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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building on the geneml bolief that wes!em music was 

accommodated through changga (song based on western music) and music 

education in the ,ll(>dern JOSfOll, aims to reveal activity of Japanese teachers in 

schools who sought to develop and improve changga and music education, and 

to show how western music was introduced to Jo<e<>n dtrough their activity. 

Six cuniculum revisions has done be(..vecn 19M in which Joseon started 

modem education and 1945. At boginn1ng. music education made IIltICh account 

of Cbangga education, later on how to use musical instrumcnl$. and nwsic theoJ)' 

were introduced. Especially with Korea.Japan Annexation in 19\0 as a start, this 

process was accelerated. CIuutgga education in Japanese style was directory 

introduced to music education in Jo8OOO. Changga whioh is symbol of Japanese 

style WCSt(m1 music played important role to generalize Japanese style ,,1)S(efn 

music in Joscon. 

HO\\~er, smce th<m: was no looal educational institution to develop mu,ic 

school teachers, most of the govcmment and pubUc school teacher; Wcl"c Japanese 

at the time. Japanese teachers TCceived good treatment as foreign part_tirr.: 

teachers; with the status of an official, thcy could work in favorable conditions 

with a normal salary and other benefits including 00nU5eS. 



Of Jaf<lJ\= mu.,ic teacher>; who wOlked in the country, !his study particularly 

examined teachers in schools who exerted !he' largest influence on the 

popularization of music. Gyeongseong Education School published "Study on 

Jooeoo's Educa!ion(iIIln~)!;IiWlJr:?.T' and ~Elemerrtary Changga(tJJl$'8!1t)", helping 

to adViU'ICC music education tilrough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guidelines and 

new tea<;iling methods reflecting tl'" educational siruation at the time. MOTWver, 

''New Music Essentials(lllftlll'f!l!Wi'l:r "'"-, publisbed by Ie<lchers in schools 

engaged in music education, and aimed to provide music books appropriate to 

Joseon's siruations, ba;cd On rcwgninon of the importance of fusrering 

elementary school tcachers. 

These activities of Japanese music teachers who were fully aware of the 

problems of changg;l music education tllen focused on practical solutions lOT the 

problems appropriate to the COlmlry's ,ituation. Thi. example was not brought to 

mucll attention in the study of Josoon'. adaptation of western music in modem 

Joseon. However, the Japanese music teachers played an irnponant role as • 

oonduit of western music and arguably had great influence on Joscon's music 

education. 

Through this, the study identified activity of J.panc-'c teachers with a 

contriburory role in line with the education policies of the Government General, 

which lead to viewing the p.-.:x:ess of people's music learning from wider 

perspectives. In the aspect of the counlry's accommodatiOTl of wcstcm music via 

JapaIl, educ,rtional activity of Japanese teachers could be seen as a certain phase 

of Joseon's acconunodation of wesrem music under the exceptional silllatioll of 

a colony, and tlms, as one of the music cultures formed with combination of 

ideology at the lime. In conclusion, changga and music education, symbolic of 

Japan;ze(! music cultures, were the demanded music culture the time. and 

Japanese teachers carried 0\11 their music ac!;vity faithfully, contributiug to 

Joseon's estabHshment of west~m music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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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발 

겁지선 •• 

흔 연구의 파제는근대쪼션의 셔양응악의 수용셰 잉어 일용인 응악교연의 .웅이 

이어여 역힐융 딩L었는가께 대해 고장응 하는 것에 있아 

근대조션의 응악계에 있어 가강 은 앤화 증 하냐는 서양응악의 도잉영 것이다 

조선써 서 의 서양옵악의 수용우드는 3꺼 j사시료， 션비μk~ 인혜 등어온 찬*가， 

근얘교옥의 시싸까 힘깨 악교교육의 교i뉴욕으흐써 새예원 칭까 응악교용 그띠고 

~얘 I얘여잉 

~ ~ \!:요에서는 얘빽 성영인 'W언 이빽 와암 여앤7\{h191(H91’)까써 'i!<!I;ro.;j 
(1WH9-i5)야한호갱이그싹생，-’원끼1 는 조션으ζ" 션 'M녕 1에해 

”띠연 8잉 "영*재는 얘야에국으호 R기히'" 그이"잉8여 껴안애웅~15 잉응 1910년 8임 

a인 용석 j’“연 Mlß사끼는 4 센)~I 조{j"!，S. Ji기 얘아 



••, ê잉응약지씩 

우안극정우애 의해 신성윈 군。꺼져당 ι고 있나 그히고 조선의 서.，、。f악보긍의 영 

향콕융 증싱으호 생zj-;해 용 예는 용;ii(.올으호써 수용S 갱카교유 조건유일'1 꺼용 

응악교유기간이었던 아j사여자전훈악교 용악아 종업생을의 활용 그나고 영용 풍 구 

"1의 융익}여교에 유"정영 ol.E응'~17 등의 용용이 은영양옹가져고있었다1보 

여 친다 또얀 전아 엉엉..Q....\;l..는 인적션당 양안 아냐라 와악7 슬의 앙당~ 인얘 얀 

들어신 축응기(해코드)약 라니오 풍의 애정 응 용얘 서양응악옹 조션 전역에 ~르쩌 

전약.:!Cl?J냐 

그러나G대조션은‘5';'1'간인용의 식얀"'1 2J'는잉그러친 역시녁증가지고있다 ι 

션의 ~，대는지애국안 인용의 영영 얘 의뼈 영성'1었냐고해도객}얀이 야나 갱도표 

그 영엉썩은 지대영마 포은 엽과 앵갱 용이 앙시 중추시판이었덩 ξ선용독부애서 

종융'1었고 유악용。써 있어서도 조선중흔잉씨의 판3써 존속찍어~~억다 틈이 조션 

온식인지 이후잉용인등의 。1주가긍속히 증가i찌f<'l l~’"년당시 갱성의 총안구의 

약 3훈의 1아 연온잉이 차지 항 갱도표 않용 잉용인등이 조션에 이주하여" 그를얀 

익 지역사회.， 갱성되어 식인지 소신이 약는 강소씌 λ 대는 역용객의 옥갱하고 다양 

한} 판껴 가 엄힌 사획용간이 "l'li다” 

직얀시 5ι상의 유익온 식인지 냥시익 이'.옹호기효 안에 엉성원 ~lll-.ζ 서양응 

익f야하고 하는 큰 개녕 욕에서 교육 용야 는 강가가 당시안껴 응익형식으료 끼 

어 맞춰겼고 전시3 제 속에서는경9걱도구으국인응'~I이아고하는져시해깨를영 

한 응약이 정당한 옹익l으표써 t씨의 응익M 대얀 이"녕오 를 안영하I 있었다 

이러한 당시익 앵갱혀 λl피칙인 역씨 옥에서 쩌조선 인용인등의 응악앙동응 용 

1) 'j，lflTltflJmm'l'-II!， (W씨 M-'~ 

” 러 져성 잉S얀익 키유*↓에 생 앤'<l'J ~'"써 식‘지죠션익 사쐐 I얘 ”각 
응 iνF얘 f이냥세세껴에 ονJ 옹낭응얀서ξ 끼져"주I 잉다 4스3 연힌안등 '1 0>>아커유 

t써야연하m二(1\139)， r.J;Q:i1õJ(2<X“H땅씨어야없깅 깅찌，
긴<r'JI=，;roifJ 응이 있아 ?애는 쩌녕'i.<-j … d 꺼끼 영핸 죠션흩 :lM^γψ1 에 
8까져업영용얀을여 커융니터인연 연깐싸생잉엌 ~셔 .N"써 o행"" "는~ 

년푸 { …@지 조성에 。냐엔잉용인댄 I앤깨얻~ Wd<l. <'1-.없 잉씨연 루 '1 
@까지의 λ얘외 잉얀 커쩌익 증쳐정약 커8나g의 갱생응l경히써J 뺏 " 
?끼 ’‘싱의 영용얀 。l"'oJi"애 ‘"재%하꼈* 시얀지 끼i신의 째핑주써 F ‘ “ 
안 연구!'. 'Ë'l!lf{ 1%'6J헤 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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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한딩§근대응악의 혹녕용 이얘와 다양한 시각융 찌공해 주는 연우가 조보단져이기 

는하지안소긍썩 진.，의고 있I씨 이8 한 영구슨 3’년간일용의 조션용'1 속서양 

응악익 수용과 갱칙에 있어 잉용인음의 영양응 인"t해서 는 안 인아는 인식올 .，인 

시쳐주고았다 

식인지 소신에서 응악앙종융 한 영용인등에 대해 X 긍까지 의 선영연구용 충성으 

호 대캉싱여보연L 정기간 체류씩 당기건 체류4에서 그핑동정향이 크게 "" 친다 

장기간채유에서는*제는몇 년경꺼I'G 2{l넌。써의 써응g그야이gεζ강에 이주 

융 6애 조션융 제2의 ~，양으ζ 이'1고 생g한 잉용인을이다 이들응 잉옹에서 용약 

정운교욕올 항온 것융 아영-0 <;. 2ε션에서 중-'i:'"융악교원을 종심으호 용웅융 히μ，. 당 

시 써깨에맞는:li(-욕항종용하재 되는애 이석젠교옥용용응조션이 식인지가 의기 

이전?티 영용거주민등의 지.， 교욕야 대얀셔l극 정우의 초멍에 의해 ~경용 장'1 

λ 작아었cf.이 잉용인응의 응-çt~‘~ 식인흥지 기간 동안r 크께 애시기(식인용치초 

기， 1919년 이후운회F용시 193i’년 이후천시재제)의 갱치찍 상땅속에애 당시익 앵 

정상킹올한영한착응응약피 ’쳐냐 응악당셰 용용도 이우이 g다 그여고 영응인 

의 당7 간 에휴옹악용웅으효τ주호클얘이응""1륭깨￡하기 외해 조선응 'lNt하 

여 재스선잉용인싸 gε성인의 지식흥파 엔이프 찍생중용충성으3ζ 향8었언교잉’끽 

하나i끼 그 역양용 하였다 

이형깨 시기영 영역영g 임용인등의 서양읍익써 중심으표 안 여P양얻 양용이 천 

개'1었는예 3’년이약는 진 샤간 속에서 갱잭이 、”쩌1 λ~~7~ 연;;-R는 깨융 생각하 

연 일용인등의 응야앙용온종뎌 세밍하고셔운엌애셔 고강황부용이 "이 있다고 

보여 친냐 왜냐아연 그응의 응익앙용응 삭인지 조션의 서양응악 전 운야얘 정쳐 

2 애자표서 큰 영향역융 가X 고 있었기 얘용에 그등의 용동 성얘을 아악캉으E써 

” 이앤 조ιr꺼 장하 얀혼인E써 서양양↑%에 씬 연구조는 ，.애"씨 2<lJJ} 이，. 

∞11)%，>) t아 깅져”뼈쁜갱응옹써8안 S 인용인~I 식앤 흐잉써 용용아‘g 
i얘얀 e싹양종정잉에 l잉에 l얘이""' 깅져션"'"Nò J.-용강지;용에 인잉 생4 강가 용 

악 i쐐 성이g 여악~fl:I'아 이깅린/(lll~ 식인에 3녕@써의 영용앤 생 영%갱i 껴 등 

언에셔고양iκ까 

시 여야극λ ? 얘 초영징 영:ii'-@!'-".\Õ 'I':I<;:증효 그에 강간 'I!T'" !llI!'，j;(lSW끼 잉이 얘조성 
잉용션의 응익잉용옴 션에껴으오 의“세 .' 간 세검 잉용인능이 요핑으，써 얻옹 a언 것‘3 얘 에 
‘~~~-으호는깅지깐(2010. 2'"“이 잉다 



1“ 응앓익’i잉 

서양용악 수용 정각의 증요한 g 하"의 육으표도 해석 장 수 있다고 보역 지기 

얘운。N. 

온 연우니에서는 지긍끼지의 재소선 영용인의 응악똥동셰 잔한 성"연구릉 "f잉으 

g 임용인든킥 유약용웅 중 장? 간 조선에 씨*히}연셔 증응응악교왼양동융 한 잉온 

인을에 예얘 갱증격으호‘’여보고자하다 득;>-1，사영학교~.왼응이 종싱이 되어 죠 

신의 생'7]-， 응‘}표육의 운얘진율 인삭하R 개 언해 '--\<'}가기 위얘 용판원 갱?↑잉피} 

사적의 내용응상잉으'S'.낭시의 장가 응악교싹각 신태릉"'각f바E 이라찬 연온인 

용익교양등의 활용이 조인의 서양응악의 수용에 어n서엔 역양융 ilt께 되었는기쉐 대 

해 고찬앤" 

만서 ζ서이 강개교까옹 성시인기 시삭rJ- tJl%제쥬기의 약부영부이 한밍영앙에 

후 5ι선흥운푸의 조성교유영의 요각교유정2얘에 대얘 간연깅1 갱.w으~ζ에 당λ엠 

갱가 응악교유의 k늠융 *-1-장cl. 그cl.:;J 샤엉악교 용익1원옥 중성으효 그등의 

따용이 당시 조선의 응악교유의 승÷션이와 어어장 잉꺼 응 7]-;재Il. .;:L를응 조선의 

응익1육을 어영개 인삭 깨션얘 '-I<'M는지 살펴용다 

2 근대조선의 학부령과 조션교육령에 의한 
창가음악교육정책 

용 장에셔는 3ε션의 강기웅악교육익 갱객응 깨잔인으호써 양λ여 용악1유의 흐응 

용 "'끽14:;r자 ~rC]-. 조션이 근애사 교육윤 시작한 '''''넌부터 ，~;년까지 용 6언에 

경셔 ~유개갱이 크재 아루어엉냐 대끼얀찌극시g 능 2언의 쿄유개갱이 이루~. 

고” 식인지 조션"1때에서는‘언의 교육깨갱이 이우"'l;à'나“ 6엔의 교유영에 의애 

샤앵원 죠션의 근대표싹은 칭가 용악교욕에서도 안영2 었 아 기1용석으호 초동교유 

에서는갱가표융응 중웅교육에서는옹의t:ii!c썩융 이!-õ"H는데 국인~.iil:영 시'1애는 에놓 

야세사억쑤영 "'" 9. H900. S. 31 끼싸，우킹 1m 9. H잇"" μ 
“ 제l까 조선교i 영 1911. 11. H n:!. Ô, 31 , >l2까 ξ션쿄4링 % ‘ 1-]93"- 3. ‘ L 제3아 &--ν 

"'-1'.':101938. ‘ H~n. 3 시 설"t"".:WI1. 1. H\>\5. 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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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H응악으호 초중3 강끼엉이 유악;)i!.유용 밍이갔다 &까쿄육어 서는 주도 노얘응 하 

는 한1명용악교육에서는 노얘약 양깨 악기시용영 웅익이흔용포용 ‘인 "<이 。1주 

이졌다 

조션에시근때교육이약샤f 잉재u 악}뿌영시기의교괴팩에 보정싸교에서 

는 I강까J흥 ]등야교 고퉁여찍교 사엉띠f교에서는 f응악」이 지갱 되이 잉었으나 

응악은 정히여도되는:>\'>:. 이었다~.'I 덩λ꺼 E 갱까 응'1융냥당힐수잉는교앤 

의 푸즉파 응악교재 야기 응이 갖추어지시 양은 간계효 성제 응~:쿄수용 이앵하기 

애 는 링은 앙생<1잉4‘” 이:f. 191 년 ι선온 얀옹의 앵당으효 인얘 조언총욕부에 

의한 ;)i!유정얘이 성앵외있;에 성써찍으" 장가 응흐j-;)i!유은 아얘F터 이두어지꺼 

; 었다 제u차 조션교유영의 ’」카요지는 영이한 장가릉 ~얘강으호써 이강응 '1 

르고 히성을 한양 킥논 지에 있었마” 또~， 응악:R"]는 응익에 강한 시작파 기놓유 

영고 "1깅응 건4 터성 히양에 도융헤 되는 것으효 도 어 ￡ 었다 노애는 여등까 션 

융이 9 어우허져 있는것을 "，여융약용튿'" 연"f'-하고 강까까지 。1어새는교 

71 li<빼"얘 1 *WI'’얘@!/， 81~ ‘ι Rre， I'l!ι ll!!Ji. r.4', ~，，".l!1>'1. ft'!!. i!m. fI 
il'I. 1111', l<!I!. _,:. .. "i 1" >l;찌 f1M & i'l~욕.，도%이하 '.ι(a，，~. 1906.년앤 

j영 잉Z쩌~. 
야 「표‘li'ir>ll， l'X써샌 ι7"N;; ).!.I'!잉고R고에서에아새양<t1f il il-시용õh~ 것녕온성‘ 

에써 。엔 써 l써내잉 끼 τ잉 등α잉 오해징잉E용짜g 초애써 "‘f써j에 ‘’ 
，、응 시용이i 것응 % 상간에a 찌예 ~， 흐용인 오1에는 생호응작쿄 !>'.';;-싸 u 낭 갱g 

8 거영으초대써 8컨야각l 끼세생 깅잉상 %'"δ써아 서kH 생새lirf;ι신입 았 
깃8언 ”써 써~";'.사 잉~1*1i!용긍-， δ써 'l-:ii'.<‘ 용용 ) 호얘자 양”이 져연 앙수 
.'이그혀i해뺑9잉“연써，연깐잉R암씨는얘주 1써’애l섬끼끽 

하t←· 끄υ” ‘u는 생샤인어1 연용인 끼‘기씨 ι써써 정잉E수 잉 수 U'< 사정학 
교교?뼈 영，. 야1:!4'Ec *}:가잉". 이ι써 냥세익 히E슈 악기아 9챔￥측5 잉 
재R수는 인등 겁~는 갓ε 양 수 잉애 

" 씨]사"'iJ"'4영 "잉 헤쿄약요시의 써얻 ，"응 없어lf<fl*-~.ft(l'i 1-#. "끼 
η얻 닝가l응성잉생"끄Ni씨는 P윤 찍 '"약 역시고짧아’ e야ι없는양 
새 ι、연 잉i 야 써 사껴않얘쩌어 3 써애 ]양퉁역I약싸l증호용아써 샤 

냉4，성끼써 운영하잉~~'J 그 즉%힌윤 (염웅야g끽음이 주 ’센얘치까에야샤이샌양 

성10" 4-씨‘*'I)7}，익 rHI.*등씨의교수가 6뺑제2까씌써영의까 
수영역엔 영양 -l.'-'깅i 제 외에 샤잉생성쳐，"'l.I'-l- 이 사기의 ‘ι웅파 고응호응야 여자 
i옆용아쿄셔 ?기l수A싸잉혀 스잉 충，< 고쥐익교，"찌야는내용으후 .용여끼 

깅야수요자의 i써안 내~"'" otòl 'l!δ%’‘"'’+#， 193')) 655잉 l응호용야뼈 캉가 
E수2ι만 양 껴 ?‘싼 여고둥야빽 .기g수생양 찌 Sl1~. 사영찍교잉잉 

유i저는 상응 ‘ Q썩 '" 



"" ~'>.t l1{3,,,g 

육으3ζ 앙갱 1 껴 나71는 것을 욕요호 었다 1이 

쳐 3 사 선N유영Aγ 에는전샤씨써흐 개얻용으호인얘 잉가 응악야의 노얘 

가λ써 굉굿신인다운정조 1양양응추가끽깨 되었는 ~， ll) <>] λ 기는응익구갱의 기 

호다고 항 수 앙눈 여등 약끼k 용악 조생 등옹 보다 체제걱으표가으낀 수 있게 하 

였다12)"찌악으cè 욱끼히j-:iit영시기에는소야R가 국이~~"I쩌이 전]샤옥이 r 

욱얀_"h ， ，이수야"써 써J r애둥까'"직영파」표 l써고센 응악응 f에능시j에 

쪼항시켜 r。‘응혀녕~j--시，<하였다1“ 예응''''1--'응아응 "극신인다운갱죠을 순킹하아 

극얀응익얘 이바지하는 것에 욕표둥 투었고~，") 7Hl'~， 악기지도 응억강상 응악아 

ε 읍"<샤 1Jzj-호견」 의서강가지도증을동 F욕 타교파.9.，의 판계를 연예 b 었나 

특-"1 이 사가의 갱각훈언에 있<>\Al 애인한 ;생각，용{l:I!f<t.<δ e.JtO);f.fi'!)J이 요구 

5써，산영 잊 국&에 。1용 훌 수 있자 하는 교육융 정힘-.'U!.서 전갱λ 기에 용요 

한 .ii!4응 응걱닛에까지 확껴 하끼 띄었닥 에웅피}응S껴l셔느 션껴으호 인얘 늠''''여↑ 

잉어 국에갱셔가 긴끽「한상@욕에서 이앵기약징수용;의 동~")j응 정확히써 앙세 

하-1Þ-， 산업에 있어서 용경운영의 진l.!Vt 용싱인서 강에 띠}라 기계소치의 이쟁윤 

E까해 위영예앙애도 도응이 되는 F련이 요구되었냐 j씨 또양 기존의 r도4이>'Hi

아시j융냉을 양용식 응멍'" 인 r하''-h헤sι。\-""표 3세었다 

당시의 조선의 ~.웅교유 예짝용응 보언 19)2년 연꺼 안 영당 æ5영으호 ζ>%에 

X 냐지 양옹것이 이후그위짝융(뜨꾸준히중가하여 194，년에는만명당&5'.'명 

2s. 47 꺼‘까지 증가아었다'" 이역한 헤아F융의 웅?는 조션총옥?이 응악교옥~ 

… ’!l-1I!1'111f(1잇;ι 7&-790<, 
'"소익l 잉 7 요수ε씨자얘얘%‘ ... 째g<t(l"，)이용 ;하ι용싸수찌는강ε 

j’”약 "%<>1~Ji>2I ，;찌까뺑잉i세&풋으 써아2용 써수웰강S펙뺑 

.스 
'" 이아쨌1':~션초쩍언에;\"'얘기밍생 '2SlC!lUt1'f"'1II’ ιi總 251-'잉 
아응잉ξ 

'"중φa애서t 전끽S아생1"1-. >]4-"1-. 에%에농지 상영 외억'*'ζ용영엽A시냉μ쩌 

~ 는 굿인‘ E옥* 。써 "잉 생 예영와 함 이녁이'4"- ~얘껴잉다 
1씨 ',lIil#-’”‘6'.'f!llo(l9'll), 1석 
'"국앤"'''1눠의 욕l는i\Jli:J!l슨이”‘1)， 2~_껴@야 %’‘1NI%용ξ은찌^'웅응양즈 

~-';'" 애능%써 R수i앙에 tψ'1'E i\liimf1-쩌우"'‘ .%, 쨌응 ,,.‘'0 얘놓4R 
’ 는 없’1I1~<:l‘“9'14)， 51<>;-옴 ξ￡ 

씨 ’잉:ll;LlI!\H6"-;η'rt/liWlþ，"!l'l: IIH1’‘1). 7-옥 



"잉 g용웅잉g의 ~= 옹 앤조앤 써용익 우용 ••? 

i객에 외얘 영용이 수용한 장기악 서양냉씌에 이용이 서'*'"얘식 여f쿄 교을융 용해 

서 얘가 거륭필수욕 쌍씨 응샤i얘융 계찌찍드오 보긍g애 이!i4 .)it.써용 용한 서양 

응.Ç/<>l 죠선에 보급 갱직f띄었단고 잉 수 있다 

이상으도 찍부형 조션교유영용 중싱으호 한 각 λ1'1명 "'" 응악교혹의 흑정 찌 

대해 간안히 강야보양r에 냐g“즌 갱?}， 응악교유의 실에와 그 교옥어 각갱찍으→a 

딴여한 연용인 교잉등파 그 황용에 대얘 짱 용으로써 영용인 쿄염의 안농에 근대 

ιε신의 서양응악꺼악 수 .. 에 있어 어어한 역앙용 에S는시 고창한다 

3 일본인 중동읍악교원과 그들의 활동 

온 씌 애서는 충등;i!-유기안 중 λ 영 ~.쿄융종성으표 일용인 응ç~.iit윈의 성체응 알 

야보고 당시의 조션의 장가 용~~옥은 어여한 상영에 놓였는세 영용인 교핀응& 

5ξ션의 장가? 응악고!육융 이엉개 인석하였는시 그혀고 갱 t 음악교유윤 어영께 깨 

션에 Ý""，는X 에 대얘 깅증격으호 상3져보갱'1. 

당샤 샤빙익i띄 응악쿄원의 싱처에 대해섹슨사잉야교 인링( 톨냉 웅해셔 에}각 

영수 g 다 표한 칭c7l교육의 신써애예어서는i선초농교육연R희 ”가 '!t간한E유 

장끼 '<엉의 교유연귀이N>o).jltfrι :I"JJ'~) 증 강새 응익)요올-"1 강연 딩 가λ"'， 경성 

사영학교응악쿄유연구에에서 연잔한 r초용'f7\(ÎIJ용 'M<M얘셜서~，앙 1935-1939), 

경성샤냉여~ 교유영딩 이갱F이죠十 •• 二.， 요-^þ}왜#i*j!I')와 경정예 써엉따 

1기 죠선언4 잉S안외 써한 혀얻‘. iW>1‘ 오잉엉 ιX이 1δ얻 칭￡ 

.. 죠션장1연큐억b 경'#)\'1<1"'09앤성경잊 그욕져요의 1얘’1 희낀이 애어소칙에잉 
이 조션생언f찍의 써양 킹성J얘@외 R씨 X 씌 ζι아 연궁 P갱R씨 n~q. 

'" 았의 E썽 •• 얘깨~，'↑1925-1911 *， 조션용오염"''17) ':!-{]안 갱'4"_ 교얘 
꺼씩요1오:~'1M :ii'.J\-~'iI에 ι$ 것에 "다"신의요씩핸óffi"'l'-flIiffiIJ'~ 1%8 
‘i갱쩌 1뺑ι영i루디엉Z에‘어 '"'년6임끼시 "‘’ν，.긴의었이 싸”“어는 
Iιi응g용연구-Wf"잉교육연셔흐개생직에그와 ,‘ '<샌 01잉재iι.jlt'ff’”υi안 
f쳐R애，~섭씨 앤6까끼 P잉뼈<f{'!IIl>'f<IIJ 1911년 l영호 W. ':!<l'I
‘'"영씹껴 '"잉 j앵 Hl:<:끼 ι염 ‘~ll끼어 깅응에 뺨"션 1뼈아 그빼 
용 논성 연;-r， '"쩌써 iι익 잉써 용δg 예’‘써1ff1\:，(l93ú\:l 2-!1), 1~-13~. 



... 응않익"얘 

쿄 표유였언 안노(1;‘ ;T;，，' 에 의해 연*깅 r스U세응악tJl!으1"씨유%잊였)“19끼의 연 

산F인，，]s.t 그 애용응 용얘셔 엿응 수 있다 

。)등 자요흘 동해셔 삭인지 조선의 {ψh 응악쿄유의 실예약 잉얻얀 유악ii!'윈등 

의 'l!-7!, 응악쿄.-l\-A 아년안 용웅이 조선의 서양응악의 수용에 있어 어떠한 역할응 

'1쩌는치 고창한다 

Il 샤엽약~ 내 영온인 응익j-.ii!.원 

영용에는 중~'ò'Æ-원응 양성".)-l는고퉁 }녕하고아 촌재 었던 것에 안해 식인지 호선 

에는 고용‘}영회[Æ가 응재자지 잉양A언 안개표 증둥교연 대-'j'-!!서즌 영옹인 교깐으로 

총강야}재 '1능 용잉용응 겪어야 댔다 앙'1 ι선어 는 r중풍j고원위학잉저드니와 r사 

링ò}ji!.유엔각교원X 갱제도J f농잉교원%엉쳐 xJ !iC 안해 중웅고1원 잉우응 양생 한 

수잉。찌~>2D) 응악짜용연여 셔는이회여 4천운악교응야파용영생이 사업 고풍보 

용이약피 용악교원이 의는 j녀에 주。1졌용 얻 관F공'l:l ~6퉁응이쿄왼 "추운ι 일ε 

인교원이잉다 

식인시 조선의 한당영 ξ용교응기산κ”서 일e인 교원이 ’악융 'â-'1S}:었는에 충 

풍"s;!유'1판 중사영악교의 응?바유이 이치는 찌닝t까는 강윤 중등ji!-용기관이었연 

고웅5ι§악쿄(웅여피 고퉁"퉁여짝피고용여억tii!).~-다겼다 의냐하연 샤냉이~>!는 

jô.응E원양성을 옥R호 야고 "고 사당여f쿄어μ1 응익교옥응 딩옹 악잉등옹 후에 초 

용교앙으호서 강가 응악파역융 당안f하게 와는」네 이응 찍얘을이 사엉찍f교에서 영 뜨 

용의r.)it-유은 초용응악j;!.욕에 까지 직정 칙인 영양융 ηl쳤기 때푼이다 

이서 양샤 샤냉약~""il. 우연악교 iε함)에는 어띠한 응악쿄년이 존찌 하였는2써 대 

얘서 당사 λl빙야~ 판연해 양수 7!-'i'아 대표직인 앤전자<1:인 rf，(잉0.il:Mii1i‘，. 

2이 종용%에당없 안용얘 」옹%씩아승짧연경ν째 져아고 ‘l는얘 중에셔 
i 티 % 션성 6에 강악원 자윤야.;，2 ;;:.엉 ."f"il,c- ，ζ징이떠 중*"'~:기어꺼 g우"’ i순찌도 

。1다 그이'"ε션 얘 기쐐5 수격 l용영악쿄우익잉얘."'l-=~O，Mj"，， "J-1'"등3 잉’~"'
F얘ι뺑소경썩얘얀애아뺑냥i깅써얘야센 이싹@써g이중응， 
씨。) 연수잉i각 



잉응인 g웅웅잇R잉의!용으.;2 8 2~즈인입 셔깅g익수용 ” 

~ÐJ Ji:1i'i二γι”ι3) ， rJi\1\!i C iJjiß~~'tt@!!!J(19영)， '1다요Ji(.!;&‘， .. 명 fj1-'~ú (19，‘;)을 

웅얘서 살펴ι언L 고이에'Hil응웅) 이시기외Üilll :l-) 이가R씨(죠+Jii.↑1三 ν) 오 

오.1l\{;k잉~zM) 요λ 자~>증"‘) 。、~(송6 :li lli) 。아지">응 ea'η) 나가오" • ., 샤오.(lt!l0:I::I)동아 용야응 당잉했언 것응 앙 수 있었다 

그 중 고，*꺼[ 이가각시 오오바의 이역에 대씌써 간씬히 획써해 보연 고아애 

(1867-)9。 는 효고현(4~l!f')출신으로 도펴응악앙쿄 전수우릉 종영 한 후 도토 

이정 ~")성상사엉억고 도냉부(!ll:\\J(f) 성상'1잉학교 .>il인응 거쳐 1’D년 내~ 

찌국갱우찍 호앵으호 한정 A 영 감I 응악교윈으호 오제 띄었이} 그 후 고。1때는 악 

부여서 연산하 강가잉긴 r용JfI;J:'ffOll;jl;‘ .. • •• “1910)애도 강여를 하었나g 

。 7t~tÀ1(J잉3-1940)~"는 。짜가다현Úllflß} 중)신으포 ，)마가，"M'νwl강교을 증 

언 힌 후 샤엠야교 증’'}.>il 고퉁여학교응악파 교원연혀-"1f.s.. 추득 야".71니헛 샤영 

학교 교유으용용치에 t 192 녕 조션응 간너와 정성. 애고1응보통카교 깅 샤영여{ 

교에시 응악교원료 m.착였다 1’삐년에는 썽엽용악왼응 성잉찌1여 야왕"녁으!푸 

창악역셰l 갱기증학교 경옥강혁교응악촉턱강사포도용웅히웠다 

오오，*1886- 미성"1"41는 야아카다현 S싱으3. 육문E악예응 기척 도교응악얘교 용 

"l<~).<o 융경 i웅) 얀7'''i--l등흔‘r싸였[ι 。〕후 도요3I3o)(:!!':ε"-~옷)상상소악교 히i 

시"l<.xe; 여혁교 오λH씨에이치에이신(ι.잉→잉J<).i.l농소앙파1앤올거셔 1921년 

에 Z선으포 건L써 정성공겁고등어야ciit 응앙교구g 앙S하였다 그 후 이"역 댄문 

학쿄에셔도교연을앙았다 

양시 일용이 셔 증ε→응야쿄윈이 '1기 위해서는 ’@ 도교용약찍교시영파 용끽졸 

업 @중퉁응-"---J-.>il'잉경정시영인격 '"도표이、，.풍사엉예;li!-종업j 등의 엉엉이 있었 

는데 그충 앙사 전운응야~.훈응 용에 많ξ {}"-t.il!원 { 많은 선훈용악기흔 얘웅얀 

'" ’*)j(ß'!:!~_.!t &f\I!iê l'!l+<t:t!!l iil 이←'f ，-'’‘;옷'l't;:-lit lII*iF，1우썩"sY 응엉 ’ 
경잉 ?엉X 잉이에 기잉진 추웃음 y，*얘나 

‘” ’싸‘ 9잉1， lO---2'껴 
“) 이가쐐 이혀에 \'14'1 는 Ü#~l&(2O;‘이 ]"，，~.액 의기앙 

씨요에이잉야 여 ‘r에 l간6녁양냥0;11."…ιm의써l옆에'1%에 8 

" 야얻 '1i!!I1!!'!!1ff llJlr‘ÞrlHI~ .. 11.. (1921-193814 ’았;1J;T-'I/.찌fjJI!i!þ--I!!J(l써 w 
웃매 의거하었q. 



". 용~잉 ~I""~ 

도~응익얘쿄 시영파아 용꾀운 응약교원 %얘기갚으호써의 은 역용을 딩녕하었다 

상기의 일용얀 융악교원 중도꿇악없 을얀쐐 원 자오는고。1데 오오야 

요λ 자~l-"J1:~， 5'.jj!응익찍f쿄 용산X 딩，，' 소선에서 중동웅의1원으효 g용 함 으료 

써 도ß유'<>..J-~:m의 영양려이 εζ서에까지 이사는 경~를 :래해3다 

그인미 이등의 i성에서의 용웅응 그등;、L싱어꺼 아어”상} 에킥트른 가지고 3 었융 

η? 그샤찌칙 대우에 예쩌 장시 -t!"'펴보 '，'V') 영 촌인 ~，원응 한양'l!~ 01션부터 외 

극인옥"tii!.'잉￡호씨 다상한 대우용 보갱 영"q，’“ 특'''1. 한영명한 이후의 대우용 

보연 이션의 강공영학쿄의 영용인 ~，연응 용리"옹엉 가 아냥 I경라*"응 양았는 

떼끼 한힐영양 이후 순수얀 환리가 되었나iφ 흐동교원 훈도，"잉:)~ 싼영팬 .ft 

'ê)~ 중풍교원 교!1-(t.!:ii:)는고퉁!인;&s'fR)'인 주영，W'또는양앙(~ft)의 판려 

직쩍응 앙았다 그러l 양리2인쩍샤 엔쩌 용용(1=11')이의애 재근7냉{.Jl'lItuJl'I흑션 

과 응긍 .. , 빚 씩옹요~t^J-'넌(1l.flfll'll’‘"의 특전 g 방응 수 있었다"' 또한 숫 

사효(frì~1야)의 치급파 여야 OMtl웅 규정에 의해 수딩윤 양윤 수 었었는이1이 이허 

얀잉용인교옷}을의 "장은 완효초써의 지연 획특파 일용보냐융기가저영쟁연조 

'"조~"꺼 R용정잉용인.，예 상한연구호은!i[!/!I!!J:WW)， ftltrll ‘@ 잉4에200')， <1-"' 
‘뼈 씨8ι(20:><)，*쩌"C=lW 양 

" 띤양 'M닝 에영 재 19:>'호약 에영 세m호에 서에 의극까ι~ ;ι엉잉 셰i혜 {생엉석 조치 

가 νe‘성 0' 
끼 인허 영 ’ 조치효 얀쩌 구，-hif'll빽 &'ll잉 연용인 'MJ.,g, i'!이 "호세 귀긋후의 4엉파구 

한R예서찌에 강?앤，안으흐셔계슨이에'"것§갱생까 그이1 구염"，.，?-이 영 
영애 써셔오인용극생 얘우가 "상 5 엉다 '%잉 j냈 Z싣자 t오생@에 의영〉이55$. 

'"g1'i'IMi'ò1'<:<얘，" 깨얘익에@녕 1잉 l양허 시@ 그 이용옹 호연 영ε인 i생) 우항 
에 얘 얻 얘 이갱에 안안에 " 경우에는 그 쳐찌용수강요 종'i/(!H"!r;)，，<l-，，- &::1<1. 

갱) 1911연 ]에 H인 써영셰 2U에으쩌 조션공영"용"'~’가갱생 ‘]조에 .. 싱 ，되8 
‘jJ， .nE'양잉 ~ 1>'<1-:><~'에 조경익 웅영 lI.%'l-N R인은 *히여우가 앤 8허가 '*용 암 
수았아 ::t~'Ii"'l'<lIJ1!“얘+!B)， 7"". 

"' 얘근뺏용 호연 1906\1 'Mι‘~~v.wl>>，(이영 ‘1="’ j씨 ' .. ‘’…t “‘ 
;l:1';J.Il1!lÍl'셰영 꺼 ，7~J에 외하연 .쨌 ?용 용용의 l엔이 ‘。'N. 1'1:ι연 ?연 1양 
외 8 아내호.'"영수있아끄얘잉이 j양옹 .... 'J! l'i~쨌죠써 3연。써 

〉잉끽 앤"끼쩌끽 써믿애 ，~'l &1딩의 .，얻앙것으ζ j깨!의 ‘~WI1.s"llt서 얘 i 겨산 
응영얻τl 

1시 써앤 1임 즈션써영 저tt 'mf;ff:;;2!!!ξj에 얘 여야쩌 ‘§잉잔빼지 그지외에 
외에 @연써 "생 i $\li<.-융 앙융 수 @ 였에 ::1"'-" …” 녕 '"임 조션용싹경 세m호 ' •• 
fflft"""“1'1，애써응J응 t깐’아영얘여안얘]‘저g에었 0' ‘>lf;l'f.I'Jllf>'ι (j\IS'J. ;;! 

“ E 외 '*'I-，，2S-Z8ε 



잉용인용용융잉"의%엄흔염쩔익 Ájml약 9용 •" 

션에서의 양는 디"한 수당은 그등얘게 킹’l직으，. 。 익이 있이 」요원용용에 있야 

하나의 찌예드료 작용 5 었다고도 보여 친다 

이상= λ〕영~ill외 교원등의 λ 헤를 살여~았:e->11， ~으호 사엉정쿄 응악:2 

원의 융동용 중싱으" 용 식인지 조션의 양가 응악교육의 선애아 잊용인 쿄핀의 항 

동ξ로 용 강가 옹악교육의 깨션 sιq얘 대애 상1얘용4. 

2) 식인지 죠션의 장가1 옹악쿄육의 성태와 연본얀 교원의 깨션오색 

식인지 조선의 상가，응악교육옹 어떠한써i에 치해셨는시 그성얘에 대애 ’:ε 

션의 교육연구.， (조션초중교유 얻구3여연'" ’'~7b(경성사영찍교응çM!-구피연) 

f싣찌응여요의“죠+영에三ιl 동;<lJl， 'l<i!>중g 의 연인w 아 그내용응흉얘 양수 

았다'" 

조션의 사엄악쿄~ 경성사업학교에서의 교유개 선 R써이 횡장하꺼 。l루어지는떼 

음에 경성 }영악쿄이써는 초등교육연구피응 두어 흐웅교명에깨 표샤교수영융 보긍 

하기 위안 강이 r조선의 교욕연구(혀@α);!:'/illflt) j흉 딴간 F껴 에찌적인 쿄욕영천 

에 힘성4. 장자 용약파 찬영얘서는 [f.'릉교용영구희4 요시자파7} 이용 응악쿄g연 

구부직서 장가 용-"-l".ii!응의성에쿄올지호인까새표~ .)i!'Í'"정용의개양에얘안내용 

융 용 양지에 게쩌함으로써 응악쿄육의 정칙인 양건에도 힘써았나3δ 

그 중 r죠성의 교싹연구j에 제져 원 안도의 I용악쿄올익 근용용거아 그 살찌JJl) 

의 긍응 통해 당시 %7}, -&악교용파 판연한 얘료사영끽 그 얘정 팩을 쩨시'H는 한 

샤예를 엿용 수 있다 그 내용옹 당사 교원을아 용얀교욕에 았어사 ,"" 가르지끼 

명등대고 여켰던 익-5'，..2수에 싼한 긍증 안도는 악보교수 。 전에 궈융 훈현시치는 

지우터 λ 직써야 한다고 푼치 얘견응 제λ빼다 그 앙영으오 '(j) 계영~gw，)， @ 

;1) "조성쇠 ii'''rtj-구J에 f초등，기" ，얘서는.' 성(lllll)% "':f,, 
l2) ':굉 Eκg쩌i1''''ltli\llJtl꺼 싱선 잉f?}' %각"，u잉 ,( 쓴 , ，빼。효그.，온 상 
가자와 갱까서i써 ."아끼잉 생 정까뼈에，.아야익 얘연응 용갱생 
껴 영경얻 강깨샤 있는 첫오후 구성 끽영아 깅껴션 에 1). 10lJ-1OZ"f . 

.\3) $'iliJ\'JI;, 'ii’‘ι.ι l1l*r~ 1i!ι jÇ"þ. ， 'lJI!I"'y，쩌lù(>KIò: lJI~!G!fltIHlflÕtI'). 19’~ 
9f‘~，증 



αι 응잉응약 ，~잉 

제영낭'"양 ~). @ 제영샤，*oi!l."~)， <D 계명융 션융-5'. 써기 j순으로 꺼의 훈현응 충 
'tè'Õ"] 교수 한 후셔↑ 악보교수를 해야 한다고 ε셔 그 에영응 서씨하였다 이영제 안 

도는 당시 표샤가 장가쿄유윤 영에 있어서 난판으로 생각l갱언 익김피수에 "얘 천 

운가의 잉상으호재얀용 하였는-r11， 3(년대 당시의 강7l쿄욕은식밍이조션찌 창가 

용익교유이 보급잉 아후 노애를 푸으는 수영에 그겨는 것이 야니 } 안션응 모씩하 

고 3 는시가었다 1922녕 4영우j너 ”해년 3쉴까지는져 2차￡신교용영에 의한창 

가 、。악I얘이 이루이 겼는이l 교써셔 있어 이 샤기의 ，p앙 큰 특갱응 "용학교 수 

엽연안이 4년에서 ιj으표 는이닝에 여하 양은펙 쿄용연안파 용낄"씨 이는 예션공 

"ÕCKr영 .. 잉) 정책응 셜시 한 것이'l~이 이 샤기는 전갱 。 선의 샤기효 ’↓샤 음의f교 

옥에 있어시 영용욕유의 얀종문화의 이얘를 껴재3ε 잉용재얘의 션용파 이등의 .Ji(，용 

융 등히9 일용용익의 건성융 계획킹얘 용악파 사여성까의 잉끼즘 중시"'1"는 λk응 잉 

잊 를 가지고 있었다ι" 흑히 장가가'"에 잉 cρ「서느응악어 직안응 새영쩌R능 것응 옥 

표표 칙이 8악냉횡의 X 도증웅&샤하고 깅f상쩌(아옥의 연~， 특갱) 강작객(가사개 

까 응응앙잉 종양J익(타악I↓악의 연경) 전신꺼(신에서용과 유회화L 지샤끽(익~I 

익 이찌)지g응하g욕하고 아꼭"'l7Pl야유의꺼a제등학융양으호써 리드아경;;-J. 

노얘응 "으깨 짜고 써코드 강상i예H즉보(1II~)연습 악져의 끼초시 삭올 습득il]-:는 것 

용 중사야었아" 이허한 강가교육의 중요"따 w:께 예'"용] 악전 중 악보교수여 냥 

‘1응 당샤의 강기증 7]-;르지느 영강에 있는 ~:g.:ill.'완을헤세 실성꺼인 해경책윤 안도 

의 져얀응 농얘 즈F긍응 얘소 "았지 양았냐 생각엔4， 

또한 안도는 응악응 인격응 도야，g-]-:는유일한 꾀댁으오 보고용익~，，-.유의 중요성융 

강조야었는에 악보교수의 찌아아 Q 에도 장가교재해섯 ~재선얘ε 지도익 싱계 

농、i응양'.Jit싹ε] 생각 둥셰 대해 '2션의 교육연구J에 갱영 게껴정으효셔 ι션에 잊 

는 응악교욕융 성전혀드나g 전。1 양 수 있는 여허 가지 대안응 제시하였다 

’‘)‘'0응유 f 수잉연딴 i쩌샤연l'J'l- 'i'연찌찌연경S 어 대야.~'샤 ι 잉쿄얘 /까}의ι ，등 

"'.욕챔이얘산-l.''lól 얀V 의생썩히임해상싸겨{양렌아잉염등%써 
잉는 "조잉센익 구얻으 'f-ól 쩌g용공 히해 

'"“ .. (1씨 J25-121>'l-
*'아의긍 127-12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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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조최의 교육연구j콩 등애 갱" 유익교까의 운1얘갱틈이 찌시i 고 허 영인lt~!이 

R잭 야어 7){는 까갱에서 r조5꺼f71-，와 r신재응’，-"외j의 언산은 양시의 것 가 용 

악교육에 안어얻~원을이 가지고 잉던 운제정응 종w석으~제시하고 대영찬 정 

피F응요 인식항 수 었다 이 두 경피!--:'}은 당시 샤야는 급연하깨 응신허R는에도 용←f 

하고 7J-7 }, 옹각'，iil.유용 연하지 잉옹 것애 운찌의식융 가끼고 언ξ앙 장기링파 응 

악시얀떼 시내에 양는 장가교육， 잉정까 다른 조신의 갱서에 맞는 성깅혀인 장가 

:iit-용의 인요성옹 느끼고 언진한 것이 정성사녕쩍~ 응。]-jz-육연구회연찬의 r~，능 

강가j이고 즈ε응표육의 중요생융 "소하여 초퉁쿄유를 잉여지게 원 사언양교외 

교육이 우엿강다도 중요하다는 인식'f에 의해 사영악교에서 양 수 .는 응"이은 

서 정 용악쿄용영의 "에표써 당샤 λ}이~iili>t유에 의얘 영안 딩 것아 t신제 응악 

요인j이다 

득히 경성샤엠 야교 응익j-.il-옥연구회의 r초중상가j가 연안되기 。1천까지의 야교 

용교유에서 X얀 갱기넓은 딩용의 푼운성 장'1릉 그"， 옳까 것애 용]싸었다η 

그퍼 } 정생사갱이j-:;)! 응악교유연구퍼에서는 기종의 갱가교육의 한정옴 J생-0-)-01 

조션의 성성에 앙는 기자아 칙R응 i서의 정서릉 요영~ '6정 악용， 사설(!I'.:ltl 

동의 재효를 앙옹 〈김장갱“~'ltl'f))， (셔을W"lil iil!:))， (옛 수L 우여(íUlltk#.)) 

〈이이재('f.;!l옛1) 용의 양응 곡등유r"ξ용잉7b에 수'"ε}었다씨 그리고 조건얀 작 

곡가와'6j-Àl기F등의 강여로그을각 한글샤 } 갱?↑도각 'f년영호운포'1었다 또한 

조션의 아악 신S융 애l씩한 〈지장71(?-\l' nJl))J9J와 강온 곡i 수혹의1 :a4. 이영등 

죠션의 "은갱가-.i]!싹의 용져정응인식히어二l 혜경색으iι션의 정서를딩"'연 

m 에의션 i씬유우깅 , ;!， iliAj!~\I;va“““~il8~""~!!l>l:'"ι 잇이응 얘등에 얘 
가랜잉상 용오어익용의써뻐곡융앤<이 ;상앙얘어씨어그썩조선으 i써 
호 안 (ú 5Jiψ) ‘]],1>, (ε띠g 응외 옥아 [써 !양 직이 잉다 

3꺼)요써’조능잉'lb익잉앤지에 111'1'1" .해걱~{)(;t"'<')IIl!l)J ， 19}'\l 3~，"，(9)-1O 1 
lζ 에 i뼈다 ’갚씨I에 ι~1l조션의 i엔 ‘ g웅 견응힌성i얘얀애 피 써아뺑이 

@깅 생에씩에서는뺑ι11<J<>N:장굿 
?기 ul'!.'fo， ν써g휴 ’ *132"1< ζ 녕외% ι응”에성얘ii션고에@아*'혀 
앉 아써 샤용얘까1 션 g 얘잉 에f씨~llWæ.!l;;l"，!j!우!ll，.9:.l-9t<>:-) 야 <익 ~w. 

8생응잉시 "'{!인 8여기오염G용!쩌 (용성뼈 ’양，야 영i썽 그씨@난갱외 

(용9찌)는~사으드외 1"씨응싼.이융혀를에@ 온셔t"안에)익 영오ι1약잉 i 에는쩍껴 잉어 

잉으4 야 우용4 얘한 1잔'1 명"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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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정 I초f캉7f，는 냥시 정성사정학교 용양'ii(-유인 a시자와4이 용。1 았있7 에 기능 

하게 외었다 

다유으흑 이써응니 8 의 j의 ，가 영씨'1 그 내8애 대해 알아iι연 온사는 정성 

사영학쿄 교유었던 。 1각시Cli+l;:;t~드에 약 "λ까9l-{õ'ii*j!f) 정생여샤‘}엉，，~ 

교유였언안도t$'õEJifé)에 2 해 1937녕에 얻강;었는데섹i 저차등은용셔서F 

에응악운학의 헬껴은사영교육에있다는중요성융 인샤~-"용X치개 "λ냉교욕 

에 이응 용익에온서야 교iι서 경 창고시로서 충견'lc~아고 그 취지릅 '1융하였다 초 

중R에융 갱어지게 될 ~.원양껑에 용 인요정 것응 이S과 그 이흔응 징당에}기1허한 

교욕영얀예 r선처응익요의j는그 1싹양잉의중요성에각앤에여그용악iit.용까완 

현한 이흔격 언파 쿄유냉 g적 1덩응 얘견하기외얘 층완하개 되었다R 히'"다 

당샤 조션에세 λ냉하R 있는 7존의 응야연련 이흔서는이"1 인Sι”서 을안 잉 

~λ1가 그애호조성에 유입되어 ι신총욕양에 인가양。↑시~.외R 잉었다‘” 이런 

생황에서 r신셰 유각요의j의 ‘i‘fε 장기 간 조션애서 음악ii(용응 잉"''' 상언 이가 

리자 요시자약 앙도에 의해 증용 쉰 지으후 죠션의 응~t:쿄육현장응 개상 간 양~ 

있인 이을ε 당샤의 음힌교육정책에 맞최셔 응.ÇJ<>l흔이등 제공야1에 원 것이다갱 

r신i 융악요의j의 구성을 보언 크게 3연으로 니뉘어셔 깨1연에는 악션응 제2원 

에는 용악사야 응익%식융 찌 연에는 응익교수왼흔(응악R욕의 근세 응야교욕의 

옷격 응약1용의 "영 쿄쩌의 연구 지도영의 연구 타õJ!~'t.서약의 앙쳐 교수자의 

수생으호 "1 <>1. 응?에흔서와응'0교유교수액의 내용으요구정오 었내 교유엉에 판 

해 그내용응 !I '<1. 상시응용악의 연우효보고.~7H늠。냉의 옵악씌 "1입놓도야 

히연대에 은층훈S]4는 인식융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칭가J해융 웅i써 응。f표유 

‘이 19'" ')!(ij(fr!l!!>Y<-Il'.. M;이，~ '~!lI!!.!HrU<!o\JlIt:'!I‘.IIll..(19$>-l\M， 얘 익하얀 요씨얘 

는 ”’‘i 오죠응익ιl 사딩에샘 ，ε영 .f .. 190<)닝쩌 깅에잉야써 교양 상잉이 
41) l'써 써양더 'm년 ?혜씨 염용역，써 인가 ?응없연 ~j;~ '!Il!ll!!.쩌，"， 

(1927). m-I2%;~， 써 lOWI-'119.써 9영쩌 얀딩응응해전ι'1" '야’fl'll''I'll 
1'1.( 1써-공 193'''''<>>1'1-터 ”써 〉‘찌 얀가 딩응잉생-，'>'K' r씨fl>1J-'l!W-">， 
(씨H쪽용삭ζ … 이용 상4오 '"，{l~꺼 ')1-'"’“ ι ι'"와 ’i신아 j 욕영R’‘%쩌잉j에 잉사 죠잉익 옹 
아i욕의 갱니가 용꺼 ‘ .. ‘a‘응에‘4전을으영년하<llCl 이:익 진현 7씨%에 얘4에는 
깅지건 ∞ "써응 #"'-. 



잉는인 ~웅인쿄8의 l흔엎 ;슨 은딴잉의 시잉응 익 수용 μi 

δ 까지 이이”도흑강경하게 얘야션냐고 설영i 껴 경국 장까피욱의 갱당성응 주강 

하겼다 응악1유얘 있어서는 L얘ενL 등" 연수하7)， 갱각아기의 f요성용 주장S 

고 흑이 :ι애하시와 는기는 S씩F영양의 기용'i'성씨냐고 저자등ε 생킥셔었는1ι” 

이를걱 잉'1응 닝시의 장가 용익r:i!-욕정퍼응 장 '!}<깅「아고 었다 

서자을응 음악교유에 있아서 악기영갱 : 기웅격안 응악 ” 상식을 정 익칙개 얄 
영요가 있냐고 주강끽F는데 득끽 ，>이응이 갱하기 4-Hè 악기영갱으흐 인옹아응 고 
ζ λνfð};ιl λF↑앤 :→융 iε선언은 가에암 거운고 양당 얀L 얘 낱 응융 냐}연하 

며 아E 익 수중에 앗고 。씨등아 징하기 쉬운 것으호 응익파의 환깨융 싸성히"" 

정찍하고 유g‘순 응.'>]-상식응 1>(-유해I"ì<안싸고 주영하였다씨 잉온 것안융 고겁하지 

않고 ., 등아 김해 있; 상잉에 잊혀 ~꺼을 얘야 할 핑요가 있어k고 인삭 한 것에 

예해서는 얀상거。'1"'1만 .，욕장 7 용요건인g서 중요정 것응 엉성국양호사 연요 
한 〈가Ip]7t요 ""에"응 '1훗하;일 강가잉의 니용올쏘양잉야 앙1다고 iν; 이 

미 iελ↑송특」익까인끼한 lι든강가집에표항3 어 잉 f 익식장7}와욱잉잉?써1 대하 

여 그 중요씨" 나이 한 언 7J""，ι."8H는 R양이 ‘었다 

초t쿄욱의 중요싱윤 인삭하여 그초궁E유윤 잉어지L에 'f! 샤엉찍교교육익 중요 

성응 {언제g 명성'" ’선에응악k의h의 저자응응 용λ，. 용히써 조션의 응악교육에 

있어 서양응.~t야 。 은의 갱용(표. 이어는것용 그E 고 영가쿄육의 갱앙싱응교유 

~.윤 용히여 인식시켰냐 조션의 서양유악의 f용에 었어셔 잉가교육을 응한 우 

트는 하냐의 용응으ξ 자꾀 장고 있나 조선총욕부는은대 교옥의 상깅인 장가~.유 

융 도잉"')<tl， 앙시의 교유세도애 잇개 실시하고 있었는:<-1]， 그깃을 설앵힌 것」나E 등 

영향녁용 끼친 것이 샤엠"t.iJl.애 { 용의f응 앙앙생연 안5잉 옹악.~원이었" 인6인 

g각교원은조언응옥훈의 교욕정찌에 있어서 끽성시인 안여는 업등었j끼만7 쿄육 

성얘에 "어서는 그 내용~ 갱도학4 갱，þo유응 갱능녕냐 "，].1눈 힐웅에 잉어서는 x 
과객。1었디h 

득혀 조션의 고뻐쟁강애서 장기간에 건쳐 응야.iJl.당에 엉써옹 이기뭐씨 요λ까 

‘j)ii+앤퍼 fiil.' l'jtJ'iif' 끼 잉:H>l>l 
”에이'l. !l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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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안도셔 강윤시영악교 ~.유는 조션총옥부의 ~유정뼈에 의혜 경정원 캉?μl-&웅 

조션인예 상τ 교유올하기위안내용야교육앙엄응 장래애초등교원이 경샤녕학 

교짝/영응 대상으혹 한 I신깨응익요의」모재을 옹하여 오끽 하었다 당λ.1 ， ~선에서 

시냉되었던 기종의 이용이는 이야 영옹애 셔 을안 딩 것융 그예g ‘선에서 λ냥었 

다는 것응 생각하연 이증에 의한 용일아흔서는조서어서 보다 설아역응 가지고 존 

얘강융 보이 준 것이 아」었나 잉킥「쩌 은다 

5 맺는말 

온 연구는 근냐 i신여 녁 서양응악이 강7}， 옹익교육융 통해 수용의있다는 통흔 

，>에 당시 장기U; 악쿄유에 깨션 양전응 오색 었딩사영 ~-r:교 영온인 교원을응 증싱 

으오 그 활용응 안정 q 호 그응"1 Sit~‘1ι웅으표 인해 조선에 셔양응약써 전이 되는 

실얘을 ，>익아었다 

조선이 긍대식 교앙을 λ ι'" 。 쭈 웅 6앤에 경친 E유깨정 즉석셔써 주;iè :'r，.;애용 

증싱으표 하는 78-7}쿄유와 노해씨 영씨 익싸 잉영 용익써온 웅 I암잭얀 응약교유 

응근내식 교육에 도잉의었나 근애삭 응익~""i!.'육온 ]’”’J 한일영한。후 조션양흩 
부의 응악쿄유정책에 의얘 영온이 f용한f 갱:7}1-} 서양응악응 ~교교유응 동에샤 체 

제써으-" • .'!급합으~시 조션의 서잉Ff，.일L이 갱~ι 었다 

그려나 조션에는 싼공업응악교원을 앙정'tJ-;三 기관이 앙었던 판제호 P영링응악 

교원 대우강은 인온인 교원이었다 잉온인 ~.원응 한인영양 이건푸이 외국인~~’쿄 

원으cè서 C앙산 대우을 .，.장 영았τ에 직앙은 안리5ζ 용긍온 용용 이외에도 /냉 

피} 씌은 . .fl)와S년의 득전 풍의 보칭으표 인얘 조신에꺼의 ~잉용용은 좋은 죠션에서 

샤끽}이었t::}. 

득히 서인지 쪼선애서 용ε안 인용인 응야교원 증 웅의f보긍에 가앙 큰 영양응 

이친 시영 ~fSit 교원능에서 @켜 ".~는애 그 중 정상샤경이f교에서는 r조 딩의 교유연 

구j 를 양긴"고 c 3':;‘，'-t';가j융 영얀압으호 당사의 교육이 처에았는 운찌정용 션재 

Æ유익 지도안파 새E운 교수킹풍각 재앙사 간응 응〈양교옥이 양잔에 잉요한 해경 



잉8인 ~용약꽤의 ‘흥=> 근M앤 서>/g<-t 수용 α1 

잉안유 요색하논애 잉쪼아었'1 그리고 당시 죠잉의 ~악쿄육에 송‘}정 사영1상교 

교연을에 의에 ’신재 융악요의J가 연장씨었늠대 이는 초등교인 iν'l!~ -p'-lf.>'. $]-: 

ιl영학교의 중요성을인식하j 조션살갱에 잊는용-~서등에당히는것을옥써으으응 

하였다 

이능 양웅응용 잉용인 응섹j-iit원 을이 닝시익 성까 응익쿄욕의 .~재정윤 인식하고 

그운제정응 2ε션의 성갱에 탓에 싱걸씌으로애걷히는꺼 호성e 맞였다고용수있 

아 이러메사에는근대죠션에서서"J'，'V'-l-의 융 L션이 'Ill예 있。 셔 지긍끼}샤 영 

호 논의의 대상으호 보시 않았인 잉용。!의 횡동으'-. i;C 그등의 역e응 앙샤 유각교유 

용흥힌 셔양응악의 친딩자，， __ J--등익 영양역응 조션의 유악1육에" 어 지대영다I 

용수잉<f. 

이상으"' 당시의 4선총폭우의 ~욕갱팩 승에서 그 역양을 당당얘 았언 일용안 

~원등의 용웅* 익엔W.>>3.써 당λ껴 응익냥등의 과정을 조금 디 디양언 λ14으호 

으 수 있있다고 생각 원4 일용을 정감헤셔 옹 서양응익의 수용 .. 즉-'<1얘서 임본인 

~씨의 교육앙6응 식인"1 i'B크 특수)성을 가친 조션의 서잉냉악 수용의 힌 난얻으오 

끽연지 당시익 이r 강오기와 경연‘ 어 형성깅 응야운"의 에나로 융 수 있다 잊온 

에서 등여연 일용희정 -i'''<끽연가아 상갱인 양샤 옹익교ξ% 당시 요구도 여엔 6익딴 

회‘a 인용잉교원을에의해 그응악앙{찌 똥싱히 설앵"이~!개 서양응약1셰덤 

구축'ðh는이 인죠하게 되는 건)'}'를 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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