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jak Gugak: Tradition and Transfonnation
Kim, Jin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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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undertone and [X,ly>,-"'y of the word,

(J"",gpk ('nIjpk, Or compco;ed

rontempo>rnry I\orean music, iOOt'mcs, rlle word has ;nev;tably oc"'n o:mfused
and undergone conIIicrs between the dbpar-dW p"r.Kligms of ",he 0],;1'" and "the

new" ;n KOR-' as well as between 'Western" and "Kora"'."l1,e cause of the,,,,"

phenomena may he atlrihutoo to dle contradictory stnKture of Korean society
since the modem era. To put it ililfeTcnIly, Chani/j8k Glljpk b a pr<x.lucr of

th= socieml rontradiclloru.. It is in ,he inTereSt"' of Koreans themselves (0
o..=ne such conIIicts now that they

l~\vc

nOOced them, which will e,,,,ntu"lly

lead to tk o..=oming of the contradiction.> undt-rlying tlle Korean mll.';C
community and by CX!cn;ion the ent;re Korean society. TIlen mayhe Ch.1tJfJ,k
GU/pk can be coru.idcrcd in a fresh contex!.
What concem< Ko=ru. at tile present ;s from what persp::etivc (hey WIll

undeMand Cfungjak GUlf!lk, TIlere m,y he two points of view in len", of
methodology:
First, we are living in times in which cuitum! boundaries Ore blurred.
Di~hotomic; belween

"the We;!" and

"Kore'"

.nd between "the old" and "the

new" are no longer r<"le""nt, but instead, I\orean' require, IlCW Inus;cal "nd

rultural mneel" tlIat embraces rultu",l nJel"H;og and miXIU,,"'S that tr.mscend die
confines of time "nd "plcc.

Second. Ko,,"'aru, need to view die hiS!oty of Ch:miIPk Gl1/pk from the

P""P''':li\" of "creath" transformation" mthcr than "folkming traditions," In this
corne"" "trnnsfonnatlon" means flelther progress not regression. Nor does ~
mean repbcing the old with the new. Rather, trnnsfonnation means dte creation
of

nL'W

OIl

elements by blending existing ones with new ones. Tradition does 1;':"

in sucit "'mrorrnati{m.

The two perspe<ti''eS, if taken efficiently, "ill render meaniIlgless the tenn

"Glangj"ak Gugak."

11;;

the old didl<Xomies collapse, so tOO M11 the ambiguity

and polysemy inherent "Chang)ilk Gugak" be deronsu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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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국악 전통과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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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년[씨 쓰인 갱기수의 (앙하얀녕지옥〉융 갱라국악의 효샤표 용'"연， 그 역사
는。1찌 7 여녕씨 녕었다 。1" 까지 영표딩긍대부경판장작국약 뭄 피R가와야
용외주g 서웅짜고었는대 그 l영7써 있어 서웅의 ~커스융이연 즉양정치/시j이

'E는어슐7운'~I에 더 ~추느니쩨띠꽉크게 ".，두연으호대염되는양상이다 영
식인주의 α-'αu야낭비찍 ‘'!'정에서 이터녕호기약정부잔것에 대한}혹톡한이양

용 대"거나이， 아니연 용익l샤 내부의 강전에 시각응 5ι→.， 그 가3 응 높이 ~~ι”

서융.'이.

”

''''긋악의 잉생시갱에 얘@ 의정의 익이1>- ol-'l lI..져 옷안 써이에
예 8때 경지영 r은얘성의 갱@의@세”기 '"의용익"서& 용E이lot， :ID5l 갱영센 r잉쩌깅정기

국4j-，，*，，，， ‘@앵갱~=; 이혀

，~잉4 극영 τ;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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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싸 인극영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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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걷응 양운회} 현상응 장각국악 연구훈안에 아니라 얀국 근대

언구의 전인석

인즉정이단
용 논웃은 칭써국악의 딩/영파 연환을 약，~격얀 샤쳐구조와의 유기칙 안제 욕에서
운걱해보는 샤오이냐 것찌l 창끼국악 용0에 내포ε꺼있는 이중a 과 q의 "ε)성

응 운석에ι←E 응에 캉‘R악어 서 구끼꺼~호 어언 응악식 연깅을이 어떤 "'생용
거져어떠연영애호영~".고았는지융살S셔~어 %찌 그원인약이유능어이에
잉r 시 라는경문에갱근에용-.::l 아시익은우e 가 연용에 대얘 어

한 시삭융기건

깃인2에 대안 것이다이

2

‘창작국악 이란 용어가 갖는 의미

정석R익F의 개녕 운 아직 포왕객으효 갱이되지 양용 상얘이t;~， 한국 은대에서
응용되는 장싹이안용어는 18, 19 세기용정샤회어서 형성원개녕용，，.한것인응

키，，~7↑ 보기에 확성하다 서구의 견앙뜸이 X 진응의 인록척 .~--'ll낌써 f，익혀 ~
각앵외에서 드에냥{디는 t리를 었고 전국보다앙서 시구에 개앙한 인용도 이정 i

~;를 이에엉6씨 λ%히었q. 그이l'-..'>- 갱씩-궁익f 에 • 갱헤이란 용어는 얀안도애
시 용용되었던 전용걱 의 01의 장삭행헤 } 아니라‘) 서구요￥터 수용깐 것융 의 01 하

뼈 i。이 킹딴 r 생에의

3

끼 ~1}영~， ’씨야안기 빽성여 ~Iìi'갱， 1서

. .빡~~， 200>)

”이δ애.뼈 4애 εl-\，'깅 t쩌국야뼈"'써연NJ'ιX에융씌 r잭!의 흐혀
풍서"서~-'i샘.)001);옹중{ 녕1의"J"/써j ’"써얘-!;-~'l:ñò 썽셔껴
고약 써'<l-，("，，"--t"l ‘~ >1';1 ι앤의 가-"-'!l 인용쇄쐐외 얘 조얘쉬얘 tm) , ~쩌
‘ J 갱등씌 잭악 인얘씩 정극써용야웅의용셔능이깅 S 오는*샤영애얘셔잉써외
얘사용의미잉씨이ξ 'ó''il'"，R< F이'" %"l응에예에어 m이，~，써이후잉얘지 칭강극약이

안 ~'*I >PiI없쓰>öl:>\ ~얀정ξ 고엠더연 장수싹이강끼r써애호얘잉는
오숭각으 P 등 용킥얘꾀한후지써 Q싸 잉빽앤용"lE' òl 뺀앙갱섬

λ얘찌24 '1':써
’이찌 이영"'.， I!!;제원퉁이 0'"1 ~.얘'k' H싼 1 건앙얘도응흔징악 ~~r/I m5염이영

에는 댄 서}익 것꺼 이% 잉‘"ε @이다 。1찍

""깐용응얘 산."""~" '200;ν때; 양3

’ g *l% 아 여펴 견%생외 에 뼈 아승여의 썩 한썩야~-Þ'I '1 ，댁에원
이 19S'l), ~찍 이싱선 ’함뺑애 1성중얘 연앤 lrol); Y꺼애요 ’‘δm ι ~‘

잉티극약 잉딩 n 언띤

2ι”

고， 서구 석 가시의 갱'" 아 우리 .:<I<>l의 깅얘생 흔강 속께서 정권외 조국근얘회F아

는구호이 앗쉬 서구와 연양껴써 시꽁한 농'1의 션약융 그"료 얻。덤어 인든 것이
라고 할 수

3냐

생애이안 용어 융 λ%하게 원 찍녁f。 든 서구와 영용에 대선 우조

건적 동청와 셔우우원주의익 극옥과 정예에 대한 회양아 오슬격으효 ~찌 각용한

것으호보인다
껴J-~l"염1 깨녕에서 끼8싹이칸 용이는 국악이한 용이와 경영의? 에 다용 이아

러니한언이 있4

신용씨인우이 겨애의 응익에 서구의 영0j-'"lj위를용얘 한얀경

융상갱하는 현대셔 응악으호연신융 3냉'"는우a이 갱’R의}이강깨녕 속에 내
~，의어 있기 여훈"1다 측서구식 개녕의 상1응 용，~진흥의 현예걱 연신끼냐 천
홍의 현대회}는 서구'~F~ 이에깅응 의이전"1
이언 식익 응악의 창조는 상작R"<의 과재이자 욕요。ιnl'곡7 애끼) 원연칙인 의
우얀 것으흐이얘되용한다 유교사장파풍5시 7 녕이 캉한 λl찌걱구조야식안지
을엄어야인t었던양아속이서 이언이얘까 있을수%었나 킥t 만 18, 19셔기 유업

시-~"lI ^i 형성전 갱작깨녕이 씩임가의 자윤의식에서 시작었고씨용가 7 개인의 옥
깅성 빚 즈，p.흥각 고유 성에 그 요지은 툰새디i긍 정응 고깅해 을 때 이것응 장작 f악이
란 안에 갖는 또 하나의 오순-<>171도 하4

이영웃 은대에서 홍용되었던

싼R약이란 {어의 의이에는 정 x}끽 λl꾀.， 개

인써 그여고 이6 옹호기칙 동'1 가 욕안씨이자 긴영아개 영혀있다? 아겠냐 그얘”
다의(，.;a걱이E 이언저인 득깅이 있다 ι씌~r.재 정 <'1'3l-A'à， 정~약응 우리의
션용응외여 야강으호 하연서도 이갓파 구운이 씨는 새로f 응'c 어야 혔고~， {:얻

한연으흐 f 서양용악의 요소용시공하사안이것과도

Zf<> ll} 니능응"1이이야 었으

며 그러연이 국의}걱 정부나fi-5'.서우예 겨혜를 ‘생@ 수잇는그언응ι"'어야였
다 디~I 일해 'J-;;fir악은 ~7，의 옛 κ까 새 갓 그히고 서구야 안쥬이 g운 서

5ε 8이;';l깨 다르케 이얘되는 얘려다생 λF 에셔 "션의 외지흘 써갱해야었다 혼

:>t"'l

강동용 경영하지 양용 수 었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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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창기 창작국악
그영'"연 양j국악이 이현 S져갱응 역사 속에서 이띤 식으흐 ε어나가고 았는

지 이 끽F성어써 구처썩으포 어띤 응악적 연상동아 아@한 양식과 영대오 영~되 었
고 또한 연용되고 있는지에 얘한 갱푼아 자연스업제 에기센μ}
장각R"↓!의호장기연，，.，←"

년대에!소어진 씩똥빛그당시 e 악세율천

한걱으30- -fr'역보연， 18, 1 세기 유용 }외에서 영성생 갱4'7ß녕의 자경"'1- ~.껴 오션
보껴제와서구서융의f 기험이 쓰였융앤안 o}ι 라작곡가깨녕. 착흥깨영아 웅:-%

되기 λ 내r생으내 그 *에도 서카}이 웅연。。ι삭。]며 충얀운화 용이 도잉되었응융 앙
수있나

영인죄의 오류릉 잉}9하코 이와 함께 생긴 언j아니융 세 가지 샤영으c< 깐앙히}씨 갱

리야2 연L

1. '1)-'óf 찌녕의 도잉으호객탁가"중싱에 "는용악꽁아가형성원다 작곡가능
자기 ℃에릿속에 형성원 。P이 t 어 상당) 생각등용오션보에 의도듀상셔히제 웅겨
3얘껴 영우응1 싼용원 수 있는 샤응이라는 대상용 인드는대 선녁응 키용。1재 원다

이와 겉<， 기보라는 의걱 λ 장형얘가 응시피연서 기보딩 것 9 의 것의 의이는 종"'
또는소연의아 간다

2 이와 항쩌 연주실까 ~.정 B 때었다 영국전동옹익써l써는 (7]."-딩 응익생시각
도)억포언스{oerfOIπιlC"ν} 주가딩다 아것응 여기
새&개 명에

꺼냥에서순안걱으호애언

는 옛"릅 망한"1.“ 이언 한국 갱용S야의 펴포언스성찌는 장'1기에

의해 안애원 유 9니가흥으" 이얘되는 렉스트흥 4써주.5'. 히운 연주안꺼표 " " 연써 그
의 d 가 강소씌。X다

‘

。 . .서 연주자의 자써써도 연잉가 었다 작곡7 써 의얘 년잉석찌 7 보원 핵스

는응 이6얘하고 기승적으호 원벅*이 재현하능 갯융 인자예 꾀k제로 여?꺼” 되고 갱

증파의 쇼용이어 영주용흥업 응익6을새용에 안三는 예에τ 소흥쩌”낀다} 응야윤수

이염썩""’‘성영온나혀.，없얻’‘、l3"，n C'ôson , fufomnnæ' 3 Cf>>kA
ικ~ ~

''''';<ew

y"，ι Fι싸

@

.'생인. . 영.

"'

용-&;는 지의 가애 역시 아에때<1 갱응 또는 간껴온 유악익 에포언스에 더 。 상 용

인벼려하지 앙고 청옥 el내 언수되는 응아융 그져 수옹격으포 듣기안 S ←드 끼ri-%"A
표얀흑하칙한다

외에 지척한 사강름용 -'J.혜 강이국악의 생껑과 양쩌 진흥응익「어 서 용 f

있는 연

주가씩 양찍}‘“[아든지 샤찌격 소뚱능혁(~ωmtIVe cα'<""αε) 등이 소상되

는정;융경제 띄었응융앙수있다”반연직「흑/ν에깨새로운 7B능영도 영허졌 q，
연주영융 "'R71영으호용용 '1고갱양 }의 끼얘를이히 잉으연서 경우에 띠아 n 포

연스의 즉흥직인 요소까지 작장정"겨 X앤이 옥샤얘 양식으흑 안응 수 g 는 것이
었다 i이안 엠W< 초창

애 있었던 대F훈의 시E응이 양악의 사옥7 엠융 국

익쩌계에 껴용샤커언서 잉부흑정 효:~를 내는 에에 그 8 떤 것으로보얀다

천싸혀으호용 얘 징후r악의 으L양'1는 서구의와 현내화 믹연 구호아새 역시생
셔응"호 석되'1 외주의 'R.~h가 양영의고 그 영양혁이 여러 연얘시 드러난 λ 7 생
아 양'l의 "P-l-7여양1 전용잉악껴1 에얘 도입의었융 똥얀 아니라유염

18,

J9세기 λL

'1가 얀든 순4꺼웅 (fu‘ ~l추'&17↑ 수g원 것도 。 얘 }켜야 q 갱약이란 생외가
'l'떼악하고 앨라드혀인 것으표 이얘딩 웃혀다 아갓요료부터 생기능 갱-$:-Çf샤

"증응악약의 공옹 깊재 양응 수 없었다
칭"'국약 초 에 있었던 이전 영환을융 식인주의(。 ∞ .1;'‘ml여R는 용 속4써 해

써쩌 용 수 있q， 갱허R익}응 양애서도 강시 언급혔듯이 서양 및 일용 치궁주의익
’'l~: 에 의얘 한국 ;확정켜가 연아띄는 파정 휴에서 명생의191"1-， 운펴서 신인

.삭

인의 지1. . 종측8깨에 대얻 고셔ν} 애끼인 상태 에 셔 이전 강각국-<l.t ~;장기의 상

*

"1애용수$응것이다

하지얀 까 인주의 또는 산」인주의(0=ι”이에의 구조 옥에서 응익격 연차펀

상의 천푸'7} 견영되τ 것은 융흔 아니다 여인수의의 이여 옷지않깨 현얘와용 문화
가치의 지R.<성았던그 당시사회구조까장석닥h악얘 은영양윤 끼친 것-'" 보인

"안「생각에

i영

즉%ιι，'!!" ••얀껴의생조역잉오는쇠 r에대예종용기 R

이 있다 예건에 얘영 양아 썩 이소? ’생악의 얘뺑 i여연원증옹 녕씨 ι1

*

언4잉 생.). 117-11 8"f.

1õiYB약얘g 잉

"""

q.

인예수의(m여oru=l는 거의 "든 영역을 시ι 에 우헛안 깅써용 깃는 것을 아

양i로얀ι+. 사회얘 계응영꺼충응시"'며 이성파냥성 에술과비에슐 서앙파동
앙 그￥얀 아니라 전용와 현대 λ"'을 우.~꺼 즉연에서 흘영g게 나눈다 。1표서

그당시갱부가구호호니 ”‘F 전용의 현대화는그양자?채로 3순정용 갖고있잉
다 이한 오순공 인식 없이 받아등였던 초장키 장즈「주악껴는 서 0，옹악운펴에서 진
흥의 견인 9융 찾으연에 。 깃용 현디아하고 염었다고하겠다

4

새로운 변환기

우~킥으.s;.，+아 。 와 같은 @삭셰의 요순꺼 추세에 사외걱 a호 대양한 시"가

''''년대 중앙융기시연서이아 그 이지에도응흔벚영 직F흑끼융의 앤회R를추우"
는 시도들이 있었지안 개개인악 재영걱 얘WH는 i댄융 영이 사여 공동켜 호부터의
새호운 조.fi-가 앵성되기 시끼안 것옹 이@업티아고 하겠다 ''''δ년 슬기등의 동강
파 깅영용의 국익γ↑요 벚 익잉l~， "1생규 전인영 당의 국야용jι 용응 대상괴의 :ε
용올 고여i뉴 E 추새를 보여주고 개 ζ약1" 의 사용。 며 응교응"이냐 우속용 ç~s;. 우

대공연의 대상아 되었디t 정은 서구용약않 습득하고 2억양시기는 에에 진녕했던 이
전 사기약는 당허 주애걱인 국악깅5의의 용도가 영갱되고 았응용 드러대 응다이

그용다연이언 "팍에서 。 힌 주찌칙인 S표?↑생견 수 있었용끼P 이 정운의 에
딩에 혜앙에는 인주화웅경이"등지 인중.'에 대한자각 또는현설에 얘한 "'안파
X냉의 사회걱 R위기 둥에 대해셔τ 。]이 영궁원 아 있나” 이 시기의 역 }석 의이

는 션R

정국척이라는것에대한주계걱"삭이사회릉용각이는새호~-&앤용영

의 기R에 되었다는 측년에 았다고 할 수 있다 더용어 전통에 대정 새E윤 자킥이

에 이영셔 오용정%‘운，>! ~ 1ι 녕대 ，딴터잇녕어이 '<171 응 갱씩익、이익 얘표 Q써 샤’으

‘

，<，야 S 느냐 아냐얀 그깃이

응앙 정=.5'.아야 하3써 대엔 @의안 앙양ε 영상잉 ，.껴야

에J 깨 영 깃요 우유잉아 이 ?시에 잉겼연 갱장이아샤 8 쟁 에?걱안 상 g셰 대@ 스개 ε

이자써써생양히잉어
”산써영

애써 m옥

견시*잉여

,

)써 1 악 E

잉잉극약 윈§ 악 연연

m

생갔디는정에도주시§앙킥1다 하시안에릭 용스용{Eric Ilobsbawr끼이 잉히듯이

전퉁이앙스스호그오습울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A 야 영흔의구;에서 ‘Uδ륜{끼
는 것 (constructiOIl 이다 영 J 적으5ζ 당흔퍼계에서 얀등어지는 천용이당디유이

아」각상갱찍으으 다.g.~밍샤} 구용되는 그 우엿용 찾고 .，’씨는 노혁파 관련생
다]이 00년대아 "'~띠의 양용응용 한국인익 용견
효 다--T-;il. 9lõI-, 이아 양째 순수전통

한국인의 갱써갱 둥융 핵성씨

고유한 전용갱에서 영약 또는 한국격인

것 그여에도 엔증 g의 갱의융 갖고 냉견하도찌 었응융 일혀준다 원얘 있。 야용

자리용 양고 수연"-< 인려니버 윈 국걱~I 선용의 상갱으" 새홉에 우각뼈 수 았는
?녕성이 이헌당용용 용S쩌 안을아갱 생이다 극?썩 한쭈휴g 서 갱~~I'극악노이런
사펴냄 용원 7]Sζ푸티 엉.→f 맏응 웃아"

여ξl써 취에 언급한 새료용 시도응이 았

옹수있었다

다흔한연으호는 강픽랴익은 서양응악파 전통응악윤 정욕샤기는흔성U이mndψ
양식융 갖기 예문에 순수껑 이나 고유르 진등생 이'"三 사에꺼 이상에 그리 썩힌승}
지 잉1{t:.ι 그 이연성아 어전칙 운재가 이공 었다 대부푼의 *악"'" 샤5응에λi
젓 용용 안드는 작엉응 정해진 응악어뼈에 ~1막약사와 운약 또는 신상'''1 t!-정S ι

재릉 선찌걱으"샤원얘 용상겨인 정서척 을애에 쪼커스를 잊추이서 소급이R는 정
도에 그셨다 11) ~약}가R와 양사동R가 대중과의 소통이

t

정;))1'를 가져g지안 창

각a악의 주류능여갱히식F，y} 승잉。1았고영 "ξ 운.*l을추구댔으며 서앙의 순수

예승주의를 X 양δt 。 진의 영향에서 당며아지 옷에는 *껴에 "있나
'"년대를 꺼까양에 공동제

7

녕이 정까 익"'피，~ 양직의 의 "1약 역연응 직l"m

개인의 잉장이나가치지향에 ~른 깃으호보는장엉껴 강:&~"，'연서

한굿객

한딛

얀의 갱계장걷웅것에 대한용섬은 디난증어느는경항이 생긴듯하다 이영경향

용 깨재연。1 역샤의 주j에가 영 수 있다l 인용 수 잉 - λ}회적 구죠07} ~ι써 ?ι성의

씨 SιR성.~ 씨"，Produong T~
_

][dx，[ι…… &π，，". pp ,

Europo , !37I}- 1914". n,., /nι = OF""ι&끼"
lh3-lW. Gilnbnd.<:<ι~"찌 P=>, !\I!ß

'" 갱영응~-에 디잉 il1"'" ↑까노는그의 '1 옹써요소등이 갱 Wè내셔 한씬꺼애샤
앤적l'-.."~l 쓰% 가 3 찍어 4호용 없 씹 ”용의 씌끄% 져
끽 ι4<

. . . 이닝갱 잉이

~28

?J응의뼈잉

어야안 개5하다 현재 우이 을 증려씬 외부환경을 지애하는 세껴 꺼 소윤을 중에서
글호영ej< 재。H:!(g101껴i2:atior얘 기}장은 영양픽응 꺼깅아」 한4"t 0]것파 전국

의 ‘ i“융관힌시켜 응 수잉다 글호영걷']-0]，재이선야한용이능셰셰써 유오의 정에
시깅 이 설녕익고 "

걱 기용。1 영성되에 또한 이T， O]인으로 인찬 사야9 윤옹생

이 앙회-:rH드 주써 속에서 건 새제 가 히나의 거 구 e으5ζ 연!$1써 시역걱 정계 없이

정

더 깅앙하게 되는 과장응 웃얀다 서rY:찌가 기의 전세계호 전~1-~]어 여러 다

은 ~~등의 대연까지 깊숙이 홉수외연시 서껴 의 블<;1'빌 4유〈이t이 fl""，，)를 。1추
었다고힐수았다 하지안긍호언어현끼k응단지얀즈니류역양이다 실에우g 가현

재 속새있는 λl피구조에는 여허 ￡류등-<>] $.11.껴게 뒤엉쳐있다 시역객 치%ιt 인
측~， 글오명녁 여P 에나그 외의 다흔경양등이 서 g 경i 고 용양외이 각용션디{

이 일은 개개에의 λ}~t 얘용에 있어서 산역의 이지가 양이졌다는 것융 ~~q 응
악강직R응의 수용 양주는 거의 전 세껴가 되었"" 그 수용과갱옹 옹샤척이 의었다 여
기에 간g 찍인 역양용 영 것은 우엇보다도 새5ζ운 진4풍산얘에의 당갱이다

이러얀특갱 이디R옹g기나 S유흐부터 이교적자’f호워질수있는사펴우호:::>}잉
얘기 "각「국약각 디양찌 빚 다원화 갱양에 딩앙-'ll응 얘주고 있다~ 영 수 있다 다

든 엉영으호는 깅"R일"' 이3에서 방경킹 꺼찌 자용주의(。이tal ，‘ml의 시땅원각
애 정정 더 웅 각외이가고 있는 깃도 λF설이나 대응RE회}와 소바운화가 강새음 연다
어느잇 정재성이 있는유익이 우이띄 용익Fo] 되 E 사회 F조μ} 형성도 있고L 이깅 춘

새가 장작Wt-의 c)1응정 잊 다원성에 기여겠"" 정융 ‘}끼영 수 잉다
것 각딛션1의 다양화 영 니냉화 정싱의 또 다s 。 유는 다애

" 안에 공존하는 사

회구쪼애셔 양 F등수있c) 이i파는영려여러직서가거얘가양찌캉f 한펴용

안멸에 '1고았다 하곡가，\ 이동걱퓨융우주，~ $ 어 때중파}이 소동에 소용한애g 트
응C에 여션히 주휴용 。류고 았7 는 하지안 국악 서%암악잊 그 익t의 여러 장르를

녕 1\드는작용을이 안응껴지고 있'" 국악유앤이여는장르가새표&가}지호그 영양
력융 ?외 7 는 상갱eμ{ 작욕가중성수의에서 엇이냐는 펴포언스 분야가소딩씩 영
성의이7}.ll ~으역 。오} 잉끼 갱최자의 역안이 정까증'i1.~1 져기}고있다

이언 새푸 R액 은:;q~'껴 산등용'*의 사여걱 소용놓정j("∞lIl\UIlia\tive cα""，=1
이 현재의 응악계에껴 디서 활"용 띠고 있다고 해석헤야힐끼’ 전흉악 욕뀌? 하지안

"잉극약 "

익 연.

m

이형세 안등아친 용익숱않 한F극악까응 λ냉하고 한극전옹응익의 요소를 용용하며

그 내용잉에서 정즉석 소쩌응 갖고 있아E 엔시라도 셔양이빙 익 λ}용으，. 언한 혼
용 ~.H농 7~}재드허얘기에m 영격하지n 영해 고유한전통 -\>!'ú…샤ιm

이 이 아닌

시당강의 깅재릉 #어 <1:::운입갱 Uι""，-，，1.μ""ψ융 ι&여준다 양R~-이 이중생
파 다익성여 딩에아가 혜경되지 ’@는 ’1제표 cδ전껴 닝。R있응융 ~ilB= 것。 다

5

맺는말

상-?f.걱'1용 그 용。 에 깡련 이연성파 다익성이 ~~i: 주옷이 한국외 옛 갓파 새

것그.고 서구와 한극이익는서로아9뼈}제 나프께 이에되는 얘히마잉 사이에서
혼용애 강응용 경영해。껴했고 현얘까지도 경영아고 잉 냐고 할 수 았다 밍작R'끽의
。1러한 강'J-~까 온동의 앤인응 근대~，↑ 연。 이잭오는 우경1 사이의 오‘F석 극!ξ 속

에서 갖"B증 수 있다 다르깨 표현야λ 언 7 칭씨국악은 이언 사펴의 오‘5걱 구조가
냥은생산융。1'1 도하4. 이것이 인석되는 "g굿우피는이려한강성으-"푸라의 안

j 응 지'" 야 하J 이는공우리나라응?예 잊 사혀갱인f이 갖고 있는오f 석 이
연생의 극유으호 이어지꺼 용 것이다 i넥 강악응 다λ 당 새 5è，'t 죠명용 얻깨 용 수
있융것으오보인다
지긍 연시정에서 우띠에깨 증요한 것응 장지국악H용 이어한 i으」ζ[ 야i니R용 것Uν}

의 운제이다 앙염은칙 유언어써 '"응의 두 가

”

λ껴야 인요히냐고 온다

깃찌 운악응 λ에의 정재가 뚜영하지 '"세 원시대이다 지금우리셔게 정s한
갯응 사구 '1 한욱 엔국의 옛 깃파 새 것이 .ζ 이용영석 눈리가 이니라 샤용강
개녕융 초영하연서 운j아야 정갱아 흔j웅 성용 인갱* 는 새호운 융약} 잊 용찍개녕。1다
능.，전용의 거증보나션용의 "J-""<쳐 연"이란 a언에사 iÞ-R'11λL응보이야

‘'"’여 ，."또는용앙에예얻잉구는거낭야생용안꾸준히피얘.，.얘 i 녕-1/!. HOITμ

K. 1lha1m π"

=f>)()

1%'1;

‘""""""

o!" CuJn=. 1.OOOOn' Rou<kdge,
J'"'
p",,=
G/ob:>li,,"k>n ~’ Rι-， “δmιτd “.<MuJe of S<Xi:J 5tu<fie> of E=nms U""'''''''y (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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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앙융잉얘@잉

얻 것이다 역기서 얀하는 연@이안 진보도 쇠퇴도 의미하지 않는다 앙응 것파} 써
것의

대체증 3 이，"는 저도 아냐다

연용응 이미

았는 것과

새것이

Ji!.'각}

(inl，←IÍermce)의어 새호영생원것응일얀다 이 연@속에져웅은어언 형태오든지

신"1잉다
이 두 가재 시각이 제 4기 그 효혁응 헬연안 에 갱칙「국약이강 이 용이 ，1에는
우의 01.강것이다

한극과 서양 하국의 옛것파 얘 것이리는。운영쩍 새져가

히을어시 l 그잉게 외연 상깅국0)'이갇용어 자제내에 내표되어있는。중성잊 다

의생이 해제원 것이기 IIlJ ltι1다

I

'ÕI"!H!

경얀 '，"，째 2 ψ1 연굿응인얄

s‘ g

!찌 i기잉->1 ~혀없지;딩 J 서울연국국안:ι

=

써@얘Naw MCOC 1c<;<oo,an T~ .... ~" 서응인칭=

。I'<~， '뺏응응잉생ι?α0년 응@전연굿~양1 회입 tj\ll"픽역의 이써연@여의
X 혀J.e!국녁2 빽띤히책얘~.

100<, W 생

O~ ， r쨌 내양핀 m 언양껴뚫 8써 서응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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