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와이의 전통옴악1) 

(Traditional Music of Hawai ’i) 

1. 툴어가는 말 

2. 하와이의 지정학적 재판 
3. 하와이의 역사 
4. 하와이의 움악뭄화 

7~. 멜러I Mele 

E mau ka maluhia 

o nei pae ’aina 

〈目

Mai Hawai’i a Ni’ihau 

Ma1a1o 0 Kãu malu. 

이 용 식 

(하와이대학교 민촉옴악학 박사과정) 

次〉

나. 멜 레 올리 mele 이i 

다. 멜레 훌라 mele hula 
라. 하와이의 전를 악기 

마. 훌라 쿠이 Hula Ku’i 

5. 나오는 맡 

평화가항상 

이 땅에 함께 하소서. 

하와이꽉터 니이하우까지， 

당신의 보살펌으로. 

하와이 국가의 노래(He Mele L하mi Hawai’i: Song of the Hawaiian Nation) 중

릴리우오칼라니 여왕 Queen Iili’uo뼈l때 지옴 (I웠) (EI밟t and 뼈hoe 1970:47-48). 

1. 률어가는 말 

하와이률 여행해 본 사랍온 공항에 내리면서 처옴 마주치는， 하와이의 여성 전룡 의상 

인 아륨다운 무우무우 mu'umu’u훌 입은 하와이 아가씨가 걸어주는 레이 l앙 꽃목걸이， 

그리고 그녀의 우아한 율동의 훌라 hula 춤과 그 음악을 기억할 것이다. 이 한 장면이 하 

와이를 모두 상정하는 것이다. 늘 따뜻하게 외지인을 맞이하는 알로하 정신 Aloha S미-

1) 이 글의 삽화를 그려준 아내(김지온， 하와이대학교 미술대학 석사과정)에게 감사드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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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2), 그리고 그것이 물화되어 나타나는 레이 꽃목걸이와 훌라 춤과 음악은 하와이를 대 

표하는 상정물이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단지 판광객올 위해 만들어낸 관광상품인 것만은 

아니다. 물론 하와이의 주산업이 관팡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광상품으로서의 역할올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하와이 전통문화의 변형일 뿐， 현대에 와서 새로이 만들어진 

관광상품온 아니다. 즉 이러한 문화는 하와이인들이 이 섬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위한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현대 산업사회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춤과 옴악이 한데 어울어지는 하와이 문화는 그들이 생활하면서 영위하는， 그들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한다. 금요일을 “알로하 프라이데이 Aloha Friday"라 부르며 

여성들은 무우무우롤 입고 목파 머리를 레이로 장식하고， 남성들은 꽃무늬가 아로 새 

겨진 반팔 셔츠인 알로하 셔츠 Aloha shiπs를 업고 하루를 지내는 것이 하와이인들 

의 생활이다. 라디오에서는 하와이 음악이 24시간 흐르고 레코드 매장에서는 하와이 

옴악이 미주류의 팝 음악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팔리고 길가에서도 혼히 마주치는 

우쿨렐레 ’따mlele3)를 치며 노래 부르는 하와이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와이 음악 

이 그들의 생활 속에 쌀아 숨쉬는 문화라는 것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이 글은 하와이 용악문화흩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와이 음악은 19세기 초 

서양 선교사들이 하와이에 발을 디딘 이후 서양음악의 영향을 크게 받아 많은 변화를 

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선 서양음악이 하와이 문화에 영향올 미치기 전의 음악， 즉 하 

와이의 전통음악-4)과 그에 쓰이는 악기만을 다루고자 한다. 

2) 알로하는 우리 말로는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의 love, we1com, mercy, kindness, 
망-ee디ngs， ch때ty， sweetheart 둥올 포괄하는 것이다(Pukui and Elbert 1971:19). 하와이률 다 
니다 보면 어디서든지 “찰로하!"라고 외치며 사랍율 맞이하는 것을 훌 수 있다. 알로하 정신은 
이러한 하와이인들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마옴을 상징하는 것이다. 

3) 우쿨레레는 기타 guitar 모양의 악기로 기타보다는 크기가 작은 4현 악기이다. 이것은 오늘날 하 
와이롤 비롯한 훌리네시아 전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악기의 하나이다. 우쿨레레에 대하 

여는 다옴 편(근대-현대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4) 하와이에서 전통융악만융 언급하는 용어는 없다. 훌라 춤융 전흉악기에 맞추어 연행하는 훌라 카히 
코 h피a 뼈비ko와 주로 외 래 악기에 맞추어 연행하는 훌라 아우아나 hula ’auana라는 용어가 전통 
훌라와 현대 훌라홉 구분하기는 하지만， 이는 1960년대 이후 활생화왼 훌라 정연대회얘셔 총목율 나 
누기 위해 만률어진 용어에 불과하다(Kaφ미.er 1993:4). 한편， 하와이의 민족옴악학자인 타타르 
Eliz삶빼 Tatar는 하와이가 서양파 첩촉하기 이전의 시기 pre-∞n떠ct가 연대적으로는 1π8년 제임 
스 묵 James C∞k 션장이 하와이훌 처옵 발견하기 전이겠지만， 실제적으로 하와이 문화가 서양문화 
의 영향을 받은 것은 18æ년 하와이에 서양 션교사가 들어온 이후이기 때문에 하와이 전홍문화는 
18æ년 이전의 것이라고 한 바 있다(1981:481). 현재 하와이 용악이라 합은 이러한 전통옴악 외에 
서양융악어법에 의해 작곡되고 서양 악기로 반주되며 영어 노랫말율 가졌다 하더라도， 하와이인에 
의하여 창작되었거나 불려지는 용악， 그리고 하와이어 노랫말율 가진 옴악 퉁올 모두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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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와이의 지정학적 개관 

하와이는 폴리네시아 삼각주 Polynesian Triangle5'의 북쪽 끝에 위치하며(지도 1), 

화산폭발로 이루어진 여넓 개의 큰 섬(니이하우 Ni’ihau, 카와이 Kaua’i, 오아후 

0’하lU6l ， 몰로카이 Moloka’i, 라나이 L l1na ’i, 마우이 Ma띠， 카호율라훼 K하10’olawe， 

그리고 하와이 Hawai’i7l과 수백개의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제도이다(지도 2 참조). 

하와이 제도의 총면적은 약 16,706 km2이며 ， 1990년 현재 인구는 약 1，108，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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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태평양 쩨도와 하와이 

5) 북쪽으로는 하와이， 남쪽으로는 뉴질랜드 New Zea1and, 그리고 동쪽으로는 이스터섬 Easter 
Island율 잇는 삼각지대훌 폴리네시아 삼각주라 한다. 풀리네시아 삼각주는 풍부 폴리네시아 
Eastem Polynesia률 포괄하는데， 이 문화는 멜라네시아 MeIanesia, 마이크로네시아 Micronesia 
뽑만 아니라 흉가 Tonga, 사모아 Samoa 둥율 포활하는 서부 폴리네시아 Westem Polynesia와 
도 다혼 독혹한 문화권올 형성한다(지도 l 참조). 

6) 하와이주 주청 소재지인 호놀후루 Honolulu7} 있는 섬. 
7) 하와이 제도의 섬들 중 면적이 가장 넓기 때문에 “큰 섬 Big Island"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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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인구의 약 33%가 빽인이고 약 60%가 일본， 중국， 필리핀 퉁지의 아시아 이민 

후손이며， 하와이 원주민의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체 인구의 약 80% 가량이 정 

치， 경제， 산업， 그리고 문화의 중심지인 호놀루루와 그 근교에 거주한다. 주산업은 관 

광엽이며 미해군의 태평양 전진기지로 쓰이고 있다. 사탕수수8)와 파인애폴 경작이 거 

의 휴일한 농경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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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하와이 제도 

3. 하와이의 역사 

하와이톨 비롯한 태명양 제도의 문화률 이록한 현재의 태명양인들의 기원은 현재의 

인도네시아 근역의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출발하였다는 것이 고고학계의 일반론이다 

(Irwin 1990:90). 동남아시 아에서 신석 기문화훌 발전시 킨 오스트로네 시 안 Austrone

sian들이 기원전 3，000년 경 동진(東進)을 시작하여 태명양의 서남부 제도에 정착한 

것이 태명양 문화의 기원이다(Kirch 1985:53). 그들이 기원전 1 ，600-1 ，200년 경 뉴기 

8) 하와이외 한인 이민 역사도 사탕수수 경작파 더불어 시작되었는데， 일본， 중국(구체척으로는 만 
주)， 그리고 러시아훌 제외한 미주로의 최초의 이민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하와이이다， 1903 
년 1월 13일 102명의 조션인률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얼하기 위하여 하와이에 첫 발융 디딘 것이 
우리 민족의 미국으로의 이민의 시작이다(Ch’oe 19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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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아 New Guinea 북부에서 피지 F꾀i 에 이르는 서남 태평양에서 발전시킨 문화는 

붐용 토기 로 대 표되 는 라피 타 Lapita 문화(Bellwood 1978:47; Kirch 1985:53; Irwin 

1990:90)이며， 이들을 라피타인이라고도 한다. 라피타 문화는 흙은 토기 외에 개， 돼 

지， 닭 둥의 가축 사육， 지하 가마와 지하 주태의 사용， 그리고 지금도 태평양인들에 

게서 혼히 볼 수 있는 몸에 새 긴 문신 tattoo 둥으로 대표된다(Kirch 1985:56). 이후 

이들이 통가 Tonga, 사모아 Samoa 부근의 서부 폴리네시아 Westem Polynesia애 

정착하여 서부 폴리네시아 문화를 이룩한 것이 대략 기원전 1，αm년 경이다. 

이들 서부 폴리네시아인들이 다시 새로운 섬을 개척하기 위해 동진을 시작한 것이 

기원전 200년 경으로 늦어도 기원후 300년 경에는 현재의 소사이어티 제도 Society 

Islands9)와 말퀘사스 제도 Marquesas Islands 근역에 정착하여 그들 션조의 문화와 

는 다른， 동부 폴리네시아 Eastem Polynesian 문화률 일구게 된다. 이후 동부 폴리 

네시아인들이 전쟁올 겪거나， 인구 포화， 식량 부족，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 

심 동으로 카누 canoe를 타고 새로운 섬올 찾아 나서 라파 누이 Lapa NuH현재의 이 

스터섬 Easter Island, 기원후 300-400년 경)， 하와이 제도(기원후 300-600년 경 10))， 

그리고 아오테아로아 Aotearoa(현재의 뉴질랜드 New Zealand, 기원후 800-1 ，000년 

경)로 항해률 하여 현재의 폴리네시아 문화활 발전시킨 것이다(Kirch 1985:53-58). 

〈지도 3> 태평양 문화 전파(Kirch 1985:61) 

9) 소사이어티 제도의 청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가 휴양지로 유명한 타히티 T삶피디어다. 
10) 하와이훌 비롯한 태명양 문화가 모두 무문자 non-literate 사희이기 때몸에 폴리네시아인률에 

의한 하와이 첫 발견 연대에 관한 정확한 기륙용 없다. 다만 고고학 자료， 천썰 퉁융 흉해 그 
연대훌 추측할 수 있는데，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제시되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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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폴리네시아 문화전파 cultura1 diffusion는 고고학， 형질인류학 physica1 anth

ropology, 언어학， 민족식물학 ethnobotany 둥의 연구결과로 증명된다. 즉， 하와이률 

비롯한 폴리네시아인들은 큰 키， 멜라네시아인들보다는 럴 까무잡잡한 피부색， 작은 

머리통， 약간 구불구불한 머리털， 약간 휘어나온 앞니툴， 쌍거풀이 없는 두툼한 눈부위， 

그리고 몸에 렬이 별로 없는 정 퉁의 신체적 특정을 공유한다ll)(Bellwood 1979:31). 

또한 언어학적으로는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어 Proto-Austronesian12)에서 원시 폴리네 

시아어 Proto-Polynesian가 파생되었으며， 여기에서 분화된 동부 폴리네시아 대부분 

의 언어， 즉 마오리 어 Maori13), 라로통가어 Rarotongan14), 타히 티 어 T따너- tian, 투 

아모투어 Tuamotuan, 하와이어 Hawaiian, 말퀘사스어 Marquesan 둥이 모두 한 언 

어 권에 속한다(Biggs 1967:311). 

식물학적으로 가장 큰 특정은 동남아시아에서 기원한 빵나무 bread fruit, 바나나， 

사탕수수， 타로 taro15), 그리고 양 yam16)으로 대표되는 폴리네시아 곡물올 들 수 있 

다(Kirch 1985:65), 한편， 하와이률 비롯한 폴리네시아 지역 주식의 하나인 고구마 

sweet potato(학술명 lpomoea batatas}는 동남아시아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 폴리네시아의 기원에 대한 이견이 제시되었는데， 그것은 고구마의 원산지인 

남아메리카 기원껄이다. 즉， 하와이 둥 폴리네시아에 두루 퍼진 고구마는 남아메리카， 

정확하게는 페루가 원산지이기 때문에 동부 폴리네시아 문화가 동남아시아가 아닌 남 

아메리카에서 기훤하였다는 것이 헤이어달 Thor Heyerdahl의 유명한 “콘 티키 Kon 

Tiki"이론(1950)이다. 그러나 고구마를 제외한 다른 물질문화 materia1 cultúre는 폴 

리네시아의 동남아시아 기원셜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하와이인들이 말퀘사스에서 이주한 폴리네시아인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역사 

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지만 항해동기에 대하여는 두가지 학껄이 맞서고 있다. 하나 

는 말퀘사스률 떠난 뱃사람들이 조류에 의하여 우연히 하와이 제도에 닿았다는 것이 

11) 이러한 신체적 확징옹 200년이 넘는 외지인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혼혈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많 

이 희석되었다. 
12) 원시 오스트로네시아어에셔 원시 폴리네시아어 외에 인도네시아어， 펼리핀어， 그리고 타이완 훤 

주민의 언어 풍의 동남아시아 언어가 파생되었다(Kirch 19&5:62). 
13) 뉴질랜드 웬추민인 마오리촉 Maori의 언어. 
14) 흑 체도 Cook Islands의 하나인 라로흉가엄 Rarotα19a 원주민의 언어. 
15) 타로(학술명 Cococasia esculenta); 토란 비슷하재 생긴 줄기없는 식용식물. 
16) 고구마 비슷하게 생긴 열대석 식용식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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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뉴질랜드 역사학자인 샤프 Andrew Sharp에 의하여 대표되는 우연적 발견 학컬 

은 대체로 다옴과 같온 근거에 의하여 껄명흰다. 첫째는 만약 말휘l사스훌 떠난 뱃사 

람들이 식민지배라는 목척성을 띤 항해롤 하였다면， 말혜사스로부터 하와이로의 개척 

지 발견올 위한 첫번째 항해， 다시 본거지인 말퀘사스로의 두번째 향해， 그리고 새로 

운 식민지에서의 생활에 펼요한 제반 물품(곡물 씨앗올 비롯한 농경에 필요한 물폼들 

과 가축 동)을 동반한 하와이로의 세번째의 대규모 항해가 있어야 했는데， 당시의 항 

해 기술이 수 천 마일의 세차례 항해를 가능하게 하였올까에 대한 의구심이다. 둘째 

는 태평양이라는 광활한 대양에서 뜻하지 않을 조류를 만날 수도 있었다면 이러한 세 

차례의 의도적 항해가 가능했겠냐는 것이다. 셋째는 말퀘사스에서 하와이까지의 항해 

에서 만나는 바랍의 영향이다. 특히 적도롤 중심으로 형성되는 바람에 의하여 말훼사 

스를 떠난 배가 우연히 하와이에 닿았을 가능성이 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퀘사 

스에서 하와이까지 수 천 마일의 망망대해에서 그 조그만 섬올 목적점으로 삼아17) 

의도적인 항해를 하기가 가능하냐는 의구심이다(Sh하1> 1961:220-221). 

그러나 하와이 역사학자나 항해학자들은 이러한 우연전 발견셜올 일축한다. 그들은 

1，500년 전 말퀘사스로부터의 목적성을 띤 항해가 샤프나 다른 학자들의 탁상공론과 

는 달리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실제 실험으로 중명하였다. 그것은 1976년에 실시된 

하와이로부터 소사이어티 제도의 하나인 타히티까지의 왕복항해로 실현된다(Finney 

1979). 이들은 하와이 전통 조선 기술에 의하여 폴리네시아인들이 원거리 항해에 사 

용했다고 믿어지는 양발 카누 double canoe인 호롤레아호 Hokule’a를 주조하여 현대 

항해 장비없이 고대 항해 기법올 따라 별， 조류 바랍 철새， 그 밖의 항해에 필요한 

자연조건만올 의지하여 하와이-타히티 간의 왕복항해를 성공리에 마첨으로써 고대 

말퀘사스-하와이의 항해가 우연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의 터전 개척이라는 목적성 

을 띤 항해라는 것올 증명하였다. 

폴리네시아인들에 의한 하와이의 발견이 목적성율 띤 것이든 우연척인 것이든， 그 

들은 하와이에 정착하여 이후 1810년 카메하메하 1세 Kamehameha 1가 하와이 제도 

17) 동남아시아에셔 말퀘사스 제도나 소사이어티 제도 풍의 폴리네시아 지역에 이르는 지역온 사실 
상 섬들이 연속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곤거리 항해로 이웃 섬으로의 이주가 가능했지만， 말 
퀘사스 제도훌 훌발하여 풀리네시아 문화외 마지막 정착지인 하와이， 이스터성， 그리고 뉴질핸 
드에 이르는 동안은 경유활 성이 하나도 없는 망망대해가 수 천마일 펼쳐진다(지도 1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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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통일하여 하와이 왕국 Kingdom of Hawai’i율 세우기 전까지18) 하와이 제도는 수 

십개의 부락국가 chiefdom로 남아 있었다. 1778년 영국인 제임스 룩 James C∞k 선 

장에 의하여 처옴 유럽인들에게 “발견”되었으며 이후 이 곳에 정확한 서구인들에 의 

하여 1893년 왕국이 무너지고 하와이 공화국 Republic of Haw머i이 건셜되었다가 

1900년 미국령 Dnited States Teπitory으로 귀속되었으며， 1959년 마침내 미합중국 

의 50번째 주 state로 합병 되 었다. 

4. 하와이 음악문화 

.7 ~. 밸러I Mele 
하와이 언어에 “멜레 mele"라는 단어가 있다. 이 멜레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 

“시 poem," “찬트 chant" 혹은 “노래 song"로 번역되지만(Pukui and Elbeπ 1971 

:226), 이 말은 “시” 혹은 “노래”라는 서구적 개념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갖는 용어이다. 

멜레률 통하여 문자가 없던 하와이인들은 그들의 역사를 기록했고， 종교 행사를 거행 

했고， 개인의 감정을 노래했고， 생활올 표현했다(Tatar 1982:22-23). 즉， 하와이 음악 

은 대개 노햇말을 수반한다. 음악은 역사와 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노랫 

말은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Kan삶lele 1979:150). 그렇기 때문에 하 

와이 음악은 언어 기원 logogenicl9) 음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멜레의 노랫말을 짓는 전문가률 하쿠 펠레 h와m mele라 한다. 멜레는 한 명의 하 

쿠 멜레에 의한 개인 창작 혹은 여러 명의 하쿠 멜레들에 의한 공동 창작으로 만들어 

진다. 짧은 멜레는 개인 창작이 많은데， 자연의 경관올 노래하거나 연회석상에서 특정 

언을 마화하는 둥 사회적 의미가 그리 크지 않은 멜레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족장의 

족보률 노래하거나 역사적 사실올 노래하는 비중이 크고 긴 멜레는 보통 여러 명의 

18) 하와이 채도훌 륭일한 카때하메하 1세는 외세인 서구인의 도용(근대적 군대와 군사 장비)융 받 
았는데， 이는 이후 하와이가 서구에 철저히 종속되는 결과훌 초래했다. 카메하메하 1세는 셔구 
인률융 자신의 보확판으로 채용했으며 서양 제국과의 교역율 활발히 하여 청체훌 부흥쿄자 하 

였다(Wong 없ld Rayson 1앓7:62-63). 이후 하와이에 거주하는 미국인들과 유럽인들온 하와이 
정쩨훌 장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제혁옳 바탕으로 철국온 정치에까지 손율 뻗쳐 하와 
이의 운명율 확우하는 막강한 세력으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19) 삭스 Curt Sachs는 용악의 기원옳 언어 기원 logogenic, 감정 기원 pathogenic, 그리고 션율 기 
훤 melogenic으로 분류됐다09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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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 멜레들이 공동창작으로 만든다(K밟lanan띠 1962:7). 

하와이가 계급사회20)였듯이 멜레도 둥급율 가지며 그 주제에 의하여 여러 가지 이 

륨이 붙는다. 

1) 멜레 풀레 mele pule; 일반적인 기원 찬트 prayer chant로 여러 신(아쿠아 

akua)에게 바쳐진 것이다. 하와이는 서양과의 접촉 이후 크리스트교로 개종하기 전까 

지는 다신교 polytheistic 사회20였기 때문에 불려지는 신도 다양했으며， 신에게 바쳐 

지는 노래이기 때문에 찬트 중 가장 높은 둥급에 속한다. 노랫말에 마나 mana4 불 

리는， 우리의 기(氣)와 비슷한 특별한 성령을 담는다(Tatar 1981:484). 

2) 멜레 코이호누아 mele ko’ihonua; 특정 가계(象系)의 족보 genealogy롤 노래하 

는 것이다. 하와이는 무문자 사회였기 때문에 족보롤 노래하는 멜레 코이호누아는 매 

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특히 이는 주로 족장22)의 족보를 노래하였기 때문에 멜레 코 

이호누아는 신과 인간올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써 신에게 바쳐지는 멜레 풀레 

다음으로 높은 둥급에 속한다(Tatar 1981:쟁4). 

3) 멜레 이노아 mele inoa; 이것은 “이름 찬트 name ch뻐t"로 번역된다. 주로 족 

장， 즉 얄리이 ali’i 둥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랍의 업척 둥율 노래하는 것이다. 지배 

계급의 아이가 태어나면 멜레 이노아훌 지어 불러주는 것이 판습이었다고 한다 

(Handy and Pukui 1958:83). 

4) 멜레 파나 mele pana; 톡정한 장소률 노래하는 것이다. 자연의 아륨다웅， 톡정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척 사건 둥율 담고 있다. 

5) 멜레 호오이포이포 mele ho’oipoipo; 일반적인 사랑 노래이다. 

6) 멜레 차니차우 mele k킹디kau: 장혜 행사에서 부르는 노래이다. 하와이 전통사회 

에서 사랍이 죽으면 짧게는 1-2일(평민)， 길게는 10일 이상(왕족)의 장례 기간이 있 

었다. 이 기간에는 주위 사랍들이 상가에 모여 특별한 스타일의 노래률 부르는데 

20) 하와이는 전흉찍으로 계급사회였다. 개개인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외 계급에 예속된다. 천룡적 
으로 네 개의 계급이 있었는데， 이는 알려아 Ali’i라고 하는 지배계급 혹온 왕족， 차후나 
kahuna라고 하는 귀족계급과 송려， 마카아이나나 maka’ainana라고 하는 명민， 그리고 카우와 
kauwa라고 하는 천민으로 나뉘어진다(Wong and Rayson 1987:19). 

21) 하와이의 주요 신으로는 바다의 여신인 할래레후아 Ha1elehua, 창조신인 카네 Kane, 화산신인 
쩔레 P려e， 훌라의 여신인 라카 L와‘a 혹온 라야 La’a, 달의 여신인 혀나 Hina, 그리고 태양과 
전쟁의 신인 쿠 Ku 둥이 었다(Wong and Rayson 1987:23). 

22) 하와이에서 족장， 즉 얄리이는 신의 후예로 여겨졌었다. 

n 



나뒤 어진다(Tatar 

(Buck 1964:565), 이 때 불리는 노래가 멜레 카니차우이다. 

범주23)로 개의 따라 여섯 스타일에 노래부르는 또한 멜혜는 

1981:485). 

1) 케파케파 ke빠행a; 낭송조로 옮조리는 스타일이다. 노랫말올 한， 두 음정으로 매 

우 빠르게 옳조리기 때문에 그 내용올 전달하기에 편리하고， 이로 인하여 신올 노래하 

는 멜레 풀레나 족장의 족보률 노래하는 멜레 코이호누아률 부룰 때 쓰인다. 케파케파 

스타일은 두 음정에서 불려지는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선율형(Sachs 1없8:5)올 보인다. 

SUIll' by Becky Kawaa, Honolulu, Oa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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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례 1> 케파케파 스타일(Roberts 1926:77) 

23) 하와이 융악에 대하여 최초의(민촉)융악학척 연구훌 한 로버츠 Helen H. Roberts는 케파케파， 
율리율리， 호아에아에， 그리고 호오우에우에의 네 가지 스타일만 나멸했다(1926:75-147) ， 

η
 



2) 카웰라 kawela; 낭송조로 불리는 것은 케파케파와 비슷하지만 캐파케파보다 높 

은 옴역에서 불리운다. 

3) 올리올리 olioli; 일반적인 찬트 스타일로 대부분의 멜레 올리가 올리올리 스타일 

로 불리운다. 주로 3도-4도 이내의 좁은 음역에서 불리우며， 이이 ‘i’i라 불리는， 모읍 

올 길게 떨면서 뻗는 기법이 특징적이다. 

4) 호아에아에 ho’aêaê; 올리올리와 비슷한 스타일인데 그 댐포가 조금 느린 것이 

특정이다. 이이 ‘i ’i 기법이 쓰이며 올리올리에 비하여 조금 세련된 스타일이다. 주로 

사랑 노래인 멜레 호오이포이포훌 부르는데 쓰인다. 

5) 호오우에우에 ho'ouwêUWê; 장혜에서 불리는 스타일이다. 하와이에서는 장례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행사의 하나이기 때문에 장례에서만 불리는 찬트인 멜레 카니카 

우률 부르는 특별한 노래 스타일이 발달했다. 

6) 아이하아 ‘aiha’a; 낮은 음역에서 불리며 터질듯한 으르렁거리는 소리률 내는 것 

이 톡징이다. 훌라 춤올 출 때만 쓰인다.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의 멜레률 부르는 방법에 따라 하와이 옴악이 양분되는데， 춤 

올 수반하지 않는 것올 멜레 올리 mele oli 혹은 줄여서 율리 이i라 하고， 춤올 수반 

하는 것올 멜레 훌라 mele hula 혹은 줄여서 훌라 hula라고 한다， 

나. 멜레 올리 mele oli 

멜레 올리는 춤을 수반하지 않는 노래이다. 춤올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무반주로， 

주로 독창으로 노래되어진다. 올리는 온갖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불려졌던 것으로 전 

한다. 에머슨 Nathaniel Bright Emerson에 의하면(1909:껑4-256) 하와이인들이 기쁨 

과 애정올 표현할 때， 캠프 파이어를 하면서 주위의 친구를 위하여 노래를 부률 때， 

사회를 풍자할 때， 자장가를 부를 때， 왕족올 위한 연회를 베풀 때 둥에 올리를 불렀 

다고 한다. 이 외에도 종교 행사나 다른 사회， 문화 행사률 할 때 항상 올리가 불리었 

다. 현재에도 하와이의 문화 행사는 대부분 올리를 부르며 시작하며， 훌라 춤올 추기 

전에도 쿠무 훌라(훌라 전문가， 선생)가 올리를 부르면서 춤꾼들이 둥장한다. 

다. 멜레 훌라 mele hula 

멜레 훌라 혹은 훌라는 춤올 수반하는 옴악으로 하와이 전통옴악이 대부분 멜레 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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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의 범주에 속한다. 훌라의 기원온 두 가지 전얼이 전한다. 하나는 라차 Laka 혹은 

라아 La’a라는 이룡의 남성과 여성의 두 신이 카히 키 K삶1iki24)로부터 차누롤 타고 

도착하였는데， 이 때 그들이 하와이인들을 위하여 춤을 추었다. 이후 남성 라카는 사 

라지고 여성 라카만이 남아 훌라 춤율 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른 전셀에 의하면 훌 

라는 본래 라차라 불리는 남성신에 의해 남성들의 춤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후 화산 

신인 웰례 Pele의 여동생인 히이아카 Hi’iaka가 라차로부터 훌라률 배우고 이를 하와 

이의 여성들에게 가르쳐 여성들도 훌라롤 배웠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전셜 중 

전자의 것이 더욱 셜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Kanahele 1979:146-7) , 

훌라 전문가롤 쿠무 훌라 kumu hula 혹은 줄여서 쿠무 kurnu라 한다. 이들은 단지 

옴악 전문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올 집전하는 사제이자(Kanahele 1979: 

54), 하와이의 제반 문화를 보유， 전수하는 소중한 문화 자산이다. 쿠무 훌라들이 종 

교 의식을 집 행하고 훌라를 전수하는 장소가 할라우 훌라 halau hula 혹은 줄여서 활 

라우 haIau이다. 할라우는 훌라의 신인 라카 Laka와 그 밖의 훌라와 밀접한 관계롤 

갖는 신(화산신인 웰레 Pele와 그의 여동생 히 이아카 Hi’iaka 둥)올 위하여 바쳐진 제 

단이며， 왕족인 얄리이 려i’i의 후원 아래 운영된다(Tatar 1982:24) , 훌라률 배우는 춤 

꾼올 올라파 ’Olapa라 부르며， 북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 보조자를 호오파아 

ho’opa’a라 한다. 

훌라는 춤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주 혹은 무구(舞具)로 쓰이는 악기가 반드시 수반 

되며， 대개 반주 또는 무구로 쓰이는 악기의 이름이 “훌라”라는 단어의 뒤에 불어 

“훌라 xxxx"라 불리운다. 또한 올라파들이 서서 추는 훌라률 훌라 올라파 hula 

‘olapa 혹은 훌라 알라아파파 h버a’ala’papa라 부르기 도 한다. 

라. 하와이의 전통 악기 

1) 피명 ~71(皮嗚樂器); Mernbranophone 

피명악기는 악기의 몸통에 불은 가죽 mernbrane올 통하여 소리를 만드는 악기 

(Hombost러 and Sachs 1961:17)로써 파후 p밟lU， 푸니우 p디niu 퉁이 이 범주에 속한다. 

24) 하와이어에서 “k"와 “t"는 상호교환 가능한 옵소이기 때문에 카히키는 혐재의 타히티로 여겨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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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후 Pahu 

파후는 한쪽 면만이 가축으로 쌓여진 피명악기 single-headed membranophone로 

써， 가죽면이 위로 오게， 세로로 세워져셔 맨손바닥으로 쳐서 소리률 낸다. 원래 이 

악기에 쓰이는 가죽은 상어가죽이었으나 요즘은 소가죽이 많이 쓰인다. 몸통은 주로 

코코덧나무나 빵나무롤 잘라 만드는데， 몸통이 완전히 빈 것도 있고， 절반까지만 깎아 

낸 것도 었다. 

하와이 전셀에 의하면 파후는 12-13세기 경 타허티에서 하와이로 항해률 온 라아 

마이카히키 La’am머kahiki25l (“타히티에서 온 라아”라는 뭇La’a-mai-k하liki)라는 전 

껄적 인물이 훌라 춤을 하와이에 처옵 소개하면서 가져온 것으로 전한다(Kaeppler 

1993:6). 파후는 전통적으로 하와이 악기 중 가장 신령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 원래 

는 신올 위한 멜레 풀래가 볼리어지는 헤이아우 heiau라 불리는 신전에서만 쓰이던 

악기로， 하아 ha’a라는 종교의식에 쓰이는 훌라 파후 hula pahu 춤올 반주하던 악기 

였다(Kaeppler 1993:18). 

파후는 폴리네시아 전역에서 일반척으로 피명악기률 얼컬는 용어인데， 대부분의 지 

역에서 하와이의 파후와 마찬가지로 본래는 한쪽 면만이 가축으로 쌓인， 세로로 치는 

악기률 지칭하는 용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하와이률 채외한 대부분의 지역 

에서 서양옴악의 영향을 받아 새로이 만들어진 양면이 가죽으로 쌓인 double

membrane 서양식 큰 북 모양의 타악기률 일걷는 용어로 쓰인다. “파후” 또는 “파우 

pa’u"라는 이룸이 양면 가죽의 북을 일걷는 경우는 타히티 (Moulin 1979:95; Oliver 

1974:328), 말퀘사스(Moulin 1994:17), 룩 제도 Cook Islands(Moyle 1990:57) 퉁 동부 

폴리네시아 전역에서 나타난다. 

25) 훌라의 신인 라카 L와‘a 혹은 라아 La’a는 라아마이카히키의 준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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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 파후 

L 푸니우 Püniu 

푸니우는 칼라 kala라 불리는 가시모양의 열대어 가죽으로 한 쪽 면만올 싸서 만든 

작온 피명악기로써 킬루 kilu라고도 불린다. 올로나 olonl1라 불리는， 끝올 가죽으로 

싼 작온 채로 치는 이 악기는 반주자의 무훌에 놓여 파후와 동시에 연주되는데， 파후 

가 원첨을 연주하고 푸니후는 간점올 연주한다. 푸니우는 폴리네시아의 다른 문화에 

서는 보이지 않는 하와이의 독륙한 악기이다. 

〈도판 2> 쭈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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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 명 악기 (體嗚樂器); ldiophone 

체명악기는 악기 자체가 소리통 resonator의 역할올 하는 것으로(Hombostel and 

Sachs 1961:14), 하와이 전통악기의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한다. 

'. 이푸 Ipu 

이푸는 호리병박으로 만든 체명악기 gourd drum이다. 이푸와 같은 호리병박으로 

만든 타악기는 하와이에서만 찾올 수 있는 특정적인 악기로써 (Kanahele 1979:173-4; 

Moyle 1990:29), 오늘날 훌라 춤의 대부분이 이푸로 반주된다. 한 개의 호리병박으로 

만든 이푸를 이푸 혜케올레 ipu heke' ole라 부르며， 크고 작은 두 개의 호리병박올 아 

래 위로 붙여서 만든 이푸률 이푸 혜케 ipu heke라 부르는데， 이는 하나의 호리병박 

으로 만든 악기보다 길고 크게 울리는 소리률 만들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악기 중간 

의 오목한 지점에 매단 끈을 왼손으로 쥐어 악기 전체를 들었다 땅에 내려 치면서 소 

리를 내거나(파 pä 혹은 쿠 ku t!l- 불림) 오른 손바닥으로 아래 몸통을 쳐서 소리률 

낸다(파이 pa’i 혹은 파 pä라고 불림). 보통 연주자는 이푸에 이릅올 부여함으로써 단 

순한 악기 이상의， 인간과 동급의 위치률 부여한다. 

〈도판 3> 이푸 헤케올레와 이푸 헤케 

L 칼라아우 Ka1a’au 

칼라아우는 한 짝의 나무 막대기로 된 체명악기 wooden sticks이다. 원래는 길고 

- 77 -



짧온 것이 한 짝을 이루었지만， 오늘날에는 같은 크기의 한 확이 사용된다. 보홍 딱딱 

한 나무률 쏠 수록 보다 좋온 소리롤 얻는다고 한다. 주로 훌라 춤의 무구로 쓰인다. 

〈도판 4> 칼라아우 

c 푸일리 po’ili 

후일리는 한 짝의 대나무로 된 체명악기인데， 대나무의 윗부분을 자르게 잘라 대가 

지들이 서로 부딪혀 소리률 내는 악기 bamboo ratt1e이다. 주로 앉아서 추는 훌라 춤 

의 무구로 쓰인다. 

옮뜯:누f듀돈주- 」FT--

-- - -

〈도판 5> 쭈얼리 

2., 차에 케에 케 Ka’앙‘e’eke 

카에케에케는 대나무률 잘라 만든 한 짱의 판으로 땅바닥을 치는 체명악기 bamboo 

stamping tube로써 오혜 카에케에케 ’ohe ka’eke’eke, 오혜 카에케 ’ohe ka’앙‘e， 파후 

파후 p와lo.paho. 퉁으로도 불린다. 하와이 전셜에 의하면 이 악기도 파후와 함께 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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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카히키가 타히티에서 하와이에 올 때 가져왔다고 한다<Kanahele 1979:196). 주로 

훌라 춤의 무구로 쓰인다. 

〈도판 6> 카에케에케 

디 . 울리 울리 ’Uli’ulr 

올리올리는 한 짱의 호리병박으로 만든 작은 통에 곡물의 씨앗， 모래， 작은 초개 껍 

질 둥올 넣고 혼들어 소리률 내는 체명악기 gourd ratt1e이다. 이 악기의 윗부분온 새 

혈로 장식한다. 주로 훌라 춤의 무구로 쓰인다. 

〈도판 7> 울리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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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일리일리 ’Ili’ill 

일리일리는 조약돌 한 쌍으로 된 체명악기 stone castenets이다. 앉아서 훌라 춤올 

추는 올라파 ’olapa가 조약돌 두 쌍올 양 손에 한 쌍 씩 쥐어 들고 춤을 추면서 캐스 

터네츠처럼 치면서 소리률 낸다. 

〈도판 8> 윌리얼리 

A. 올리리 Ülili 

올리리는 세 개의 작고 둥근 호리병박올 가운데를 관통하는 나무 막대기로 연결하 

여 만든 악기이다. 가운데 호홍박에 줄율 넣어 그 줄올 잡아 당김으로써 소리를 낸다. 

훌라 춤을 반주하는데 쓰였다고 하나 오늘날에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도판 9> 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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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명 Q.}-7l{空嗚樂器); Aerophone 

공명악기는 공기 려r 자체가 소리훌 만드는 진동의 역할을 하는 악기이다(Hornbostel 

and Sachs 1961:24). 

'. 오혜 하노 이 후 ’Ohe hano ihu 

오해 하노 이후는 코피리 nose flute이다. 코피리는 하와이 외에 뉴질랜드26)와 이 

스터섬올 제외한 대부분의 폴리네시아 문화에서 발견되는 공명악기이다. 코피리는 타 

히티에서는 비보 vivo i!} 불리며 (Moulin 1979:90), 말퀘사스에서는 푸 코혜 pû kohe, 

코혜 푸루 kohe puru(Moulin 1994:16), 혹은 키 코혜 푸루 ki kohe puru, 푸 이후 

pû ihu(Handy 1923:311), 니우에 Niue에서는 코패 kofe, 킬리키호아 kilikihoa, 혹은 

키코하 kikoha(Moyle 1989:7), 홍가에서는 팡구팡구 fangufangu27)(Moyle 1976:66), 

사모아에서는 팡구팡구 fa’gu’fagu, 파파아일리 fa’fa’aili 혹은 파아일리오페 faa ’ i1i’ 

ofe(Moyle 1988:49) 둥으로 불린다. 이들 용어 중 오혜 ’ohe, 오페 ’ofe, 코혜 kohe, 

코때 kofe 풍의 단어는 일반적으로 “대나무”률 일걷는 것이다28)(Moyle 1990:44; 

1991:15). 통가， 사모아 둥 서부 폴리네시아에서 일반적으로 코피리롤 일컬는 용어인 

팡구팡구 fangufangu는 “깨 운다 to awaken29)"는 의 미 인 파팡구 fafangu나 “분다 to 

blow"는 의미인 황구 fangu에서 유래된 것이다(Moyle 1987:83). 

하와이에서 코피리를 일컬는 용어인 오혜 하노 이후 ’ohe hano ihu는 오혜 ’ohe 

(“대나무")， 하노 hano(“악기")， 그리고 이후 ihu(“코")의 합성어이다(Robeπs 1926: 

35).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 코피리는 오헤 카니 ’ohe ka피， 혹은 하노 hano 둥으로 

불리기도 한다(Kan삶lele 1979:270).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와이의 코피리는 대나 

무로 만들어졌고， 1개의 취공과 2개 혹은 3개의 지공을 갖는다. 취공이 윗 입술 바로 

26) 뉴질랜드 민족옴악학자인 맥린 Mervyn McLean에 의해 뉴질핸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피리가 
코로 부는 코피리가 아닌 업으로 i휴는 피리라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뉴질핸드 피리도 코 
피리로 잘못 이해되어졌었다(974). 

27) 영어 표기로는 fagufagu이지만 사모아어의 “g"는 그 자체가 “용 ng" 소리가 나기 때문에 팡구 
짱구로 발옴된다. 

28) 필자가 호놀루루 소재 비숍 박물관 Bemice P. Bishop Museum에 보판중인 풀리네시아 각지의 
코피리 32종을 조사한 결과， 나무로 만훌어진 니우에 Niue의 코피리 4쟁을 제외하고능 모두 대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29) 실제로 통가에서는 코피리가 장자는 왕족이나 귀촉을 째우는 기능율 했었다. 유명한 예로， 1앞i3 
년 영국 엘리자베스 2새 여왕과 그의 남편이 흥가훌 여행했율 때 네 명의 코피리 연주차가 이 
른 아침 그즐의 숙소 창 밖에서 피리훌 불어 잠융 째운 일이 었다(Moyle 1976:67; 19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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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즉 코 밑에 놓여져 콧바람으로 소리률 낸다. 이 때 한 쪽 엄지 손가락으로 소리롤 

내지 않는 콧구멍을 막아 한쭉 콧구멍에서만 바랍이 나오게 한다. 콧구멍율 막지 않 

은 손으로 지공을 조정하여 다양한 옵정올 낸다. 부드럽고 맑온 소리롤 내기 때문에 

주로 남성이 여성을 유인할 때 쓰이는 악기였으나(Roberts 1926:38) 현재에는 더 이 

상사용되지 않는다. 

〈도판 10> 오헤 하노 이후 

L 푸 PÜ 

푸카니 p마æni라고도 불리는 추는 소라 껍질로 만든 나각(觸角)이다. 일반적으로 음 

악에 쓰이는 악기라기 보다는 신호옴을 내는 신호 악기 와gnaling instrument로 쓰이는 

데， 왕족의 행차， 다른 섬으로부터의 손님의 도착파 출발 동을 알렬 때30) 불려진다. 이 

러한 소라 껍질로 만든 나각은 폴리네시아에 두루 퍼진 악기로써(Moyle 1앉K>:39)， 대부 

분의 지역에서 주로 푸라고 불린다. 대부분의 폴리네시아 지역에서 이 나각을 신호용 

악기로 쓰지만， 예외척으로 통가에서는 켈레아 kele’a라 불리는 나각이 4-5명， 많게는 

8-9명의 합주를 위한 옴악척 용도로 쓰인다(Moyle 1976:7τ 1990: 41-42). 

〈도판 11> 쭈 

30) 제엄스 룩 션장이 1778년 하와이에 첫 발율 디였율때도 푸가 연주되었다는 기록이 었다 
(Kar펴h려e 1979:307). 

- 82 -



c 호키 오키 오 Hokiokio 

호키오키오는 호리 병박으로 만든 오카리나 ocarina로써 이푸 호키오키오 ipu 

hðkiokio, 이푸 호에호에 ipu hoehoe, 푸아 pu’a 둥으로도 불린다. 우리의 훈(형)과 비 

슷한 모양이며， 두 손으로 옴격 잡고 코로 구멍에 바랍올 불어 소리롤 낸다. 사람의 

언어를 흉내낸 소리률 내어 남성이 여성에세 사랑의 말올 전하는 악기로 쓰였으나 

(Kan삶lele 1979:176) 오늘날에는 없어 진 악기 이 다. 

〈도판 12> 호키오키오 

4) 현명 ~71(鉉喝樂器); Chordophone 

현명악기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현이 일정한 두 개 이상의 지점에 연결되어 소리 

를 만드는 악기이다(Hombostel and Sachs 1961:20). 하와이 전통악기 중 유일한 현 

명악기는 우케케 ’바‘eke이다. 

'. 우케 케 ’Ukeke 
우케케는 짧고 앓은 나무에 두 개 혹은 세 개의 섬유로 만든 현을 고정시킨 악기로 

써， 양 이빨 사이에 고정시킨 후 작은 코코넷 가지나 타파 tapa 천조가리로 현을 횡 

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다. 우케케는 말퀘사스에서 처읍 이주한 폴리네시아인돌이 

전한 것으로 믿어지는데(Kanahele 1979:392), 말퀘사스에서 티오로 tioro라 불리는 악 

기는 현명악기가 아니라 체명악기인 쥬스 하프 jew’s h없1>31}이다(Moulin 1994:17). 

31) 쥬스 하프 jew’s harp라는 이홈용 사실상 흘린 것이다. 왜냐하면 이 악기는 이룡이 내포하고 있 
듯이 하프도 아니고 유태인 Jew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혼보스탤과 삭스의 쥬스 하 
프에 대한 기술올 보연(1961:16) ， 이는 “앓은 판이 막대기 모양이나 훌라크 plaque 모양의 롤에 
달려서 연주자의 입올 진동판으로 하여 연주되는 악기”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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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쥬스 하프는 폴리네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보이는데(Moyle 1990:Z7), 로버츠 

Helen H. Roberts에 의하면 하와이의 우케케는 이러한 쥬스 하프 종류의 악기가 폴 

리네시아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라고 하였다0926:18). 하와이인들은 이 우케케률 통하 

여 사람의 말올 전했다고 한다. 즉， 이것은 단순한 유희롤 위한 악기가 아니라 언어룰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였다(Roberts 1926:24). 현재에는 전하지 않는다.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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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3> 우케케 

마. 훌라 쿠이 Hula Ku’i 

훌라에 쓰이는 음악은 19세기 후반을 정점으로 급격한 변화률 하였다. 19세기 이후 

하와이에 발을 디딘 서양 선교사들은 하와이의 종교와 전통 예술올 “이교도”의 종교， 

종교 행위라 하여 배척하였다. 전통 종교와 밀접한 판계를 맺고 있던 훌라 춤과 그 

옴악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훌라는 서양인뜰파 그들의 비호 아래 왕권을 행사하던 

하와이 왕설과 귀족충에 의해 금지되었고， 이후 몇몇 뜻있는 예술가들에 의해 지하에 

서 비밀리에 전수되었다. 1819년 카푸 kapu라 하는 하와이의 전통 타부 taboo 혹은 

총교척 금기 사항32)이 폐지되고 이후 왕령에 의해 크리스트교를 제외한 일체의 전통 

종교 행위가 금지되었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종교 예술(훌라를 포함한) 또한 금지되 

32) 예률 들어 남성과 여성은 식사훌 같이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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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Kaeppler 1993:21). 혹이 헤이아아 heia’a 신전에서 신을 숭배하는 예식에 쓰이 

던 훌라 파후는 극심한 탄압 속에 하와이 전홍 종교와 예술을 지키는 이들에 의해 비 

밀리에 전습되었다. 

훌라가 다시금 빛올 보게 된 것은 1874년 왕권율 이어받은 데이빗 칼라카와 David 

Kal와‘aua에 의해서이다. 1없3년 2월 12일에 있은 그의 제위식33)에서 서양인률과 하 

와이 기독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훌라가 공식적으로 연행된 것을 계기로 칼라차 

와의 후원 아래 훌라가 하와이 궁정을 비롯한 모든 공식 행사에서 연행되기 시작했다 

(Kaeppler 1993:24). 칼라카와가 그의 제위식에서 훌라를 부활시킨 것은 다분히 정치 

적 의도에서였다. 그는 그의 굳건한 왕권을 대내외에 과시할 목적으로 이 의식올 거 

행하면서 450，000여 개의 새털로 만들어진， 왕권올 상징하는 전통척인 하와이 왕가의 

망토를 걸치고 왕권올 상정하는 지팡이률 짚는 퉁 하와이의 전통 의식에 근거한 제위 

식올 거행했다(Wong and Rayson 1987:191). 왕가의 업적올 칭송하는 훌라도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전통문화의 과시라는 목적으로 연행되었다. 

1870년대 이후 부활된 훌라는 이전의 훌라와는 다른 특정올 보이며， 이렇게 변확된 

훌라를 훌라 쿠이 hula ku’i라 부른다(S디llman 1982; Kaeppler 1993:27). “쿠이 ku’i”라 

는 용어는 옛 것과 새 것의 혼합이라는 의미인데(Pukui and Elbert 1971:160), 이 시 

기의 훌라는 세 가지 면에서 이전의 전통 훌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첫째는 종교 

와의 연관성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헤이아아 신전에서 연행되던 훌라 파후도 총교적 

의미를 버린 채 연행되어졌고 이외의 모든 훌라가 종교와는 관련없이 순수한 예술로 

서 연행되었다. 서양 귀족돌의 지지하에 그 명맥올 유지하던 하와이 왕가로서는 그들 

33) 1874년 왕권율 이어받온 칼라차와가 제위식을 한 곳은 전홍척으로 하와이 국왕이 쩨위식융 거 
행하던 카와이아하오 Kaw외하lao 교회가 아닌 키나우 할레 Kinau Hale의 조그만 성전이었다 
(Judd 19tH: 94). 그의 제위식이 이렇게 초라했던 이유는 왕권율 둘러싼 영국과 미국외 세력 다 
툼으로 칼라카와의 왕권이 극히 약했기 때문이다. 그가 왕권융 이어받을 당시 명국용 앵마 공 
주 Queen Emma가 왕권율 이어받기롤 훤했었다. 왜냐하면 칼라카와는 미국의 후원융 받았기 
때문에 영국으로서는 그들의 영향력올 계속 행사하기 위해서 앵마공주훌 왕위에 없히고 싶어했 
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카메하메하 3세 Kam려lameha m가 죽온 후 왕권융 률러 싼 치열한 
각축이 계속되었다. 결국 귀족(대부분 유럽인이나 미국인)들의 투표에 의해 칼라카와가 왕위에 
오툴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그의 왕권온 약하기 그지 없었다. 또한 영국융 견제하먼 미국온 그 
의 둥극으로 인하여 이후 하와이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여하흔 왕위에 오 

른 칼라차와는 이후 나름대로 쩨력을 모아 1잃3년 그의 제위 9주년융 기하여 성대한 제위식율 
다시 거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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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통 예술율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서양인률의 비위훌 거스르지 않는， 

종교척 의미훌 배제한 “순수”예술이어야만 연행이 가농했다. 또한 이미 많은 쿠무 훌 

라들이 크리스트교로 개종했기 때문에34) 그들로서도 “이교도”와 연판된 훌라는 연행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순수한 예술로서의 훌라를 연행함으로써 “이교도”의 종교 행위 

를 행하는 “이단자”가 아닌 “전통 예술의 보유자”로 탈바꿈할 수 있었다. 한 예로 훌 

라 파후의 삼대 전수 계보35) 보유자의 하나인 새뮤얼 푸아 하아혜오 5amuel Pua 

Ha’하leoO잃6-1953)는 몰몬교 장로로써 그는 훌라롤 제자들에게 가르철 때 이률 종 

교의 일부분이 아닌 하와이 전통문화로서의 가치만을 강조하였으며， 심지어는 전통 

찬트에 성경말씀을 얹어 부르곤 했다(Kaeppler 1993:106-7) , 

둘째는 훌라 춤의 변화이다. 이전의 훌라는 그 손동작이 노랫말을 암시하는 수준이 

었지만， 새로와진 훌라 쿠이는 그 손동작이 노랫말을 그대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변하 

였다(Kaeppker 1993:4) , 또한 예전에는 무릎을 약간 구부린 하체 동작이 보편적이었 

으나 새로운 훌라는 점접 무릎을 편 채， 거의 선 상태로 춤올 추는 것이 특정이다. 그 

리고 훌라 스랩 또한 훌라 파후와 훌라 알라아파파의 기본 스댐에 서양 볼룸 댄스 

ballroom dance의 영 향올 받아 이 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 었다(5다llman 1982:30) , 훌 

라 의상36)도 변화하여 길버트 제도 Gilbert Islands에서 들여온 것이라고 믿어지는， 

풀잎으로 만든 치마 grass skirt가 보편화된 것도 이 시기이다(5디llman 1982:30) , 

34) 많옹 쿠무 훌라훌이 크리스트교， 그 중에서도 톡히 몰몬교 Monnon로 재총하였다. 오늘날 률본 
교는 하와이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종교의 하나인데， 오아후섬의 북부 지역， 륙히 몰몬교에 의해 
운영되는 브리 검 명 대학교 오아후 분교 Brigham Young University, Oahu Campus와 폴리 네 
시안 문화 센터 Polynesian Cultura1 Center가 있는 라이에 Laie 지역은 주민의 절반 이상이 
률몬교 신자이다. 확히 하와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위락시껄인 폴리네시안 문확 센터는 몰몬교 
에 의해 운영되며， 그 구조도 몰몬교의 교리에 입각한 삶(낮시간에 운영되는 민속 마율)， 죽옴(1 
시간 가량 모든 행사가 중단되는 저녁 식사 시간)， 그리고 부활(원형극장에서 혐란하게 펼쳐지 
는 저녁 쇼 night show)의 원칙에 의해 지어졌다는 이론이 제기되었다(Webb 1잃4)， 

35) 민족옴악학자인 케폴러 Adrienne L. Kaeppler(1993)는 하와이의 훌라 파후가 세 개의 주요 전 
수 계보에 의해 전해 내려 옹다고 밝혔다. 첫째는 케아카오칼라 카나헬레 Ke와aoka1a 
K없펴hele와 루이차 카이오 Luika Ka’io에 의해 앨헤아노르 히령 Eleanor Hiram애재 천수도니 
고전척 천흉 classica1 tradition이고， 둘째는 새뮤얼 푸아 하아혜오 Samuel Pua Ha’와leo에 의 
해 카우이 주터마이스터 Ka’띠 Zuttenneister와 그의 딸 노에노에라니 루이스 Noenoelani 
Lewis(현재 하와이 대학교 훌라 강사)， 그리고 아폐스 카나헬레 Agnes Kanagele와 해티 오 
Hattie Au에게 천수된 생성적 전통 generative σadition， 그리고 셋째는 체아허 루아히네 
K없hi Luahine와 해티 맥활랜드 Hattie McFarland의 전통율 이어받온 카왜나 푸쿠이 Kawena 
Puk띠와 옛 베이컨 Pat Bacon의 혼합적 전룡 composite tradition이다. 

36) 서양 선교사가 플어오기 이전에는 알몸으로 훌라훌 추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션교사들의 
집요한 껄득으로 파우 pa’u라 불리는 치마와 다른 의상을 입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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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음악적 변화이다. 훌라 쿠이의 읍악적 톡징은 과거의 잔재와 새로운 형식이 

혼합된 형태로서 나타나는데， 전통적인 특정으로는 발성법과 노랫말의 내용 둥을 들 

수 었다. 이 시기에 훌라에 덧불여진 새로운 요소로는 서양옴악의 영향올 받아 넓어 

진 옴역， 2행 couplet으로 이루어진 장절 형식37)strophic form의 노랫말， 그리고 단순 

한 이분박 duple 혹은 사분박 quadruple의 사용 둥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시기 의 훌 

라는 종교와 유리되었기 때문에 이름 찬트인 멜레 이노아와 사랑 찬트인 멜레 호오이 

포이포가 널리 불리게 된다(Stillman 1982:58-69). 또한 호롱박으로 만든 체명악기인 

이푸가 보편적인 반주악기로 쓰이게 된 것도 이 시기이다. 

새로운 훌라 쿠이는 보통 5절의 장절형식으로 되어었다. 매 절은 2행으로 되어 었 

으며 반복되어 불리운다. 반주를 하는 호오파아가 노래를 부르면서 북반주롤 맡는다. 

호호파아가 이푸 혹은 파후로 전주률 하면서 음악이 시작되는데， 이는 대개 훌라 춤 

올 추는 올라파들에게 기본박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어서 올라파가 카혜아 ka 

밟lea라고 하는， 노랫말의 첫 음절올 외치면서 춤이 시작된다. 올라파는 매 절의 끝 

부분에 다음 절 노랫말의 첫 구를 외치는 카혜아를 통하여 반주자에게 노래 진행의 

신호를 한다. 매 행의 끝에는 “에혜 ehe"하는 의미없는 감탄사 vocable가 불는다.4 

절까지는 그 노래의 주제에 따라 노랫말이 달라지지만 보홍 5철은 “하이나 Haina"라 

는 노랫말로 시작되는데， 그 내용은 “이것으로 나의 노래가 끝납니다 / xxxx(보통 노 

래가 바쳐지는 인물명 혹은 지명)을 위하여”로 되어 있다.5절이 끝나면 북반주가 잠 

시 이어진 뒤 “혜이노아 노 xxxx(노래를 바치는 사랍의 이름) He inoa nð xxxx"라 

는 카혜아를(보통 이륨 찬트인 멜레 이노아의 경우) 올라파가 외치며 끝올 맺는다. 

이는 그 노래가 특정인에게 바쳐지는 것이라는 것을 얄리는 역할을 한다. 이상의 노 

래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7) 서양 문화와의 접촉 이전의 하와이 전홍 훌라는 주로 홍껄형식 through-composed이었다 
(Kaeppler 1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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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혜 2> 카위카 Kawika 

악기 전주 

-- K삶lea (“Eia no") -

Eia no Kawika ehe 

Ka heke a’o na pua ehe 

-- K삶lea (“Ka uwila") -

Ka uwila ma ka hikina ehe 

M머없n려없na Hawai’i ehe 

-- K밟lea (“Ku ’ ieka") --

A ku' i e ka lonoi Pelekane ehe 

Alohe ke kuini 0 Pa1ani ehe 

-- K삶lea (“Na waie") -• 

Na wai e ka pua i luna ehe 

Kapa’ akea he makua ehe 

-- K삶lea (“Haina") --

Ha' ina ‘ia mai ka puana ehe 

Ka1없lÎ Kawika he inoa la ehe 

He inoa no Kawika 

여기에 데이빗이 있옵니다. 

그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마치 동쪽에서 치는 번개처럽 

하와이률 밝혀 놓았습니다. 

그의 명성은 영국까지 뻗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여왕도 그의 명성올 

들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이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카파아케아가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것으로 나의 노래를 맺습니다. 

하늘과 같은 데이빗올 위하여 

데이빗올 찬양하며 

5. 나오는 말 

이상으로 서양문화가 유입되기 전부터 하와이에 존재하던 전통 옴악문화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다. 하와이의 전통옴악은 그들의 종교，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었으며， 무문자 사회인 하와이에서는 옴악이 단순한 음악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 

라 그들의 삶을 노래하는， 생활파 밀접히 결부된 것이었다. 

이러한 하와이 옴악문화가 18세기 말 서양인에 의해 “발견”된 이후 새로운 외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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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유입으로 인한 전통문화외 변형 transforrna디on이 얼어난다. 전통총교와 밀첩한 

판계훌 맺고 있던 하와이 전통음악온 서구 종교와 문화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력올 잃고 순수한 예술로서의 기능만올 간직한 채 현재에 전송되고 있다. 또한 미국 

대중음악의 영향올 받은 새로운 대중문화가 형성되는 19세기말 이후 훌라도 이에 맞 

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와 70년대률 거치면서 “하와이안 르네상스 Hawaiian 

Renaissance"라는 일대 문화 변혁 이 일어나 그들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복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서양 문화의 변화로 인한 하와이 음악문화의 근대-현대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는 다음 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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