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냥과 육의 창작음악: 
냥육한의 음악， 그 쟁체성의 의이 

윤혜진(서울대 통양음악연구소 연구원) 

1 시작하는글 

등 1 반도는 하나 안에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는 곳이며， 같은 문화로 출발하 
L 였지만 해방 이후 안세기 이상 다를 행보를 걷게 왼 두 문화가 서 있는 

한 땅이다 오천년 역사를 공유했음에도 과거의 60여 년이 두 개의 양상으로 구 

분한 한반도 문화의 현 시정을 주목하는 것은 과거와 미래률 연계하는 현재성의 

견지에서이다 한반도의 운화가 분리되는 것은 정치적 이념적인 분단 상황이지 

안 분리의 양상이 청예하게 틀어나는 것은 전통 문화룡 인식하는 현재성의 해석 

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바는 냥북한의 창작음악을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통과 새로웅올 인식하는 창작의 현재성。1 양 음악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총제적인 시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1) 서구의 논리 한국의 사회와 문화 

서구문화의 유입 。1후 근대화 및 서구화로 점철왼 한국 사회와 문화는 한국의 

옴악올 국악과 양악으로 양분하였고 이는 ‘전통음악파 음악’이라는 이분적인 도 

식올 생산했다 한국에서 옹악은 통상걱으로 서양음악을 의미하고 동시에 광의적 

인 의미인 예술로서의 음악올 포함하며 이에 반해 전통옴악은 옹악이라는 개념 

보다는 전통문화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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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 유입파 함깨 서양문화률 망。}를。l고 혹온 일제강정기 동안 일본유학올 

하게 되연서 한국의 곤대화 1세률이 형성되었고 。1를용 서구 사회와 문화를 근 

대화 혹은 선진화로서 받아툴었다 이후 미국과 유럽으로 향한 근대화 2세툴옹 

서양 학문융 습득하여 한국에 소개하연서 학문객인 성과용 이루어내었지만， 한국 

인에게 서양의 새로운 정향이 타문화로 받아들여지기 보다는 선진운화 경험이라 

는 영용과 함째 한국의 근대화 모앨로서 서양의 사회와 문화가 셜갱되기 시작하 

였다 동시에 한국에서 션홍온 근대적 사고에 안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왔으며， 서 

구적 합리성에 대링하는 것으로 여겨졌다는 것융 부인하기 힘들다 1960년대 이 

후 경제성장에 대한 갈망은 서구권의 성공 모옐융 추구하였으며 전용 문화는 외 

국 사절단융 위한 융거리나 타국에서 끄국올 그리는 향수병 치유에 용파하였다 

고 온다 이에 한국의 천동운화훌 ‘계숭’하는 이률용 비근대적 부휴로 설정되었 

고 전홍문화롤 ‘창조 계숭‘한다는 표어는 명옥상얘 지나지 않았다 반연 한국의 

예술에서 주휴로서 연입되어 있는 이들용 대부분 서구권의 논리와 교육올 받아 

들인 이블로서 션용예술이 아니라 서구권의 예슐파 이혼， 그리고 공연융 한국에 

소개하는 것으로 한국 문화의 ‘근대화’훌 이끌어냈다 이로써 한국의 사회는 근 

대화룡 받아동인 이를이 주류용 구성하며 선진화로 향한 경제사회 및 문화 때러 

다임올 구측하게 되었다 

한연 서구권에서 1950년대부터 시작한 인류학과 문화연구의 시작용 비서구권 

문화와 예술에 대한 논의흥 시작하게 되었으며 1960년대부터 시작왼 민쭉용악학 

은 음악학과 문화용 연계하여 땅전하게 되었다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한 민쪽음 

악학온 옹악학 영역에 옥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서구의 학 

자들에 의한 재3세계 옹악연구었지만 이후 자국 용악학자률에 의한 융악학 연구 

훌 촉진하기에 이른다 현재 서구권에서 옴악학융 흥부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자 

국 음악연구는 필연척인 영역이며 욕히 한국의 옴악학도 및 학자에게 있어서 자 

국 음악 문화에 대한 판싱온 국제적인 흐릅에 있어서도 휠수적인 바라고 힐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양악 전용자툴이 자국으로 완심융 툴리게 하는 이유 충 하나 

용 재공했다고 용 수 있다 에로 서구권에서 용이상얘 대한 평가나 논의가 없었 

더라연 과연 한국인 학자가 그용 연구했융까 하는 의문까지 툴게 왼다 한국의 

사회가 형성한 서구 중심주의는 새로운 。1혼과 정향융 파악하는 긍정객인 역할 

이 분명 있지안 순수 학운이냐 혹~1 예술 분야에 있어서 한국 자체에 대한 연구 

률 얘찌시하고 서구권의 논리용 습득하고자 얘진한 파거용 양산했융 또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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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와 문화가 자국의 운화로 관심올 본격적으로 두게 원 계기와는 별 

개로 ‘한국의’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학계에서 진앵되고 있다는 것은 바 

랑직하다 한국 문화에 논의에 있어서 현재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서 

구화의 과정올 율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서구화의 과갱을 비판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서구문화를 받아를인 현재가 앞으로의 ‘한국의’ 문화로 발전적으로 조 

망윌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룡 가놓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납북한의 음악창작 

에 대해 논하는 데에 있어서도 전용운화와 서구화， 이 두 영역에 대한 성찰은 핑 

연척이다 왜냐하연 작곡은 대개 양악적인 이론과 방법에 의한 것으로 여겨져 왔 

고 냥북한의 옴악창작 역사는 서구화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바 

와 무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옹 냥한으로 표기하며， 이는 한반도 내의 

두 개의 분당지역융 비교하는 의이이다) 

2) ‘냥한의’ 음악， ‘북한의’ 음악 

냥한의 응악에서 국악과 양악의 이운적인 도식은 첨예하지안 현재의 창작음악 

이 국악인지 양악인지 여부 혹은 냥한‘적’인지 여부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 

는 창작이라는 영역이 연계되어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서구화왼 인식융 가지 

고 운화， 개인， 창작 동의 대상을 융바르게 논의할 수 있올 지도 의운이다 음악 

창작은 국악과 양악으로 냐뉘어 창작국악과 창작양악으로 구운될 수 있지안， 혼 

히 응약창작과 대열외는 것으로 창작국악이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옹악창작과 

전똥문화를 연계하는 것은 창작국악에서이며 여기에서 사용왼 서양옹악적 혹옹 

유전적 요소는 서양음악의 오망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일수이다 반연 창작양약에 

서 선홍응악객 요소는 전통음악의 모땅이 아니라 개인적인 창의적 기법으로 혹 

은 현대음악적인 해석으로 여겨지는 동 창작국악파는 다른 앵가가 존재한다 이 

러한 측연옹 국악과 양악의 양분된 상황이 음악적 ‘영가’와 ‘연단’에 깊이 자리하 

고 있다는 사실올 나타낸다 

한편 북한에는 ‘읍악‘안이 존재하며 국악과 양악의 양분은 없다 ‘북한의’ 응악 

은 주체사상에 기하고 있고 이에 따른 창작 영역이 있으며， 음악온 이로써 음악 

의 현재와 미래를 동일한 선상에서 서 있다 일반적으토 옴악이 합의하는 다양한 

영역융 고려하연 북한의 음악은 북한의 ‘음악’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옴악이라는 

다소 민족객이고도 책무적인 역힐이 강조왼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전통유산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인 전통옴악1올 ‘민족음악’이라 하여 북한식 음악 

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근본적인 기조릉 가지고 있으여， 이는 음악창작올 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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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음악과 함께 서양음악(구소련올 포항한 양악)의 

악기와 이흔적 방업은 북한 음악의 창작， 연곡， 연주 둥에 선별적으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록 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은 창작올 위해 선별적으로 채택되어 북 

한식 음악의 이흔적 방법올 이룬다 

매 해 발간되는 r조선음악연강j에는 북한 내 음악활동 및 행사， 그리고 주요 

창작작풍에 대한 내역이 기술되며 여기에는 국가 주석의 강령과 지칭이 포항왼 

다 이 연갑온 r조선영화연갑J ， '조선문학예숭연감J 퉁과 같이 음악은 션통이나 

새로웅의 구운올 떠나 현재의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연강올 흉한 일련의 작풍틀 

은 조선의 영화， 문학예숭， 음악이 어떠한 창작 작풍으로 북한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지 현재성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나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한반도가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되연서 개별객인 

옴악 전개률 이루었고 이 과정에서 전용읍악(전통유산)은 창작음악을 용해 현재 

의 옴악으로 연계된다 복한과 냥한의 옴악적 상황은 해망 이후 서양옹악이 어떻 

게 해석되는지l 그리고 각 응악의 현재성에 대한 인식올 살펴왈 수 있는 바이며， 

창작음악은 그 핵심에 서 있다 붓한의 옴악창작이 민족옹악과 서양용악의 통합 

에 의해서 이루어지여 서구적 인식으로 이미 명정왼 냥한의 음악창작(특히 국악 

창작) 또한 천홍파 창작올 경합하는 과정에서 정체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가 이 

루어지는 부운이다 따라서 서양음악 빛 서구적 논리에 의해서 정철된 현재까지 

의 인식의 파정응 납북한이 음악창작， 창작응악윷 통해서 각기 응악의 현재룡 만 

들어가는 일련의 웅직임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음악이 ‘냥한의’ 음악 혹은 ‘북한 

의’ 음악으로서 자국 음악적 갱체성올 지날 수 있는 것은 자국의 전흉올 음악창 

작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으며 서양옹악은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 

에 관한 판단과 해석이 요구휠 것이다 

본고는 냥한의 혹은 북한의 ‘음악’에 대한 것 보다는 ‘냥한의’ 혹은 욕한의’ 

옴악이 지니는 현재성에 대한 고찰이다2 우선 음악창작의 방법과 。1 로써 생산왼 

’ 전홍옹악에 있어서 냥북한의 지양껑은 다르게 나타냐는 데， 냥싼외 전용융악옹 전용사 

회의 용악용 연엉없이 계송한 것용 의이힌다고 한다연 륙한의 인촉옹악온 전용사회의 융악유 

~융 용한찌찌에 앙당앤지 여부에 따라 션핵하고 연화시킨 것용 가프킨다 양준연 신대 

형 권도희 성기련，륙얻의 용약j 홍양용악연구소 연구총서 3, 서융 서용대학교 충연우 

2002‘ 37 쪽 
2 확한용악에 대한 "f는 용일우어서 호유하고 있는 자료에 국한외어있는 안륭 셰계객인 논 

의는 부족하리라고 온다 또한 그러한 자료홈 근거료 힌 사전 연구는 이미 나온바 있다 온고 
에서는 국내에 소개원 자료와 사전연구용 바탕으로 냥욕한의 용악의 현재에 대한 것， 즉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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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음악이 어떻게 자국의 읍악을 형성하는 지에 대한 바플 살여보기 위해서 음 

악은 세 영역， 음악 창작음악 음악창작으로 나누어 그 관계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자국의 음악， ‘냥한의’ 옹악， 북한의’ 음악올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전통 

과 새로움에 대한 인식을 비교해보고 이어서 냥북한의 창작음악 현황올 살여보 

고자한다 

2 창작융악‘ 음악 창작음악 옹악창작 

1) 음악 창작음악 응악창작 

냥뷰한 창자옹악을 한께 놓고 보았올 때， 뷰한에서 민족옹악， 개량옴악， 배합관 

현악 식의 용어는 있지안 이 모두 북한식 음악으로 통합되어 인식되고 있기 때문 

에 냥한의 창작국악에 상용하는 개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안 납북한의 창 

작음악에서 냥한의 창작양악윷 북한 창작응악파 비교하기에는， 북한 음악의 지향 

정올 고려한다연3， 상용하지 않는 것으로 올 수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의 창작음 

악올 연계하여 비교할 수 있는 대상온 냥한의 창작국악과 북한의 (창작)응악이라 

고 힐 수 있다4 냥북한의 창작음악을 총체적으로 살며보기 위해 우션 음악을 음 

악， 창작음악， 음악창작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5 

음악옹 음악 창작음악 옴악창작으로 나누는 것은 한반도의 옹악사적 이유가 

작용악에 대한 상황용 제시하고자 힌다 

j ‘양악과 양악기는 청저히 죠션융악에 욕종되어야한다 양악파 양악기톨 가지고도 우리 
인인의 갑갱에 잊는 용악융 우리 식으로 장조뼈나간다연 운재명 것이 없다 양악기훌 가지고 
도 죠섣용악용 연주하고 우리의 인축적 정서용 강 양혀내연 왼다 인쪽옹악과 인촉악기훌 외 

주로 알전시키연서 거기에 양악과 양악기흩 용종시키는 것이 용약에서 주애용 새우는 것이 

다“ 깅갱일옹악예슐온， . 조션효용당출판사. 1992, 깅쪽 
‘ 냥한의 창작용악올 논하는 떼얘 있어서 양악창작용 한국(냥한)인‘ 작곡자가 개입왼 앵 

위이긴 하지인 서양용악적 앙엉과 내용융 당숭하고 있다는 정얘서 냥한 적 인 장작이 어떻 

게 이루어졌는지 싱여보아야한다 그러나 서구적인 ‘작곡 의 개녕이 ‘개인’얘 강죠외기 예분에 
이 또한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창작용악융 이야기하는 대에는 우리가 있다 한연 국 

악장작용 ‘국악이라는 전용용악 혹용 정용성에 대한 운재와 ‘장작’이라는 작곡자 개인의 영 
역이 혼재되어있어， 이에 장직f국악작용얘 대혜서는 이것이 국악척인지 아니연 양악적인지 하 
는 생정이 항상 야기되었다 그러나 ‘냥한의’ 혹옹 욕한의’ 용악이라는 그 지양정용 고려힐 
때에는 장작국악이 혹한의 창작용악과 상용한다고 영 수 있다 

s 용에진 “한국의 용악창작에 대한 작곡자의 창작사고기 r한국융악연구J 제34집， 서융 한 
국욱악악회 2003. 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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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하고 있다 양악의 유입 이후에 양악과 양악기의 사용이 옴악창작에 샤용되 

지만 이로써 생산된 창작용악이 자국의 옴악객 선용융 계숭하는 것이냐 하는 문 

제가 항상 제기되기 때문이다 광의척인 의미로서의 융악융 차치하고， 자국의 용 

악， 증 ‘납헌의‘ 옴악 혹용 ‘북한의’ 옴악올 논의하기 위해서는 흑척왼 창작용악 

작용으로 혜석되는 냥한 혹온 욕한의 음악적 정채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갱셰성 

융 파악힐 수 있는 것옹 융악창작의 파정。l며， 음악창작과 창작용악의 결과로셔 

읍악의 정얘성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용악 창작음악 옹악창작용 하나 안에 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창작 

자의 개입을 강조하는 것용 ‘창작옴악’이며， 동시에 창작왼 용악작용의 의이용 

지닌다 그리고 작곡자의 앵위파갱이 부각되는 것옹 ‘융악창작’으로서 창작을 위 

한 기준， 방엉 빛 전개가 포항원다 ‘용악’옹 옹악창작과 창작용악 두 영역올 포 

활하는 총셰척인 개념이다 우리는 용상적으로 시대 및 양식에 따른 다양한 창작 

옴악를의 구축융융 가지고 용악얘 판한 이론， 시대명 양식， 그리고 작곡자의 경 

향융 구분하기도 하고 이룡객 미학객인 논의을올 이끌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새 

로운 옴악창작의 앙엉파 과정옹 새로운 창작용악용 생산하며， 이는 용악의 발전 

잊 전개률 가놓케 한다 따라서 융악은 음악창작파 창작용악의 근용적인 지향정 

인 용시에 용악창작파 창삭용악에 의해서 알선외고 새로운 단계융 거륭 획득하 

는 변화껑이다 정반합(:iE&융)의 과정에서 합(융)의 연속왼 획득융 취하는 것이 

용악인 생이다 냥북한의‘ 용악에서 융악이 합(合)이라연 갱(:iE)파 반(反)응 전용 

과 새로웅의 극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옹악창작애서 기존의 앙법이 정(1티이 

고 새로운 방엉이 앤反)이라연 옹악온 함(合)으로서 시대영 양식용 형성하고 다 

시 창죠휠 것이다 

북한의 응악에서 민족용악과 양악옹 주체사상의 부함， 시대격 요구에 따라서 

용악으로 통합되는 과정에 놓여있다고 한다연 냥한의 용악에서 국악파 양악은 

창작용악애 의해서 옴악으로 용합힐 수도 있올 것이다 그러냐 냥한의 국악과 양 

악의 양단 상황은 개별적인 창작용악으로 전개되며 국악계의 창작옵악은 창작국 

악’으로 양악계의 창작용악용 창작‘용악 으로 셜정되어있다 이러한 현실은 냥한 

의 창작융악 또한 국악과 양악으로 운리되어있다는 것융 냐타낸다 냥한 옹악융 

현재생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창작용악에 의해서 가놓한떼 ‘냥한의’ 옴악으로서 

국악과 양악의 창작응악이 용함되기에는 용악창작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제기 

되는 고질척인 문제가 놓여 있다 냥한의 양악 장작용 냥한의 ‘용악’으로서의 명 

분올 중시하는 반연에 국악창작용 냥한의’ 옴악으로서의 영훈율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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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히 국악창작의 ‘창작’의 영역에 대한 문제는 국악의 서구화라는 문제제기와 서 

구적 창작 앙업에 대한 문제 퉁 다양한 판정으로부터 시작왼 여 러 가지 논의로 

이루어지고 았다 

또한 북한에서 음악 창작용악 옴악창작의 영역이 주체사상파 민족음악에 근 

거하여 홍합척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힌다연， 냥한의 세 영역은 읍악에 대한 두 

가지의 지향정， 즉 냥한의 ‘응악’파 ‘냥한의’ 옹악이 혼재하는데 전자가 양악창작이 

라고 한다연 후자는 국악창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국의’ 음악의 판정에서 

북한의 응악용 냥한의 창작국악과 상용하며 이흩 비교함으로써 북한과 납한의 음 

악이 창작용악에 대해 어떠한 인식올 가지고 있는 지 파악힐 수 있을 것이다 

2) 냥한의 창작국악， 북한의 응악 

국악에 창작음악이 있다는 것은 80년 중반까지안 해도 그리 주목할 만한 사실 

응 아니었으며， 이는 주로 창작 혹응 작곡의 영역옹 양악에 기반 한 음악장흐 클 

래식， 현대옹악， 대중음악， 기능음악(영화 및 행사 옴악) 동에안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해왔다는 것올 안중한다 이는 ‘한국의’ 읍악용 고려하지 않은 새 근대화흰 

한국올 앵옥객으로 지향한 한국사회에 대한 회고의 필요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연 북한의 음악은 주체사상을 기치로 한 읍악론에 의혜서 음악이 조망되며 

이흉 위한 옹악창작의 방법과 목척이 행해지는 동시에 이로써 창작음악이 생산 

왼다 즉 북한의 읍악용 일체적 구조로서 음악 옹악창작 창작옹악이 이루어지 

며 이는 읍악창작의 이흔적 률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붓한의 음악’이라는 자국 

음악의 형성올 이푸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북한의 옴악에서 창작에 기 

하는 작곡가 개인과 자유성온 복한에서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며 반연 냥한온 

욕한과는 대립되지안 상용하는 옹악적 상황융 가지고 있다 흑 냥한의 창작국악 

에서는 개인과 자유성이 강조되지안 동시에 국악의 전용적 계숭이 작곡자 개인 

의 장작 방업에 연계흩 맺고 이에 따른 국악창작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따르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옴악과 냥한의 창작국악이 서 있는 옴악창작의 영역이 개인 

파 자유성에 있어서는 다르다고 해석된다고 볼 수 있지안 창작옴악에서 전흥적 

내용(혹은 정홍성) 북한의 주체사상의 구현， 냥한의 전통음악적 내용 의 존 

재 여부에 따라 북한의 음악， 혹응 냥한의 창작국악으로 정의하고자 하는 논의 

배경은 상용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냥한웅악의 주요한 논의 대상 중 하나는 창작국악이라고 항 수 있다 90년 

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제기왼 창작국악에 대헌 논의는 냥한의 비명가와 국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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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양악의 음악학자 뿐 아니라 국외 민족음악학 학자에게 확대되어 2αm년대 후 

반으로 향하고 있다 냥한의 창작국악이 황발한 논의의 초정이 되고 있는 것온 

운화와 음악학의 연계에 있어서 전흥과 새로웅의 상충 지정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1는 음악문화연구에서 분영 흥미로웅 바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여기 

에는 국악 빛 양악계의 상황도 맞풀려 있다 즉 국악학자는 한국의 고대， 중세 및 

근대까지의 음악올 논해왔지만 현재의 한국용악올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 창작 

음악의 다양한 양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양악학자가 서양응악사， 응악 

이흔， 응악사회학 퉁 소위 서양음악학의 논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국 음악 

과 사회， 그리고 문화흘 조망하는 연구흘 수행해야하는 것은 국제객얀 경향으로 

나 학자의 명분상으로나 피할 수 없는 바 일 것이다 이에 창작국악에 대한 여러 

논의는 냥한의 응악’인 국악이 과거와 미래흩 잇는 지정이 창작음악에 았다는 

전제에서 시작왼 것으로 볼 수 있다 

냥한음악의 행보에 있어서 용악창작은 운영 과거와 미래의 간극융 발견적으로 

에워 가는 펼연객인 현재의 파갱일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통합객으로 인식되 

는 지정응 과거의 논제에안 어물렀던 국악， 서양옹악학에 머올렀던 양악， 이 양 

계가 근대 이후 ‘남한의‘ 창작음악이 앞으로의 자국 음악학 내용올 이룬다는 사 

실옹 다시긍 각인하게 원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다소 난감한 지정용 창 

작음악이 아니라 ‘냥한의’ 창작음악이라고 지청한 경우이다 ‘냥한의’ 창작옴악은 

‘냥한’ 옹악의 역사와 내용이 음악창작에 어떻게 연계하고 있는 지을 살며보아야 

하는데， 대개 창작옴악에 대한 논의는 양악창작 보다는 국악창작에 대혜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응 운화적 특수성과 음악이라는 두 범주 간에 연계를 짓고 

있는 것올 영역융 국악창작이라 보는 데에 기언한다 즉 양악창작온 서구적인 방 

엉론과 개인 개별성이 우선시되어왔으며 운화적 특수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악창작에 대한 비앵이나 판정에서 고학화왼 서구적 사고용 종 더 연밀 

하게 성찰해야할 필요성이 요구왼다고 본다6 

해방 이후 북한의 용악은 전통유산을 선별적으로 취하여 민족읍악올 형성하고 

이릉 토대로 음악창작의 기틀을 안을게 왼다 우엿보다도 주체사상온 민족적 정 

‘ 이는 쭉악창작에 대한 비팡과 논의가 인족용악적 판정융 수용한다고 하연셔오 서양옹악 
중싱의 서구적 사고에 찌한외는 정양융 지적하고자 항이다 않온 비영가와 학자률용 창작국 

악에서 국악옹 천용으로 인석하여 창작용 전용의 계승객 앙션 이라는 모호한 의미로서 궁악 
과 장작， 두 개녕의 용힘에 대해 문셰제기용 하지안 갱작 문제제기의 충싱애는 새로용융 안 
드는 ‘창작‘ 얘외용 셔구적인 천유용로 재한하는 경양이 있다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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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올 계숭하고 그 책무용 다하는 것융 포항하기 때문에 인촉융악올 형성한 기본 

척 사고와 음악창조의 앙엉흔온 창작음악을 생산하고 있다 창작국악에 대한 다 

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냥한과 달리 북한은 주쩨척 용악예슐올 근저로 한 옹악 

창작으로 ‘북한의’ 용악융 안률어가고 잉다 그러나 창작용악의 내용과 그 목표 

가 주체사상이라는 용엄적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륙한에서 개인의 자유 

로운 개별성은 옹악내용에 대한 바가 아니라 쩨재부함에 따른 선융 창작이라는 

엉주애 다소 제한되어 있다고 용 수 있다 

안연에 냥한은 혜앙 이후 양악과 국악이 청예하게 대립되고 양악은 음악 사회 

전반의 사고률 지배하게 왼다 이에 창작국악의 영분옹 있지안 그 내용윤 정의하 

지 옷한 채 음악창작이나 창작융악에 대한 ‘냥한의‘ 정셰성용 개인과 전홍이라는 

두 영역 간에 상충， 그리고 창작에 대한 개녕과 방법에 있어서의 논란으료 홍함 

되지 않고 있다 어찌 보연 냥한에서 제기되는 개인파 션용， 장작방엄에 대한 문 

제는 북한과는 다른 냥한외‘ 용악에 대한 발전적인 과갱엘지 모른다 그러나 ‘냥 

한의‘ 옹악이 양악과 국악율 용합한 ‘음악창작‘으호서 국악창작 뿐 아니라 양악 

창작용 포항할 수 있으혀연 냥한의 응악’에 대한 구쩨책 전망이 필요하다 이는 

논의륨 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곡가와 연주자의 창의적인 발현， 촉 창 

작용악융 흥해서 가놓항 것이다 측 ‘냥한의’ 음악용 창작용악의 축적에 의한 시 

대적 역사적인 구축용로서 형성원다 전통음악， 국악창작， 양악창작， 대중음악창 

작 동올 포함한 냥헌의 ‘용악‘ 다양생。l ‘냥헌의‘ 옹악으로 갱셰성올 당보하기 위 

빼서는 다양현 창작용악 속에서 ‘냥한의’ 응악으로 여킬 수 잉는 융바른 얘석과 

완단 기준이 멸요힐 것이다 장작국악에 대한 논의는 ‘남한의’ 융악에 대한 전용 

파 새로용얘 대한 고인으로부터 출발해왔다 이러한 액락에서 현재에는 창작국악 

이 음악창작에 있어서의 구셰적인 대상이자 목표가 원 수 있지만 이후 창작양악 

융 포항한 전체 창작응악이 냥한의’ 읍악에 대한 정셰성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것이다 

3 옴악의 천통과 새로용예 대한 인식 

1) 북한의 음악 전용과 새로웅 

북한의 읍악에 있어서 전흥은 민족음악이며， 이러한 인식옹 양악의 수용과 개 

량용악의 시작이라고 힐 수 있다 민족음악용 북한의 융악에서 전룡이지만 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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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당리 전통유산이 선별적7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에서 냥한의 전용옴악과는 다 

르다고 할수 있다 8 

해방 이후 1946년 5월 24일 김일성의 연성 중 “운화안들은 운학천전의 튜사로 

꾀어야 한다’(각 도 인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선전원 문화인 예슐인대회 연 

성)는 것온 ‘민주주의적 민족문화의 성격파 잉우， 그리고 인족문화건성의 근본원 

칙과 구체적 과엽의 지침올 제시한 연셜’9이다 이훌 시작으로 김일성의 연셜올 

통한 문화예술에 대한 강령과 지칩은 북한의 문화예술흔10을 구축하였고， 1970년 

대부터는 주체사상에 의한 주체척 문예이론으로 주체사상에 의한 문화개혁이 이 

루어지는 통시에 음악의 역사와 전개의 땅향은 명정왼다 륙히 1991년 7월 김정 

일에 의해서 발표된 r음악예숭론j은 주체사상과 운예이론， 그리고 옴악예슐에 대 

한 집약척 사상과 방침이 경집왼 것으로 ‘기능주의 음악 및 기능주의척 융악관’11 

이라고 힐 수 있다 이는 현재 묵한 음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룹 연계하고 

있는 정체성의 축이다 

1950년대 이후 문화유산의 계숭에 대한 비판적 논의툴이 본격객으효 진앵되 

연서 용악유산에 대한 선책’‘작엉이 진행된다 (중략) 1960년대에는 문회유산 

의 선핵에 대한 비판적 갱토가 일단락지어진 후로 선택왼 문화유산은 새로웅 

시기에 맞는 용악으로 재형상되는데 재영상에 필요한 각총 이흔적 배정을이 이 

시기에 얀둥어진다 따라서 운화유산 전셰훌 포항하던 1950년대의 잉었언 지영 

용 실용적 기준으로 좁혀지여 12 

’ ‘우리는 파거의 문화유산 가운에서 진보척이고 인띤적인 것파 낡고 안용적인 것융 용게 
칼라내어 남고 안용객인 것온 버리고 진보적이고 인인적인 것용 살혀야 합니다 , 인혹문화 
유산융 사회주의의 현실얘 맞게 비딴칙으호 계숭 방션시키는 것온 당의 일판왼 땅갱엽니 

다 "(f인혹용악의 계층옐천" 주체읍악총서(1이， 문예용앙사， 1991, 33쪽) 
8 악한의 인촉융악의 개녕옹 냥한의 션용융악과 장작국악의 함에 뼈당하는 개녕이여 확히 

장작국악에 초갱이 더 잊추어진 것이라고 항 수 있다 양춘연 외， 양의 책， 37확 

• ，푼학에숭사전j 상권(영양 과학액과사선종힘용딴사， 사회과학씬 주에문학연구소 1988) 
784쪽용 인용한 r륙한의 용악，(서융대학교 용양융악연구소 연구총서 3 앵준연 외， 셔용대학 
교， 2α)2)의 6쪽융 창조한 것이다 이 연셜의 교시 내용옹 다용과 같이 정리 원다 대충적 용 
악의 장작， 문화선과 선전전에의 용악의 효과적 장7f， 용악인용의 시장객 용일과 앙청， 용악 
션션앙용 용뼈 인인융에게 사상교양， 융악융 용해 조선 인인의 과거 현재 이얘용 뼈외얘 

‘깅리 선전， 용악에서의 일제 잔재 청산， 사회주의 용악의 성혀， 용악척 애타주외와 허무주의 
의 정계 용악적으로 이숭또에 대한 반대후생 전개 

10 1943년부터 1971년까지의 김일성의 연성 47'1l율 오아 1975년에 r사회주의 운학예슐흔j 
이 연찬<1었으며， 강용 해에 r주체사상에 기초한 운에려흔j이 용간왼다 

" 인정잔 혹한의 용약 ‘ r륙한학총서， 8. 서용 용현학연구소 2이)6， 1 97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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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전통음악은 ‘선택’왼 전통유산에 제한왼 민족음악이며 이에 대한 연 

구는 ‘새로운 시기에 맞는’ 옴악으로 재형상왼다 즉 1970년대 이후 이루어진 진 

흥응악에 대한 연구는 전흥옹악의 유산이 창작방업으로 사용휠 수 있는 실용적 

인 기준’으로 이루어졌응올 나타낸다 주체사상에 의한 운예이흔에 의해서 북한 

음악의 전통은 음악 유산 중에서 선영되었으며 선별되어 구성된 민족음악은 창 

작올 위한 모셰이자 이흔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영상응 작가 에슐인틀。1 생영융 민영하는 기용양삭이다 ‘작가， 예슐가등 

용 자기흥의 작용에 추상적이며 우미건조한 구호용 나옐함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산 사랑롤의 사상파 감정， 생활융 용하여 우리 인인의 숭고한 애국싱융 구 

제적으로 싱오하게 형상화'f여야합니다 그래야 작용에 표현왼 애국싱이 현실 

그대로의 구셰성파 진실성올 7t:지게 휩니다)( (깅엘성 저작션집) 1권. 290쪽) 

(중해 운학예슐용 인간생활율 구써적인 형상적 형식으로 안영한다 형상 

용 장조하는 것온 운학얘숭이 다흔 사회척 의식앵태와 구영되는 가장 본징적인 

혹성의 하나로 왼다 13 

‘형상’에 대한 주제적 운예이론이 피력하는 창작의 주요 개녕 증 하나이다 재 

형상J4은 민족음악에 기한 음악창작에 대한 방법흔으로서 민족음악올 계숭하는 

"f를 각인하는 용어이다 전홍음악에 대한 연구가 읍악창작융 위한 실용적 방법 

으로 집중되고 특히 1950년 조선작곡가동뱅이 전통음악연구에 합휴하연서 이론 

적 연구에서 주체적 음악 창작은 그 중싱이 되었다고 올 수 있다 또한 “유리의 

움악은 반드시 조선정인 것이 바탕으로 되어야 하며 유리 안안의 강정에 맞0101 

함에따 〈사회주의문학예숭흔). 31 6쪽)는 음악예술을 민족적인 것올 바탕으로 

민족적 륙성을 뚜렷이 살려나간다는 기조릎 밝힌 것이며l5， “f!..B.냐 얀송유용쏠 

한흰 창2앙하여r..E rt!존C앵줄의 고용한 온쇄올 효존하연서 그것올 유리 안인의 현대 

적 이강에 앙께 강강"어0;’16 한다는 것 웅은 북한의 옹악에서 창작의 기온이 되 

는 전통이라는 것은 민족음악과 주체사상이라는 것올 주창하끄 있응올 나타낸다 

" 양준연 외 앙의 책‘ 131쪽 
'"운학예슐사전 •• 사회과학앤 용화연구소 1992, 988옥 

1‘ 용악창작에서는 영종의 연극으로 이얘윌 수 있는데‘ 안주흘 새용게 하거나 연생용 바꾸 
는 땅염으로 용악의 형상융 재창죠히면 것용 옷한다 

” 한중요 김정용 김준규‘ r주셰적운에리ε의 기용" 문예용판사 1992, 171쭉 
" ，인촉옹악의 계송방션 •• 주얘용약총서(1이， 운예총연샤‘ 1991. 3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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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에척 음악흔온 주체사상융 민족음악융 용해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기 

에 륙한 읍악의 전용에 상용하는 것용 민족음악이라기보다는 주체사상이라고 보 

아야하며 민족옹악윤 주셰객 사상 구현에 있어서의 그 영연걱 앙법이라고 본다 

용악예슐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잊게 양션시키자연 용악에서 주쩌 

용 정저혀 세써야한다 홉악에셔 추세톨 세운다þ 져4i 자기 인민의 사상갑정과 

갱서에 잊고 자기 냐라 혁영에 이바지하는 효앞효강경화곡경효에나간다는 것 

용 의이힌다 (중약) 주셰용 정져히 셰우는 것용 우리 용약을 우리 인민의 

요구와 우리 혁명의 리익에 잊게 안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고한 당보이다 

(충해 창으료 주째는 우리 홈악의 씨역이다 (충약) 주에척 잉장올 

견지하는 것용 응악예승용 후왜척으로 방저시켜나가는데서 견지하여야 항 근온 

밍칙이다 진보적인 오흔 용악용 인촉적이다 (충혜 묘흐요강영요효 
어온 용악이라고 하여도 에재 "용의 갱서척 요구와 이<1쩍 기 _~7~ 싸영외연서 

그것옹 갱차 인쪽씌 생칙융 여찌 되며 세월이 호르는 파갱에 으요갚앞~효효 

잎~효효옐되게 핑다 (충략) 그러나 면촉용악용 휘주료 앙서시킨다고 앙 

때에는 얘개 나랴의 고유하 엔혼용악용 영두에 툰다 ” 

위의 인용문응 음악창작에 있어셔 인촉음악의 전용J8파 양악읍악에 대한 시각 

이 혼재하고 있읍융 보여준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발전‘ 시킨 

다는 것옹 옹악창작에 대한 바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바는 ‘용악에서 주쩨흩 

써우는 것’이다 민족용악의 전용옹 주셰률 세우는 데에 방엉이며 ‘다른 냐랴에 

서 툴어옹’ 구소련 및 양악이 ‘인족옹악 안에 용혜’되연 인촉옹악에 포항된다는 

유용척 엉주률 성갱한다 그러연서도 민족음악올 위주로 밭전시킨다고 힐 때에 

는’이라고 안서용 단 것용 용악에서 주체흩 세우는 것에 인촉용악이 포함되는 것 

이지 이것이 창작의 기안 전셰라고 보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연 아래의 인용운은 양악파 양악기를 사용하되 사용방법에 있어서 주셰척으 

로 욕한의 응악창작과 연주애 객용한다는 바룡 강조하고 있는 예이다 

” 깅갱영， ’용약에윤용-J ， 1992, 조선호용당훌연사， 19-21용 

" “인혹용악의 전용이란 지금까지외 전인민얘중이 이용얻 용악션용융 요끝에 청죠쩍으호 
계*하되 그 기준온 1926년 이해 확헤잉 주셰익 옹악용예이용에 쩍용하는 융악전용용 앉한 

다 여기에서 인촉용악문화의 션용용 끊잉없이 주셰의 용예이용예 의거하여 얘석되어진다” 

노동용， 흩한용악연구“ ’용악악， 2 언국용악학악회， 1990‘ 178용 



냥과 욱의 창작용악 

우리는 인촉용악도 하고 양악도 히k져야한다 조선응악과 항깨 안전하여오연 

서 이미 우리의 것으로 토작화딩 양악파 양악기용 지긍에 와서 탓하거나 어링 

핑요가 없다 문제는 양약과 양악기용 어떻게 이용하는가 하는 에 있다 민족 

융악과 인촉악기융 위주로 망전시키연서 거기에 양악과 양악기용 욕총시키는 

것이 용악에서 주셰룹 세우는 것이다 융악올 주셰적으료 항전시키려연 민족적 

선율율 바탕으로 하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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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음악이 주체사상과 혁명적 지칩을 전달하는 내용적 주제를 강조해야하 

기 때문에 성악에서는 민족음악형식인 정가 형식이， 그리고 기악에서는 맑은 융 

색과 압도적얀 음량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양악기에 대한 긍정척 인식20은 당 

연하였으며 음악창작에 있어서 악기 연성의 기본을 인족악기와 서양악기를 배합 

하는 것은 북한이 만든 ‘북한의’(북한식) 옹악의 음향적 지향올 보여준다 화션악 

기21 제작에서 기원왼 민족악기 제작과 개량응 5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70년 

대에 완성을 보게 왼다 22 “안족악'71의 개량은 만존앙'71와 서~1:t2/71의 에합편성 

좋 질현하:71 -PI한 중요한 신제조건으효’23 판현악윷 비롯한 민족적인 앙상블 형 

식올 주체적으로 알전시키기 위한 과제였다 다시 말하자연 최전선에서 북한군올 

이끌기 위한 악기는 기존의 전통악기보다 그 음량과 옴역은 확대되어야하며 이 

로써 화선악기의 제작과 민족악기 개량이 시작되었지안， 엉밀히 본다연 좀 더 극 

적으로 북한의 혁명적인 형상융 그리기 위해서 서양악기가 아닌 민족악기로써 

서양악기와 같용 융량파 융색을 내는 기능과 효파가 휠.a했다는 것이다 

북한의 창작용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는 고악기로 분류된 전통악기블 제외한 민 

족악기와 개량악기이며 이 뿐 아니라 션자신디사이저릎 포함한 양악기， 인족악기 

및 양악기가 합쳐진 배합관현악， 양악관현악 퉁이 사용왼다 악기는 션융 뿐 아 

니라 음악척 억양올 포함하는 것으로서 창작음악에 사용되는 악기의 특성은 음 

악의 억양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옴악이 민족음악올 통 

한 주체음악의 실현올 주창하고는 있지만 옹악의 목적과 악기의 사용 및 개량에 

1’ r용악예숱흔j‘ 22쪽 

a “구라며에서 양생한 서양악기는 근대객인 산업혁명파 기슬훈영의 도용ξ로 용건전학-l' 
생융 극욕하고 과학객토대우에서 근대적으로 딴선하였으며 녕리 전따외어 지역적 한계용 벗 
어낭 세계적인 악기로 외었다 우리는 서양악기융 어힐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용악 양션에 
북총시켜야한다“(용악예승홍ι 86울) 

II 6.25 전갱 당시 용한군이 최전선에서 자에로 안흩어 연주하던 악기 

g 앙준연 외， 앙의 책. 206쪽 

"'옹악예숭흔'J. 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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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입장은 옴악창작에서 민족음악이 주체음악의 하위 구조에 서 있는 것올 쉽 

게 발견할 수 있다 이에 “깨야급 연츄에서 종현졸 장 잘려야 애원01 잊는데 # 
근에 i아서 71야긍올 타는 것올 보연 하프흘 연주하듯01 하여 화성올 낼 ßJZf안81 

2 ’” 있다는 지객은 북한의 음악이 주제옹악 구현의 명분과 민족음악 간의 고인 

올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복한의 음악에서 민족옴악은 전용이지안 주체사상은 정홍성올 의미하며 。1로 

써 민족음악의 선별과 음악창작의 기반 및 방법을 안을게 된다 그러나 정통성은 

전흥을 규정하는 통합적 논리이며 따라서 주체적 옹악론은 응악창작에 기하고 

있는 유일우이한 지향정이다 따라서 새로웅융 의미하는 응악창작은 주채객 음악 

론에 기하고 있는 창작 방엽， 인족 악기 잊 배합판현악의 사용 퉁올 흥해서 이미 

규격화되어있는 형식과 연성에 선융 창작이나 내용 구현올 더하는 것에 제한되 

어있다고 용 수 있다 

2) 냥한의 음악 전통과 새로웅 

냥한의 음악에 있어서 전흥과 새로웅에 대한 인식은 창작국악을 통해서 엿올 

수 있다 창작국악에서 ‘창작’파 ‘국악’은 ‘새로옹’과 ‘전통’ 뿐 아니라 ‘개인’과 

‘국악， 전용’으로도 고려해올 수 있다 륙히 창작국악의 새로웅’‘ ’개인‘이 라는 

것은 작곡자의 개인적인 성향에 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홍’의 해석이 자유륨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에 매우 회석된 전흥적 색채냐 작워척인 션홍화를 전통에 

포항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은 지속되고 있다 

냥한의 음악에서의 천동은 국악을 의미하며 전통음악이라기보다는 전흥문화로 

서 인식왼다 창작국악에서 전용음악은 다소 광엉위하게 성정되어있는데， 이는 

전통의 현대척 해석이 모호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올 안중한다 음악작용에서 샤용 

왼 전통음악적인 요소륭 정의하는 것은 결코 업지 않다 전홍적인 사상이나 상정 

구조일 수도 있고， 국악기의 사용 자셰일 수도 있으며， 혹은 전홍응악이나 국악 

기의 특정이 사용되는 경우 동 다양하며， 더욱이 사상이나 상징 구조가 실제 음 

과 어떻게 연판올 맺고 있는 지， 사용왼 특정이 전흥응악이나 국악기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지극히 서양적인 선윷융 연주한 국악기가 전풍음악객이라고 할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바는 판단 주셰의 조건파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 

난다 

“ 김정일인족운화유산과 민족적 전용얘 대하여J 죠선호용당융판사t주에 95) 2006 깅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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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에서 새로용에 대한 추구는 초기에는 국악기로 구성되는 다성 읍악， 전용 

옵악 주제선융올 기초로 운 연곡형식의 용악 퉁이었지안， 601건대부터 양악작곡가 

을。1 현대음악 작곡과는 다용 ‘새로웅’올 모색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국악기융 

사용현 음악을 시도하연서 션용용악객인 소재는 때로는 상징으로 때로는 음악적 

이마지의 자용 퉁으로 확대 인식되게 왼다 이후 작용의 재목융 션흉적인 색새가 

흉기는 단어로 정한다언지， 01니얼(minim꾀)적인 용악율 얻국객인 여액으로 ‘셜 

영’한다든지， 복합화성용 전용융악 융의 결함으로 설명하는 등의 양악창작 정향 

용 냥한의 ‘전용옴악’융 직접객이고 구체객이기보다는 간정적이고 추상적으로 도 

입하여 창작의 ‘새로운’ 요소로 성명하는 모호한(1) 애경융 안툴어오고 있다 

반연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악계에서 이루어진 ‘새로용’의 모색은 초기의 

극악기 다생용악이나 연팍 영식의 읍악율 벗어나 신국악 혹은 항작국악으로서 

전용용악의 계숭척 양전이라는 욕객으로 온칙화되었다 당시 냥한 사회에서는 양 

악이 ’새홉게 변화하는’ 용악인 반연애 국악온 ·연치 않는 전용융악’으로 인식되 

어왔으며， 01 바땅에는 근대화에 대한 왜곡왼 요구가 있었다" 국악에서 창의적 

으로 계숭되어야 하는 것옹 옴악적 내용이자 정셰성인데， 그 갱쩨성을 정의하는 

것옹 거의 불가능하였다 왜냐하연 정에성온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룡 연속힐 

수 있는 옥성이지만 근대화의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와 운화는 ‘비근대적’이라고 

여겼던 션룡음악올 정셰성으로서 인식항 안한 토양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초기 창작국악얘서 ‘새로융’은 양악의 응량과 옹향융 국악으로도 생산힐 수 있다 

는， 옥 용악적인 ‘근대성’융 충영해야하는 입장에 놓여있재 되었다 26 

이와 함째 양악의 를해식과 대중용악， 그리고 서구의 땅용악이 가진 대중적인 

인지도에 대한 바는 국악의 대중화라는 또 다른 목표로 셜갱되기에 이르렀다 국 

악의 대중화에서 처용으로 시도왼 것은 부르기 쉬운 노래에 갑성적인 안주융 한 

가요 헝태였으며， 대중객인 선호용 이끌어낸 안체에서는 좀 더 새로우연서도 다 

양한 국악가요룡 창작하기에 이르렀다 

양악의 음량과 읍향올 오앙하려는 창작국악과 대중화용 모씩하는 국악가요의 

용직임에서 간과하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온 국악으로부터 새로용이 모색되어야 

" "우리의 근대화는 e대외 용갱 또는 근얘성파는 갱안대의 요습이었으여 서구화의 동껑 
과 우리 자신외 오습에 대한 연흉강의 성화과정이었다 그 와갱에셔 당연히 전용용 성고 고 
쭈한 것으호 치우되어 'I~의 대상이 되어야g다 전지영，근얘생의 갱락과 20세 기 얻국외 

용익h 서융 륙코리아 2005. 189혹 

& 뼈양 이후 진영 우휴는 이~ 씬이 부유로 ，，"01갔으며 이국 잊 샌진국에 대한 추구는 
지급까지도 껴속되고 있다고 융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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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이었다 국악의 ‘새로융‘에 대한 모색온 주로 양악적인 앙 

엉 혹온 대중의 선호도로부터 이루어졌는데， 가장 른 이유 중의 하나는 음악에서 

새로웅의 땅엉융 ‘서구적인 창작’으로안 여겼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40년대부터 

60년대의 창작국악에서는 국악에 양악적인 형식과 내용올 채우는 데에 중정올 

두었다고 할 수 있다 70년대부터 양악작곡기엉과 전용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 

으로 창작국악에 여러 시도훌 한 몇몇 작곡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이전의 창 

작국악올 당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연 국악가요가 본격척으로 퉁장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는 냥한에 통기 

타 문화가 들어와 있었으며 기타의 코드는 갑성적인 선율의 근거이기도 하였다 

국악가요는 기타 코드에 의해서 연주월 수 있는， 즉 화성이 입혀진 옹악으로서 

당시 대중을의 기호툴 맞추었던 데에 읍굽하였다 이후 현재까지도 대중적인 감 

성올 중시하는 작곡가가 동장하고 있는데， 국악올 전꽁하였으나 양악척 추구용 

보이거나， 혹온 양악올 전공하였으나 강성적인 국악올 추구하는 경향올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국악가요룡 ‘세련’되게 발전시킨다는 의도 아래 국악기와 양악기흘 

항깨 구성하여 창작융 하고 있다 실제로 장르로는 경음악이나 대중음악에 속할 

진데 그렁에도 불구하고 창작국악이라는 영역에 어셜프게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창작국악’의 벙주나 혹온 전흥과 새로융에 대한 영역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있 

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악기로 창작되었지안 대중음악 혹은 정옴악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르가 있는 것과 같이 국악가요나 경음악 형식은 대중음악으로 운류되어 

야할 것이다 단지 국악에 ‘새로웅’이 더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창작국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창작국악， 혹옹 전통의 내용에 대해서조차 의견은 분분한 

터에 무엇이 창작국악이고 무엇이 대중음악인지 구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올 것이다 현재 양악창작에 있어서 현대음악은 이제 기엉객인 의미를 넘어서 

서 。1 전 시대와 양식객으로 구운되는 새로운27 응악으로 성정되어 있으며， 그 이 

션의 음악은 시대적 양식 구분에 따라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악응 시대적 분류가 펼요가 없율 갱도로 ‘전홍’이라는 범주 하나만으로 인식되 

고 있고 이에 창작국악은 전용의 엄주에서 파생되기는 하지안 ‘새로용’으로 인식 

되기 보다는 전흥과 서양옹악의 논리와 땅법이 혼재되는 영역으로 성정되며 여 

전히 ‘전풍의 새로웅(창의객 계숭)’이 이루어지는 지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 

루어진다 

@ 여기서 ‘새로융 용 시대적 구분얘서 나타나는 이전파 엄재의 구용이여 소위 서양현대용 

악 자애용 새로용 자세로 호는 것옹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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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냥힌의 국악과 잉악어 서 징톰과 새증용 

국악 양악 

전홈 션용용악/ 전용용악객 요소 국악 

개인 작곡자 ，.인 갱의생 개인 작곡자 ，.인 장의성 

- • W 
n 

세료용 내용 전용용약을 갱외 앙션 찌숭'(?) 
내용 · 융 요소톨 가진 오은 시도 포엉 

(창작) 
• 셰료훌 요소 (전용용악객 요소 "-lll 

• 양악의 용량파 용양 오방 
정양 · 대중화 위엔 시대 강생적 내용 

· 국져융악샤회외 정양 추구 

· 다양한 땅양과 시도 
(다양한 냉양과 시도) 

〈표 1 )은 냥한의 용악에서 양분왼 국악과 양악에서 션용과 새로용에 대한 인 

식융 비교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국악의 ‘션흉용악적 요소‘는 양악창작에서는 작곡자 개인 창의성 

올 표현하는 ‘새로운’ 요소로 창작에 포함되고 있지만 안연 국악창작얘서는 작곡 

자 개인의 창의성옹 ‘션용용악용 장의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으로 제한되며， 

새로용옹 ·창의적 발전 계숭’이라는 모호한 영주에 귀속왼다 따라서 새로운 요 

소걷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용융악을 창의적으로 안전‘시키는 것으로 

용 수 있는 지 여부는 명가하는 이의 판점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왼다 

양악의 옹량과 옴향용 모l앙한 창작， 서양적인 선융과 내용융 국악기나 국 양 

악기로 대에하는 식외 창~~용용 (서양용약이라고 하기앤) 식상하고(천용보다 

는) 새룡기 때문액 이흘 창작국악이라는 영역얘 률 수 있는 지에 대한 비판융 

가능케 한다 하지안 그렇다고 창작국악의 운재정용 서양작곡에서 보연 서양옵 

악적 측연에서 아마츄어객이고 션용연주가들 입장에서 보연 처112언어 슐득자와 

갈이 전용이디엽의 속융 속속톨이 알지 옷함으로 인하여 어느 쪽에서 정용하지 

옷한데서 기언하는 아가 크다."는 식의 일앙적인 영가는 적정치 않다 이러한 

지객옹 작용 자셰에 대한 명가로는 가놓하지안 창작국악 션셰에 대한 문채정으 

로 제시하는 것옹 국악의 ‘창작’ 및 ‘새로웅’얘 대한 위험한 확대 해석이다 이에 

양악작곡가의 (전용용악객 요소융 포함‘했다고 명가되는) 창작용악이나 국악연 

주자에 의한 창작시도가 상대척인 대안으로 채안되기도 힌다 그러나 양자에 있 

어서도 용악창작의 앙엉에 있어서 개인의 개입이나 혹용 양악객 창작방엉에 대 

U 이소영 포스트 산죠 '1'11외 과세 2-사계와 상상용 중싱으호‘ r인종예을J 한극인혹예 
슐인총연안.， 2003, 7ιπ쪽 



78 

한 바는 운영 비판의 소지가 있다 특히 양악의 창작논리와 방엉으로 국악적 요 

소가 사용왼 것과 양악객 요소가 국악에 사용왼 경우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 지 

는 회의적이다 과연 서양음악적인 측연에서 우수하고 전통연주가를이 만족하연 

창작국악의 정홍성올 당보할 수 있다는 것인가 양악창작의 작용에 대한 명가로 

전에 양악창작에 대한 문제로 확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양악창작에 다양 

한 작풍이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늘 옐려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몇몇 작용듭 

로 창작 전안에 대한 존재흔적 비판을 제기하지는 옷한다 

서양옹악적 방법과 논리가 창작의 기온이라고 인식되는 현 냥한의 옹악 사회 

에서 파연 창작。! 국악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창의척 발전’융 이용 지 알 수 없 

다 다안 창작 작풍을 흥해서 전흥과 새로웅에 대한 인식이 국악과 양악 간의 극 

단올 녕어서 ‘냥한의’ 옴악으로서 현재성을 항의할 수는 있다고 본다 이흔가나 

학자들의 개녕상 논리상의 언어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곡가의 철저하고 심도 있 

는 성찰올 용해서， 구에척으로 본다연 전홍옴악의 어엉과 논리에 대한 연구와 적 

용올 흥해서만이 냥한의 음악에 있어서 전통과 새로융응 새로용 조망이 이루어 

철 것이다 

4 옴악양작의 앵엉과 현황 

응악창작옹 기존의 전통파는 다릎 새호운 형태의 창조률 의미한다 냥북한의 

옴악에 있어서 창작은 전홍의 계숭올 선제로 한 새로웅올 항의하지만 전용과 새 

로옹에 대한 인식은 서로 다르게 해석왼다 따라서 남북한의 응악창작 방법파 현 

황은 그러한 인식의 호룡융 정작힐 수 있는 배정올 제공할 수 있다 

1) 북한의 응악창작 

해방 후 조선음악의 역사는 북한의 역사이자 옴악창작의 역사라고 항 수 있다 

r해앙 후 조선옹악'J 29에서는 조선응악올 여섯의 시대구분올 용해서 션체 6장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장온 2절호 구성되는 데 그 중 제l정은 당의 방침이 그러고 재 

2정에서는 옹악창작과 응악연주 음악파학 및 읍악교육 대중용악생활로 나뒤어 

각기 기슐되고 있다 시기 구분JO과 시대옐 당 땅칭을 제시하연 〈표 2)와 같다 

n 리히링 항억일 안종우 장홈영 리차용 김득갱， ’혜양 -f- 조선용악J ， 용예충e사，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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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2) 빼잉 이후 시대구문 및 당의 잉g과 용익얘i의 우쟁 육표 

시 '1 사 t헤구폴 당외 양갱의 욕석 용악예*에 있어서 우생 욕g 

19" ‘용 
195Ð.6 

영화객민주건생시기 민주주의인종용악건생 옐，.사생산채와 용천척사상싼채 반f찌 

1950.6- 에대얻 죠국에앵션쟁 
추세. 셰우고 대영의 용영안정 

2 
서기 

션샤용악예슬의 일션 강" 안당인여영종악용지"의 에 
1953‘7 

동톨씌 

1953.7- 션후용구전성격 시찌 
사회주외껴용악예슬양션 

사예주외 "'"추외 수정주의 한 

3‘ 1961 .9 주외기호건셜시기 얘하고 쭈에톨 세우기 써엉 

4 119%6il6 q I.O 

억영혀용악예슬 갱싹하여 
싹고쭈외와 수정쭈의객 요소용 

사회주의건성시71( 1 ) 사씨추익혀 용악예융융 이 
안대 

짜 잉"'/1갱 

당외 유영A애씨셰i얘， 용 

사m외 억영여 로동찌il" 당외 유잉사상에져톨 툴툴히 셰우 

5 ’ 1했96O6 l IlO· 사회주의건쩔서71(2) 
외 요구 양1 용악예승 션 고 쭈료죠of사상， 수청주의. 교죠 

연씩으호 핵영화‘ 인인척이 쭈와‘ 사해쭈외. 용건홉.， 샤쌍싼 

여 억영혀인 사회주외， 꿈 져톨 F리 * 
산주외 용악예슬항전 

용악예슐융 주에의 요구대 
세묵후의외 사상운아객청쭈와 ‘’ 

6. 1970.11 - 사힐쭈외건생셔71(3) 
풍 사회추외. 흉산주와 사 

고주의칙정양용 안대하여 용악예 
회의 온성에 맞재 혁명객 

으호'.죠 
*인톨외 액영화흩 다그갱 

각 시기병로 당의 앙갱용 융악예숭의 루쟁 옥g효 연계되며， 각 시기별 융악창 

작에 란한 부분에는 창작의 앙법파 내용， 그리고 이에 우trOf는 창작 작풍융 설 

영하고 있다 제5기에 풍장하는 당 정책 용이가요는 노래훌 중시여기는 북한융악 

에서 당 정책이 당긴 가사의 효파척 전당융 척극척으로 앙용한 것으로 흘 수 있 

다 욕히 주셰적 문예론이 집결된 r사회주의 운학예슐온，(1975)융 흉한 제671 어1 

는 융악창작에 대한 좀 더 구셰적인 내용이 제시원다 당시의 용악창작에 있어서 

창작의 의미 잊 작곡자 개인척 성향의 다양함옹 주체적 용악창작의 기조에 제한 

되는데， 이는 ‘ 애깅도 유리외 강곡깨흩옹 우올 어링꺼안 EA둥려고 합냐다 냥 

0/ 알01흩.;</ 풋하슨 꺼c/효용 앙용 자l' 하는 사람이 용#(f "1랑0/ 01L{라 

” 시기구용에 있어셔 r죠션션사j의 1926년용 기정으로 하여 예망 이션(1945년)꺼지용 항 
일'1-쟁시기호 보고 이톨 시대구강얘 포앙시키기도 한다{인정잔， 노용용， 이엄주 오문숙 홍) 
여기에 제7기로서 띤경잔온 19끼0년과터 갱일생 사앙까지호 보여 이엄주는 1980년대 초까지 
효 요고 시기구훈융 하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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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l 휴르71 힘든 노래흥 짓는 샤랑。'/fI-깅한 사랑이 。}니강 ξl쩌 유깅한 사랑 

이강고 ',1ft 수 Xlf>''-I대 〈사회주의문화예술롱>， 492쪽)’，"라는 김일성의 교시 

내용으로부터 파악할 수 있다 

〈표 3) 1970언대 및 %년 대 이후 용악장작 륙징 및 주요 작웅 

주요 장g구용 | 융악창작 륙정 잊 주요작용 

주예사상얘 기초언 5얘 앵영가극외 시대 주세씌싼엉악(얘양강연악) 완성 인촉융악앵식 

가요 총'f. 탱정책쫓아가& 행진곡， 셔갱가요1 민요삭 '"'H、 명혀'"래， 중창영창 

여야대치l 앙의 강원 영(71 ) 잦파는 셔녀(η)， 잉링아 이야기하라。(}7갱'2) ， 당 
혁명가측 강산외 노얘여 73성) 기태한 자위당씬의 혼영 갱충파씬‘ 우얀강안의 노용 

냥강"1융의 흩) 

교양곡 펴바다 

(인Jl， 인혹장E 인혹악기중쇠외는주에객원현악연성업용욕자적으로확립망용) 
판현악곡 청아산리명하에 도 풍라년지이 왔에 (73)， 내 고향 갱든징(73). 용경고께74) ， 충성의 "1-& 

엉주욕 며야"" 죠션응 하나다， 경전의 질'" 밍링이 설에인다 '1이&경 샤향가 
바이융린 대용 이어 충생융 다 하영니다 깅일성씬수깨 드러는 노혜， 일영 

1970 딴싱 엄용아용 간직엉니다 운정고~， 그예위는 써이‘ 욕유긍 }}여는 이 용 
년대 육주용 날얘 기야긍초쇼효외 용 용유，하 상기새도냥 엉용)년톨 당강아융(인중악기안으로 구성원 것 

용 만혹기악흑。 

중주곡 
영욕(재앵생) 혁영가극에 나오는 영곡융 충주로 연곡 

인옥욕싼4중주애용과 종다리 

민훌'1약혹" 
'1촌 씬요 몇 혁명가극의 노혜 ~형생 

찬호원외 노래‘ 웹양아려랑‘ 양산도 도랴;0.1 ， 수령닝 바라시는 오작 한질얘 

용악우용이야 
낙앤의 노얘 

사기시 용극악우용서 "난획 행궁 

취용홈주악약 및 우 역도영잉가요 잊 예충가Jl， 인Jl， 영화용악 혁영가극용악 연용， 우용용악에 앙창 

아용용악 가Jl， 가야금 함주와 앵상 인옥기악영장 경용악 취쭈악 연식 

주세칙 운악예술의 총에객인 작용 경산 

용학우용셔사시 〈영짱의 노혜시86) 

연쪽가극." 
〈충양천〉 이후 춘양션식 작용 장싹 

훈향전(88)， (악써우인전 )(94)‘ 〈싱갱션)， (장회흥련션)， (흉부천〉 
1980 
년대 약 100여 연 기존인요용 다양얻 연주앵태로 장싹 풍연 

이후 특영강 냉장 혹휴긍특앵"'il온 아갱의 나라 
동 가야픔톡쭈와 i챙 창: 용혜야 

여성인요욕장파 중앙 톰강 기냐리 

인속우용 인쭉전용우용→씨호용 주세운에사상 용악우용으호 방션시인 인속우용죠곡) 

조곡 〈영양성 사랑흩)(ψ} 

" 리하영 외， 앙의 책 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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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기에 악기 개량이 본격화되었고 얘합관현악융 위한 악기개량을 용해 주 

셰척 판현악 연성엉이 안등어졌다 이는 제671의 혁명가극 〈피바다〉와 〈꽃 파는 

처녀〉에서 그 갱정올 이루게 되며 이로우터 주체사상.34에 외한 옹악창작응 주셰 

옹악이 확립왼다 〈표 3)옹 주셰 용악이 확엉왼 1970년대 이후의 옹악창작에 따 

를 주요 장르와 륙정 및 주요 작용융 열거한 것이다35 

주로 노혜 중심의 가요에 용악창작이 활성화 되어왔던 70년대 이션에 비해 1970 

년대 이후에는 집새창작， 주세객 얘합판현악， 시 가 우의 용함앵식(혁명가극1 인 

촉가극， 음악우용서사극) 등이 용악창작의 주왼 륙징으로 나타나며， 민족음악형식 

으로서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사， 절가형식36， 방창37 동융 도입하게 된다 그리고 

주체객 배합관현악에 의해서 집충되었던 융악창작의 방향용 인요의 현대화에 따른 

재형상의 운제， 민쪽기악작용의 휠성화 둥으로 그 파제가 연결외고 있다 

우엇보다도 북한의 융악창작용 용악용 주쩨적으로 땅전시키는 목표에 부합되 

어있으며 주체적인 사상융 드러내는 가장 구에적인 도구는 가사이기 예문에 노 

래， 가요 및 성악응 가장 주요시되는 장르이다 노래는 가사와 선훌이 결합왼 형 

식이기 때문에 “샤상패 그 7/.초의 중''''71 융채 o/<H.되는엉 성악의 션용 창작용 

북한의 음악창작의 근온이라고 항 수 있다 

r용악예슐흔」의 제2장 ‘작옥’ 연에 영시된 주제는 용악창작융 이루는 기본객인 

지갱이자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표 4)) 

잉 특쭈극 중 인용악기오 원 갖융 인측기악혹에 g앙시링 수 잉다 

n 노용옹 혹한충앙용악안에외 힌~파 견영 ’한국용악사학보， 28갱， 한국용악사악희. 
2002, 9용HXI'응 여기에는 87년 요한용예술연에서 영양예슐안으흐 개갱외연서 충!’션식 인쪽 
가극 연셰호 앨전하었고 그리교 1992년 영양예술연에셔 축엉인싹예앙안으로 ”갱의연셔 훈향 

션식 인종가극 시대톨 주도하었용이 기*되어잉다 

~ "19%년에는 아칭내 주셰사상용 욕장혀인 혁명쩡학으로 션영하는 얘끼지 이르렀다 욕 
한용 이허힌 주찌시장용 용악& 용뼈 전파하고자 했다 그해서 그 용악용 주셰옹약이라고 하 

고 그것용 주셰정학얘 근거히때 용한식으로 연용원 '1한식 용악훌 앙인다 (충약) 여기 

서 힌 가지 깊고 녕어경 것용 1990년대에 웅장한 주세사심주외 이후 갱찌에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가 연용딩 것으로 보이는 ·주세사질주의 가 용악장각외 원혀으로 척용되고 있다는 사 

상이다 이현주 ''1한용약i 인속앤 2002, 63쪽 
E 이 표는 이현주의 위의 에 1ω 1 6 1 쪽으1" 일부와 노용용외 "'1언용악연구?‘ 167-168쪽 

외 내용 일부융 엉혀여 갱리한 것이다 

‘ 가사가 정마다 강용 션융효 이후어는 앵식으로서 '1한용 이것을 인인외 인혹융악쩍인 
영식으로 여긴다 

” 이는 가극피 우용의 우대나 영화외 화연 악에서 정가엉식외 노래로서 극석 진앵용 생영 
'0는 것이다 

• ，용악에웅흔'J. 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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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4) ’옴악여슬흔j의 작곡’ 연 쭈제 

작곡연의 5개 주재 

1 용악용 션용의 예슐이다 1) 융악얘서 기본온 션용이다 

2) 선융옹 아용당고 유순얘야 한다 

3) 션용이 용씩있어야 용악앵상이 상아닝다 

Z 정가는 인인용악의 기용형식이다 
3 악기연성애서 기본용 인족악기와 서양악 

기홉 얘항하는 것이다 

4 연곡용 생삭이다 1) 띤팍옹 용약형상용 용부히 힌다 

2) 선융온쩌로 연팍하는 것이 우리 식이다 

3) 띤팍옹 구상이 좋아야 한다 

4) 용악의 구생우용융 융게 처리혜야 힌다 

5) 안주연곡용 장하여야 한다 

5 다양한 종유와 형식의 용악융 장작.}<져야 1) 용악용 다양하여야 한다 

한다 2) 성악작용앙작애 영올 넣어야 한다 

3) 우리식의 기약작용 창작하여야 힌다 

4)(여바다〉식가극용 더용 옐션시켜야 힌다 

북한의 옴악창작은 민족성과 현대성이 함께 요구되는 것으로서 시대와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는 주에융악에 대한 지향에 기하고 있다 욕히 음악창작에서 션융 

작곡 외에 연곡， 연성의 연화， 새로웅 연주 형식과 연성의 음악 창작 둥이 포함되 

고 있는 것은 북한 읍악이 가요(노래)에 기본올 두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즉 션 

융 창작은 주셰음악의 주제률 구체객으로 드러낼 수 있는 가요(노래)에서 강조되 

며， 이에 다양한 성악곡과 기악콕은 가요률 다성화로 연곡하거나 혹응 악기의 다 

양한 연성의 과정에서 새로운 읍악적 ‘형상’올 안들어가는 창작의 의미를 부여받 

게 된다 즉 북한의 음악에서 창작은 연곡을 포항하여 ‘형상 창조’ 혹은 ‘재형상’ 

이라는 용어로써 그 개녕율 확대하고 있다 

북한의 음악올 창작하는 것온 인족용악올 기온으로 서양옹악 기엽과 악기 

릎 사용하여 결국 민족읍악파 양악융 합한 ‘북한식’의 음악， 주체옹악용 형성 

하는 것이다 북한식 응악올 위한 창작 개념 및 방법올 간략하게 제시하연 다 

옴 〈표 5)와 같다 

앞의 3장 1절에서 서슬현 바와 같이 북한음악에서 창작의 새로움응 일반적인 

예술객 창작 영역의 새로웅과는 다른 지향접융 가지고 있다 욕한의 음악창작에 

있어서 실제로 사용되는 재료는 민족옹악이 중심되지만 창작앙엉온 양악적얀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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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욱안의 용악장직 개엉 잊 잉엉 

창작양엉 
창장 '1녕 

성악 기악 

I 션율의 씩1종자콩에셔 시 

직) 
〈션융 장악〉 

〈생악 연욕{장악}의 생격 강 

· 선융의 구죠적안쩌인 용 앙〉 

지와다룡 
·션옳의 썩 핫기; 주쩨궁 우 

• 작곡자 사상강정융 앵상 
르익융 수 있는 션훌외 욕창 

성악과 g리 종자 생개 앙히 

적 g현하기 위앤현싣에서 
척이고 개성격인 요소 

기 어혀용 

집약원)강갱정서 • 용악앵상 

장조 왜한시작 

· 민촉갱서의 안영 - 대개 영욕와 인요톨 주제로 

‘유순환， 연한 것 > 고거나 효 하는 얀홈 그 쭈째는 철가형식 

이 지르는， 친힌 것) · 주찌는 하냐 혹용 그 이상 

. ，μk션용 명씩성 가능 

(육자척 형상양죠 자링객 수 · 욕주， 중주 완현악팍 흥 기 

단 > 가사 쩍양과 구쪼에 보 악곡에 용 일칙인 주제 있어 

8 
죠쩍 수안) 야@ 

(션율적 앵상융 안용어강) 
· 쳤가행식 ·철가로 왼 영팍， 인요 주쩨 

(명이‘ #로기 협고 소박환 '/' 호 안ε 기악팍 영식인 정우 

영상 3느 성융의 싼혹 구죠의 간경 정가의 우」엠성파 특갱 드러나 

강조 가사‘ 혹의 옛구구죠、 서슬껴 재 

특성) 

인축융악외 션올척 육씩융 

샤~ 책 "1갑에 맞혀 창죠책으 

호사용 

· 뚜렷앤 옹악적 주찌 • 정가영식의 인인적 용송쩍 
(정'1행삭 황용) 요소 상려 우리식의 세료훌 

· 용창생 기악용악앵식 장획〈여야다〉식 

가극의 좋용 예) 

*션융의 갱셔석 씩@ · 션융〉장당〉화생 

싹쭉7~7~ 혔설훌 어떻?예 01 • 션용외 션 숭사진맹파 싱하지 ".용 도약진앵외 적정한 얘11 

~하" '*악하" 었는가에 • 션융의 리등 까다용지 않고， 인혹적 장연 상아나재 

여라당라징 • 션옳의 쪼식: 무조옵악 X. 인쭉객 5옵계나 현째쩍 7용계안 
〈‘가사와 내용옳 구혹하고 사용하는 것 X 
있는 내용 확약옳 이혜하고 

· 가사의 내용에 여라 정서 
있는여우) 

껴 씌'1l 엉라갱 

9 
형상 

용악형상〈하나찍 유기~)， 명욕. 주체용악 구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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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냉명 
창작채녕 

성악 기익 

9 
• 씬팍옳 다생화， 구조찮 확때변행‘ 연성율 바꾸어서 

’영용 용악형상용 씨용게 하는 창작작업 
작욕가의 장조격 개성과 특 

. .. 한쇠 언우 션융 용위 
장성융 어엉껴 방휘하는 가 

션융위주호장안상굉 
하는용찌 

주찌선융의 각융 91 앙고 영상객 내용 상업 
융악영상용우하게 

(기악욕에서 기악껴 주제는 션흩외 각옹 이서 융악 전개하 
원곡의 사상쩍 내용파 갱 

지안 연곡시예는 혀정치 않용) 
서척 에￥용 동구어 용악영 

·엽고， 행엄， 소박한 화성 사용 
상융용우히 엉 

• ，ι래싼주연꽉. 다혼 악기로 
• 추채 쳤재시켜 새효훈 형 

· 션융의 다생부 연성， 연욕 하여 주찌 션깨시 
상창조 

욕장 중장 엔주 연성의 다 켜 새로혼영상 창조 제영 

상 양앙 싼현악과함장융 . "혜 반쭈 연핑에서는 노혜 

살리는 데 육용 견주 간주 

후주용포엉 

• 명쪽과 민요 소채효 기악작풍 

장각 
영곡‘ 인요 선융* 주찌로 하 

고 그것흩 환팍하여 71~작용 

용 안든다는 것 

-주제 션융용 악기 특성 잊깨 

선갱 

· 용악의 구성 

(도잉부 연경우 중간우장서리) 

곡과 인족음악형식의 도업을 결합한 기업이며 창작의 방향과 엉주는 주셰적 용 

악이혼에 귀속왼다 

응약창작에 있어서 개념적인 전개는 ‘종자-싹-형상’의 단계로 구성외어있 

다〈표 5) 종자는 “ 당에 의하여 폭장갱으로 앙혀진 운얘에흔의 새호끊 꺼g의 하 
냐’”로서 작용의 기본 핵이다 위의 표에서 형상이 완성왼 작용융 유기제로 보 

여 그 생명의 핵으로서 설정한 종자는 창작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얘 ‘ 뺑상의 원 

행이라고 알항 수 있는 뚜헛한 에울객 JI강올 주는씨 중차 외에 ‘신융의 싹올 

• ，운학예숭사전" 사회과학앤 문화연구소 197깃 

@ 종자는 소재와 주쩨 사상용 유기적인 연판 속에셔 하나로 용일시키는 작용의 기초이 
며 빽이아‘ 깅정용 r주에혀문에 '1픈'1 기용， 2, 운예용용샤 1992,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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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λ/한 것응 응앙{한강에 il어서 중꺼}의 711 ';1올 유세'ßf한 것으효 올 수 있다 주 

강용에는 반드-'1 캉깨'71 폭1용하꺼 을}견하고 승/에놓옹 종자71 fl어야 하여 깨깨 

에서 아홈당고 훌}신한 횡상의 쫓'42이 피어나는 것은 종자흔에 의한 작풍창작의 

논리인데， 선융의 싹온 종자와 꽃 사이의 단계룡 의미한다 선융의 싹은 선융의 

구조적 개념인 동기와는 다른 ‘형상적으로 우르익어 7f는 창죠의 과정’으로서 실 

제 창작에 있어서는 매우 추상척인 것이며 오히려 종자론올 창작에 적용하는 음 

악적 개념으로 이해힐 수 있다잉 우엇보다도 종자의 선택에 있어서 ‘유엇호다￡ 

연저 앙 정책의 요큐에 앙께 장010;'‘4 한다는 지칩은 북한의 음악창작이 노래 

선융 창작에 중심되어있는 이유룡 다시금 파악하게 한다 

창작 작용에서 영곡45융 가허낼 수 있는 것은 작용의 종자나 그 형상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노래에서 가놓하며 순수 기악곡(영곡이나 가요의 연곡 

이 아닌 순수 창작)에서는 거의 용가능하다 그러므로 선울의 싹이 옹악창작에서 

가장 기본 되는 개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싹옹 가사의 내용과 내용의 선율적 

구현에 맞춰져 있다고 보아야한다 톡히 “선융의 캉에는 전울의 조깅과 웅의 효 

상01 그 진행의 얄반적인 선， 억앙과 리등 응앙정 의도 종 전안갱얀 응악형상의 

질을 당'S!하는 은온요소즐 v후'46이 있다는 개념적 정의는 음악창작에 기하는 

일정한 선융구률 선융의 싹으로 설정하는 것은 붕가놓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영곡 딴단47에 따른 노래에 대한 ‘후차적’ 분석에 의해서 파악왼 선융적 주제로 

선윷의 싹올 해석하게 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연 션융 창작에서 

창작 방볍이나 전개는 가사의 내용올 척절하게 구현하는 데에 제한되어 있으여， 

‘ l 쩌의 에， 15쪽 

‘2 위의 씨 39쪽 
” 친애하는 지도자흥지깨서는 창작지도에서 중요힌 것옹 창작가옵얘게 몇 연씩 파재용 

주고 그대호 쓰라고 l! 것이 아니라 그흩이 현 시기 앙파 혁영과 건설이 절악하게 요구하 
는 종자용 잡아 그것융 싱고 장 가꾸어 수와양 수 있도욕 계양시키는 것이라 가프치시었 

다 r조션용악연강J‘ 운예 용연사， 1991 , 17 용 

“ 위의 책， 28쪽 
“ ‘〈흩융수흔 좋l 인상 깅용 것이 영곡이다시영화예슐흔 잉8에이지) 영곡이란 경코 용악 

의 그 어언 종휴나 형식미용 의미하는 것이 아니여 어떤 g갱한 주세사상적 내용안융 이E는 

것도 아니다 영욕용 용악선융적인 영상용 용하여 표현되는 구새척인 용악작용의 사상객 내 

용과 예융적 높이， 그 강흥갱도와 견인역 퉁 요인동얘 외하여 유갱외는 옹악영상의 총에톨 

의미하는 것이다 ’영가요창작리용j 사회파악용씬샤 1987，6-7용 

‘ '1의 책， 89쪽 
” 이는 “션흉장작항양융 융'1호 용어꺾기 위혀서는 용용얻 옹악선융， 영곡선융의 륙갱융 

정확히 인식해야한다’‘( '영가요장작리용ι 83약)융 창소양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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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의 사상 예숭척 내용옹 작팍가용 창작사업에로 이끌어지는 기온요인으로 

용악형상작업의 방향융 셰우는 실세적인 기초’‘8라는 기슐용 이흩 뒷망칭한다 

“읍앙캉작용 그 지'Jl/O/! 온갱01 iI는 것이 아니강 왕엉한 대중이 그것융 자'7/~ 

것으로 앙of흩01고 오혜 씨껴 '#2.여 용'-II-3fir.혼 하는r1/'49에 있기 때용에 실제 

주에옹악융 위한 창작 방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옹 기존 용악이흔{기성용악이혼 

이라고 부르고 있는 민족용악 및 양악)에 놓흉한 작곡가에게 사상성파 주씨용악 

구현에 대한 열의가 우선왼다 

실제 창작 방냉에 있어서 선윤의 싹이 구조척 동기는 아니지만 작용의 기본척 

단위라고 본다연 “선용의 싹옵 7ft' f!f.션'~/7171 .pW 융앙객 유상단셰에서 루:~ 
11깅과 양상**께 if정하는 문쩨'7f 중11.싼 요유효 냐서는 것응 용앙앵강얘 에 

~I는 작용렁"fèl정 연창’'50되기 얘문에 악곡의 형식과 전재는 ‘선용의 싹이 형 

상의 꽃’융 피우는 파정이라고 힐 수 있다 

노혜의 형쇠파 션개에 대한 용석용 r초선영곡해셜집j파 r영곡창작리흔J에 몇 

가지의 예가 제시되어있다 51 운석과 해석은 가사의 사상 갑정이 어영께 표현되 

는지가 그 기준이 되여 이는 악곡 자제에 대한 선융 및 형식적인 분석이라기보다 

는 가사의 사상적 전개에 따른 것으효 융 수 있다 측 형식과 전개 또한 가사의 

주찌에 부합하여 극적인 형상 구조톨 창죠하었는지가 융악 구성의 주요 영식 자 

에라고 힐 수 있다 욕히 션융의 션개‘ 용악의 형식융 맺어 나가는 과갱에서 사용 

되는 화성， 장단， 조식 풍의 용악척 기법이 선융 창작의 하위적인 요소로 여겨지 

는 것은잉 용악창작이 명확한 형상 장.'"용 위한 노래 션융에 근본척인 의미용 가 

지고 있옹용이야기한다 

옹악의 형식 잊 구성에 대해서는 션올창작 보다는 연곡에 대한 성영에서 다루 

고 있는떼， 이는 절가형식으로 용일원 성악과는 다르게 기악곡이 구성힐 수 있기 

때운이다 기악곡융 종자흉 영확하게 밝힐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 r영가요상씩리용J. 94확 

”위외 찍 l여혹 

” 위의 에， 95용 
" ，조션명픽뼈성생， 1(운에융연샤 1 982)얘 수욕왼 영욕률용 각각의 용석파 왜성이 포항헤 

어있으여，멍가요장작이응j의 105-111용에는 가요 〈용갱고깨〉‘ 〈영연안성 f\용 아용 간칙안 
니다〉 흥에 대한 에생이 기술꾀어 있다 

” 얀추가 없이 션훌안 흩어도 용악외 영상세셰에 깅용 강동율 방지얀 션훌이 없이 
안주에 잉는 화성이나 장단안을 흩고서는 용악척인 강흥을 앙지 옷힌다 ’ r용악예송흔j 

52쪽 



냥과 흥의 창작용악 '" 
기악창작은 엉일히 알하자연 육한의 음악판에 있어서는 척정치 않은 장르일 수 

있다 따라서 주로 영옥 및 인요의 연곡이나 노래 잊 극적 내용과 함께 이루어지 

는 가극에서 북한식의 기악창작융 항전시키고 있는 상항이다 

작곡가는 하나의 노에용 연곡히얘도 대중이 이혜하고 대충이 용기는 응악용 

안용어야하며 자기얀이 양거나 잊잊 션운가냐 이예할 수 입는 용악융 ~융어서 

는 안띈다..53 ... (중약) 용악외 다용 총휴훌 툴리 안전시키기 외에서라도 가요 

창작에 큰 힘융 넣어야한다 좋용 노래안 나오연 그것으로 중갱도 하요 합창도 

하고 기악으로 연욕하여 연주힐 수도 있다 우리 앙옹 이미 가요 영곡에 기초하 

여 다양한 형식의 기악용용 안드는 것융 기악창작앙칭으로 내놓었다i 

외의 지칭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 기악응악에 대한 바는 연곡의 지칭이기도 하 

지안 동시에 기악옹악이 7찌고 있는 용의 상징성이 가사의 구체적인 사상성을 

칭뼈힐 수 있는 위헝성 또한 경계하고 있는 바률 알 수 았다 따라서 무초음악에 

대한 부정， 복잡한 화성 대신에 영고 영엄하고도 소악한 화성의 사용， 그리고 작 

곡자안이 이해하는 옹악이 아니라 인인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응악으로의 

지향옹 북한음악의 창작앙향인 동시에 주체사상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 

인 내용융 검열하고자 하는 의도에 있다 

실제로 음악창작에서 사용되는 악기는 모두 12옴으효 영융융화 되어있는 것이 

고， 인쪽악기라고 용리는 악기라고 항지라도 양악기와 얘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고악기로 분휴되는 전통악기는 실제 연주에서 사용되지 

않으여 용악창작의 용향척 찌료는 개량왼 민족악기이며， 엉밀히 말하자연 개량용 

악.，이라고 힐 수 있다 따라서 선영왼 천용옹악은 인족용악으로서 계승되고 연 

주외지안 북한의 용악에서 주요한 핵성온 주체사상에 외한 인민의 경집으로서 

인축용악융 바탕으로 한 현대성‘융 당은 북한식 용악의 창초이다 

‘욕한식 음악의 장조는 용악창작에서 형성되는 것인데 그 장르는 정가형식의 

가요 다성부의 성악곡 연곡， 영곡과 인요에 기초한 다양한 형식의 기악곡 둥으 

로 크게 나누어올 수 있다 흑 연곡융 창작의 영역에 포함시키고는 잉지안 순수 

창작용 가요얘서의 선융 창작이며 나어지 기악곡용 가요의 연곡이나 인요의 현 

" ，용악예슐용J. 109용 
" .(외 잭 11 6혹 
" ，혹언의 용악，(영준연 외 서용대학교충안우， 2002)에서는 찌4장융 개량용악으로 구훈하 

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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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적 연콕에 제한되었다 그러나 ‘북한식’음악에 대한 바는 주셰적 문예이릎의 

실천이자 구현 자셰이기 때운에 가야금독병창ó6이나 종합예숭형태의 가극온 북 

한용악의 창죠적 예호 대표인 수 있융 것이다 가야긍톡명창이나 〈피바다〉식 가 

극형식용 공연형태에 있어서 새로운 형식이지얀 선융 창작에 대한 기조는 기존 

륙한의 노래 창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57 

륙얻식 옹악올 위해서 용악창작에 관한 지칭 및 앙향이 이추어지며 성악얘서 

는 그 지칩의 수용과 적용이 파악될 수 있지만， 기악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운제 

이다 이러한 문제올 해결하는 동시에 륙한식 용악형식융 구축한 것옹 바로 〈피 

바다〉식 가극이라고 안 수 있는데， “정가를 기본형상수단ξ로 하는 새 형의 가 

극 

있다 

s육*한식 옹악올 위한 용악창작이 일판왼 주에적 문예이혼에 의해서 이루어진 

과정용 인족악기와 양악기융 배함한 주에적 얘합판현악융 안툴었끄， 앵식적 발현 

에 있어서 철가형식， 앙창 도입， 효흉식 우대 구성， 시 가 • 무의 함일 퉁의 총에 

적 예슐 형식올 안툴게 하였다 

〈피바다〉식 혁영가극용 용악 영역 보다는 종합예숭공연의 앵태로 보여 진다 

그러나 북한에서 “가극온 용악융 기본헝상수단으로 하는 극예슐“이라고 하며 이 

에 “용악의 션이 영액하게 서야 구성이 뚜릿해지고 작용의 사상적 내용도 정서적 

으로 깊게 없힐 수 있으여 오든 노혜와 판현악의 형상적 초화용 장 이룡 수 있 

다’%고 하였다 〈표 6)용 용한식 옹악형식으로 주창원 〈피바다〉식 가극의 형식 

전개용 재시한 것으로 〈표 5)와 비교할 수 있다 륙한의 음악창작에 있어서 기본 

‘ 욕영창용 욕창융 욕엉객으요 세우고 앵장파 경함하는 연주영얘g 이야기한다 가야긍육 
영쟁에 대한 생영용 다융파 강<è ‘가야긍욕영장에서는 육갱자용 냉장으로부터 에앙하여 혹 
자적인 위치에 융려 세우고 냉갱과외 다양한 안상용용 싱현양 수 잉께 하었다 또얻 딴주 
외 Jl엉성과 영상적 효과톨 꺼씬 용에었다 가야긍옥영창얘서는 얘암연성의 기악안주용 용 

안앙으호써 풍부한 용링파 아양한 표얻성율 가지고 노얘용 강꺼주고 흩구어 종 수 있얘 되었 
으며 인혹껴 씩예의 항께 현대객 이강이 나게 생 수 있게 되었다‘('인혹용악의 제송망션j 주 

세융악총서(10) 운예흩딴， .. q. 1991 , η쏟) 

5'1 •• (여바다〉식 가극외 노예을용 암고 용곤하며 울악이 싱하지 않고 ￥드러우며 아용다훈 

죠션인요의 션올적 혹갱을 우리외 시대객 며강에 맞게 상혀나갈 예 우리 인인이 좋야하는 영 

욕융 안흩 수 있고 훌흉언 가극융 앙작힐 수 있다는 것융 산 오엉으로 "-여주셨다 '( '피아다 

식 핵영가극， 1, 주셰용악용셔(4) ， lt예~\，!.샤‘ 1991 . 94옥 이 기슐용 r용악예슐흔j의 선용 

장작에 대한 바와 통일한 것이다 

” 쩌의 책， 79쪽 
" ，피아아식 혁명가극， 2 주셰용악용서(5) 운예용딴사 1991. 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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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6) 욱언식 융악영식 〈피비디〉식 가극 

극 우대 잊 인용 노혜 란현악 

극의 선택 총 
형상화과정 션을의 싹 형상화잊 재앵상의 과갱 

자외 션쩍 

민족적 씩얘+현대생 · 껑가형식 기온 
주채객 얘앙판현악 

·시대 빛 인인의 요구， 주얘사상 · 앙앙도엽 

앵 
극의 천개 *껴 극척 전채 표현하는 가사 ‘→안주 

상 R호용삭 진앵 
극적 션'11 가사 g현하 

장 
훌 구채쩍으로 

시갱각 g현 
‘션융의 정서적 씩깔 는용악션개 

죠 
예술적인 앵상 

영상극대화 
극적 천개의 갱서적 씩낄에 

용극척 내용으 작욕71률의 사상정서용 흥앙 

로안동 δ얘 여러 작곡가률이 공동 

장작하여 하나료안뚱 

8 i 
형 
상 

옹악형상(하나의 유기셰l 주씨옹악 구힌 
‘? 
성 

되는 개념과 방엉은 〈피바다〉식 가극의 장작에서 구셰화되고 륙한식 음악형식으 

로 체계화외는 것으로 올 수 있다 가극에서 사용되는 관현악은 노래 반주와 극 

적 전개흘 담당하는 것요로 전체 극적 내용의 용악적 표현으로 응악창작에서 성 

악의 내용올 강화하고 보완하는"" 역할올 극대화 하고 있다 

즉 북한식 음악의 창조는 성악올 중싱으로 하여 종자응 영확하게 따악할 수 없 

는 기악음악에 요제성올 구셰적으로 강화하고 주체적 배합판현악옹 통해 응향적 

으로도 인족읍악파 양악응악(구라파응악 포함)의 통합융 ‘북한식’으로 구축하였 

다는 데에 주요한 의의가 있다 따라서 관현악은 “반주의 기놓과 극음악적인 기 

능을 다 같이 잘 수행"61하는 것으로 관현악 자체의 독링적인 창작 형태 보다는 

노래의 딴주와 극의 호릅올 연결시키는 역힐이 강조왼다 욕 절가형식을 기본으 

로 한 극적 형식과 구성을 음악 형식으로서 복한식 응악올 위한 주체적 음악 구 

현올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가극인 생이다 따라서 ‘츄채'71.와 71중노래흘 반온하 

% 이러한 연팍의 형태용 륙힌에서는 갱작으로 포엉하고 있다 

" “한현악이 노래용 안주양 때에는 노얘용 싱려야 하며 욕자적으로 용형 얘에는 노혜와 
극의 호용융 유기적으로 연경시키연서 극융 힘 있께 일고 나가야합니다 r여야다식 혁영가 
극， 1 주찌융악총서 (4). 운예종암사、 199 1. 149용 



% 

C갱 쏠 '"얘는 안드，，/ 우의 유정상 a유읍 따져효고 (중약) 인용외 성격방 

션을 보여주는 충요얻 찌기애서 반복하여 써야’~2 한다는 것은 옹악의 형식이 션 

에 가극의 극적 구성 잊 전개훌 의마한다는 것융 뜻한다 

가극에서 양하는 ‘융악의 선’옹 주재선율을 의미하며 ‘앵상 전반‘융 판용하는 

동시에 ‘ 용앙의 신융 에유.7/ .pf하여서는 노래와 판흰앙옹 찌꺼}깅에 넣고 인양없 

01 ;캉올려야'63 얻다는 원칙이 강초왼다 이와 항깨 가극 형상올 창조하고 작용 
의 형상적 용일융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음악의 양상융 용일하는 것입융 밝히고 

있다 “운학0(숭3/용의 gμ싸l옹 무엇보다 언저 생활의 온색에 맞게 강아야한다 

(중략) 가극읍악에서 양상융 살리허연 주제가로 양상의 륙성용 살려고 다 

를 노래와 판현악융 주제가와 주제선용에 조화외게 하여야%한다는 것파 “가극 

옹악에서 양상의 일판성과 용일성융 보장하려연 주쩌션융융 계속 끌고나가연서 

극의 주요한 대목얘서 반복할 원 아니라 다를 션융융 파생시켜야함니다 .'" 그리 

고 ‘판현악도 주제션융에 기초하여 곡흘올 다 연컬시켜。~"67 한다는 것용 가극이 

북한식 옹악 형식으로 창작왼 배경융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복한의 용악창작 

온 민족옹악융 계숭하는 기반 외에 민족성과 현대성이 용함왼68 ‘륙한식’의 용악 

융 창조한다는 에에 그 목표용 우고 있다 영곡파 민요훌 중심으로 한 노래는 주 

에사상용 구에적으로 전당힐 수 있는 장르로서 욕한 융악외 근본적인 혐식이자 

용악창작의 주원 대상이라고 힐 수 있다 따라서 기악창작온 노래의 반주나 영곡 

빛 인요용 앤곡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한연 욕한외 융악fIi옹 가요， 개량왼 민족악기와 양악기호 왼 기악， 그리고 션자 

‘ ’여야다식 억영'1극". 주1용악용서(51 용예출연사， 1991. 7용79용 

‘ 위의 찌 92용 
“ 양장용 “생항의 용색융 갱서적으호 선영하게 드러내는 영상의 욕특힌 에양 로서 ‘ 양상 

이 뚜렷언 작용이어야 예슬작용의 내용이 사랑을외 인상 속에 강이 냥올 수 있다“ r학생용 

예소사전J 긍성갱년~l!사 1982. 324쪽 

‘ ’여야다식 액영가극". 추세용악용서(51 문예용판사" 1991. 1 05-106욕 

‘ 위의 에‘ 111육 
‘ 위외 씩， 117쪽 
68 ，，(여야다〉식 가극융악갱직에셔 인요선용안올 아탕으호 하지 않용 것용 또한 인흑색션융 

이라고 앙 예 인요성융안융 의이하지 않으여 그것용 또한 시대와 @께 끊임었이 '11씬 용부화 

되어 나긴아는 사갱파 원련원다 인쪽칙 션융옹 고갱훌연힌 것이 아니다.， ，피아아식 억명가 

극， 1 주셰융악총서(41‘ 운예층연시、 1991. 95욕 이는 용악갱작에 았어서 인혹적 션을용 시 
대혀 연화에 따용 주셰혀 수용이라는 영용으료 새로훌 엄대혀 션훌'" 포항@ 수 잉다는 것용 

외미얻다 
” 륙얻 용악의 정향에 대안 전안객인 견에앙 양힌 다융외 >t율 앵;ε !t 수 잉다.， "1응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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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π가 포항왼 노래 창작， 정용악， 영화음악(노래) 퉁의 여러 장르가 있으며， 옴 

악단셰둡기옹 각기 단셰의 혹성에 맞게 옹악창작 및 연주톨 하며 장르릎 형성하 

고 있다 π 북한식의 용악창작에 있어서 민족응악의 계송파 주체용악의 구현， 그 

리고 인인의 시대적 요구에 따용 현대성의 홍합온 해앙 이후부터 지향되어 오언 

바이며 가요 창작이냐 영팍 및 인요 띤곡에 따룡 기악 창작애서 그 역사률 찾아 

용 수 있다 그러나 혹한식 융악창작의 연오를 확인힐 수 잊는 것온 〈며바다〉식 

가극이라고 힐 수 있다 

다시 행자연 혹한식의 용악창작옹 인족악기와 양악기가 배항관현악용 이루 

고 절가 형식의 노래， 그리고 ‘총자‘가 명확한 극적 내용과 가사가 무대종합예술 

로 형성왼 〈피바다〉식 가극에서 찾아롤 수 있다 창작의 범추가 작곡가 개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셰객 문예이혼에 입각하여 현실에 밀작한 작곡가로 귀속 

되는 것온 여러 창작 작용융 속에서 일련의 통일한 지향융 가지는 이유이며 동시 

에 륙현식 응악으로 용함훨 수 있는 얘경이다 

2) 냥헌의 응악창작(국악창작) 

악기의 사용에 있어서 “지난날 용건사회에서 용려받옹 재해식의 민족 악기용 

가지고서는 민족 악기와 서양악기의 애합올 옳게 실현할 수 없다’'73라는 복한의 

자융적인 양션이 억셰되어있À 셔갱적인 융악보다는 서사적인 융악。1. 가사가 없는 기악용악 

보다는 생악용악이 추상적인 융악보다는 샤성객인 용악이 고g예앙보다는 누구나 이에하기 

쉬훌 통용용악이， 서양용악양다는 와언에서 안률어진 창작용악파 인혹용악이 정서적인 용악 

요다는 사상적인 용악이 상엉쩍인 대충용악보다는 비싱업격이고 인인의 생항여 닿아있는 용 
악이‘ 긍충용악이나 정악효다는 인용융악이 욕장얻 대위엉혀 용악"-다는 단순한 화성객 용악 

이 입당외었다” 민정찬 양의 'ä". 197학198용 

70 ~el 보천보전자악당용 당에외 。1"애서 영기하는 '1. 노혜장작에서 천자 신디사이저외 
사용융포앙한다 

” 중앙융악단애는 안수대에융당‘ 용훈여성기약충주단‘ 피아다가극안‘ 죠션인인군영주얀 조 
선인인군 군악단， 죠션인인군 풍훈함칭딩， 죠션긍링교향악단， 국엉인혹예융당‘ 영화 및 "J송용 
악악단 율이상 경현악단 갱년힘주안， 효천요 천자악안 앙찌산 정용악단‘ 사회안션부협주연‘ 
영양용악우용대학 환현악단 응강산가극당 영양g예당 용이 있다 충앙용악얀에는 노용용외 
싹한충앙윤악단세의 현't와 션영... 145- 195쪽라 이현주의 r용한용악파 주에갱악，. 209쪽용 

창고하었다 

” “우리에게는 보천보전자악안에서 하는 식외 현대객인 융악도 있어야 하지안 안수대예슬 
당에서 하는 식의 고션척인 용악도 있어야한다 션용적인 인혹용악용 인혹용약대혹 고전용 
악용 고션용악대료 나가야하여 우리외 용악용 더육 다양하고 욕g재 방전시영 수 있다 ('휴악 

예'i"~J. 3 1 욕)용 각 단세가 특생파왼 영역파 역할로서 혹한식 용악 W션을 장작 빛 연주 씬 

경융 조성하는 얘경용 나다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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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악적 사고는 냥한파 대럽된다 혹 냥한에서는 사회와 문화 선안에 걸쳐서 당식 

민주의에 대한 문재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옹악에서는 역설척이게도 전용 

악기흩 유지할 수 있는 배정융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에 냥한의 창작국악의 주요 

한 용향척 재료는 션용악기。l며， 식민주의척 사고의 갱산g로 외래악기나 용건적 

인 악기가 재외된 욱한과는 당리， 아악기와 당악기 또한 포항왼다 또한 악기개 

량이 이루어지고 있지안 이것용 양악기와의 얘합용 외혜셔가 아니라 국악의 옵 

향적 다양앙올 위한 오색으로 보아야한다 하지안 악기에 대힌 납륙의 이견옹 용 

악에 있어서의 흥엉척 사고용 하는 륙한과 당리 여전히 국악과 양악으로 분리객 

사고용 하는 냥한올 반영하기도 한다 

냥한에서 창작국악융 하는 행위는 국악창작 혹용 국악작곡이라는 용어로 이해 

되며， 국악작곡이라는 것 자채가 서구화훌 근대화로 상았언 우리의 판습이 내재 

되어잊는 것으로 비판되기도 한다 7‘ 또한 ‘국악작곡’이라는 알로 용용되는 의미 

속에는 요선보와 서양음악 기엉 풍에 대한 관심올 내포π하고 있고， 국악창작에 

사용되는 기온적인 도구는 오선보이기 때운에 이는 시각적으로 시작된 셔양옴악 

적 지향이 논리적으로도 영향융 받올 수 있는 위헝성이 분영 존재힌다 76 그러나 

션용악곡에서 또한 이미 구두전숭의 전흥은 회석되어가고 있다 국악에서 악보의 

외미는 양악파는 얄리 구두선충의 보조적인 역항이라고 을 수 있지안， 현재 대부 

분의 전용악곡이 요선보로 충딴되며， 전통음악을 습득하는 연주가에게도 요성보 

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용 융악창작， 온고에서 국악창작에 있어서， 앞의 

〈요 1)에서 나타난 바， 창작 어엉이나 앙향얘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연구가 부족 

했다는 것이다 즉 국악창작 방법융 위헌 전홍옹악의 어냉과 논리에 대한 싱도 

η r융악예숭용， . 86쪽 

’‘ 션지영， 앙의 에 217약 
1 씬지영 위의 책. 217확 

“셔양외 작곡도구이자 훈련도구톨 그 에경파 엉훗의 이에 없이 양용예야 었덩 초기외 
갱싹국악 환정용 서양용악에셔 용 커다한 문화충격에 대한 동키 ... 에식외 씩연을 연흥혔다 

그얻 충격외 언장에서 우리 전용용악의 셰제와 셔양융악1찌는 너우도 다혼 것이었고， 다흩 

층유의 셔구용용의 정우와 아싼가지로 서양용악온 흥정파 오앙외 얘성이었다” 악이정앙작 

욱악， 그 문화현상이 호여주는 스~"-엄”용악과 용화J 18J:., 셰1용악악회‘ 2008‘ 9옥 이 
는 당시 장작국악의 상항을 엉영힌 것이지안 ‘용정피 오땅의 대상 이 원 서양융악용 장작극 

악 앤 아니라 창작양악에서도 강용 양상융 가지기 예운얘 그 정도나 방앵에는 차이가 있 
흩지 오르지안， 한국의 용악창작가(극악갱싹자 양악창작자)가 처뼈 있는 사회객 지갱용 질 

다고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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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냥한의 용악칭직 흐를 

갖악 양악 

주요효륨 장작땅엉 주요효양 앙작방엉 

시대훌 거쳐 여려 연 1900연 궁악얘창션파 항깨 양가 웅* 

1940 구우선*에 의얻 '1'자훌 찢 번충이 다 양악 

년대 
용악 

등어가능파갱 • 19:뻐년대 흉& 가쪽 창작. '1악곡 풍장 

이션 
갱작의 자생척 역사의 안정 

'1 930년대 판현악 쪼딱 용장， 판협악폭 

장작'O!K 

1940 작악의 다성화 국악과양악수용과도기 

년대 · 다성화애 따용 i얘 (국악융 갱언 작욕'1률의 상앙고혀) 

국악챙작의 시작 
· 서양용악적 영식괴 

1950 구성 · 창작가팍 〈서양용악적인 교육 

년대 ·딩숭한 화생 진앵과 · 현대용악연싱시기 논리， 셰예 양융〉 
일연도의 형식 구현 

· 최초 궁악한연악 
국 양악정옥 ·가쭉짜 '1악곡 

셔양융악척 구죠 

1960 안양성 
·욱악창작에 얘얻 고 장작 

논리 

녕대 · 악거깨황 '1엽 시작 
인싱화 · 현대용악 

• 부쪼융악 및 12 
장작용악영g회 옴기법 

· 서양용악껴 앙냉으호 
· 서양현대작용'1볍 

1970 욱악갱작외 딴성 
국악 기사용한 창작 1 서구유여파 악곡가 

사용{용영주의.ll정 
년대 찌η 

식 웅장(셔구현대응악 
확성‘ 그때획기보 

· 국악판현악 창작 과 소용활옐) 
중) 

(서양용악쩍 옹양지엠 

· 서양엄대용악당슐 
· 서양현대작옥기엉 

· 국악작용'1의 활 
· 예슬용약지양 동강 · 션용용악이디엉 

· 현대용악+ 
1980 

양한앙동 
· 국악외 대중회 지양 사용 

전·용용악악기 혹용 
년대 

’ 양악작곡가의 장여 
한갱작 세쩨주의 g앙 

요소 
· 찌3에대 용인등장 

(인혹용악오색) 

· 재향악기의 척극쩍 · 서양엄대용악기유 

1990 · 얘종객 유전융악 샤용 우11 
년대 의 앙성화 • 션용 기엉〈션& 강5ξ · 새로훌 요씩힐 

· 경용악 휴의 국악 · 서양현대옹악기엉 시 '1 
창작 사용 

2000 ·씨g훈성엉척 작용 · 서양엄대용악에 국 

년대 'q양헨 모섹외 시'1 악기 디씹 

· 선자용양사용 

? 악이경 쩌의 융， 7쪽 여기에서 ‘국악의 장삭문화가 영성화외는 셰제가 '1!허가는 파정” 
융 'ï 94O년 깅기수의 〈양화안년지곡〉의 초연‘ 1959년 서용대 극악파{작곡션공 포항)외 장성， 
1%2년 국엉국악왼의 신국악작용궁요 1%3년 신궁악에숱인회 경성‘ '''''년 최초의 국악한 
현악단 장엽 잊 갱단 연주 1%4년 최초의 학악연주샤의 톡주회 1964년 굿악기개양해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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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대량으로 생산된 대부운의 창작 작 

풍에서 단순히 열거왼 양악객 기엉과 형식만이 놈에 역게 툴총되어 왔기 때문에 

전흥과 새로웅， 전용적인 어엉， 정체성에 대한 고민， 창조적 계숭을 위한 창작 방 

엉 풍에 대한 논의는 회석되고 작풍 자체에 대한 영가와 이로부터 확대 해석원 

창작국악의 존재흔 논강에 애플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냥한의 음악창작에 있어서 국악과 양악의 대략적인 흐름올 제시하연 앞의 〈표 

7)과 같다 

1920년대 양악창작이 서구화 및 근대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활 

발히 이루어졌던 것과 같이 1950-60년대의 국악창작 또한 근대화의 이용으로 서 

양음악의 응량파 응향융 위한 모색융 이루고 있다 그 시작은 다르지만， 양계의 

응악장작이 활성화 되는 그 시작정에는 근대화， 서구화， 서양옹악이 하나의 지갱 

으로 설정외어있다 그리고 서구권의 정양과 흐름에 잊추어서 양악창작은 그것올 

당습하여， 국악창작은 그 전 시기의 양악창작의 경향융 답융하는 식의 구조로 음 

악창작의 흐륨이 이루어져왔음올 파악할 수 있다 

국악창작에 있어서 1950-60년대에 사용되었던 단순하고 식상한 화성의 사용이 

나 다성음악으로의 지향은 일변도로 유지되었으나 1970-80년대에는 전흥음악 어 

법의 새로운 적용올 고민하는 작풍이 퉁장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국악관현악작용 

이 할말하게 창작되었는데1 대부분 작품은 연성운 새홉지안 용약에 있어서는 양 

악의 구성과 응량， 그리고 음향적 모방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용 수 있다 오히려 

국악판현악의 사용으로 국악기 개멸적인 선홍 어법적 욕정옹 사라지고 용량의 

확대 및 선융이나 리등안올 강조하는 형태의 융악。1 양산되었다 

옴악창작에 있어서 국악과 양악의 작곡가는 창작 행위에 있어서 서로 다른 속 

성융 가지게 된다 소위 국악작곡가로 불리는 이틀에게 국악작곡응 전통과 개인 

이라는 연계되는 동시에 대렵되는 속성올 가지는 것이며 양악작곡가로 불리는 

。1틀에게 양악작곡은 개인이라는 단일적인 속성을 강조하게 원다 그러나 실제로 

후자의 경우에도 개인에 의한 작곡 행위는 일령의 익숙한 행위 패턴올 가지게 되 

며 이것이 양악적 방법파 개녕을 답습하였다는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용 수는 

없다 

국악창작의 창작앙엉에 대한 논의 중 음악창작의 존재흔적 반성 제기용 하연 

서 서구의 근대응악의 창작개녕으로만 창작국악이 인지되고 작곡가 중심의 음악 

정성 1966년 국악삭곡가의 칙죠의 산삭 양.![찍” 웅의 해호의 사깅 웅g효 영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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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작이라는 개녕올 전유하였다는 운제제기가 었다껴 국악창작에 있어서 연주 

자와 작곡자 함일의 창작 작업이 이루어지거나 연주자의 자생성에 의한 응악이 

융악창작에 포항되는 것온 긍정적이지만 용악창작에 있어서 작옥가 개입 자셰융 

문제 삼는 것용 적절치 않다 연주자의 옥홍성 회복이 국악의 창조력 회복에 역 

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안 이미 구두션숭 및 즉흥성으로 계숭왼 전용적인 연주 

슐득용 희석펀 지 오래이다 연주자와 작곡자의 분리가 이후어지지 않았던 것온 

국악의 전흥적 창작방엽 이 아니라 션용적인 옹악문화라고 보아야할 것이다 전 

용 문화와 사회에서 앵성되었언 용악이 개별적인 작곡자훌 영요로 하지 않았던 

것용 용악 자체가 사회에 귀속되는 액우적인 역할이 강했으여 새옵게 창작되는 

민요와 민속옴악의 경우에는 삶에 주체자인 인중의 문화격 억양에 의해서 ‘익숙 

한 새로융껴올 획득되어가는 파정으로서 창작 영역이 인식되었기 때운이다 일 

찌강정기 이후에 단절핑 냥한의 옹악사회는 새로운 연주 방엉과 선융융 수정하 

고 획득뼈 나아가는 자생적인 창작 전풍율 단절한 것이여， 이러한 단정의 시간에 

는 양악의 유입。l 있었다 집안에서 개인， 그리고 집단 잊 개인의 문화 과갱은 초 

기 앤시사회 이후의 전개이여 이러한 전개가 식민지 경험이나 양악 유입이 없었 

다연 자연스러운 창작 영역이 일구어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국악창작의 창 

작방법에 대한 논의는 분영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냥한의 용악적 인식이 국악과 

양악올 ‘전홍으로서의 전용’과 ‘새로웅올 갱신하는 예슐’로 각기 인식하고 있는 

사고에 기인한다는 사실 또한 고려되어야한다 국악창작에서 대한 비판은 대부분 

의 창작국악에서 사용되는 창작 방법이 양악척인 요소용 그대로 당습하거냐 단 

순하게 오땅하는 것에 치우치는 경향에 대한 바얘 대한 것이야 힐 것이다 그러 

나 국악창작의 모든 창작 방법융 서구적이라고 용。}친다연 이는 창작용 서구적 

인 전유용로안 인식하는 사고일 수 있으며， 양악창작 속에서 국악적인 것올 당아 

내거나 혹은 양악창작의 방업용 사용하여 연주자가 창작하는 짓 또한 창작국악 

1 언찌 좁옹 의이의 장직개녕 육 서구의 곤대적 의미외 작혹제녕으호안 장작국악이 인 
지되고 싹곡가 중싱외 용악얀이 항삭이란 깨녕융 전유하연서 영주와 갱작이 훌리외지 않고 

측흥쩍 요소가 중요얻 연추가 중심외 전용객 창작 작엉이 갱생 *소되고 성 영훌 잉어어려는 

것용 아닝가 하는 예 대언 양악창작외 존1용객 안성용 셰기하고자 언다1이소영， 이 영의 
용악흩 생각하연셔，용악~J 11 셔융 얻국융악악학여 2004, 53용) 

” 인요의 창작에 있어서 세로용용 삶외 익슬한 정서용 당아내는 것이여 이에 창작용 씨용 
게 안은다는 재영iι다는 익약한 강성씩 톨파 앵식으로서 새로용 가샤아 션훌훌 척용혜나가는 
것으효 보아야한다 이는 인A 앤 아니파 인용 빛 용용용악에셔 용 수 있는 갱작외 경향이라 

고 i 수있융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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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크게 다르지 않다 측 창작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해서 국악창작의 방법이 크 

게 달라지는 것운 아니며 단지 다양화 될 뿐 이다 이러한 다양한 창작 경향파 

방법올 용해서 국악창작의 방엉과 내용을 새홉게 획득해냐갈 수는 있겠지만， 여 

기에는 ‘냥한의’ 용악창작에 대한 연일한 성첼과 심도 있는 창작작업이 요구왼다 

국악창작과 양악창작의 양 구도는 엉벌히 알하자연 홍합되어야하지만 국악파 

양악의 이분적인 융악사회룡 가지고 있는 냥한의 현재에서 양 계의 창작이 구운 

되는 것은 ‘냥한의’ 음악창작의 정제성에 대한 성찰에 있어서 깊이 있는 계기률 

줄 것으로 믿는다 납한의 ‘옴악’의 다양함은 국악창작， 전용적 요소융 당응 양악 

창작， 국악풍의 경옹악 풍 많응 작용들의 생산으로 이루어지지안 이러한 모든 작 

풍이 냥한의’ 용악으로서의 국악창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의 창작국악에 

대한 비판과 논의률 녕어성 수 있는 작용을올 통해서 ‘한국적(냥한객)’인 정쩨성， 

‘냥한의’ 음악에 대한 의미， ‘냥한응악’의 창작방엉 퉁융 파악하고 해석해 나아가 

는 판정이 휠요하다 

한연 애 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간하는 r문예연감j에는 국악 개판 창작 연 

올 흥해서 일 년 동안의 창작활동과 착풍올 기술하고 있다 2뼈년대부터는 양악 

작곡가의 창작국악 참여에 대한 기슬이 있으며， 욕히 2005년 문예연감에는 ‘작곡 

가 충신 총위의 다양화’를 강조하였다% 즉 80년대부터 시작한 창작국악의 영역 

에 국악 뿐 아니라 양악 ‘충신’의 작곡가가 창작안통융 벌이고 있옴율 이야기한 

다 여기에서 출신 충위의 다양화는 ‘창작국악이 행해지는 안동 공간의 총위’룡 

다채흉게 한다고 지적하연서 소위 유전음악이라 왈리는 대중옹악과 정응악융 창 

작국악의 다채로웅에 포항시키고 있는데， 이는 냥한의 옹악에서 창작국악에 대한 

모호한 인식을 안영하는 것으로 용 수 있다 측 인식에 있어서 오호항이란 창작 

국악의 ‘국악’과 ‘창작’에 별기 해당하는 엉위가 어디까지이냐 하는 기준이 성립 

외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80년대부터 논의되어왔던 창작국악의 개념에 있어 

서， 국악기가 사용왼 음악， 국악‘적’ 요소가 차용된 음악， 국악‘척’ 션용올 연주하 

는 양악기의 옹악 동의 제 운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어떤 옥연에서 본다연 

현재(국악 및 양악작곡가에 의한) 국악창작은 셔양 응악적 기엉이나 형식이 세 

@ 유영션， 2004 r~얘연강， - 국악재판， 양작연 운화예슐에앤회 2004 여기에서 “서양용 
악얘 대한 풍부한 경엉융 바탕으로 국악작곡융 수행하고 있지안 이흉애게는 공용적으로 ‘천 

용 에 대한 진지앙용 엿용 수 있다 션용적 씩얘에 대한 갈중이 션용용악계 내부외 작극가흩 

。1상으로 오히려 강영하다”고 기숭되는데 이러한 기중용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싱제 작 

용에서 ‘션용얘 대한 진지항 이 어"1한 앙식으로 악곡얘 일현'1는 지용 와악하는 것용 힘즐 
다고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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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게’ 국악적 이미지와 악기룡 ‘자용’하는 것으로 그 흐릅이 향하고 있다고 본 

다 이는 국악창작 자체에 대한 션동어엉과 창작 기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채 

응악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올 반영하는 분명 싱각한 상황이다 또한 전통음악의 

장의적 계숭이라는 영분안 가지고 창작 작풍에 대한 비판이나 논의를 가하는 것 

또한 문제이다 81 

현재 냥한의 읍악창작에서 국악창작은 창작의 영역에서 국악올 고민하는 양악 

작곡가와 국악의 영역에서 창작옹 고인하는 국악작곡가의 행위로 구운될 수도 

있올 것이다 82 0 1것옹 다양한 창작국악의 양상올 보여 준다 기 보다는 ‘냥한의’ 

음악의 갱셰성에 대한 인식이 얘우 광의척이여 이에 그 내용이 산발객이라는 것 

올 보여준다 천홍음악에서 천흥적인 것은 국악기， 놓현， 악곡구성 풍 기존의 천 

통악콕에서 살며볼 수 있는 요소에안 제한되며 이것이 어떠한 창작의 논리로서 

적용휠 수 있는 지 여부는 음악창작의 다양한 시도와 비판을 통해서안 가능함 것 

이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가 그냥 시도가 아니라 옹악창작에 논의가 가능할 정도 

의 작풍이 되려면 션용옴악 뿐 아니라 냥한음악의 정홍성에 대한 인식과 파악이 

끊입없이 이루어져야한다 결국 현 ‘냥한의’ 음악창작에 대한 문제는 국악 및 양 

악 작곡가가 공유해야하는 바이며， 공유의 핵심에는 전흥적인 요소를 역동적으로 

변화할 대상이자 음악적 정셰성의 기반으로 인식용 는 것이다 

한면 서구 작곡개녕으로 ‘새로운 국악’융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악과 

‘국악 아닌 것 (서구의 것)의 결합올 의미할 수밖에 없고， 그건 ‘국악자체 가 아니 

.. 작곡자의 개잉이 이쭈어지는 용악장작의 과갱에서 굿악창작 작용율 '"영양 예얘는 전용 
적인 요소가 영아나 얘곡되었는지 혹용 서양용악칙인 모양이 어떤 방식으로 앵에졌는지에 징 

중원다 한앤 양악창작 작용에 대얘서는 작곡자 개인의 장의적 땅현이라는 기준에서 '"영하 

여 전용용악색인 요소나 개녕의 사용온 오히허 얘로운 융악창작으효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다시 알하자연 한국용악의 현 상앙에 있어서 갱작 혹용 작곡이라는 용악창작에서 작곡자가 

개입되는 것옹 기용적으로 양악이라는 기온적인 전재용 하고 있는 것이며. 국악이 작곡자가 
없었다거나 혹용 연주자 중싱이었거나 하는 사실 여우톨 이나서 국악파 창작이 어떠한 연계 

융 맺융 수 있는 지에 대한 고인과 성왕용 얘우 부측었다고 용 수 있다 

‘ 냥한의 작곡가을 중 한국적인 정얘생에 대얻 바훌 용악창작에 적용하는 정우에， 양악작 
곡가와 국악작곡가는 각각 다흔 장작적 사고용 가지고 있다고 용 수 있다 ”양악 작곡가을용 

서양용악적 논리척 기안으로부터 한국걱 정에성융 그것이 작곡자 개인의 갱셰성이든지 인흔 
적 입지에서든지- 작곡자의 개연석 장작 사고얘 의혜서 용악창작에 후영힌다고 융 수 있융 

것이다 그얘 반얘， 국악 작곡가톨용 한국적 정i얘파 국악적 논혀흉 기본척으로 통일시하거 
나 혹온 국악적 논리가 한국척 정혜성융 당보양 수 있도록 개병적인 갱작사고용 고인힌다 
측 한굿척 갱씨성용 양보한 국악쩍 논리를 우션척흐로 전찌힌 상태로부터， 작곡자 개인의 정 
제성융 개명적 장삭사고얘 의얘서 용악창작얘 쭈영하는 것으효 비교힐 수 있융 것이다” 용 

얘진 앙의 융 1 38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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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미 ‘유션’에 해당하는 것83이라는 창작국악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작곡자 

에게는 창작국악 자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옐요성올 주지만 동시에 ‘냥한의’ 

응악창작에서 양악창작옹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 생각해보아야한다 ‘국 

악작곡이 국악의 서구화훌 정당화하는 용어’ .. 라는 것옹 지금까지의 국악창작의 

역사륭 올 때에 분명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그렇다연 양악의 ‘국악객인 것’은 국 

악창작의 ‘유션’과 과연 다른지에 대한 바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한다 이는 ‘냥한 

의’ 음악창작과 냥한의 ‘옴악창작’에 대한 고인의 시작이며 동시에 ‘냥한의’ 음악 

이 정에성이 깃든 창작 작업으로 구성휠 수 있는 애경이 될 것이다 

5 마무리하는 글 냥북한의 옹악， 그 갱셰생의 의미 

북한에서 거운고가 고악기로 분류되어 응악창작에 사용되지 않고， 냥한에서 거 

문고의 옹악창작이 다른 악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이유는 남북한의 읍악창작이 

전홍옴악과는 다른 음향적 지향올 보이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음량은 크지는 않 

지만 강하며， 읍의 지속옹 짧지만 여훈은 길고， 거첼지만 여리고 깊옹 거문고의 

특갱이 창작응약에서 부수척으로 사용되는 현실온 냥북한 창작용악의 현재블 이 

야기해주고 있다 

음악창작에 있어서 서구화는 단지 양악기와 양악적 구성안을 의미하지는 않는 

다 의이와 상징으로 결함되어있는 음(홉)파 악(찢)옹 한반도 음악훌 구성하는 주 

요 논리이다 그러나 음의 논리가 악의 논리에 앙서게 되고， 구성의 논리가 내재 

척 의미의 논리에 앞서기 시작하는 지정이 바로 서구화의 시작이다 

창작옴악은 과거와 미래의 옹악올 연계하는 현재성이자 동시에 문화적 정에성 

이 시대에 따라 구현되는 역사성올 지닌다 즉 ‘냥한의’ 혹은 ‘북한의’ 창작옴악 

온 정체성과 현채성이라는 두 축에 의해서 구성현다 정체성에 대한 바는 냥한과 

북한이 다른 판정과 해석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개별적인 음악용 구성할 

것이다 한연 현재성용 시대적 요구라는 논리가 포합되어있다 시대적 요구와 용 

ι 천지영‘ ”젊옹 극악작곡가의 시각융 용뼈 용 국악작곡의 용재의식 - 율에진파 이태띤 
용 웅싱 으로 f옹약학'J 14 한국용악학학회 2007, 188폭 

“ “국악의 현대화’란 곧 국악“‘구’용 지갱하는 것이 원 수밖얘 없다 그려므로 지금까 
지 국악현대화의 이용으로 안흩어진 수않용 작용융용 결국용 서구화료 귀경힐 수악에 없었 
다 따라서 묵악의 현대여얀 앙온 국악의 서구파톨 갱당화하는 용어호 t었다는 사실융 우리 

는 인정혜야한다 전지영 위의 융 1 99용 



냥과북의 장작응악 99 

시에 요구되는 것은 갱통성 제숭의 명분이지안 영운융 위한 방안과 판정운 상황 

파 조건에 따라서 연화휠 수 있다 몽흔 시대적 요구 또한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지만 현재성이라는 공간에서 본다연， 음악의 현재성은 서구적인 창작 

에 의해서 정청된 지 오래이다 여기에서 일제강정기와 서양음악 유입으로 단절 

왼 한반도의 창작이 그 자생적인 흐륨이 상실되었다는 것옳 숙고해야한다 

냥한에서 이루어지는 창작국악에 대한 논의는 근본적으로는 국악과 창작에 대 

한 문제제기이지안 이러한 제기가 냥한 응악 전체가 아니라 창작국악에안 제한 

되어있다는 것온 안타까운 현실이다 ‘냥한의’ 읍악으로서 갱세성 논의가 장작양 

악용 제외왼 채 창작국악 혹은 전통문화에만 그 초점올 두고 있다는 것응 냥한 

사회와 문화가 그 정체성올 파악하기에는 서구화의 정도가 냥한 운화와 사고 내 

에 용착(1용헝)되었다는 것올 의미한다 국사， 국어， 국악 퉁 전통이나 냥한의 고유 

한 운화룡 포항하는 용어나 영역에서는 갱체성에 대한 문제는 명연적인 바이지 

만 그 의 영역에서는 냥한적인 것과 서구척인 것이 용착되어 하나의 문화로 융해 

되어있는 총셰이다 여기에서 정셰성율 논의하면 할수록 그 개녕응 매우 확대되 

거나 혹은 추상적으로 분해휠 것이다 왜냐하연 양자훌 구분하기에는 이미 한 옴 

이 되었기 때운이다 그러므로 어떤 측연에서는 창작국악 혹은 냥한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률 논의하는 것온 지난 냥한의 문화에 한 옴으로 자리해버린 냥한파 서 

양 간의 관계훌 직시하는 계기가 휠 것으로 본다 한 옴을 운리하기 위한 옥객이 

아니라 한 옴의 내재적 구성율 따악항으로서 미래의 남한이 냥한의 운화로 인식 

휠 수 있도쪽 성창하는 것이다 

한연 북한의 창작옴악용 복한식의 옴악올 구축하는 것으로 주세사상을 당고 

있다 전흉으로서 인식되는 민족응악과 주체사상은 륙한 음악 뿐 아니라 사회 및 

문화의 정동성으로 인식된다 전홍에서 어떤 부분융 정홍성으로 받아를이는 지에 

대한 정홍성 논의는 50년대부터 시작왼 주셰적 이론의 구현을 시작으로 주제사 

상의 확럽융 용해 어느 정도 영정되었다끄 보아야한다 따라서 민족음악과 양악 

올 민족성과 현대성의 견지에서 통함하려는 북한식의 음악으로 ‘북한의’ 음악을 

안들어가고 있다 북한의 ‘음악’은 냥한의 ‘음악’ 보다는 분영 장르나 내용의 다 

양함에 있어서는 분명 혜소하다 그러냐 ‘옥한’의 음악은 ‘남한’의 옴악에 비해 

북한이라는 지역적 문화적 고유함으로 집결되어있다 집결의 방법이 주에사상 

이언 당의 지칭과 판리이던 간에 집결의 목적파 방법올 떠나서 북한식의 응악용 

창작해나가고 있다 음악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공연 형태에 이르기 까지 ‘북한’ 

의 음악은 음악창작과 창작응악과의 동함객인 구조률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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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악’의 다양항이 음악융 전개하기도 하며 ‘자국의’ 음악이 다른 문화권파 차 

별되는 고유항올 안을기도 한다 어떤 천개의 방식이 옳은 것얀가 하는 딴단옹 

난제이다 다만 1950년대 이션의 오핸 역사용 꽁유한 한안도가 두 개로 분단되어 

서로 다른 지향정올 가지고 응악융 형성해나가고 있는 냥북한의 현재률 흥해서， 

그러한 난제릉 논의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볼 수는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냥북한의 응악에 있어서 음악 창작음악 용악창작， 전흥과 새로 

용， 음악창작， 창작음악 둥융 살펴옴으로써 한반도의 창작음악에 대한 의미흩 고 

활하고자 하였다 그 논의 엄위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 보다는 총제척인 판정에 

서 옴악의 현재성올 파악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세밀한 분석과 논의가 필 

요할것이다 

냥한의 음악에서 창작국악에 대한 문제는 단지 음악창작에 대한 논의훌 의미 

하지는 않는다 오히허 해망 이후 냥한의 옹악과 사회， 그리고 운화의 당흔。1 국 

악파 양악， 국악파 용악의 분2j로써 근대화 빛 서구화룡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지 

난 옹악학의 앵보률 툴아보아야 하는 핑요성이 요구원다 이러한 성캘 없이 국악 

창작이라는 부운에얀 초정올 둔 다연 이는 근본적인 논의가 상실왼 채 냥한 옴악 

의 미래률 학문적으로 다루는 것에 촬과항 것이다 

우리의 음악옹 초망하는 대에 있어서 창작용악용 자국의 용약학올 형성하는 

과정적인 열연적 요소이다 특히 다른 문화권과는 달리 자국의 전통음악에서 타 

문화권 요소가 유입되어서 자연스럽게 창작옹악 잊 새로운 옹악융 형성하는 것 

과는 달려 서양용악 유입 이후에 탕식민주의에 대한 고민 없이 국악과 양악의 분 

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냥한과， 탈식민주의를 철저히 실행하였지안 주체사상으로 

통합원 북한의 창작음악에 대한 바는 우리 옹악의 과거와 미래흉 연계하는 주요 

한 판정융 제공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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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ed Music in South and North Korea: 
Identity being Contained in Music of South 

and North Korea 

Yoon, Hye-jin(Seou 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poses not on a simple comparison between music of North 

and Sou th Korea rather on grasping with the whole view how the 

present nowness of music composition has proceeded in recognizing 

tradi tion and the new. 

Newly composed music is n~wness linking past music with fu ture, and 

contains historica l significance embodied cultu ral identity according to 

change of the time. Composed music-s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consisted of the two axises, unchangeable identity and changeable 

nowness. Regarding to identity may va rious views and analysis be 

applied , individual music would be thus formed. On the other side, 

nowness implies a demand of the specific time along with having a task 

for succession of tradition whose scheme could be va ried according to 

social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Unfortunately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nowness in music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affected by 

Western's. It shou ld be asserted here that self-generation of composed 

music in Korean peninsular had been broken of( by means of inflow of 

Western music as well as colonial period by force of Japan . 

The matters over newly composed 'changjak gukak' in South Korea is 

not limited to discuss about music composition but required to trace the 

past path that musicology in Korea has been evolved by focusing on 

moderniza tion or Westernization making a radical distinction between 

'gukak(Korean music)' and 'yangak(Western music encompassing the work of 

Korean compn<;er having educated by Western music department):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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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stances presents that the extent of Westernization has adhered to Korea 

up to severe level. 

And composed music of North Korea contains Juche ideology in 

establishing music of North Korean style. The discussion over which part 

of tradition could be accepted as the orthodoxy had been already solved 

by Juche ideology, through that its own music of North Korea has been 

formed in the view of integrating national and Western music. 

As for a prospect of our music, it goese without saying that composed 

music is inevitable in the process making up the own music and 

musicology. Now we have two sides in Korean peninsular, one having 

various composed music-s but with radical distinction between gukak and 

yangak and with excluding any contemplation over post-colonialism as 

well as introspection of the rash Westernization, and the other only 

existing one side music united by Juche ideology though having tried to 

solve post-colonial matters. There could be one of significant views 

connecting our past with future by virtue of examining what these two 

culture in one and our peninsular sh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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