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purism and justification pervading in Korea 
after the embracement of Western music 

CHUN. In pyong' 

When a frncign idea is introduced to Korea, it tends to strengthen purism and 

justification after going through int¢tl.'\C dispures. Noo-Omfucianism and 

Catholicism are such examples. This is observed in the music world too. Western 

music, cncOlllltered by Koreans during the mod.miring era in the late and early 

20th cetltury. was affected by the purism resulting /Tom the dOminance of 

Western music in Korean society. Western music domaination in Korea yielded 

many world-class stars opening an important classical mw.ic world. Conversely. 

the prevalence of Western music in Korea induced tl\e justification of valuing 

Korean traditio""l mIL<ic. which contributed in adding more ,ignificance to 

Korean classical music. 1l>c 21~ centuIy Korean mU!lic world is facing an 

llIlportant phase in which it has to overcome purism and justification, in ordc'f to 

create a new music through co-opCt1ltion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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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음악 수입 이후 1국에 
순수추의와 량분론 

흐르는 

〈샤허O 

1 서이 1 

Z 옹기 7륙쿄옹악의수~. OJ-l), 영찌 강깅기의 양상 
•• 순에빵국앙국악* 의 싱양 얘악 옥악3 ’ C"è 서양응악 교，지에 흐트능 순수"의 
, 서양응익껴 에 서 장" 객Hl- !i.'능 시각 
7. "f.우리 

전잉펑· 

의해시장이 한.애 등어오연그λ냉은더욕강i다S 이 %옹논쟁응거치는동안 

순수주의와 영훈흔ι1 강해지는 정양이 있대 그 예는 수자학파 기흑Si(-용 등 수 있 

L• 융악제애도 이슷안 정정을 용 수 있어 꺼 근세에 한국에 등ól~ 셔양응익 E 운수 
주ζ 에 웅튿이 서양응악지상주의융냥았나 아깨 "fr주의 서양응악저는 g용 세계 

걱 스ε'" 응연시컸고 .'E% 세셰 의 중요한 증얘식 시작이 찍었다 

한얻 서양응악이 얀카에 득서 b 연서 국악용 지카야 한-t:R크 영용흔이 이다나고 

이 영운혼은 극악인 확깅에 f;F 기여용 하였다 양~료 '=t7}-용 "세기의 안되i8악 

계는 fF?의와 영용주의용 념이 융협파 소용웅 웅히애 애E운 응약응 *'얘야 

한다는 .제룡 안고 있다 

아*원κ 껴 j잉* 



서앤g잉 % 。띠 한영 흐르는 :to9;;;의a 영릎 m 

1 머리에 

현국에 서염h".'익에 수잉진이후 한궁응악제는영갱난연회녁;검었다 이려하앤 

화 파갱파 잔영한 순수주외아 냉운은융 상며보이는 것이 이 용의 옥~이나 

외<l^J%야 한F극에 틀어오언 그 λ앙응 아욕 강야되어 않온 논갱융 *'1는 용안 

순수주의와 .，용흔아 깅t얘? 는 경양이 있다n 한다 

그 에g 주지여걱 사고에 g여있익 i간은 군사혁。1 캉한 긍나4응 영~5!1 의~ 

얘운에 우샤히다가 앵자호연윤 겪게 익이 응 강토기f 유연잉 것옹 요구7↑ 잔 <>H는 

'>'，객 사딩이 다 .. 우혀나싹에 연주교가 응어 g연서 수양은 신X 까 익「얘응 이아 순 

교하였다 당시의 7 욕응 보연 13-'.):.의 소덩이 순피융 &of 새재릉 늘라게 자였다 

당λ뼈 승인 "끼영응 생잉으;i.}.엄깅 었고 이 숫까운 전에 성엔의 >00쩌↑ 이증나 

한국은 세계에셔 4언.호 잉은 성안응 째융한 냐4가 외때다 한~ 개선표는 /영장융 

거등히여 셔서때서 7냉 등 쿄회 } 한극에 있.Jl ~~-은 세껴에서 7 jc'J 않아 해야 

션파 HP}싱깐니아가외었다 한국고펴의상앙동력은::<}T 5'_여 여얘읍경다는 

특정아 :;U"t. 주층에 오。 는 9앵솥살쳐iι연 영요잉 정기 에얘 외에 영요영 저녁 

에얘 수요영애， •• 긍9일정。에애 그g 고얘영갖는써얘기도회 그리고 7r'}년 

지역사얀끼랴오이는구역 여 띠가 였다 。 져겁꺼뮤 요이는깨신교의 이빼 오잉은 

한극에 끼신교를 션~~ 마「국에서도 용 수 없는 특아하 엔성이다 

” 앙-사 영썽 이§써 사얘g 상쳐용다영 '~~I:Ml “사의 ;ro{j조잉어 써 경얘긍 
옹ν냐리써「 영에씨에꺼 등잊혀야응써요빼 1애인R얀경。l :f "‘신야 영영야 

•• 영W 정.H.tL"양샤이는뷰에 g야경영딴정효그양q영"'~"‘f써는 
，;-<! IÕ]-~I/I 써 얀수 갱야 각켠6써 !ι강 ?유 정끼ε 4-~1 ’하aι 'litH<에J↑ 추디 
용등고씬 견애 "져1앤다 잉사 영?i'~애 갱기스염 앤다ψ긍 )’익 ，얘 얀 원시명씨 

ι)->1'이여샤생!얘용깅이 징9뼈아 9시누_7'-，;}.씨는영.)，)<아산'íI 'ê -I'-'J'i-인고 응으연 
서 '!Ni'~ *l-"'- .!-티 지애 *샌써 eμ‘ "암는 ‘r강시외 쐐 여육 I신때이" 
‘빽외이 연경응요구야양내초산응연% 잉앤썩하잉아 써영싼'-Il4I-l-주갱 
’i의 때R쩍 얀용 뼈아다 잉사 조앤 산효q 억*5'-우 ε성이 뺑 。뻐 우 엉용 

앙l 잉었다 그틀S 영에 지는 얘S는 것파 "얄 >,101 <:<잉옹 j 예 @ 것야 깃오 잉고 잉상1 
gν'1 ~'" ~'" JI-잉으주생이 앤앤 잉g용 영띤 인허 R써 "i'1 웃히성다 



6' 1>양S약 l 잉잉 

한국응익셰는 근대에 서양용약용 수용하거 서양용악융 수춘 농용 흥4융한 응a에 

4:고여기고국약용회냉이 없는셰개한 응익f이라고 ?μ'tð}:고잉었다” 。후 서양 

응。에 대한 ~강오는 갈수욕 캉i아ε 어 셔양융약은 수준높은 순수유악으후 생각하 

고 국악응용양오략으호역기는생각}이 영애석개 의었다 이거언응악치”이도 순수 

주S 야 영용흔”이 용악셰를휘 S고있이셔 야어정용우기가안언되기에는 *응 시 

간아 g요4었다 

펑."1'는한낙끽 녁 셔양응악윤 수용해드아탱애I~히있는 4(수주의약또싼국악갱 

홍응 언한 영훈용에 얘 뻐 살혀~려고 전C↓ 

2 초기 기독교 음악의 수용 양상 

다안에는 호기 가옥교 응~.jc의 수용 양상으요 천주교와 개선교의 킹우을 #여보 

겠다 

한F국에 전얘한 우리 천주고펴는 교펴 장겁 직후푸더 웅잉엉는 ~);애에 시당였다 

얘라사 이얻상영에셔 이사에서 그e 고여오 생가릉푸은디R늠것온그인당관헌에게 

을키기 수 f 일아 원마 」이 서 이샤애는 경! 냥용팎에 옷iι.1!0 신샤을야 자기 고 

액파 공딩에 의신의 강아 그리고 u약 쿄화을 옥”으호 에}끄샤 " 애는 신" 등끼 

• 홍용황수있는한국어 교@응익서이 영요짜었나서 。1러한얘영은 선주'7}!.\ 라는 

옥특한 장으응 녕개 하었냐 

천주가”는 대개 천주교얀이 지은 3.4;ε 또는 4 '4.ι의 연흑애 기/μ .. ，등 당 
정다 셔주7)，<1*는깨인의 아유에서꺼 온 것이지안그얘용은깨안석이 아닌집단척 

인 성격이었다 ""↓서 7씨의 문장형석이 국운 이중녕 1영삭이나 숫S:<I'응셔삭애서 

에흘 인요죠서 이으?끼지 나앙아영나 이깃응 경께 대중파 가까워정 수 있고 흥셰 

융 주며 양끼히기 업E콕 안등 것이아 

” 잉수0;(. '.용에 응씩 애양， (1 1, ’응악영은j 써염eι얘흔가성찌 ]쩌 " 영 
객) 생 f최 엔국 "영 교펴응애 얘싼 연구'，_ '1얘~l~%'>얘고 @잉 '" 



서잉익 ?잉 이즈 낀얘 흐으는 슴수주의m 영풍 잉 

갱주'1아R드 초기 한국 7H도릭 교호'" ι갱의 이냥제'if인 i영인에개 -"'2죄가 위한 

갱잭으" 태어싸다 이것응 가윤경 신잉사 "띠를 그응이 정긍하기 쉬운 상의 언어 

효 얘쩌석5껴 호각에-% 교회훈엌-óh에 서얀&으" 잉”든 써초피 한딪 싱가이다” 

안딪얀년co 누 언써 상우가 깅 회양엄(lU'! :!I!'， 1821← lSóJ)응 대중끽인 응익엔이 

g 영주기A나늘 안냥용{ 보긍，';\'는예 꽁이 않았썩 거 '(-71"샤응 용*겨 ~， 나야 교피 

..g.'!.j<끼 용척석으깅 시작외었고 그 양식이 도각2억얀 산앙고찌의 언어로 '1었다논 것 

용 ~lt악시장 얘우 중요전사건이라하%다 이러한 천주기 h능 신앙앵. 웅 빅f 

얘률 안응 ", 그웅의 신앙 보프욕안 아니랴 〈ι선 악보 상1m 당간에 ” 대한 영양 

올이쳤q 

션주끼ι}의 응악은 악보오 냥" 았지 앙끼 애운에 구，~ 갱얀 어용의 기。 혁에 의 

지양 T각써 엉다 지긍가” 。당얀 경주가 R드 깅X 소가 새깅하고 홍인L새" 재보 

한 d당노얘 이 틀~얘 와 최인션아 딩ß성 정상도 지망 중싱의 써주"사와 ε성우 

가 일궁 \'t.K하 생'C!-7j- 전cþf 주일가 9이 있다 

이 전당c래는 l양잉년이 작"'1- 01상의 →으표 에욕7}.의 영양응 안F 것으호 Jι인 

다 에응-7B능야닉에등아 길쌍또는우엉잉용와연서 X주푸르던노얘g 이히아 노 

얘음 웅해 싣자을의 신앙아 생횡에}의었fj용 안 수 있다 까시아다 싸 }이다표 시 

작'3H는 이 노얘능 경상노씨양이 특갱인 얘냐이조(라신영)의 :00" 야 4， 

샤양'7}는 198:년 종" 성앤'1 용당 강곡띠 공소에서 융기중(영세영은 f앙륭ε 

gη 년 생)이 노i!Iltl-고 ‘þJ현 신"가녹응한것올 깅응영이 얘보전것。14. 이것응 

칙양영 시우샤 지응 것이약 "8]-'는에 대몽옹 인U간의 옹엉응 생각얘"는 것。1[1 이 

노깅 는 ""앵。 나 호는 긴 노얘oè 애등가까 아간가지호당사 I 승을이 장이는가 

에에 노잊일안 "HÇ 지이냐 이 노얘 역시 메니다조이다 성안7H슨조션우가응을상 

‘。]아 이것응승서영으호 사시~I였다"중긴에 라잉영으표비R건τ} 천당7F;는장 

안여친 장타영에'" 갱단응 지4인오깅l애 기강다 역사 에냐혀조(리냉영)。 다 

인주Jj).H크 이허응 웅교각 ~려나 λ1'>융 ? 한인이 잉깨 알도흑 하기 위히여 안 

은 것이다 그해서 당λ깨 잉이 우~언 천승 낀요 가씩서f 사R용승 여 부응 것이었윤응 

” 죠선* ’항시원 성가여 어*아오늘，. 'i!-，<';ot샤잉“‘R%앙세아’이 '99)). 3&욕 



6 ‘ "m;잉뼈잉 

잉 수 있다 즉 건주가‘}의 노얘 .때는 우ξ]양 언어 구죠에 안~는 형얘표 2쟁에 

으오 영깅 것이다 이것응 초기 신샤융의 신앙 ，~ 속에껴 부응 /영흥 J녕l가었응을 안 

f 있다’ 

다응에는 개신교의 양상응 살펴Sι L 우리나경써 개신교가 전피댄 。1후 션교자 

개영αS. Galel응 한극의 효삭적인 교희용씩냉 위하여 애쓴 ’l%~ 유영하다 제 

일은 ει선응악연구S이(1917-1919)을 조직하여 죠션어 까을 얀송가에 샤용하지 ~ 

는 것융 안각깡제 생각찌여 우리나라 싱-"，씨 잊는 호셔적인 극조야 시g 잔용얘야 

정다I 강스히였다 그는 갱교 보고서에서 낭샤 한극 찬송의 용지영융 지찍한 "' 

었다“ 

깨영 건1，;v，]-1는 하나닝깨 얘한 공정파 우 영용 요 .• ε씌끼영 연연""호는 어영다고 

생각하고우리 싱성애 잊는 얀송 득히 전용객 %악옥4에 찬송/념 푸E에 한쌍 

용인"171도 하아 *"공의 노얘는 개인이 우g 나라 콕조에 *"륭 한 것~'il. Jι얀 

다기 이 노역 는 께일 션쿄사가 정국에 션쿄하려 왔윤 얘 당시 평안도 2 앙에서 율 

은 옛λ 웅의 노얘영 것이다 이치럽 게영 산.ll'.A]-;늠 서양얀。 었지양 우리나라 갱서 

에 일잊응 얀송옹 위해 ~려영 인율이'" 

강션T'TιR는 당사 천흥음익1응 천시하는풍조 욕셔서도 인촉주의에 잉각한 이 숭 

교육융 시킨 얀융g 도녕 X 고 있 ... 경 옥이R는 1m\'! 우리 니라 영흑의 、?악용옹씬 

r용 디해“융JI;!;k;iflil를쓴사잉이대또한영양마~혀션교 와형혁하여우리갱 

통4껴안 강조에 잊추에 찬용깨용 직샤 Z어서즉찌었다고 힌다에 1909'‘브에 깅 유”가 시 

” ‘언1용 f씨g흔 한8익"1，(영얘용’".사 3얘 m. 
이어억 <%응샌악적"도 a써용흥세에 서여 영애도 %지 옷타1 잉나 그애ζ성사.~ 

노예 ￥'=1<ε종써2 ‘4에 서양생앞ε~.Wj 장우페 이것응 ‘"→1에 i이응 e 
야여 사，" 우써요。 노해 f고 기얘 수 m다 조석 조영자 r ""*"1'1ι.ζ외.악얘 
"&. '\18'1. 21• 216,* n 
"이빡"했 …연6잉 Z얘*'잉째 용갱육이녕노껏양께양)씨응였 

호 ‘썩었에 용갱수 '"에 잉에 q엔 정@사 *、i 잉생연j애에산@익 '"ι 

’”’갱응 
에 , "수'~1l.... 1912녕 "잉 6얘 샤오는 ~'fTW'1ξ 싸옥씌 깅션주 쩍 1아야얘에 
지~ "'* ‘"적인 장영양 용은 갓씨" 이아 



ι 않악4"~ Ol~ι빽흐르는‘%의외영앓 "' 

우칙R는앵양장대현교호에 유영한악사릉초영5뼈 교펴 의식에 맞논가악야그 

7써에맞는성「영구정%션쩍 연구iilb:{ 힘쓰는한영교1이 영정.4특언핫μ} 애까 

다 연;히여 R이등의 "꺼킥에 때한 양상응 우주졌대고 그의 6딩 깐신경은 희고하 

i 았다이 또한 도웅이 원다연 S교 응앙껴 우g꺼1， 도 수용하려고 "영다 1918년 

경대연 교희의 생당갱 전야에는 〈야}연주얘 여숭의 혹응이 았 었 I심 션에7] 에g아 

4. 。 져 영 경 닌준 옥ιJ-~ 'i!족 "H슨의 잉장애서 우리 응악융 자'1야 얻다~ 생z!，-SI 

l 성께도앙은샤쩌를덩셔표찍 얘식에 안.은용의다션성하였다 그이냐응악 

응 채보영 수 있는 사-'l1<>] 없어 이 제익은 회견아l 영았나1-. ].이 

이려전 ~.역에도 용우δ}고 전동응~G의 표피 수용윤 」영께 수원하，ij 이우아지지 

정았:4. 1931년얻간 r신갱강!i'7!-J의 에， .. 에도나오갓이 우려 냐라샤양스스호 

이 응익냉 거쩍었기 예운이다 거우전 /냉 은 이유는 우려 응4써] 대한 니쁜 서 

잉견예'!'o:6l었다 

""녀 n월 Ð잉 조션응의엉펴 O~_ν용 주 쩌표 이싱춘<<에히.， 깅영준(1:'1 

., 깅인식( 1:l.lf) 등~I 스송요오이Hμl'i'lizM 에께 강샤아는λ'"응야썩가 영영 

다 이자리에서 깅앵준의 당시 얀*기에 대한회교를보_1，'\.안대 } 영아나 컸응 '1 

흘 " 수 있나'" 
양사 고l제아 서"} 응야깨어서는 "링삭 *응가아 경ε 의이의 ，랫~)-O애 초선삭 

곡죠효도임한시R을 t생형'1 비잉하였다 인요 드요갱 강응화유져에녁 우르는노 

얘이기 예용에 킹건하지 옷하다는 샤고앙한1 쿄희애 캉펙히}깨 "l'-i'llJj-:il. :t 었던 
것이다 

이와경응 서%’약교피 응악수용얘서우리 나야에 치유 등이온서양션교사을 

응 한국 전웅걱의 정가흔 권장야었다 그러나 이후 한극인 욕샤듬은 오S↑셔 하국융 

악용의교j씩응익ι융거￥-'11-t:J: 그역jU.은 '1、당E는 a 궁에까 응이옹 깃이기에외국 

”깅생 'lIl1! 1;-!I;li，(종i써”“‘1쨌 
1이 용정1'. '암생옹야 왜 수용 에，. '꾀까 ‘l<;，("l*"J'.이상여아 ]찌 c8r•ι약 
lJ) #i'>Þt -&"} ll.급에，".il~ 역@응얻것용 사g 니나 ]이ιH'-' 등이승증에 iξ 양i오능 

어안성수중에-:!'* 깅ε6 ‘ 에 j껴써응이쩌냉샤아그이l용씨써잉킹§ 
。낸숫져서다얘 g응용정얘 것잉애 냐에 우빡] 기아얘익 연7원 조샌콕조R 

，써 -'I-，~깨 되% 예는 영걷얀 간얘응 영상인 것잉냐에 f예잉~. ''>‘딩 1엔 2생 



" 용~&'입".잉 

용익으호 싣잉해。f 하고 한욱 전통유삭응 징건정응 얘친，~ 。 유였다 야기에 대 

한일뿌 션샤:o<)c석 생각음가시고잉는샤k도 있었지만그등의 1꺼읍二여가 인영외지 

않는 정은 앙냥까" 영。1다'" 

핑지쓴이어힌사유재껴용승수주의g 호고상다 순수주의싼 7댁쿄는시양애 

서 션얘 온 것이기에 서。4응야으흐 얀잉'8~，，;‘ 한t1 갱퉁응약풍 성써μ즌 영건껑을 해 

ι다/는 생ú파 장현잉'1.l3) 5E-찬 당사는 삭인지 시갱이 었다능 성 그이고 깨아"1 

9μè>이 7}J< 고 잉었던 전용애 대얀 냐얻 인식” 이 끼g형올 더욱 우새칭한 것으호 

보인냐} 

3 일제 강정기의 양상 

，~，연 。 후의 。。ι상응 어여한J}? 해앙 。 후애도 상당71간 중안 힌국응악제는 삭 

인지 옹악 정찍의 영향에서 옛어 나시 옷혀'"다 서。a음익에 소""딩 후 우리나" 유 

악상양은긍껴야께서양용ι9 일연도호흐르게 원디} 역기에는인용의 삭밍지 정쩍 

이 중요한 역양용 하었4 

:선흥폭운 응악교육옹 식인 용i응 당정하고1 일용에 대한 충생성을 캉화시끼리 

고 시행한 강거 적 교욕 앵외라고 정리안 수 있나j“ 의우2억으포는 웅악교욕옹 웅하 

여 야웅의 갱서 순rξ 욕2얻으포 하고 !걱성융 항양시킨다고 하였지 안 모든 ~유 • 

얘은인용의 이악객용련석연 잉안되고또시갱이 ν 었다 유 일용익죠션 식인갱 

… 이히. 생i응 양용아 시얀영양 징i잉냐 띤욕응 서언지 ~{l- 영<!-~:씨’ 1'1 ’1 써 내~~~ 
’~"'i~써양다헤이g 잉용객'~ _)-V-깨히었다 :ι잉여새와‘S팩‘긍 정애그씨 
, 갱인 언i성응 께으르고 우능i↑"양% 끼씨 써융셋 영f 익ι，< 인킥써 써얻 

엉썩없 그얘 조션인응잉g애써'1η니운염생오용영아 "춰 전옹온영웅얻 
깃으-"- ~，4안 정j 쳐잉스 1 조，{j야 'll.lt~고이 웅씹 'Wõ)-È 것응 영i연응악응λ%한다 

는잉여안얻.~11I.'아 
끼당시 õt44t!안뺀잉는선~가잉4애 얀야아.이앤 Rε운f셰굿의전썽 

으 i쐐마 셔%악§용가 층에는셔뺑 얀요애 인.g-Of것이 3이 있다"1<= 것웅 심파. 
잉.;얘영 이§ 섣야 수 없 깃야'1 

“) 얀잉 에 r종 J.Alòt약 서양6버 우용“잉f깨개 =“ι 이， 



/쩌% 수잉 이흥 낀쩍 흐르는 섭의j 영효 R 

액의 경회f9안으호 용악응 용용한 것이다 

조선송옥푸 갱얘은 디녕파 강응 다섯 7]-;재호 정히힐 수 있다 것쩌 는 용악교유 

대강응 영용근예 OJ<'-t으호용영하였고또그것융 강양격으효 까얘i 엉다 을찌는 

조션인으호히얘긍 。1은아내닌역쩌융 7J-~t애 인온훈j닝득용정히께 하고 니써J]

서는조선 전용응악 e섹릎 푸~영에 생각하꺼냐 또한 잊어야 할 얘상으표 안식사 

기연셔 인족칙 영풍{입응 싱써주있다 셋찌 는 잉온이 7 J.1.1 융약'1 일용어 노래를 강 

요히영대 처e이는 조선이 노얘융 。1주 쭈운칙으호 허용g으나 후에는 4성이 노 

얘을 ι「처 공자하였다 옛쩌는 조션。1 일용의 식익지호 존재하는 것이 당인얻 것아 

어 식인지 정액흐흐 션.J;!.B ~생 더 작 설 수 있"'三 것융 성이주히 한었고 이틀 

강~"i;H능노애블 우드파용 "였다 다섯째는 *νAλ씨는 극7↑ %의 용생에 그러고 

견시(~I1'J)에는 전쟁 수얘의 도우보 응악융 양용하였다 

조션종욕뿌익 끼~;;애은조선의 옥〉써인 응악교육융 헤릭하지 않았고 오션의 천 

등용악도 가으i 지 앙"，다 그히고 인종쿄응 인쪽갱서 인측훈히}의 영천을 역잉"1 

있n 조션의 민족용융없。 혀 하였t::]-. 융흔일용용얘척하는애국껴인노얘는급가 

3 었고 억-~.에서는 초선에 노얘응 우.ß시 끗아개 하었다 또엔 ;L간의 잔용응。에 

나 전통옹익융 "1'<으효*껴 싸g ι든 노얘는 한콕오 가르치지 않았으며 조션인 

。1 작아한곡도선혀 가르써지 않았다 응 -ι정안등5ζ"'1<겨긍자신의 R이에숫，1 

씨등 영"1'"ι~ 비하하도욕 에애 시인지 지애의 갱양젓r용 양리는대 응 힘융 기용였 

으며， 조선의 션흥 ?이)와 션용 운특 유산용 약야하여 하었나 다흔 잔영으흐는 죠 

션사강음 일용의 용동에 인으오 끌써등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아 잉용시얻l'll ;;끽에 의히여 우피ο~I응악에는서잉냉익은제도켠교옥껴 수 

용-"l~-지안 국약은 악교 교유에서 제의의었다 이러히 영영으，.우g 냐}마사앙웅의 

용악 갱서는 서양용4써 킹히}제 기융어졌다 우아니라 호강기의 응익"멸이 디IW-~ 

영e에서 교용올 받은 용등이 얘~ 이후ι 도 개속 용악껴등 이끌어 잊기 때{è-<개 해 

갱이후에도 강은 상엉이 지옥이었다 

1써 '%'1<' J.A}o}f,-"_l'J ，(씨1써6끽 "'1<) ‘아 



% 용않악때3‘띠 

4 반전 해방후 국립국악원의 설립과 대학 국악교육 

국악보다서양음악써 농응가치응푸여하인 용위717↑ 안전하게 원 제기는국링국 

약원의 성업샤 대학 등(-<<l-.ii!유익 시직}이다 

i신 대 웅웅응악웅 양영하던 갱악연응 영재 강정기에는 @왕직아익}부(쭈u 

’‘’Il W)허면 이응으로유지되었다 해냉이 오고 1918'년 "영 "잉에 아익푸 국영써) 

이 용피아었냐 이후 6 .25호 이루이 오다가 이난 중 '"' 년 m원 "영에 약^'" 

성경 연(ot~Øi) 서우J녕 강용。".얘.， 강악파앙 용찌용{i!.mrun윤 잉명에}연셔 개 

원허「영여} 디R옹 해 1951아 4월 9잉@ 는 조얘원장으호 이수전)""'"을 임명아E 

갱/시녁는 부산시 용극앙옹 구시펴도서강의 욕조 Z흥 진응에서 영우릎 사쉬서양었다 국링 

국약간응 깨원 후 여닌아고 있던 서응 증잉양송즉" 게휴히어 국익씨g용융 하는 한 

영 껴 용.:a-~:i씩을 깨회"3}었다 그리고 1951년 4월애는 국악ιF양경소용 깨스τp피 후 

계자 잉정의 길용영었다 

당시 1950\'!. 10영은 안당 정애가 }’)이 용안한 시갱이있"t. 6영 "양 g캉의 기습 

공칙으호 안안한 갱갱응 ~~까 냥한 예쭈운웅 경영하고 닝쪽으로 영히아 우산 지 

역'-"용겨우유지하.~있언형얻。 었대 λ냉 당샤는내우양을한사기어서 전국이 

~는 나라까 대 녕에도 윤지히고 있응지에 대한 야성닝놓 양 수 없었언 워얘한 .영이 

있다 당시 딴세사강임 직원으호사싹한국협국악원ξ 오늘냥다흔 L 걷!애씨 4껴 

워영얀현} 5ι직으호 성’~~.였다 

1954년옹 장샤흩'(~“;ι 1916- 1s:9잉 얘 의해 우리 cfel끼쩌서 Z 초호 대앙얘서 국 

악교싸융 샤객'" 얘이 다 ，，，，년 덕껑여대 국악피R드 이성깨도 1혔9년 1과하고 양 

았지얀 대학 국악교휴의 효시까되었다 이아 。1혜구(증S ι”는 ''''년에서융때@ 

교응익대며애국악피}을장갱δ}였아 또한 1 ‘0년잉용앤(fU1t 은 서각명예슬얘짝 

에 국익}파블 창성하였으나 III의 종영생을 대고 해새하고 양았아 그러나 서윷어따 

교국악얘R능그후현찌까지 앙응종잉생융깨층'"껴 얘여f 국외~.Ji(.용파우려t벼}국 

악 항전에 크게 기여하었나 

국악아가 영운 극영대찍인 서응대찍쿄에 창성의이 여훈의 예상으요 인성양깨 되 

자 사익의 인삭아 크께 비뀌었다 X긍까지 국약히}연 7 엉 (α10) 0]냐화유계등연 



서잉용 수잉 이 .. 굿이 흐g는 으%의외 영a “ 

상히던 앙시호서는 예안한 층격이었다 이영께 서용애야쿄에 국악':i!Ji등 장잉에는 대 

는 국의얘자 이에구와 ’F옹'f이여 당시 서융대학교 용약대학 학강이었던 앤써영" 

il'I'Il, 1902~1960)의 공이 양았다 

서웅대양쿄에꺼 국악응 성중한사양용1 사이에 선E이아세 야찌 극악샤의 양상은 

크게 인쩨었다 우'" 국악 영주극욕을 깅칙끼 쉬쩌여 갱약W-f"l %연히였고 이 

장작국악용 영주” 국의}안정익한 훈용응 용양‘”개 션깨영}5:!.IOf. 

아영개 국링 강꽉띤이 깨얀하고 얘피H^I 극악융 교응하게 도 자 극-\'1-제는 대양한 

양격인 정장융 이주었t1 2012년 연찌 용궁외 예익R야교용기영ξ K깨에 이루고 

있으내 국꽁영국->j<연주단찌는 %여깨효능어났다 또한 Mσ녕에는 셰껴 유영외 국 

익이?송국”이 개앤하여 2 간 국악용 앙앙야고 있다 

오늘날 한R의 국악계는 잉제강정기 "l-!o1인등이 이깨한 응악으호 i￥상였녕 상 

'if겨 이g찌 효연 영갱낭 앙격인 항천을 싸었니t 이 요두는 ~히 국익에 션안을의 

노혁。 었고 아 경실용 오늘의 애대가 누리고 있τ 것。1약고 생각한냐 

아a한 상양은사섣 정딪인의 민옥주의격 성향。1 은엉양옹준 갓이고또한 ''''' 

녕애 군'.'l혁명으" 정뀐전 악생희 전두용 정~.넥 각악애 대잔 치원이 상당한 영깐 

융 -<;)1J다 。 에 대칙여 양응 사양등이 '1잉격 ’~.;ε에를 내고 있는 것 또한 앙고 있 

다 또한 영￥ 서양응?앤을응 정푸에 대하여 국익에 대한 지원아 파:<;;'i하다」ι 용영 

펴응현상오냐εll.f.고았다 。1러한"l-Qj-;지원정쩍에 대한아영응인촉주의이다 어 

'I~ 전쟁 상엉 'f에샤 국엄국익원을 개원하도ξ 셜욕양 수 있있언 야당 "얀 인족 

주의라고생.한다 

어업재 으강익ν파콩안R등고종업생융이국악션현에'"' 최엉용하었 1 안 이등''') 상 

영은 영약14거 쳐이 .，였4. 198<l년대 고 싼'"깅 교수가 서융사업국악싼연약안 지 

;:þ'.sc 찌잉항 얘의 。 야7 이다 

서융시 산하딩에에 두 깨의 응악 연주안채'f 있었는예 공 서양응악 성포니 요케 

스트각약 극‘!f'강현야단이잉다 그런대 대학윤 니옹 ι~"1."'1 앙양을 B~연 。1등이 서 

우가당았다 신3ε니 요케스트강의 얘우는국악연엔악연".5'.."1 원둥에 농았대 아흩 

외웅여 연안영 교수능 시 응시장용 찾아가서 잉앙융 야었다 



쩌 용d응킥싸잉 

영이'''' 원긍음 에 주1 얘 션잉응 영긍이 객C앤 임히 양!까? 

그O혜 안 외지A 국어 선껑이나 엉야 성생응 강ξ 대R응 E’싸M 

그언에 서*-'1에)는 시양삭 갱포니 오져스으이당왼i 꺼는 원긍응 ""1 주G 극?잉경익안 

왼애씨는입긍용걱케 해 

안인영 쿄수는 샤산"iit::i! 찾。m고 시앙은 준비 3 이 딩e뉴든 영언이야서 ‘~lt응 

재*에시 *'아었다 비서융 을객 옹 일’냄고 시정，)라고 지시를 하개 되었나 그리 

고")표국악딴현악단의 j니우늠사양상포니 g제스드49J-웅1]1성처우릉양깨 되 

었cJ-. 01 '11-게 국”의f파 양익tQl 서우융 경께 얘야 한다는 것이 야으 냉용온아마 아러 

한 성영에는 도우지 안흔올 아 수 있는 여X 가 없었언 ￡양이다 

이후이 전국에 수않응 국공정 판현악단아 생기재 이ncι 인 ; 영운용 얘‘:.01다 

‘i 국응의Q인 서양응아응외한-ilÆ니 요애스트라간았고 i악 단채는 .'능것이 

양아 석느Lγ ‘이영끼 제 나라응~f.~. 흥껴얘도용냐’Po"a]-:는영문흔용가시고용 

。l용아는국의「져의 아*성에사i↑가공강한것이다 다챙스영제도종공기강애서 국 

악양연악&융 운영해 용 경피} 서양익 싱포냐 오케 스드킥냐 강칭안;>f 이교었융 에 

국야강연악단응 시앤튿쇠 t용도가 엌씬 높았니h 띠냐써 국악경연'1얀옹 '"00년" 

이후지방자i 애가설λ1익영서 ,"" 늘 냥마 ，)오영훈혼과영Z애 설용정에 있아 

서도 앙각이 사잉응악윤 잉 설 수 잉었기 때문이다 

5 한국 서양음악 교육계에 흐르는 순수주의 

한극 서양응악 교육걱 초장기는 잉옹애서 교육옹 ε응 훈을아 시 ，하였이 영용 

서잉웅악 교육은 당샤 욕잉의 영영융 양"，다 이어한 영영 얘g에 한국용의~ .)it-유에 

는 1섣 、6져의 엉양융 잉이 앙고 있나 

이국보스f에서 양응하언 f악 l유가 에이슨{lutl>er w11“ng ~1'lSOn， 182&-11;94) 

응 ，'"덩 신 나혀(。αdnnati ‘”써 옹악쿄제를 안등었 h 이객의 옥영 。 인 이응이 

었던 신시나E 에서는 녹일 교재룡 사용응써 응쇠올 가으*는데 에이슨의 교체는 옥 



서양응익수잉。 '!):L""l이흐료능*'F!lI-"I영앓 " 

잊의 "긴"히 호얀((1-trl_n Hdru:ich 에애lι기1ι 1811-1f!9J)이 안는 교과사을 써 

대Sζ 성아 안”든 것이 다… 

.，용 훈.갱 ，.δ)응 써?년 응악 .Ji!.유 싱λ널 인파여 음악취조，~.’(융잊R영m 

.，흘 성 Jt:고 이사S다우지(αi~11二 1851-1917)'끼등 당당완3료 잉영하여 유악 

교용 연구즘 영영케 했다 그는 호스튼{&>SIon)에서 에이슨여 U 서 쿄육을 받았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1잃@년에 에이슨옹 얀l~":정우의 조갱으로 영용으효 건너가 1M' 

년까지 용악해lξ패의 고l사가5'l1l.<1. 이영께 인흔용약교채까 *μ는이 안은교재 

릉 이용하게 되연사 후영 영옹 교lμ↑ 연간에 앙고하었기 얘푼에 후일 인용 응익f 

교얘에는 잉은 흑영 노.~7} 을어17}는 제기가 의었4'써 

일용 응듀L성응에이슨의 옹악교깨등근긴으효 3잉으"악강λ버 안은 r소띠!’카 

갱초연J(，J얘영 .. m‘)응 간앵，)였다 이정깨 안든 교Pμ，로 잊온 전국 학교6 서 

앙71{른가으시게 되었아씨 이후 세껴져?~때천 중 인용이 등영파이얘~I~} 연l"if앙 

에띠악 등안껴의강껴는 더육강어생 4. 이영께 샤셔정 얀날 용악교욕에계는한국 

에 그대호 이석되었나 한국 4기 셔E영양융 녕양성 -1':등이 대덩운 영용얘서 용악 

교육융 'i'!1l;:기 Q에훈이다 

피아노 교욕융 에호 등어보연 피아노 교쩌st flayer, Bru띤m띠Ier， Czemy 

Rωmo 의 작똥응 이용g넉는 전용응 한국에 그대로 이시되었다 한극@악교용제는 

그동아 영 1< 의 아르록{flela flart，。 ‘ 1881-19'l5)파 ;'i!t:}이(Zo]t>ln Codaly 

1882-19671의 인용응악응 기초료 응악 교육 이응응 정국에 '"’하고 이 양연의 쿄 

개를 용야하기도 하었나 그러 ) 0)킥 한국 피아노 교유겨는 증기가재 fumι 

'"샤~，hy. Obn'""', luthcr 'i'iihm"" M=m ιx1 hi> evn!nba_ ι써“@‘jνιm.ι 

"""" Co""='''- " 이 @끼쩍〈썩U，ik<6om '" """", Homb>l<c j ，h"，'Y ι~ 
3써 Uol，-찍이‘아，1>00， 194'. '1<，":11:.'연용긍때앙에샤깨ë，. '''''''1--'니써서엉잉세 ι 
%，(*"--1，새씨 =ι@ 

jη '1->1"언“JlU) ~샌 1M\! 에-'Õ(rrl' 써 λ” 이얹 에있어 얘여생(太새iliWli ‘ .. 아 
후 용쨌에 얻씨。이 ，m냉 티혀 잉얘 "'_ 0)<>1ψ}딩악.:i2{j!/빼tü :a>,}o] 이엉 
다 그는 "";앤 _]3001 ，써잉어 i니β'}n]cij -<l<1l9.{ l/if<l"치 오오즈 센써總= 
ιm양앙쩌 오이써 4뼈아 。Ff ... ""응뺑 m 사%후에는‘t갱I응샤연이 JltJ:l 

".‘ 잉" 요상으."_ i'O우전 시끼도 "나 연온 산녕'1"'.용의 인구jμ " 
l찌 O 후 이 교아시는 정욱융η잉;껴에도 영양응 끼껴 @응 q영 노껴가ID<셔에 .. ‘ 는 게끼7) *1, … 건 긴 !’ ‘￥1-'1"1%0νl서야*).8-깎칙 ι”υ "'직 



η 용잉응익!μ잉 

'ru~ ω 1κ (、킨τ\y， Hannon 외 씩f응 교져g λ}용하요 있다 이하한 옥일응악 

중심의 응악 교쩌는응의녕양시잉L어 서 안세기 웅안에스트생이의 자혀릉 기Cp지하 

고있다 

이에안 양상욕 중그모의 인!~ 유일에 도 영양을 "1치고 : 다 까넘도 응악사영에 

흔히 강갱하‘ 운애용상회Uιe<I. ‘녹잉의 '"ζ야구인7}; 써m 써영-，'갱lπ" 

ι_00‘ffi의 %제 표영각응 씨각 영응교영옥) 운영교영카J 양강교잉걱 그리고 슈 

에르트의 〈응‘"])， ("t%), (이앙생교양곡〉 동응정'""SiC역융망은사링이하연누 

구나 기억적”는 상식이 의고 있다 

요능년 얘부운 사R 진공 종영생의 중엉인주찍는 생애 씩초의 연수.~이지~s;.안 

0 1-"11'1 연주에가 되고인~. 에니칙언그을이 작R힌}응악응‘F우도응으려야지 앙 

고 었기 얘운이q. 

이등이 직녁히R는 슈수용악칙{응은 각F작 전걷~"'I'틀간 안이등는 인종의 특영한 언어 

표 이해외고 있다 이능4 이써한 잭R←융 l입하고 있는 것용 인종의 ‘순수성의 고 

깅 이아끄안영수았다 융이상의 에응 늘어.'! '，'j그논￥정”서는 상당히인갱영는 

대 작옥"에다 그정 ” 윤이싱의 ‘t-~응 프강스나 영극 이당리아 내극으효 건너오 

연그 이응응 。눈 응j껴l응 잉지 영"t. 윤이상의 응악은흩용찬응악인예도용우하 

고 그의 영상은 욕잉파 오스드외아 얀에서 ”껴응고 있아 

잉쩨 ，'"가 흥\:}.llH:: 서"J1-;악응 고상정 o익ι 고 한국 긴동경익흔 와응에 없" 

얘운셰 Dll 한 응*'1아는을융 었다 3이 이혀한생각온흥난피훈안아니라당이 응 

?앤의 ι언써인 인식이었다 이후한극에애 셔양응악의 이얘는지삭인의 영수요 

소이고 국악암 요튿는 것은 너우 영연하아는 생각용 갖게 되었아 

오늘냥숭F 옹악각곡계는 영푸의 칙F흑'H을 쩌야한 &은 각곡7뜯아 연주''''P-ε" 

이해하지 옷히눈 현대응악융 eι셰 l 있다 우려나'*써 서양{'.'악 작곡제는 한찌 

찍어도 약 ;00'영 。γ"의 ν「용 진용 야잉응 쏟아"고 있다 이을융 ""'으호 하는 갱 

연예여를 lι1연 알 수 있듯이 우조영의 인얘응4에 이애연 잉상응 옷하냐 

2이 1야~"，으연서 연01용용 잉에” 영 양하 g는 용，'>히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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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임'01이는 것아 다양해야 짜고 "자 염응 쟁킥h응 g연해는 칙똥용 써야힘에도 

용구;;;~-고 정중이 이해히지 잉아오 까@중이 활.lìß 장에 ι지 u아도 오직 언갱가 자 

션의 *익용 이해핫 샤강흩 키나리고 있마 그러기 얘분에 교옥기얀에 칙갱에랴오 

양응 극소수의 지Fν↑ 이외에는 직F응하기 외E 여 다응 잉용 하거냐 또는 셔듀똥 포 

기하세딩다 

이a 안 얻국셔양e악끽티세의써유켜껴응 앤자는순수주의와냉운4드으-<성명 

하고싶다 이를온 양장시*뜸이이해해주지잉이도을으려는갱중이 엉에도인 

땐가는 내 써양융 。 얘해 주는 세"" 옹 것 응 7I t:l1t~~고 삭뚱 g풍→응 하고 잉1 

써 X 응셔]재도 권하고 잉'" 

앙에서도 한극 현얘 응악 ’F옥찌의 영연융 쇼?꺼R성 바 있다 안F궁에셔 활용싸고 

았는대￥용찍 자곡가등이 적이와오스드피아셔꺼 공부한사장을이다 당연히 이등 

익 응이응 지-717t 용부한 지역의 용역에 응으오 양으호 영향응 앙고 있다 

유녕유악 중애는 영국 이f벼아 스쩌인 퉁4써도 훌용한 응’f기}가 망이 냐왔고 

ξ」응깐응익l도@이 있지ξ} 한戶않악제는 유흑욕일음익에 애정응쏟고있다 이허 

한 양생응 명지는 ~익t .il!.욕제애 써 고 있는 순수주의 라고 당하고 싱다 

6 서양음악계에서 창작 국악올 보는 시각 

다음응 잉우 한국에셔 활용와고 있는 응악인의 갱넥타악계융 δ}녁보는 시킥딸 소 

재연것이다 이 글은글’ 셔에서 영부을인용한것끼기 얘푼에 g쓴。 의 원얘 뜻 

짜는 다으거↑ 해석 앙 수 있는 어지τ 있"1단 정응 원F혀~q， 

여야셔 용이어찍으효 용 예 얘우 "1 국악적인 ‘'Nl";j;시도 긋ι"" 등 에한 직종 혹용 국~에 

얀U의 각*이"‘는 인~'Il'8-셔 용1녁 사응이의 ~I'-t.오 꽁휴이는 i극예m를 9허M끼 

11) 뺑 !신생 갱져자잉에 ‘ .. ’‘ 가1 안정」 ’= 뺑 g 양@ 이깅 갱까8써 회와 선앙j 

"m낭 얘익 예 개잉야얘 7γ씌 얀쥬굿익쩨써 3 죠셔쩨 ‘’온 



7‘ 용~，’@잉 

애써응빼요잉걱인것이싸f특정안역얘산Hh'. 'l!7l-"~기없 ε익아 

융~예 ;ε혀 를 니μ1 우aνt 이하강 낭S/H 는’')"'1 

5삼OK)-，-4애우혀고유의 성원엠 ιF빼 7없우운익씨흐뺑양양 

양옷이e↓h는쟁피에 g니c1-'3J 

개썩 갱에효써진작곡운씩그.a)잔성킥응 'c영딴 성찍지 옷'1! I'!;져빼 

서써 용예음연주양공연정에에 *튿.，잉주응잉에 너우 뛰지 a응 응E의 주익구구4 의 

얘엉얀1 _'iÓ%~1었I 그특용 싹] 냐융 f이엄깅딩것이다'" 

정썩 응갱응 요구，，~ 약은 예시2 를 장언의 .응주 717)- 앤 서구객언 엔썩 궁성 

익등속에 영주.~B는깃S 이이그 g녕아 λ1δ」와 ?ι선응일에 한스티엔을 요영호한저이기 

g양에 그허인 요구호 안앙한 것이 。 년 전웅끽연 극악기느 신9악꺼 용악 g연"""히 

"a]앙쉬써 없 이에얘@째 았이연 3싸'"시를 "1"식으~ ~I-'i't' 것이고다흔 

낀나는 악기을그대ζ 동씨옹의양낙삭기 특성에 야깨 안}는이 내 흔 잉익 것。 아 그영예 

.에어 기영응 디닥는 서상응악가 증신의 연얘 "R7)둥이 *자튿 선익 ! 섯애 미. 켜~삭애 

찌 을~l때까R'만응징자를선‘.~* :j'1-가양용애 '" 이기서 정샤는 j 양그까져가 야니 

아서구식 용악눈'1툴 아g는 W<잊 .'，에 대@ 야생쩌 경운 (증깅끼 과연 익끼 깨'" 

우야 유씨는리응 정종영 •• 얘찌"1<-. 세호운 에허q잉 성정 피갱이써 제기녕 것얀가 아는 

딩운속이서 악기깨애 창씌얘1 선?흩.'영 6써주썩.경호?싸 

잉1'>응 에잉찌;ltrJ-. >“ 

n> 이엉 칭직안의 비갱끼 ‘%에 i얘 째 ←고 .. r.용씨'" 앙생억껴 ,0I)j).7Fé. 
잉 g정핀 r껴잉는뺑징f융쇠안소고 I뺏쩌윤양양염쨌아익찌펴갱앙"， ,’A 
녕굿엮얘쩌셈이?’옥 … … ’앙에썩 그 용@현써 호양논 스생 '.얘 흔아」 써껴8여j여 2<X<>l.1l약 

"' 이영 갱직극애의 이영“%에 얘@ 정맨 .,.'"'. 잉익 히뼈 P흑 
'" 쩌쇠 끽 πS 



서"익.~이응깐잉이흐g능승주우뼈잉응흔 " 

앙극의 대에혀인 액삭은 장객터악응 전통국악걱이어야 한다~ 고정 강녕응 가지 

고 있냐m 튜이 갱악한융갱윤 요구칙R는*은얘샤지& 장언의 여등주기가 아닌 

사구적인반옥격균잉 여퉁 옹옹 호영국의f은갱찍한응~"1 냐오는아흔여샤지 

가 나오언 용원하고 띠음은 장이안응 깐는 것융 권짜고 있는 듯히셔 또한 각익써에서 

야구어지고있는악시개잉의 운쩌에서 대해서도깨우비안까이다 양R익에에서 

는 갱착 국익t~ 전통국악껴쓴 4프껴 써tr~ 자곡가쇠 개성응 냐야써" 우)엠 작용 

아끼 여운애 션웅*는 딩'H 하고 다을 수껴써1 없다 이응 외얘셔는 악기 개양은 

영연석인 것으오 ~!-o1-'등이고 ~;고 이ul~ 악안이 셔 재양악기의 사용응 보연회}외 

고있마 m 

이 긍훌 공공이 잉어보영 이을은 각악응 국악의 순주성융 시껴야 힌，t:tc 생각않 

아밝1 깡고 있응용 양 수 있다 다시 일하연 옹악계의 영부 영S거둡응 강석턱약 

은 굿으'"운 순수생융 시켜야 한다는 순수주의야 영↓t흔의 스!젝트경뜨g 국익않 

아라보고 ~응융 앙 수 잉다 

7 마무리 

한국의 서잉양익씨는 서양응익C~이 흥증한 순수응익에"h':- 순쥬갱에 집삭하고 

있었다 

우"N4에 j염 등어 옹 기종릭 산교λ넉듬응 한국식 생 F률 안응어 보긍하얘 노 

펙"ð"}'lI다 재신1에서도 개영 옥ι %01 한국 전등융악풍의 생가률 양을었는찌 아 

얘 대부훈의 한국영 욕샤등은 이 응이이 정건하지 옷-sl아고 수용융 거결하였다 

。1등은 S 궁에서 응ι~ 유영용의 서양g익;'<>1 기욕교 응익l닝프로걱건야다고갱끽h하 

m 앙앤 r얀%약 윈엉이 서 *1< 극아갱，、 t생킹애 깅각려 그 얘 it%,_ 201;: 강영극 

끽깅 석~*I 시a잉 n짖 ” 이써전 잉 잉/γ순 샘얘의 ’연응 ‘J 얻 이상용윤 퍼'E*"l-아 야 ‘녕신용익이 
어영씨에씨응악。오 잉층에tTI 잉는지에얘f서져얘에 농융，t잉이 애틀등인다응내야선*"1<'1 
갱균션 l' .. *"l!>.."- ，이% 앤5li식。g 가씩 양 예는 수 없。1 쩌 



" 등잉응익뻐잉 

였다 

서양용악응여러 정E릉용히여우혀나혀써 ε이아었다 우리나라사양응악교욕 

에 ，"、 g 영양웅 이친 것은 인용의 삭인갱뀔의 영연년"안흐F센응악교옥정책 

이었다 인옹은 서잉각 윤융융 냉‘'l'l둘이는 것이 근대화의 ? 흥깅이 라는 생각영 가 

지고 있었고 그 생각낼 그얘g 한당 끽연지 교욕에 걱용시컸아 그 경피} 정국응약 

제는 서양용익안 얘우 일딩한 응익에고국약은 '1개한 용악이킥R는 생각이 λ}안을에 

께 !여" 얘라는 안초y} 되었다 

。 재 정F궁은 서제걱 %악개용 얘응까운 내얘.5c 1!~l-5:!.:고 갱중의 숫자도 얘우 

잉이 늘이나고잉4. 그허나 한국의 서Eι응악작FF계는옥일의 현대용악용껴 훈융 

되이 갱중이 이얘하지 옷~~三 수준 농옹 연얘응'0응 객념하고 있에 이등의 순수융 

익〈에 대한정작용 대단""껴 직R7r로서 조생옹악올 작곡하는사용응 작곡가g 대정 

강지 옷'"'}는 7 엔，c응보이고 있마 그얘서 이연싹용링~>는 갱i요다 연수4가 

더 잉았다는 우스갯소a 가 나융 갱도& 정저히제 정중에게 외연 얻고 있다F 그런에 

도아런현상애 대한안성이냐X애의 욕소리는용기 어영마 그에서 대우용의 장용 

이 슷연야 용 용연이 되고 이는 것이 E응 직'"의 &영이다 

깅3↓국의f깨에서는 다양한 끽f-'l- "N가 전깨되고 g 아 이것은 칙곡가， "인의 다 
양한욕구가국악기융용'Õ")써용충의고잊기 얘문이다 여기에 디H"ð'얘 일부서양응 

악아당의 교육을양은사양등은 장죄유익히 보다션용극에해 7연f세 냥아있기를 

U라고 있다 영*는 이 역시 서양용쇠재의 순수갱에 대한 정칙의 디연 요언이삭고 

생각하고싶다 

이걱한 순수주의와 영용용응 자갯 장옷"Õr연 ~예 논려g 흐르기 성4. 한극응 

냐.의 규.ov↑ 비교식 직'"서 요두 정F궁이를 쓰고 있고 〈안응이g보 얘찌 로 소용에 

고 있다 이러한 경이 자연스에 t영주의 순수주의 인쪽주의을 낭았고 정치기등은 

이블걱견'1 용용한야있다 。1제 잉으호다끼올"세'1는융합까소용이이농중 

요한 영께흩 인l 있다 우리는 우리 인족끼리 소용-'8R는 것j끼t'ρ꺼안07}7 오 다흔 나 

라 사캉싹도 ~용하여 샤 한"!-. 응악 역사 아잔가지이마 꺼 나인 운수주의와 영훈 

온옹 X댄윤 스스로 웅티리에 가두어 응 수 있다는 정에 유의히d샤 앙 것으호 생 



영앙」 수잉 。n굿에 양 -의.，옳 η 

각찬다 

잉으cè 다개용 '" 기의 한극응익깨는 운수주의와 영 i주의등 、j어 융강파 소홍 

응 동，>여 새효， 융약"' 갱층에야 한다는 영세응 't]-Jl 있다 

BI.:o!ξ앤 

길진 경 '1m 511 .. " 층효서'1， 1>00. 

，ι잉 뭇견잉는객응 징e응써Il!"，고h ‘~， 흑으잉에시깅최영 ，=ι때뺑생생% 

m고와잉망/ • g 

，，.외 t용이 rn시했 수용J 응뼈 = 
!‘@ ’쐐 그 둔*에 g여뜸 스깅드~，. r，등익i!l1l!lI" k‘씨l짧잉 = 
잉，.， 잉응은대앙셰I 'H@" '~μ 이서~'<I의수용1 엽씨= 

o~_ ，뼈 8엠적 "'"' 얘 g잉3 논2" '뺏 “-,. ~영야여 g ‘ 
잉랙 ’뼈응잊린비인 11). '용얘흔j 녕잉육을익gε，'It‘ L생 

DI'.I>j. '않잉흑융야 j 인때뼈= 

• r쨌 O얘""뼈 2012. 

~'~:;g'악""" ，티연국약앙의 f생q. ilI'{국앙 ::J \'jOf ~릉↓ 20'~ 옥g행극액 

혀의 1효.1iJ， 2012 

ξH'ï'. '!fi:'↓:의.'떼어，" 오늘L 팽"1'15"... !.~등에J예 ↑~， 

죠혀 없'~까 징혀잉의야셔 '00' 

잉여ξ 1땅의 뼈 " 잉 찌 ι냉 ，~갱펜 ‘엔""직뺑 회뼈없". 1ro41ö 

도뼈애써tl%'l"i :<1"';:;1, "!:PR익찌잭애 3악엠빼 ↑영ι 

성잉ι 초"낀국 3땐깅외상，~인구」 용'"악꾀셔 뺀 ，~ 

g징수 1쨌잉 고a 수용 윈1" t~잉 씬1 양"생 % 

• ，~에 잊쩌 샤겐 F응끼 씨 r장뾰 쌍1신l해익 ,m 

1kCotatht. 0SbC0Jne. WII>lr ~ ~ end끼‘~ to ~ tJ Ihs SChOOIS of Ifræ 

~ ~iSOO T)pCSCtI이&어여0CIX<lS " ~ l-lCrrb3J<.e L.IJrniy. lIC<>m깅띠 

U이_.-π @ 

r쨌，.，띠"쩍 

m 일싱 ...... , 194띤↑V잉낀잉 

짜얘.'1!..， '9↑갱↑애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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