즈í'"'<l 자세 

를 안전에 착견해가는 것유 욕적드s- "81였다 

。l 근대 사인주익는 서구의 제국주의(lmperi에，ml 벚 인촉주의(Nationalism) 

아도 경우} 어 서양의 소수 냐라을은 각각 인족지 영양g익을 와장시키기 외해 식 

，，')지를 확보히는 대 급급하깨 딩다 " 에기용 천'f"'1-'져 식인씨가 전 세제 영보의 

80'에샌프 이상융 시지하h셰 익있나 꺼인지를 가생 많이 확보안 나야는 "세기와 

'"얘기에 프앙스， 영주 스애인， 표르투견이었l 그 디F읍 러시야었다 여기에 " 

세기우이는 특영 이해이 풍의 냐에둥이 용싸댔고， 디용어 '1국과 잊은도 한 용 

융 하꺼 진다 식인지호서 기장 성히개 저!-{l원 지역옹 갈 안려지 았듯이 아프라 

’때에 알제이。k 이디오여야 리에혀아 퉁이 그 대표걱 니라이아 3 

식인지 개써자를。1 식인행와익 궁극칙 옥척이 타인즉등익 지깨 맺 각취라고 

드러내고 깐힌 것은 아니었다 그등응 재화로 외장하였아 그이다보나 서인국든 

에 .이하는 세역응 용라영으키기도 었사안 용，." 는 세역도 역시 생기게 었다 

이여성 식인악응에 대강 찬안융 이나셔 서인주의가 당긴 가장 성4안 경과는 여 

식인인을의 가치관 자씨가 영아 왜곡되었다는 것이다 그 예료는 당순에 식낀욱 

2IJ06. 3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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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s. Dit E，꺼nd"n~ des KDJonω m ‘ Wuppertalo Peær H;…mmer Verh~ 1983. 



~， 

의 용토애서 옹 것이라언 우조건 더 가치 있는 것￡료 여기는 것이었다 이라한 

가지깐의 앤화 왜곡 고싹은 운화를 .가야는 시각파도 칙정 연경되어서， 지얘자 

가 갖는 운화가 "1"'1 ‘ 자가 갖는 운여}보다 우영석다고 보는 시각아 지애자을 !’ 
아니약 며él인인 중에서도 정차 형정 확장 갱역r.o-~게 되는 것이다 이허영 파갱 

에서 근 용응 하게 안 것이 "애기푸티 서구인등의 사고틀 주도하게 딩 ‘강전’아 

랴는재념이마 

식인주의자응은 얀션재녕응 세계가 운.，약되는 파갱융 응」히는 아혼에 작용하 

여 다응괴} 강옹 주장유 영다 1'1 전 세제는 시공간융 초영ε에 용일한 운영화 내 

지는 깨화과갱융 겪게 ‘낀다 α) 이걱한껴냉이 시작깅 곳응 유영이다 1" 운영화 

외지 옷한 유영 외 지역을은 이객 자융직。1지 옷하기 에운에 유럽의 명에 의해서 

안 운영화 영 수 있다 구에지 예용 등각연 새겨 가 용일한 운영화파갱응 경는다 

는 가갱 하에서 ，.렁인등의 응삭강화의 연천과갱， 얀하지연 손을 샤용영 것에서 

나이 프 쪼오크 스ξ 등의 식사용 기구응 샤용한 것응 '"응 야유업 지익등의 R 

갱표석용시키는것이다 이켜 징샤용기구등샤용하지 않는낙후원문화권은운 

영화를 위해 FJ영의 도융。1 영요."6"}r:}고 간주8다 。1전 앙식의 긍정원 사고는 유 

영공동깨의 우윌강 영성에 작용하고 나。P써 유영주의의 기만이 되었대 

냐아가서 이 우영강에 의하여 타 i의 융악운화를 01라보는 시각E 형성되었대 

이야한시각응 식민시대 즉"세기우러 j 써기 전안기(lliî~wn까지 즈여진 운언 

5응 상여보연 이f연하게 으<1난다 이 암현능에는 유영용악。] 이언 디~ {è.회댄 

을의 응약은 아직 재얘효 얀견외지 않은 자연 그대료인 상태 아니연 야얀석 또는 

이숙한상태라고 "'1 "1이고 "다‘ 그암개도 융영의 기록응악이 구두오전승깅 융 

악보다 더 힐진원 단져이며 또한 유영의 다껑추 용악이 비유링 용악의 연성 ? 
응악보다 우수합유 주장하는 견해응도 적혀있다 ”세기부터 서양융악응 작곡가 

을의 캉의력에 익해 완성원 역사에 닝응 용융싼예슬싹용 또는‘경얘응약으" 

아시。녕악응 그냥성생황속이'") 쟁겨난한영 연주띄~ 버려지는 기능응악 1 또 

능 일용용응악으호 수용ι]기 시작했다 이와 당깨 '" 기에 와서 서양3악온 

연주펴 상에셔 당옥으호 연주되어야 하여 정증으오우터 경취되어야 하는 연주'1 

웅으γ아:>!.， o)-A]o}-j응악은 공식이나 아농식 장소에서 단지 뒷내갱의 역할용 히는 

용안응익「 정도효 쓰아기 시작댔마 더응어서 서양응악하연 중j에나 으네상스 시 

대익 응악응 재외션 히 01든， 오 }으투 에보앤 등.0 효우터 시작되는 현대석 응악 

‘ f… '"‘ Das r'，끼 t …여 4‘ ι…"여1m ""’ m，，;ikt/:ecre찌 써 
m ‘ ldrom，써 b끼 。 ‘ 이-씨m. Stu이19.rt Franz Stei,‘ 1997.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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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안연 아시아응악이라 하연 아주 오애원 원주인 응의「올 생각했다S 그이다보니 

‘1양응악과 웅양용익써 대한 고칭과닝이 생기제 씩었대 즉 셔양~악은 서양j익 

냉전잉 운영 상태응 표혐t;)';는 세련원 현대걱 에승인 안연에 웅잉웅악f온 옹양익 

낙후원 운영 상태등 드허l씨는 "1명션의 저수준 응악운"라능 시각이다 

동서양의 응~r;용 양선껴안 개녕 속에서 서호 비표운석하는 차원을 녕아서 서 

구의 기욕교에 닝}양윤 우지안 "새기에 새용깨 갱혀원 유q어설주의에 근 

거'1여 그듣으1 용Q，'페 유니버성하다는 의견도 확산성다 즉 서구응악은 우수얀 

똥안 아니 라 단지 지역걱이기얀 한 비서구 용악에 비하여 유니이꺼하기 때운에 

비씨구에서도 영연히 수용씨어야 한다t 사고가 "세기 초운다 " 애기 전반 니 

아가 시긍까끼도 영안화되었다 

이려한 사고 속에서 서구응악이 정사 각 니라을의 전용응악융 억누E연서 기 

에릉 우이게 되고 용시에 요능날 융니어성얀 새끼옹악으효 자리 강찌 되었다고 

하겠다 

3 공셰 동아시아의 서구용악 수용 

。1째 시야율 을려 서양운최}가 쩌응으. 수잉되는 "세기 쭈안가아 "세기 초 

영국을 중섬으g 동아시아의 상영에 예히써 간약하꺼 살펴보자 양 "히지 있듯 

이， 한국 증궁 영용응각정칙인 서구의 식인자는아니었다 하지안 "세기 중영 

부터 지속져으호 삭인지릉 개혀하ι4 히는 이등의 관성 속에 있 었'f. 잉싼칙으 

호 유썩에서는 안묵과 중국응 다흔 잊잊 나약등(예융 을연， 사우디아라비아 。l

강 아"가니스딴 에디오피아 까 항에 서구의 “*식인지끼a나고 보았다 

연온의 경우에는 jε화껴 사연에서 웅 예 X내의지에 의한서구의 반삭인지었 

다 에도시대('"^"α86"의 쇄국정에 이후 18ω년예아 18"년대부터 서구의 식 

인주익 재국주의에 대헝하기 위한 종사에 깨화릉 옥격으료 어，。께 일온 정부는 

샤야신한애 경앤 욕녕은 개혁융 실.한다6 서구용악의 수임은 서구운화의 도잉 

‘ Shingo Shimada. Gnm;gJ'η'8" - Fre…‘gψ잉ζ 야‘~ und E"ro~잉 im ~써”π~Ieicl 

frankfurt am "’‘no Campuι ，~‘ 5 

‘ M. 이 .. Hirsch“',Id. lleelh= ;'J Jopaπ Z"r Ei"fU","ug uιd Ver!>"'iI""g _…ιø 
MνιR 끼 ι. "， η "e" =115. 에 Homburg: Boc:냉 2005. /1'2μι'" 연 ”‘흥大'"'‘ 
3, "'，…ÓtJl찌 η 강'"‘"" 잉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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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장쩌 이 재i예정i역의 잉한에 속하였다 

용익은 1뼈&년부다 용캉의 공헌학교:ñ!"t복으오지정외었는예 9 어씨트아상 
이 서우식 노해등야였다 이 잉~의 R형 융 ~라서 태국에서는 1895 년우터 양에 

에서는 '"κ8년부터 서옥에서는 190611910년푸티 공'il~.쿄에서 용악웅 아와옥으 

효 가프치게 되었대 학교교육에 셔양응익비 도입되었기 0에응에 서양응악은 아으 

꺼 잉안에 보연화외고1 더옥。1 공한이나아다요웅에 영잉어서 대중의 '"악.~ 취 

영을주도하게 외었대 

우""썩으로 유영 군며 응악과 교펴응악 또는 단순정 등요 등으호 에한외있던 

서양응악의 수용은 성싸 단순정 기익과 성악응 녕어서 요에킥까지도 그 엉와훌 

쩍비하였다 1900년도에는 동아시아에서는 처응으로 영용에서 이국， 옥잉t 프랑 

스의 오멜애 근거친에 응。C'ë'f에이와 악회 등아 장링"기도 하고 연수가와 갱 

중의 역할도 뚜엿하꺼 구강되며 유효g 운영 '1는 공개연주씨가 쟁7 기도 안다 

하지인 '"00년까지안 해도 서양응악의 수용은 동정파 강， 대도시의 상류층에게 

안 가능었다 정차 예중얘애가 일용어μt 양진영으표 서구응악。1 -'t-~α1역어 까지 

확산되기 샤니히었마 그야하여 1910년파 ''''연 λ씨의 잉온에서는 유연응약이 

“완벽하제 오잉이고 습득원 시가”가 원다， '1때우터 시구응익써 영흰푼화의 영 

3염용으」효 당영하게 수용의었다 그렇다고서구 g 악야 지유적으료 누구애게나 양 

영응 얻은 깃은 유릉 。}냐었다 """닌얘에 서구응악이 비엔나 고션주의의 응악 

응 제외하고는 긍지외었나 군국주의 셰제히의 당시t 응악역사얘과 용안들이 경 

저하자 경영되었다 하지안 셰Z자 세계대전 이후 영온응 마시 서양응악응 대‘f켜 

이고얘료개 수입하였다 

중국희 경우 '"세기 전인 경재척으즉 낙후되어 "었I 또찬 잦은 대간으흐 애 

우 용안스러웠아 경국 두 자예에 경진 이흰천갱""，‘ι 1856-61이에 찌하연서 

서우아이 영요성응 절실하게 꺼당깨 되었다 에애에 양이하고 자웃의 강-&H즘 허 

장 욕적으료 옥닝은 개혁갱시릉 성얘잉'1 신역사 가 시각의는 씬이 다 하지만 

서구하여 길은 명당하2 안ε g 았다 1937\1 잉옹약의 전쟁 이후 그너고 1945• 

‘9년의 내칸 시기에는 서구운화'1 웅제되었고， Nη”녕대 운화혁영 시기에는 연 

체 긍지외었다 

N세기 중영 중국이 보여중 군사척 경재져 측연에서의 우혁엉이 중국응 우장 

화했던 영용과 한국이 중국푼인윈으로，.서 엇어낭 수 있는 칙갱척 제기틀 아연 

’ k에ro M;y.m이to， KI.ng im αι'" _ KIQ Il!< ù이 w. 꺼 Der K"mo"n 씨 π. 
nμ_il<" ""d di, R=!p!i，η tν'"'"'잉 her M"",k i" J"P"", sa。α rO<ken; I>fa，ι 1996.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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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얘 춘 4이다 1894넌과 1895년 사이에 있었던 중인전갱에서 잉온이 송리하연서 

장치 힘응 키휘까계 의고 경극 한국응 서구의 제국주의 잊 식민주의의 각취 

오영유 그얘료 전수@써 식인지료 징영하있다 

λ샌 고종앙에의 얘한에국 시，，'에는 셔구의 용영융 자연2억으효 방6티등이혀는 

암은 ~혁이 았었다 에건대， 18%년~다 시작원 서용 도시개조사영의 양한으표 

"’ 연 씬차가동경보다 언저 개통되는 등자연칙 근애얘F세 주혁한 아 있다8 이 
후 잉재강정기 기간 증에는 잉재듣 흥해서 그리고 째땅 이후호는 자양적으R 성 

에잉 니라응 신측δ 제 연대화시킨다는 취지하에 서구에재약 힘7에 서구운:l;þ，t 바 

안 없이 피우 수용의었마 이러한 과갱에서 한국옹 경국 자가 고유분화에 예영 

자각융 g게 되었고 또한 중양 이웃 나라등의 문화등에도 등응 을연 채 안지 서 

구문화안융 우조건석으료 쫓아가끼 와셋다 해양 '1' 냥 북으표 윈션원 이후C에는 

용한은소비에트 연앙파(후에) 중국에 냥한8 정차이국에 의흔히꺼 연" 이g 

써 서구주 의가 。1 땅에 완언히 뿌여악건재 원냐 

서구주의에 종킥딩 용악운화가 한얀도에 자각 광개 익는 경정직 역항은 우엿 

보다도 연재녕경기 응악교적이다9 잉재는 명치유신 이-t- ;>;R익 악교교욕에서 

에제척으료 '1르경녕 서양암악응 식인지 조선의 악교교육에 그애호 직용a여 응 

악i요유융 재도쩌으호 정각시경" 잉온 제국의 쿄윤에시 한국척 응악 어영의 교 

육응 천야 그[히대상이 아ι 었다m 연용의 음악교유 E앵이 고=안히 쩍용원 이 

땅에서의 응악교욕으표 인하여 오늪날의 응9γE화가 천흥예서 시구주의，. 칭서 

하개 아꺼는 정-，득 냥개 이었다 

따시고 오연 일에캉신기애도 대대 진응응악이 일안언을익 옹익걱 혀양으요 존 

속하고 있었다 당시의 영웅 프흐그영 때코드 출딴파 연얘 현황을 상여보며 친 

홍「응악의 션호오가 여션에 서양응악보다 놓았응융 열 수 있다 경성앵송e 애일 

맹인명앙을 냉용국에 칙경 초양'Ò"f-<겨 그을의 응악용 쟁빙총으호 송용하3으"" 원 

소"와 산ξ 영장 "용 서도소랴 동온 농은 인기를 누뤘던 얘아토리였다 옹얀 

시장에서도 이5 전옹응악온 가장 인기등 누었던 용용이었다 니아가서 이 서기 

의 도하 각 선푼에도 연잉 전용융악 판련 기사7t .<;' 지 않게 신었언 사싱슨에 그 

인기용 앙 수 있다 n 

‘ 이찌잉 ’]웅시얘의 재죠잉j 새용 얘이샤 4α 

’ 오끼 션 .，상，e얘%악쿄<" 셔응 예응*앙/λ}，，，" 
” 일세시얘여 야}. 응악해 얘e ‘@악의 연구껴 짜예 잉져시.의 <0양 R육 

에 대!’ 운제익식용 기}진 사캉옹 드g다 



nó 

또한 영재강정기에 강송‘ 서 서용으오 궁중이악이 소깨원 것도 역기적 일이다 

그낀냐 라디오 앙송예 정겨가 있어서 그 보긍정도용 장암하기는 어링E↓ 푼영한 

것응 응안의 양얘와 더융어 이라안 항송응 흥 S써 일져캉정기에도 이응야 3ε공 

2녁 국악의 *대" 이루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비아 양에서 시걱했듯이 학.~ 

교유세써 정응응익rf， 우시아고 서양융악안융 가il." 끼는 했지얀 영제강갱기 당 

시의 잉안 국인 응 얘운용 소협요 교유과 인연이 연었고， 소수의 샤양을안 교유양 

았기 예응애 그 응악교유익 효과가 크끼 영헝~:} ι1시지 옷하었응 것이다 

이헌저헌 상양응 고여하연 척어도 애앙 이선까지 이 나라의 국인응의 융악 취 

형응 대푸운 전등응악 연이잉다고 항 수 있겠q. 서양읍악교욕(용 땅요 그 해향이 

아연 사당은 그려 않지 않앙융 것이다 

운계가 성각야에 안 경정척 원인은 장옷원 일제 강정기 응악교육응 제숭"역 

수생 년간 지속찍이며 션욕적으로 시앵원 서양융악 위주의 해앙 후 대한인육 학 

쿄의 용악~용에 서 비훗하였다 8얘양직후에는 전용응악에 대한 쿄욕격 에f승객 자 

요가 세계석으호 갖추치샤지 않은 상얘이고1 그 영요성에 대한 일고의 반영。1냐 

익식이 부찌하였던 시대 상앙으호 인하역 서양응악 교육이 전연적으효 샤앵되었 

다 

오은 아'.;il.;의 용악교사는 서양융'"응 공우한 사영을효 얘외겼q. 그등은 서양용 

악깎에 올았었다 영일이 보연 척어오 '"잉년 신성원 서윷대학교 국악파의 제1 

회 좋영생아 얘총원 ，，.，년까지 한국의 R든 응끽ιi요사는 서양웅악 견공자었'" 

그 쭈효E 상황은 크제 언이}되지 않고 "년예와 "'년예용 거쳐 9c년대’ 지 。]어 

졌다 극히 이이한 수의 국악과 종업자가 학교 용악교사'-~ ~용히였융 완이다 

교육대혁h에서 얘증히F는 초등학교 교샤의 용악 수준에 。이각서 킥당 굿낀학교 

또는 초등악교 1。악~용의 양향이 좌우영 수야에 없다 대부 혼익 초g악-.li'. 교사 

응응 거의 국악융 애웃 아 없。1 .ji!-욕현장에 서게 되는데 그 。1유쓴 쿄유대싹 용 

악과익 서양응악 영중 교꾀H옹 연생 애운이다 나아가서 그이얻 영앙직 교과과정 

응 응악파의 신용"순 운포아 일정한 관계얘 있다 현재 전국 각 쿄윤대야의 대 

우응응 5:1 정도의 비올호 사양응악 친공 교수가 국악 전공 교수보다 영풍혀 잉 

디f 그러니 해앙 이후 현재까지 。1미 뿌리 깊게 아이져 온 교육얘 각 응악과의 기 

영상은 관얘으호 궁어져서 이 영의 응악교유융 파앵으i 이g껴 9ιE 있는 것이 

다 

” 갱영11. ’잉제강경171 ;;'삭' •• θ\'è1!국예R응갱외수")， 2007. 



안F‘ .악~-l에아 서구주의 m 

이처영 얘땅 후 연재강정기와 이슷하게 시앵딩 응악교육으로 국민 오두에게 

가으친 서양응악 외주의 ~용응 기이한 경>'l-릉 냥았다 대한민국익 기생세대는 

갱용음악올 아주 생소깐 것으표 알게 '1었대 요등 ~인응 천용용악f‘ 더 이상 

는지 않찌 외I 에5ι앤 응의 용영응악얘 경도의기 시작하였다 

중아시어꺼외 응익H'，짜는 이러한 파갱융 거져서 차응 자R의 갱홍융악lι냐도 

시양응악 휘주오 째인외었는예， 여러 니다응 가윤대 한국은 궁중응약을 외시하여 

엮어난 전응응악 유산웅 .r，.，려얻았응에도 서양용악이 가장 강끼 국민 야에 “여리 

을내언니라가 되었다 

4 삭인주의의 종석파 신식민주의 

개Z、} 세계대전이 픈나연셔 식인주의 시띠가 연단 종식원다 예다수익 식인지 

을옹 즉정하게 띄었나 서인주의 시대악 용경옹 。 어까지 삭인주의응 딴대었덩 

수양응 。1 등의 노콕의 견싱이라고 ~t 수 있c}. 또한 씨께전쟁올용해 혼단 R 야 

기시킨 이률의 안정~I 인영。1라고도 용 수 있다 나아가서 2o~1 기 중"추터 세계 

는 식민주익 잊 서구수의의 그i‘에서 엿어나고자허녕 옹칙잉으료 새호운 선환정 

융 짖고 3 다 여기에 식민시대의 여파， 나타L운 현~응을 연구히F는 식인이후 
여-(P'ωιoιnial Studics)은 Edward Said. Homi ßhabha 등의 영아연에서 주 

료 강용하는 학자응융 중~으" 선구척인 역할을 션아 또한 소의원 샤회의 징당 

이나 개인 또는 나야에제 주호 강~융 기융아는 용"찍'(Cultural Studics)도 써 

호운 약운저 용토를 형성하는 예 건갱혀인 의미을 지닝다" 유영의 악운오 ""' 

년대우터 정차 언하기 시=Òr<t"셔 유영2억 인족주의냐 영용주의등 재거하고 이재까 

시 억앙영온 역사 ’ 인~이냐 사건을에 선자 안섬유 기응에고 있'1-.'3 
。1재는 오은 운화가 용동하다는 견해가 간경'1었다 운회댄종성κ'ultur이 

hybridity) 운화다증성1Vlulti。띠turali이 간문화경(In tcrcultura lity). 운화명단 

'll(fran.cu…lraIity) 용의 현상융 다루는 연구등은 이런 문희애 등등캉은 진깨 

" Stefan H.tb"，、:hter (ed.), Cu 이 51"씨". 서e씨se，.""‘0' ι".! Tra" , !alio" 
Am't.띠amjN… York: Rodopi. 2∞2 

" Hans Erlch Bδdeker. 애 Q시".이ue. Annåheαr잉"" an den gege ι';i rligcn 
Forschungs- und D μ‘'"‘~↓d"， Bι'groph!， ,d!",jb… (" cιttingβ， Gespráche zur 
Geschichl5wissenschalt, Bd. “,. c ωn~on， W빼in. 2003、 ，~ 



'" 
ιa 히는L1l， 이 '1한 연구가 지난 이상싱녕 옹안 은 성과를 。1루아서 。1제 옥경인 

연구 용야걷 Z벼를 상제 의었다“ 아 연구듣 오두는 께제의 응악운화응 을고쭈 

야해하고 양수하여는 틸 서구주의릉 지향하고 있다 특히 운화혼웅성이나 운화영 

단성의 연구는 "세 '1 유영에서 형성원 민족주의에 끈거i>R는푼3까개녕에 대응하 

는대1 요든 푼화깨녕온 각 운화 간의 상호영경성융 선에g 하늠 것드호 개영석으 

호 훈el-'l켜 생각힐 수 없응융 강ζ한다 

이런 fν세에 결잊재 서구 응악학도 이제 애전의 응악아아 연구대상으오 상았 

던 액인쯤 영다는 응L녁1서 성사 엿어나는 추셰이다 창스 시거 (Charles μ띠S 

Seegcr)호우터 시자원 이유성 응임의 연구는 기존의 서구용악작 건양에 안기응 

은마 시거는 1961년 그의 논운에서 “온강직2-5'. 서호 상얀되기까시한 얘우 다응 

욕석 융 가진 두 유영의 학λ딩에 의해 연구되는 응악학과 인족응악역응 윤호 용 

리안 '1웅으흐 간주히는 원승용 지속하는 일은 서양야재에서 더 이상 가치 잉는 

잊효 안정되어서는 안 원대’각고주 g엉다” 시거의 F껴앙 。1 후응%학과 민촉응 

9썩용 운'1히능 응악찍세제예 대한 운재정응 옥일파 프장스 응익학〈써 역리 

사해 재기되었다 이칙한 응악역의 상~은 서구주의에 더 이상 내용혀 있지 않l 

자 하능 추 n드 앙여주는 것이다 더용아 여" 응악응이 일정전 관연 속에 항찌 

능유하여， 정우에 얘라 정차 혼상되기도 하는 칙R개의 연주끼의 써.운 용향에 

아추려는 의도의 요현이기도 하다 

비욕 서구의 융악재가 어천히 그들의 선통에 웅성하고 있고 즉 전홍척$>....". 않 

응 유수의 교향악단과 오에라안 }샅이 쩍어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안에，} 수두룩 

하고 이언 얀체를 통얘 카능회원 에까토려가 연주외여 그C 연서 잉옹 정중응 ~ 

요하고 았으나1 그 응악。1 새제 칙고의 용잉한 응악이라고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요든 응악이 동등히t순 견얘 가 일안화'1었다 

용~.훈최써서 샤야를 올려 최근의 영안척인 응양융 산펴 올 예 。1천까지 서구 

주의가 앵애혔던 8영과 미국얘서 。1께 서우주의를 용호하연 옹개척 으g 비난융 

안는다 각 '14가 저한 사히 정치 용화척 상~"I 그 냐라얀의 역샤척이기냐 현 

" Wolf!;ι、g We], ch, ''Trar“이"'ωrι].H.l Z~ ， verändert.n Verfassung hcutig"' 
'"싸r". rrm이"‘lmeider/O떠 stian W. T‘。~" ι<1.)， Hybr#lkllU"" λμι‘ Netu. 
Kü'"κ ‘”이 빼 1997, 67-88 

1‘ ι:b.rles Scoge,. "Sotn.nH<. U>giCiι and Political Considc,.MnS Il<>aru.g Upon 
Resærrn in Ethr띠n….，이。ßY"， Elh""",“ Q 얘α 5 (May 1961) 80. ξ잉 거언U∞0，" 

’‘m.n) 지표 씨이경 악 ’유악융 생각@다ιCon'"，"’“ ing Mι시ζ 셔* 긍이용안 '00이에 
서 인용 



힌국 응악운화와 서구주의 ~. 

성객 ‘’약 속에서안 이해가 되는 것。 지 서구의 눈과 서구의 예을 객용시 켜서 바 

라F용수없다는 λ 징아 전안적으호인갱딩다 국재 학자에서는 'GJocality' 또는 

'Glocah，al;io n’이아는 용셔와 영찌 "세기가 세제야%안이 아니각 지역 '1이는 

추세잉웅 인시한'1 이이 오해이디1-.1 6 01언 쥬R씨에 따라 각 나랴 각 지역의 운화 

에 강싱아 농아지고 있약 꺼난 w여 년 동안 산국푼륙 한국읍악에 대한 인지도 

가 눈에 역께 상승딩 경양도 。1영 주이에 걸 핫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껴나 안연으호 개2차 세제대션 01 후 시긍까지도 수않은 사양ε。1 여진히 식 

연주의 샤1에 얘져있다 。1시영 세계대전 이쭈 나타나는 식인주의 현상응 흥히 

신사인주의(Neoc이oni.lism)라고 영q 이허한 신식얀주의가 기애틀 이고 있는 

나각에서는 S사에 서구주의가 그것응 주도힌다 응앵히도 한국은 그 대g식안 

에가 되는 나"이다 
~국인옹 한연으호 인중적인 연융 크께 내세우기도 하지안 다응 한연으호는 

여전히 서구를 따프는 사고와 앵낀융 보여운다 이건 아이에나한 얀흑주의응 포 

용하는 서구주의는 다륭 。}닌 근대 삭인주의의 유산이아 특피 식인주의가 잇어 

쩌 서구을 중싱욕도 한 7↑치간의 전도약 지쥬갱의 청냥앵위τ 식인시대가 종경 

원 이후에도 서구F의용 ”리 치유하지 옷하는 에 근ε직 원인이 되고 있다 우 

엇보다도 오든 사회직 개혁의 "1탱。1 와는 자주직 사고나 인식아 지시언에아고 

용러~ 01을에게 조샤 경엽의어 잉기 얘운에 우이 사펴는 서우주의아는 구조객 

명에서 헤어나오지 옷하고 있는 상황인 것。 다 

*<>1켜보연 서꾸는 개화기추터 한국인을의 이상혀 존깨가 의어써영q 그러나 

그등응 서구를 연성에 잊깨 에대흐 보는 것。1 아니라 그능익 5옹 ~I각 승에 진 

행껴 얘언응 안을야서 야각옹다 서구한 꺼녕온 힌국인들。 에 야항2억 의이호 이 

해깅다 하냐는 나야 구용되는 냐흔 것이고‘ 또 하나는 。1상화언 니 자신이다 서 

구는 나약 구웅아 되기 얘운에 이상。1 원 수 있아 서구가 이상이기 얘g에 오은 

가시와 영가'1준융 서구의 것에 잊 i옹 아나 예릉 능연 서구인과 같e 용그앙 

고 커다강 눈， 작고 양은 영을 오똑영 콧날융 ~F;，"，에 성형수승01저도 주서，)시 

않는냐 시우의 승용차아 승‘ 염애 등{'c l]-τ쇼경 선호한다 X써까 세계대전 이후부 

터 특히 경제 최강국안 "1국에 대안 안싱이 농야쳐서 미국iν) 0써 세계화얀양 

여긴아 

이러한 서구주의직 일상셔인 태도는 용악석 가가영기에도 。 이셔서 에E앵 

“ ROland R。아，00‘ ''Glocalizalion: Time-Sp.<<l ""d Honψ'geneity 씨k 
Fcatherstone et .1. (여). Cilψ이 ι.，ιm“ι‘ !.<>C!don, Sage, 199‘ ~ι 



"" 
슈얀 바그너호 。1어지는 j냉<악 또는 정얘응악Y익 전동응 전국 강각융악이 

냐아-7f-o)하는 망형얀 것져덩 생각잔다 얘중응약에서는 우조건척으표 미국에서 

수입에긍 i 래을파 이국식 노얘등을 오밍"져 안은 노얘률이 션호의고 잉다 

용악교육에서의 운1에정응 더육 영마 한국의 응악끼는 (서양식){}악제약 국악 

제로 양운되어 잉고， 양'À}i간에 는 영 교유" 없는 영국아 다 안지 작용용야냐 연 

우 실내악 수슨의 인주훈야에 서 쿄흥아 언어나고 있융 뚱야 다 총재적&호 강호 

우관한 한국 응악계의 。1 "한 현상은 (서구)응악앙과 인s’ff악학으g 운려하는 

진부한 서구융악악의 찌찌응 그때표 수용한 것이며 。1러한 구흥웅 얘프연서 동 

시에 국악융 소흥히 "'는 음악쿄윤의 자에걱 응 에전응 3지 않융 수 엉다 

。1러한 운세짐의 당피" 아지 유악인양 우리는 외국 유얻응 당연하게 생각영 

대 특히 석사" 약사과갱응 외해 윤약융 션호하늠 한 강의 흥도는 갱도를 지나i에 

서 긋제적 이슈가 와1 잊，*， 연부 특영 응익대학등의 경우 한국 역생응이 엉다 

영 학교운영이 어허혀진마능일도흔히 오고강갱도흐한국 학생률이 외국~! 학 

생등 증 가장 농은 "1융응 차지양 완안 아나라 득히 피아노와 갱악의 경우 

한국 학생을의 수가 옥잉 여f생등의 수보다 더 않은 아이허니한 현강도 갱긴다” 

이번 예득은 서구에 우ζ건직으3 초정응 앗추는 우려의 훈아익 난연융 극연하 

깨 드려내준다고 안 수 잉다 

5 햇응양 

아재 이이한 현 상엉에서 우려는 미래에 대S셔 전언 생각애 g 영k가 있'* 
서양에서 서구주의가 정자 깨져가고 있고 용양운회ν， 대한 판성아 사옹 높아지 

고 있다 이허한 사살은 용 우리에 세 키다강 기회가 주어지는 것융 뜻한마 서구 

주의익R드 전근대적 사고이 셔 벗어나기 위한 국깨혀 여건이 헝성외어가고 있디'" 

것은 며h해주기 예~‘，14. *지안 오래션쭈터 습갱화원 안영싼 샤고와 얘도는 우 

리릉셰호운 언펴}에 안찍하게 엔아 융은 의국에서 서구주의가꺼에지정 안건 나와 

"1997영해 2008""- 새애 욕잉 션의르트용익애여 잉여안 의엮↑ "갱응 중 안 ‘ ’이생등이 ~I지하‘ 씨용 그혀고 H 잉생늘까 은잉 ‘tf-\! l등 '\<1의 -1융 등이 흥깨?’ 다 
응외 껴사는운에 섣여 있<1: OIaf Practorius. "Mu‘ ιeh"， und -lemen au‘ ,,, 야"' 
k띠씨r 서thontiz … “,dkoreanische 1ιlsikstuden뼈 on ;，이 'V<spnm，짜여 ~， 

”“sik'''. StoaHichε H"""-""'" 1, ωr Musik unι DarsteUe찌.~이 StuUgor~ 셰르인 

""냥 3잉 2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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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상싼없는 일표여경 주도있응 것이다 하지얀이전 자애는장기간윤지되기 

이혀웅 깃이나 얘냐하떠 국재걱으R 긍~얻 에트와크가 생기기 에운께 외국에서 

병어 X 는 상황웅우소건 우시양 수안은 없" 더욕이 지역운화와 운화혀 득수성 

에 대한 잔상아 ε이치고 있기 예용에 우리에애 연져자는 푼회에 정재성에 대전 

첸훈융 피할 수 없옥 것으호 요인다 

한국인익 문야2억 갱에성이 우엇잉까? 도잉원 서구문화음 우리의 것져영 여기 

는 한국인이 외국인들흐부터 운화칙 갱쩌성에 대한 갱운융 안드연 용 난앙하게 

왼다 응용 한국천홍융악도 우리 것 서양웅악도 우히 것 이링제 주장할 수도 있 

다 그견대 R찌는 얘외에서는 아형게 닙까 않:다는 샤션이다 우리가 국세우 R 
에서 우라익 것으호 명 운세 없。1 주장할 수 았는 앙야는 단지 우혀 고"의 전용 

융악이냐 이헤한 요소를 사용하는 응익인 양。1다 

그영다고 앙으효 우리가 @인흑 응악얀융 옹호하는 국수주의직。1꺼냐 욕고주 

익껴 태도을 취해야안이는 뜻。1 아니 다 주안 있는 우히의 응악원과 연구풍토응 

갖기 와얘서 그껴고 애게 여허 6익F들을 존중하연서 용시에 한국응악의 특수성 

융 안션시켜나샤기 외하여 우이는 우선 서안주익혀。1자 서구주의저 사고양석파 

태도를 안성하고 어허야5 는 파제응 갖고 있다 。'1 :>>}재용 수앵히혀연 냐"의 정 

애아 크깨 에」깨어야 상것이고 학교 교육재생의 양형융구1 칙으호오씩얘야 양 

것이며 또한 개개인의 $잉없는 노혁오 있아야 g 것으로 용다 
이웃 일용의 에응 션펴보언 저률도 표연적으로 서구주의 응악운펴}에 빠져있는 

듯하다 그허나 싱싱은 인F국의 사갱파 진혀 "르다 앙옹은 암썩이 자융셔응도 

서구의 용악응 앙。들었으냐 전응응 양각하지 않는 태도응 져응쭈너 지긍까지 

견지하고 있다 싼국은 일용에 의히여 다융껴으호 서구응악융 안。}등였고 용시에 

전용응입「응 어었다 정용융 양각하있다 경파적으호 두 나라 옹파의 경갱칙 자이 

는 전용에 애한 존경신의 용우호 강리게 외었τ4 

동양의 두 미국 안도와 중극의 역사약 운화예숫은 그 자쩌< 깨찌 영퉁이다 

이 두 냐라에서는자국의 에승운화가어져한이유호도칭한g 수 엉E 찌송용 수 

~는 '1 튼경괴1 ，똥성。 다 그 근e와애서 서구용영파 운화릉 션영"겨 얻l">}ε얀 
다 수 액 년익 증용척 서인지시디 융 관흉한 아후에도 인도운화는 인도운화호 긍 

건히 냥아 았고 영욕과 풍경의 g대사응 에져나약서 이제 세계부때 7J;4st 도약 
하려는 응국의 푼영와 예승응 여션에 빛나고 있아 용양응 대g하는 이 두 나라 

는 오생 역사와 많은 인구료 어떠한 용화걱 윤입과 갱g에도 영정었이 그 운화와 

전용의 영에률 지기고 있다 



'" 
상대적으호 한국은 안구의} 영토가 작온 냐랴이다 그업에도 자양스잉재 오댄 

역사 손에서 고유의 운와의 예융응 윷 여었었다 그러나 수씬년 이아지녕 우리의 

선용와 예융이 근세 영재 강정기릉 거치연서 외애의 푼화 예승애 씨어서 그 벚용 

제대흐내지 오앙고 있다 

.딩이현찌벚응내고있는푼야능세계시장유주도하는건설1 안도재 소션 

X냉자 우션응신， 진아가， 쟁헤비전과 최근의 원자각양잔소 수충 등이라 할 수 

있다 。1 기슬을옹 시구호걱터 우허가얘워서 서우을 추원한 것。1다 걱어도 기 

승수준에서 서구주의응 임아 넘었다:il. ff 수 있다 그려냐 9회}의 에슬옹 기승파 

는 다응 것。 다 운찍에승에서 서구용 얘워서 저을응 추월한다는 논익는 성영외 

지 양는다 ~.응 한국인 욕주자와 지3 자가 서구의 응악가을과 더러 어쩌를 나란 

히 히는 우수한 상깅응 용내 고 있다 그렇냐고 어느 국내 교영 악단이 저을으1 서 

양 용현악강 연주 7]i 에서 추영하는 것윷 목표료 상는 갓은 어디석은 잉이다 

그것응우리의 영울응 I쳐서 저를안응이냐 더 냐아가서 저응Q다더 서구쩌 영 

웅응 안듣려는 노력" 강융 것이다 

해앙이 잉지 %년이 지난 지금~ 션세적으로 Q아서 여전히 서구주의에서 예 

이나지 옷하고 있는 한국인의 의 식과 그 응악::c.~을 강이 안생바지 잉응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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