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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has been a delusion oc"',<,,:n Ko""", mliSle and Korc".u:t [mdilional 

music in lC!TTl3 of a ('Oncep< among the maju", in Korean {md,{;onal music, This 

might rue, oc'en the mos< import:>n{ rea-son to the contraCliOrl of Korean 

""di{ional music, where Korean people have COtlSidered (he """'OIl or iI might 

lie in ~le experience of the JapanL"" colonial rule and the ;ntlU,ion of we;[ern 

music. 

1hcrclore !he broken traditton and tOC corru-ac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during the 20th centuI)' were mainly "'du,ed by the inferionty comrlex and 

shrink of QUThClvcs, which intensified imernal coloni!lW..xl self-ilw:lceness, The 

iruide of ourselves which W',,"' the reason of {hese phenomena W'"", COIlIlOOed 

wi~l the desire for =1 'recognition', 

111" cemembmnce of helonging to the lower classes .nd wrnlnd of I:dng 

regarded as the lower grade than """"C'In music halle grOWll the de';re for the 

more int<.=, from SOCIety, therehy the struggle for cerognitiOrl has fier<:ed more 

mdically among mu'idaIls majoriIlg in Korean traditional music. Howe\'er, when 

the society is overflown by this kind of desire, the lo~;nes.' of art and richness 

of emotion in the community may be v.mished and the struAAle for survival may 

intensifY extremely, What L, ru:, __ e""rry nOIV is not {he worse ,"",ggle for 

recognition. bm the Pll"'U;t of human dignity and musiell self-ilutbent;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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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처통음악계의 전통 
인칙과 종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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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생 연에 그Z 고 약이의 얀잉 
2_ 20'171 정용응적끼외 전용얀석 

3 오능닌의 진총진~~ 힌얘의 ðli'1l ‘ 강킨.，융아1 인ll(m:o~α“0 의 융g 학 

징지영· 

1 서(序) 전통， 현대， 그라고 역사의 단절 

션용이g운 영응그자새호역사의 안정윤앙의C냐 예컨대조선 대펴 경우 이 

언득경영약 려 사정에셔 꺼퉁아나현대를，"음윈요가엉었다 "셔의 것도자3 

의 깃셰E τaπ”애 것도 지~，익 것이지 여 R애 전통융 현대뎌씨건'"거나 션용응 소 

중한것이아거나혀R는 인4 이 용.'찌 양갔언 것이다 ，.，"t~;;<}연 전용파 엔대의 이 

옹냉은 "애기 이후 식인지 정영과 서구운용의 유잉이라는 영사 연서페 의해 생겨 

낭것이다 

역사의 양'<1"1란오늘날개녕으호는진등의 딘f{j öl "l， 현대는 λ 오 유잉원서구 

문잉아냐 그건써 이얘 단성은 잭판걱인 년순한 인경이 아니아 셔양이<'1-:근 에깨" 

셔g얘야μ 



2M' 진흥용인쩌잉응잉여1!/ ;;"'~ ,", 

니에 으 에 천용이 잉혀나~l. 잉대앙개 잉 상킹윤 영한다 다시 ’'!-Õ-J-1견 우 G 는 단형의 

역샤 얘g애 연대 ""H를 시양녁께 피었고 '<tl'얘'"크 샤"11-'긴 E 션흥。"셔는시공n에 

'1애쟁씬긍갱적인우세중심용이른~q. l) 따라셔 전용응악에 있어@세 7 는 g씌" 

억 }얘서 '1훗녁여 전헤 없는 서구X 애호 ~l서’ 인옥의 시대었인 것이다 

그전에 20'1기 서구얘 양식의 지애를 파건 서구운S이 X 얘 약으ξ 온 선에 쪽인 

수 있는기’ 연 의 융정S영。1 서구에서 수영힌 깃이 아니라설장껴으'---'il는 우리 X써 

의 대연에원엔이 았응。]，'l유익에 있이서 전퉁이 엮*파시구중속이각는 영정안 흐 

응애 파연 우리 내 3익 원인응 엉는 깃인기? 응약에3’의 가'" 씩정셔인 &써{ 으1부 

충격이 라는 일>'1-'써 윈씬 그 자계보다는 그호 인얘 생겨난우리 대연의 연화아 왜옥 

。1의t 이:e<"걱 잉이 이 더응 크지 .융"'i' 이쩌 연 우이 스스g 전웅용약의 엮@용파 서 

구종속의 iε릉응 외푸층격이 ~H는 냥닷용하언서 갱삭우리 스스궁씌 팩깅옹 애써 

이연8 고 았2 는 양~m 대연의 종→:‘*융 ’1수혹 은일"'~개 기외가.J<!A]도 걷으，---;;J..는 

당"윤 히는 이증성 개 견들이있기는 않응7t1 이언 내연이 자히F잉에 대한 의능온 경 

국 ~" 스스ζ 전용응 어영세 이해하고 인삭었는"']o!] 대하 싼생。료 귀경녕"1-. 

2. 20세기 전통음악계의 전통인식 

11 일제강정기의 전웅 

영져강정기는서양컨r악유앙으E 인해 견등응익}파 양익이라는이훈엉이 안딪M 

진시"이기g 하자안꺼 이는또엔개g 석안 이;.;영이기도였다 앙선 운응응깨우 

" 이 잉에는 。띤 션영야 영요하 ) 예원 녕도외 1 엔이 iγg 것 % 이I'I! '!It씨 ~l쳐인 

~'I ~성얘흔〉며히j 안 신임을 1잉써 썼 ‘”‘응안아;것성이%수았아 
n 갱수등직 생응주에 익하연 앙작샤，쳐 현세걱 영주ι ι” ‘~+듯 시구 g샌의 유임 예} 
이 얘지낭써: 서예" 양적 ‘”쩨 이인시 얘 잊 셔써''''1 새얘g 끼지앤 
시얘곡 '1!.'>-잉것이익우씨에짝으는깅긋상의잊이 6써아 ι이써악인것이다 

[정샘 ’뺀 1썩 앤 딩%에 깨에 냥역제 표시M각 1 샤-'è， =끼 JJo--JJ>-'1'; '\l-.ε 

주 f성커 엽잉 생 찌 앤갱쩍」 ’인렌"억써응견 ~.이 39)--- 4:때 
” 오?빽는건짧 잉이 응찌씨 잉‘bι ，기의 eιj파 1째 8샘 양삭적 i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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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양용아나 사구로 유여댄 다'1옹 앵히트 응?엔을차 조2.N:F 선통을 제속 

유지하고 잉았연 응?엔등사이의 강깅응 싣깨óè는 {명과 이둥 게g파 우지 영피 

트와인공이라는이운영응고스갇혀 당고잉었다 또한조선시예니내 응익에 대연 

이영" 강이냥 당당혔던 씨즈인계총ι1 서양씨대을 거i 연사 완센'1 시야융 서양 

응섹써 깅증하고 있었~， 천등:-，，"-"-1- 저공i뜯은 지석~!예총파 유려진 얘 실기천공의 

영주에셔 옛어나지 옷댔다씨 λ”양유악응 잎λ} 운용이고 식인 지 상형용 극성하기 위 

얘 쳐대한 ~리 얻이을여 i 히는 것이 각는 인식용 식인지 지식인들이 "경 수 있는 

효연석 사고었기 얘운에 ’ F용의 비i생3↑ 션써이 씨양응‘F예 정 ;필 수4침에 없었 

,"' 상디 킥으오 전용융악응 완성 깎으로 얼어신으ζ싸 유i찍파 앵g 트 전공"을의 

-3'<<}가 그애 주찍히능 지삭인 제증 그g고 고한한 진중옹 천숭 F드교유앙끼 옷한 

이듬각 응악과그세 우관심한삭X 증의 구용은영i쩌굉 수이에 잉었나 끼니싸서 

양융악응 천 9영 소외 영.E 응악인등은 선용용익에 대한 연걷와 서구%징주의릉 

어느 정도 용고 있었기 때운에 j 그을이 요'1냐언 려대0' 이an leader)흐 영익하는 

시대에서 션응용약은 성~，씌으호 뎌유 헤흑용 수꺾에 없있다 

그Z나에영 영?까 농은i얘:생 1딴L 옴웅짤나 예옳ιL양져고 찌상ιa 

71"18다하c-j"l-:오그것이요능냥우라‘ 」상ι*예는걱엉띄지잉응시아용것파이얀가지iL 

생 용써 예션으오능 i펴 지위에 "" 떠사도 오능을우킥의 섣잉톨에↑냐 강정에 

적앙되치 앙는ι연 갱용노i關'"'"다고안이픽써 "올것이다 뺑 

딩인애"새겨이 서양악S 끼써거이요용양'41'， 영연써이다 0/1 익5에연서양야은 D}'시 ’• *1 

고응경흑1↑강"'-'i.'양의온잉"잭얀 단，영t;."l-강응것이다 ’ 유 까얘가연킨εm<1--" 낀R응 

얀종앓영써 1씹으새싹것。J 쐐생잉%씨 

사희，} 건이f걱으표산둥에 대해 }호걱이지 "'" 진응은극적해야안 6냥것이 

;써서 쩌끼예‘’υ! 

” 건써 r국늑J>l1'!l0l 에액도써 3씨 (인생 
” 안?멍이냐구왕상껴 깅응 양 응각J야 에얘 I얘원 응쐐 오쩌 그쩌q 

.，년아 'W<l1l-얘 에0， ’응뺀i'f!l!oI!l')J S.껴l懶쇠 ]‘•@ 



2。 씨기 잉양익 의 gε 인생 종속{/ '"' 

이서구딴응응~리 양 뜯여야히능깃으'" <>17 친 삭인 시때 전용유악 당당자응 
응 대 f운 친용에 대한 소극겨이고 우 측녕 의식응 가징 수엄에 엉었다 엔피드 지사 

얀등이 고인한 션'11~용도아L고 셔양e익씨에해 계급억 하외구ε에 놓여이연전 

§응익응 그 전공;띤늑셔게 이언 의δ 씌 진보칙 당흔의 대상이 되지 옷%으이 그 

것윤 딩씨 숙영이거나 생존용 우 해 가혹한 씨응융 히쓴 jμ}의 또 아흥 오숭이 원 

얻。 었다 。 '1 같응 전공';<H들의 선동에 대한 친지한 갱의 >i! òlì) 와 지양성 부재는 

이상각야악우원응이나 스외 킹의f재 앤뜯아나 마찬가지였닥 요8셔 。1언 등ε 비 

깅3t Jl7lI응등 것이 진용"" 대해 의도거으호 왜→응 가장 판녕등。 었나 그 예g직 

인 것01 오늘냥 용히 한의 에승이삭고 &연되능 비애이용{!J'lX윷*에나 

혼에 인용잉등중에사 "상초션을 사-"Ji;}:고조언의 이응당영하게 규정얀얀응 

이아] 곡해되어았던 。iι1'1 우”요시(mâtQ)는 ，;1'푼히 그훗원 역사'" 입각써서 

죠선의 예숙저 대해 논의"9l.:i! 그니것은 시경 강상운 수준 이상은 아니있아기 

그쨌i쩌써도ζ혀씨}땐’사‘닝잇R 딴양장히에i응뼈 

아 .응에”λ='...，응영웅윤융7)7} 잉으이 방용 아응고 λ 져써 느을야 에ε예 i냉을 년 9 

때그증응새엉 ‘흐소양슈"' 잉었￡까 슴에‘뇨"허\-Jμ이 써1 냉에느'!，，，-"- ~:이 어ι 

아깅애써 닝샤냉추ι，* p~1 ~14!- "'-ι".없이뇨 d쩌I빼 0 히다 승응앙 

야승응&‘"，，~q 승은미가그승익 *이}잇 잊냐 에웅얘서* 그듭응 e녕용덩어￥용수 

았었다 9 흑S주어진그숫갱응 ~l~ 써 띠풋응}끼”고그것을 우연셔서~，에 연걱히애:.J.:!.'lq. 

가숭옹 잉의，똥 이허야 u] ,\ 다응 이디얘 , ‘ 융 깃인171 당갚브호1M흐엄와호연회죄Lι 

잉요효효암펴승효깅죄묘3승의J!， ~IJξ잎i업흐죄경표j잊lfUL;프j잉낸검강효으 

외낸표ßJ~깅언경효"으강의흐깅와3요의，，"，， 

응익에 。 으언 한총 더 이러한 특간용 양경영 수 g올 것이다 나는 잉여 서 또는 

긴거려에서 예때표조션의 융4 응 응융 기회가 있다 그러냐그것응 을용 얘얘다쓸 

" 잉까지도 。)'-171 우애얘 씌애슬의 ~，셈 이에싸 이의 앙다 
" 얘씨 우 요시 서 영 그 에.， 이연씬 &싱(상얻i시 X씨 "" 



"。 응싫잉~，잉 

*~고 용안하고슬픈강정에 기승아 갯늘띤다 끊이찍 듯 연연ε 게 흐르는그 긴 

응융"'1 응이도 앙서 얄한 31"'1 옥견은 조죄표s!으l프를프웅l묘끈」土늘~표잉"

므경ξ건되낀죄난외i잉j표잉"- 저 갱어씨는우아증국의 ~"잉}깅4<1':->f고휴 

용얀냥효흐돼뢰ιu깊능:zt잉 

9튿것의얘 이 약b지양초션이'"야양앤의앵 g앵 얘륙의 우νf 록% 

.쩌럭익생가가고잉똥얘후뻐잉약생다 애이뀔 수앤]앤 약 가야었+ 

얀옥이 강기 잉q언 얀R되잉언 흰갱 용 피호응끼 승용으호 "특 i • 있었다 그Z이 산 세계는 

지잉도 d써고깅하것도이ι 에 ζ거 ‘，。써았다 "응 그들애씨 이 지잉여 1 기뻐하리ι 

것융얻g 펙 ,. 다 i;!OJil.'는없 l뼈가예'\t7]고냉혹응빼생양9 어야 잉 

‘개 g얻끼쨌 νh，~1 슬을응뼈를안。]거@어 상냥잉응희양응여엠 걷짜 

R 든옛이 그릎 에K간 S 어 이l' 꺼 ι 도 잉웅수있는 U밍을 양공"었다 9 었는 이 세상의 

히늘에 년커의 r 가 혀우히 셰 이i 혀 친나 띤요호되냉봐호읍"파!ol'lJ-*..;:띄며회프회" 

。 언 성정피 잉에서 솟구긴 이‘응 어al-n 영양융 찍겠융이 요흐즈g프8뚱"객감~/{}9%<>J 

i요느삼~죄: 아 옹옹아응딩이놓은 1 온 ，~디k응의 λl찌에ψi 쿠6j 이 애운에 」툴응 

X 에게 이융*강공 찍이}가 앙엣 안J얘4. 뾰와"""납굉g보，，~ξ고뜯cl 

브르드'lÞ!IoJq씨잉얀걱으호이반까용A연 q 셰잉에 긴이써 LH7Jo1 양영양웅영-~ll!다 

션뻐야~요펙긴 8다 을안야i 쓸한U암견서벤"어서져눈웅거운션보 

다더。J%cte 길ε 없응것'*l 션에는그듬 제 힌잉 f 잉。가 있었아 얀F운영이의 것을 

션으흐 d 얘<'.']) 

조션의 악 }약자연에 대장연7얀~"-7r'τ 까있는이 긍등은 조션융 소극적이고 

수용걱잉 존애호요샤히I~ 있다 잉씻 조션의 。뜸α'1웅응 일's}t 지 강시안 상게표 

는 조셔은 -f，.익F하고 〉성에 g주씬 역λHt 7'"갔고」 잉용객 중국은 깅아껴국 ~다 > 논 

” ’N기 ‘;띠a시 1, r죠션 :ι 그 1잉 。 깅얀 응싱(산구운iνf， ""'") …i ’ 
”이씨?↑ 얘시ε 에앤-i'-':!.a39} 'll<1!W!!)，’‘%색셰 상(빼았으뎌야;써용옥아 

에슬옹 영씨 잉5외 얘응응" 조성의 얘승응{!(fô)OI 액 11"1 아요 하."， 

써 야*1 ￥애요시 서 r조경차 그 이è. 야싣깅 ~"(이구!’이샤 ~“ ]이 l<l&f. 



’o.<PI "，g.{il니셔잉 영 인삭의 종생 " • 

혀를 깐교 았다 야나가 우예요시의 아내는 조선에￡융 "1얘의 마효 규정안으흐써 

조션인의 써앵녕웅성찌f고」원얘조산의옥성이 유약아고 ;ε극얘양용강;하여 잉에 

의 즈인지중시 이에용ζ.7]릅 깅회'3"]-C 것이약고 할 수 있다 

조선언등。μt 자금응 힌""의 갱신걱 ε잉이 좌우:영 중에낀시기에대 새 웅*융외혜 

융언양 7]'"응즉에썩 "생씨고‘-강이 그 λ}영응의뺑 효뾰~경갱 

효Æ엎]짧업펴j짧"엎<J>O연세 원때얀;얘빽빽사.'얻 

、*으에 위얘연예생 했 영양히셔 진앤응’‘i는잉용 영앤젤 ιε 기ε} 

었디R늠 섯ξ 깅이 끼당~)çè 피..i\l~1Þ- λ1ι14- ,a",,,-~에 "'". ,!-';:-.o]. ~’”써 、c~ß~ λpιs 

3으Lz!경표'" 

i신엔의 잉장에서 4서에 우iε걱인 "커업 교요럭이 우]갱하고 있지안 그의 농 

까드 3 항짜꺼 앙l 갱요 인대칙이R는것이다 잉용처성 앙산파악자아에승'7H을낳 

으라는 앙옹 이전히 조선，'" ~진회영응 @시하고 일강잉~펙앙융펴P 하능 것아 

tι 잉용에 대한 저앙 이션에 스스표λ써하고 에융적 역양응 키우이-e vì 역사 연 
설의 억앙에 대한 거앙얘신순용하고시잭하킥는깅의가르강이다 이헌 흥수。 셔 

냐옹 것이 조선예~"에 대하 끼~]"1 의 "1 용의 예응과 강옹 g연이 다 
그영에도용구각}요그의 이흰잦 ~ll))은해앙。후 연F궁예승에격시 않은엉양응 

끼쳤고， 지긍까지도잉우선영*악의 이"에 엔의 에숭이아는판정융 일이등ζ 고 

잉는 경우가있다… 이는그얀응직n꺼 시대가 냥긴시잉걱 교욕4석 상져가 컸다 

'" 。어" 우.，요샤 • 씬 그 에". ψ」갱 &갱싼생l ‘이 17-1i!01', 
l ‘, .잉 그외 주강옹이은1':ι이끼 i↑기오 간얘수준이다 

]씨 갱 얘P내 죠건이승 ’ 써}옹i허 ε@ 여새잉에셰 이웃얀경에이야연셔오꾀 이 
응용 그@ 호 수용 ""에숱의 ?언 성칙응 얻이 이 양 이… 애상의 。녕'''1%.으으 앙히ι하여 

e 시ιi 찌에 .ç. !'-써 앙g딩녕얻잉이써수없써얘 죠견에*이얘얘t 앙 

’， .ι도."우잉셉스스gξ 끼애써의 i싸게히TI， '--\<>1>1 에，~응꺼대 얘생산 

에t 부직 .. g..a- *생냐 그것응에‘!애의안 써장’ 그;딩이효얘잉생동싹끼 ι 여 

생 이쟁딩 g싸져 시잉 웅융째시 잉추 {생ε4까 ‘?이 01'쳐 우써*의 .갱이라도 

잉는 듯에 이예셔 주세으 원 허엇하이 영전용 어생 수 .아 엮어생 셔얘ol-'E 지역이 

양용셔 .. 뼈도.'에 F정영’ ‘R기 우'>1쩌 우양써MH， '"에 1때 



"' .잉응익 -, 
는 안증。p ε 히}다 」히나 한연으오는 시등까지도 이나기 우ν 요샤와 강응 삭pa 

지 "l~Þ 척 측은지성의유영이우→러주외를매 f하고있는것응 전용에 대안우 1 

의 인식이 걷~ 삭3정(종속갱) 극적의 당.'저 이프지 옷영으-， 전통응?에 "'영 

천공"，pε익 역사꺼 윤리셔 사고의 긴어가 얀성걱 ι「 F에서 인중영석 옐친응 경끼 

옷찌응을 일~근 것。이도 하다 

그러으호 일제강잉기는 전용응악 전~，써승에에 선5에 대현 그증인 깐딩등 11"l 

주기 시각한 에었고 。 는 어쩌 연 서양응익써 얘야되는 제급식 하4ν下.，에 대한 

자의식과 영옹 X 얘새킹의 교요정 주잉<<시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인지도 오흔다 

전용융극혹의 내상으표안야하보고서구의 것은우조건 e~려 짱당。 야 한다 

는 인사 자기 지신의 에융에 예해 자끼와 인애아 순옹의 아응"응으 ; 규경$]-\크 스 

극끽 의식응 이호영터 생성인 것이4그l 용 수인애 .융 갓이다 

히’'"삭기'" 곤대 2 정파 왜욕생 U 의 식 E 삭인X 시얘 션용;>;H는의 대연이 이"1 그 

들스스g의 것이 아니었응용영해준나 이헌그웃녕상녕응그들 ζ잉'"ιεq벼서 

신녕화굉 것이 아L 기 예용이아 삭인성 극여씌 있어서 기P앙 지난C\òJIt)한 외후의 

i 정은 의피가 이L 다 니 S 의 주쩌성애 있" 식인시 ? 인 (AII;)'이응이 겪는 71-<상 

은 에얘IJt 바호 갱싱써 지혀 옹려걱 *"'*잉'"이라고 w 수 있기 얘운이다 조 
션종흑부엑 표연씌인 X 빼는 J.thl，으나잉거에 의해 갱링윈 Jπ*계께아사회에셰에 

의한 ζ성 내연의 xμ，는 (조션인 스스ξ에 의"' 지욕‘ 고 있 었고 식인 지 피해익 

씨에 따응 과，<-;한 서구우중~ 자기비하는 오늘냥까지도 일w루훈 이어지고 았다 

자기 스스효의 얘언옹얘앗기버린 식인지 에안동걱 &은 j써의 예f;~응자기 스스 

호악 눈으호 보고 판얀"고 규갱하지 옷안 얘 ει" 에킹에 다U강} 피해의식파 나1 

"주입한아에응호 에 의얘 연명의고있었I↓ 그러고이언 8용그후에등에게 고 

강히 대용링되고았었다 

'"서구아.'i'.'é깃~"'iI*l-7 켜정져""};;>. '11'1 ~앤짖싸고개 숙。 근 오#'!lc안다 
1이 잉꺼%기는 얘 씨νJ익 ι%가 없" 예용씨 각인 "ε이 삭i 양 수 없애 갱 앙，，'끽] 에 

인그것옹 딩에굿의국딴지갱히께 녕다 그셈이개 얀ι아8ft: "',.. ;!l"l 
1끼여개 써이*상응N여야아잉표삭띤성응 ↑씩하I 삭잉시경영응잉생으 

g써 5갱이는 끼시헤 생tM-'l!' 다 



?얘기 않의애 진g '1!"i피 용속 01 20' 

긴 권와주의 시대의 낀통 

삭써지 시대 내연의 상살~-i'!이주의 정 건 시전 얘우 강펙한 서T" 양으죠 L}q 

났다 삭인지정엉메가지다준정연적긴 가시우갱의유앙파갱대인온의현성이 경 

"까l서 자연스겁게 거우느끼해~.;!l'γ 그리고 천중=파거=녕융의 용이。l 생링윈 

것。 다 션통에융 정공기냥i응 이런 상앙에서 현실파 다앤항 것융 강요양재 ~c:t λ} 

희석으료션용이씬영인지 옷하끄 서구서영 ?냉아9세의구i가경영(ε.)의파 

제가 잉 얘 전옹응 션용하고 당당，;-}t 01을e 그하한 λ"예상항 잊 A때흐응과 2센 

의 얘능응 크표스오에시키고자 히는 현실셔 욕-"J，응 갖게 원 수 셔애 없었던 깃이냐 

얘이갱 1959년 서융대익미애 국악파가 생기연시 한극시펴 커l 영킥E깅딩응 교유 

시키는 기관에꺼 웃약을 진용녕니는 이들이 생져났나 。1는 w 기 션얀기 예” 지 

식인갱ü이 진흥용 외연에고 앵리트 응"인들응 오두 호국유피h용 엉덩 서양응악전 

공자였덩 역Å~7r ~I'뀌어1개는 것이기도 었아 영시 얘야교응을 앙용 영혀트 갱공자 

을에꺼 사구-미예-희양의 풍작은 역 i격이었고 전용껴숭 천￥"H뜯 역사 에오가 

아니있다 따라셔 그늑이께 2씨의 -tl-공파 λ 대껴 상앙의 "연옹 X 연μ:영제 전퉁 

응 즉욕하고 서I-T-~ 오텔에 맞께 연형사키는 것이 용 4힘에 없었다 

양하자연 이재 진'%-& 그것응 극옥해서 이써에 다흔 것으효 ~]<>]--<J- 것응 미터으 

g 상게 되11.l-i2， t:연 어언 것융 tι1 위해 도구표 횡용i 는 노경이 종요딩지 그것 

자에의 대걱 、”“”용 위한 노혁이 ;요얀 것이 "니었헌 것。 다 이허영 전용응 그 

.*이 ξ 의0)기 있다기보다는」이 극이약의 얘끼양 사 그것응 용에 τ또 영에E ‘Ir'선되이 

야 히는중간r-"'.'구g 인식의었고 。 아 강은 도구꺼 전용5 대학교육의 산맨얀 영이 

트주의와 ι”잉;;-j.;게 건힘!안다 

서응예회.jl라고 히는 최고의 교유기판에서 교유을 암은 앵，)흐라고 ι매'"능 깅 

한에제 가장 은 성려칙 간등응 자신의 전용이 샤찌뼈으호 대성잉지 쭈하 개 다훈히 

전시되고 있다는 것이있"t. 이얘 앵"'르쩌 자즌성이 안낮~ 앤 욕냉윤 전5용 최선 

1야 용흔견장ι응응"여암는 ”용그 ~H-" 이이가 잉다E 약용 겨속 영었지잉 생 .옹은 
오구-y;의 !이성애치하것야영상에} 



2“ .~잊쩌"' 

융 q히이 존중하고 전숭딩던 것이 아니라 요히려 션용파 거'1융 두는 ε 오융 *재 

원4， 즉 λ}회적으오션시의는 록야외 영"， 쿄육응딩옹。1응온 얘가g년능겁다 

르다고 히쓴 정윤 꾀씨하고 싱어 혀운 것이다 니 가 -ei-'는 국악은 저응이 히는국악 

파 다르아는자의식은 잉잉 석얀 전용S악야 나악 영혀E 욱악:;.4-:는 다료에 는 것이 

며 스스호 전공9써l에도용구하고 션옹에 얘안 샤회걱 션디응 용연하고자인응 그 

집단에 유하지 않는다고 X써 하고지 였다 이 이H，에 그득응 ~，산외 t써?을 애우 

강하고 걱콕획으호 흥보하고자 댔고， '1 예 다응옹 λ}핑을이 천r)1-õ'H능 션용응악과 

당히 원가} 써현직고 뭔가 전용응악 강지 않아 iι이는 것이어 ! 었나 예ξ써 ，"'、

천용응약 같지 양아보。 는 융약을 해야스스호 이히드석 존재강용 느영 수 있였] 

국악찍릉디인 전용αe，에도국악의 찍‘가}냐지 ßN는잉식응 찾아가끼 찌있다 게 

다가 당시 국악까 전용X을응 서양융악 천정X녕에 비애 ，.，히고 싶지 얹옹 영용의 

식도 있었언 것이 샤.이 다 。R얘도 셔양응악 전풍X년응용 대용운 λl이 상층계읍 

에 속애았었고구미 유t에라는션앙의 우트을경응 수있는캉제혁의 소유꺼땅이 

었기 얘운에 ~，악고μ.윷에) 전공"R응이 갖고 잉었던 앤리드주의척 X연강응 자연 

스정게 사회에써 더 고긍으호 인정양고 ’i냉혀눈 서써냉악에 대안 용정파 '1양도 

。 느 갱도 까지고 있었다고 보이야 힌다’ 

이와 강용 도구걱 션용 인식과 영려드주의의 정~，응 몇 가t재 경양융 녕&이다 그 

것옹 크게 용연양셔 서구희와 직'"쟁산의 서구화g 요익"' 수 있고 이와 정끼 보 

존응 용한 권혁아도 진행되었다 

공연양식의 서구j이R는 서구직 극장우예에서 이루어지는 관현악:;.4 옥주회 녕생으 

E 대"'원다 서구 요’ 스드아 양식을 기껴1칙으호 오엉한 이흔바 국야강현약용 

l%W! 지영여가당샤 욱.，여슐최교회h잉응용 1ι。}셔 설헝한 후 ，%<년 것 공늬 • 

~펴용 7녕고，이는'%5년셔용시영궁악관현악단외 오태까 되었다 갯 센째 성영 

온 극‘F얘 .'예f교에서 갱"l 'llη3이 킥악관현익}응 。 후 엔혀드 전긍"등의 주요 루트cè 

l이사성 이힌정용 >lif써오얘.W;.! 1ε깅@연 깃이 ‘~7l^1잉어5 욕연야 i다 

Wl .:J.얘애이이""'WI'악영셔셔구식앙연아앤으오언뜯잉다요하는끼써야 ι써 
서구요애스택외기끼적 앵];;!씩의얘적 i촌.，.，셔히쩌 것이에)얘용에 누"'언지 

사~l!.<=71여 영즈 짜용j아끼 @아져 잉S 깃생 누1 언저 냥의 션빼 누가" 



m얘기 전용행의 엉릉 잉식퍼용 .. "' 

자리 장9 다 。1것이 에륙 신동용악의 당션에 예한 옹삭걱 고인이 이니아 서구양삭 

의 걱정찍이고 도식적인 오i。에었고 이용에 서구걱 양늬융 션영희 내상으포 혀쳤딩 

낭샤 시대칙 욕앙익 경""앙1깅 댔지얀 그것은 또한 견궁지응이 가겠면 서구 요양 

파 인갱 @α@찌U 。이 유양의 정i댐ψ1도 혔다 국악안.약애 양용 g져률이 있 

응융 일연서도 정~ 호71vt 수 없는 욕앙으호 인해 X 긍까지 극약생연익}ξ 지속되 
고 9 다 서구혀 양식의 오잉은 ιR늠 다보이는 까시아 샤회석 인갱 의 욕양융 요§ 

하는 "J액이기도 댔언 것이다 

얀영 ，'"년 당시 서융대학교 국악파 대짝원 종영웅 잉둔 이얘숙응 흑주회 킥는 

양식융 자신외 션꽁애 도입상아 극악도 옥중에응 안다는 식의 찌욕에 양시 언응에 

등장%고， 이 때 옥주회는 갱웅용">이 연행외언 용간과 정희 마은 셔구이 극장우대 

에서 。1루어ι 는 용연응 링한다 그，，~ 이 연주희의 갱안은 이성천 츠틱의 갱화H응 

~채씨겠다 욕 7존 건용옹약4 다응용간에서 기증진g융악과 다흔응악을한 

으~써 연주κι는 기존 건용응약 연주"h을파 끽흔 태도용 보역주고가 었던 것이다 

한연으호는션용응악천용자아연셔 다릉 C연3료는외대한"인의 다용용용'.5!.'항 

으오써 세f으호부하 인정양':iL자 었다 

이야 강응 종연양식익 서구이R는용가피씨재 직F용갱이]의 서구회"' 강응 쩍역F에서 

이루어냉 수여에 없다 융의}각 디R릉응 긴동쩍 쩍약"， 어느 갱도 한영원 융악앤 요 

구옛고 계긍격으효 우원칙 지에응 갖는 서양옹익에 ~).I~l용 "，.εt 상잉에서 

서규4 작옥깨녕J짜기업에 키초안 직서잉생산용영연껴이었다 서우서직F유에 영킥'" 

각R용생산옹 전통용 ""1'-1-익 효소iζ 용용-$]-;드 도구2쳐 진용의 인식융 당연시아재 원 

나 예회 극~~j-"'t<껴 야곡 선공이 생기고) 이 예 직택용 전용’져 쟁성의 논리와 윤 

러에에 대한억κf이 아냐라서양용악작곡의 논리의역A에 대한여습옹"'당으로 

히는 것이다 그역므호 이 때 갱생되는 작용옹 서구얘 기엉까 흥 휘에 전용공">의 

요소등이 여l\'l쩍으효성혀서 용8되는것이 진다 서우적 툴와요구혀 전용의 결야 

g이 강디 것H오”는까 허운 것이 용이적으요 %안i 것옹 @써 것 강나 

11) 야않외 에 이엉 써연 안어지 안 어 p.\ 'l!"1 ’~싸 “다 ’띄는 영그얘호 *성생에 대션 
논 ]식 교엔외 의이@끄 융 q는그것에 대안시펴적 ε，，， ..... >1갱%외 익이야q 



'" 응뽕'"' 

이 안뚫어앤 창씌R극~j-'온이영 J ‘，서 영리트국악으효연오아께 되었다 잔등용악 

의 이영융 있는그대g 닝야하고7 뭔가 션용응악그 사씨는 아니시안 섹양응 장전"' 

진흥음ψ，~ "녕없는그런 강작은갱작으호간주찍지도않았다 그것은돼주의 

J익잉응얘익주시 옷eν1 애푼이다 장각이란걱아도 서구끽 써경.'응갖추는것 

이 영수석인 조E이 되었고 이표 안해 끼8야욱악E 싣찌표는 국.，의 A소와 사구서 

.a.sJ} 흔잉-'i'! 'S}이브러드~hybriù) 옹익잉에도 달구하끄 새g운 샤얘익 씨요응 국 

악t， "1래시양걱인 세린딩 국의f의 이휴으오 간샤sm.t:J-， 애구직 요j키} 섞여께안 창 

작으호 긴주i똥 이주 칙갱칙 서T~연 지용하는 용카 조성안 갓이다 

한영 이와 강온 공연양시파 걱녁용잉S의 서우씩 의에 긍승션 산엉쳐Þ' 서구화 용 

경옥에서 기존 전둥웅의f 에껴도각들은다수2↑션승이 와태ζ운 싱각한 상앵애 서 

하게 피었는애 아 얘 제도적으로 아힌잉 보호 강j 가 lll-.<iL 우영운용재 찌도。'14， 

，%응년 우형용화재 제도의 시각은 。" 간응 λ띠객 상밍이 큰 역양윤 ~;;;1'11-， 이는 

또한 역으호 선퉁이 보종용 흉한 깅픽'>J-'7} 가}능항응 J이얘주는 제기가 5'1:끼도 었4 

야셔 관종반에(흥1j:~-'l'-) 사고"'지애하연 시경 국기}가 자신의 애웅용 ? 갱<I}.Jl 국 

7};재갱 영요우영운화재"는 액찬 이등으로 보호하게 원 샤건은 신용융악 당당2등 

에개 속킹 당E 샌셰이셔녕(scnsauor깅"' 한 것。，1 11.4. 영리드 응슨-I"J운이 'I't 극 

싱한 써대를 양았던 민응 현장의 에인늑까지 운:.l>}i얘융 향한 견역용양응 얘오 } 잉 

다 .::r~E..호 보호가 공 권혁 이 되어머리는 것응 어쩌 연 당연한 수순이었다 국가 

익 지정융 e옹 종옥응 "상 킹외 았는 천용이 ".고 그 칸야는시k승 깐거 의 연쇄 

.'il. -'fJ':(IIò1tJ딩 피허니"드” 계궁구조을 안등개 되었다 

이것이 보이는 의이는 정웅의 보온이 。'Ý아 전용판약 사g의 ι응이 "'1'\1"파제 

가 되었다는 것이다 선통응긍욕한 서뉘회의 깅 속에사 여갱히 사회격으호 냉대와 

정대응 안고 있응에도용구각고진용응악 작흥을은제도뀐경의 보호 5써 권위응 

누.제 딩 것이다 응야이} 응악 작똥응 나""，4. 용약은 인간각 온능깅 자 ‘rT나 영 

외하고혐-"tR든상의 ~훈。j냐 하사안작유응성의 의학어서 타지에의얘주에치 

는것이어 누구나그’에 다가"씨는옷한다 응익옹우리상의 행"가이루어지는 

.'" 시 안 각양은 그 엿양에서 크고 용꺼 자싼특정한 사응。1다} 갱등용익은 역사 

척 상의 한νJ에서 언앵되고생성되는 응각이지안전5우악약영용"11"'''얘B에\':!~ 



2씨기 전뚱악11"1 ~" 잉써 용욕. ，야 

앙애시 앙상한껴를드허앤 아*:가X 이다 영잉이 에이A송F용사링을응그앙상한 

나운가2 등 잇당4-~l시하는 앙시연상용 느라'--IÞ! 완다 하씨얀 증요한 것응 냐 

웃가지에 거용 주는 것보다 텃망 자제를 다샤 우으께 일구는 것。1나 그a 나 권역화 

잉 1.+!뭇가j 애 정삭하고 그것을 경대tl-3J'i는 웹 가 생성연 에 그것s 장상석인 요 

존이 아냐아보존융옹한권력양에 아응었개 연다 전웅의 권엮가이'-lL'\ 션등용악 

끽않의 권외가 산 iè;<l-~의 시야을 흐려개 원 것이다 

여e'셔 권휘주의 시정 도구걱 션용 인식샤 엉이드걱 얀'll' ~옹양응 당시 λ 얘찍 

상영와 맛을해 유익에 았이 애당'1 직정찍인 서구영양을 갱영#;l.，- 우영 용약재 제 

도는 잊'o!l 듀ι성 ; 어모이에 권휘응 김종하게 영다고 영 수 있다 "f<>ft;.오 전용hι 

유앙흠 웅즉샤키기 위한 도구호 징떠엄까 웅J 에 권의융 획늑한 잊 재 직않융이 

전통그자i에호둔감히는 현상이 보연ftt't:! 것이다 띠싸^l 건용은 이재 강연야?안 

객관서 가치ξi서가 。'4라원외에 개녕으호연아하고 았었년 것이나 젠안혀인 서 

구아 정양파 견약화 연상은 '"얘기 후안 내대 시성되었다고 용 수 있다 

l 민주화시대의 전용 

견위주의 샤얘에 샤리 S응 도구척 3용옹 이든아} 견~}척 민주주으1가 。1루어진 

。1후에 디욱 깅영 되었냐} 정치쩌 인';\t;l가 갱용의 요구외응 깅화하 것온 다소 역성 

적아t::~， 이윈 역성응 시강의 "'1> 가 용격회원 흐용으호 인해 생셔낭 것이다 원외주 

의 갱권의 용제와 억잉서 표명껴으jζ 해소직자 그 응으.s;.~고얘진 것응 스스효의 

가λ괜약건강안，"검。1 아니라샤장 j 애의 선언이아얘증시대의 용격객이 도해 

였다 대중화가 커스응 수 없는 "세가 "고 시장써 i 아 생존이 비턱이 원 .>.]'R는 

자옹이 갱쳐 tν역의 통제아이~].:í'-에서 벗어나스스g의 시L스.，헤 의얘 어낯융 직추" 

수 있는 역건응 조성^I졌다 

갱지혀 혹은 이언 션영적 양i;:적 보흐?↑ 아니라 샤장에서 상)-Ol낭~I 에해 저동온 

가용한 연요응 강요강 'À 그것온 얘우 용용생한 강요었나 샤장응 이"1 대중용악 

파 서구 을예식읍익에'"드 올리앗에 의. 갱영잉 상형이.~I 예운에7 보」흐 갱우도 

저 "~ 갖추자 잃은 전용응악용 지얘걱 꾀>파 시장에셔 정쟁안 수 엉。14. 게다가 



,,, 용잉응역씨" 

전용웅.0응 시강주의 i 쩍이녕능 엌λ얘 갱용징용 깃2 잉다고 여겨지는 것。 π↑ 

이을 피용과강은 양위에융혀놓고경쟁λ1"]::: 것이 아치공정한게양의유칙인 

것써영 호도되었고 0에서 지R유의 시상논나는 얘초부터 전영융익에기l는 풍갱한 

규:인익 팅융 쓴 용용갱 경쟁의 강요나 다응없었다 

지융까지도 천홍응야의 자기 영오를 용한 A 장에서의 생존이 부갱양 수 없는 시 

대걱 흐용이라고 여겨~I고 잉다 그런써 원얘 인주와시대 초기라고한수았는 1= 

년때 후안 양/ 까지는 이언 λ〕강의 깅요는 인주회의 용파융로 여겨졌고 신흥1。익" 

천공자얀의 것아 야니라인촉외 것이여이을휘해서는권해걱 2'" 흘용엇고 
서 대중>i'원 연오기} 영수혀이'"三용의까작 •• 다 아재안이것이 @앙사양이자 

각각。 었응용 당시는양지풋~머 그이유는당샤는시장이 영l'}Lj-잔혹한공간 

인지 앙지 옷었l 인주회'" 사쳐에서 시갱이 어느 갱도 전용옹악 항처에 공갱걱 역 

할응할수있다고여컸기 여훈이었다 하지안어지않아시장응*'이갱한연오음 

으혀내" 시작썼으어 정용의가"，1~1 인족혀지R흔성이 아니라이영계은사장이 요구 

't]-'늠 흐콩에 잊추어야 생종이 기F능하다는 외기간은 강수흑 "중의었cI.，*킥서 시 

장의 요구에 망추가 어애서는 이미 대증을의 이유융 꺼 얘 하고 있는 샤장 지애걱 피 

융의 잉용어느갱도연영 수영애 엉으’셰이는언룡of 천용이닌것등사이의 휠영 

한 크호스오에'1 교성의 강요。1기도 었다 샤장의 적대성을 강λ 하지 g었인 얘익 

〕여양은 공 온색융 드히앤 샤잉의 엉혹한 ~.에 의에 싼용요악의 승통이 응이 요 

τ 가뚱 호용으-" "1때있cI. 

그링에 이와잔응전통응악스스호의연오릉강요얻시잉논으률 이녕녁으호정당 

칙한 션용4응야져 내후피 논리가 존쩌혔다 ?r히.~연 전통응악 전공자등 스스호 이 

언을공정얀게잉융신녕."역영쩍 생.'}이 생겨나게 원 것인데? 이것이 바호 한 

국융야흔아다 。1는과거 이깅숙의 안옥융익}흔용 안하는것이 야니다 이，，~숙은 

찬국사역의 왜곡원 융악용회넌흘 개션업으오써 향후 다기}융 바강각얀 응악용화도서 

1얀국앙익f융 성갱하고) 이 얘 한戶엉익은 이객 이루끼 는 옷었2 안 언씬가 찾아야 

할윤리찍 갱당영웅갖춘융악}융지*허"'것이다 。는 후에 민즉유악은이 경영혜 

는기초가되었다 8씨안이긍에서영하는 한극응，0-1'혼은천정유악전용X당이자 

신의 용악융 한국응약으-" 홍깅히1는 재녕 걱 오휴용 인]-Õ-~ 것。 다 당하자연 한국 



@셰"劉잉쟁언」꾀용속정 '" 

유익r-r-약 흥은 현국응악 이에용호기 ~고 안 수 있다 

혼에 '1%되는 용어인 극.，ξ 안되:'a익r파 용~ 이" 'ιL 다 욱익냉 궁?주의 

논리'"호용것인가와병깨ζ 욱익이 서중융으V파 iι이하는용。 리는정은그것외 

한‘’각 의"'가 실깅혀으'" 싹 써에떠 옹익냉윤 지갱얀다 아4인~'~→f응악용 동 

영없는 (얀속전체가 야냐~， 대~，인극의응?↑이다 영양1나중국파강용주연국 

에서 얀켜응악용주흐한휴~니R표되는대얻인작의 대중유익융” 갱한다 。 Ò"이} 

정녁 응해식 용악계의 주요 샤곡'7H응 역사 "신페 응'0윤 한국응익}。 아고a유얀나 

그언예 선용용의「 친공/녕이 어느 순갔 국악l-=-.n-'극용악의 용식응 갖께 나가 옹갖 

용응의 i이브이드 크증~.에 유익을이 오두 국액으로 듯낌m꺼 되었다 그것등 

{뜨이쨌든오두 ’틱영악V이응원1기 얘-lto1다 에컨대 악끼안극‘'"응 λ%한다” 

중~"연 응약7 。뮤 R연격인 전웅용악 요쇼융 재효g 전 현대 ~<aJ-' 야않융과 갇옹 

것응응 정형져인 "이브리드 용악’U지~， 그것응옹 또한 한국얀이 얀옹고 한켜인응 

대앙으호한것이고한육훗1"1 연주하고국의「기가사용야았기 .운에 올영없는 전국 

유의「이기도 하다 그러냐 ’E안 그것용 승}이브리드 웅약R 고 이경쩌 A소가 뒤꺾여 

았는 응걱}이다 그언예 그것응 전용윤각 전앙，;>:)-:2-은 。1융 X엔응의 션￥유악으로 

여긴다 국F익F한국옹익의 용"이 ￡기 에까아다 아헌개영석 각*1 "}.，，이 긍얘 

셔 양하<O'<f국용악용용응 한국응애주의이다 여러 웅유의 예여있는응익이응 그 

거 한국음악"'갱야끽는영!i..-"엔의 션g언주에 영븐 오륙손 전공* 스스료에깨 

오등 것융 용서시 킨다 아추 익잉익 전용석 요소안 *이 5느 성지어 (우이 진g옹약 

안의 요소도 아닌j 안순 5응유께얀용시용해도혹은그냥극의，，' ε 나얀 능잉해도 

그것응 ‘강악의 이등2→i 용셔원 수 있는이이용 ;;;:J]J} 깅 것이다:씨 

이영 영공까등의 대셔 갱딩화 이미용;D 는 그껏이 개녕객 오쥬 .. " ‘@영했응에 

도g우아고 사상에서의 생존" 션통융악의 자?앤오 강요응 이주 씨정 얘"" 갱당 

펴}~4_ 이제τ 그게 쥬악인"을웅는것，"기}시때착오걱인 정운앤 것치영상앙 

3이 노용옹 r쩌 ‘IM!~，써 .:.l'!t종이 언"1 .... (Wl , '에이짧Uλ .. 여 찌 

';7-18&쪽 

'" 쳐꺼 6J， ，국야M영여 역샤"잉에ι 2OCß), 171-'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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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극딘적으호 연".다 그언대 과연 국.1-한국응악의 흥식응 깨녕꺼 2f요의 수 

준어 녁 그끼는 것잉까? 이 등식은 fE 야주 소껴" 격파외 웅{영지도 요흔다 
우신 국악F전F인응악의 풍직 성업응 이웅안 시대g거슬져간다 션갱윤 경고 욱 

션써 디영 칙개션이 극에 이르잊언시때얘 륙한의 오든것은꺼부되고 푸정되어야 

하는 것이있，l:l 그을의 성에는 대@인규 영토응 용영으표 정영하고 있는 씨희겁 

에으흐얘도오었고L 성(용)의극?엔대한안'7.'응우영 8운 앤Æi)의정닝으호규 

정되있다 이송얀의 용일갱잭은 영회등잉이 아니라 우썩에 의젠 다신용인이었'" 김 

? 수의 "냉션〉 강은 용악은 욕@에 대한 걱개 」융 당응 그 시대앙쟁을 얘연히는 

용익이었다 이와 작이 끗얻의 오든 것융 얀냉각지 않옹 시대에는 얘~인국=인종친 

쩌-선.，。었다 옥당시 한국옹륙한까끼 포용하는것이었기 애훈에 우리 인히 

의 역 운 한극샤< 규정되있고우리 인옥의옵익응 한즉용익F으호자영스영께 영 

낀영딩수았었던 것이다 따라이 이이 1950년대 아예구의 글에서우터 전흥냉악혹은 

인종응약파 한국용-"-y-응 용잉시5는 판습은 청각}의이 있었다 

요염 얘슬적 역힘 ’((c~-&에1 '예석배1 우약식적m 강버’끼의 깅엽갱응 

g생직% 재싹깅 4껴)의 용쐐 ?빼 ιF 있고 그업 잉료쩌 'i:.."，，g씩 생영이 

더‘ 길 수 ’~q-. τν1 양.언 인염각응 상인 개.껴이:il.~써아 응익이.，，，외호 씨8양 

수 '<I.:or. 객깨 ->1=꺼 @딩응9에 생영육 C꽉 경i 걷제 • 수 있다고 생뺑 

이예구 r얀딛잉임뇌 갱영" 인중성j 잉?년 

인1 깨정7 에 든 ζ션응악이다는 양을 썼지 한딪응익이려운 양응 쓰지 양았다 

는갱어μ1 '1 학.응악의 용야는 운단시대 냥양대깅의산웅 i다고항수있다 그 
언에 오늘냥 대정파 깅퉁융 녕이서 용긴융 R 아보아야 혈 시대에 여전혀 딩의=힌우 

용앙의 풍각써 앙주히는 것은 경국 나한 지역의 응악유잔응 한국응악의 용어애 

요성함으포써 여선히 욱한융 얀갱에지 잉근 때도。 기 도 야q 양'.자연 다딩에 시 

대피l오걱얀 요류싸고 할 수 았는 것이다 

써 이i>ftT. '양응자싸찌ηj 응용-，/-，찌 13~_ 



@ψ1 정흥용잊찌의 잉용 인칙-"1 S4성 '" 

게다'1 이 용삭온 시대착오걱영 ~，얀 아"" 애초우터 대한히 칙얘격인 용이등 

웅"-)0)호 강갱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공">용이 강i댁수륙 악악 아년 것등이 오 

두 국익 익 。 콩으」ζ 갱당화되고 견등 아닌 것응이 전용의 탄올 쓰고 권휘웅 .득하 

는것이 기양애신다 게다까샤장이 요구히는것응잔웅옹악 A에가아니가 때훈에 

연영잉 iι。 lli')드 유~<이 잔옹의 이용으표 자연스영재 명.하게 딩'*. 이언 한* 

응 국익h한국응악F익동삭에서.변천홍의우용 기나 강악앙영엑서언보。1시안 

그상양은그유a써 션옹의용;얘ε 아 크개 약화'1고외즉의는상"이'1 앙하지연 

한욱용의f이 명깅영수등 전등굉악「은 도구역 "1'견 이상익 역양응 하'1 이영고 안 

국유익iε이 강화되자 작용에서 긍이 것 흥걱일 영요가 잉냐는 갱ερ 까지 이:?~ 

다 그 ;에서 적용용악응 양식찍으호 형얘화의었1 천퉁응?에 확대재생산의는 구 

조는 거의 허용어졌으.l~ ， 서우식 각용4 때중응'1혀 강성에 호소쳐R드 직않아 1얀국 

융악의 이응으호 전용잉/익r융 대i 하깨 되i다 그리~ '1언 대에는 잔용j뜰에제 

。νF 자연스영게 이유껴지고 있다 전공λ똥이 X써익 천용이 한국용악으호 용리 

는 것에 대해 주의하고 경제야자 않용 ~ 아4라 도라이 싼영얘았고 그언 얘도가 

이얘지향격이라I 여겨았기때운:.ojq.25l 띠"'녁 한치응악옹당악잊 상웅옹(앙재 

농의어~ 아니라 쇠재호든 이주 칙예칙인 용이없떤 것이다 

이아 캉용 한국용익P흔녁 외약온 전통음악의 위ξ파 서구중용응 아주 교요셔셰 

，"，1ι 으co 안리잉시키는 겉껴념 가겨았으O예 이는 ，，'주iμ1대 시장경제 논라여 서 

전웅용악의 생ζ유J잉'1 성언딩 것。 었다 그려하이 이세는 전용c，，'t약 션공사~~} 

도 잔등걱아 것윤 고징I~~ 것이 고주하고 시대흐응윤 역행~l--c 태도표 잔주하기에 

。1"었다 

2>) i.~상억세자아]영용껴는지저지영씩 1 한깅째e용안아째1여l규깨@아잉 

다It 'lN". '懶의 잉싸 쳐.， ';생야쩌 잉 •• ,’'J;!;: •. 1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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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늘날의 전통 전통과 현대의 이중성 

일 g 강갱기 에옥원 전옹 관녕후"~세기 당 한국옹익F흔까지 꺼속혀인 흐용웅 

전용의 쇠딩와 서구j정.，의 강에1이다 그건데 진연으cè는 전통용 여전히 권외의 

상j。 기도 하다 갱용획 이중성이 았는 것이다 이의 잊융혀서 현대 개영의 。 충갱 

도용져힌다 

'j 전흥의 이중성 

선용은 개녕걱으표용정걱 의b 와 연앙혀 으 미，) ‘'1'>]7]-있다 용경객 가i 의 갱 

흥과 연상걱으cè 권력와원 션용의 양연‘jol 았는 것이냐 

(1) 혼g적 익Ißll셔 ε용 

전용은 파거의 상천파 .외의 용용 주4 친 싼정에 응잉 없이 칙용1쩌용 역사혀 파 

정의 경파웅아라고 항 수 있다 그언떼 。 영 실천 앵우l 적용 용의 파갱온 현꺼도 

깨옥 진앵의1 었4. 천홍옹파거의 것이 아니라연쩌의 것일 용수깎에 없는것이 

다 하지얀 현찌 허던시찬용성존하지 잉는다 그것응 이얘흩양해’R는，)상익 지 

정일 쟁이다 그러으호 전용윤 파거의 여언 것이 아니라 '1얘의 어띤 것을 향얘 기} 

기 위한 것의 의이성용 기잔여} 다시 명하연 전용의 의이σ}치)는"']-거가 아니라 "1 
래에 있는 것이다 이용허 견용이 의oνH 는 이유는 그것이 현꺼야 '1얘을 위해 

존얘하기 예운께 외0 가 있는 것。 '1. 과거 그자애얀응 해해 존재해는 것이라연 그 

것옹 익“동싼 전샤융료서 호꾀8강)석 취양 이상의 의” 가 없융 것。 다 

하지안 정용의 오든 것이 우'1잉격 권외응 부이잉융 수는 없다 시대에 얘랴 의 

마성의 연화가 있융 수뷔에 없기 예옹에 '1해지잉어 전용의 의미융 외해 7냉 중요 

한깃은끊앙없는에잉적자가얀성외 영요이다씨전용에 .한 우조건걱 숭애의 강 

요는건강하지도 잉을 훈 아니라 연상셔 견역의 지애 육우의 상웅이다 이은야권외 

" 장응주 f연이 도찍적 에다요이 ] 스J t얀뱅 혀찍」 셰 .... 이이 ""'. 



∞세 기 진.，잉끼의 잉퉁 샌피 용옥성 낀3 

있는 견용혀 슬 。 이 쩌도에 의해 현전화 외어버윈 에능에 대안 맹용’ 친양야 신"1 

회응 용해 그러떠 원외용 지속시?고자 "i!H는 유잉"1 도 }리고 있는 것이다 

(2) ;!l 1S:외경ξ 씨 외써호11IE lml적 ξ용 

처 도와 연킬에 의쩌 권위용 이특한 전통응악 해」셔흐익등은 그 자체표 이주 져9혁 

정 세낙혁융 가선다 에에도리 혹은 각R용옹 천롱그자세g호도하는 앵응 갖기 예 

"이다 양셔 언급이듯이 션용용악과 갱용옹익} 각”ε용 다르다 요능냥 우려가 아고 

있는 혹은 인정S눈 전흉응악 직용등응 대당히 권역엽연 악곡응이다 。1등 찍용등 

흔 에도표용융 용찌 그러코 우영운화개 제도용 용얘 전승되어 경연대회응 용해 쩌 

’9안의고 전용이"는션영껴 가치증 F익) 영교권*흩 찌안시킨다 하지안그것응 

션중용익익 여상。ν아 외여이다 외외가 온징료 g갑양으0'써 그것은 윈우1의 상갱이 

되고L 성지어는 연가흐기 g아의 도구까 "171~도 한cι 

쉰뒤 잉는 전용응 익i '"등의 찌생상얀용 강조，'*'늠 효찍찍 전통용 :<}{J，의 농리를 

구쪽하고자 힌다 뀐쩍용 겪고 지양하는 욕*응 자신 농리의 쩌갱산융 흥f애 권허융 

깅3양하1자 가 예훈아q. 。 는 제도교융융 통얘 구현원다 특히 정즉사외 * 서 대학 
용진리명구의! 이 야니라상딩뿌서흔í'l'역 쩌 a산의 수간으호전략얻연이 있기 얘 

옹애， 표피척 산§찍 재도~욕융 용얀 안딩혀 권워 깅?이j가 7능히씨는 것。씨} 

。융역 경연파 권아 깅$1는사펴격 주휴예슬파의 재휴융홍찌 사도의기도정다 

아응바 전통" 연얘 의 ~~i:'H는 땅호 앵해지는 각증 실엉응이다 사펴혀 주류에승 

은현실석으효 '1에제급의 용익「앤 서구 용얘식용약이나사상 지얘 익 대중응'i이다 

않아 개선되긴 영i 안 여갱'1 샤찌칙으호 전용8일깨 대싼 연경이 존꺼엠고 시장에 

서 진흥용"이 영양혁 3ε션 여전히 영셔。 기 예상이L 주휴 에승껴의 재휴를응해 그 

웅턱에 진잉 e~.고자’F든 J욕양옹 연양없이 캉영하다 그것이 또한표껴격 전용의 권 

혁깅찍호이。1지는 a 은 ""연스러용연상이기도히다 앵리트 교올용앙응선종자 

응이 잉장셔서 서구 현대용익용 오잉하고 용요 운 현상 대웅운 전용’당이 전용의 

가치에 대한 융리에 고i보디t 화여하고 권위적안 공연정에서 주욕양}사 히운 오 

숭 더 고급 ~쩍융 까선 연주지을일수혹 인따)이 아니아 λ영의 공간에서 끼에용 

쌍용화샤키고지 "iiH= 양9 등은 g두 。 와 양령이 았다 



2ι 중잉g악에m， 

'" 정용흩의예 전용용악 혀g 

이와 강응 용경셔 으 "1의 전용파 K"써 전용의 지아는 진용응악파 ’1웅웅악 식} 

풍의 "1"1로 추영잉G~ 잉서 언긍혔웅 전웅용의f응 각}<(익「곡)튿융 시갱3눈 것이 

아니라 그려벤 익F똥 인등에내는 앵"를 기놓히꺼 히민 엇양이다 그'C:!<n 현실찍 

으호 오E난 오은 전."뜰응 전통음악 야용 선f자응이，"， 천용응악 정꽁시R능 없 

다그것응서도교육의 얻져 기오"t}-q.진공사중응진동의텃얀에서자칸 2석이없 

고 그을의 생휠공':&>1 .52.-우 ι4의 응약「공간""IP.iζ ”웅융악R응 안등이냉 증 오으 

어 전용의 는'1와 용'1에 우판성b 마 그러으호 한 수 잉는 깃은 오각 작용안융 

익'1고 표삭<11-'는 것이 원 수밖애 없다 

선웅셰 강싱 있는 응악가아연 누구냐 헌내외의 소용을 고인양 것이 다 진정한 

전용응악션￥λ똥까현대의}이 소흥옹현얘을낙혹하고 천용짜 해야 ~]-;드것이 윌 

걱앙에 없나 전풍응에g 이고엔대는그익리 위에 i 어난잉。1 되 야 하기 여용 

이아 그i나연진중파현대의 양자중에 소응을위해 언야하고최 g해야잉i 것응 

당연에 현대가 의이야 한다 '1지안 tRt 적으호 누구냐 션동용 현찌이에응 얘야 한 
다고 생킥벼지 현대릉 전흥아릉 i써야 한다고 생각h각기는 양는다 그것옹 전궁λ당 

이 설쳐 호는 션용응악 전궁지응이 아니하 션용응악 작용 정공λrε이기 얘푼이나 

션응응악 작'" 잔공:xH등파 엔대'1의 소흥은 ? 옹격으효 요피척 서등얘 기한해 • 

4 이차에 객용얀용 전 9었가 얘문에 7 끼이 션용의 이원웅 도익대고 찍킬하고 

왜곡양 수있다 전용유익벼 는여'1 융eJ;응신X 하세 l뇌]ii}7'] 않기 얘 E셰 7엉 

개 선동을 극욕하」 연때화 하려고 한다 도구찍 션용융 i사딩으Sl. 7씨의 용양응 

용족시켜주기 위한 서구'1양격 λW끼양끽 용악을 *는 것애 대써 유려격 억웃거 

링도 옹께아시 않는다 그러연써 온인응 견§에 기얀하고 있다끄 주장허h~ ~<<.-류용 

냉하기도정다 



i 이 엉영인1의잉용인'"1!i 1'1:"';잉 낀5 

2) 현대의 이중생 

한욱ι 회에서 현대는것언쩌 서구훈며 m 두벤써 ?아a쥬의의 。충석 익이읍 

갖는다 서구운영응등한국사여익용히려중용웅의"1하"1， '7).:온주의는곧꺼얘 

에 대한 에승Sl 중속웅 의이힌다 경국 。 느 욕이은 연내 총역의 용 이 성링에꺼 

딩다 ~.정 서우운양파 지옹주2 는킨일하씨 연경되어 었다 영설작으흐션홍전 

'if팅이 생존하 ] 위해서는시강논각에 여<J써하지얀 샤장윤 서구나g영이 X 매 

"tH:: i'강]-<>17] 얘문이" λ잉의 용￥갱성싸서구종강의 ，，~능동건의 양뒤연파 
도 강이't. 그라고 。녀ι 강응 종속강요는 효연찍으.5C>=-의걱 강요이X 얀 성제g는 갱 

장2뜯아 앙정서셔 생냉예꺼쩌왔다 그 역영융 소에 한국 3약흔껴 얘강언 것 다 

꺼 극 신용3찌} 역사"정의 경갱이 식잉써K장속~ ιg 연건익듯이 연'ß 역사 식 

인생(종~J)으호 연~.'<J.E-;강 전용X받은 종 응구초가 인영하이 강각초차 우"친 상 

형에 언X 쳤다 그허언서 오히허 용속응스스호갱잉i β던오순에 10};신다 'd%:õ:l

보띤드 연대.ν깨 치중서}고 자기 주새성의 존엉성 찾71~씨F는 X연주의칙 씨t져 'J'에 

씬〈응하는 현성이 이을 강 보여준다 그 용께서 도난악 선용 "씨격 3옹의 시각ξ 

디욕 종고해진마 

。 와 강응써둥과현대의 。중성은 우리에옵각석종욕정에 예한얀중이다 일제 

캉정7 용터 갤용 끼워진 단추는 8얘영}연 정처세영갱울 거치연서 교P성으 7 보"는 더옷 

성j차잉 %ι상으호 선개의었아고 깐 수 았다 극욕"상으~서의 진웅 오기'" 션용예 

판녕응 융약에 있。 서 서구지얘의 성화와갱딩화을 714c얘았다 그띠고 현국응야 

으호 대g되는 ’니공o<p응의 찌녕칙 오륜아 i유"l응 그러한 흥속성 싱아혼 찌태호 간 

약하지 옷한 애 현상에안 얘용5께 인，"""었다 X앤짜 서우운영의 써응 용 흑구조 。1

연에는 껴묵 연끼강정기 이후 진용에 야얘 신지il}?1I 영구'Ò"l-~고 윤'1혀 신갱생융 심 

각짜께 언에하지 않*언 qμ}가 있었아코 f었다 

gηJ찌애 1써@상갚 깅용용약 .j인서 o호다김씬이센 서구은얘의 f잉생에응 ’'''' 
응각응 ‘~<I<1'야하고뼈 "Ke 오".， 이5 안 상강l)<I. 



",. "영끽'"' 

4 결(ó'<)-음악적 안정 (recognïtion)의 윤리학 

띠PιE 호연 ~에" 이후 전용의 당정과 전용응악의 와축용 영‘F찍으로는 식인지 

정엉파 서양읍익의 지얘릭 에운ι '1ι 보다 근용객 a효:자기 스스효의 릉공찍스 

와 외축경)에 짖어 내연적 종속‘R응 "휘옹 ，}신의 운’ 가 더 근용직이고 싱각한 원 

인일지 오릉4 현상익 셔우f 강언틀에대해 갱탓으로오든쩍잉융 전끼}경연셔 스 

스혹의 액잉은 의연한 우리 대연의 중측)성윤 오든 응악의 양상을에 얘애 스스로 연 

죄부을주그X 었아 영깨화흔응새제@의 이용으g 종속성윤싱화사기는융씩/'% 

용 /영상'}연서도 (서구 운용융 보R얻으흐 잉장서서 간주3"til거) 시대걱 흐릉에 ~ 

리↓야"다는 죄의 자기 한라화 지흔싱윤 고잉까시 양은 파도한상임야 잉에서 ，}옹 

에 대한 중속에 양장셔연서도 대중이 언한아S 식으표 응?써 순고씨나 계용걱 

션구"'~l 양o<};;셔히R는지기 위‘t!-. 그.연서도 천용응 소증얀 것아타내 용깃 공걱 

지원긍에 "갱 흥허띤서 어느 승강스스g 전풍의 예연자호응영g는이중성 둥의 

지l아상응 오두 x 기 이후 역샤의 안형파 종속성 시속 성i짜여 경피등이냐고 양 

수 있다 그영다언 이정 종속영 즉용옹 위얘 어"m 앙잉에서 ~" 해 경정응 핫응 것 

인!7].> 

현상의 앤"이 서구훈응그 ;;:}:에가 아니각그에 따흔우리 내껴라고얻 4 , 내우 

g 는것응시껴적으호 인갱 ~j!iOfl)얻~=} -e]-t-.$}양까양'ik'11l다 게긍걱으 

g 갱 q 양았언 기" 서양응익F예 비해 -e)Õ궁으호잉 'Õ'}:와었딘 상져는샤j잉혀-'" 디 

않S 용싱응 양고 싱어 3"~4.'l:l용 키우에 었다 그언 욕-'ll-'익 긍지에 자. 장응 상 

써 1후 9 。 의 응용얘 느릉 딘고 선정으cè 자링앙 수 있는 길응 야여한 양양에 있융 

것인l}? 오늘냥 이갱한 꺼}용 샤9의 샤i 가 깅요하뜯 언정우갱(ãjl~IIlI'Jl. Mrug에e 

for rerognj!ion) 의 속갱은 닝응보c，더 농은 X 위에 오으끄L 더 큰.，예응 잉응으로 

써 당혀으호든든얀 인장응 망으허는 유냉용 보영에시킹이} 그g 냐 그.한 용!깅.， 

사예융 지얘앙 애 그 사펴는 공중에의 정서걱 %JL'iè~g，과 예슐꺼 숭;il:'양응 사라꺼 

채 오의 생촌의 경쟁안이 져경하게 전개오 는 겨주의 영이 될 것이다 {.쇠에게 영a 

연} 것응 그어한 상처 잉응 존재응의 빗나찬 인정 F생i이아 아l 아 인간끽 존엄약 

응?써 깐g생(폭은 자기 깅설성 의 추구。，101야 한다 



∞세 기 전 .. 잉잉 경용 :껴l 용염 이’ 

용익P념의 (사회적 치빼이 아난 띤사적 "잉어'"' 자기 8인파 개얀혀 성공후생 

운"영 자7 용두 그잉고 갱갱에서 우~응 영기 위한 옹익>R 용온 존영 ’ 징갱 생 

애얘치의는 상의오습이다 친정성은개얀걱 "'''연아 아니라사회걱 시에애서 그의 

"1성이 특E이지" 사회적 싼제흩 용해 영어시는 것이아 그것은 ”근용껴이고 디 

。w수i항 수 없는 λ1회걱 이익"}fJ: 。 어 -우정서하고 유치한 잉사끽 안용찍 꾸려 

"1에서 끼“>'1 장 앵성원 안갱걱 *1를 까친 성숙한 성인으로 잉회μ1키는 사이화 

와 교화의 "'갱 i이 응 용애 이증깐 수 있는 것이다 잉여가연 냥용 얘제시키고 냥 

외에 용히서고자 하는 특권찍 냉애가 아닌 인간직 역시격 동영과 통'1의 융약유f 

추구한 애 우려는 λ 장이 요구하는 응"이 영아냐 에윤리혀이여 "응이 강요히눈 

상h이 영아냐 i 긴냉겨인지를 더 깊이 쩌한? 용 것이나 양하샤연 생촌에서 존엄으 

!il.'311와 앙앙션잉h 자기시현에안 용3두히R안{ 오든 것애 자기안R응 증갱에 ￥고 사고 

히는 진운한 영혀칙 ;、'}oR!외 닫'1 냥껴”성의 탕용 쓴 원지걱 개인주S!]l.-} 소비주의 

운회녕 딛고 닝어”려는 융려혀 진갱 성의 인 4잉 이 우정걱으호 요구의는 깃이다 

우리는지융 우엇응 i’”고있는가의 질운용현재 우리용 j ‘ -w.는서구지*아종속 

생 극욕으혹 이아지" 아는 경각 용악석 진갱생으효 뀌경원대’” 

., 상R '.써 잉옹 상 [ 쩌 P영쩍1 f앤"1 여써g ∞)이 3쨌 

29) ，ι스 깅 ~ .ιg성에 얘.에 깅i앤 채용응신 200:;). 1썼 
M δ」 구 는 f생얘 얘써여i 킹i씬 &에옹응간 200j). 1양 

'"생윤 안에서 썽이aι이 
3기 잉스!‘연야'-!!-"_~헌씨j자가생칙얀현얘응이킥 e침이^，b. 송영애용"이써xω 

‘~) 01 "'주의 주꺼은앙옷얘δ.}."it .. 끼 그영 신~'!l:*연깃엔7)1'호안운에녕。，，'었끼응 iιe 
다 연주까간용악연 8또 유생 ò~.~~ "l-옥’'171 어앤응아응 칙얀 그껏응 자휴。h여 

8껴써 이건써 i야어4 끼9왜e갯e써 S는다 % 이영 염 양 것인지 
는w δ써' • .ß-셔"자잉。] 성에앙수었는 경"10]'까 다안에똥이어연 깨녕적오쩌익저 

잉써자싱의 *H 얘얘 장웃씬 긴캔 끼시@염Ll ll;~ 정찌 꺼이 얻 S 고 ’ ”시 ‘ι끄 았 
시 옷Q 01, ::l'예 1세 X 에응 "'"기경하다 



낀6 용잉응익지βj잉 

’앙고.，건 

승~.'힌굿응악인익 S얀 이애ι 「얹익씨어 잉잉 예응 ，~ 

〔얘 우에외 1ι ’씌피 ]이응ι 。잉낀 율깅 싱푼.'fAf， 2OC'6. 

Oi<l'i'. 끼잉딩해 서얽의교 ~루 <oro 
21~. '앤의 S잉j 셰을，. ro애 

→ r쩨증용니닝 M. 

강씨::1. ''i!''tα"의 잉니j 잉야1.2006. 

g수옥 「염인의 ~~，~의 씨>.I ot섣써1 보기‘ 생@ 니윈 M' 

g드잉 '01'+>1 우셰요 떠 우엉긍 •. ，비없↓ = 
앙스 1ε ''ó!~~''l디띠이 깅* 율깅 응중앙 2αg 

앙 "잉야 'J;\'J엔 연갱때 ”잉쐐 언뺑의 긍정펴 O밍'. ，생애 앓 이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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