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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ims at diversely e;qJloring the intcreultuml ac<eptance and 

appropriation of music in Korea and Germany m.m the standpoint of !he =1 

'lIanscllltural smdies' combined witll comparative approaches. Firstly, !he situat

iOIlS, in which the 'Gorman music' was accopted in Korea and the 'Korean 

music' in Gennany, are comJm<:d. Secondly, the disproportionate relation this 

~ reveals is examined in terms of its .. lUses and reasons. Thirdly, taking 

aceoUIlt of tllis disproportionate rel.tion, new approaches to !he music between 

,,"lures are suggested. And fin.lly the spatial field which develops with the 

intercultural exohange of music is disru;sed and new meanings are attache'll to the 

intercultural rel~tion between Korea and Germany. 

The Korean acceptance of !be 'Gennan music' and the German one of the 

'Korean music' ditler greatly from each otlJel". While the .cceptance of !he 

'German' or the 'European music' has progressed in Korea to the extent that it 

is domesticated far beyond an active accepl$lce, the 'Korean music' is said fo 

have begun to be TCeOgnized in Germany li~le by linle. Hence, a dispropmionate 

relation is distinctive in the intercultural acceptance of music bctweon Korea and 

Genn'IIlY· 



This di,;proponion.1 relation resulIs, above aU, from their different historical 

pa!1t< of political,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s. Concerning this 

relation, three aspects arc discussed as fon"",,: 

First, imperialism and colonialism as the driving force Illilde it possible for the 

European culture to spread into other cultures and civili2atiOJlS. But the success 

of cultural transition depends less on the desire of the cultural export'" than on 

the Interest and tk will of those who wish to import thc culmre. As 1m Korea, 

such willingness played a decisive role in European music's spreading and taking 

root in Korea. After its in<ic1"'OOellce, Korea was eager to accept the cultures and 

arts of the European COlUltries which Korea thought were superior. in order to 

on"TCOme its backwardness lmd achieve modernization. Unlike in Korea, the 

strong desire to accept the music from other cultures was not folmed in the 

Gennan hislO!), at large. Most Germans in 19th Century WOre sure of their 

culwrnl pmgressiveness and their interest in other cultures ju.,t remained as what 

can be referred to as Orientali,m. It was after the end of WWlI !hat the need for 

a peaceful coexistence was recognized, and along with it, serious approaches a~d 

open-minded attitudes to foreign cultures apPeared in Germany. In particular, the 

!as! 20-30 years observed that the consciousness of global as wel! as regional 

culture has increased, and tbat the view of foreign cultures as equivalents and the 

tendency to .cknowledge foreign cultures h.ve taken root as general social 

phenomena.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acceptance of European music are 

deeply related to the transition form. Morphologicany there are two types of the 

cultural transition between different cultures. One is that whicb is carried out with 

certain intentions, pursuing its goals intensively as well as systematically. The 

oth", is that which progresses without tangible plans, thus diffuse in its 



devcloprncIlt. Of course. they are intertwined in tho COlJIW of trafisition and so 

it i, not =y to distinguish between one and the other. The Korean accepl1l1lce 

of European music is an example that begins from the lim type. changing to the 

second one. UIllike the Korean siUJation before the 1980s. Korean music has been 

sporadically introduced to Gennany aftcr WWI! rather than systematically or 

intensively. Mt.r the 1972 agreement on the cultural exchange bem'een both 

governments. Germany has continually oo.n trying to introduce Korean mu.';c to 

its society. Such all introduction. "",,,,,ver, was not a social refrum. as was the 

case in Korea. but UIldertaken mainly by some institution,. OTgaIlilations and 

individual,. Con"'<!uently. the speed of transition is .Iow and its inrensity is we.1k 

as well. 

Third. another element that pla'fl' a p"""'rful role in interclrltural music 

acceptance is ~Ie so-called 'collecti"" mommy'. 1he disastrous Japanese colon· 

i2ation. the Korean War (1951)-.53), and the division bet"ttn Sout" and North 

marlcecl a turning point and have been structwlliizcd in the Korean collecTive 

memory. In this sim1tion the majority of the public came to deny the national 

pas! rather than to praise it. Thus, the prefcrcnoo of fiew Western music to its old 

traditional one began to take ,bape in the society at large. In comparison. the pa.<;t 

in GenmlllY has been regarded as a respe<tfill Vallie under the influence of 

historicism, which ha., pervaded the Gem,"" regions ,ince the beginning of l~h 

century. On the other hand,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National Socialism 

under Hitler (1933-1945) hinders the Germans from witlingly accepting tllcir 

past. TIle cnlt= and arts from the past are accepted as timeless values, as long 

as they do not seem to be related to nationalism. 

1he above mentioned disproportionate relation between Korean and German 

music or between Eastern Asian and European music also influences the practice 



of musical composition. As the public awareness of Korean or East Asian music 

in Germany is relatively low, Korean or East Asi"" music is hardly expected to 

have an influencc on neither German nor European music. Unlike this situation 

in Germany, European music, to say nothing of Gennan music, exerts a great 

influence on the music scene in Korea due to its high acceptance. The innuence 

is easily shown by the fact that the so-<:aIled genre 'Yang_a!<' (Western music) 

developed and was accepted without any noticeable resistance. Additional 

evidence is that new !}pes of traditional music such as the so-called 'Ch'angjak 

Kugak' (ne"iy composed Korean music), or 'Shin Kugak' (new Korean music) 

and the 'Fusion Kugak' (traditional music mixed with other music genres) were 

born out of the Western concept of musical creation. 

1he acceptance of intercultural works of art moves, On the whole, betweon two 

opposire poles. The positive one points out tllal those hybrid works using 

different musical grammars combine East with west and thus give birth to an 

intercultural music. The negative one stresses the lack of authenticity, as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claims that they distort or only imitare it This kind of 

division in opinion is not only seen in Korea but also in Germany. 

The writer believes that the view On tho,., intercultural works should be 

changed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three aspects: 

FiTSt the study of music has long been ac<ustorned to such a methodology as 

the cause is predetennined and the result is sought on the basis of it individual 

works are, therefore, often observed according to the categories such as prototwe, 

trrutsfonnation or imitation. The problem \vith this approach is that, while the 

=h for the differences from the prototype is the main concern, new elements 

coming from transfonnations are paid little h=!.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musical compositions be looked at from the perspective of 'imerpret:rtive 



appropriation'. 

Second, intercultural works show, slrictly speaking. the culluIality that goes 

beyond the limits of culture. They cannot be fully understood with such a 

dichotomous frame as East and West or Korea and Europe. 

Third, interculluIal worl:s are individual creations inherently having the 

explorative function of music. It is inappropriate to consistently use 'culmral 

purity' or 'culluIal mnhentkity', instead of 'originality' or 'explorative quality', 

as the criteria for work analy'is. 

In _urn. it can be said that disproportion is characteri,tic of inteIwltural 

exchanges bem-een Korea and Germany, but both are closely iotercoonected 

through their intercultural transmission. acceptance and appropriation. Accord

ingly, the relation betw<;en two cmmlries brings about a new 'spatiality' in 

musical and culrurol dimensions. This spatiolity, formed in the course of 

intercultural exchange, overlap, combination, merger and absorption outside of the 

geographical boundary of 'Korea' and 'Gennany', reveal,. free from ethnic 

ideologies, the acmal organic relation bem",n Korea and Gennany. Therefore, 

flexibility and openness are its quality. It i. concluded that the defmition of the 

'Korean music' and the 'German music' can be gained by this spatiality and 

again and again renewed, not by ethnic Or national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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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약 w셰기 천얀익 민즉주의 새대를 거치연서 ?아를 강 } 냐 1사회 j 명 

영토걱으」도 훈허원끽냐의 인즉칙 안위~보는 시4씨 갱야외@디} 아언 시~에는 

각 얀즉의 온정주의싸 용」성에 찌‘， 잉옹이 "1탱이 굉cι n↑씨써 이용t에 

(ω ."，cultur:al)의 교류 흥@ 용수의 연상융 소훌히 하거나 아니 언 그 현상 자}에릉 

이예 푸인승쓴 정양아 주도석이었다 께2차 새꺼 대 전 。1후 이전 얀족주의g 강아원 

λ에이 운꺼 성이 인식원 수 았는 전저조건이 형성의었고 19/0\!1얘.석는 ι ;J::~F에 

대영시각의연회카국가 잊 샤희에대한시악의연화약앙께정자추구도"'았는 

응이다 이언 '<l，""}'>"""4'정에 갱이λt{Tlη"'끼" hl'itOIγ) 긍표영새GloooJ hlstor이 트생스 

영Vltr"，ns Hj""，이'1 강응 새로응 역사찍R응야늑응 중요찬 역인!응 i 고 있아 요영 ” 
회~-%-'J(CUltu"여 야rn이이 푼，~，;까응성 ""ι""피 ity) 간용펴“애“=11=여이 

，써 '1-;;-연 S은드 얘야 



OI~"'L~'이‘ 1써 g잉 수g 이 8륙 잉;꾀 ξ영 'I:ii! ‘? 

드영스운t냉σω~끼… 깅]ι，) 풍의 한상응 나수는 쳐근의 운피학꺼 연~운야등도 

한 융올 까고 있다" 

용.운응 앙엉온걱으혹이헌새호용 역사\l! '!t-:히연구등에 연세".~"써 너용어 

이연 연구둥까이교학의 연구응징'"시켜보는 λnζ이다” 이?여"'유익의 f용파 

융득융 정F국까 、특현의 비교에셔 다각걱으도 디F루어.!!È 것융 파재호 한냐 깃 쩌{ 한 

굿에서 육영응~'''l 수용S 고 흑9 개셔 하1용익이수용에는상생움서효 "1쿄와 

" 등쩌 이 비교릉 등헤 드러냐는육균형걱 굉게의 앤익파 이유에 갱g아이 셋쩌 

아헌 용윤영용 전재 호 6뉴슨 이운ðJ.;간 용익의 습득앙식→옥 잉엠흔2억으호 흘4악한다 

까지악온 이인 e악수용야 f등으"형경되는 꽁강성을 Eε얘g 한국파옥잉 사이의 

。1운jν끽 판지에 새~~ 의이등 부여。 는 것이"f 

I 한국에서 ‘독엘음악’J 독엘에서 {한국음악1 

적인유악「응 잉딪얘 서구응익이안 헤이용'S!- 19깨기 앙에 도입되었다 여7써 

~.일응악이강 앙R국얀등이 생각5ι논 옥영응애응 앙하고， 대운용의 λ}인능옹 우정 

아호 Vlξ트 애，앤 슈씨드튿， 슈안 앤영스증 바그너 용으호 대표"는 유영의 

즐얘 λ1 응악}응 。↑올힌"t 바로 이 응익에 대중음악 나R즘으호 E우언에게 /냉 얘 

호익고 있능응익용야이나 흑일응악파 강원야는 연주외의 핏T 대증증진얘체의 양 

t프표그양잊 이 요드 흩잉싹 .애 현항은 이런 상항용 중탱해춘4 또씬 초중고 교 

” 에얘 1이 K ω에ι 끼r ι… daιι !.oOOoo oRoillkdge, 19)4, Jan Noocm"" 
ν ‘R ιμ ‘… /f，bn<i=1k씨 hι”“ιaι ι∞ι'Ule of 요riι iκhd δ@ 

U 1ivetsiIy ("'51 싸‘ ，，-ue ， 1m, Cι "'" làylúι 써ltituhu r.ùfr;"， 0 E""""""" ~'" Pobuc.‘ 
""'4O" rlon-, <'Ò. '"깨 0",,,,,". f'rirt<'<“"', "J ν"""""" u… … ‘’olf,.."" 
Wcl",", "1hd<lruln=lù. 7", , .. :‘""""" V<of:JS5'얘 "- ‘ @ 잉 j… …/ 
a “ “ ηιn‘~ 서 i꺼@‘vr.-._， N=，，"，"쩌 Kι“ ‘@여 1m, pp, δ，7-->"， 

ι) 뺑.트ε연구야 ~I"'"，*경ξ샤11e서'>'-"1응약얘구<') 。 끼쩌 써 시갱의지잉 

잉다 견얘잉음써팩1 연구얘’이 또는극~m'l1-"， 정에서5 용""앙(에 ‘}~'il-"l.인 
앓프양삭약힘에은서바야 i잉의 트영스연구잊션이연훈。l '<l 'll--'쇄애애으g 

거쑤써 에% ‘%의 연~1'l~ *,17,11"1 앙았다고 양 수 쩌 



• 용잉응의지μ 잉 

1개F서나 응끽f판련 중앙응에 4\'<'꺼는 폭잉응~Þ1 인도수 택，.， 정옥응악역에 

한국u}:그너영;òj' , 한묵욕딩기곡연구회 등 특일 작"가나 옥영응약파 싼령원 협회 

를 잊 언계등의 숫시얀 얘δ벼 보아도 한국에서의 5연용일의 주헛얀 업지가 으객 

낭다 

안연 한국유악응특잉에셔 그온재깅이 이야하다 여기서 한국용삭응흑"인 

이 생각해三 한욱응익N응 익η'1;;-}1는 갯I 0 " 정국응익애 .한 이우언 영상이 없는 이 

등이 대부용이라할 수 았고? 그 냐어지는 한국용악용 힐용응익f아나중극응상야 갇 

은푸유Sε생각히는이을파한녁응익의 고유갱에 대한 개녕올 "고았는이을료나 

누어써다 등연인등에 생각썩거나 생끽영 수 있는 한잉악응 ，.앤 장국션용응악 

이다 。1 "lI'까지 한국션용용약과 찬현견 앵시을의 인도음는 낯온 연아이서 그 앵 } 

의 일ι1혀인 。앤드 성향이 강였아 이훈펴앤의 응。}이 역연 나혀써1 표직f*;기 위해 

셔τ 이 응악의 ':)-71써이자 지속혀인 수용얘갱이 갱찌까 원c， 이런 전013ξ건이 한 

주응약껴} 판장얘 육잉어써 이에 겨우 죠g씩 얀을òl지'1 시각하능 증이다고 할 

수 잉다 여끼에는 에을련에 외지엔 주"i''ll 대한맥국 디ν~ ob"'è의 주응한국운학 

원이 얻F국선용악기릉 허한 옹익응 증싱εè...~ 하는 연주'~l 잊 강용응 지*격으~ 개 

쳐하언서 중요한 역형융 하고 있다 그 외0 도 λ”융놓 가 옥잉에셔 소그릅을얘 의 

해 꾸준히 공연;고 있끄 ，"'"이 강작가 매릎연에셔 영려고 있..e-oJ.') 또한 영소 

리도정국의 오애라료서 갱자 우준한양성융 공고잉는둥 이전 써부사앙툴옹 한국 

융익남용얘 있。1서 새효f 정양융 영허준다 

역λl찍으호 서양용익F에서 층강하능 소와 한국현얘응악(양악1 풋야의 수용에 

았어서는그상횡이 옹 디댄에 이’은 우엇보t:lε1957\δ쭈익 애용원에서 용동였 

던 용이상의 인지도 턱운이다 에응링에 자여 장응 용이상 형여’나 그 밖의 신응 

익i{Ne’ ‘.Iusic}파 판련연 기판을과 당F씨등옹 융。 상용 "1훗하역 악영회 신은숙 

응 톡안에서 용용하I 있는 ~쥬 의; 한5긍셰 직~71플의 아용을아 그 악의 한국 

연대응악 사5등에 꾸준히 주5하고 있다 까치얀 이융의 응야응 성제 한욱용악 

키 샤짧 ~1õi해 에얘 @냉 -"얘애 연>1 7}싸 았야 “’써 
ιιμ띠Iex， hrm 갱i 



애야써씨 g입 수용인 e특 깐굿-:>1'증잉 "" ‘9 

으호 보이야 횡'1에 대얘서는 의견이 ι뉴어진다 힌우 또는 언딪제 여탁기씨 의 

뻐서 쓰인 응악에기에 정F주음악으li!- _~，는 선얘도 있시안 한F극샤의 앙연성애도 

용구하고 λ%ι용익의 전용에 7엄녕푸는응약이'1애 정R‘g.~r~호 lι지 않는경 

해도았다 

중국 9용 태주동동잉끽 이웃.<M둥에서 영풍융잉으키끄있는정객의 대중이양 

악 ιι외 ，."'"은 특씬에서득 성대와 이싱대의 영영증에 ξ긍쩍 얄리지고 잉는 

중이다 ι양궁윤약으」흐서 디중 얘 께 욕 녕개 인식의'1에는 그 수용도가 아에 낯다 

전애껴~로 용 얘 한국에서의 독영응익Y파 흑잉에 서 의 한국응.çf의 수용도는 큰 

"이응 보역준다 ~-인융익F응 한국에서 주류응 이루고 있지얀h 찬곡응약응 옥일 

。 서 그영지 센다 안국에서는 ~-'간 또는 유영용익이 걱그혀 수용의 양셰을 녕 

어서 도익/'&1-::;자갱융거져 이p] :<l기 것으호 얀응어진단계에었τ 한연 유인에서는 

한R응익이 이개 겨우죠당." 수용되는 g계라고 항 수 있다 이정웃 특성에서 안 

극응악의 수S도는 이픽 낮치안 이곳에서 용악용동융 g거 P 유찍tel-t 한국 표t 

앙턱;에 응익F건등의 숫자R는 얘우 농다는청에 주옥훨 어X 기} 있다 흑9의 수잉F 오 

쩌스드라 잊 오쩌라콕장 용셔써 한딪 、。익엔등이 활약F하고 있다 또한특잉의 응악 

대여에셔 인F긍찍f생응아 자지하는 6 올응 의굿찍J생등중에셔 개강농다 득히 껴아 

노와 성여f 등의 。1푸 용。↑애서는한R히냉이 ξ잉"잉보다숫 }가더 앙은 깅우까 

끼도 았q. 하지안 이헌 한국인응의 응익%똥은 서양응야으ζ 찌한인'"는 갱이 그 

한끼이다” 

2 불균형성 

앙선 논의가 링애주듯아 <>Hl';에간{;nlero.J α~O 용악의 수용싱애틀 안강.~ ξ인 

의 비교에서 'tt'져융 얘 용장형적 용게" 그 등정。1다‘I -;;~:<1안 이헌 은g형격 강끼 

”특영응빼잉아아@굿익~퍼악아생4 이융앙ξ Obf l'rR<<oo", ’‘써야 .ιIkrn= suf 

~ ‘1ν m~씨"'" Auυ-ιι;ν iι- λ“‘_ .• μ、-- ‘“ 
.'Wo>-: n<pk<.-."I,.", ~ Hoch"","'" ~ι •@… ω.cιι- ，ω “:ruaSO"， l<Jù'), 



” 용영익 l 잉 

는 한국옹-"-.f:파} 옥알응악희 캉F에얀!해당되는 것용 아내고 유영윤악파 ~h'l-영용악 

선한에 장이한다 。1문이강응악수용의 즉연에서 올 에 "1유생응야의 수갱생응 "1 
교2억 낮나 

이언 허한성i "il!ε 용구사고 한국의 상앙은 .기 으꽁 킹우압이 용영하다 한즉시 

갱 이영제 유영응。F이 용영"하고 ! 계 적으호 샤치 얘의 1;:-~얘애 용수원 경우의 예 

는 영용j 중국융 계쳐한디R브 아시아 i 역이나 냥이 이프리가 요능 애a문희딩에 

서 iji끼 찾응 수 었다 이핑풋 한픽에서의 유￡서응~j-~ 수용도아용수토가 마교석 얘 

우효다R는것이 그특갱이마 이 륙잉으포인해 한켜i 옥잉시아 이옹의며 슈용장 

얘는 더욕 용균영걱으호 보인다고 힐 수 잉q 

。1언 유영응익가""유성용악 샤이의 안연격인 용궁영 잊 한국옹악에얀 해당의는 

득수&ι 온영역인 경영이 요구젠나 여'1에서는 。 '1 강경원 다유의 세 가지 사항 

얀올지써하고지한다“ 

깃 찌에 유영파 에유정 사이의 이운-1lJ:걱 용악의 수용샤정은 같응 또는 R사한 푼영 

건 맺 우펴F잉 내에서 선개원 것이 아니아는 사설윤 우션 상기한 연요가 있다 안삭 

인주의 영구W∞(ιε，lonlal Sω t!ies)가 'ifõ1:'R이 유링의 져 국주의 잊 ’ 인주의가 원용 
역이 아어 E\i문화 E 굉얘권으포유영의 운-)\l까지아이얹다 하기얀운-:>P1 전이현 

상은 예푸용의 경우 수딩칙F 이등의 끽규에 따으기 보ιR능 수끽하고착 하는 이블 

의 환잉파의지에 의해 그성 4가좌우강나고영수있마”한극익 경우에도이 수 

잉자4억 흑연이 유엉응익에 "R 내에 짝산 갱삭3 능에 정징걱 역m응 었대 해앙 
이후 안딛i은 후진생응 극욕하1 엔대화응 이루샤 위한 욕저에서 '1국의 것연다 더 

우원하"고 L꺼시τ 유얻 강애국'''1 운화잊 여숫용수용히F능 대 2석극석P 다잉 

” 이전 W'!! 'M'- 비당 연6써 꺼양 깃이 아냐아 애써 운1악 경E 한굿야 즉생셔적 

i얻익 꺼애 잉이 셰찌 에써"，_.~4>1 이는앤얻긋~，g， ，연 서째여 g세애서 앤 

얀fifb'1 "1시 ~!" ’d~l_ 
이 앙준안씬ι @긋용 운찌아서구'<'"1" '-용%에 .11(.꺼냥1야짱 ι끼wαμ족정조 

η ，"，ttIW; M>:<:IeIl ‘KulrurtænsJ<T "nd Hi<l<>ri>che K_ι，..""，l<“-"“ ilimn Vc",,,tnis _ "' 

α@’"，.，.， J""'>>얘 lU. Hef< , (2(100) ‘ 7-41 , 2Ir'↑1흑 R 
8) .r"l응 2영어용씨아긍예의서%우용'1정응아응ιε애야영조 ν~~， ν a. 0"'" 

q ~I 'VI ， Wil，，"깅 용 r애*얘서%씩‘r웅L새째I시양응E임구소‘1-'-1 j{.g..악 
껴>1_ 2OC<'J1.. 



。딩씌t“ιM씨 쩔 수용 .. 특 낀즉냉 연 6띠 " 

유역의 연속응이에나 요얘써 증세아 드예상스 시대의 용약옹 재오 전 현얘걱 증해식 

응익에 주요수잉 .. 상<1 의었다 그 의 재즈나 영찍읍악옹 호항아는 서잉찍 대중용 

。κ1 인주주의서 X짜와 "i'-i1-l듣 상징BJ-;드 것서영 아해외연서 적극작으포 수용‘}는 

단f자용 거치끼 원cf 

이와는 당려 옥잉에셔는 티R양에의 융의k용 걱극걱으" 슈용하=1 하는 사회쩌 

욕구가 역‘F혀으R 구조화되 지 않~4. 19써기에는 대우g익 적인엔능이 자국의 운 

영이 웅전딩 상얘에 았응응 아신했고 니훈야에 대한 강성은 、야X 에드애드 V 

λ 이 5.(r:.dward w. S.'idP 치서'1냐익 단시 오이엔당여증셰 이우는 갱도였다 ” 
에&.-1::;제 2"'1 씨에예신아후에 여러 동회의 영화걱인 공종에 대한필요성이 자각1셔 

연서 EHb야에 대한 t써드 인식까 미용어 티운i다 수용에 대안 새오f사회적 자세가 

성령의었고 특혀 지난 20-3잉년 사이에 을~링 ~-~I 잊 지역운화에 대한 인식이 뚜 

릿에지연서 E운찌녕 자문화아 용등야?애 보는 시각"') 엄께 "분화 수용J익 경양이 

잉얀쩍인 사찌척 흥'Æ 지경1 광고 잉는 중야랴3!. 영 수 있다 

둥쩌7 한극에서의 유영옵악 수용의 륙각애응 그 전이영해약 잔현이 김대 이운화 

간운쳐갱이 영태에는 4 잉여}걱으호두가지오냉이 았다 하샤R늠어연옥석으 식에 

서 제피척으호 그 건이앙양이 강성 g 어 강;ι석이자 세에객으오 진앵되는 갱이영해 

。I~ 다은 f나γ ~릿한 치여1 없이 산안사세 친앵되는 갱。1영얘이다]이 용응 이 

두 가지 오익옹 전。1가 진행되능 과~ 、잉에녁 서~혼%의에 그 유형의 f운이 성지 

잉융 수 있다 안국에서의 유경응악의 수용형대는 것 언쩌 유앵에서 응이gε" 피 누 앤 

째 유"'ij.Q..J으 연천S 경우의 에E익 두 연쩌 영대 속에서얀} 타분회R용아 이f야치 

는 경우->'H는 이 운카자。1의 파갱 잊 건，4ι 서 뚜릿이 구훈잉나 

이얻 석으오 수용j잉"가 설정7 연천i는 에깨는 혼히 푼초뻐 보디R는 갱치잭 'H' 

이 더 크깨 가용영 것2-..，. :~:인다 한국의 경옹 인께의 식인샤내에 유연응익이 도 

입되이교육처꺼운f↑까R셰7 응악기관벚 단체 연주찌용드까지 큰영향응? 쳤고 

9) p-,""-",,, W, ‘~， Om.juJfrm. 1ιxxlono ，""，'여 'm 
… jω~~에'"서 ‘r…에xω>d Vc,&",'oh 1m ，ernV<rl잉씨 <<1, H.utrnut ]<>dhkf 

Jib]::en &1';""", ι1짜 ”써 h … KOIllp;1m1i5ldr “ ,jen sozi.ι c……J 
~=d"서 ,- 잉m '''"' 'C~mpu.' ιXl3， pp. ;jH‘ ’ 119 에ι 



‘ 2 용양응f'>l "1134~ 

그。후 특δ''"잉→ 'm연대공샤갱견샤가애 현대화의 의지응가긴 국7l가형성 

의연셔 이국가의주도이얘유영용악의‘끼여인 Eε야쩌가 δ1후어겼다 디옷이 경 

져 강의 킹1보등 노라는 대중홍신애써아 운-:õ/-'안염의 융션에 힘앙어 융엉응야은 사 

인의 샤4석종간까시 강우찌꺼능에 성용였다 '''''년에 초￥야 영국에서의 유영응악수 

용온 더 이상 갱사껴 3표 。k’ 잉중혀 영애호 진영되고 있지 않다 유업용의/<>1 111 

혹 산안칙에 주요 깨인이나 당체 맞 기양애 의해 수용''-'' 있기 는 g키 ~. 한국에 

이마 잉견하게 농지경 상예인서 거의 자기용혁얘 영으호 그 영정쩍융 유지하고 있 

다고항수있나 

'''"년대 이천의 한궁의 싱-Jt:.> 는 당리 육생에 한딪응싹응 찌2자 서얘 대전 。 후 

애 에찍이자 깅증격이기 J덩디는 비교. 상강한 전。1앵얘 속에서 수용되뼈다 m'년 

부터 효픽응 앙j연히R는 웅찌협정 의 찌걷 이후 5일 측이 한국파의 영혀 속셔l셔 한F국 

용악용 포@하여 한국E껴냐즘욕잉에 오임시키는 데에 꾸준한 노쩍응 7냉。 고 있기 

는 5지안 "문펴1+용이 한국처영 국가걱 사회개혁의 일@으포션환되지 앙근상쩌 

에서 주g 인우 기캉이나 당야 또는 깨안에 의얘 갱젠야는 성쟁。þ 에 그 속도가 

비쿄찍 느약고 f도 역시 。F안 .。 디f 

셋꺼 이운이m요악수용에서 큰샤용꽃 3는 또에나의 요인응 소쉬 정연끼 

액(∞Uec~ve memo~ 이마'" 집안기억응 이션의 공용갱앵이냐용홍여상을아 져 

앙잉 구조형태인에， 오든 {Ç~}걱 정 갱은 아요 야 장w벼애 의에 인지 인식원다 

히E<다 영온의 식인치라는 대갱μk 전국전쟁0950--53) 그리고 연이어지는 훈얀의 

역 l--C. 한국인의 깅단기억에 전"갱이 외어 구죠회}이었다 며약셔 인흑의 피}거등 

X 양t 는 이응보.~ 푸갱하는 이을이 주유응 이루는 사회석 1얀갱이 。l루어졌다 

그 경과 셔서죄의 과거에 기인전 션용응끽야다는 서구의 새오& 융악응 애호히R는 샤 

찌혀 취향야 생쳤CI 비흑자냥이생여연용f써104거에대한사회껴 가치가눈에 

의께 연화되었‘ 얀 파거에쭈갱쩍인 생향응한국사찌에서 그힘융역전펴 방휘하 

고있다 

'" μ" "'''''.'''''. [);L, l<ult>=!k a=ι“:Mft. _∞~ “’'pι냉“"，"'，$< ，η ‘iδ 
성1ruItw=_ MCù써 Bock, .m ""조 



이gι……ι g약의수g잉 ~ .. ;t!국iξ잉 이. " 

힌국의 상황치는 g악 휴인안등4제는 ”세기 초후티 천숭원 영I-'K'.의(HisroriS1ll) 

애의해 파커는늘존중l껴 야하는가(호 잉。당여지고았다 다흔한연으.Æ:::핵 

융랴에 의해 .，.어꼈던 국*1회주의Ü93}-19'!5) 시7 에 얘한 전~'I억아 파꺼응 

천연양아흩。기 어영재 힌다 히l 안 민족주의약우광하께 iι이는파거의 용파와 

예승은 영우양 7Hl~ 겨 속 수용되고 았다 릅히 。1쩍 여년 이상 지속원 문최안중 

kω…ro1 nalkm)으로서의 긍지는 정@기인익 중싱부애 자리 장고 g ι 서 자국의 푼 

이} 잊 에승의 육성i표 이어지꺼 한다 

종장걱으호 용 예 옥씬."'1- 한국 Z능 유영겨} 비유영 λ에의 。l~*적 응약수용의 

용궁엉성은 '1'1척 사여혀 운외4씩 전에3ε건에셔 그 앤 , 。바릉 잦융 수 있'l코 

히g다 。1것ξ3꺼앙되능응익의 정파다는관련생'1 없는것으호보인다 그요-'iC역 

시찍 갱i 쩍 훈화걱 정애약 수용자 측이 사여조씩에 서 타운화 타옹성띄 젠 경파 

호 나니냐는 영상등 잊 후속 현상융 다용어 수용얘갱의 자싸딩'11'의얀 앵에 의끼에 좌 

-?!억는 것으호 앙안원다 

3 이문화간 음악습득방식 

워에 서응한안국응아파흑잉용알또는용4λ 。l응익파유영응익f시에의 수용사 

직언 을궁영식 관계는 강피벼!~1애도 엉양융 끼갱다 한극응악 드는 용.，λ1。않익의 

수용""특잉에 셔 딩I~'억 져'^하기 0얘운'-<>1]， 힌극응익f 또는용.)‘，.)%익이 현대 ξ 

영 끽F우계에 은 영양융 꺼칭 것i포 기때양 수 없는 설갱이다 하지안 에륙 소수이 

X 안 옥잉 또는 동인이권에서 ~극응앙 오는 용0μ 아 용씩않 융특&<껴 그의 응악 

에 안영시킨 몇잊 ~옥기을이 "<l. 윷아상 '1명희 정영연 동 한극 오는 양캉에 착 
극가 외에 크g 스찬 우최 앙띠.stian Utz, 1969- ), "써앵 r‘ 션(lli이el N, Scd, 

''''• ) 둥이 이응이다 
。l언 옥영의 생잉괴는 당리 한국얘서는 폭양응악융 에훗'1겨 유겹용악「이 그 농용 

수용E에 힘잉어 힌국각R게얘 큰영양을끼"-J;i! 았다 .. 션 소위 양약이싼운유 

가 @ι!기에 커다안 저이양 있이 생기고 갱착되 었여는 λνS닛뜨 그 영양혁용 안 언에 



“ S잉 g익 ιι'" 

중영해준마 또한 %양f~는 댁릭아 다릉 전홍응악의 엉주어 꺼 유엉의 현에걱 강 

작개영에 영영응，.아→소외 칭으~.j-'!E든 신국악이아고용리는영국양악의 용 

이ν} 생기깨 S 것4.\2) 더융어 유전앙악이강시 호운상프가그오숭융드러낸 것 

도 이언 유영응악의 영양허융 직정척으g 보여운다 

이!아걱 작증을의 .까는 크게 보아 Z재의 인9양으초 대링되 는 ."'""，마 이헌 

착용율이 1서양 용악의 에염 융 5γιl브리드 쟁예에λ1 동시적으호 샤8한마크 정에 

서삭응 wr이 동써양융 영경하는 정애가 드버ý;드 。1운찌꺼 응각으호 보고그 가 

i 릉 농이 치거나，아니연정국갱등의 용실웅 양기 이형디는경윤추각시켜 고유-w 

선용ι'cι샤~띠"'응 연. 닝으ξ하거나 ~는 왼용융 그U셔 ."안 ξι유슨 잉갱애" 

흑~.'i!c u]용을 패션."1 이인 삭으~ 명가가 영용의는 양상은 찬국영안 아니~ 특i1! 

이녁도 양융수있다 

영자는 이언 '""듣올 때경뉴三 잉깡에 있이 시각의 전안이 다응의 세 가시 흑연에 

서 아휴{져야 한다고 생각힌다 

갯찍L 융악연구능 유녕의인한역λ.}~과사히이h에의옹"껴 요.ó￥터원얀ξ 

갱해농고 그 경파를 갖는 앙껴온에 강을여져 았다 예4서 깨재의 응ιν↑용듣도 흔 

히 원형 아니번 연영 &'c오앙의 등에서 1ι。'"다 이언땅삭의 사각의 운에갱응 

시l~운 싸양셔μ1 왼영파의 '" 를 핫는 에에 안 싱중셔고 연?&자에에서 생기는 얘~ 

f 요소에는그리 굉4약기응이지 않늑 I써 있 L 까지안。이 t깨'1;]-t 요소융 

지곡카니녕삼 효 해석하I 융득δ뼈 연엉A 키는것에서 강싹피냉이 샤사원다는사 

설에 주직해야전다 갱약이 위§ 에서 종‘’‘깅싸고영눈것응연대 *작이~의 이대 

옹-$<.71'1용셔'1다경제장시" 해석걱습득(inteφret:al''''' approp이k기 에서시 

각하7깨 끼상자용융 이언 흑연에서 보는 것야 아앙야하다 

~".， 이연억F간의 정중→응 용얘 얀을어징 칙양든은 엽격하끼 ‘잉헤 εi 의 정깨 등 

뛰어녕는운화@응보여준4 후식인주의 앤구(Postcol。이이 S씨 rli~-， 익 이 g지라고 

할 수 있는 호이 ~~uJ(H()f에 Blw비'"'에 의5 언 이연 작용등의 외치는 재w 

"영자쳐= 생악R"~ 경F ‘S잉bf써싸X써기，-R%'4"i인전 ..... 썽악J ‘시셔&이여 

ι"'*'1-. 1(11) , 22\~~ 상조 



01:;>0fl 이 .'0"""'에웅4씌수용괴 g특 낀굿꾀온잉비"- óó 

간""ι lhinJ ，patt).에 자리 강고 있다 이 공간옹 운화등익 킹제 샤이에 있기나 

푼3씨}의 킹계융 녕어씨는 것과 잔현S다 ]씨 와킥써 이언 ""플은 동양 。}냐언 서 

양 한극 아L 연 유영의 우조효 니스누는 이운빙찍 논리외 흥어 서 깨대 로 이해경 수 

영다 

’찌이~$:씨영보여주는각'"←응응응악의당"끽기연=이이 ;ve fund ∞)융 

전제g 히R는 깨인걱 장직H용이다 하시안 세제는 "애기아 m세기 갱써};; 의 얀족주 

의 시대릉 게‘ 연서 용악 잊 용Z싸음 인 백 인위~ 보는 사각을 l끼언회자컸.>1 한R 

%'• 잉용용악 증극용의" 독일용악 려시아응악 용 인족 ι는 극기영호 응.~.j-，응 구 

.하며 이헌 정안개념짜 유가격 판셰에 있는 인측문회의 쉰천성 과 순수생 응 주 

장승h三 것옹 유얻 인흑극의의 산옥아다 또한 이영 주장이 이용화간 교류파갱에샤 

응용되는 。1유는찌강수의아삭연주의응용얘유영의 영@녁이 ι 져의 옷옷찌 확. 

왼 대에서 칫올 수 있다 응익직양용 객념가 깨인의 영쿠싱에 드러 '" 생산융R 융 

., ξxν" 。 냐 당우장에 시각옥 잉추 지 .. 고 ‘운i윤수성 , 운피원천성 이 각>> 

운이의 척i표인@격으호사 8픽는 깃은 우걱전까C↓ 

서슬의 구에~l'를 위해 힌RllJ- 흑연 양국에 서 용용한 용아상의 응악윤 한 예잉 을 

3 냐 그의응’에서 한국/ '1;'ι에아응악요소냐‘~.llj-.il.소가다루이，，1;<1 젠다 하시 

안인용그대로의 "앵에 의얘서가 아니하샤옥기의 재해석샤숭득융용찌l서이다 

따랴서 한국 또는 용이자ol의 요þ~은 그의 직댐어까1 원칭과는 당리 三어 연형의 

이 Z잉디{ 이애유영용익의 각R기엉이나작흉구녕영이 그기반"l 의는이이 또안 

직「곡1'7t에 의해 강의격으오 히~-q되고 습득이뻐 샤용g 는 것이다 그의 응@에 서양 

의 산용악 기영에 아니언 한국/웅아λ싸의 산동생애 열이나 용실한지 저응성얘9 

는 싸8용석앙식 ε 단지 운4석{가의 용심애 용까걱지 각곡가의 의도나석F웅의 ~δ*파 

는거리가영다 1시그의응야속에는 ι~:가가격겁 지쩍잉덩←1") 유덩까용"l시 

13) _써3 잉 j 

씨 에잉여 썩F 샤 %>Hi'-ν밍 q여ιe>ltt .t，츠(α-~는율에싱의 뺏에 이，여，'" 

잉찍껴얀 양영òfol 댁-)"， 고용익 징용~'I 경여썩1 주앙1 다 이"""" L1L N""" 

”“ ”찌 ι-ψ ω “" ，ι" ,‘ .. I>s T"" = (=… …… ~ 
Musiko.-is5cf\SCh이“ 51)， St"LL"，~ 1Jαp_ 252. ” 뼈 ‘i ‘ G".ψ π“ ’""'" Yun (1%5)', ssi에 ‘!="""'" 2m2/OJ d<-r Inf<m. 'OonÆ<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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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소가서g ‘융양되어 핑존하"1 때용，μ+ 흥국그의 응악응 2식아7l외 주인혀 

1얘삭 , 융득에 의한 개인걱 갱"-f-!t(art，‘，.)이다 운와의 순슈성 원천성 것1'S".갱의 

쩌현융의도하지않는다 

4 맺는말 

SH:HεS 응 용래 한킥에서 옥생 또는 유양융악용 이") 완어하1애 정아딩E 

수용의이토 ι}여잉상태끼"옥영에서 ι힌츄 g;:~능 동;.o} 아융악용。1찌쪼융씌 

진이의끄수용되는년계에 잉용웅"인횡수잉았다 이영듯한?i-"'r 옥인샤이 이훈 

화 전이와 수용에서 그 "1<>17• 확연히 드러나는예， 양，껴 정치걱， λ1외혀1 경에.， 

문찌J석인 측언에서 역사의으요 서g 다은 강전피정융 적은 에에 셔 우션 그 。 유을 

찾올수잉냐 

하지만 전한걱으~ 정긋파 :즉일응 이운-*1: 션이와 수용 그러고 f득"'10!융 통얘 

서g 긴끼히깨 영재되이 "아고 ，.，냐 따라써 우 니걱의 강?에는 응악예 'l;;ll걱 

측영에서 새요응 공간"“Fι ialilY)을 구상하깨 얘운"1，써 이 중간얘ξ 한욱파 

‘옥일의 지역혀 정제음녕어서셔 야문j이썩교휴 정갱 경앙 섞잉 용잉의 "'1"갱에서 

안F등이지는 것아여 한국과 옥일 샤。 의 연죽격 이이용호 흥 벗어난 유기씌인 

신찌 굉께릉 얽혀주는 것이다 띠경+셔 윤용쩍이자 깨앙칙인 특정이 있디} 전국용 

악 송일응악재녕응민즉 국가의단위에서}아니라이웅간 에의얘 g엽없이 

써용께 갱의영 수 있다고 허졌다 

지긍우E 꺼깨는동양또는서양 등안또는한국으효훈갱는종전의 이운염써 

사고에겨가 아니라국가 ι 얘륙간의 간인한용재성파공간성용 인X에고。푼하 

'=8 yun G<=&d，“~ .:, ed, Wa],<<.WOlfg;>ng S아 ff, &dU\ 1씨쩌씨04. pp. 7-11, %l 
양& … 1m녕 '11-"，깎1 억 6 시찌야 ."" 연우에 이쩌 gψ얘이 얘용재 정여아 시껑안 ’‘
""~. Mid. ，ι'eri= (<<1) κ”’& ικ1Jr. F~ "'" ~tÜtl: Suhι째 <00'. !>brlm, 
-，ι ε "''''. ~ Mf""" wil< '" d =r '"ι~ dos &""", Fr.rnkfurt…mιm 
~-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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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ill-유에대M띄어 있는구조걱 깅쩌핵올 깨망황수있는새g웅샤，.:;t;서재가영요 

하다 이언사고’깨와 함깨 이문칙간수용에 었어 L 타나는용균영과아 용3형에 

서 오는 용재정융옹 조금씩 ?에거얘 V잔 수 있용 것이다 

다갱스엽게도 회긍의 정양을옹 이런 용g앵성이 죠공씌 강'"익는 의갱이 이미 시 

싹의었용융 양허준다j끼 앞으로외 한당i용 특영 옥영파 한R극 ‘9흑의 구처 셔。까 지 

속쩍인 이요회간교류는 경4척으으 시너지효파을 내어서 시로 간의 일전융 용선시 

영 양안 cι니싹 아객 이해경원 을-S'.'언 시대의 공동파저에 증 더 유용써으호 예처용 

수 있는 가능성용 얻어용 수 잉융 것!.2.로 션UJ%t:j-， 

'0>응E 

‘i앤 잉- 진릉에 연연ι r쩌잉 얘 잉옥a뻐 e낀'. '~'짧 " 샤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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