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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ree axes of reception of western musIC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early reception p=ss of modern Western music 

based on church music. This article examioes Ihe e~perimem process for 

enculturnrion and creation through the acquisition process and imitalion of the 

Western nrnsic among various phenometla Ihal appeared in the reception prOCeSS 

of Western music. 1he writer anempts to investigate the reception process of 

WeSlem nrusic ainled a! the public ramer Than hiSlorical and theoretical meanings, 

and based on the fields that practical nrusic was received, 

l) Three axes of re<:ep!ion of western music 

The writer considers the a.~es of the process that modem West<rn music was 

received to The public as three axes of churclt music, popular music, and music 

educaTion in scbools. Looking a! tl!e characteristics of three axes, in te""" of 

targets. mu.'cic education in sehool' i, an axis spn;ading Wes1CTIl music aimed at 

young .1udents, and popular music (called populo< C1JaJlg-Ga, and popular songs 

at that time) is an axis ,preading Western music ai"",d at adults, particularly early 

and middle-aged In C()mparison, ch"",h music, Hymn, is on axis spreading 



Western music aimed at children and adults. and tlle young and the elderly, though 

it ,= limited to Christians. That is, tl!e axis is an axis with the broadc>.t rC<:Cption 

"""' In I<:rmS of the spreading period, music education in schools was staned with 

the reorganization of modern education system in 1906, and popular music began 

to become popular due to the popularized dlSSemimrtion of the phonograph and 

records in the 1920's. In comparioon, church music began to be propagated as the 

spread of Cluistianity be<;ame active after H.G. Underwood and I1.G. Appenzeller 

entered the countIy as on official mi~'ionary in 1885. 

Examining three a= in terms of the publication of song books, in church 

music, die first hynmbook of the lyrics version, 'X;hanmiga" wa< published in 

1892, and the first hymnbook of fuur-voice "",Ies ""rsion, "CIlanyangga" was 

published in 1894. Among them, "Chanyangga" is Korea's first printed music 

version song book in historical materials fOllI1d so far. Tha! is, llI1til 1910, song 

books tllill could instruct Western music 10 the public were ollly hymllbooks. We 

can easily figure our the influence of h)-TIl,," on the puhlic. As there was ""ry 

littlc in pJa= that people could learn Western m",ic in the early 20th century 

except school" churches were tlle only place that people of all social stratum 

could learn and sing Western music. MOtW\Icr, as Aegukka-r;.pe ChangV and 

enlightenment movement songs tllat were composed and wng by Korean at that 

time, were 'Changing tl!e lyrics of the ~<>(Kontrafactum)' based On the melody 

of hymns, non·Christians aloo experienced Western music through them. Bel"on: 

the 1920', !hal Westcrn-style popular songs was prevalent, hynms symbolized 

Western music to the public as well a, (0 Christians. 



2 The acquisition process of western 
church music 

This Chapter investigates what problems came up as Koreans ~cquired Westen! 

music in the fields, and how to o,'crcomc the problems. The largest problem that 

appeared in Koreans' acquisition process of Western music was the problem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Western scales. Direclly, that was tlIC problem 

cau<cd by the difference between a pentatonic scale and a seven_note scale. 

1) The reception of korean traditional melody into hymns 

lis Koroan Christians in the beginning of the protestant rn;s<ion to Korea were 

nol ,ccuslomed 10 Wesrem-;<;tyle music, they could not "ing hymns as sho"" in 

sco=. Missionaries recognized the need of Kon:an lnIdilional melody that 

Koreans could sing more easily than Western melody tbat they sang poorly, and 

allowed them to ""I cn:aled lyrics to Korean trnditional melody e,cept existing 

hYIllru; and to sing them. Pmk. Wha_bok's <GetllSemane>, which was pros<:ntcd 

in 1919, had created lyrics with 10 verses. which ,Wt, set to Korean traditional 

folk-song, <Bakyeon Watemllo.. Rev. Kil. Sun-lu set =led lyrics <Chupoong

,ucl:cumga>, ",ruch was presented in 1912. to Kon:an traditional music, 

<Chungbooksoosimga> and had Korean OrristilUlS to sing i~ and loS. Gale set 

Mattbew. 6; 26-34 to the melody of <YfIIl£sando Taryung> and sallg it before 

and after 1910. 

2) The experiment for the incultUlalion of western hymns 

Paul L. Grove was a missionmy who was shocked to h..,- Western hymns that 

Koreans changed arbitrarily and sang Western hymns, After 3years, Grove'. 



musical judgmern about Koreans was changed, because he recognized the 

difference of s!)'le bem'et1l Western music and Korean /IUlSic. That is, Grove 

found a difference between Western hymns based 0/1 a seven-oote scale and 

Korean tll!ditional music based on a pentatonic scale aller liglCl1ing to <Auld 

La\lg Sy"e> that Koreans sang, and arb'UCd KOTWIl hym'" had to be ~ 

of a pentatonic scale so that Koreans could sing easily and accurately. 

He actuaUy anempted the presentation of new intervaIs about previous hymns 

in the fixcd patterns so that Korean congregation could sing well yet never lost 

the ch(tJllclCriS(ics of lhe original songs. That is. be modified melC>dy from a 

""",n·not. scale i/l previous hymn. to a pentatonic scaJ~ without $CIIIitonc, and 

Imnnonized accordiIlgiy. Moreover, he barmoni>ed <Sailor's song> and < Buddh

i.t music>, Mticb were Korean tll!ditionJI music, and also composed new hymns 

using a pentatonic scale, Easrern. scale. 

3. Koreans' efforts for creation 

1) Experimenl~ for the m<x1emization of lraditional music 

AS Western music was rcreivcd and spread, Korean l1aditional music began to 

be isolated. Goo, Wang-som who was • member of Presbyterian byrrm publication 

committee in the 1930's criticized that the re<:epti0/l of Western music was spread 

v.rongly at thill lime, and thereby Korean traditional music declined. He attempted 

to analyze the sirualioru; and problems of Korean drurch music then. based on 

historical perspective, and to find the solutions in Koremish church music. 

Goo, Waug·sarn "'1'Ued that music embodied nationali!)', and critici?Cd implan

ting Korean traditional music into Western music. He argued that as Korean 

traditional music had characreristics in its O'MI way, its O'MI characteristics had 



to be developed, not the methods of Western music, and he empha.'ized that the 

development of mu.'lical notation system>;, the modification of traditional rhythm. 

the refonn of traditional musical instnunel1ts, and the change of composition style 

were needed fur Korean m"..ic. 

2} C..ondusion 

Mi"";onaries made an effort to make h)'1llllS using Korean traditiOllal and 

Buddhist rrdody for Koreans whO had trouble in receiving westcrn hymlls althe 

beginning of the receptiOIl of Western mo.,ic. Moreover, missionaries created 

hymns using Korean traditional scale. It was lIIl effort for the enculturation of 

western music by using our traditional music and suiting our acrual circums

tances. The fact that J'lr1S of various appro:1chcs, which have boon discussed i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Koran music theory, national music thc'Ol)', Korean 

trnditiooal praise, improving Korean traditional musical msttum<.:nl<, and tlJe 

p=nl orientation of InIditional music since lile 19&0s, were attempted and 

presented by mission",ies and Koreans then has a hi,torieal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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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음악 수용의 한 축으로서의 
교회읍악 

〈사에 

] ιp꿇악 수용의 }대 응 
2 서양 교꾀옹악각 융득.~l얘 

3 한국앤 'lf3'o를 외. 노썩 

1 서양음악 수용의 3대 축 

웅욕8새· 

용 긍온 근대 서양응익}의 초기 수용J생어 서 냐t싸 여이 현상 중 표펴응악응 i:

싱으호 사양응액의 습득찍}경파 오양융 거쳐 토착뻐약 칭조등 외한 시오피냉응 상앤 

규이t:~， 굉'，，1-'는 용 글올 연구양애 있어 에건때 이규경(주3:<J:I， 1788 η의 r오주연문 

장친산고“.써에::t&'lilrlllõ ， lllyH 83S 에 서양응악에흔아 소깨S었다는퉁펙 역샤 

걱 。18역 익이보.~三 영안 얘증응 대앙으로 서양용익셔 수양전 현장애서 나티앤 

현상응 연구대상으호 셔끽 하였다 

’‘g#얘야 



i않익 9용의강 ~~j21 ;;;l떻 " 

u 서양옹악 수용의 3대 측 

영자는 e대 사양응9에 야한 대응셰씨 수용원 파정의 축윤 교껴응 악 대중융 

야 i↑쿄유잉교유의，. ‘으」응용다 3대육의성격융상펴보언 언저 "μ\I-~연얘 

서 학교응익교유은 어연 약f생응 대상으~ λ”양응악응 전아한축9ι1 이 증응.~-K'i!"시 

에는 유"ll%:가"1 용앵가라고 용었다)는 .>J~ 특히 í'넌."1 중년융 대상으로 전여한 

욱。다 이에이해교회응의씌강송7인H_l는야&수기옥교언에쟁정도있2 안 어 

안 에추더 성 까지 초년쑤다 ~'d。까지대상으g 애양응익임써야얀측이다 올 

자앙용영위안수양층응 ?쩌던싹아4 

전. 사기 측연에서 학교응악피"뜨 l%년 E얘시 교유에도표 재연되연서 시 

'J냐S악 교욕아 A껴깅 었고 대증응악응 ”‘ 년대 즉응끼아 에표를의 내중써 보급으 

ζ 대중파씨기 사각'1였다 이에 "1해 교회음악f응 18B5년에 언너우드떠 G 
UκIejW(lO(j， 1859-1916 와 。앤생에 H,G, App::nzdler, 1~잊←1<;Xl2)가공서꺼인 선 

교사i 입놔한후~~\간대응이 대안기히교의 저iν} 용기응 "I 'i!서 씬ι'，1기 시아 

얘Il 

’대측의 노얘i에출아흑연에서 상켜보.，교피음악응 l히 2년에 최호의 깐송7냉 

얀 r‘)이가'J(Seoul' 'Ine Kc띠 Missiα1 of 'lhe 씨l1<XιSl E까@이찌 o,urd{) 가사 

연이 증간의11J，:>!， 1잉4년에 L 최초의 ‘2녕 F 악 기딴 강*，냉얀 r치양시，(정성 。씨수 

영쿄이딩)가올간의@나 이중 r깐지J카i는현찌 헬긍녕사효중 한F궁 최초의 익)，"딴 

노얘쩍이다 

1910년까지 여}교 교재용 앙가1하응 깨외하연 약성싼 노얘책은 시의 었었ll， 깅교 

교，양 창가애5υ) 찬국 저~-*l 것이 1910년에 중간잉 악f추(용.， 영잔의 r보웅교유 

양?매 j，f;äit!t1ìIl，!，~Jt)J (한국갱 걷 인쇄욱)이었으냐 꺼의가 lm녕 일용에서 안강원 

r소악상개小용'~õ!I:)J의 픽훈냥 껴껴야었디k 

" 장기d …” 이잉애 %써 수생 하서 얘 노얘야 ~J'- ‘”잉생 응으노응아잉 
기뺑우g써사원의예썩시g이노앤 얘E요갱이안악인깅.， ，앙국갱끼} 
이 씩아와 애씨‘(總% 에~'i'~ 1m), j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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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중응익F써 노깨에이 총간되기 시작센 것옹 '""년대。 에 'W>년이 튿ι써 노 

얘X액의 종간이 앙R히겼다 1913닝 I유앵소7 띔 (JW.시Hõ!;o!Il)JÓ] 양쟁의연서 대중용 

악응 유앵쇼α} 유앵각가 흥~상~， 유영장가 유행가 등으호 용E 재 의잉I 

"'W년대 r죠성욕요정" μri>ô$JIi)J ， r.신유영갱 냉J 풍아 종건의엉다 

긍 1910'3끼이 인안?긴에 세 ιfιι응악융 일히증 노t 혀은 간<t9r<'1 밖에 잉었다 

안용가서은 19IO년까지 g로교 강리묘 동 각 교피뜸 흙에 찌여권이나 층강5 었 

그C!，'l 1908년에 M씬 r찬송가，(정생 ει정에수교서펴)는 1908\:!-1까'1 19 ’0년끼지 

"년간 8연 ~얀4천’액우가 발생되었다씨 일안언에 대얀 ')!송가의 영양융 가히 

갱씌얘}쥬 았다 

근대 흐기 서양음악ε 매응 수 ~τ 콧야 j아.~ 의어 는 거의 없었언 "니윤때 7 교회 

는오든λl피 제용"' 서양응~.윤 악히고 부음 f 있는 유인한 *"1었다 "얀 아니 

랴 당샤 ~국얀에 의뼈 석λlε벼 용연 애국2댐의 칭가3이 제용f용노해는 찬송:;~ 

의 옥조깨 j노얘기ι~~i-'찍우으7↑α -~ι) 룡 5띄표서 닝1기g교인도 。응 .~.tl 

여 서양용익“놓 집하게 뇌덩.4. 며아서 찬숭"는 서양응약"' 대중 학으3' 보공사키 

는에 시대한 역앙응 하였다 제l씨예 "'~인인 깅형준(io"，~， 181δ→)01 산총'7l가 

서양8악보급에 숭요한 역횡응 "었q고 갱.전 M'년 언ε"'f--의 얘당온” 그가 근 

대 역 }혀현장에시 서양응익의 수용피정용 옹용으호정었연안율이었얘는정에서 

의미있는 진응”이기도하나 서양양직의 대중'7~요가영려 i 친 1920년예 。 션 찬냥 

기H든 ? 옥쿄안똥 아니라 인안 대중 깨 서양응야ε 상갱-S'R늠 것이었다 

잉 생 r앙 양*，1 HX ι써융 에응응'<l~I， 2(02), 7어썼 
씨 B.D. A… 셔1F. r 'l!1영'7hPJ성 조ò-ll4'r-"'"η 혀 j씨쩌 
”해조기에응용쳐영낀지의생얘에호투히잉빡애긍경?얘 잉，댄 앙한다 옥영산띤 

즉%‘해외행수온뼈아 

‘) ’'"잉f써 강071. ’뺑 ]애 11~ n써 



A영각수g의낀{엉잉~，약 " 

2 서양 교회음악의 습득과정 

용 장에서는 한국인등이 현장에서 서"J，Or~용 습득하언셔 어언 푼셔가 강/잉하였 

I 그컷융 이영제 극용쩌 니치는지 상여보고자 한다 한당인이 서양응야의 융득" 

갱에서 앙생한 기}장흔훈제는우E 의 응세계와서?。이의 응켜재의 사이호인연운세 

였다 안써￡표 ? i얘 ，，~응쩌야 ?옹융계의 "개효 강생한 g 에었" 

), 힌「국전용곡조의 간송가표의 수용 
션교 초키 한궁 표인능응 서양용악양삭저 익숙지 앙아찬송7 용 익보애호 우으시 

옷하었다 양시 선교사는 그틀은 양? 갱얘 있는 오든 찬양덤 부를수가 있습니 

다 그러나 이 찬용j투융 ~.두 다 전 곡조효 F융L다히여}고 기흑하고 있다 즉 

‘한 등조’.는 것옹 다양전 서양얀옹기블 한3강전용응야식으표 고깨 푸으는 것옹 의 

이아였다 ι싸션교 에에는한국션용용싹이 전부한옥ε꺼 § 를렀딩것 강j나 

。1러한현상때g애 선고λ뜯은한쥬쿄받{깨 엽이 아닌 U녕으호~어 우를 갯응 

주용히기도영다끼 

선교 뜯은 서후르7~ 4.드는 서양곡‘보다는 섬깨 우를 수 있는 한국션용옥조의 

영요성융 인식「하재 되1 9.1.3l. 갱작기""늘 ? 존 찬송가 의에 영국전‘H조에 용여 F르 

는 것응 허용하었4."' 1919녕애 망효원 악화륙{UljI:!oii 의 〈갯새이에〉는 '"껴호 딩 

갱빙þ)사ζ 한국ξl흥딩요언 〈악연혹쪼〉에 응여겼냐” 

6) J. I<. κ_， V;"_likln= (DaJh;'N>sffi이1<1<=， 1씨 p. 219 
”씨'" Snook. 、tu.，;"，) ,nonuction". = Mfuwn“~ GNJrd! in 1.1><:/1.쩌<< 

~-’~-ιιιyδ p , 56. 
ro 갱이 r그깅스오션<1:，. 1<;<)\아 얘 l~→↓ 찌% 세"효 
" 킷셰써 ’기삭상.~ 이^'녕쐐 1써 야유익연견여양 Uψ，，'잊시 써 기요3 이 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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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쩨세 

깅션주 (jξ'1)"'， 1869• 1935) 유 F는 ]이2년애 인tJt정 장삭가애 〈주용석‘가)(:tl:li 

‘’~!I! 를 "t~，깐"'g"，~.익엔 (갱카순싱까)에 맞주에 우으개 <)연JlH이 선교사 찌잉 

(I,S. Gale. 1863• 1937 옹 1910년산후아에*i:.6-장 X←.~경응 〈앙}도다킹〉 곡ε 

에용이없다'" 

2) Ài"J:찬송가의 한벼 사도 

션아 二L.~(p띠 , ，썼)도 한국인이 학 서。앓가용 응고 증격응 방 

용 인용이g다 그는 디응과 강이 펴고한 아 있다 ‘니능 한극여 서 의 처응 앗는 주 

역날 서;이 Jpι 른교회이，，) 수씩영의 갱도둥이 'Ring d‘ Ilclb 이Hcavcn'용작 

곡진 영호디와 성관엉이 자가 0'씌’1껴포 소리시르익 노깨!ð'뉴슨 것용 등였융 때의 충 

격융 잊용 수가 었다 그껴온 흥마g운 것이 아냐 야 냐를 슬프거1 히>c 새g운 경영 

。었다 ‘증ξ” 이첫경영옹 q익 ι든응악칙강각응요영사웠고，힌국인은회 

앙없는 비응악식이강 경용이 대B↓져나 그로 F터 3년이 치난 지음 그얘의 고응응 

여전Sl-1.-~그융의 응약생에용견잉나이초7 의 원띤응.히었t:~ "1잉 

]이 쥬용서~)r. '예김jι 1912녕 ]얘~써1애1;'. 

ll) 2M, '연용갱 @효 ){1!\94-1mM# 잉용얘 19951, 1%---98>;<, 
j 잉P.L. c""-", -Adcqu=‘깨g Jho1c,., "'" K""" ,_100 I'leÆMpril 써‘，). Vol. Xl. J0.‘ ’ 110. 



서%의 수영 Ð ，"<.<:>..iJ서의 ""응익 ” 

3년 F 션 F↑사 그호프의 한F궁인에 대한 융악적 'i1\M- 앤i깨 안응 것욕 그가 서 

양응악>'1 ~국양악의 양삭걱 ;;:j<> l 의 인식。 었다 ‘그런 영아 후 나능 이띤 시검올 

앙견었는데 그’은 한국인이 이연 iι얘는 장푸르고 어언 노e 그보통으iζ 이연 

것응아주영여엉이 부흔"'는것。 다 나는그튿올가르치는용안씨진갱한이유흩 

깨단지 옷하~ 께차 강응 '1이용 앙견하였다 그 아유는 악자>，<등도 아니었 

다 그에년 이느냥 우연히 한R인이 흥하나없이 잉벅찬애호디을 F르는것응 

을었아 그ι것응비재 영갱난충격이있다 그노얘는 시써 Lang S}'!\e 의 옥조였다 

대꺼 그영재 깅，..용준노래는일껴이 을어옹쩍이 없었다 아사살응자세히 운석 

얘요고 나R느 이 노패에 안응。1 fill나는 것응 앙아냈다 η” 즉 그오브는 한F추긴에 추 

드:.:: <^u이"ι'g ~'yne)양“ 등고 ?옵읍껴 에 기~한 서양ξ*가야 5용용껴 에 기초 

한 딴국견용 용의f파의 ’}이를 앙경~l게 되었고L 한국인이 7응응계에 기초한 A-J 6J:얀 

옹9tl응 께엇대호 부르는 왼!'<1"1 응 g 에 있응융 이해응께 징 것。1[1 

J.."ill는 얻욱언용응악 체예를 연구한 경과 서양융제는 7，'ì:。 고 용잉응껴는 8응 

앤。 께 웅양*계에서 생약F깅 우응용 서양응께에서 '1t-，~정으호 얀총가!설기 왜곡 

의 원인이 윈디t 것융 ’}견하다 니늠 ι~I응에게 노얘릉 가으칙 애 한응이 없는 

노껴융 션쩍었고 이언 i 노잉영아 더* 효파꺼이킥F는 사성응 앙재 외잉다 그g 고 

웅서양의 윤액의 기준응응 비요해보게 의었다 후사는 7응응겨이 고 전"}e 5응용제 

파는것*。 나 즉시양응져에서 안음으호잉 두용.1 잉냐는것이 노허장얘의 원 

인。 었" 그여써 컨닥F긴등응 시양응셰익 옥응 노얘 우릉 에 옹을 요혀거나 얘g 거 

나 i‘}ε 〈등셔오 우중용설치깨 노ell"9l'l 그능응 이 바용 *1를을어사는 알지 옷 

하i 우영끼 잔옷에었거나 단끼 다흐다라고얀 느낀 룬아었다η” 

그흐브는한국인이 ?용옹계의사잉찬송'1융부용 Q에 5，~，‘’깨져경교요히고쳐 쑤 

듣는 。 유륭 파익엠것이마 그e 고r “ι송'1융 항똥쭈르는 '"'인를용 비냥해서 

τ 안 g다 왜냐5 연 그등온 U 낭안용 잉용 하지 ""기 때운이다 ~.응t 우g가 

]이외의 4， p. 110, 
l시 (Auld I… S써익 곡조는 ’융계오 싱 스요등@으 딴얘 
15) "), C",,", 앙의 tιp， 11α 



용잉8잉얘i잉 ", 
?용용 듣는곳에서 오객 5응을 능융 둥역을 .고 난 것!ojq. "'6) <1:고 영아고 언F국산 

총가는 영융계E 원 것이이야 전국인아 정끄 갱악하게 푸를 수 "응융 주장'4. 

그는 언제 기존 찬용-7]-'를 원곡의 성격융 잉。 버 리지 ?l~으\'!.서 영욱의 잉안회중능 

이 !요 운용 수 있도록 영갱한 형식 안에서 셰ξ운 응성을의 저 시 융 시도잊4. 즉 7 
응응체의 기존 잔'*，나을 안응응 엉l!! S응응겨효 션융융 수정하고， 그에 잊개 회얘응 

용겼다 1η 이러한 시오에 예얘 당시 션고씨와 갱07]-1등 'f으끼 는 션생닝아나 찬양 인 

도지융은 농개 I영개"31였다pβ) 

〈익f보 "아 ，.보 "은 그호브가 산l-i'카 〈상애를 잔용흥〉융 7-%-il끼 옥스에서 

"양8에 곡.c&연곡한것이다 이 곡ε 지긍도용려지고 았는 찬승가 〈앙으측의 근원 

하나님)으ζ 펴I-"'Jj조 안응이 응정과 회F영씨 수정녕 곳이다 

‘ “→F퍼jj날士편룹료 
，，~，，'.-\I 끼， ι* ~ ~ ~이 

’ 1;/ ’ fζ;=펀표 
1
L
E己g 

션 :’ ” ’ g 
산 4 ‘” 

(영"씬영양의원 

l이에외"1， p, 110 

17) &181, "Book" 얘 ~ ‘에 ,00 .잉 -~ ’~RlJ(;경생 조a 이야씨 l’에 
G."-. "_k 끼...-' 'B。야 a νγ;gs "" ν이 ‘닝 이g 。α‘""，，'， 'l'he K= ιx 

，.쩌 191Ô1 써X1， N“ p … 
1에 i 의>J1. p, ll9. 



야$며 9용잉 인 4썰시의 E영약 … 

)현올 -- • 
” 「

」』늘출쉽 

, , i 이 씨 ι ‘ 1 

• c.=4 

a‘ t -- 仁了“, • η 1 어 , 이 ” - - ’ -- t ’ 

‘ -
‘ · r 

‘ ‘ ’ . " ’ ’ ’ ; -- 「-「 • 

(업아 댐잉.，의S응잉인극 

그호브는 한1전용융악인 〈옛노래〉에 화성응 옹이고 “끽자의 네 아디 건’ 외 

의I'i'<야~)구오로 연곡.，껴 서양얀'.가처영 각을 수 있끼 사도하있다 끼 

19) ~I의 "I.j~-



." 종~.익서 i잉 

(업‘)~앵씨 3은이 

에어드얘 Mru,,, ι Adams& 어 ，.，‘ -191rl)는 용-jJ(1~-악 션융에 이얘용 흘아 

~ ν'2"};자의 구조~ 연핀 뻐 서양찬송/ 서영 훈을 수 있세 하.'다2이 가 P어 서 

(얻녕 깅 상서5지)의 우씨 놓쭈가의 가사를 그얘 ; 써 넣 프 것으~ζ 안지 곡i원 아 

니각 "‘P에셔도 한국갱영〈의 것용 잉으어는 노혁이 엿".안냐 

'" 잉여 셰 W4. 



ι 잉g익수잉생으증시의"'-'Ig'>t 103 

0의성，，.빼'"" 

。1 곡e 션꾀 }등의 영용갱'''1 '<1 11，.， K.αa ιιs>lon F:ν~d 1915년 ‘영호얘 에이드 

d씨에 의찌서 소개 q 았으에 안긍 *f즘 영어오 앤역해 농'715ê. 하였다 용이호운 

깃은 〈영인잉 양"지)릉 ~q 그1에ζ <Ull, lull. lUι s지<，ι chi> S' • .R기하g애씨 

선고"f 그~i;ill는 7，~~;게아 서양친송?녕부르ul 어여워iil-E 한작인 선、녁읍위해 

‘f깨 우흩 수 있는 찬송7업 ~킥에었는데 용잉응예인 S，ß.냉게도 죄곽씨었다 :이 

III w,‘1lllinl, "A Korem Fom\ i\ooi η--ι-"써1915)， VoJ, X1. No. ι p，1I7 

‘이 앤이 잉익 *‘ IH갱 



띠4 용잉응잉W잉 

〈업 .. 응강~ t.i'I>M3생 _d얘 

잉 서양 융격 구조익 <R화 시도 

한연엉묵인이 1。악걱으호서잉진송기에 익숙얘져도운처가 항생하었는예 찬송 

가의 잉썩어 언역7사약 샤ιι욕조의 경영시 나타나는 강익찍 지이 용재였다 즉 

영어약한극어 서양응!’파 *극어의 용석 구초의 지이에서 오는것이었다 한국 

어는왕FJ;λ ::B.1I1l. E 아 t fo"')의 강9’격(ll!ñ~， uuçh.ic 인대 인쳐i， 서잉갱송"J 

는 약07J;걱(ij;jo;Ití!. iambic)이기애 헌영하연 응아의 깃R찍 기사이 강익에 잊치하시 

양았다 

선교써는 한국어 의 리응이 갯 응갱에 엑잉Lξ융 7댄 강~격의 t올4J 액생트가 

없는응경호원 "-W'객;.1:=t훤씬업냐는것올't.~::;:r/씨 약강칙융격의 서양산종'J 

와 언역*J의 융획응 잊추끼 위해 앵아다 첫 꺼리에 한 응정의 단이응 놓'<11큐었 

다l‘) 이앙영온현채도서양언역노얘의 융격응 한국어와 맞추끼히한앙영으흐사 

23) F,S. ，씨 '1CUly """"'" ，뼈 "",-, The KD= ι '" Flcl (~， 쩌 써 Xλ” 
‘ 9. Pf'. 18')용<Mκ E이it<I. 'jl;e ‘~Soog ιIι -，δa …s ’ ‘ :1 (r.wdl, 
'"이 ν"'. X, No .3. p.δ〉

'^) •. $ 씨애이E!.1>. l\>). 



서"악수용의연 4썽의:L!OIß약 •” 

용야L요있다 

3 한국인의 창조를 위한 노력 

7티교가 갱각의연꺼 한딛 ~인을6 우리의 갱서를 얀냥가오 !’으고 상었다 그 

것응 한국인에 의해 ，;.샤 각F깅 찬송가야 을현융 야}익눈 것이었다 그허나 꺼양 

응걷1、융 쩌깨 획 으~ .)i!-유받응 지 } 없언 샤7]"]71"ι "ι”훈 장직~νE 그것응 "증 

서잉콩*가 앙조에 건영히앤 우E능 것에 안측야~I;}. 그영에g 장사 가‘f에 의한 

친셔응"샤를보능한극인의 λ 각흔 Ä}'lfA~↑，~ 것이엉" 당시 기옥iι에 신용듣‘온 영국 

인이 잉사한강용*에대한자우심옹 기낼 것썩 C"l인 강가 인!4p)-';응애창한 깃응 

보~‘ε하였다 2기 그 어나찌1세대 앙악인인 경인석(쇼仁 i • 885-V‘0>1 동아 찬i'-7H1-

작으응하였으냐 공얀강 .. '냉어 는 수용J서지 옷τ여 년리 잉여X 지 옷하었C↓ 

1) 션통읍악의 연대최 시도 

서양융악 수용후 녕여 서샤의연셔 한국전용응’κ]jι잉되기 시작었다 1잉0년얘 

장호교의 찬송가 연견뀌원 었던 구왕소!í.J'H，三)용 당샤 서‘9얀악 수공이 그릇'1게 

션약'''1.:;1，그S 인얘 한국정g옵악에 J:l*l~자고에영하였다씨 」는당시 한극 

교회응익비 상징i 응에응 역시격 인식에 '1초에애 용석하고 그 애정정응 얻국혀 

교피음악으료 @으려 하g다 

우왕장은 응악옹 얀속성을 냥」 었다1 주장하연서 H져웅융각h응 시잉음악에 

이석<;]-1는 것용 δ1연아였다m 그는 한딪션용웅악ξ 그 니녕대오의 득갱이 잉기 얘 

용4에 서양옹악야 잉영이 아닌 고유의 특갱을 양전시친 것융 주9야}었고 。 를 위해 

, S) ，갱이7)" '.j썽이양~)~~ 냉7년 3잉 "야 ‘1잉 샤，~ 

'" 구싹 "çll용써 "μ '. L r기혀9~ ， \뺏 "원 "엔지 

‘" 구앙ι '--‘’ 인a잉생 " '2'-써일ι ”킹1녕 " 1얘가 



"써 용。응킥얘μg 

서는낀국응악융위한기보영의재암 전용{;-i-('lfft)의 수영 전용 ~，의 7J1.:ξ 싹 

흑 영간의 재연 (~!/;1) 둥이 영요하다고 주장하었다2ψ 

이러연주강g 얘m닝째 이후국악재에셔 논의띄 i 요고 국업국악원용중~-으포 

성형응한니냉이기도하다 그연대이미%이년녕 1930'녕내 이e:N:!-주장응깨기었 

C믿 4>l]7j.농강기안r~l다 '''''넌때 이후 한국응악흔 얀속녁응야응 용으_\l. <-il연되는 

한극전용응끽F의 현재화갱성이 서양응악수용초기인근얘기에 ;느잉S 고 R 었던 것 

이다 

깅마치연서 

서양음악 수용 초기 션쿄시R등은 λ，.맛F용'7}c의 수용에 어e 응응 격τ 한국인응 위 

히껴 연딪갱중극죠와 용교의 극조 응용샤~B}<겨 ιi'J나즘 안듬어 보여고 노혁혔다 

풍안 아니라 한국선잉*재흩 이용하여 양*가응 장직「하기도 영디} 이는 우각건영유 

악으호 우혀의 신!.에 잊께 토익아 ? 허는 노혀이었다 

근대 서양음악의 수용 소기 선E사와 영f'1-l"J등의 서양%:용기등 션용응'1화하려 

한 시도 천용응악응 사양응악운딩으로 에계화하려한 샤요 구쟁싱。1 시Eι응악에 'H 
한!-S!.영에서 엇어냐건등융악{의 엔대회등제 1 한것퉁이 야흑작용이라는 설건으 

E 니εμ{지 J:.i얘.:;:( 역'1걱 지속키영 ~\:;<l J:'''I었져 야 잊 십 년의 사간융 녕어 % 

년예 t딩융악께의 화우호냐q냐깨 의었다 '''''년대 이후 한욱응악S 안촉음악 

ε 국악찬양 국→j'끼ij ,</" 션용융익외 연쩌회} 응의 전개"'H:!에서 논의띄었언 디‘4 

한정긍땅식 승의 일쭈'1 당시 션교사아 얀g션1에 으 얘 재'1. 샤도되었던 정은 역사 

석의미를갓는것。다 

깅) 구*상 i서의 긍 



’: 응약 수웅의 씬 쪽으호서의 i회S잊 '"' 

.. ，웅성 

'<I!J.lOJcι "Iliit!5!.... 191 9\1 3얻 α잉서 

고싫 r옳꾀 l00'-jAI{1894-19!M),_ ，-응 §용꾀 .m 
구m<. ‘뼈 - 앤잉잉극gι '.잉딩& 잉31" 8!l 10원 

) ε용꾀§익어 뼈ι L 잉닫!!i!J. ''lOCI'cl 11 ;;1 15:01"1. 

노똥 ’'"'긍"응‘Wb1 잉깅AI ， 1005. 

운영 !염ξ~기 띠씬싸 이섣띤샤 = 
，뺀교회영 쩌구ι κ엔-

잉ytl 얻굿생 색엔 e씨j 인옥_-z며 이없 1007, 

악밴X써잉끼 q 잉 J보」 뼈 1↑얻‘렌지 

잉 각 f썩 g엉 조센OW.iiι 여 ，~ 

이양 경힌 ~;;li!， t.우리 W-l llX갱i 연연시 "α 

r어 !그혀~tf딩" \00111 5잉생빼 '1'82. 

신이 기1" ':앤크리:요인떠흐~， 1001녕 3!1 31 잉^> 셔1건 '"호 

'.""융기ι to(~~， l'인잉 1얘 S:oIO<f, '113잉 ν씨효 

t~:끼를해새~，잉픽 기짧 역니‘ 1 끼땐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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