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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70년  말과 80년  초, 정치적 사건 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경향도 변화를 맞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국악계도 국악 발전을 위한 특별한 방책 없이 중화를 위한 공연들이 양적으로 팽창되었다.

이글은 필자의 국악 중화작업과 그 작품에 한 일종의 회고라 할 수 있으며, 70년  작업을 

‘국악보급’ 차원에서 되돌아보고 80년  작업을 ‘국악 중화’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하 다. 

필자를 중심으로 한 이 시기의 국악 중화 작업은 국악의 새로운 역을 개척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작업으로, 국악의 보급화와 창작을 통한 예술화를 동시에 지향해 왔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국악 중화 문제에 관한 논의는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국악계는 공연의 양적인 팽창에 비해 음악계에 비전과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악 중화는 음악적 내용에 관계없이 오늘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악의 중

화 논의는 당위적 시도 차원을 넘어선 가치적 모색의 차원으로 계속되어야 하겠다. 지금은 중화

의 방법론의 논쟁에서 벗어나 ‘어떤 중화’가 바람직한 것인지의 방향성에 접근하여 지나온 시기

에 한 반성적 점검과 더불어 진정한 가치를 되찾아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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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김 동, 1970․80년  국악 중화, 국악 보급

1. 머리말

1970년 와 80년 의 국악 중화에 한 자료조사를 해보니 필자의 작업과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필자의 다양한 작업을 기술

하려하니 자칫 두려움이 앞선다. 지난 70년 를 회고하면 현재 국악의 중화는 

양적으로 많이 팽창하 고 다양한 연주와 공연들이 펼쳐지고 있다. 전국에 퓨전 

국악팀이 300여개가 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악의 중화는 겉으로 보기

에는 화려하기 그지없다. 현재의 국악 중화는 음악적 내용에 관계없이 오늘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기실 이런 현상에 한 학술토론회도 열렸었지만 뚜렷

한 해결책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필자가 해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글은 필자의 국악 중화작업과 그 작품에 한 일종의 회고이다. 각 시 의 

음악들은 그 시 의 산물이다. 그런데 70년  말과 80년  초에 급변한 것은 

정치적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 경향도 변화를 맞고 있었다. 일례로 70

년  흑백TV에서 80년의 컬러TV의 전환은 방송의 힘이 커지는 역할을 하는 계

기가 되었다. 따라서 국악계도 국악의 발전을 시키기 위한 방책이 없이 공연들

이 양적으로 팽창되었다. 모든 분야가 지나간 시 를 정리할 틈도 없이 우리의 

정서들을 너무 많이 놓쳐버리게 되었다.

필자는 70년  작업을 ‘국악보급’이라는 차원에서 되돌아보고 80년  작업을 

‘국악 중화’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2. 70년대 문화현상

1) 국악계 현황

1970년  초부터 70년  말까지 국악의 중성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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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립국악원이 지금과 같은 독립적인 공간에 있지 않았고 장충동 국립극장

에 더부살이 하던 때 다. 당연히 국악공연이나 활동의 공간은 다양할 수도 없고, 

넓을 수도 없었다. 주로 국립국악원 공연은 소극장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립국악원

이 자체 기획하는 공연 레퍼토리도 전통음악 위주의 매년 거의 비슷한 공연이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75년 가을, 우리 전통음악과 춤이 유럽 등지의 해외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공연은 유럽 평론가들로부터 단한 예술적 평가를 

받았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전통음악에 한 새로운 시각이 생기며, 

좀 더 가까이 중에게 접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관심 밖으로 그야말로 외화내빈(外華内貧)이 따로 없었다.

다만, 전통음악 외에 신국악이라 해서 창작 작품이 여럿 나온 것이 그나마 창

작음악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60년  신국악 작품들의 현상공모를 통해 서울  국악과 출신 김용진의 작품

과 국립국악원 출신 이강덕 선생의 작품이 수상작이 되었다. 63년부터 69년까지 

신작들의 양상을 보면 서양음악 작곡자들의 작품과 국악 전공자들의 작품들이 

발표되었고, 74년과 75년도에도 신국악 작품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한 신작과 새로운 기법 즉, 작곡을 전공한 학생의 새로운 기법의 작곡 

등 두 가지 방향의 작품 성향이 이때 형성되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현상은 국악 창작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국악 창작에 활기를 주는 

듯 했으나, 실제 국악계 내부에서는 창작음악에 한 반응이 미미했다. 오히려 

국악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작품에 한 생경함에 비판들이 거셌다. 왜냐하

면 국악기가 갖고 있는 음정발음의 한계, 표현법 등의 한계와 지휘에 의한 음악

공연에 익숙하지 못한 점, 무엇보다 국악전통이 갖고 있는 표현 정서 등과 맞지 

않는 부분이 더욱 컸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논쟁거리가 되고 있으

며, 심지어 국립국악원에서는 전통음악을 재창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런 국악계 현황은 국내의 일반 중들에게 알려지는 기회가 되지 못했으며 

여전히 ‘국악의 보급’이라는 구호는 국립국악원의 과제 다. 국립 국악원에서 하

는 일반인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강습회와 공 방송 라디오에서 1시간정도 다루

는 국악프로그램이 국악 보급을 위한 행보의 전부 으니, 국악의 중화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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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여건이었다.

60년 를 거쳐 70년 에 들어서도 국악의 중보급은 구체적 실제가 없었다.

2) 1970년대초의 문화적 현상－청년문화

1970년  초 새로운 사회적 문화현상은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로 변(代辯)

되는 소위 ‘청년문화’의 출현이다. 학생을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청년문화’ 현

상은 기성문화에 항하는 성격을 지니며 새로운 바람이 되었다. 그러나 ‘청년

문화’가 가지는 부정적 단면도 있었다. 외래문화를 수용함에 있어 비판 없는 수

용과 소비지향적인 부분이 그것이었다. 특히 미국 문화의 무분별한 수용이 부정

적으로 부각되었다. 이런 현상에 응하는 모임도 많이 있었는데 그중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 화’모임에서 ‘시인과 작곡가’의 만남을 통한 좋은 노래 만들기 모

임이 표적인 예이다. 필자도 참여하게 되어 가사에 한 중요성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생각과 시선은 또 다른 반향을 만들었고, 학생이 중심

이 된 전통문화 찾기 운동의 단초가 되었다.

1970년 초에 ‘우리 것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서울  문리 에 탈춤반이 만들

어지면서, 70년  중후반에 걸쳐 전국 학에 점차 탈춤반이 만들어졌다. 이후 

농악반과 74년 연세 의 국악반이 만들어지며 활기를 띄었다. 학을 중심으로 

그 품을 키워간 우리 것 찾기 운동은 70년 를 거쳐 80년 까지 이어졌고, 전국

의 학에서는 탈춤 및 농악, 민요 배우기 등이 매우 성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 민족문화예술에 한 탐구와 아울러 문화 운동으로서의 저항성은 국악 전

공자들이나 연희 전공자들과는 관계없이 학의 한 문화로 자리 매김 되어져 지

금까지 그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필자는 음 에 입학했지만, 내면에 침전되어 있던 인문학적인 기질 상 문리 의 

탈춤반과 국악반의 공연을 결합하여 함께 작업 하곤 했다. 그 즈음 만났던 이들이 

후에 문화운동 1세 라 일컬어지는 김민기, 임진택, 채희완 등 이었다. 학시절 

선배 던 김지하의 모든 면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그의 예술에 한 열정, 

폭넓은 인문사회과학에 한 지식, 사회 현실에 한 통찰력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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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기가 필자의 예술관과 세계관을 새롭게 구축하는데 큰 자극이 되었음은 물론

이다. 또한 문화계의 거장 소설가 황석 , 박경리 선생, 종교계에선 법정 스님과의 

교류는 필자의 예술혼에 지 한 향을 미쳤으며, 개인적으로는 행운이었다. 그렇

게 필자는 문화운동 1세 로서 우리 것 찾기 운동에 음악으로서 기여하 다.

또한, 자생적으로 일어난 우리 것 찾기 운동은 학생만의 문화 운동의 전유

물은 아니었다. 문화예술계, 특히 연극계에서 우리 탈춤이나 판소리 등을 연극 

속에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필자는 학생 때부터 연극 음악을 하면서 연극계의 우리 것 찾기의 현장 속

에 있었다. 종합예술이라 일컫는 연극은 다양한 경험을 가능케 했다. 연극 내용

을 이해하며 상황에 맞는 음악을 만들거나 또는 전통음악 중에 연극 내용과 맞

는 것을 실제 연주하기도 하면서, 현장 중심의 조그만 곡들을 만들 수 있었다.

이러한 분야를 넘나드는 활동은 필자를 금 연주자에서 작곡가로 전향하게 

만들어 준 계기가 되었다. 이후 ‘한네의 승천’, ‘옛날 옛적에 휘어이 휘어이’, ‘물

도리동’, ‘산국’ 등의 연극 음악과 무용 음악 ‘가객’ 등 많은 음악 작곡을 통해 

우리 음악의 예술적 보급에 매진하 다.

3. 70년대 국악 보급화 작업

1) 연극음악 작업

필자가 연극과 만나게 된 계기는 서울음  연극반 공연에 금 연주자로 참가 

하면서 부터다. 그 당시 연극은 오 진 작, 오태석 연출의 ｢맹진사  경사｣ 는

데, 이때의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오태석 선생의 모노드라마 ｢이식수술｣의 음악

을 맡게 되면서 연극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드라마센터에서 공연한 유치진 선생의 창작극 ｢마의태자｣를 관

람하며, 우리 민족혼의 표현으로 사용한 탈춤이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을 보고 필자는 더욱 연극에 심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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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오태석 작, 유덕형 연출의 ｢초분｣ 음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극의 표

현방식, 인물의 감정, 미세한 극적 감정표현 등을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

인지 파고들었고, 짧은 음악이지만 극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가에 한 고민

들은 많은 음악적 성숙을 이끌어냈다.

또한 녹음된 음악이 아닌 생음악으로 연극 공연을 하면서 즉흥적으로 화하

는 소리와 감정을 극 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에 한 연극이론 등을 

습득하면서 세밀하게 소리를 다루는 법을 알게 되었다.

74년에는 ｢태｣라는 작품에서 음악 감독을 맡았을 땐, 판소리를 극중에 도입하

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효과음 등을 즉석에서 만들어내는 작업은 

감각적인 소리에 한 지식과 기능을 접목할 수 있었다. 

2) 뮤지컬 작업

75년 필자는 두 가지 큰 경험을 하게 된다. 하나는 75년 초 크리스천아카데미

에서 시인과 작곡가의 만남을 통한 노래 만들기 고, 다른 하나는 뮤지컬을 작곡

하게 된 것이다.

명동 예술극장이 장충동 국립극장으로 이전하기 전 마지막 공연 작품인 오

진 작, 손진책 연출의 ｢한네의 승천｣의 작곡을 맡게 되었다. 이 작품은 ‘나무꾼

과 선녀’의 이야기를 제의적 형식으로 한 여인의 숙명적인 이야기를 풀은 작품

으로 무려 19곡의 노래가 작곡 되어졌다.

당시 ‘예그린’의 뮤지컬 ｢살짜기 옵서예｣의 제작자 던 극장장이 보고 감탄했

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 작품의 노래 중 ‘사랑가’와 김성녀가 부른 ‘한네의 이별’

은 82년에 음반으로 출시되었고 후에 KBS에서 명명한 ‘국악가요’의 효시가 되

었다. 이 음악을 작곡할 당시 필자는 출연자들의 감정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작업

을 했는데, 사람이 가진 감정의 기운과 소리가 만들어내는 표현의 근간이 되는 

기운의 조화를 ‘악학궤범’의 ‘오성도설’에서 찾았다. 특히 가사의 내용에서 음악

적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하 다.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악보 1> 한네의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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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사랑하고 헤어짐도 물거품이네

그 의 아픔 그 의 괴로움

내 눈속에 부딪쳐 피눈물 되네

기나긴 세월 당신과 함께

무지개빛 사랑으로 살고 싶었네

아－아 아－아

차거운 저 먼곳으로 당신을 두고 가네

2절 만나고 헤어짐도 허망하여라

그 의 아픔 그 의 괴로움

내 가슴에 부딪쳐 눈물 이어라

지나간 세월 당신을 만나

더 높은 사랑으로 살고 싶었네

아－아 아－아

차거운 저 먼곳으로 당신을 두고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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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갈꺼나’의 탄생

이 곡은 이장호 감독의 화 ｢어둠의 자식들｣ 주제곡으로 알려졌지만, 원래 

76년 극단 민예극장의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작품의 주제곡으로 작곡되었다. 

극 중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의 죽음에 목 놓아 부르는 노래 다. 가사와 곡의 

어울림이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암울한 시 적 현상에도 맞아 떨어져 80년  

민중가요로 많이 불렸다. 

가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절 어디로 갈꺼나 어디로 갈꺼나

내님을 찾아서 어디로 갈꺼나

이 강을 건너도 내 쉴 곳은 아니오

저산을 넘어도 머물 곳은 없어라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내님은 어디에 어디에 있을까 

2절 어디로 갈꺼나 어디로 갈꺼나

내님을 찾아서 어디로 갈꺼나

흰 구름 따라 내일은 어디로

달빛을 쫓아 내님따라 간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내님은 어디에 어디에 있을까



<악보 2> 어디로 갈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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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노래들 작곡함에 있어 필자는 가사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겼다. 가사의 

내용 전달에 있어 자칫 멜로디가 침해한다면 그것은 조화롭지 못한 곡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철칙은 우리 전통 음악적 정서의 되살림이 곡 속에 

스며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한네의 이별’ 같은 곡은 꺽는 목의 표현법을 가미하 고, ‘어디로 갈

꺼나’ 같은 경우 중모리 장단 개념의 마무리로 작곡 되었다.

이와 같이 70년 부터 중반까지 필자의 작업은 연극과 협업을 통한 노래와 

음악작업이 이루어졌다.



‘개구리 소리’

1.
거웃 거웃 숲속에 퍼런 못자리 물속에
도랑물 옆 긴둑따라 포플러 신작로따라
울어라 개구리야

2.
학교에서 뛰놀다가 늦게 왔다고 꾸증듣고
저녁먹다 엎드려 잠든내동생 꿈속에서
울어라 개구리야

‘누나의 얼굴’

1.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해가 금방 뜨면 일터에 간다.
해바라기 얼굴은 누나의 얼굴
얼굴을 부비며 일터에 간다.

2.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해가 한참지면 집으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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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8년 작곡발표회－동요

연극음악을 통해 노래를 만들고, 연극적 스토리텔링에 익숙해지면서 필자는 

70년  작곡가들의 작품들이 예술적 작품성과와는 관계없이 일반 중에게 가

까이 접할 수 없음을 경험을 통해 인지하 다.

그런 연유로 그 당시 사회적으로 주목 받는 고(故) 이오덕 선생의 동시집 ‘개

구리 소리’를 중심으로 작곡된 국악동요와 무용음악 ‘가객’을 발표하기로 하

다. 국악동요는 교육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곡을 선정하여 후일 국악동요의 

시초가 되었다.

당시 발표되었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부 동요>

자장가(최인훈 시) // 자장가Ⅱ(허규 시) // 송아지(김상욱 시)

휘파람(윤석중 시) // 목련(최계락 시) // 해바라기 얼굴(윤동주 시)

애사당(장소희 시) // 개구리 소리(이오덕 시)

노래 : 박현숙 외 2명

반주 : 금 권철수, 피리 곽태규, 해금 정창 , 장고 사재성, 양금 이재경

(위의 동요 중 ‘개구리 소리’와 ‘누나의 얼굴’(해바라기 얼굴)등은 중고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3.
바라보는 밤하늘별 눈물에 어려 빛나고
돈벌러간 아버지 소식이 궁금해
울어라 개구리야

4.
외딴집 빨간 불빛 풀빛 들판에서
도랑물 옆 긴둑따라 포플러 신작로 따라
울어라 개구리야

5.
읍내장에 나물 팔고 돌아오는 어머니
빈 광주리 가득히 네 노래 담고 오신다
울어라 개구리야

해바라기 얼굴은 누나의 얼굴
얼굴이 숙어들어 집으로 온다

<표 1> 동요 ‘개구리 소리’와 ‘누나의 얼굴’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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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시나위>

무용음악 [가객(歌客)]

1장 포고(布告)

2장 추방

3장 불면

4장 종사

5장 상여

시나위의 경우 기존의 시나위 같은 합주

가 아닌 장단의 틀을 바꾸어 시나위의 원래 

모습인 즉흥성을 최 한 살려 연주하 다.

장단의 내용은 경기도당굿 장단과 부정

놀이 장단, 늦은 타령 장단의 변주를 섞어 

시나위 연주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

를 받았다.

작곡 발표회가 끝나고 처음으로 <동요>

와 <시나위>를 지구레코드사에서 79년에 

발매하 다. 많은 사람들이 ‘삼포가는 길’ 

<그림 1> <김영동 국악작곡집> 

‘어디로갈거나’, ‘삼포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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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이 필자의 첫 음반으로 알고 있지만, 이 음반은 82년에 출시되었던 음반이

다. 첫 음반이 나온 79년 당시 국악음반 발매는 창작국악으로서는 파격적인 제

작이었다. 중음악이 아닌 창작국악 음반이었기에 자켓 디자인에서 보듯이 정

간보 활용에 한 필자의 고민을 엿 볼 수 있다. 한자 율명 신 한글의 모음 

자음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가로로 보는 법 등에 한 생각을 표현하 다. 그리

고 그 내용은 순수 국악기로 반주한 동요와 시나위 연주가 담겨 있음을 내포하

고 있다.1)

 1) 79년 발매된 앨범에 수록된 고(故) 성경린 前 국립국악원장의 추천사 

김 동, 현재의 국악고등학고, 당시는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 양성소 제11기 전공은 금이었다. 학생 

때 특별히 두각을 나타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놀라운 음악성으로 동기의 금자비에서 그 누구에

게 뒤떨어지는 실력이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전통이랄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는 

것이지만, 자고로 보면 금자비는 체격이 크고 신 말 수는 적은 편인 사람이 많았다. 김 동도 그 

범주에 벗어나는 위인은 아닌 듯이 나는 알고 있다.
그는 서울 학교 음악 학 국악과에 수월히 합격하고 그곳에서도 금을 전공하 다. 학에서 실기가 

얼마나 성장했는가는 나로서는 짐작할 길이 없다. 다만 한범수 강사에게 금산조를 더 익힌 것 같은데 

한 선생도 저으기 그의 장래를 촉망하는 눈치여서 김 동의 금은 정악과 산조를 능히 효통하는 가 

싶었다.
서울  음악 국악 정기연주회에서의 금 독주는 벌써 기성을 비예하는 패기와 공성과 개성이 번득이고 

있었고, 전년엔가 국립국악원이 마련한 ‘전통음악 산조의 밤’에서 그의 금 독주는 김 동의 이름과 

예술을 짙게 부각시킨 보람의 무 다.
그러나 김 동은 그런 소성에 안주하고 만족하는 녹녹한 악인(樂人)이 아닌 것을 나는 거년 12월에 가

진 그의 작곡 발표회에서 놀라도록 실감하고 당목하 다. 그러면서 그가 일찍이 한국 연극 화상 음악

부분 수상자인 것에 상도하고 그의 또 다른 일면의 재능과 노력을 감탄한 것이었다.
그의 처음 갖는 작곡 발표회는 기본 국악개념의 파괴를 의도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단순한 전위성

향적 돌파구로 마련 된 것이 절  아니었다. 그가 국악으로서는 최초의 시도랄 동요 작곡,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어린 세 로 하여금 그 본래의 정서와 생활음악으로서의 시 적 역할을 소박하게 조명한 그의 

음악학도로의 무거운 사명감에서 는지 모른다.
현존하는 전통음악의 이해 및 보급과 한국음악의 생활화를 위한 작업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
는 무엇보다 가장 보편적 보급수단으로 연극, 화음악 또는 중매체를 통한 보급을 그 중 지름길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예술적이라는 막연한 순수함을 배제한 직접적인 중예술로서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

여, 그의 이제까지의 작곡의 도정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
연극음악 한네의 승천, 옛날 옛적에 훠어이 훠어이. 물도리동, 산국 그 밖에도 무용음악 가객 등 실로 

수가 없다.
이제 김 동이 그간에 작곡한 제지한 독창적 음악을 모아 한 장 레코드로 출반되는 일에 내 크게 환희

하여 몇 마디 축하와 더불어 삼가 권장의 글로 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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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0년대 국악 대중화 작업

70년을 전후로 청년 문화라 칭해지는 문화 현상을 표하는 음악은 포크와 

록이었다. 그 이전의 60년 에 유행하던 트로트나 미국식 스탠더드 팝송을 가져

와 번안해 부르는 노래와는 다른 ‘사랑해’ ‘꽃반지 끼고’, 김민기의 ‘아침이슬’ 

등의 곡들이 발표되면서 중음악의 흐름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80

년 에 접어들며 중음악의 흐름은 달라졌다. 80년 , 이때의 중음악은 조용

필의 시 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의 히트곡 ‘창밖의 여자’, ‘못찾겠다 꾀꼬리’ 

등은 매일같이 방송에서 흘러나왔으며 비슷한 형식의 가요가 속속 발표되었다.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70년  주류 던 포크는 서서히 저물어가

는 듯했다. 하지만 저항정신이 살아있는 70년  청년문화는 80년 에서는 다른 

의미의 청년 문화를 보여주었다. 저항적 요소의 노래들이 학의 ‘노래패’ 속에

서 반정부 성격의 작업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80년  후반에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란 합창단 성격의 모임이 만들어져 자체 공연과 음반을 통해 널리 알

려지기도 하 다. 그러나 다수의 일반 중을 이끈 사람은 조용필이었다.

필자는 조용필과도 작업을 한 적이 있다. 농악의 동살풀이 장단에 조용필 그

룹인 ‘위 한 탄생’ 연주자들의 즉흥연주를 유도하는 작업이었는데, 이러한 작업

의 목적은 국악을 중화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80

년  중의 최고 스타가 우리 국악을 공부하고 그것을 자신의 음악에 녹아 내

길 바랐던 기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중 음악계 뿐 아니라, 무용계와 방송․ 화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문화진흥위원회에서는 “ 한민국 무용제”를 신설하여 81년부터 시행하 는

데, 작품상, 안무상, 음악상 등의 시상제도를 두어 무용 부흥을 꾀하 다. 무용제

의 출품작들은 창작 작품이어야 했다. 그러다보니 무용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한

국 무용은 더욱 우리 음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방송계는 81년 흑백TV에서 컬러TV로 바뀌면서 변화를 맞이했다. 방송 프로

그램의 내용도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KBS의 TV문학관’이라는 프로그

램은 한 편의 화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드라마 다. 우리 문학 작품들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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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되면서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맞는 음악이 창작되어야 했다.

화계도 마찬가지 다. 해외 화제 출품을 준비하는 시류가 조성이 되기 시

작했는데, 해외 화제 출품을 위해 우리문학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준비하 다. 

그러나 당시 화 관계자들의 말을 빌자면 우리나라 화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

이 음악이었다. 더구나 해외 화제 출품을 위한 화들은 그 소재와 맞는 우리 

국악의 정서가 담긴 음악이 필요했다. 필자는 이미 78년에 고(故) 하길종 감독

과 ｢한네의 승천｣ 화음악을 한 경험이 있고, 임권택 감독의 81년도 반공 화 

｢짝코｣라는 화의 음악을 작곡한 바 있었다.

이렇듯 시 는 다양한 음악과 특히 국악 창작곡에 목말라 하 지만, 국악계는 

70년 와 마찬가지로 한민국 작곡상 작품들이 국악 전통공연과 국립국악원, 

서울시립 국악관현악단 정기 연주회 등에 통상적으로 연주될 뿐 여전히 국악의 

중보급의 문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직 전통을 고수하고 예술지향적 사고를 견지하는 국악계에서 필자에 한 

시선은 그리 곱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작곡가로 인정하기 싫은 분위

기가 국악작곡계에서 있었다. 이에 필자는 81년 한민국 작곡상에 ‘매굿’이라

는 작품을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그 후 83년에 관현악 ‘단군신

화’를 작곡하 다. 특히 ‘매굿’은 전통음악 분류상 관악합주곡 악기 편제에 구음

과 합창을 악기개념으로 편성하 고 극악관현악에서 음정 때문에 사용하지 않

던 태평소를 사용하므로서 그 후 다른 작곡가들도 태평소를 작품에 사용하는 경

향이 생겼다. 

또한 같은 해 ‘김 동 신국악 발표회’를 국립극장에서 개최한 바 있는데, 상

과 춤 등이 어우러진 이 공연은 당시 국악공연으로는 이색적인 공연으로 암표가 

팔릴 정도의 공연이었다. 이와 같은 필자의 작품발표회는 음악 뿐 아니라 다양

한 무 연출에서 주목받았으며, 이는 10년 후 상음악회 등의 다양한 공연 형

태로 발전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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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V 드라마 음악－‘삼포 가는 길’

1981년 컬러TV 시 와 함께 제작되기 시작한 ‘KBS TV문학관’의 두 번째 작

품인 황석  원작, 김홍종 연출 ｢삼포 가는 길｣의 음악 작곡을 맡게 되었다.

필자는 상에서 주인공 3인이 삼포까지 가는 길의 주제 음악을 만들며, 우리 

악기와 서양악기와의 접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우리 악기의 음색만

으로 상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에 해 고민하 다. 단순한 접목이 

아닌 단순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끌어야 하는 부분에 한 고민이었다.

국악작곡 등에서 잘 쓰지 않는 양금, 그리고 금, 기타의 3가지 악기를 주인

공 3인의 음색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눈밭을 걸어가는 장면, 회상 장면 등에 맞

추어 작곡하 다.

방  이후 음악에 해 많은 찬사를 받았는데, 특히 서양악기인 기타와의 접

목이 만들어 낸 곡의 아름다움은 이후 작업에 많은 향을 주었다. 이는 한국적 

소재의 드라마에 국악 창작 음악이 사용되는 초석이 된 음악이다.

그 외 여러 TV 드라마 음악작업을 하 고, 82년에 ‘삼포 가는 길’은 음반에 

수록되었다.

2) 영화음악

70년  초중반의 연극음악 작업은 필자에게 엄청난 예술적 자양분이 되었다. 

연극 본의 이해, 사에 따른 배우들의 감정 변화, 극적 장면에 한 이해 등

은 음악 외적인 예술적 경험이었다. 이러한 자양분은 필자의 작곡 세계를 구성

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향을 주었고 종합무 의 작업을 통한 경험은 다른 음

악인들 보다 소중한 것이었다.

이렇듯 연극 음악 작업이 초석이었다면 화 음악 작업은 더 넓은 역으로 

가는 새로운 예술 장르 다.

연극 본과 달리 화 시나리오는 장면의 길이와 호흡에서 큰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무 예술인 연극과 달리 화는 장면 장면이 연결 되어 



년도 작품 감독

1978년 ｢한네의 승천｣ 하길종

1979년 ｢짝코｣ 임권택

1982년 ｢꼬방동네 사람들｣ 배창호

1983년 ｢땡볕｣ 하명중

1985년 ｢낙월도｣ 하명중

1989년 ｢구로 아리랑｣ 박종원

<표 2> 영화음악 작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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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스퀀스를 만들기에 장면의 흐름과 동시에 인물의 묘사방법이 연극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뿐인가, 카메라 워크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랐다. 연극과 다른 

점은 시나리오와 희곡의 차이에서 오는 호흡, 감정 등의 연속성의 부분이다..

앞서 언급하 듯이 78년 ｢한네의 승천｣으로 화음악 작업의 경험이 있었고, 

83년 하명중 감독의 ｢땡볕｣의 화음악 작업은 필자에게 행운을 안겨준 작품이

었다. ｢땡볕｣은 김유정의 소설 ｢소나기｣를 각색한 작품으로 베를린 국제 화제 

본선까지 올라갔으며, 화와 음악의 조화가 가장 좋은 작품에 수여하는 벨기에 

화제에서는 그랑프리를 수상한 뜻 깊은 작품이기도 하다.

이 화에서 필자는 민요 후렴조의 구음합창과 정가풍의 여성 구음을 민요 

형식처럼 메기고 받는 형식을 취했다. 타이틀에서 웅장한 느낌과 작품 속의 일

제강점기 당시 한국의 아픔을 상징하는 여주인공의 아픔을 동시에 표현하는 효

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주효했다. 

그 이후, 임권택, 이장호, 배창호 감독 등의 화 음악을 하 고, 임권택 감독

의 ｢취화선｣이 마지막 화 음악 작품이 되었다.

3) 무용음악

81년 한국문화예술 진흥위원회에서 ‘ 한민국 무용제’를 개최하면서 시상제

도를 두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때 필자는 80년 서울시립무용단 문일지 안무

의 무용곡 ‘땅굿’을 작곡한 경험이 있었기에 무용가들에게 음악 위촉을 많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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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제1회 한민국 무용제에서 고(故) 정재만 의 작품 ‘춤소리’의 음악을 맡

았고, 이 음악으로 무용제 음악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80년  무용계의 작품 경향은 국립무용단, 서울시립무용단 등의 무용극이 성

행하여, 일반 무용단들도 극적인 구조의 무용을 선호하게 되어 음악의 도움이 

절실한 때이었다. 이러한 시류는 필자에게 다양하고 많은 작품을 요구하 으며, 

80년  당시 가들의 무용음악은 거의 작곡하 다 해도 과장이 아니었다.

무용음악은 스토리텔링 뿐 아니라 무용수의 움직임까지 이해하여야 한다. 그

러기에 전체적으로 무용의 극적 구성에서 음악의 방향이 설정 되어야 하며, 움

직임에 한 이해도가 있어야 좀 더 무용 음악을 잘 할 수 있게 된다.

무용음악 작품

고(故) 홍정희 선생의 발레 ‘장생도’

육완순 선생의 현  무용 ‘한두레’

김매자 선생의 한국 무용 작품이 있으며,

81년도에 발표한 음반 수록곡 ‘어디로 갈꺼나’, ‘삼포 가는 길’ 등은 무용과 졸업발표

회의 단골 음악 리스트가 되었다.

4) 음반출시

81년 그동안 드라마음악, 또는 연극음악으로 발표되었던 노래, 연주음악을 모

아 음반작업을 하 다. 다만 70년  연극음악 작업 시에는 국악기로만 노래 반

주를 하거나 연주를 하던 것에서 서양악기인 기타, 피아노 등과 국악기가 함께 

반주하는 형태로 녹음을 하 다. 그러니까 좀 더 중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취해진 방법이었다. 단지 국악 멜로디에 익숙하지 않았던 서양악기 연주자들의 

당황하던 모습에서 그 동안 얼마만큼 국악과 서양음악이 괴리되었는지 짐작 할 

수 있었다. 또한 ‘어디로 갈거나’ 노래를 가수에게 시켜 보았으나 우리 민요의 

흘리는 소리의 맛을 내지를 못하 다. 그리하여 본의 아니게 필자가 노래하게 

되어 언론에 가수로 데뷔 한 것 처럼 보도되는 일도 있었다. 어쨌든 이 음반이 



<그림 2> <김영동 국악작곡집>, <김영동 작곡집>, <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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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므로 상업음반으로서의 국악 중음악이 세상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

다. 그 이후로 <먼길>이라는 음반이 출시되면서 중음악으로서 자리잡는 계기

가 되었다. 그러나 필자의 음반 출반에는 중적인 것 만이 아니라 관현악 작품

인 ‘매굿’, ‘단군신화’, <김 동 금 독주곡집>등 창작 작품이나 전통음악 연주 

음반도 출시하 는데 음반이란 음악가의 작업에 한 기록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많은 수의 음반을 만들 수 있었다.

80년  중반 85년 창립된 ‘슬기둥’ 멤버 던 민의식, 강호중이 찾아와 슬기둥 

창단을 하려하니 음반출시 도움을 청했다.

결국 ‘어디로 갈꺼나’, ‘삼포가는 길’ 음반이 반응이 좋았던 필자의 도움으로 

88년에 <김 동 슬기둥 노래집>이 발매 되었다. 슬기둥이 90년  후반까지 그

들의 레퍼토리를 확 해 나가면서 국악 중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5) 새로운 음악 장르－명상음악

필자는 1984년부터 88년까지 독일에서 유학을 하 는데, 중간 중간 방학을 

이용해 귀국하여 화 음악과 음반 작업등을 지속하 다. 그 당시 독일에서는 

티베트 승려들의 음악이 주목을 받았을 때 고, 동방(일본과 중국) 명상음악이 

독일 지식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다.

낯선 세계에서 우리 음악이 아닌 서양의 음악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그 곳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귀국한 88년 7월, 한국은 서울올림픽에 온 나라가 정신



<그림 3> 명상음악 음반 <The Buddist Meditation Music> <김영동의 명상음악 禪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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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던 때 다.

하지만 그런 소란이 귀에 들리지 않을 만큼 필자는 새로운 음악을 개척해야 

한다는 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으며 평소 존경하던 

법정 스님이 계시던 송광사로 가게 되었는데, 때마침 저녁 예불 시간이었다.

법당 앞마당에서 불교사물(법고, 운판, 목어, 범종)과 함께 스님들의 예불 소

리의 잔잔히 퍼졌다. 순간 필자는 산사의 주변 환경과 평화롭게 조화되는 소리

에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전율을 체험하게 되었다. 혼돈을 뚫고 나오는 빛줄기

를 본 것 같은 전율이었다. 그 감동은 다음날 새벽예불에 이르러 하나의 실체가 

되었다.

새벽예불은 웅전 앞마당에서 감상하게 되었다. 산속의 각 암자에서 들려오

는 목탁소리, 바람소리, 벌레소리 등과 어우러진 예불 소리는 그야말로 불교용어

로 화엄의 소리 다. 서양음악의 출발인 그레고리안 성가와는 또 다르면서도 

우월한 우리 불교 예불만의 장엄하면서도 단순한 숭고가 그곳에 있었다.

이 예불소리를 현장 녹음하여 스튜디오에서 금과 소금, 신디사이저를 입혀 

<선(選)>이라는 제목으로 88년 11월에 출시가 되었다. 이 음반은 매우 반응이 

뜨거웠던 기억이 있다.

이 같이 80년  후반까지 필자의 생각은 국악의 보급이라는 60년  국립국악

원이 ‘국악의 보급’이라는 과제를 지켜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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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가는 말

이상과 같이 7,80년  국악 중화 작업에 해 기술하여 보았다. 그 당시의 

사회․정치적으로 확고한 기반을 토 로 한 문화가 정립되지는 못하 으나, 언

론과 방송에서는 다양성 있는 음악들을 취급했으며, 예술의 전당과 같은 문예회

관 건립을 전국적으로 추진한 사실 등은 이 시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된다.

필자를 중심으로 한 이 시기의 국악 중화 작업은 국악의 새로운 역을 개척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작업으로 국악의 보급화와 창작을 통한 예

술화를 동시에 지향해 왔다. 

그러나 그 당시의 국악 중화 문제에 관한 논의는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재 국악계는 공연의 양적인 팽창에 비해 음악계에 

비전과 이슈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국악창작의 발전방향에 한 논의와 좋은 제안들이 많았으나, 그 중 

한 세 전의 외국인의 시각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내용은 한국의 서양음

악계에 한 이야기이지만 국악계에도 적용되는 것 같아 인용하고자 한다.

과거에 한국의 예술가들이 한국과 한국예술에 해 너무나도 과소평가 했다. 한국은 

사상, 감정, 음성, 형상, 인간관계에 있어 풍부한 유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많은 것들

이 너무나도 무시당하고 있으며, 또한 무사려(無思慮)한 모방과 서투른 수작 때문에 

말살되어 가고 있다.2)

앞으로 국악의 중화 논의는 당위적 시도 차원을 넘어선 가치적 모색의 차원

으로 계속되어야 하겠다. 중화의 방법론의 논쟁에서 벗어나 ‘어떤 중화’가 

바람직한 것인지의 방향성에 접근하여 지나온 시기에 한 반성적 점검과 더불

 2) 박 인(Edward W. Poitras), ｢한국예술의 가능성 탐구｣, 예술계 창간호(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1969), 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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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진정한 가치를 되찾아야 할 시기이다. 이를 위한 교육체제의 변화와 미디어 

정책의 변화 또한 동반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투고일자 : 2015. 11. 3.  ❙ 심사기간 : 2015. 11. 5.~2015. 11. 29.  ❙ 수정 및 게재확정일자 : 201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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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itiative to make Gukak more 
Mainstream during the late 70s and early 80s

Kim, Young-Dong

(Seoul Institute of The Arts)

During the late 70s and early 80s, Korea underwent rapid change not just on 

the political scene but also in terms of culture. As such, the field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lso saw a quantitative expansion to appeal to the masses without 

a clear direction on how to improve the quality. 

This paper is a form of retrospective essay on the initiatives to make 

Gukak(Korean traditional music) more mainstream. The initiatives of the 70s are 

reviewed in terms of increasing the supply of Gukak, while the initiatives of the 

80s a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making Gukak more mainstream. 

The efforts to make Gukak more mainstream concerted by many in the field 

including myself were carried out in an attempt to shed light on new possibilities 

for the field, and took a two-pronged approach of increasing the supply of Gukak 

but also refining the aesthetic aspects of it. However, the discourse on making 

Gukak more mainstream started then still continues to this day. Compared to the 

massive increase in quantity, no clear vision or identification of issues has been 

provided.

Making Gukak mainstream still goes on, regardless of the musical content. Such 

programs should continue as part of discovering value in addition to something 

that must be done. It is time now to review whether the type of approach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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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aking to making Gukak more mainstream is indeed the right approach, while 

moving away from simple disputes over the methodology of making it mainstream.

 

【Keywords】Kim young dong, The initiative to make Gukak more mainstream during the late 70s 

and early 80s, The propagation of Guk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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