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륙의 음악。l 혼연 유

권도회 (서올대 동양음악연구소 연구원)

1. 머리알
님

단 이후 냥북한 모두 각자의 독립적인 음악사적 항로훌 개척하기 시작하

τr 여 옹해로 60년올 맞이한다 그런데 양촉 응악샤가 소홍이 없이 전개되었
기 때운에 서로 간에 응악사의 궤적에 대혜서도 살필 여지가 없었다 이 때문에
양옥이 60년간 쌓아 온 응악사적 결파융이 근대사의 지속 속에 애지되는지 혹은

현대사에 자리 잡는지릉 검토항 수 없었다 한반도 음악사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 파악하는 일은 이 시대의 음악업자들에게 긴요한 일이다 융
악업자들이 무엇올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당융 구하는 원천이 바로 음악샤적 성

취 단계에 대한 인식이기 때운이다 그러나 양측 옹악 간의 직정적인 소풍에 한
계가 있는 한， 양측의 성과에 대한 내실 있는 검토는 어렵다 그러 나 현재 제한척

이냐마 양측의 성과톨 살피는 것은 핑요하다 왜 냐하연 이는 직접적인 소홍의 준
비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온고에서는 특정 갈래인 “선홍응약’ 과 판련해서 남복 양측의 옴악 연구 성과
률 검토해용 것이다 구처1 척으로 지난 60년간 냥북한 각자가 축적해 놓온 연구사

적 엽 적이 무엇이었는지올 정리할 것이고， 다음으로 양측의 연구 성과가 어떠한
연구 목표와 방엉에 의해 생산되었던 것인지률 겁토하게 펼 것이다 나아가 냥북
한 음악 연구의 성취흘 한반도 옵악사의 전개라는 큰 툴 속에서 음미해보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항용왼 북측의 자료는 북한 음악이룡의 성파의 션연이 아니
라 현재 냥한에서 열자가 수집할 수 있는 데까지이므로 냥북한 옴악연구사률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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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떼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률 갖는다 현재 남한에 공개왼 북한의 자료는
세부적인 것까지 앙라되지는 옷했지만， 적어도 분단 이후 북측 응악 연구의 큰

동향융 파악할 수는 있다 본고에서는 연구사의 큰 흐름을 중싱으로 북한의 연구
성파흘 겁토하도록 힐 것이다 한연， 냥한의 경우 최근 발표왼 r 한국국악학회 창

립 60주년기념학술회의 2 1 세기 국악학 연구과제와 전망， (이하 "60국악학， 로
약갱함1) 올 창고하여 연구사척 동향을 정리해보도록 할 것이다
양측의 음악 연구 성과률 검토할 때 처음으로 거흔되는 것응 “동질성과 이질

성”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엽적인 도식응 양측의 구체적인 연구 성과톨

검토할 때 사실상 모호한 국연융 않이 노정하고 있다 예컨대 양측의 악기개량을
통질성으로 셜명해야하는지 이질성으로 성명해야하는지 얄기 어려우며， 옹색의
연화와 주법의 연화 역시 이질성으로 셜영해야하는지 동질적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양측의 응악에 대한 “동질성과 이질성”이라는 이운엉객 시각은 양측이

첫 대연올 하는 상황에서 록， 서료를 빠르게 파악 'f는데 큰 효과가 있다 그런데
최근처렁 북한 옴악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공개되고， 이에 대한 연구 성과가 축

적왼 상황에서 양측의 소통이 “구체적” 국연과 맞닿아 있올 때는 이러한 이푼엉
척 시각올 해석의 원칙으로 판청시키기에는 우리가 따른다 양자의 연구 성과흩
싱도 있게 겁토하혀 할 때 이러한 이분엉용 장애가 외 기 까지 한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이분명적 시각을 넘어서 양자의 성과흘 동시에 거흔항흑로써 납북한 옹

악연구에 있어서 기본 시각과 방엉이 무엇이었는지륭 보고자 한다
냥북한 모두 옹악 연구의 시초부터 연구의 엄주흩 성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연구 목표와 방업 그리고 연구의 구에적 성과율의 상황 퉁에 따라 연구 엉주는

크게 냐누어철 수 있다 냥북한의 옹악 연구는 영주의 셜갱과 시기 별 주력 과제
설정에 있어서 차。l 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양측의

음악이론 연구 상황을 보여중 수 있다 다음에서는 냥북한 양옥의 연구률 연구의
옥표와 앵법에 따라 큰 엠주로 나누어 보고， 각각의 범주에 따른 연구 성과흘 시

간 옐로 정리하도록 할 것이며 이흘 근거로 납북한 옹악이혼 연구의 성과를 응이
해보도록 할것이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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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파북의 용악이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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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북한 음악연구의 성과는 옹악사 셔숭 잊 연구， 구전용악연구， 옴악개조연구 주

변옴악연 구， 정치적 응악롱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음악사 서슐 및 연구는 사
료률 바땅으로 션개하는 음악사 기술율 의미하고， 구천음악연구는 비총교적 속성
올 갖고 있는 인요， 딴소리， 산조， 시나위 둥과 같은 구전옴악 연구률 알하며， 옹

악개조연구는 악기 빛 창엉 개량에 대한 연구， 주변응악연구는 비륙한 지역 음악
연구이며， 정지적 응악흔옹 정치 권력과 관련왼 읍악척 명분 동을 말한다

1) 음악사 서슬 잊 연구
북한음악사 기술 및 연구의 정황응 연구 주제의 성갱 및 연구 성과의 제꽁 방
식 퉁에 의해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시기는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

대 중반까지 약 1 0여 년간의 기간으로， 음악사 기숭이 미비한 대신 옹악사 연구
의 기초 연구가 진앵왼 경우이다 사료의 발굴과 분석이 주왼 내용이다 이 시기
부터 연구에서 주옥되는 것옹 북한의 시대구분엽이다 이 시기부터 분안 전파 후

콩 구분하여 서슐힐 수 있는 구도가 마련되었다 두 언째 시기 는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1 980년대 초까지의 시기로 용사 기술융 시헝적으로 완성하는 단계였다

비록 이 시기에는 특옐히 주옥되는 개별 연구 성과가 없지만， 이 시기흉 거쳐 시
대구분의 앤칙의 확링， 시대사 기술의 세부 요건의 확정， 균형 잡힌 통사 서술의
사헤룡 확인힐 수 있다 1980년대 초 완간왼 r조선전사， 2는 이 시기의 연구의

싼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
는 r죠션전사j 의 보완기라고 할 수 있다 창조적인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역사
기술보다는 성과 위주였던 r초선전샤j 의 세부용 실질적으로 보완하는 용사 서술

이 극히 부분적으로 벌어졌다
첫 번째 시기 초창기 음악사 연구는 연구사적으로 초기에 제시된 성파율이기
때문에 옴악사의 각각의 연구 주제가 독립적인 것이 욕갱이다 다안， 이 때 마련

왼 연구 성과는 이후로 션개 되 는 조선옴악사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예컨대

1956

년 염갱권의 r악학궤엉 」 번역과 1 956년 리히링 외 여러 연구자들이 당대의 음악

사룡 갱려한 r해방 후 죠선읍악， 3이 출판되었고， 1 957년 전주농의 “고구려 고분

: 사회과학앤 역사연구소 r죠션션사j 션 33권， 영양 과악액파사전종싼사， 19n- 1983
j

려하엉 외 ，뼈방 후 조선옴악J ，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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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에 나타난 악기에 대한 연구‘ 1959년 운하연의 ‘우리나라 고악보와 악보문

자에 대하여’，5 1959년 문종상의 “해방 후 조션응악이 걸어온 길'~， ‘해 방 후 조
선음악 창작 개t!-"，7 1964년 이후 악옹용의 민간옹악예술인 집단에 대한 연구，8

1965 년 이후 김동원의 “중세기 조선음악에서 조식

음계 구성의 기본형태” 퉁

윤 음악사 연구에서 매우 주목되는 것 들이다 이러한 연구는 이후 진행되는 북한

의 용사 기술에 있어서 시대사 기술의 핵십 내용이 되기도 했다 냐아가 사료의
발굴 및 용악사 서술의 내용과 지표 쉴정에 있어서 남북한을 통탤어 한반도 옹악
사 기술의 기초 연구로 명가될안한 것이기도 하다 이 때의 연구 성과는 이후로

진행왼 북한의 옹악용사 기술에 거의 다 반영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연구 과
제 중 음악 구조사는 빠져 있었다 이는 북한의 옴악 홍샤기술에서 읍악 구조사

가 제외왼 원인이 되었다 10
두 번째 시기 1 960년대 중반 이후로 사료의 방굴과 분석을 정멸하게 시도하는
연구는 더 。1 상 진천외지 못했다 1 960년대 중반 이후로 복측은 일판성 있는 음

악샤 서술올 휘해 역사척 명가와 해석 그리고 역사적 기숭 구셰적인 국연에 대
한 ‘선택’ 작엉에 집중쨌다 이러한 상횡온 당시 개별 부문사훌 홍합하여 완결된

용사기술을 시도했던 것과 무판하지 않다 륙한응 1962년 개정딴 r조선홍사 소」
융 간행했는데， 여기에셔 처응요모 분과사인 옴약사혈 주목하기 시작했다 11 그

러나 시대구분 잊 역사 기술의 내용에 있어서 옴악사는 다른 분야와 수영을

‘ r운화유산，(죠선민주주의인인용화국 과학앤층딴사) 1957년 1 호 41-71 쪽

1957년 2 호

26-33쪽

, ，문화유산J 1959년 4혹 46-88 쪽
‘ ’문화유산J 1959년 4 혹 13←28쪽
, ，문화유산J 1959년 5 :t, 1-13쪽 ; 1959년 6호 35-56 쪽
’ 악온용， 사당혜 (il호야) 형성에 판힌 릭사척 고앙 ，고고민송，(영양 사회과학씬층연샤
1964) 채 U.， 1 9-28쪽; “사당예동의 앙용과 정앵 ，고고인용.，(영양 사회과학앤용땅.，"l. 1964)
셰4 :t， 27-33욱 ‘서도 가요의 영창 김판춘’‘ r죠선융약， (영양 조션작곡가용맹， 1966) 찌2혹
30ι31 쪽， 째인의 셔지와 째인갱에 대하여
，릭사과학，(영양 파악앤증딴사 1%7) 쩌6호
20-24쪽

’ r조선용악， 1965년부터 1966년 2호까지

”

연도희， “냥용 융약사악의 공용 과제‘ ， (재5차 죠선학 국쩌억숭토혼회 자효정)(요샤’}

요사카냄셰염과대학 아세아 연구소 1997); 양준연 신대정

권도희

생기련욕언의 전용용

악j 셔융 셔용대층8우. 2002. 137-147쪽

" 과학띤 력사연구소의 r초선용사(상)，온 1956년애 써용 용딴되고 1962년 개정안이 나옹
다

1956년판에 는 용악사가 포앙되지 않다가 1%2년땅에 포@되어있다 이 찍옹 주셰사상에

엉각하여 역사적 유산융 채영가힌 후 같옹 이용으호 1977년 개연외었다

냥과 육의 용악이를연구

이루지 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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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안‘ 이 책으로부터 ‘근대’의 시대구분이 적극적으로 요구

되었기 때문에， 이후로 기술왼 옴악통사에는 근대률 비중 있게 다루어야했

다 r 조선흉사j 는 1 977년 다시 한언 개정판이 충판되었지안， 이상하게도 여기에
는 음악사가 빠져있다 그러나 룡사 기술에서 빠진 옹악사는 1977년 r조선문화사

， 12 의 한 운야로 독립

확대 기술되어 있다 또한 1977년에는 려히립의 r해방 후

조선응악"J (1979)1 3이 충판쟁으로써 분단 이전과 이후시대에 대한 음악사의 서술

의 세부적 내용이 확갱되었다 이러한 과정융 거쳐 북한용 음악사 서슬 내용 영
비중 그리고 그것의 분배 왼칙 둥올 제시하였다 r조선전사j 의 음악사는 이러한

음악사 연구사적 토대 위에 시대구분을 확정짓고， 역사적 영가에 일판성올 유지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상고응악사가 확장되었고 현대사가 비대해졌으여， 분

단 체제 이전파 이후， 그리끄 김일성 퉁장 이전파 이후흉 같온 비중으효 다루었
으며， 당성

계급성

민족성

주체라는 판정으로 역사적 영가에 있어서의 일판

성을 부여했다 이를 흥해 조선음악사 기술에서 프률레타리아 혁명파 그들의 음
악에 대한 음악사적 정통성올 부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고대로우터 당대까지 인

민들의 음악적 창조성이 직선적으로 연결되었다
세 번쩨 시기

r조선전사j 이후로 기숭왼 r조션읍악사 1 (상)， (1 98끼，’ 4 r조선부

분사 초션응악사J (1988-1 990)， 1 5 r조선민속전통， (1995)16 둥파 강은 음악샤류는

부분적으로 r조선전사j 의 경함을， 즉 전 시기에 급조왼 읍악사의 기슬올 보완하
는 작업으로 명가된다 예컨대

r조선부운사 조선음악샤」 의 경우 사i'-의 연재 방

식올 안영하여 왕초사 가 초의 음악사 서슐과 함께 옴악 계용에 따를 음악사 기술
을 시도하였고

r조선민속전용j 온 민속음악의 역사적 전개룡 구체화하였다 또한

흉사의 기술에는 아직 포함되 고 았지는 않지안. 1 998년 최창호의 r우리나라 중세
기의 노래들올 더듭어 l η 둥 일련의 연구서룡 통해 김일성 외에 근현대사에 기여

한 여러 음악가와 응악등올 주옥하고 있다

" 사회과학핀역사연구소‘ r죠선운회사J 명양 파악액과사전용암사， 1977
" 리하링 r해땅 후 죠션용악j 영앙 운예용딴λf.l979
1‘ 려차융 ，죠선용악샤j 上 영양 예슐교홉출판사， 1987
" ，조선음악사 1, 명양 파악액파사전 종합융연사、 1잊K 운성영 약우영죠션용악샤 '"
영양 과학액파사전 총함충용샤 1990

‘

r죠션의 인용션용，

” 최창호 앤져

6 인속용악과 우용， 영양 과학액과샤션종앙용앙샤 1995

，우리나라 중세기의 노혜용융 더등어j‘ 영양총영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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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전옹악연구
북한용 우산계급의 유산 으로 “인정”되는 음악에 대해서 연구의 오든 역량올
집충하였다 우산계급의 용악용 대제 로 구전용악이다 양한의 용악 연구 성과융
가운데 근대적 옹악학의 방법이 없다연 올가능했던 것툴용 대쩌로 구전용악 연

구에 올려있다 1950년대 중반이후로 전개된 구전옹악 연구에서는 민요가 그 중
싱에 놓여있기는 하다 그러냐 구전용악 초기에는 민요 외얘도 우속옹악융 쩨외
한 거의 전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민요연구는 구전옹악 연구에서 가장 언저 착수한 것 이 고 이후로도 지속성융
보이는 유일한 분야이다 민요 연구의 성과는 다른 분야보다 일찍 나타났다 인

요 연구의 초기에는 민요의 방굴파 현지 조사， 채보와 악보집 간앵， 음구조 연구
가 긴일하게 연계되어 진앵되었다 18 예률 을연 ， 1 954 년우터 1 956년까지 모두 8
권으로 간앵원 악보집 r조선민요곡집 j 에 는 당시까지 방굴원 인요 150여 곡융 여

러 가지 용악적 방법으로 기혹빼 놓았다 이 전집에는 전용척인 인요 외에도 화
성 반주가 왈용 연곡왼 인요까지도 오두 포항되어 있다 이러한 인요악보집온

1957년 ’9년부터 전개되기 시작한 용구조론과 유기척 판계 훌 갖고 있었다 옹구초
흔 연구는 조선민요의 고유성파 그 세계훌 밝히고 확장시키기 위해 시도되었다
민요의 읍구조적 혹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 성과가 셰 시 되었는데， 20 이에 그치지

않고 민요툴 토대효 새호운 용악융 안를기 외한 구조객 연구도 진앵되었다 록，
1960년 이후 신도선의 인요의 화성화 연구， 1 966년 박얘성의 화성올 녕어 대위

척 구조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21 그러나 1960년대 중안 이후로 옴구초흔옹 션

용적인 인요건 연곡 연구이건 간얘 창조적인 시각이 제시되지 않았고， 1 960 1녕대
제기원 운채의 정리와 요약 그리고 약간의 보완에 그쳤다
인요 연구가 본 궤도에 오르는 1950 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요 외에도 여타 구
전 융악 분야에 대한 논의도 안발했다 구천음악 연구 초 기에 관심이 집중했언

분야는 창극。| 었다 1 954년 옹악판계자 좌당에서 리연상이 ‘고션극장은 딴소리
가 아치도 우리 옴악의 유구한 고션융 대표하는 것쩌렁 생각하고 인요들올 그 중

" 욕한의 인요 연구시셰 대 한 학g정 보는 권도회， “혹언의 인요연구샤 깨양，동양용악‘
제 29권 217-240 쪽

’ 안기영죠선인요의 융계 구성에 대한 고양‘， ’죠션용악j 셰 l 호(195기， 리 갱영‘ ‘죠선인

1

요외 죠식-용계 구성얘 대한 약간의 고양’，초션용악l 셰9호(1957)

g 권도회， 잎 을

" 신도선， ‘우리 노얘 를파 그외 화성격 셔려 ( 1 -6)“ r조선옵악J 1961 년 1 월 12월 악에성
‘ 인혹용악에서 화생 및 육성서랴의 잊가지“‘ r죠션융악"J 1 966년 2염흐 3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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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에 두기률 망각하는 일부사상-예술적 연향을 가지고”라고 알하는 것에서 보이

듯이 22 창극에 대한 이흔적 판싱의 초기에는 납도식 창극의 결함(탁성 ， 성부‘ 화
성화 퉁)에 대한 꽁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창극에 대한 연구는 조선로동

당 제 3차 대회 (1 956. 4) 이후로 권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음악 현장에서는
창극 혁신의 경과가 빛나게 드러 났고깅 많은 사회적 지지와 동의릅 얻으연서 창

극 연구 역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장극의 혁신이란 옹악적으로 냥도식에서 서도
식으로， 또 끄전 서사에서부터 현대 사회주의 혁영의 서샤로， 성악 중심에서 종
합적 공연예술율로의 변화흘 의미한다 이 정운 음악 현장에 있어서 분단 후 얻

은 큰 성과에 속했다 한시형

문하연

조상선 24은 기 존 창극의 비판에서 선회하

여 납도 장극의 극척 요소와 음악적 표현엉올 진지하게 연구하였고， 한시형의 경
우 서도장극외 성 "f 을 분석하기도 했다 그려나 1 963년 r가극찬극선곡집 ， "의 퉁
장 이후로 그 이전보다 창조적인 논의가 전개되지는 옷했다

민요나 창극의 경우 개별 노래에 대한 관심이 갈래에 대한 판싱으로 확장되었
지안， 산조， 풍류， 풍물， 상현육각 퉁과 같옹 경우는 달랐다 구션용악의 유산으로
서 주옥하기는 혔지안 음악 구조객 특성에 대해서 싱도 있게 논의하지는 않았다

산조의 경우 교육용 채보악보흉 내 놓는데 그쳤고， 풍율의 경우 농악으로 호칭되
며 초기에는 우용의 갈래로 인식되기도 했다 상현육각 및 민간 연회옴악 중 퉁
소 응악의 경우 현장 조사와 발굴 그리고 악보 출딴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채보악보 출판과 응악 구조에 대한 연구가 밀작되지는 못했다 한면， 가곡
。1 나 영산회상 같은 풍류음악응 해당 악곡의 소개 정도에 그쳤다 대체로 1960 년
대 후반 우렵까지 이러한 연구는 대상에 대한 옐굴이나 판싱마저 정지왼다 이후

의 이 분야 판련 논의들옹 기존의 논의을올 희석시키고 반복한 것이다
분단 직후 구전용악에 대한 연구 중에는 갈래에 대한 판싱 외에 음악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시도한 것도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옴구조와 장단에 대한 연구
잉 조선작곡가동앵 중앙위원회

1955.
p

용하연 리히립

1961. 10.

”

r용악유산계숭의 제운쩨 J 명양 조선작곡가흥앵중앙위원>1，

3β쪽

운총상 김최앤

우리 옹악의 빛나는 성파와 보항산 파업，죠션옴악J

11 용

한시형， ‘장극의 전망

，죠션용악"J 1960. 6. 19-28쭉 죠상션

계숭 알션시 11Ã\i l)"， r죠선용악"J 1% 1. 8. 34쪽-4!1쪽 운하연
욕의 연사적 공적

조선옹악J

1961. 4,

‘ 딴소리

션조융의 성악 유신융
용악 딴전얘서의 용흥

4 1 -45쪽

" ，가극장극성곡집 j 영양 조선은학예승총홍앵충판사， 1963
써 시나외근앤업사단， “항갱도 용소 읍악익 요양융 찾이서’ ，조선용악J 1%1 . 5 , 42-44쪽
r신아우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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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중 응구조 연구는 대셰로 인요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지안， 장단에 대한
연구는 구전 용악 가웅데 인요의 영주룡 녕어서 당충， 놓악， 딴소리 성지어 영산

회상 둥 여러 갈래에 경쳐 있었다 장단연구는 1954 년부터 한시행의 ‘죠선장단에
대하여’ '27 에서 본격객으로 시작되어 ， 1 959년 이후로 안기용의 “조선 장단에 대하

여" 그리고 1 966년과 1 967년 사이에 채기덕의 “민족응악에서 장단의 억양‘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올 용해 북한의 장단과 관련왼 기초 논의들은 일단락

되었다 이후로 전개되었던 장단론은 한시형으로부터 채기덕까지 진행되었던 연
구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 실용론과 판련하여 거롱되는 장
단의 가지 수는 정차로 축소되었다갱
북한의 1 950년대 중반 이후로 전개왼 구전옹악 연구는 연구 대상의 선택과 한
정 ， 연구 결과웅의 양， 연구의 성과의 다양성 등에 의해 1960년대 중

후반과 그

이후로 냐누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응악개조연구
북한에서는 용악 유산의 해체와 이훌 흉한 음악채건이 이루어졌다 。1 천 과정
에 대한 연구가 옹악개조 연구라끄 힐 수 있다 읍악 개조 연구는 본질객으로 혼
총응악용 생산하는 기반이 되었다 개초 음악 연구의 대표적인 사에는 악기연구

와 창법연구라고 할 수 있다

악기연구와 창업연구는 운화유산의 창조척 계숭과 관련되어 있다 운단 이후로
북한에서는 전웅문화릉 “문화유산”“‘인인창작유앙‘ 혹은 “고선” 풍으로 율렀고，
대제로 응악의 경우 ‘옹악유산’‘으로 울렀다 1 950 년대 중반 전후로 문화유산용
일방적인 계숭의 대상이 아니라 특정 역사객 단계에서 취사 선택되어야 하는 것

잉이 강초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 958년 리연상은 유산융 계숭하는 문제에

대해 논한 바 있다 리연상은 인족적인 것은 전부가 다 우수한 것이 아니며， 우수
한 것은 모두가 민족적이라고 하였고， 유산의 원형융 파괴하는 것과 원형 그대로
쓰자는 복고주의 양자릉 모두 경계하연서

1)

유산의 원형올 그대로 정리

보존，

2) 현대의 안옥으로 연곡， 3) 유산에 기초하여 새로용 창작올 하는 것 3가지 방법
올 제시하였다 29 리면상의 이 제안은 이후 붓한 옴악사회에서 그대호 실행된 일

이기 때문에 주목원다 음악사 연구와 구전응악 연구는 리연상의 제안 중 1), 2)

"
•
”

，용악유산 계숭의 재문제 ， (명양 조선작곡기동앵 중앙위앤회

1954),

38-78쪽

， 확한의 전용융악a 장연 연구 앙 창조

리연상 ‘용악창작얘서 보수주의와 소극성용 반대하여

，죠선용악J

1958.

11 ， 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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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한다 음악개량 연구는 3)에 해당한다 즉， 용악개초 연구가 혹알왼 것온

1950년대 중반 전흥적인 용악이 “프올해 타 리아 혁명융 이륙한 인족성”올 드러 내
기는 부족하다는 문제제기 때 문 이었다 JO

1 950년대 중반에 션용악기융 조사하고 갱리하는 작업이 일단락 지어졌다 31 한
연 . 1960년에 당시 악기 ‘개조‘ 사업용 진행 중이었언 민촉용악연구소의 부소장
황영철은 현악기 8종， 판악기 7종， 타악기 1 종 총 29종 악기가 개조되었용올 보

고하였다 32 이는 늦어도 1 950년대 말에는 악기 개조사업도 진앵되었던 것올 의
이한다 실재로 조선로동당 제 4차대회 ( 1% 1. 9) 기녕 “경촉민쪽악기 전랑회

90 여 종의 악기흩 선시했고’ 1 %3년 인족악기션랍회에 150 여 총의 민족악기 흩
전시했다 또 1968년 건국 20 주년기녕 전국개량악기전랑회에서는 전죠가 가능하

며 용색이 같온 악기군융 갖훈 앙상용이 가놓했던 것으로 보아 늦어도 1960년대
애는 악기의 채작。1 싱당한 언재에 도말했용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악기연구는

이후로 이쳐엄 빠르게 진척되지는 않았다

1 980년우터는 악기총서률 간행하고

악기 개량과정에서 누학되었언 궁중악기를올 확인하는 작업이 추가되었올 푼이
다꼬

한연 ， 창법에 대한 연구도 악기개조와 항께 시작옹 되었다 1 950년대 중반 이
션 에 천홍객 발성 ， 욕히 딴소리 앨성에 대한 집중객인 문제제 기가 끝난 상태였다
그러 냐 1 960년에 당시 상황용 보연 창엉 운제는 악기의 정우와 달리 대안올 찾
지 옷한 것으로 보인다 1 960년 7월 작곡가동앵중앙위앤희， 용악대학， 민족예술

극장， 인민군협주단， 국립예술극장， 국럽교향악단， 앵송예슐단

민족음악연구소，

교육문화성 예술국 소속 교수와 학생 60명이 창여한 대토룡회에서 거흔원 개량
문제는 1) 성부‘ 2) 악기，
파 2)의 문제는

3)

발성 3개로 압축윌 수 있다” 이 중 1 960년 당시 1)

중간총화“되었다고 밝히고 있어 ， 1 960 년에는 창업에 한해서 집

중척으로 문제 제기가 이후어 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가장 시 성부의 문

제는 인요의 화성반주 논의 파갱에서(1 950년대 중반 이후로) 의견 개진이 있었

’

리하링‘ ”인민용악 유산져앙파 언대성“ 연집부

고전용악의 양션용 위하여

，용악유산

저융외 찌용제j

" 굿링고전예슐극장 죠샤연구싱‘ 조션인쪽악기 유예에 얘하여’‘ r옴악유산찌숭의 셰운셰j
x 인혹악기개조사엉얘 판언 영외희， 민축 악기 개죠 사업의 보다 영앵한 앵전용 휘하여“
r죠션용약， 1960. 7, 26쪽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옹 r싹안의 션용용악"J ， 20 1 -205확

i

언집우

1960. 7,

인촉 생악 망성 t철외 확엉융 쩌하여 - 6엉 14 월 앵의회에서

1 2-20 옥

죠션용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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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창극의 개량올 흥해 실전 경험올 하던 중이었다 천동적인 악기의 상양에 대

한 겁토 완료 후 악기개조가 진행되는 정에 비해 ， 창업의 경우， 전홍 장엽의 결함
에 대한 인식은 공유했지만 이에 대한 대안온 못 찾고 있었다 창엉에 대한 초기
연구 파제가 판소리의 창업에 대한 문제로 한갱되었다연 ， 1960년 이후로는 딴소
리와 민요가 동시에 거론되었고， 서양식 창엉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

대토론회에서는 합의나 구체적 지향올 논의해보지도 옷한 채 끝났으냐， 판소리에
한정왼 문제제기보다 대안을 모색하기에 유리했다 필자가 경토한 자료률 용해

살며보연， 1960년대 창엉 개량 문제가 직정적으로 거론된 것올 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70년 I민속성악교측본j 에 의하연 북한은 창엉운제에 있어서 “민요”흩
기본으로 하고 있었옹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창법 문제가 일단확 지어졌음융

보여줌다 35 그런데 창업 문제에서 “민요”로의 지향은 1970년대었지만 이흘 흥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운제을이 제기되고 해결되기 시작한 것응 1980년대 。1 후로

보인다 비록 장엉의 개조가 1970년대 이션에 가창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
도， 이에 대한 이흔적 분석응 1980년대 이후에 진행왼 것으로 추정원다 1 980년
대 이후 선개된 민요 창엉혼에서는 가사의 발읍， 구절엉와 호홉법， 발생엉， 굴링，

미분옴 동풍 세우적인 논의기& 전개되었기 얘문이다 다안， 1980년대 초에는 이
상파 같은 창엉파 관련왼 제 문제등이 각각 분리되지 않고 션반적으호 논의되다

가， 1980 년대 중반 우영부터는 개별 요소들에 대한 싱도 있는 연구가 전개되었
다p

이상에서처업 옴악 개량에 대한 연구는 악기의 경우처령 1970년 이션에 연구

가 마우리되었고， 창법의 경우 악기보다 10여년 늦게 결실올 보았응을 알 수 있
다

4)

주변음악연구

주변응악 연구란 외국 옴악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의 경우 주변응악과의 관계

는 소련과 중국 그 외에 사회주의 국가플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북한은 소

l

권요성， ‘욕한의 인촉성악의 개녕과 성깨

,

f o ] 에 구박사구순기녕융악학논총J (1 998)， 29 쪽

채인용
i

인요창업에 대한 자세한 논의 내용용 r약한의 전용융악ι 263-275쪽， 권도회 ，

육한의

민요연구사개앙， 앙 핵
?

최한혈，

인요흩 아용답고 유순하게 부르도욕

죠선예융J

1980. 5,

36-37쪽， 리장성‘

“가샤 구사와 어 용융 질 살리는 것용 인요 창업에서 중요한 문제조선예승J
50-52용

198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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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융 위시하여 중국， 용고 잊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직갱객인 옴악 교류용 하
기도 하지만， 정치척 교류의 우대행사나 축제 참여 둥과 강용 순간적 판계훌 맺

기도했다
1948년 3훨 “초쏘 양국 간의 경제적 잊 문화적 협조에 판한 협정’‘은38 조션의

작곡71， 지휘자， 연주가률이 쏘빼트 음악 과학융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9
년 당시까지 다수의 용악가를이 ‘선진적 쏘에트 옴악 과액이 달성한 기술 및 미
학 리 론올 부단히 섭취하여 자기의 기슐 빛 리용 수준융 결갱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39는 목표 하에 쏘련에 갔다 또한 북한은 1950년대 중반에 소련의 옹악용

원용이고， 중국 민족옹악 대회의 창판 보고서률 번역하는 풍，애 우방 국가를의 용
악에 대해 객극척으로 검토하고 있옹융 보여준다 북한이 소령과 충국에 특히 주

옥하는 이유는 자국의 융악에 대해 많은 시사정을 주기 때 문이 다 소령은 맑스
에닌수의 노선， 사회수의 객 사실주의， 현실주의 노선융 따르고 나아가 다인족국

이 기 예문에 사회주의 셰채 속에서 각 ’‘민족별 개성’이 거흩원 수 있었다 그러
냐 소령은 오애 라， 심포니 풍 유엉용악의 전용 속에 있었기 얘문얘， 비서구인 족
융악의 주체적 독렵융 위한 사헤 로는 부적합했올 수 있다 이에 북한은 역시 다

민족국인 중국의 사에 올 용해 견문을 넓히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왼다
북한옹 소련과 중국의 경우 외에도 판계흩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 960년대 초
이후로 용골에서 가서 공연 하고 민족음악사업올 홍보한 사헤는4 1 륙한과 외국간

의 옹악교류 판계훌 보여 준다 그런 데 1%잉년대 초률 녕어서연서 외국읍악에 대
용하는 진지한 태도보다는 앙문풍연

축재창여 둥으로 한정되고 있다

5) 정치적 음악흔
해앙 직후부터 문화예숭판련 제 분야들의 동맹이 절성 되었다 륙한은 이흘 총

화하여 문화예술활동의 제도적 기반과 이념적 지향훌 봉일해갔다 옹악 부문에서
는 레닌주의의 당성

인인성융 앤칙으로 하는 쏘비에 트 용산당 중앙위앤회의 결

정파 형식주의 와 당비주의자용 공격하는 1948년 2월 1 0일 쏘련 공산당 중앙휘앤
회의 가극 〈워대한 친선) 철정얘 영향윷 받아 1 946- 1948 년 사이 ， 늦어도 1 950년
연징우 “우리 용악용 앙상 쏘예트 용악라 앵깨 있다.'. r죠션예융J 1959. 8‘ 7쪽

I

”앙융 9쪽

~ ，융악유산 계충의 찌용찌 ι 1 35- 202휴 리연상， “융악창작에서 보수주의와 소극성올 안
대히애“ r조션용악J

‘

1

1958.

1 1 ， 7용

정상진 r아우르안얘서 ￥르는 액죠의 노혜 j 서융 지식산영샤 2005 악소현‘ 용용 야

싹외 유래와 륙힌 가야긍파의 판계

r 싼국용훌학j 여용호 서융: 한욱용융악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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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로 맑스 레닌주의 미학 원칙에 의거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로 당。l 절갱하

끄 지도했대제 14차. 29차. 43차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 또한 조선로동당 제3
차， 제 4차 대회룡 거치연서 인족유산의 문제가 정식으로 거론되고 강화핑 으로써，
주셰의 근원올 1930년대 혁명전통에서 찾으려했다 42 이러한 상황은 1970년 11
월 조선로동당 제5차 대회까지 지속되었다 1 970년대에는 1 960년대까지 제기되

었던 모든 문제릉 체계화하여 주체이론을 정립하는 시기였다 그 후， 사회주의
건성 제 2차 7개년 계획 (1978-1984) 기간에는 주셰이론이 대중화되었다 1 980년

10월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 6차 대회 이후로 주체사상이 확고부동한 위치흘 차지
하였다
이러한 갱치적 연화 속에서 음악에 관한 기초적인 문제제기는 1 960년대까지
모든 푸문에서 。1 루어겼다 띠라셔 1 960년대 후반i홈터는 그 이션까지 재기핀 문

제훌 당의 차원에서 국흔융 통일하고 재확인하는 절차 속에 재연시켰다 이러한
과정융 거쳐 1 992 년 김정일의 r주셰음악흔'J o1 출판되었다” 이 책은 1 960년대
이후 제기왼 문제률 주체라는 주제로 일판성있게 갱려한 것이다 또한 이 책온

1970년대 주체혼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입장융 고려하여 주체응악흔
올 학습시키기 위해 마련원 복한용악 교육흔의 총아이기도 했다 시기별 논조의
차이는 있지만， 분단 이후로 션개원 북한의 옹악론의 절반이 바로 。1 상과 갈용
정치적 음악흔。1 었옹온 주목휠안하다

냥한

3

'60국악학」 에 의하연 냥측의 이 흔척 성과는 응악사 연구 영역， 민속옴악연구영
역， 그리고 비교음악학연구영역으로 나누어진다 본고와 관련하여 옴악사 연구는

용악적 사건을 시간적 인 파 관계 속에서 기술하는 것으로， 민속음악 연구는 구션
음악의 연구률， 비교음악학옹 민족음악학 (e thnomusicology)척 기반 하에 진행왼

연구로 한정해 올 것이다 냥북한의 음악 연구의 복징올 구멸하기 위해 위 의 논
의에서 검토외지 않았던 신국악 연구에 대한 항옥과 응악구조연구률 추가하기로
힐것 이 다

‘: 연집부，
Q

우리 용악용 항상 쏘얘트 용악파 항께 있뎌r

김갱일，용악예숭룡，. 영양 죠선로홍당총딴사，

1992

，죠선예슐J

1959. 8.

3-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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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옹악사연구
' 60국악학J 에서 잉이선용 망대한 자료올 제시하연서% 냥한의 옹악사 연구흩

두 시기로 구운했다 혹， 흉사기승의 용올 잡고 옴악 양식사 연구의 기초가 완성
외는 1 987년올 기정으로 그 전과 후융 구분한다 전기의 연구는 야악， 당악， 종묘

제에악 영산회상， 가곡， 가곡

가사 시￡ 울교음악， 의혜와 갱재， 악서

악보

기보엉， 악기연구， 기태용악사회샤 용악기관， 용악집단， 용악인， 옹악사상사)로
냐누었다 그러고 후기의 연구는 분야영로 아악， 고려-초션전기 향악 및 고취악，

세 종대，<， 당악， 영산회상， 가곡
보

기보엉

가샤， 불교옹악， 의예 잊 연향， 갱재， 악서 ‘ 악

의궤류 연구， 악기 연구 읍악사회사적연구， 용악사상

악흔연구， 근

대융악사연구， 지역옹악사연구로 구분하였다
시기영 항옥의 성쟁에서 알 수 있듯이 전후기 연구의 주요 주제는 연화하고 있
융용 알 수 있나 또한 이 "1 새기왼 운세에 대얘서는 연구의 심도가 딜라지고 잉

융올 알 수 있다 이러한 연화의 기저애는 연구자의 세대 교셰 및 새로운 사료의
항울 동과 같옹 핑연객 혹용 우연척 사건이 뒷받청하고 있었다

2) 민속음악연구
' 60국악학J 에서 이진원용 다양한 자료훌 제시하연서 ‘S 판련 분야의 연구성과

훌 용악학의 하위 운야별， 악곡

갈래별로 운석하였다 한국인속용악은 용악이룡

(융조직， 션융론， 장단흔， 형식혼)， 고악보， 계보학 잊 명션연구， 악률학， 옹반학，
융악미악， 대중음악， 옹악사회악， 지역융악학， 악기학i 용악치료학， 옹악교육학으

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개옐 하위 운야는 모두 같용 정도로 연구 성과율이 제출
원 것은 아닝올 운영히 하연서 ， 연구의 다양한 차씬를융 보여주고 있다 한연으

로 이진앤옹 같옹 논문에서 천용음악의 음악 갈혜영 연구 현황 분석에서 중휴，
산조， 딴소리， 농악， 민요 장가， 상현육각 및 무용반주， 송서

시창

성옥， 우속

융악， 시나위로 나누어 정리한 바 있다

이진원에 의얘 제시왼 창고문헌의 세부를 흥해， 이 분야의 연구는 시기별 주요
판싱사가 달라지고 있융융 알 수 있다 이에 의연 ， 인속악연구는 1 9 70년대 이후

본격격으로 진앵되기 시작되었는데‘ 개별 갈래에 대한 연구， 션숭

계숭 상황얘

대한 연구가 중싱이 되었용융 양 수 있다 이것이 일단락되는 1990년대 초반에는

“

잉미션‘

한학움악사연구외 혐쟁과 션양

，얻국욱악악회 앙링 60주년기녕학슐회의 2 1 세

기 공악학 연구과제와 션，~， 자료집 2008. S. 10

”

이진씬 “21 세기 인속용악tt연구 갱생파 션양‘ 앞 자료갱 2008.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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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영 갈래의 음악적 옥성을이 종합되고 갱리되며 여타 연구 운야에 영향융 끼치
고있음올알수있다

3) 민족음악학연구
냥한에서 톡렵왼 학문으로 비교음악학(민족옴악학) 혹은 음악인류학이라는 학
문영역이 알려진 것은 늦어도 1970년대 초 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과학의 존재

와 연구 방업 및 성과에 대해 아는 것과 별도로， 실제 이러한 학운올 앵위로 실
현한 것 은 훨씬 뒤의 일이었다 '60 국악학J 에서 이용식옹 비교음악학의 용어의
한계흘 지적하연서 한국올 제외한 주변응악의 연구 성과릎 정리한 바 있다 이에
의하연 이러한 연구는 1990 년대 이후호 본격척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기술하

고 있다 또한 이용쇠용 그간의 연구 성과룡 그 양과 비충에 따라 용양음악

세

계음악 일반론에 대한 연구， 중국음악에 대한 연구， 일본음악에 대한 연구， 기타

지역에 대한 연구， 디아스포라 동의 항목으로 정리하고， 창고 운헌올 세시하였다
이에 의하연 중국과 일본 외에도 인도， 용몰， 티뱃， 중앙아시。L 동냥아시아， 이슬
랑권 ， 미주

유럽권외 단자니아， 부탄， 태명양제도 하와이， 아프리카， 이집트 둥에

대한 연구 성과율도 있용을 확인항 수 있다
인측용약학 연구의 성과는 이용죄이 지적한 바대로 1990년대 이후의 성과용이

다 또한 이 분야의 연구울의 상당 수가 번역서이지안， 1990년대 이후로 현지조
사에 의한 직접적인 연구조사가 벌어지고 있옹을 알 수 있다 한연 ， '60국악학」

에서 거흔되지 옷했지안， 민족음악학의 주요 갱점을이 한국옹악에 적용되었던 연
구 작업도 1 990년대 후반 이후로 진행되었다 47

4) 신작국악연구
'60국악학J 에는 현재 국악이라는 범주 속에 벌어지고 음악 연구의 성과흉 정
리하지 않았다 현재 국악이라는 영운 속에서 진행되 고 있는 다양한 행위 가운데‘
창작의 멍주로 운휴되는 일련의 사회적 행위을이 았으며 이는 신국약1 신작국악，

창작국악 풍으로 부른다 신작용악은 천홍옴악올 이념적

‘

기술적

현실적

정치

。1 빼구는 R어Jerl Gunthe r의 Von der Vergleichenden Musikwissensch 씨 und der

Musikethnologie용 번역한 바 있다 이에구역， ‘비교용약학과 (κe흉엇쟁) 읍악인축학 (흉잊
Rκ'I!)- 구라와얘셔익

(05 ) 비구주

(~땅해) 용악연구의 역사와 현양

’힌국용악연구j

VoL 3, 1974
얘현정， 한국의 창작국악 셔구화인가， 근대화인가， 얻국화인 7P'， r용양용악"J. 2000

”

냥과꽉의 융악이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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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반으로 휠용하여 작곡왼 융악으로 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
흩 신작용악연구라고 할 수 있다 신작용악은 최근Z까지는 대째로 진지한 용악에
의 지향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작옹악얘 대한 연구 역시 진지한 용악용 대
상으로 힌 것이 대부분이다 1996년에 정리왼 신국악 판련 참고운헌옥륙48 율 창
고하연， 창작용악에 대한 연구는 거청게 두 시기로 나누어 블 수 있다 초 기 연구

가 전흥음악과 그 제엉 혹온 화성화에 대한 연 구 라연， 후기 연구는 신작국악의
작풍연구와 전용용악의

작곡‘ 개녕얘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초기 연구는 대화 1 951H970년대까지라고 할 수 있다 1 950년대는 나운영 연
구가 있었고49 1 960년대에는 예술앤의 간행풀과 서융대학교 옹악대학 학보 둥에

게재왼 김기수， 나운영，50 김용진， 01 성천，51 윤양석" 풍의 연구 성과용이 있었다
초창기 연구 성과용용 대째로 전용용악의 화성화와 재구성에 대한 문제 혹온 천
용음악의 쩨법에 예한 F조격 언구었다 아야한 상핑용 1 980년대 이후도 신작국

악 자체용 용석 tf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이 시기애 션인영은 당대의 기교용 갱려
하여 신작 국악에 대한 입문서까지 출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53 1 990년대 후반

이후로 혐재까지는 기존의 신작국악 작용에 대한 운석용 지속되었지만， 이에 더
냐아가 근대 서양의 “작곡” 개녕 외에도 창작올 가능하게 했던 이혼척 근거흩 밝
히고있다 g

5)

용악구조연구

옹악구초연구는 처옴에는 옴악사 빛 인속융악 연구 과정 중에， 개멸 악곡 혹옹

갈래의 음악 구조적 운제흩 거흔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 다 용악 구
조적 연구의 싱도가 더욱 김어지연서 이 연구용야는 독립휠 수 있었다 예컨대

옴구초롱， 장단흔， 형식론， 션용흔 풍파 장이 개별 주제의 연구가 양이연서 더욱
ι 국링악악원‘ r한국용악 장싹욕 작용욕욕집，. 서*' 학힘국악씬 1996

”
”

나용영 ‘인요외 예보아 연용의 용셰생" ，셰 역 J 1954
냐용영

한국적 션용의 화성화에 대한 시흔“ ’예 f씬보，(셔& 대한인극예 f앤. 1961)
‘, ’예숭논운 장 j 제 5갱‘ 1966. 9
" 김용진， ‘국악작극의 지용경“，용대악보J( I963) 셰3갱 %一67용， 이성천 “가꽉 안주에

세6호， 김기수‘ -현영 굿악앙현악외 악기연성
잉어서 우죠의 여성연구

，용대악5!.J( l 963) 찌3겁 56-64쪽

잉 윤양석 ‘냥도인요 보명가링외 이디엉 - 창작용 위한 한국인요연구 1"‘ r흉서~!l-J (서
울 째연대 용셔용화연구소 1969) ‘서도인요 수김가 가학외 이다엉 깐악창싹을 쩌언 한국민
요연구 r r숙대논용깅 J 서용 용영여자대악표용판부

”
”

1974

전인명 r국악작곡잉용，. 서융 언대용악용연샤， 1 9뻐
연져앤 -한국용악에셔 각용의 깨녕

r흉양용악'J Vo l.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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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 있는 논의로 이행되었다 다안， 개별 연구에 대한 상호적 검토가 이루어지

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가셜융 겁토하고 논쟁하는 중이다 이러한 연구는 긍극적
으로 한국전홍응악의 음악 구조적 본질올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다

4 ‘ 냥륙한 용악 이용 연구의 생파의 옴마
냥육한 양즉응 에쇄적 구도 즉에서 서로의 옴악 운화와 옴악이용을 선개해 가

다가 냉전체제의 해소 이후 맞대연하게 되었다 맞대연의 초기에는 양측 옹악문
화의 표연적 이질성에 대해 심하게 충격올 받았다 그러나 점차로 제한왼 범위나

마 직접적인 교휴가 계속되연서 풍질생에 대해 안도를 하기도 혔다 그러나 양측
음악문화 및 연구 분야에 있어서 통질과 이질이라는 시각은 서로흘 이해하고 소
흉하기 위한 이해의 툴이 휠 수 있을지 의심스렵다 왜냐하연 양측의 옴악과 그
에 대한 연구 결과는 서로 같고 다릅이 다양한 차원에서 교차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 쟁에서 통질성과 이질성이라는 시각으로 냥욕한의 상황에 대해 정근하는
것은 성지어 허구적일 수도 있다 55 다만， 이질성과 용겔성이라는 이해의 를은 양

축의 연구 성과에 대해 보다 입체적인 전착이 있다연 유용할 수 있다 다융에서

는 동정과 이질의 측연이 다양한 차원에서 섞여 있으며， 이제까지 알았던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흥질성이 발견되고， 이질성의 차원은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것과

표리틀 이루고 순환적으로 연결되어 있읍올 정려하도록 항 것이다

1) 동질성의 두 차원-근대 보연주의로의 연입과 전홍
민요， 딴소리， 산조， 시냐위

상현홉각(민속합주)， 풍류(성악

기악)， 악기， 분단

이전의 음악사 퉁은 양측에 고루 남아있다 그리고 이상의 항목들은 사료로도 확

인된다 그런데 이러한 대상에 대한 연구의 경우， 냥한의 여러 학자의 견해가 다
르지만 각기 다른 독창이 인정되는 것처럽， 북한의 해석마저도 하나의 독창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헌데 양측의 독창이 그대호 인정되는 엉주는 전통 그대로의

모습올 연구한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냥북한 음악계 내에서 “전통
그대로 보존왼 음악의 비중은 양적으로 많지 않다 천동음악의 엉주는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성되었던 것으로 구성되기 때운이다 또한 북한의 경우 이에

”

권도회“냥용힌 융악교유

동갱생의 한계와 이정성의 수용 , (한국특일학회

구씬 공용주척억%에의 〉 자료징 2005 , 10. 28

용일연

냥과 혹의 옴악이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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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 및 관싱이 1 960년대에 총료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측이 공유할안
한 것은 1960 년대 중반 이전의 연구 성파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데 연구 성파용이라는 것도 전통음악에 접근하는 특별한 태도의 경과율이기 때

문에 그러한 태도의 씬천이 무엇이었는지툴 겁토해야 한다
전홍응악에 대한 “연구”는 옹악에 대한 전근대척 태도와 무관한 일이다 응악
에 대한 전근대적 이해의 를윤 용악이 가치룡 속에서 위치하거나， 혹은 음악파
의례의 판계 안에서 셜정되었다 음악에 대한 이해의 방식 가운데， 옹약 자체 내
의 구조에 대한 기술적 (techn îcal ) 문제에 대해서 판심올 두는 것은 근대 이후에

개척왼 땅엉이라고 할 수 있다 냥북한 양측의 응악 연구 결과용을응 각각 ‘파
야’이라는 방엉올 흥해 생산왼 것이다 륙한은 지속객으로 음악 연구에서의 “과
학‘’올 강조했고， 용악학의 태두 이혜구는 자연과학의 연구 앙법에서 착안하여

“비교”의 판점올 음악연구에 관철시켰다 56 비록 양측은 연구 초창기에 근대학운

의 분파로서 음악파학에 대해 선영하게 인식한 것은 아니었지만， 초창기부터 파
학의 정신 하에 있는 서구의 선행 연구의 사헤흘 흥해 파학척 태도흉 음악의 이
해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 양측 모두 음악을 셜명하는 방식이 전근대적인 것에서
근대적 방식으로 천환되었다 예컨대 분단이후 양옥이 전개한 읍구조흔파 장단흔

그리고 장법에 대한 연구는 근대적 옹악 연구흩 션제로 하지 않으연 흘가놓한 것
이었다 분단 이후료 진행왼 대부분의 용악 논의가 근대 이후로 환기왼 “음악과
'f'’의 입장에서 생산되었다는 사실은 흥미흉다 남북한 양측이 이루어낸 옴악학
의 성과률 통해 “이런 옴악은 냥한에 있는데 북한에는 없다”는 차원을 녕어서

“납복이 동시에 용악에 대한 음악과학올 실현했다”는 이해의 차원에 도달할 수
있다 다안， 이러한 차앤에서 전홍의 “보존”의 과제를 양자가 공유하고 있었던 것

은 주옥할 안하다

양자가 공유하고 있는 전통옴악의 갈래나 악곡올 통해 동질성올 확인하는 것보
다 다를 차원의 동질성이 있다는 갱을 인식하는 것올 중요하다 냥북은 소홍 없이
각자의 연구 영역올 설정하고 결과툴을 내었지만， 그 성과울의 내연에는 세계보

연사에로의 지향올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을 다루는 기본
적인 시각에서 양자가 통일하다는 정은 양자의 소동을 활얄히 전개할 수 있는 초
석이 왼다

한연， 현재 상황에서 냥한의 전통음악 혹응 이에 대한 자료률 토대로 복한에
%

안당 션생옹 ' ..신의 학운의 앙엉융 성명하연서 나비용 연구히f<; 악자의 앙엉용 용악에

엉용했다고중언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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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것이 있는지 여부훌 끈질기게 확인하는 작업도 긴요한 일이다 그러냐 북
한의 전용과 판연왼 더 많은 자료률 찾으연 찾을수록 통질성을 핫기란 더욱 어 려

워 질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용정보다 이횡성올 확인하게 휠 가능성이 더 크
다 57 한민족의 강수성이 홍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들어진 옴악은 지역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서도에는 서도소리가 납도에는 냥도소리가 향유되었던 역사
적 사실은 지역적 갑수성이 통합되기 전의 상황올 알해준다 지역 차가 향유의
차원에서 해소되는 시기는 20세 기 이후이다 20세기 이후의 극장， 이디어의 발당

그 리고 응악가의 여앵옹 지역 차의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따라서 20 세기 이션의
용악 문화흩 기반으로 하는 음악 유산의 확인 작업응 방대해지연 철수륙 이질성

올 확인인하는 이흔적 토대가 휠 것이다 이러한 정은 바로 이절성과 동질성이라
는 연구의 툴이 연구의 싱도률 깅게 하는데 크게 도융이 의질 않는다는 정융 보

여준다
냥북 음악이흔의 동질성응 개별 갈래나 악곡올 홍한 전흉 자제의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지적 활동에서도 확인왼다 즉， ‘동질”에는 단연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원 총위에서도 확인휠 수 있다는 정을 보여준다 또한 전통음악의

전숭 양이 한반도에서 유흥되는 모든 응악에 비해 얘우 낮은 상태이다 이 두 가
지 측연용 인청한다면 양측의 동청성은 오히려 파거 보다는 현재에서 찾올 가능
성이 더 많다 즉， 통질성의 회복이 아니라 동질성의 발견이 더육 생산적인 논의

률 만들어낼 것이다

2) 이질성의 두 차원

연구옥표와 방법

남북한의 개별 연구 성과에서는 불론이고 일정 기간의 연주 주제 성정에 있어

서 차이률 보이 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연구 옥표가 닿랐기 때문이다
북한의 정우는 반제국， 반용건의 기치 하에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했던 것처렁 음
악 연구의 영역에서도 혁명척 연구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북한온 신

비주의， 형식주의， 당미주의에 함볼되기을 엄중히 경계하고 새로운 읍악의 건셜
올 구셰화하는 것을 연구의 지표로 삼았다 따라서 음악 연구는 “응악창작”에 직

접적인 영향올 미치는 “현실적인” 것이어야 했다 이는 고전음악 유산의 구조적
아릎다웅올 드러내거나 악곡의 구조흥 밝히는 것이 용악 연구의 옥표가 아니었

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의 음악 연구는 새로운 음악의 창작에 직접적인 도움

”

최근 앵얘원 욕한의 인Jl는 양한지역의 인Jl의 전숭 상앙융 실갱적흐호 보여주는데

흉 용해 용한 지역의 전용융악에 대한 잡수성용 당었용융 아인항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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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것올 우선적으로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택되지 않은 것들은 음악사

의 영역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선택흰 것을 연일하게 분석하는 목적은 그를
통한 신속한 창작에의 연결에 있었다 그 절과 1 960년대 중반까지는 음악 유산에
대해 연구 역량올 총 집중하지만， 그 이후호는 이 연구 성과를 바탕으 로 음악 실
제 록， 창작에 집중하게 되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옹 연구가 정체왼 이후로 다

소간 시간 차는 있지안 창작 역시 정체되었다는 정이다
한연， 냥한의 경우 연구 옥표는 천시기훌 통해 션영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오
히려 시기영로 연구 목표와 파제가 달라지끄 있음이 :f착왼다 냥한 음악학의 초

기 연구 성과가 (1 980년대 후반에 완전해지는) 음악사의 기술의 선행 작업으로
인정되는 안큼 냥한의 초기 음악연구의 옥표는 옹악사학율 토대로 한 음악사의

기술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음악사의 기술의 뼈대가 완성왼 이후로도 옹악사 연구
는 세운화되고 지속되었나 。1 와 영도로 1970닌내 。1 후 민속음악 연구가 시작되

어 현재는 응악사 연구보다 않은 양의 연구가 이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1990 년

대 이후로는 민족음악학의 “지역연구"7 f 활기융 띠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는
전통음악의 정셰성을 내우자와 외부자의 시각올 통해 혹옹 타지역 전홍응악의
비교흩 통해 따악하고자 한 것으로 영가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서구의 민

족응악학의 시각으로 한국의 상황용 읽어내려는 사헤도 풍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권력올 중심으로 양분되는 근대서양파 근대비서양 간의 상호적 소통융 목
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냥한의 음악 연구가 시기별로 구체적인 목표흘 달리
성정항 수 있었던 것은 다를 성향의 연구자들이 속속 동장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응악사는 1 940년대 빛 1 950 년대 。1 후 。1 혜구

장사훈에 의해 ， 한국민속음악의

연구는 1 970년대 이후 이보형에 의해 기툴올 잡았다는 정， 민족옹악학연구는
1990 년대 이후로 성장한 연구자들에 의해 개척되고 있었다는 정은 냥한의 음악
연구의 옥표는 옴악 연구자의 연구 주제 설정과 목표가 세대가 달라지연서 함께

달라졌다는 것올 보여준다
연구 주제와 목표의 셜청은 연구 실현차원에서 사용하는 앙엉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냥북한 모두 음악 연구에 과학적 태도룡 견지할 것올 강조하지만，

파학적 태도의 관철 방식용 양측에서 상당한 차이릎 보이고 있다 응악사의 정우
북한은 사적유물론올 배경으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의 갱홍성올 역사로부
터 찾아내려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연서 사료의 선택과 기술에 있어서 세싱
한 겁토가 생략되어있다 륙히 이 파갱에서 악보 분석올 제외한 음악사 서술이
이루어졌다 또한， 주쩨률 강조하는 파갱에서 일앙객이고 고링왼 역사를 서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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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냥한의 경우 실충주의 역사판을 배경으로 음악사율 서슬하는 한연，

양식사의 기술이라는 근대 옴악학의 성과툴 음악사 기술에 반영하려 하였다 따
라서 납한의 옴악사률 용해 한반도 음악사의 특정과 세계 옴악사와의 구별도 가
능해졌다고 할 수 있다 냥북한 응악사 연구의 성과는 이처렁 판정용 달리하고

기술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보완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1 970년대 이후로 북한의
연구 속도가 지극히 더여진 한연， 냥한의 경우 1 990년대 이후 매우 빨라졌기 때
문에 상호보완은 한계훌 보인다 민속음악의 경우 1 960년대 충반까지 륙한의 연

구 성과는 냥한이 옷 미치는 단계까지 도당했지안 후속연구가 사실상 중단되었
다 그러나 이 시기의 성과는 연구의 방엉파 결과에 대해서 쟁정이 휠 안한 것이

많아서 냥한에서 1 97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성과와 아율러 논의항 만하다 새로
웅 옹악 연구의 경우， 륙한은 개량음악연구 부문에 매우 싱도 있는 걸과율율 내

었다 이에 비해 냥한에는 관련 연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는 하지안 초기 단계에 어몰고 있다 실에로 2006년 공적으로는 초옴으로 국링국

악원에 악기연구소가 안들어져 현재까지 제 2회 워크삽옹 진앵한 바 있다% 다안，
냥한의 신작국악에 연구가 1 960년대 이후로 활발혀 진앵핍으료써 북한과 또 다

른 차원의 실제 음악에 대한 연구 성과률 축척하고 있다 한연， 주변용악의 연구
는 복한의 경우 1 960년대 죠반까지는 주요 우방국툴용 중싱으효 시도되었고 그
목표 역시 선진 문화의 습득이었다 그러나 북한 내의 옹악이 일갱한 단계에 도

달했던 이후로는 주변국의 옹악에 대한 연구흩 찾기는 어렵다 냥한의 경우 세계
옹악의 연구는 지속적인 판싱사였지안， 구체적인 연구 성파융은 1990년대 전~

로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 분야의 연구는 향후 세계 간 읍악의 소용 훈제에 기여
하게 휠 것으로 보인다 한연， 북헌의 경우 정치적 옹악흔， 예건대 당의 결정파

김일성

김정일이 교시는 음악 연구에 결갱적 영향을 미쳤던 것과 당리 냥한의

정우는 세대 간 주요 생갱의 변화가 옹악 연구에 연화흉 끼쳤다

연구 주제와 방엉의 성정은 남북한 각각이 당대에 직연한 옴악객 문세에 대한
당이었다 나아가 양측 모두 세계사적 보연성올 획득하고 상호적 소용이 가능하
게 하는 단계에 도달하려한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즉 연구의 초창

기에 북한은 쏘련의 성과를 수용했고，59 냥한은 서구 응악학의 성과흩 수용했
다 60 다안， 북한의 경우 이룡 연구에 있어서 지속척인 쏘련의 영향은 찾기 어려

•

(쭉악기 개량의 오늘파 내일 ) 2ω8.

”
“

연집부，

8. 20

우리 용악용 앙상 쏘얘트 용악파 엉깨 있'l'’죠션예슐"J

1959. 8,

3μ9쪽

1947년 이후 1950년 갱껴지 서융대학교 용악대학 서양융악사의 강의 자료는 앵용용츠

냥과 북의 융악이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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웠다 냥한의 경우는 현재까지 서구의 음악학의 성과가 상당한 부분 관여하고 있

다

1 968년에

RILM(Réperto ire lntematio na l de liu é ra tu re Musicale) 의

Ba rry S. B rook의 요청이 있었고6 1 2008년 현재 60개의 관련국 중 So uth Ko rea
가 있는 정온 냥한의 글로벌한 응악학의 소통에 대한 요구는 초기부터 상호적입

올 시사한다 62

3)

동질성과 이질성의 표리적 판계

북한의 경우 옹악 창조울올 흥해 서양의 근대적 지표들을 자기화하였다 냥쪽
에서는 상당 기간 동안 음악 실제 캉작과 별도로 전통음악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여기에 할용왼 연구 앙법과 가치들은 근대 보연주의척 표준들이었다 따라서 거
시적인 역사의 단계에서 살펴 보연， 동질성과 이질성은 분리 되 어 있다가 보다는
다연객이고 다총적인 차원에서 표 리 용 이루고 있읍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에
대한 풍찰은 한국음악사의 단계에서 분단의 시기용 근대로 보아야하는지 현대로

보아야하는지에 대한 논의훌 시작하게 한다
분단이후의 양측의 용악사는 사실상 20 세기 전반기의 음악사에 대한 해영이
거의 없었다 즉. 20세기 전반기의 응악사와 분단 이후의 옴악사는 단정객 국연

올 분명히 보여 준다 북한의 경우 20세기 전반기 의 옹악사는 김일생의 항일， 반
제국주의 투쟁파 숭리로 기술되었고， 냥한의 경우 최근에야 비 로소 사료의 발굴

과 함께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파척으로 20세 기 전 반기의 옴악객 성취가 한
국용악사의 어느 단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그링올 아직
그려지지 않용 상황이며， 그려진다 하더라도 분단 이후의 단절국연이 전혀 없게

할 수는 없올 것이다 이 정에서 분단 이후 냥북한의 용악당론 형성의 과정에서

동질성파 。! 질성이 서로 표리흘 이루고 있다는 껑은 납북한의 응악율 동시적으
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올 열어 준다고 힐 것이다 이 는 한반도 옹악이 분단되

어 있응에도 율구하고 역사척으효 통일한 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가성의 성험을
가놓케 해주며， 이 가셜은 옴악 문화적 통일롱에 기여힐 수도 있다

의 r용의지각J ( 1 954)이었고， 선생 우링에는 이군용약교파서인 피니의 r용악샤」 였으며 19끼0년

전후로 디 셰이 그라우트의 r서양용악사j 었다 이 에 구 ，안당용악앤력，. 서융 인속앤‘ 2007
94쪽

1968년 안당 이빼구는 국제융악도서완협회와 국찌융악악회의 국채용악따회외

R1 LM 에

대한 자유토흔“애 캉석하였:il， 여기서 이 토용회이 격장이자 RI LM의 성컵자인

Barr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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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ook의 요갱이 있었다 r안당융악연역 J ， 176쪽

잉 http://www.rilm.org/abourus/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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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맺옴말
온 연구는 냥북한의 읍악 연구 성과가 표연애서의 맞비교는 불가눔하고 그혈

안한 가치도 없지안， 냥북한이 갈용 역사척 단계에 속하연서 각각의 사회에서 당
연한 옴악 운재에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연 양자의 상호객 비교가 생산척일 수
있다는 정융 보였다
양온의 언구 항옥의 설갱， 작수 시기， 임위률 대약직인 표오 요약하연 다음과 장

다

양측옹 세부적인 연구 주제의 성정과 방업의 활용 나아가 연구 목표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 구별핑 수 있지안， 근대객 보연주의에 로의 연엽파 천용 간의 소용
문째는 양자가 공유했언 과쩨였언 것으로 확인왼다 륙헌의 경우 연구와 창작 간
어1 긴일한 관계는 실현되었다 그러 나 국가와 사회의 권력이 적극척으로 연구융
지지했지안， 지지가 이약뼈치는 순간， 연구도 미약해었다는 갱온 주옥된다 냥한

의 경우 선영한 연구의 목표용 제시하지는 옷했지만， 션용융악의 본질을 밝히는
데 상당히 기여했고， 이것이 세계사 보연사적 용악 당은의 생산파 소용의 근거가

냥과 륙의 용악이를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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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만하다 한연， 북의 경우 연구의 과정 중에 선택되지 않은 것을에 대한 약간의

재고가 있었지만 여전히 어려진 음악은 부환되지 옷했다 냥한의 경우 연구아 무
관하게 현장에서 사라져버였던 음악에 대한 판심이 연구사적 초기에 일어나지
않았다 겔과적으로 역사의 특갱 단계에서 사라지는 음악은 양측 모두에서 있었

다는 껑은 한국음악 연구의 결과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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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about Research on the Traditional
Music in South and North Korea

Kwon. Do-hee (Seoul Na 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review about research during 60 years on traditional
music in South and North Korea after d ividing. Although a direct

comparison is neither possible nor worthwhile, it might be somewhat
productive 10 compare the music research in South and North Korea in a
sense that they are in the same historical period and they are dealing

with their respective musica l problems. The resea rch themes and periods
of both sides are summarized in the Table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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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made different approaches in determining the individual research
themes and objectives. However, the transition to modernism and the
foundation of discours about music were found to be common to each

other. lo North Korea, there have been a dose relation between the
research and the creation of music. It should be noted that, however, the
resea rch discontinued when there was no mor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nd the society. In South Korea, while there has not been a
clear

objective

of

music

research,

the

results

could

be

easily

accommodated to the international musical discussions.
In North Korea, the research themes not considered in the ea rly period
have never been studied actively despite of occasional reconsiderations. In
South Korea, the outline of research results has come Qut after 198Os. The
effort to study the music deceased at specific period has been enough in
neither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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