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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T

here are two major classical music performance traditions that are affected by

long colonial rule in greater India. One is Hindustani or north Indian music

tradition performed in all northern states and in Pakistan. The other is the Kamatak or
south Indian music tradition performed in the four southern states namely Tamil
Nadu, Kerala, Karnataka and Andhra Pradesh and in the Tamil portion of Sri Lanka.
Both Hindustani and Karnatak traditions share history, musical concepts, terminology
and aesthetics. This paper focuses on the music and dance in South India and some

important responses to British colonialism.
The main objective of the discussion is how assimilation and adaptation as well as
resistance have taken place in musical notation, instruments and music and dance
institutions in the colonial environment. I argue that despite the long stretch of two
hundred years of British rule, Indian music in general and Karnatak music in
particular has retained its monophonic character, resisting conversion into a harmonic
system of the European tradition. The music continues to be raga based with elaborate
ornamentation with microtones clearly audible, especially in improvised sections. Its

tala or rhythmic system has remained unchanged and expressed in performance.
Performers learn compositions composed within the framework of raga and talas as in
the past. Texts are vernacular Indian languages or Sanskrit and, especially in the
south, express devotional themes in praise of deities. These features of Karna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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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have remained and survived for a long time and continue even under the
multiple influences of globalization, increased communication and travel.

Kamatak musical features
In south India, music and dance are closely connected. As one of the ancient
Sanskrit poems expresses it "song, instrumental music and dance, these three
constitute Sangita" or music. Karnatak music consists of two types. One is kalpita

sangita or created music and is composed prior to performance, usually by someone
other than the performer. It would correspond to a composition in the Western
classical music. The second type of music is kalpana sangita that is improvised during
the performance itself. Kalpita sangita embraces a variety of forms based on raga, a
basic germinal melody with poetic texts and tala or time cycle. In Kamatak music the
term raga encompasses the concepts of scale, mode, tonal system, melodic motifs and
themes, microtones, ornaments, and the term used for improvisation within a threeoctave range.
There are two more important terms that are essential to Karnatak music
performance. One is alapana and other is gamaka. Alapana is abstract, having neither
text nor sol-fa and is rhythmically free, improvised within the framework of a raga
and its idiom. It is improvised in the performer'S individual style within the norms of
the tradition and may be performed briefly or at great length. Pitches, particularly in

alapana, are often ornamented that is controlled shakes rather than held at a specific
pitch. These microtones are called gamaka. They are very important to the
performance in expressing the essence of a raga (See Kassebaum 2000 for details).

Brief Colonial Social History
India has been undergoing change from outside influences since the beginning of
its history as a plurality of small kingdoms and the towns and villages within them.
These influences came from all over the known world, from every direction an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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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 of every color: Macedonians, Afghans, Chinese, Mogul and European. The
pressures of British colonialism were only late and thus are still visible.
Colonial policy in India in the late 18th century and the early 19th century differed
from its primary aspect in the latter part of the 19th and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ies. Early on it was a mixture of military, political and especially commercial
domination side by side with an intellectual and even emotional affinity for Indian
culture. 1 The historian Keay writes that at this time.
[East India] Company men had often displayed a genuine regard for India's
institutions and were intrigued by what they could learn of their antiquity.
Inquisitive minds and acquisitive habits had not unnaturally turned from tradegoods and revenue to other gainful pursuits like the mastery of India's languages
and literature, the reconstruction of its history, the mapping of its geography and the
classification of its flora and fauna (Keay 2000: 426).

Later this era of mutual respect and good feelings between the British whites and
the Indian elite turned increasingly cooler, moving to English racist exclusiveness and
an attitude of cultural superiority.2 Many British colonial leaders construed their
hegemony over the subcontinent as having been assumed reluctantly and with
restraint, and with an overriding concern for the advancement of the Indian
population. Many however disagreed with this optimistic assessment. Thomas
Munro, himself a member of the London establishment, wrote the Company's
Directors:
Your rule is alien and it can never be popular. You have much to give your
subjects but you cannot look for more than passive gratitude .... Work through, not
in spite of, native systems and native ways with a prejudice in their favor rather than
against them; and when in the fullness of time your subjects can frame and maintain
a worthy Government for themselves, get out and take the glory of the achievement
and the sense of having done your duty as the chief reward for your exertions
(Munro quoted in Keay 2000: 427, emphasis is mine).
1 See Dalrymple

2 Dalrymple's

2002 for fascinating details.
and Keay's books cited above gives some of this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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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roved not to be the course taken for more than a century. Shortly after this
Thomas Macauley, a member of the Governor General's Council, expressed a desire
for nothing less than an ideological and linguistic assimilation of educated Indians to
become "a class of persons Indian in color and blood but English in tastes, in opinions,
in morals and in intellect" and less piously he sneered "a single shelf of a good
European library was worth the whole native literature of India and Arabia".3 After
the violent populist uprising in 1857 (the "rebellion" as the British would have it, the
"First Indian War of Independence" as the Lucknow ruins of the center of this fight
are now labeled), the East India Company was replaced by direct rule by Whitehall
and the slow movement toward eventual independence for India and Pakistan was
begun.

Music Scholarship in the Colonial Period
Western scholars were not able to understand Indian music. Robert Simms has
summarized early and more recent efforts by Western scholars to assess the music of
the Indian subcontinent. Scholarly interest was predominantly with Sanskrit
manuscripts, theoretical classifications of ragas and court chronicles (a prime example
being the work of Sir William Jones [1746-1794] who translated Sanskrit sources,
published an article "On the Musical Modes of the Hindus" and established the
Asiatic Society in Calcutta). But this interest was focused on the ancient past and these
writers viewed contemporary (that is early 19th century) Indian music as ''being in a
state of total decline, a historiographic bias that, in addition to the ethnocentric claim
of European superiority, is pervasive throughout the early European literature on
Indian and other non-Western music" (Simms 2000: 49). There were however some
notable exceptions. Francis Fawke wrote on the vina, calling it the Indian lyre, and
provided clear descriptions (Simms 2000: 49). Another important researcher in those
early years was Augustus Willard.

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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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ard's] "Treatise on the Music of Hindoostan" (1834) set some remarkable
precedents. Willard himself learned to play Indian music, an advantage for scholarly
methodology and perspective (sometimes called bimusicality) which sets his work
apart from all other European efforts before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Willard was also interested in contemporary practice, not ancient history, taking a
stance that later became the fundamental credo of modern ethnomusicology.
Willard conducted fieldwork with 'living professors and famous performers' both
Hindu and Muslim, who though illiterate, possessed vast amounts of knowledge
about music .... Willard's overall tone and outlook on Indian music contrasted
sharply with the condescension of much European scholarship of the time (Simms
2000: 49-50).

The Western interest in music of India was generally on Hindustani music, and not
until the last decade of the 19th century was a consequential work on Karnatak music
written by Charles Day, an officer in the British Army in India. His text was
accompanied by tables, transcriptions and illustrations. Simms comments are well
taken that it "set new standards for subsequent work" (Simms 2000:50).
While there was some contact of European explorers and Indian musicians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only in the 18th century did Western scholars find a sustained
interest in the notation, intonation of voice and tuning of instruments of this music
(see Clements 1913 and Day 1891) Initially the issue was whether western concepts
and theory (such as harmony) were relevant to Indian music. Opinion was
unfavorable.
despite the genuine interest of some in Indian music, the opinion of most
Westerners was that Indian music was little better than noise, without structure or
melodic interest ... [however] this attitude changed slowly as Indian music and
musicians became increasingly visible in the West (Farrell 2000: 161).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difficulty for earlier colonial scholars, coming from a
music system that had evolved into a rationalized, harmonic written form with a
standard staff notation. The music of India neither looked like nor sounded like
European music and it could only approximately be expressed in western no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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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over the instruments did not resemble European instruments and were not
tuned the same way.

Impact of colonialism on Kamatak music
The weight of colonial power was undeniable. However, Indian society did not
react passively or uniformly to these pressures. We can see three major responses.
First is assimilation when foreign innovations were taken up more or less directly.
Second is resistance where no change resulted despite the pressure or encouragement
from colonial rule. Third is adaptation where innovation is modified. In other words,
innovation was received but transformed to fit into new context. It was not
Westernization. More often innovations were significantly reshaped to the Indian
context.
Indian music is essentially monophonic, that is no harmonies employed. It is solo
music, with a lead singer or solo instrumentalist accompanied with mridangam or
double headed drum. Often ghatam or clay pot drum is used as an accompaniment as
well. Violin is used as a melodic accompaniment for support. In a typical formal
performance the soloist and the accompaniment often play responsively. Most often
the supporting violin echoes melodic phrase sung or played by the soloist.

Plate 1. Musicians on the concert platform: Janakiraman and party concert in Girin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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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2. Musicians on the concert platform: Gayathri Rajapur and party playing at ISKAN temple,

Bangalore.

Shifting the musical center to the colonial city: an example of assimilation
The British Raj developed three city power bases or "presidencies", in Bombay,
Madras and Calcutta. Colonial influence can be seen when as a consequence of the
diminished power of the princely courts such as Mysore and the traditional center of
Karnatak music then located in Tanjore. The locus of power was shifted to Madras. In
this shift the secular concert hall and the music subscription societies or sabhas
replaced court and temple sponsorship. In 1927 the first All India Music Conference
was held in Madras. A Western format was followed. A meeting formulated by-laws
and a charter was adopted. Scholarly papers were read and performances were held.
The Music Academy of Madras was formed as a center for promoting classical music
and dance.
Increasingly the big concert hall became the venue for music, a change from the
smaller; sometimes intimate setting of temple courtyards, private houses or courts and
thatched roofed sheds. The hall was much larger than earlier settings. As soon as the
technology was available, amplification was supplied via microphones and speakers.
These have proliferated until no concert is without them no matter what the siz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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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 Each perfonner has an individual microphone and some large instruments have
two. Technology once planted has sustained its own momentum. Now electronic

tambura or four string drone instrument supply the basic pitch in all concerts. Contact
microphones are used changing the sound of the instrument from acoustic to
electronic. However, some musicians do not use contact microphones thus retain the
acoustic sound quality.

Evolution of musical notation
Some Europeans thought that the absence of staff musical notation was to blame for
the state of Indian music. A writer of that day asserted that it was "solely owing to the
absence of a clean notation that this music of the land has degenerated to such an
extent and this calls for immediate remedy, so that further deterioration may be
arrested" (P.N. Padma 2005: 1 in Kannada).
This does not pose a problem for Indian musicians because for the most part Indian
music is taught and learned through an oral tradition. The teacher provides a model,
the student endeavors to imitate the teacher through repetition and continual
criticism. Written representation of the music exists but it is not in staff notation. It is
neither the medium for creating songs nor is it the focus of learning. It is more an aid
to recall for a musician who has already learned the composition by rote. Indian music
rests even today as an oral tradition, with much written commentary but
fundamentally an oral tradition nonetheless.
Nonetheless Chinnaswamiy Mudaliyar from south India dealt with the issue of
notating Karnatak kritis. Mudaliyar was a Roman Catholic convert who learned
Karnatak music from two disciples of the great composer Thyagaraja Umayalpuram
Krishna Bhagavatar and Sundara Bhagavatar. Mudilayar transcribed traditional
composition to staff notation. The purpose was to disseminate and preserve
traditional music in the old style. There was the spread of staff notation beginning in
1892 but although staff notation made westerners more aware of Indian music it never
really assumed an important role in Karnatak music. However it paved the way for a
new system of Indian notation. It was developed better suited to represe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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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111ustration of notation systems (examples of notation, old and present).

Plate 4. European Violin Borrowed and Adapted.

Kamatak music. Thus tentative assimilation and then adaptation with modification
was at work. The result was new notation system in Indian script with elaborate
symbols to indicate ornaments. It was better adapted to south Indian needs of
preservation and aid to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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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roduction and modification of the violin
The violin is perhaps the most striking example of adaptation of a Western
instrument into traditional Karnatak music. The origin of the violin may be a fiddle
type called hu chi'n, the Chinese instrument a precursor of the modem bowed violin.
The present bowed North Indian instrument sarangi of many strings is a type of
bowed instrument. The rebab of the Middle East are also a bowed instrument. The
modem violin was not perfected in Europe until the early 18th century and shortly
after it was introduced in India
Baluswamy Dikshitar (1786-1858) studied Western violin with a band master at Fort
St. George in Madras, one of the three principal centers of power of the British in that
era. Baluswamy Dikshitar, after practicing and studying the Western violin technique,
recognized the adaptability of the violin to South Indian music. He retuned the
instrument from G-D-A-E perfect fourths to the Indian tuning of tonic-dominant and
again tonic-dominant an octave below. He began to experiment and the first south
Indian musician to adopt the Western violin to Karnatak music with complete
success.
During this period Vadivelu, another pioneer from 1810-1845 introduced the violin
as a classical instrument in South India. The young Vadevelu took violin lessons from
a British Catholic priest and learned European tunes. He practiced intensely and
attained proficiency playing Indian music on the violin (See L Shankar 1974). The
strings retuned and the playing position was changed to seat on the floor or on raised
platform rather than standing or sitting on a chair.

The influence of the European Band
The establishment of bands introduced the novel idea of music as an ensemble of
several instruments playing harmonically with related parts simultaneously, in
conformity with a written score which a bandmaster or orchestra leader directed. A
shipment of band instruments was brought to the princely state of Mysore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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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s by the then ruler Krishna Rajendra Wodeyar IV. Musicians still alive who were
part of the Mysore palace told me that there were two types of royal bands that were
supported and patronized by the Mysore court. One type was called "western band"
in which brass and wind instruments with clarinet and saxophones were introduced.
A bandmaster was brought from England and he trained the Indian musicians to play
western band music for the court rituals, processions and for receiving dignitaries.
The other band was one in which indigenous instruments such as the vina, flute,

sarangi, and others, along with the violin were mixed with European and American
instruments such as the clarinet and saxophone. An Indian bandmaster conducted
that band. Band musicians played south Indian kritis or compositions. Most often a

vina or violin played a brief raga alapana or improvisation before the band played kritis
of the composer Thygaraja,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sers of the 18th century
(see Booth 1996-7: 70).
One by-product of this band was the introduction of the clarinet and saxophone as
a solo instrument in the Karnatak concert. Although the saxophone is a jazz
instrument in the West, it has become very popular on the Karnatak classical music
concerts. The saxophone is also used in marriage rituals and temple performance
along with the traditional oboe, the nagaswaram, double reed aerophone.
While the band or orchestral ensemble never achieved prominence on the concert

Plate 5. The saxophone in south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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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6. Saxophone and Nagasvaram with accompanying percussion instruments Tavil and Tala.

platfonn, in recent years an assemblage of Indian instruments, such as the vina, violin
and flute, along with electronic keyboard instruments, guitar, clarinet and percussion
instruments is used as an orchestra to accompany a solo singer. Well recognized
Karnatak musicians are singing devotional texts composed by the 14th century
composer Purandara Dasa, set in Karnatak ragas. These songs are recorded to the
accompaniment of the orchestra that outlines the raga of the song. These recorded
songs are popular and appealing especially to the younger generation.
Combinations of Western and Eastern instruments are mixed and they are called
"fusion music" and are popular especially in Mumbai recording studios. This is a far
cry from the Mysore Palace Band but represents a vital survival of this early
innovation.

Colonial impact on south Indian dance and its revival
It is believed that an Indian sage named Bharata compiled a treatise called the

Natyasastra (science of dance, music drama and theatre). The date of the treatise is not
precisely known, however, the guess is it was written around earlier than 3rd century
B.C. During the pre-colonial era a group of designated men and women exclu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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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nned the classical dances that were part of the temple or ruler's court. Indian
dance in general was called nautch and for south Indian dance for particular called

sadir. Public dance perfonnances were called sadir kaacchari (dance-perfonnance). But
in the post colonial period the dance was renamed bharata natyam taken after sage
Bharata.
Before the colonial rule dancers were publicly dedicated to the service of the temple,
an arrangement that was analogous to marriage. They were thus excluded from
conventional marriage but were often supported by private individuals who enjoyed
their favors and by whom they had children. The dancers were called devadasi, a
Sanskrit tenn that literally means "slave of God." In the Tamil vernacular they were
called devataci. It is important to note in the pre-colonial era that devadasi tradition was
in the within the frame of Hinduism. From the Tamil Nadu temple inscriptions it is
inferred that both the ruling court and temple were the sole supporters of large
number of female dancers and singers. Once the dancing girls, actors, musicians and
others were employed in the temple, they were able to keep their positions for life.
The temple employee's children almost always learned the art and thus the profession
became hereditary and they continued receiving the support of the temple as
employees. However it was essential for the dancers and musicians to exhibit their
skill in order to keep their positions and offices. Temple inscriptions indicate that
whenever a new temple was built, talented dancer, musicians or teachers were
transferred to the new location and to continue their profession in a new temple
(Kersenboom-Story 1987: 25-27).
All of these practices changed during the colonial rule. Dedication ceremonies by
parents and perfonnances by temple dancers were forbidden. There was debate by
south Indian scholars and various vocal groups when the new tenn Bharata Natyam
for dance was introduced. A campaign was wag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to ban
the dance as improper and immoral, an overlay of colonial puritan ethics on the old
temple based dance fonn. A law was passed in Tamil Nadu in the late 1800s banning
so called nautch girls from public perfonnances, and later in the colonial period, on 26
November 1947, saw a combination of colonial hangover and local Puritanism pass an
act called the Devadasi Act in suppression of devadasis by name. Henceforward
dedication of women to temple linkages as well as public dancing for temples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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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egal and punishable (Kersenboom-Story xxi).
Amrit Srinivasan distinguished the two camps in the social debate on dancing. One
camp was a revivalist group who sought to define the unmarried, activist devadasi as a
nun, married to the temple in the same way that a Catholic nun was symbolically
married to Jesus Christ. The temple was her base to perform and preserve dance art
form. This was the liberal European perspective of the Theosophical Society. The
opposing view, identified with Christian, and in particular Protestant churches, saw
the devadasi as a prostitute. These groups did not perceive devadasi as a bhakta or
devotee who was preserving an ancient art form of dance. They were interested in
gaining political status and were eager to replace the dance institution.
As mentioned before, the present day classical dance genre of south India is named
"Bharata Natyam," or Bharata's dance, from the sage's name. The rehabilitation of the
name was gradual and the purpose was to revive the dance and give it a prestige after
the independence of India from colonial rule. The mode of performance of temple and
court dan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different. Initially the accompanying
musicians, drone players other musicians were standing and the mridangam or double
headed drum player followed the dancer on the stage in order to support her
rhythmically. The dancer dressed with expensive jewels and a silk costume became a
very distinctive feature of the dance of that period. The performance lasted all night.

Plate 7. Bharata Natyam D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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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is was changed after the mid-1930s where dance accompanists (singers and
drummers) sat on the stage floor and the dancers dressed soberly. Most importantly,
the dance was not performed as a temple ritual. It completely stopped as a temple
activity. Thus the classical dance of south India has gone through a great change. It is
no longer temple practice, at present it is a very popular art entertainment but
virtually no hereditary dancers are left.

Ellamma devadasi tradition of Kamataka
A musical tradition called caudike is characteristic of a few small communities that
are found in Kamataka. A local female deity Ellamma and her personifications are
sung about in story narratives. Caudike performing practice takes its name from a pair
of musical instruments, cylindrical single-stringed plucked instruments with one open
end, called sriti caudike (pitch provider) represent female and barike rhythm provider
represent male. As in temple devadasi tradition, caudike performers are dedicated
themselves to the service of goddess Ellamma. This performing tradition is hereditary,
passed from one generation to another.
In north Kamataka women, transvestites, eunuchs and some male are dedicated to

Plate 8. Caudike perfo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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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t. The traditional caste of caudike is low in the traditional caste hierarchy. Only
these castes are authorized to perform caudike and they are considered ritual
specialists of Ellamma. Initiation ceremonies are essential to qualify to be a ritual
specialist. Ellamma's worship and sacrificial rituals would be incomplete without

caudike songs and dances. They are invited to perform at life-cycle celebrations in
village homes such as birth, puberty, marriage and death.
Just as a generation or two ago in Madras, so in the past few years the media and
many members of conventional society have criticized the role of jogtis, especially
their alleged promiscuity and practice of unions with priests and male clients. It is
claimed that such girls are recruited into brothel service. It is argued that it is the
moral responsibility of the community to stop this practice. This illustrates that the

devadasi tradition has not vanished and flourishes even in the face of oppositions from
reforming communities.

Summary
The direct control by the British of the public life and institutions of the peoples of
the Indian subcontinent can be dated from about the battle of Plassey in 1757 which
secured the place of the East Indian Company in Bengal and extended to the hauling
down of the Union Jack in New Delhi on a midnight in August 1947. But in the two
centuries before August 1947 there were many challenges to British rule, and we see
nothing like complete acceptance of the innovations that the British brought. India is
now fifty-eight years into Independence, decades of influences from many societies.
Clearly everything that has changed in India is not the result of the colonial rule,
extensive though it was.
This discussion has focused on several examples of influences exerted in the
colonial period and responses to these influences in the world of music and dance.
Some intended innovations, such as band orchestration and polyphonic music. The
displacement of the venue of classical music from the raja's court and temple to the
secular concert hall took place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 displacement further
advanced with the expansion of mass media of film and television. Classical music

Music and Dance in South India

39

absorbed and modified some European instruments, notably the violin and to a lesser
extent the saxophone. But traditional instruments continue to flourish as in the past.
The colonial period ushered in technical innovation such as amplification but most of
that awaited the development of the post-colonial economy and the technical
advances. The unity of classical song, instrumental music and dance was seriously
compromised. The suppression of the devadasi tradition has changed the classical
dance but has revived as a popular secular art form. Moreover the devadasi movement
and the effort to suppress it in the non-classical tradition continue in the Ellamma
story narrative tradition.
Despite the weight of the colonial influence what took place was not complete
replacement of Karnatak music but adaptation and limited assimilation and
successful resistance. Thus Indian classical music remains monophonic and raga
based, largely unaffected by the harmonic musical principles of the West. Both
Hindustani and Karnatak music have a hearing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 both live
and recorded performances. What exists today is traditional music in a setting of
artistic plur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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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도에서의 음약과 뮤용:
삭민롱치 기간과 그 이후의 동화， 저향， 젝응

Gayathri Rajapur Kassebaum (음악예술문화원)
오예지 옮김 (서울대학교 석사과정)

머리말

01 도의

두 개의 주요한 고전음악공연 전통은， 오랜 식민지배의 영향을 받았

L!.다. 하나는 북인도 전통음악(1-五ndust뻐i) 으로 파키스탄 북쪽 지방 전체에
서 연주되었다 다른 하나는 남인도 전통음악 (Kamatak) 으로 4개의 지역

, 즉 T뻐비

Nadu , Kerala , Kamataka 그리고 An dhra Pradesh로 이는 Sri Lanka의 Tamil부분이
다Hindustani와 Kamatak 전통은 역사， 음악적 개념 , 용어 그리고 미학을 나누었
다- 이 논문에서는 남인도의 음악과 무용 그리고 몇 가지 영국 식민지정책의 반향

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논문의 주된 목적은 기보법과 악기， 음악， 무용관습이 식민 환경에 어떻게 동화

되고 저항하였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200년이라는 긴 식민지배에도 불구하고 인도
음악과 Kamatak 음악은 개개의 단선율적인 성격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유럽 전통
화음체계로 변화하지 않았다. 음악은 정교한 장식음과 명확하게 들리는 미분음을
가진 라가 (laga) 에 기초하여 계속되었고， 특히 즉흥연주 부분에서 두드러진다. 그

음악에 딸라 (tala) 또는 리듬체계는 연주에서 변화없이 표현되고 있다. 연주자는 과

거의 라가와 딸라의 구조로 작곡된 악곡을 배운다. 가사는 인도 자국의 언어， 혹은
산스크리트어(첼語)로 되어있고， 특히 남쪽지방에서는 선을 찬미하는 신앙적인 주

제들이다 Kamatak 음악의 특정은， 오랜 시간 동안 전해 내려왔고， 섬지어는 세계
화의 다양한 영향과 사람들의 왕래와 움직임 매우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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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tak 음악의 특정들
남인도 지역의 음악과 무용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고대 산스크리트 언

어로 된 시들을 보면 “노래와 기악음악， 그리고 무용， 이 세 가지가 Sangita( 음악)
를 이루는 요소들이다 ”라고 언급되어 있다. Karnatak 음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kalpita sangita로，

이는 주로 연주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

여 공연 전에 작독되었던 음악인데 서구적 취향이 많이 가미된 작곡이라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는 Ka lpana sangita로 연주 중에 자연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음악을
말한다. 이

kalpita sangita는

라가의 형식과， 기초적인 선율 패턴과 시적 가사， 그리

고 딸라 혹은 시간 구성에 기초한 다양한 형태의 음악을 포함하고 있다. Kamatak
음악에서 라가란 음계와 형식， 음조 체계， 선율적 동기들과 테마들， 미분음들， 장
식음들 그리고 3옥타브 범위 안에서의 즉흥연주 등의 개념들을 모두 포함한 의미
이다.

Karnatak 음악에서 펼수적인 두개의 중요 용어가 있다. 하나는 alapana이고 다른
하나는 gamaka이다 . Alapana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형태나 솔-파 체계도 없고， 리
듬 또한 자유분방하여 라가의 큰 테두리와 그 자체로서의 개성적 형식 안에서 즉홍
적으로 연주되어 진다. 이는 연주자 개인의 스타일로 전통적 관념 안에서 짧게 또
는 길게 연주되는 음악을 말한다. 특히 alapana에서는 음정들이 고음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특정한 음정을 고르게 유지하기 보다는

떨며

소리내는 것이 특정이다.

이러한 미분음틀은 흔히 gamaka라고 불리는데， 연주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라가
의 본질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Kassebaum 2000의

설명을 참조하라).

식민시대요약
인도는 국가와 도시마을을 형성한 이래로 외부의 영향에 의해 변화를 겪었다. 이

러한 영향은 마케도니아， 아프가니스탄， 몽고， 중국， 아랍 그리고 유렵 등 모든 세
계， 방향， 인종으로부터 온 것이다

영국 식민정책의 압박은， 이러한 외부에 의한

변화들 중에 가장 늦게 형성되었고， 여전히 눈에 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인도의 식민정책은 19세기 후반부와 20세기 초반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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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책의 기본 구조와는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초기의 식민정책은 군대와
정치 , 그리고 특히 상엽적 발전이 인도 문화에 대한 지식 및 감정적 친근성과 나란
히 맞물려 서로 복잡하게 뒤섞인 형태였다 (Dalrymple 2002에 나온 상세한 설명을
참조하라l. 역사학자인 Keay는 이 시기에 대하여 다읍과 같이 서술하였다.

「동인도」 회사 구성원들은 종종 인도 기관들에 대한 참신한 의견들을 보여주었
는데 이것은 그들이 고대인도로부터 터득한 지식에 의해 자극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호기심에 가득 찬 마음과 알고자 갈구하는 태도는 상품거래

및 인도 언어와 문학， 역사의 재건립 , 지도 작성과 국가 고유의 식물과 동물을 분
류하는 등의 이득을 창출하는 행동을 통한 물질적 수입창출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다 (Keay 2000:

426).

하지만 시간이 흘러 위에 나타난 영국백인들과 인도 엘리트 집단간의 상호적 존
경심과 좋은 감정들은 점차 차갑게 식었고， 배타주의에 빠진 영국 인종차별주의자
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기에 이른다 (Dalymple와 Keay의 책을 보면

이러한 역사적 과정이 언급되어 있다)

많은 영국 식민지도자들은 (국가의 발전이

항상 염려스러웠고 꺼려졌었던) 인도에 대한 헤게모니를 확립하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감 없는 평가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런던
소속 한 단체의 회원이기도 한

Thomas Munro는 자선의 회사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규칙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 전혀 주목받지 못할 것입니

다. 당선은 당선 밑에서 일하는 인도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진섬어린 고마움을 가지진 않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렇게 해야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인도사람들과 대립하기보다는 그들이 당신에

게 가지는 편견을 인지하고 그들 고유의 방식과 방법으로 일을 해나가십시오. 그

러다 시대가 도래하여 당신의 통솔을 받은 인도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가치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변 그 때 당신의 노력과 지휘자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과에 대한 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Keay 2000: 427에 인용된 Munro의 글)

이 방법은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그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정부 교무 총회의 일원인

Thomas Macauley는 교육받은 인도 사람들을 “인도인의

피부색과 혈통을 가졌지만 영국적 취향과 그 외의 영국적인 품성， 그리고 영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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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을 소유한 사람들”로 만틀기 위하여 사상과 언어의 동화를 이끌어내고 싶다는
감정을 표출하는 일을 자제하였으며， 또한 그는 “유럽 도서관의 책장 한 칸이 인도
와 아라비아의 고유 문학 전체보다 가치 있었다라고 전만큼 강하게 주장하지 않
았다 (Keay 2000의

432 인용). 1857년 진보주의자들의 격렬한 소동이 일어난 후에

(이 “반란”은 영국 측에서 보기에는， 오늘날 Lucknow시에 의해 그 투쟁의 중심이
흔들렸다고 간주되고 있는

첫 번째 인도의 독립투쟁”이었다) 동인도 회사의 역할

은 Whitehall의 직접적 장악에 의해 대체되었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독립을 향한 움
직임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식민시대의음악학문
서구 학자들은 인도 음악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로버트 심스 (Robert Simms) 는

그동안 서구학자들이 인도， 그린란드 등의 대륙의 음악을 평가하기 위해 초기와 가
장 최근까지 들인 노력들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리를 해오고 았다. 학자들은 주로
산스크리트어로 된 악보와 라가와 궁중 연대기틀의 이론적 분류들(이 작업의 가장

흘륭한 예는 산스크리드 언어체계를 해석하고， “힌두의 음악 양식”이라는 논설을
썼으며， 캘커타에 동양적 사회 단체를 설립한

William Jones (1 746-1794) 의 연구물

이다.)에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은 고대 음악에 국한되어 있었고 대부
분의 학자들은 동시대 인도 음악 (19세기 초반)을 “쇠퇴기에 접어든 상황으로， 이것
은 사료적인 편견과 유럽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자민족주의적 측면에 근거한 판단
이다. 이러한 생각은 초기의 인도와 서구 외 지역의 음악에 대한 유럽 문학에 만연
해 있었다."

(Simms 2000: 49) 그러는 와중에도 눈에 띄는 예외들도 있었다.

Francis Fawke는 비나 (vina) 에 인도의 서정시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들을 서술하였다 (Simms
구자는

2000: 49). 이 초기 시대의 또 다른 중요한 연

Augustus Willard 였다.
[Willard의〕

“Hi ndoostan

을 보여주고 있다

음악에 대한 논문.， (1834) 은 매우 주목할만한 성과들

Willard는 본인 스스로 인도 음악을 연주할 수 있게 배웠고，

그의 연구가 20세기 중반까지의 다른 유럽학자들의 연구들과 구분되게끔 만든 학
문적인 방법론과 균형 잡힌 시각(이것은 종종 이중음악성 (bimusicality )이라고 불
리였다)을 구사하였다 Willard는 또한 고대 음악의 역사만이 아닌 동시대 음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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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심을 가졌는데 , 그의 시도는 후에 현대 민족음악 분야의 기초적 인 신조로서
받아들여 졌다 Willard는 ‘글을 읽 을 줄은 모르지 만 음악에 대 하여 매우 많은 지

식을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인도인과 이슬람의 교수들과 유명한 연주자들을 한자
리에 모아서 연구하는’ 현장답사도 주관하였다

...

Willard의 인도 읍악에 대한

전반적인 주장과 견해는 그 당시의 다른 유럽학자들이 보여준 얄팍한 지식과는
대조되는 것이었다 (Simms 2000: 49-50)

인도 음악에 대한 서구의 관심은 대부분 Hindustani 음악에 관해서였고

19세기

의 마지막 10년에 와서야 인도에 주둔한 영국군 장교였던 Charles Day에 의하여

Kamatak 음악에 대하여 중요한 연구들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책은 도표와 해
석， 설명 등을 담고 있다 Simms는 이것이 “다음 연구서적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줬다라고 평가하였다.
16 , 17세기에 유럽의 연구자들과 인도 음악가들 사이에 일종의 교류가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18세기가 되어서야 서구 학자들은 인도 음악의 악기들의 음정 체계와
소리음감， 그리고 기보법에 대하여 일관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Clements
1913과 Day 1891 참조). 최 초의 논점 은 서 구적 음악 개 념 들과 이 론이 (화성 과 같은)

인도 음악에 부합가능한가 아닌가 하는 점이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비관적이었
다

인도 음악에 대한 진심어린 관섬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서양사람틀은 인도
음악이 체계적인 구조나 선율의 움직임이 없는 소읍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라

고 생각하였다，

… 〔하지만〕이러한 태도는 인도 음악과 음악가들이 서구 사회에

점차적으로 많이 진출하면서 천천히 변하였다 (Farre1l 2000: 161).

서구의 이론적이고， 표준화된 기록양식의 화음구성을 내포한 음악체계에 익숙한
식민지 초기의 외국학자들에게 인도음악은 무척이나 다루기 힘든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인도음악은 소리나 구조변에서 유럽음악과는 전혀 달랐고 서구 기보법에
의해서는 대략적으로 밖에 표현이 불가능하였다. 게다가 악기들 또한 유럽 악기들
과 많이 달랐고 소리내는 방식도 확연하게 구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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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lak 음악과 식민주의의 충돌
식민지 시대의 영향은 결코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인도 사회는 이
러한 압력에 수동적이거나 획일적인 태도로 반응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들의 태
도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로 동화， 외국의 혁신적인 문화들이 많게

든 적게 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접해졌을 때 그들은 이것들에 동화된다. 둘째로
저항， 식민지배로부터의 압력과 자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도 이루어지지 않
는 곳에서는 이러한 저항적 움직임이 있었다. 셋째로 적용，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수정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혁신은 받아들여졌지만 새로운 형태로 그들에
게 맞게 재창조되어 발전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반응이다. 이것은 ‘서구화’ 가 아
니다. 오히려 외국 문화를 인도적 관념으로 결러내어 변형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
었다.
인도음악은 근본적으로 단선율 음악으로， 화성을 쓰지 않는다. 그 독주음악은 독
창자(lead singer) 나 독주자로 구성되고 므라당감 (mri띠ngam) 또는 이변고(二面鼓)

를 동반한다. 때때로 가탐 (ghatam) 또는 흙단지북 (clay pot drum) 을 동반하기도 한
다. 보조 바이올린이 독창 · 독주자의 멜로디 부분을 연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을 것이다. 무대에서의 전형적인 공연에서 독창 · 독주자와 반주자가 주고 받으면
서 연주하거나， 보조 바이올린이 독창 · 독주자의 멜로디 부분을 연주하는 방식으

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도판 1 음악회장의 연주자들

Janakiraman 과 음악회장의 Girina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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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2. 음악회장의 연주자들: Gayathri Rajapur 그리고 ISKAN 사원에서파티 연주. Bangalore

음악의 중심을 식민지화된 도시로 옮겨가다: 동화의 예
영국 총독 기관은 당시 봄베이와 마드라스， 그리고 캘커타의 세 도시의 힘， 또는

각 도시의 “통솔력”에 힘입어 발전하였다. 식민주의의 영향은 Mysore 왕가의 힘과
Tanjore의 Kamatak 음악의 전통적 중섬 지 의 힘 이 점 점 줄어 들며 이 를 대 체 하는 힘
이 마드라스로 옮겨가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러한 힘의 이동은 비종교적인
음악 연주회장과 음악 소비단체들이

(sabhas)

왕가와 사원이 그동안 음악을 후원했

던 역할을 대신하게 만들었다 1927년 최초로 인도 음악 회담이 마드라스에서 개최

되었고 마드라스 음악학교가 설립되어 고전음악과 무용의 배움의 장으로서 발전가
도를달리고있다.
작은 연주회장이나 아늑한 사원의 뒤뜰， 개인집들이나 궁정들， 이영으로 지붕을

이은 오두막집들에서 열리던 음악회가 점점 큰 규모의 연주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연주회장은 초기의 무대들보다 무척이나 큰 규모였다. 얼마 안 가서 기술이
발달하여， 마이크로폰과 스피커를 통한 규모의 확장이 더욱 용이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기들은 연주회장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모든 콘서트에 전부 사용될 정
도로 그 사용이 증가되어 왔다. 각 연주자들은 개별적인 마이크로폰을 가지고 있었
고 일부 큰 악기들의 경우에는 두 개도 가지고 있었다. 한번 도입된 기술은 그 자

체로써 발전해나갔다. 오늘날에는 전자 땀부라 (tambura ， 4현의 저음악기)가 모든

48
연주회장에서 기본 음고를 제공한다. 마이크로폰의 접촉을 통해 악기의 소리를 어

쿠스틱에서부터 전자음악의 소리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음악가들은
전통적 방법의 음향을 계속 추구하며 마이크로폰을 사용하지 않기도 한다.

음악기보법의 발전
몇몇 유럽인들은 기준의 부재， 즉 표준화된 음악 기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은 당시 인도 음악의 문제점을 유발시킨 원인이라고 생각하였다. day의 작가는

“인도 음악에 대한 명확한 기보법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정도까지 음악이
퇴보되었으며， 이것은 즉각적인 해결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야만 더 이상의 황
폐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Kannada의

P.N. Padìna 2005: 1)

하지만 대부분의 인도 음악은 구전전동을 통하여 가르치고 받아들여져 왔기 때
문에 이같은 한계는 인도인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승자는 음악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승자는 끊임없는 반복연습과 질책을 받으며 스승의 그것과 똑같은 음

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 음악을 기록하는 방식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표준화
된 기보법은 아니며， 배우는 과정이나 작곡의 탄생 과정 중의 어느 하나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 단지 작곡된 곡을 이미 숙지하고 있는 음악가들이 곡을 좀 더 쉽
게 기억해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었던 것이다. 인도 음악은 아직
까지도 구전을 통해 계승되어지고 있다 물론 전보다 기록된 양식들이 많아졌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전을 통해서 계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인도의

Chinnaswamiy Mudaliyar라는 사람이 근본적인 해

결을 위하여 이 문제를 다루었다. Mudaliyar은 로마 카톨릭교 개종자로 위대한 작
곡가 Thyagaraja의 두 제 자인

Unayalpuram Krishna Bhagavatar와 Sundara

Bhagavatar에게서 Kamatak 음악을 배웠다. Mudaliyar는 전통적 작곡법을 표준화
된 기보법으로 기록하였다. 이 과정의 주목적은 전통 음악을 옛 스타일 그대로 보
존하고 널리 알려 기 위 한 것이 었다. 표준화된 기 보법 이 1892년부터 조금씩 보급되

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인도 음악에 대한 서구인들의 이해를 좀 더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보법은 결코

Kamatak 음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인도 기보법이 Kamatak 음악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시험적인 융화 과정이
일어났고 그런 후 수용 과정(변형 과정)이 진행되었다. 장식음들을 표시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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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3. 악보

도판

4.

남인도의 바이올린 연주 자세

세밀한 기호들로 가득한 인도 악보와 같은 새로운 기보법의 적용은 연주가들의 필

요에 의하여 더욱 널리 받아들여졌다.

유럽 바이올린의 차용과 적용
바이올린은 어쩌면 서구 악기가 전통적인 인도 음악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50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예일지도 모르겠다. 바이올린의 기원은 현재의 찰현악기인
바이올린 이전에 어쩌면 후친(胡琴)이라고 불리었던 중국의 악기가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남인도에는 찰현악기들이 남아있는데， 사랑기 (sarangi) 등

많은 찰현악기들이 있다. 현대의 바이올린은 인도에서 바로 나옹 직후인 18세기 때
까지는 유럽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였었다-

Baluswamy Dikshitar (1 786-1858) 는 그의 가문 후원자인 Manali Chinnayya
Mudeliyar의 지원 하에

Fort St. George (이 당시 영국 권력의 핵심 지역 세 곳 중 하

나인 마드라스 안에

있는)에서

악장으로서

서구 바이올린을 공부하였다.

Baluswamy Dikshitar는 서구 바이올린 기술을 공부， 연습한 후에 남인도 음악에 바
이올린의 적용 가능성을 인지하였다. 그는 G-D-A-E( 완전 4도)의 서양식 조현법을
주음-딸림음-주음-딸림음의 인도식 조율법으로 바꿔서 실험을 계속했다. 그는 서
구의 바이올린을 Kamatak 음악에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도입한 최초의 남인도 음

악가이다.
이 시기에 Vadivelu는 또 다른 선구자로

1810-1845

남인도에 고전 악기로서의 바

이올린을 소개하였다. 어린 Vadivelu는 영국 카톨릭 사원에서 바이올린 수업을 받

았고 유럽의 악곡을 공부하였다. 그는 열정적으로 연습하였고 바이올린으로 인도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숙련되었다 (See L. Sh없ù<ar

1974).

연주자의 위

치 역시도 단순히 서거나 의자에 앉는 것을 너머， 무대 위의 연주자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변화하였다.

유럽악단의 영향
유럽 악단의 영향으로 악보와 악장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관련한 부

분을 여러 악기를 이용하여 일제히 화성악적으로 합주하는 음악에 관한 새로운 아
이디어를 선사하였다. 악단의
KrighnaR떠endra Wodeyar 4세

악기를 실은 화물은 1890 년대에 당시 지도자

(1879-1940) 에

의 해 서 귀 중한 Mysore주로 운반되 어

졌다

Mysore 궁정 음악단 중 현존하는 음악가들은 Mysore 궁중에 의해서 후원， 지원
되는 궁중악단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언급한다 한 종류는 금관악기와 목관악기
와 색소폰이 포함되어있는 ‘서양식 밴드 이다. 악장은 영국에서 건너왔으며 그는

인도 음악가들을 궁중의식， 행렬， 왕위 수여의식 등에서 서구 악단 음악을 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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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연습시켰다 다른 종류의 악단은 비나， 플룻， 사랑기， 딜루바와 같은 전통 악

기 외에 현재는 인도 악기로 여겨지는 바이올린이나 클라리넷과 색소폰 등의 서양
악기가 혼합된 것이다. 인도 악장이 그 악단을 지휘하였으며， 악단 음악가들은 남
인도

kritis

또는 남인도 작품을 연주했다. 대부분의 경우 악단은 18세기의 가장 중

요한 작곡자 중의 하나인 Thygaraja의 kritis를 연주하기 전에 비나 혹은 바이올린으
로 라가의 즉흥곡인 alapana를 연주했다 (Boo삼11996-7: 70을 보라).
악단의 결과물 중 하나가 클라리넷과 색소폰 독주를 Kama떠k 연주회에 소개한

것이다 거의 서양에서 재즈 악기로 사용되던 색소폰은 Kama떠k 고전 음악 무대
에서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색스폰은 또한 결혼 의식， 사원의식에 전통 오보에와
함께 사용되었고， 나가스와람 (nagaswaram) 에서 더블리드악기와 함께 사용되었다.

밴드와 오케스트라 앙상블 연주가 공연장 무대에 거의 올려지지 않는 반면에 최
근까지도 인도 악기들， 예를 들면 비냐， 바이올린， 그리고 플룻， 전자 키보드， 기

타， 클라리넷 그리고 타악기들은 성악 솔로를 반주해주기 위한 오케스트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잘 알려진 Kamatak 연주가들은 라가 음악에 속하는 14세기 작곡가

인

Purandara Dasa가

작곡한 경 건한 내 용의 작품들을 노래하는데 이 러 한 노래들은

라가 노래의 윤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오케스트라의 반주와 함께 녹음되어지
곤 한다 이런 녹음된 노래들은 지금까지도，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
은편이다.
서구과 동양 악기들이 서로 혼합되어 연주된 “퓨전 음악”이라고 불리는 음악들

도판 5

남인도의 색소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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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이 특히

6

색스폰， 나가스와람， 타악기 합주 (Tavil 과

Tala)

Mumbal 녹음 스튜디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Mysore Palace 밴드는

이런 일과는 연관성이 적지만 이렇게 퓨전 음악들이 녹음실에서 인기가 높다는 사
실은 초기의 음악 개혁이 사회에 뿌리내려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갔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이다

남인도 무용에 식민 영향과 그 후의 반전
Bharata라는 인도의 한 현인이

Natyasastra ( 무용，

음악 드라마의 공연 과학)이라

는 학술 논문을 편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이 논문이 처음으로 쓰여진 시기는 볼
분명하지만 대부분 추정하기를 기원전 3세기경에 쓰여진 것으로 본다. 식민지 전

시대 때는 전문 남녀 무용수들이 오로지 사원과 통치자의 궁정에서만 고전 무용을
선보일 수가있었다.
인도무용은 일반적으로 nautch이라고 불리었고 남인도 무용에 한해서는 특별히

sadir라고 불렀다. 공공장소에서의 무용 공연들은

sadir kaacc，빼(무용공연)이라고

명명되었다 하지만 후기 식민시대에는 새로운 이름인

bharata natyam으로도

불리어

진다.
식민지배 이전에는 무용수들은 사원에서 공적으로 일하도록 규정되었는데， 이같
은 소속됨은 결혼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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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종종 후원해주는 것을 즐기거나 자식들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개인들에 의

해서 지원을 받았다. 무용수들은 devadasi라고 불리었는데， 이것은 산스크리트 언어
로 선의 노예라는 뜻이다 Tamil vemacular들은 devataci라고 불리었다， 식민지 전

시대에서는 dαmdasi 전통이 힌두교 테두리 안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 중요하다 T빠디1 사원의 기록에서 보면 통치권한을 가진 궁정과 사원 둘 다 매
우 많은 여성 무용수들과 성악가틀을 개별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춤을 추는 소녀들， 연기자들， 음악가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사원에 한번
고용되면 평생동안 그 일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사원 고용주의 아이들은 거의 언
제나 예술을 접할 수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직업적인 예술가가 되는 일들이 흔하였
고 그리하여 사원에 고용되어 지속적인 지원을 받곤 하였다. 하지만 무용수들과 음

악가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실력을 갈고 닦는 일은 자신들의 위치와 지위를 지속시
키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새로운 사원이 지어지면 어떠한 경우에도 실력
있는 무용수와 음악가틀 또는 교사들이 이 새로운 곳으로 보내졌고 그 새로운 사원
에서 그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되었다 (Kersenboom-Story 1987:

25-

27)
이 모든 관습은 식민지배 동안 변하였다. 부모들과 사원 무용수들， 특히 여성 무
용수들의 공연을 통한 봉헌 행사가 금지되었던 것이다 식민지 기간 동안 무용이
부적절하고 부도덕하며， 무용에 기인한 오랜 사원의 형식이 식민주의의 청교도적
인 윤리의식에 반한다 하여 이를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1800년 후반에 이에
해당하는 법이 개정되었는데 nautch 소녀들은 공공장소에서의 공연을 할 수 없도

록 규제되었으며， 식민주의 후반기인， 1947년 11월 26일에， 식민주의의 여파와 지
역 청교도주의가 결합하여 devadasis의 이름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Oevadasi 법령

이 촉구되었다. 그 후로는 사원에 대한 여성의 봉사는 무용수들이 사원에 행한 봉
사처럼 불법행위였고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Kersenboom-Story xxi) .

Amrit Srinivasan은 무용에 대한 사회의 논점을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였다. 하
나의 집단은 독신주의를 추구하는 개신교 단체이고， 활동주의자들은 devadasi를 가
톨릭에서의 수녀들이 예수와 결혼하였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개념으로 무
용수들을 사원과 결합한 수녀들이라고 생각하였다. 사원은 무용 예술을 공연하고
보존하는 것이 그녀의 기본으로 생각했다. 이것은 신지학상 (Theosophical) 사회의

유럽식 자유사상과 연관이 되었다

이에 반하는 의견은， 기독교적 사상으로， 특히

개신교와 교회들은 devadasi를 매춘부라고 생각하였다. 이 그룹은 춤의 고대 예술적
표현 방식을 보존하고 있던

bhakta

또는 귀의자로 devadasi를 생각하지 않았다.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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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대체하게 그들은 정치적 신분을 얻기에 관심있었다.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 현재 남인도의 고전춤의 장르인 Bh값ata Naηam 혹은

Bharata 춤의 이름은 현인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무용수들에 대한 명예회복은 점
차적으로 이루어졌고 이것의 목적은 무용의 복원과 식민주의에서 독립된 인도의
위선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식민주의 당시의 사원과 궁정의 무용 공연의 형태는 또
한 지금과 매우 달랐다 처음에는 반주하는 음악가들이(성악가들 drone 연주자들，
그리고 다른 음악가들이 옆에 서있었고 이면고인 므리당감 (mridangam) 연주자들이

무용수가 박자를 맞출 수 있도록 그들을 따라 무대에 올라갔다 무용수들은 값비싼
보석들과 실크로 된 의상을 입었는데 이것은 이 시기의 무용에 있어서 매우 눈에

띄는 특징으로 자리잡았다 공연은 밤새 계속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형태는 1930년
대 중반부터 바뀌기 시작하였는데 무용 반주자들(성악가들과 북치는 연주자들)은
무대 바닥에 앉도록 되었으며 무용수틀은 단순하게 입고 춤을 추도록 되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용이 더 이상 사원의 종교의식 행사로 공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용은 사원 행사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되었다. 따라서 남인도의 전통 무용은 매우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더 이상 사원의 소속된 예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매우

대중적인 예술로 자리 잡았지만 이를 계승하는 무용수들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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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ataka의 옐레마 devadasi 전통

Caudike라고 불라는 음악 전통은 Kamataka에서 형성된 매우 소규모 공동체의 특
성이다 이 지역의 여신인 Ellamma와 그녀에 관한 신화를 이야기 형식으로 옮조리
듯이 노래되어졌다 Caudike 공연은 여성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sriti 띠udike( 선율 악

기) 불리우는 한쪽 만이 열려진 뜯는 원통형의 외줄 현악기와 남성의 이미지로 대
표되는 barike ( 박자 악기)의 한 쌍의 악기로부터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 이런 사원
의 데바다시 전통은 ，

Caudike

연주자들은 여신 Ellamma의 제물로 그들 자신을 바치

는 것이다 . 이 공연 전통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계숭되어졌다.
북인도 음 악인 Kanartaka 에서는 여자， 거세된 남자 ， 종교 분파에 희생되어진 남
성 연주자와 함께 ， 여성들이 띠udike 연주자가 되었다. 오직 이 계급만이 mudike 연

주와 Ellamma에게 의 식 을 바칠 수 있는 유일한 계급a로 인정되었다. 초기 의식에
서는 의식 행위자로 권위 를 부여받는 것이 펼수적이다 El/amma에 대한 숭배와 제
물 봉헌 의식은

mudike 노래와

춤이 없이는 불완전 했다 . 이들은 마을에 통과의례의

식에 공연 을 위해 초 청 받았다.

마드라스에서 불과 한 두 세대 이전의 짧은 과거 시 절 에 미디어와 전통사회 구성
원들은 jogist의 역할， 특히， 그들의 난잡함과 성직 자들과 남성 고객틀로 이루어진
조합의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 그러한 소녀들은 성매매업에 새로 편입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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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요구받았다. 이러한 행위를 멈추는 것이 공동체의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되어졌
다. 이러한 사실은

devadasi

전통이 사라지지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일부 공동체의

이면에서는 번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
인도 사람들의 공적 삶과 기관에서의 영국의 직접적인 통제는 1757년에 뱅갈의
동인도 회사가 보호 속에서 위치하였던 전쟁에서부터 시작하여 1947년 8월 자정에
뉴델리에서 영국의 항복까지 계속되었다. 이 두 세기동안 영국 정책에 대한 많은
도전은 있었지만， 우리는 영국에서 건너온 혁신의 대규모 수용과 같은 것틀은 보지
못하였다 모든 사회의 증가하는 침투력의 시기인 광복 58주년을 맞이하였다.

인

도에서 변화한 모든 것들은 식민지 정책이 광범위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그것
에 기인된 것이 아니다.
이 논문에서 식민지배 시기에 작용된 몇몇의 영향들의 예와 이들에 반응한 음악

과 무용의 세계의 영향에 대해서 집중하였다 몇몇 혁신의 노력， 관현악 작곡법과
다성음악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고전음악 (raja) 장소인 궁정과 사원으로부터 비종

교적 장소인 콘서트 홀의 음악 장소의 전이가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졌다. 더 나아
가 필름과 텔레비전의 대중 매체의 팽창과 함께 이 장소 전이는 더욱 진행되었다.

전통 음악은 일부 유럽 악기를 흡수， 변용하였다 특히 바이올린의 사용과 색소폰
의 적은 범위 적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통악기는 과거와 같이 여전히 활약하였
다. 식민지배 시대에 음의 증폭과 같은 기술적인 혁신이 시작되었지만， 혁선의 대

부분은 후기식민시대의 경제적 발전과 기술적 발전을 예기하였다. 전통 음악과 기
악과 무용의 일관성은

devadasi

문화의 은폐에 의해서 심각하게 절충되었다. 고전

무용은 세속적인 예술 형태로 회복되었다. 게다가

devadasi

운동과 그것의 억제 노

력은 여신 Ellarnma의 추종자들에 의해서 지속되었다.

식민지배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Karnatak음악은 큰 변동없이 단지 적용과 제한
적인 수용， 그리고 많은 성공적인 저항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인도 고전음악은
서양의 화성음악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단선율과 라가를 기초로 하여 전해
진다. 실제연주든 녹음된 연주든 간에 Hindust뻐와

Karnatak 음악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들을 수 있다 서울에서의 학회와 같은 회의가 증명하듯이， 예술적 다원

론의 견지에서 오늘날 존재하는 음악이 바로 전통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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